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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의 용융염 상에서 처리하여 핵변환용 연료물질을 생산하기 한 기화학  

분리  회수공정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3단계 연구에서는 2단계의 

해정련법 요소기술 개발 연구실 을 토 로 고체  액체음극을 이용한 해정

련, 잔류 악티나이드 회수 (draw-down)  석출물 회수기술 등 요소기술의 고도

화를 이루었다. 고온용융 해분리 기술의 핵심인 해정련 공정의 mock-up 시

스템을 구축하여 악티늄족 원소 회수공정을 확립하고자 하 다. 우라늄 회수를 

한 해정련 Mock-up 시스템을 완성하 으며, 이 장치를 이용하여 1 kg 규모

의 우라늄 착물을 회수하고, 우라늄 잉곳 시제품 제작에 성공하여 장치의 운  

경험  최  운  자료를 확보하 고 다음과 같은 해정련 Mock-up 시스템 

운 조건을 확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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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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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당해 단계에서 수행된 건식 해정련법 요소기술 고도화의 결과로서 흑연 

음극을 개발하여 고성능 (High throughput) 해정련 용 타당성을 확인함으로

써 사용후핵연료의 부분 (95% 이상)을 차지하는 우라늄을 해정련에 의해 회

수할 수 있는 실용기술 기반을 확보하 다. 이 결과는 차후 단계의 연구개발에서 

엔지니어링 규모의 공정장치 설계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정련 장치에 흑

연음극을 용하면 착물 회수장치의 간소화  연속운 이 가능하여 효율 향

상을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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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고온용융 해분리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2004년 말 재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장량은 약 7,286톤에 이르

고 있다. 그러나 기에 지의 생산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부산물이 발생하

는데 그 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장수명핵종으로 분류되는 루토늄을 비

롯하여 넵티늄, 아메리슘과 큐륨이 있으며, 한 핵분열 생성물로 요드-129

와 테크네튬-99가 있다. 이와 같은 고  방사성 폐기물이 심지층에 직  

처분될 때 자연 환경 속으로 방출되지 않게 하기 해 장기간 동안 환경 감

시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장수명핵종들은 인

으로 핵변환시킬 수 있고, 그 게 함으로서 반감기가 짧은 핵종 는 방사

능을 띠지 않는 안정 핵종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를 소  “소멸처리 기술”이

라 부른다. 따라서 소멸처리된 방사성폐기물은 처분 후 수 백년이 지나면 천

연에 존재하는 우라늄  정도의 방사능 수 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방사성폐

기물 처분에 따른 환경오염 가능성을 크게 일 수 있다. 장반감기 핵종 가

운데 일부 우라늄 핵종은 핵분열성을 띠므로 핵연료로 사용됨과 동시에 

소멸시킬 수 있다. 즉, 우라늄 원소도 우라늄과 마찬가지로 핵분열에 의하

여 반감기가 짧은 핵종으로 바 게 되는데, 지 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라늄 원소는 열 성자속보다 고속 성자속에서 핵분열시키는 것이 소

멸처리에 더 큰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한편, I-129, Tc-99와 같은 

핵분열 생성물은 열 성자속에서 성자 포획에 의하여 각각 안정 핵종인 

Xe-130, Ru-100 등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핵연료가 아니고 성자 표

(target)으로 만들어 소멸처리 시킬 수 있다.   장수명핵종을 핵변환시켜 단

수명 핵종으로 바꾸기 해서는 먼  장수명핵종을 단수명핵종으로부터 분

리할 필요가 있다. 사용후핵연료 는 고  폐기물 등의 장수명핵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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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이 일차 처리 상이며 그 처리 과정에 요구되는 

기술 요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즉, 핵확산 항성을 포함한 기술  가능

성, 처리 과정의 용이성, 경제성  안정성 등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 실용화 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

이 필요하다.

     회수 기술은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장수명핵종을 분리하는 데 목표를 두

고 있다. 따라서 이 기술은 습식이나 건식에 의해 분리가 가능하지만 건식 

기술이 아래와 같이 미래 지향  장 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

리나라의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로 합한 것으로 단하고 있다.

     ￮ 건식기술 (Pyroprocessing technology)은 설비가 매우 간단하다.
       이것은 분리, 가공  조사가 일체형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의미

하며, 한 재와 같이 앙집 식 재처리 시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핵물질 

수송 등이 필요치 않아 이에 따른 경제  이득을 기 할 수 있다.

     ￮ 단기 냉각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은 습식처럼 물을 사용하지 않고 용융염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

방사성 분 기에서도 열화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 냉각된 사용후핵연료를 직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에서 보면 습식의 경우 7년 이상의 냉

각 기간이 필요한 반면 건식의 경우 불과 수개월의 냉각기간만 거쳐도 처리

가 가능하다. 

     ￮ 습식에 비해 핵확산 항성이 크다.
       이것은 해정련 기술 자체가 순수한 Pu을 생산하지 못하고 항상 분

순물이 함유된 상태로 Pu이 회수되기 때문에 핵확산 항성이 높은 기술로 

분류되고 있다.

     ￮ 핵임계 사고의 험성이 매우 낮다.
       이것은 용융염 매질에서 고속 성자가 열 성자로의 변환이 낮기 



- 7 -

때문에 매우 고 농도의 TRU를 취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제는 Pyroprocessing에 의한 분리기술 개발에 이 맞

추어져 있다.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되어야 할 단  공정은 크게 3부분으로 분

류된다. 이들 공정은 장수명핵종을 회수하는 해정련과 제련공정, 핵분열 

생성물인 희토류원소를 제거하는 환원  산화추출 공정, 그리고 고체음극과 

액체음극으로부터 카드뮴과 염을 제거하는 석출물 회수 공정으로 분류된다. 

이 들  해정련 공정은 핵분열 생성물을 용융염에 남겨 두고 악티나이드 

계열 원소만을 회수하는 가장 요한 핵심 공정이다. 해정련 과정 동안 양

극에 담겨져 있는 속 합 들은 용융염 해질 속으로 산화되어 녹아든다. 

이때 우라늄 속은 고체음극으로 착된다. 그 후 고체음극은 카드뮴 액체

음극으로 교체되고 해가 계속되는 동안 Pu, U, MA와 일부 희토류원소가 

액체음극으로 회수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기술은 핵확산 항성 기술로서 

용될 수 있다. 한편, 원  폐기물 처분장의 후보지를 찾기 하여 정부, 지방

자치단체, 한국 력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기 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역 이기주의와 환경 단체의 반 에 부딪  번번히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방사능 가 낮은  폐기물 처분 문제까지

도  이러한 마당에 하물며 미래의 고 폐기물의 처분 문제는 더욱 더 어

려운 난 에 부딪치리라는 것은 쉽게 유추되는 일이다. 작 의 이러한 상황

을 살펴보건  P&T cycle의 개발은 실로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여

러 선진국에서 많은 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사

용후핵연료로부터 장수명핵종을 분리하는 건식공정을 개발하는 것은 향후 

고  폐기물 리 측면에서 보면 단히 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에서 언 한 연구개발 목   필요성에 의거하여 2004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본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해정련, 해제

련, Draw down, 석출물 회수와 같은 Pyroprocessing 요소기술 개발에 

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본 연구개발의 타당성 확보를 해 1 kg-U/b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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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해정련 Mock-up 장치를 제작하여 운 특성  성능평가가 수행되

었다. 본 연구의 부분은 실험실 규모 비방사성 실험을 주로 수행되었으

며, TRU 착과 같은 해정련 공정의 일부는 러시아 RIAR 연구소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개발의 내용  범 는 다음과 같다.

  1. Mock-up 시스템

     고온 용융 해분리법에 의한 악틴족 원소 회수공정 확립을 하여, 고

온용융 해분리 공정의 Mock-up 시스템을 제작하고 성능 시험을 하는 것

이 본 연구개발 목 이다.

    연구개발 수행내용  범 로는 Mock-up 공정 (1 kg-U/batch 규모)의 

개념설계와 상세설계를 1차년도에 수행하 고, 이 상세설계를 근거로 제작도

면을 작성하 으며, 이를 가지고 공정 시스템 (Glovebox 안에 설치된 해정

련장치, 석출물 이송장치, 석출물 회수장치)을 제작, 설치한 후에 시운 을 

수행한 것이 2차년도 수행내용이며, 마지막 3차년도에는 이 시스템의 성능을 

시험하 고, 공학규모의 공정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운  자료를 얻었다.

  2. 해정련 양극

     해정련은 고 폐기물에 함유된 장수명핵종을 회수하는 기술로서, 

극은 3개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개의 양극과 두 개의 음극). 음극은 크게 

고체음극과 카드뮴 액체음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체음극으로는 우라늄이 

회수되고 액체음극으로는 우라늄 원소가 회수되게 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는 High-throughput 해정련기 개발을 한 기  실험으로서 기존의 철재 

음극을 체할 수 있는 흑연음극을 이용한 해정련공정을 개발하 으며, 액

체음극은 별도의 반응기에서 분리하여 수행하 다.

     우라늄 해정련용 100 gU/batch 규모 십자형 양극체를 설계  제작

하 으며, DU를 이용한 해정련 특성을 검토하 다. 십자형 양극체에 한 

기 우라늄 농도, 양극 교반속도에 따른 류-  곡선 완성  착 특

성을 평가하 으며, 양극 구조재의 안정 인 사용  연료 내에 포함된 

이원소의 용해 방지를 해 류 도에 따른 양극  음극 거동을 조사

하 고 STS 316  304에 한 해정련 조건에서의 Cut-off 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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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속 환체의 해정련 연계 방법조사를 해 미 환원된 희토류 

원소를 표하여 Nd2O3를 포함한 모의연료 제조  UCl3에 의한 용해도를 

확인하 다.

  3. 해정련 고체음극

     기존의 Mark-V  PEER형 해정련기에서 사용 인 철재 음극을 

이용한 해정련 실험을 실시하여 sticking의 문제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sticking 문제를 극복하기 하여 Graphite를 음극으로 사용하여 

착물이 음극에 부착되지 않고 자발 으로 탈리되는 self-scraping 상을 

찰하 다. 따라서 흑연음극을 사용할 경우 기존 철재음극에서 용되는 기

계  scraping 공정이 필요 없고, 잔류 우라늄 착물 제거를 한 역 착

(stripping) 공정도 근본 으로 생략할 수 있으므로 류 효율이 폭 향상

되며, 해정련조를 단순화 시킬 수 있어 유지보수가 쉽고 극면 을 보다 

증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Self-scraping 특성을 나타내는 흑연음극을 

사용한 해정련 장치의 Throughput을 측정한 결과 0.31 gU/h.㎠로 나타났

으며, 이는 Mark-V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값으로 확인되었다.

  4. 해정련 액체음극

     류 도를 최 화할 수 있는 액체음극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자료

를 확보하고자 하 으며 U/RE 분리특성을 시험하고자 하 다. 한 한러 공

동연구를 통해 TRU/RE의 해조건  분리율 측정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

다. U/ 모의TRU/ RE의 분리조건을 규명하고 최  음극을 선정하기 해 

액체음극으로 Cd 뿐만 아니라 Bi를 사용하여 우라늄  모의 TRU (Ce) 그

리고 Nd, La, Y 등의 RE에 한 해조건  해 착에 한 분리율 측정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 다. 

     

  5. 체음극 

     Actinide 원소를 회수하는 목 으로 사용되는 액체음극의 단 을 극복

하기 한 안으로 다공성 세라믹 용기로 둘러싸인 고체음극 (Filter-aided 

solid cathode)을 체음극으로 제안하고 이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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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극의 특성을 조사하 다. LiCl-KCl 용융염 에서 주로 U과 희토류 원소

를 용매로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먼  체음극의 특성을 조사하기 해 

UCl3가 함유된 용융염 에서 체음극의 류-  계 곡선을 작성하

고, 이를 세라믹 용기가 달려 있지 않은 고체음극과 비교하 다. 측정된 

체음극의 류-  곡선을 토 로 U의 착실험을 수행하 다. 해제련 

조업을 안정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매우 요한 조건 의 하나인 양극의 

최  재료를 선정하기 하여 여러 가지 재료의 양극물질을 도입하여 착

실험을 수행하 다. 

  6. 석출물 회수

     해정련 후 음극 착물인 우라늄은 표면 이 큰 수지상 (Dendrite)으

로 형성된다. 해정련 공정은 LiC-KCl 공정염 매질에서 수행되므로 우라늄 

음극 착물에는 표면에 공정염  기타 속 염화물이 포획되어 있다. 이러

한 음극 착물로부터 순수한 우라늄 잉곳을 회수하기 한 연구로서 증기

압 차이를 이용한 염 증류  우리늄 용융 실험을 수행하 다. 염 증류 공정

에서 표면 이 큰 수지상 우라늄의 손실을 방지하기 해서 온 감압 증류 

조건 선정 연구를 수행하 다. 온에서 용융염을 증발시키기 해 감압 조

건의 변화에 따른 염 증류 실험을 수행하여 정 감압 조건을 도출하 다. 

선정된 감압 조건에서 염 증류 온도  시간에 따른 염 증류 거동 실험으로

부터 온 염 증류 조건을 도출하 다. 온 증류 후 우라늄 잉곳 제조를 

해 2단계 승온  가열함으로서 우라늄 착물에 포획된 속 염화물을 제

거하고 순도 높은 우라늄 ingot 제조 조건을 확보하 다. 

Ⅳ. 연구개발 결과

  1. Mock-up 시스템 

   - 연구개발 목 은 고온 용융 해분리법에 의한 악틴족 원소 회수공정 

확립을 하여, 고온용융 해분리 공정의 Mock-up 시스템을 제작하고 성능 

시험을 하는 것이다.

     연구개발 수행내용  범 로는 Mock-up 공정 (1 kg-U/batch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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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설계와 상세설계를 1차년도에 수행하 고, 이 상세설계를 근거로 제작도

면을 작성하 으며, 이를 가지고 공정 시스템 (Glovebox 안에 설치된 해정

련장치, 석출물 이송장치, 석출물 회수장치)을 제작, 설치한 후에 시운 을 

수행한 것이 2차년도 수행내용이며, 마지막 3차년도에는 이 시스템의 성능을 

시험하 고, 공학규모의 공정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운  자료를 얻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먼  1 kg-U/batch 규모 mock-up 시스템의 개

념설계, 상세설계  제작도면을 제작하 다.  이때에 Mock-up 시스템의 

P&I 도면을 수정하 는데, Mock-up 공정장치 에서 석출물 이송장치와 석

출물 회수장치의 구조를 변경하 고 이로 인하여 수정하 다. 

     Mock-up 공정장치의 석출물 이송장치의 자동화를 한 장치변화를 Ar

기체를 사용한 기체 피스톤을 용하여 변경하 다.  한 석출물 회수장치

의 구조를 변경시켜 상하 직렬방식에서 용융 공간을 한 반응조와 증발되

는 염의 증기를 모아서 응축시키는 회수조로 구분하여 장치를 제작하 다.

     1 kg-U/batch 규모 Mock-up 시스템의 상세설계와 제작개요를 설명하

면, 해정련 공정의 주요장치인 용융염 해장치는 용융염 해로 본체, 양

극, 음극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 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용융염 해로 본체 (U-1kg기 ), 보호용기, 도가니 (SUS 310S) 

         - 양극: 십자형 양극 SUS 304 (다공성 양극바구니의 구멍: 2 mm) 

         - 음극: 착물 총 부피: 471.6 ml, ㆍ 극 직경: 50 mm, 몰리 덴 

         - 해  해석 장치: 직류 원, 쿨롱계, 차계

    석출물 이송장치는 공압 방식 (Ar 사용)에 의한 박형 실린더와 로터리 

엑 에이터를 일체화시켜 상하/좌우 운동으로 석출물이송의 동선  glove 

box 크기를 최소화하 다. 석출물 회수장치는 음극 착물 처리장치 본체를 

염 증발부  착물 용융부인 도가니 (graphite, 1300 ℃)와 증발된 염의 회

수조로 나 어 제작하 다.

     고온 용융 해 분리 장치용 Mock-up 시스템은 새빛 연료과학동 232

호 실에 설치하고, 시스템 내의 알곤 기체 분 기를 만들기 하여 알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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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재생시스템과 온도 조 을 한 항온조와 직류 원을 해정련장치에 

공 하기 한 Potentiostat 장치를 주변에 설치하 고, 석출물 회수장치의 

진공 분 기를 운 에 유지하기 하여 진공 펌 를 별도로 설치하고 배

기 기체의 별도 처리 장치 (흡수조)를 통하여  방출하도록 하 다.

     시운 은 고온 용융 해 분리 장치용 Mock-up 시스템의 시운 은 시

스템내의 수분과 산소 농도 조  가능성 여부와, 각 장치의 가열부분의 정상

작동 여부를 검한 후에 용융염을 제조하기 한 시약 비 과정 (LiCl과 

KCl의 수분  산소 제거)를 수행하 다. 다음과정으로 용융염의 용융과 양

극에 우라늄 속 장입하고 Potentiostat 장치로 직류 원을 해정련 장치에 

공 하여 우라늄 착 실험을 시운 으로 수행하 다. 석출물 이송 장치를 

통하여 석출물을 석출물 회수장치에 장입시키고, 진공분 기에서 가열을 하

여 착물에 부착되어있는 염을 증발시켜 회수조에 모았다. 이때에 증발조 

내의 온도가 1300 ℃가 유지되는지를 검하 다.  

Mock-up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한 해정련공정의 운  조건은 

처음에 5번 정도는 우라늄 속의 양극에 500 g씩 장입하여 실험하 고, 최

종 실험에서는 우라늄 속 장입량을 1000 g을 사용하 다. 양극의 회  속도

는 처음에는 15 rpm으로 하다가 나 에는 40 rpm을 사용하 고, 음극은 8 

rpm으로 고정하 다. 류 도는 167 mA/cm2 이고,  1000 g 우라늄 속을 

장입할 때에 착물의 무게는 923.5 g이고 염 20.8 wt% 포함되었으며, 양극

의 류효율 69.2 %를 얻었다.

    석출물 회수장치의 성능 평가를 하기 하여, 정치를 1300 ℃이상 

온도에서 운 하 다. 고온 성능을 조사하기 해 연속 으로 실험을 하 고 

장치에는 이상이 없었다. 력 공 기는  력을 공 하는 데 한 성능을 

갖지만, 선과 인입 , 연결소자들이 1300 ℃의 정상 인 설계 제한치로 

이미 운 하 다. 이것은 원하는 온도에서 공정운 을 하는 실험을 

허용하 다. 석출물에 포함된 염 부분은 900 ℃에서 1시간 동안 진공에 

가까운 압을 진공펌 로 유지하면서 염 증기를 염회수 장치로 보내어 

응축시키고, 계속하여 승온하여 1300 ℃에서 1시간을 가열하여 우라늄 

잉곳을 형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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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정련 양극

   - 십자회 형 양극제작  용해거동 조사 

     우라늄 해정련용 100 gU/batch 규모 십자형 양극체를 설계  제작

하 으며, DU를 이용한 해정련 특성을 검토하 다. 십자형 양극체에 한 

기 우라늄 농도, 양극 교반속도에 따른 류-  곡선 완성  착 특

성 평가하 으며, 기 UCl3의 농도가 6 wt% 이상일 경우 농도분극 상을 

제거할 수 있었다. 양극 구조재의 안정 인 사용  연료 내에 포함된 이

원소의 용해 방지를 해 류 도에 따른 양극  음극 거동을 조사하

으며 STS 316  304에 한 해정련 조건에서의 Cut-off 를 결정

(iron Ref. 기  0 V)하 고, 속 환체의 해정련 연계 방법조사를 해 

미 환원된 희토류 원소를 표하여 Nd2O3를 포함한 모의연료 제조  UCl3

에 의한 용해도를 확인하 다.

   - 이원소/양극 Basket의 용해억제 해조건 도출

     양극 구조재의 안정 인 사용  연료 내에 포함된 이원소의 용해방

지를 한 실험으로서 기 UCl3 농도를 9 wt%로 고정하고 음극 를 

-0.2 V로부터 -1.8 V까지 변화시키며, 양극   류변화를 찰 한 결

과 음극  -1.4 V까지 양극 는 0 V이하로 유지되었으며 30분 이후까

지 는 안정 으로 유지되었다. 음극  -1.8 V일 때, 양극 가 -0.5 

V로부터 0.5 V까지 격히 증가하여 21분 유지 후 Pd 극 와이어가 용해

되었다. STS 304에 한 부식실험 자료와 비교한 결과 양극체의 건 성이 

유지되는 양극 는 0 V 이하로 규명되었으며, 각종 이원소를 상으로 

한 번 실험 결과로부터 양극 를 0 V로 제어할 경우 양극 바스켙  

연료내의 일부 이원소를 제외한 부분의 이원소용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속 환체 용해 해조건 도출

     해정련 조건에서의 Nd2O3의 용해 기구를 규명하기 하여 500 ℃에

서 사용할 수 있는 in-situ UV-vis를 자체 제작하 으며, 500 ℃의 

LiCl-KCl 순수 용융염에서 NdCl3의 경우 589 nm에서 Nd(Ⅲ) 특유의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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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가 찰되었다. 속 환체를 가정하여 500 ℃의 LiCl-KCl 순수 용융

염에서 Nd2O3의 경우 흡수밴드가  찰되지 않아 용해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단된다. 해정련 조건인 용융염 내에 UCl3가 존재할 경우 Nd(Ⅲ)

의 흡수밴드가 찰되어 가정된 반응식과 같은 화학반응이 일어남을 확인

(Nd2O3 + 2UCl3 = 2NdCl3 + UO + UO2) 하 고, 특히 사용후 핵연료의 

속 환 시에는 희토류 산화물이 LiReO2의 복합 산화물형태로 존재하므로 

LiNdO2의 경우 해정련 과정에서 UO  UO2 뿐만 아니라 Li2O의 오염이 

수반될 것으로 단되어 미환원 희토류 산화물은 해정련  단계에서 제

거된 후 처리되어야 함을 확인하 다.

   - 양극 용해속도 규명  양극염 탈리기술 개발

     양극의 우라늄 용해 거동을 찰한 결과, 용융염 무교반시 양극 가 

상승하 으며, 양극용해효율이 감소하 다. 이는 양극 주변의 우라늄 농도가 

높아지고 가 상승하여 U
+3가 U+4로 산화되는 상이 효율 하의 지배  

원인인 것으로 단되어 high throughput을 해 고 류를 인가시킬 경우 

양극 면 의 증 가 필수 임을 확인하 다.  류 도에서는 조  우라

늄 석출물이 생성되어 석출물 내의 잔류 염 함량이 감되고, throughput 

향상  U
+3의 산화  이원소 용해 방지를 해서는 양극면 의 극 화 

 균일한 염 교반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십자형 양극체 내에 포함된 

잔류 용융염은 용융염 상부로 인상 후 200 rpm 이상으로 회 시킬 경우 

부분의 염 제거 가능하 다.

  3. 해정련 고체음극

   - 고성능 (High-throughput) 해정련장치 개념설계

     기존의 음극재료를 이용한 해실험을 수행한 결과 착물 회수 시에 

scraper의 고착 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sticking 

coefficient가 증가하여, 근본 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확인하 고, 따라서 

기존의 Mark-V  PEER가 지닌 문제 을 확인할 수 있었다. Sticking문제

를 극복하기 하여 Graphite를 음극으로 사용하여 30～212 mA/cm2의 인

가 류범 에서의 류 도변화에 따른 sticking coefficient의 변화를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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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류 도가 증가할수록 st. coeff.가 차 하락하다가 140 mA/cm2

이상에서는 음극에 착물이  붙어 있지 않는 self-scraping 상을 

찰할 수 있었다. 흑연 음극 을 사용할 경우 착된 우라늄에서 300ppm정도

의 탄소 오염이 찰되었으나 염증류 후 주조 에 2UC + Y = 2U + YC2 

반응에 의해 부유된 YC2 형태로 제거 가능함을 확인하 다. 

   - 고성능 해정련장치 개량  Throughput 측정

     기존의 해정련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철재음극이 지닌 우라늄 

착물의 sticking 상을 극복하기 하여 흑연음극으로 치함으로서 고성

능 해정련장치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 고, 흑연음극을 사용할 경우 기존 

철재음극에서 용되는 기계  scraping 공정이 필요 없고, 잔류 우라늄 

착물 제거를 한 역 착 (stripping) 공정도 근본 으로 생략할 수 있으므

로 류 효율이 폭 향상되며, 해정련조를 단순화 시킬 수 있어 유지보

수가 쉽고 극면 을 보다 증 시킬 수 있다. Self-scraping 특성을 나타내

는 흑연음극을 사용한 해정련 장치의 thrughput을 측정 한 결과 0.31 

gU/h
.㎠로 나타났으며, 이는 Mark-V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값으로 확인되었

다.

  4. 해정련 (Cd 액체음극)

   - 액체음극 구조설계  U/RE 분리특성 시험

     액체음극의 교반속도 증가에 따라 류 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을 확인하 고 이로부터 최  교반속도는 100 rpm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액체음극의 높이 (H)가 클수록 환원 속의 Cd 내 확산속도가 낮고, 반경 

(R)이 클수록 액체 Cd 계면이 불안정한 경향을 보임. 액체음극의 정 H/R

비는 약 1.3 (H/D = 0.65)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U/RE 분리특성을 시험하

기 해 Cd 액체음극의 류-  자료를 류 도 범  ～200 mA/cm2에

서 확보하 다. Cd 음극에 의한 U/ 모의TRU/ RE 분리실험 결과 U/ 모의 

TRU (Ce)의 분리가 우수하고 U 수지상 석출물이 잘 형성되지 않는 해조

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류 도= 50 mA/cm2, 음극 = -2.0 V, 교반속도

= 7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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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 공동연구에 의한 TRU/RE 분리효율 조건 조사

     한러 공동연구를 통해 액체음극에서 TRU/ RE의 해조건  분리율 

측정 자료를 얻고자 하 고 1단계 연구를 통해 계획한 로 Cd  Bi 액체

음극을 사용하여 U, TRU (Np, Am, Cm)  RE (La, Ce, Nd)의 용융염 

해  분극 ( 류- ) 특성자료를 확보하 다. 

   - 최 음극 선정  U/ 모의TRU/ RE 분리조건 규명

     액체 Cd 음극 극과 액체 Bi 음극 극에 한 우라늄  희토류 속

(Nd, Ce, La, Y)의 Cyclic voltammogram을 통해 기화학  특성을 비교할 

수 있었고 LiCl-KCl/Cd 계와 LiCl-KCl/Bi 계에 한 우라늄  희토류 속 

(Nd, Ce, La, Y)의 Polarization curve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한 액체 

Cd 음극 극과 액체 Bi 음극 극에 한 우라늄  희토류 속 (Nd, Ce, 

La, Y)의 해 착 실험을 통해 각 속에 한 해 착 특성  분리조건

에 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우라늄과 희토류 속의 공석

출  회수율을 평가할 수 있었다. 

  5. 체음극

   - 세라믹 용기가 부착된 체음극의 류- 압 계 곡선이 측정되었으

며, 과 압 값이 부착용기가 없는 경우보다 200 mA에서 약 0.5 mA 정도 증

가하 다. 그러나 우라늄 착실험에서 압 값이 매우 안정 이고, 특이한 

상이 찰되지 않아서 체음극으로서 사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세라믹 용기가 부착된 체음극을 이용하여 성공 으로 우라늄을 분리할 

수 있었으며, 이 체음극은 기존의 액체음극을 신할 가능성이 큼을 확인

하 다. 용기 부착형 체음극을 salt cleaning에 용하는 연구를 수행하

으며, 용융염  우라늄 농도가 10-20 ppm까지 낮아져 draw down 공정으

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음극이 실제 공정에 도

입할 수 있으려면 앞으로 계속 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체음극이 이용되는 해정련 공정에서는 anode에서 염소기체가 발생

하는 반응이 일어나고, 따라서 안정 인 anode 재료  구조 등에 한 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속, graphite, glassy carbon  속 산화물



- 17 -

을 양극재료로 사용하여 비교 연구를 수행하 으며, 속산화물은 양극 압

이 히 낮아져 매우 고무 이나 내구성에서 문제 이 많았다. 본 연구에

서 비교 상 재료  glassy carbon이 가장 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6. 석출물 회수

     감압 조건 (0.2～1.0 Torr)에 따른 용융염 증류 특성은 감압도가 증가할

수록 용융염 증발 시작 온도가 낮았으며, 증발 속도도 증가하 다. 0.2 Torr 

감압 하에서 증류거동은 약 650 oC 에서 서서히 증발하여 약 1000 oC 에서 

증발이 완료되었다. 이러한 실험으로부터 정 감압 조건은 0.2 Torr 이었다. 

우라늄 손실과 불순물 혼입을 방지하기 해서 2단계 증류 방법에 하여 

연구하 다. 0.2 Torr의 진공도에서 700 oC 로 가열  5 시간 동안 유지 후 

체 용융염의 20 wt%가 증발하 다. 반면 800 
oC 의 경우는 650 oC에서 증

발을 시작하여 5.5 시간 후 33 wt%의 용융염이 증발하 다. 900 oC의 경우

는 650～900 oC에서 격하게 약 99 wt%의 용융염이 증발하 다. 각각의 온

도에서 무게 변화가 없는 시간으로부터 유지시간을 결정하 다. 2 단계 가열

에 의한 증발  우라늄 잉곳 제조공정은 1 단계 실험 결과에서 얻어진 각

각의 온도 (700, 800, 900 
oC)에서의 유지시간 (4.5, 2.5  1.0 hr)을 기 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900 oC에서 1시간 유지 후 재 승온 하여 1300 oC에서 1

시간 가열함으로서 우라늄 손실 없이 순도 높은 우라늄 잉곳을 제조하 다.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우리나라에서 고리 1호기가 1978년에 첫 가동에 들아 간 이후 원자력 

발 량은 속도로 증가하 고, 최근에는 기 수요의 40 %를 원자력에 의

존할 만큼 원자력발 소의 수도 총 18기 (고리형 14기, 월성형 4기)가 가동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량도 2010년까지 약 11,000 톤에 이

를 것으로 상되고 있다. 만약 P&T cycle이 고  폐기물의 리를 해 

채택되고 한 장수명핵종을 회수하는데 핵확산 항성있는 핵연료주기 기

술인 Pyroprocessing 기술이 채택된다면, 미래에 경제 , 사회 , 기술  

에서 상당히 큰 이 을 얻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성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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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본 과제는 Pyroprocessing 기술 개발과 련하여 잠정 인 장기 추

진계획을 가지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재 개발된 기술은 Pyroprocess의 핵

심 기술을 확립하기 해 다음 단계 (‘07～’10)의 R&D 계획에 이용될 것이

고, 한 장기 인 측면에서 재의 결과는 소멸처리를 한 연료물질 회수

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이 외에 재의 연구 결과는 보다 더 개량된 기

술의 확보를 해 ANL  INL과 국제 력을 통한 공동연구에 극 활용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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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  문 요 약 문 )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Pyro-separation Technology Based on Molten Salt

      Electrolysi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As of the end of 2004, amounts of spent nuclear fuels from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have reached to approximately 7,286 tHM. 

Nuclear fission in the reactors generates not only heat for electricity 

production, but also various by-products, consisting of mainly plutonium 

(Pu), fission products (FPs) such as Iodine and Technetium, and the 

so-called minor actinides (MAs) of neptunium, americium, curium, etc. 

Particularly, Pu, MAs and a few long-lived FPs determine the long-term 

radiological risks associated with the storage of highly radioactive wastes. 

These high-level radioactive wastes should be disposed of in a deep 

underground repository, requiring long-term environmental monitoring 

around the disposal site to avoid any risks of radionuclid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from probable natural disasters. However, it is fortunate that 

the long-lived radionuclides can artificially be transmuted to short-lived 

or stable nuclides by the technology, so-called, "nuclear transmutation". 

The radiotoxicity of the transmuted wastes would be greatly reduced to 

the level of natural uranium ore in several hundred years, which 

otherwise will take several hundred thousand years if it depends only on 

natural decay. Some transmuted nuclides are fissionable, thus they can 

serve as fuel materials while being transmuted by nuclear fission.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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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n that they undergo easier fission in fast neutron flux rather than in 

thermal neutron flux. On the other hand, the long-lived fission products 

such as I-129 and Tc-99 can be transmuted into such stable nuclides as 

Xe-130 and Ru-100, respectively, by neutron captures which occur more 

favorably in thermal neutron flux. Therefore, they can be loaded as 

irradiation targets rather than nuclear fuels in the transmutation system. 

However, the long-lived radionuclides must be partitioned from the 

nuclear wastes before transmutation so that they can convert into 

suitable fuels or targets. As for partitioning and trasmutation (P&T) 

technology, there are several requirements to consider such as technical 

feasibility, proliferation resistance, safety, safequards and economy, etc. 

which still need intensive studies.

 

Partitioning is to separate the long-lived nuclides from spent 

nuclear fuels, and this separation can be achieved either by an aqueous 

process or by a dry process (pyroprocess). It is obvious that pyroprocess 

will be one of the back-end fuel cycle options in the future because of  a 

number of advantages, as follows:

        ￮ Pyro-processing installations are highly compact.
          Partitioning, fabrication, and irradiation can be carried out in an 

integral unit at reactor sites, dispensing with the frequent and difficult 

nuclear material transportation. As a consequence considerable cost 

reduction is expected.

        ￮ Spent nuclear fuel can be processed after short cooling periods.
          The reprocessing of short-cooled spent fuel is possible due to 

the higher radiation resistance of the processes using molten salts. 

Cooling times of the spent fuel as short as a few months seem possible 

compared to the seven years and longer needed for aqueous reprocessing.



- 21 -

       ￮ The process is more proliferation resistant compared to the 
aqueous reprocessing.

         In the electrorefining process, fissile materials cannot be 

separated in pure form. Plutonium, for example, is co-deposited together 

with minor actinides and some fission products (lanthanides).

       ￮ Criticality problems are less severe.
         In pyroprocess, neutrons are less strongly thermalized. 

Consequently higher concentrations of actinides can be handled.

       The focus of the project was to develop separation technologies in 

the pyroprocessing. The unit processes of the project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first, electro-refining and electro-winning process to 

recover uranium and long-lived nuclides, second, reductive and oxidative 

reduction process to remove rare earth elements from radioacive wastes, 

and finally, cathode processor to produce a metal ingot both from a 

salt-contained metal and from Cd-contained metal. Among the unit 

processes, electrorefining is most important key technology in recovering 

actinides, leaving other FPs in salt. In the electrorefining process, metal 

alloy fuel in the anode basket is anodically dissolved into the molten salt 

electrolyte, and U metal is deposited onto the solid iron cathode. After 

this, the solid cathode is replaced by a liquid Cd cathode from which a 

mixture of Pu, U, MA and a small amount of rare earth elements is 

recovered while the electrorefining is being continued. Therefore, this 

technology can be regarded as a proliferation resistant technology. 

       In the mean time, a lot of efforts have been made by relevant 

sectors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local governments, KEPCO 

and KAERI in order to find a suitable site for a low-level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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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itory, and it had faced strong objections from local people as well as 

environmental movement groups. It is therefore inferred that siting a 

high-level waste repository would cause even severer objections from the 

public. 

The Partitioning and Transmutation (P&T) cycle technology is 

regarded as a most viable alternative for the spent fuel management 

because it separates and burns most of the long-lived radionuclides 

before the disposal. The objective of the project is therefore to develop 

pyroprocessing technologies which separates the long-lived nuclides from 

spent nuclear fuels.

III.   CONTENTS AND SCOPE OF PROJECT

      This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for the period between Apr. 

2004 and Feb. 2007, and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key technologies 

of the pyroprocessing such as electrorefining, electrowinning, draw down 

and cathode processor. In particular, mock-up system of 1 kg-U/batch 

was built for performance tests which were conducted to ensure the 

adequacy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pyroprocessing 

technology. The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hrough lab-scale inactive 

tests, except for electrorefining of TRU elements. The experiment on 

TRU electrorefining was carried out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Atomic 

Reactors (RIAR) throug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 with Russia. 

Contents and scope of the project are as follows:

  1. Mock-up system

     Content and scope of Mock-up system included conceptual design, 

detail design, manufacture, set-up, and performance test of the system. 

The mock-up system consists of electrorefining process, deposit 

transportation device, cathode processor in a glove-box in the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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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The design basis was 1 kg-U/batch in the electrorefiner 

with cross type anode basket and rod type cathode, with KCl-LiCl 

eutectic salt. The cathode processor consisted of a main crucible with 

zirconia coated graphite, a stainless steel pot for recovered salts, and a 

heating part with the cantal wire. 

  2. Electrorefining (Anode)

     Electrorefining is a technology that recovers long-lived nuclides 

contained in spent fuel and the electrorefiner consists of three electrodes 

(one anode and two cathodes: one solid type and the other Cd liquid 

type). U was collected on the solid cathode, and the remaining U, most 

of TRU and small amount of rare earth elements on to the Cd liquid 

cathode. Especially, the electrorefining process using a graphite cathode 

(replacing the conventional steel cathode) was developed to achieve 

high-throughput. In this work, experiments of the solid cathode and the 

liquid cathode were separately carried out.

   A cruciform anode basket with 100g-depleted U/batch was fabricated 

for uranium electrorefining. Initial uranium concentration and rotation rate 

of anode basket on the electrorefining characteristics were evaluated. The 

current-potential behavior of an electrorefining system was also 

investigated and the cut-off voltage was found to safely use the 

structural material (STS 316 and 304) of anode. The solubility of Nd2O3 

in electrorefining conditions was confirmed as Nd2O3 was a representative 

surrogate material of rare earth elements in electrolytically reduced 

metallic spent fuel.

  3. Electrorefining (Solid cathode)

     The sticking problem was inevitable with a conventional steel 

cathode which was also used in Mark-V and PEER at Idaho National 

Laboratory (INL). Therefore, a graphite cathode was developed, which 



- 24 -

exhibited self-scraping behavior and did not need scraping step. The 

design of an electrorefiner was simplified by eliminating mechanical 

scraper, and the throughput was enhanced due to an increased cathode 

area. The measured throughput of the electrorefiner equipped with a 

graphite cathode was 0.31 gU/h.cm2, 4 times higher than the value from 

the Mark-V.

  4. Electrorefining (Liquid cathode)

     The structural design data was obtained to optimize the current 

density in a liquid cathode, and the separation properties of U/RE were 

examined. A joint study between KAERI and RIAR examined the 

conditions of electrolysis of TRU/RE to obtain the separation ratio of 

TRU/RE. In order to identify separation conditions of U/surrogate 

TRU/RE as well as to select the optimum cathode, the electrolysis 

conditions, and the electrodeposition of uranium, surrogate TRU (eg. Ce) 

and rare earth metals have been studied, using the liquid Bi as well as 

liquid Cd.

  5. Container-Aided Solid Cathode (Alternative cathode for LCC)

     The behavior of a container-aided solid cathode (CASC; solid 

cathode surrounded by ceramic container) was examined to see whether 

the electrode could replace the liquid Cd cathode.  Uranium and cerium 

were used as solutes in the LiCl-KCl eutectic salt in most experiments. 

Current-potential relations of CASC were measur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bare solid cathode. Electro-deposit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the LiCl-KCl eutectic salt. Various materials were compared for the 

selection of the best anode, which was strong enough to overcome severe 

corrosion problem in the chloride evolution environment.

  6. Cathod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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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ranium deposit recovered by electrorefining was generally 

observed in a dendrite structure with a high surface area. Because,  

chopped fuel elements were loaded into a molten lithium and potassium 

chloride electrolyte for dissolution during the electrorefining, the cathode 

product, uranium, was coated with molten chloride salt containing fission 

product chlorides. To obtain a high purity uranium product as well as to 

minimize the uranium loss, the salt distillation behavior was examined 

under various vacuum conditions. Following the salt distillation under low 

temperature, a two-step heating process was applied to the salt 

evaporation and uranium ingot production processes in order to identify 

the minimum temperature for complete evaporation of the molten salt. 

IV.  R&D RESULTS

  1. Mock-up System

   - The performance test was carried out at 500 oC with a throughput 

of 1 kg-U/batch in the electrorefiner with KCl-LiCl eutectic salts. The 

rotational speeds of anode and cathode were 40 RPM and 8 RPM, 

respectively. The current density was 170 mA/cm
2. The run time of the 

electrorefining process was 7 hours. The deposit, 927 g U, was obtained 

on the cathode.

   - The salts contained in the U deposit were evaporated for 1 hour 

and recovered in a steel pot of the cathode processor at 900 
oC. The 

uranium ingot was obtained in the main crucible of the cathode processor 

after heating the deposit at 1300 oC for 3 hours.

  2. Electrorefining (Anode)

   - Anodic dissolution behavior of uranium in a cruciform anode

     A cruciform anode basket of 100g-depleted U/batch was fabricated 

for uranium electrorefining. Effects of initial uranium concentration and 



- 26 -

rotation rates of the anode basket on the electrorefining characteristics 

were evaluated. When UCl3 concentration in the molten salt was higher 

than 6 wt%, concentration polarization was eliminated. The study on the  

current-potential behavior of the electrorefining system showed that 

cut-off voltage was 0 V (vs. iron reference electrode) for STS 316 and 

304. The solubility of Nd2O3 in electrorefining conditions was aslo 

measured to investigate metal transformation phenomena in elctrorefining 

because Nd2O3 was a representative surrogate material of rare earth 

elements in electrolytically reduced metallic spent fuel.

   - Inhibition condition of anodic dissolution of transition element and 

anode basket

  A series of anodic dissolution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dissolution behavior of noble metals and structural 

material of anode with 9 wt% of initial UCl3 concentration. The anode 

potential was maintained below 0V with  cathode potential of -1.4V. 

However, Pd wire electrode was cut at the cathode potential of -1.8V 

whereas the anode potential was measured 0.5V after 21 min of 

electrolysis. It was concluded that most noble metal as well as anode 

structural material were safe when the anode potential was below 0V.

  

   - Prediction of dissolution behavior of reduced metal.

Electrorefining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in the LiCl-KCl eutectic 

molten salt containing U and Nd2O3 compacts at 500 ℃ to observe the 

dissolution behavior of Nd2O3. The Nd2O3 compacts were significantly 

dissolved in the electrorefining condition and the UCl3 which is an 

essential chemical for a uranium electrorefining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dissolution reaction. This dissolution phenomenon of Nd2O3 in UCl3 

was clearly confirmed by an in-situ UV-vis absorption spectrometry 

equipped with a homemade high temperature apparatus. The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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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 of Nd2O3 with UCl3 was found to be Nd2O3 + 2UCl3 = 2NdCl3 

+ UO + UO2. Hence, unreduced rare oxides, especially LiReO2, should be 

removed prior to the electrorefining step because they generated not only 

UO and UO2 phases, but also Li2O in the molten salt.

  3. Electrorefining (Solid cathode)

   - Conceptual design of a high-throughput electrorefiner

     It was confirmed that conventional steel cathode has an 

insurmountable problem in terms of sticking which required a scraping 

process of uranium deposit. In order to overcome the sticking problem, 

which was also reported in the Mark-V and PEER systems in the US, 

high-throughput electrorefining concept using a graphite cathode was 

developed. It was observed that the uranium was deposited on the 

graphite cathode at 30 mA/cm
2 of applied current density, with sticking 

coefficient of 0.6. As the current density increased to 100 mA/cm2, the 

sticking coefficient drastically decreased to 0.06 and finally no uranium 

deposit was observed on the graphite cathode above 140 mA/cm
2, which 

means self-scraping. The carbon contamination was not a problem 

because uranium deposited successively on the pre-formed dendrite, thus 

the measured carbon content was only about 300 ppm. Furthermore, such 

an amount of carbon in uranium can be physically removed by an 

yttrium reaction (2UC + Y = 2U + YC2) during the casting step of a 

uranium deposit.

   - Throughput analysis of high-throughput electrorefiner

     The high-throughput electrorefiner concept with a graphite cathode 

was suggested to overcome sticking phenomenon of the conventional steel 

cathode. It was confirmed that mechanical scraping and stripping 

operation in which electrical polarity is reversed to clean up cathode 

surface was not necessary with a graphite cathode. Hence,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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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was significantly enhanced by eliminating such steps. The 

throughput analysis showed that 0.31 gU/h.㎠ was attained which was 

four times higher value than that of Mark-V.

  4. Electrorefining (Liquid cathode)

   - Structural design of liquid cathode and the examination of U/RE 

separation

     The current density of electrolytic cell decreased as the rotation 

speed of a stirrer in the liquid cathode increased. The optimum speed of 

rotation was 100 rpm. As the height of the liquid cathode (H) increased, 

the diffusion rate of the reduced metal in liquid Cd phase lowered. As the 

radius of the liquid Cd cathode (R) increased, the interface of liquid Cd 

became more unstable.  The proper H/R ratio was about 1.3 (H/D = 

0.65). In order to examine the separation properties of U/RE, the 

current-potential curves were obtained using about 200 mA/cm2 current 

density. The experimental results on the separation of U/surrogate 

TRU/RE by a liquid Cd cathode showed that the separation of 

U/surrogate TRU(Ce) was excellent, with electrolytic conditions of 

preventing U from forming dendrite of current density of 50 mA/cm
2, 

cathode potential of -2.0 V, and the rotation speed of the stirrer of 70 

rpm.

   - Joint study with RIAR for the examination of the separation ratio of 

TRU/RE

     Through a joint study with RIAR, the electrolytic conditions and 

separation ratios of TRU/RE in the liquid Cd cathode were obtained. As 

planned, the elecrochemical properties and polarization curves 

(current-potential curves) of U, TRU (Np, Am, Cm) and RE (La, Ce, Nd) 

in LiCl-KCl eutectic salt were also obtained using the liquid Cd and Bi 

cathode during the phase 1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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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lection of the optimum cathode and examination of the separation 

conditions of U/surrogate TRU/RE

     From the cyclic voltammograms of U and RE metals (Nd, Ce, La 

and Y) in liquid Cd and Bi cathodes,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were 

examined. The polarization curves of U and RE metals in LiCl-KCl/Cd 

and LiCl-KCl/Bi system were obtained. The electrodeposition of U and 

RE metals (Nd, Ce, La and Y) on the liquid Cd and Bi cathodes was 

carried out, and the data for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and the 

separation conditions were obtained. From the results, the 

co-electrodeposition and recovery ratio of U and REs were evaluated.

  5.  Container-Aided Solid Cathode (Alternative cathode for LCC)

     Current-potential plot for the container-aided solid cathode was 

prepared by applying constant current between anode and cathode. The 

potential shift was observed in comparison with a bare solid cathode. 

This shift was due to the overpotential raised by a resistance of the 

ceramic container. The performance of the CASC was examined by 

carrying out electrodeposition experiments for a separation of uranium 

from cerium. Two solutes were used in the eutectic salt - cerium and 

uranium, where uranium was used as a surrogate for the TRU elements. 

The anode and cathode potentials were stable until about the theoretical 

point where nearly all the uranium was deposited onto the cathode. From 

this point, the potentials started to shift negatively and this shift 

continued to the potential of cerium chloride decomposition. The color 

change of the salt sample was observed during electrodeposition of 

uranium. During the electrolysis experiments, the electrorefiner was 

facilely operated since the potentials of the anode and the cathode were 

stable. No unusual phenomenon was found even though the ceramic 

container wa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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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 clean-up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in the electrorefiner 

with CASC. The uranium in the salt was transferred to the solid 

electrode and separated from cerium successfully. The uranium 

concentration in the salt was 20ppm after the electrolysis. 

From the above results, it was concluded that the container-aided 

solid cathode could be a potential candidate for replacing a liquid 

cadmium cathode although it needs to be further developed for the better 

performance of the container.

In the actinide recovery system, chlorine gas evolves at the anode.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actinide recovery system, it is very 

important to select a suitable anode to reduce the anode corrosion 

problem. Glassy carbon, graphite, and molybdenum rods were compared 

as anode materials. On the glassy carbon anode or graphite anode, the 

anode potentials were higher than on the molybdenum anode. In case of 

the graphite anode, carbon compound was detected in the eutectic salt 

and in the cathode deposit. The molybdenum anode has a low potential 

than other two materials, but a substantial amount of the metal was 

dissolved into the salt during the electrolysis experiments. Among the 

above anode materials, glassy carbon was considered to be best anode 

material except the problem of  brittleness.

  6. Cathode Process

     On behaviors of a molten salt evaporation under the reduced 

atmospheric pressure (0.2～50.0 Torr), the evaporation temperature of the 

salt and salt evaporation rate decreased as the reduced atmospheric 

pressure increased. At 0.2 Torr pressure, evaporation of the adhered salt 

of the cathode deposit started at ～650 
oC. The evaporation rate gradually 

decreased afterwards, and completed at ～1000 oC. The optimum reduced 

atmospheric pressure was found to be 0.2 Torr. Two-step salt distillation 

process was applied to a cathode product in order to minimiz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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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anium loss and contamination. The adhered salt of the cathode deposit 

started to vaporize at ～650 oC and gradually decreased during ～5 hrs of 

a holding time and 20.0 % of weight loss was recorded after the 

experiment. In case of a distillation at 800 oC, vaporization started at ～

650 oC and the weight decreased rapidly during 30 minutes at 800 oC and 

finally a maximum 33 % weight loss was recorded after 5.5 hrs of a 

holding time. At a distillation temperature of 900 oC, the weight of the 

cathode deposit decreased about 99 wt% rapidly in the range from 650 oC 

to 900 oC and a minute quantity of salt was evaporated during the 

holding period at 900 oC. The preliminary experiments showed that the 

holding time caused no weight change at each temperature. The holding 

times prior to the 2nd step heating which was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1st step heating were 4.5, 2.5 and 1 hrs for 700, 800 and 900 oC of 

the 1ststep heating temperature,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two-step 

heating process with an appropriate holding time of 1.0 hr at low 

evaporating temperature (900 
oC) and reheating to 1300 oC, a pure 

uranium ingot was obtained without any uranium loss. 

V.  APPLICATION PLAN OF THE RESULTS

     The nuclear power industry of Korea has grown dramatically since 

its first nuclear power reactor, Kori #1, which started commercial 

operation in 1978. Twenty nuclear power reactors (16 PWRs and 4 

PHWRs) are currently in operation, supplying about 40 % of total 

electricity demand in Korea. 

The cumulative amount of spent fuels from nuclear power plants 

is expected to reach 11,000 tons by 2010. The adoption of a P&T cycle 

to the management of high-level wastes, which is a proliferation-resistant 

fuel cycle technology since it recovers long-lived nuclides in spent fuel 

together (not plutonium on its own), will offer great benefits to the 



- 32 -

nuclear industry in terms of economic, technological and social aspects.

To this end, a long-term R&D plan was established to develop 

pyroprocessing technology. In the near term, the results of the current 

project will be utilized in the next phase of the R&D plan ('07～'10), and 

long-term wis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recovering fuel materials for 

transmutation. 

In addition, the present R&D results will be used in the 

advancement of relevant technologie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Argonne National Laboratory and Idaho National Laboratory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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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본 고온용융 해분리 기술은 21세기 원자력 산업이 추구하는 패러다임의 

하나로서 고  방사성 폐기물의 해도가 감된 환경 친화  원자력 산

업의 구 , 원자력의 평화  활용이 극 화되는 핵확산 항성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 경제성 있는 원자력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데 요한 기술이며 향

후 AFCI, Gen-IV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에 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 기술  측면

   Pyroprocessing 기술은 핵비확산성, 환경친화성  경제성이 부각된 

기술로서 21세기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로서 가장 개발 가능성이 높고 재 

미국이 추진 인 AFCI  Gen IV 핵연료주기 기술로 채택되어 있다. 특히 

장수명핵종 분리, 가공, 조사 등이 일체형 공정으로 구성될 수 있는 

기술로서 이에 따른 핵물질 이송 등과 같은 것은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체 으로 상당한 비용 감이 상된다. Pyroprocessing의  다른 장  

하나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용융염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질의 열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2차 폐기물 양도 지만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냉각 

한 필요치 않기 때문에 습식공정과 같이 10년 이상의 장기 냉각 없이 

사용 가능하여 임시 장소의 규모를 크게 일 수 있다. 한 핵임계 

문제를 일 수 있어 고농도의 TRU를 취 할 수 있다. Pyroprocessing 

기술은 Pu을 단독 분리할 수 없는 기술로서 핵물질 용과 같은 핵확산 

험성이 낮기 때문에 향후 후행핵연료주기 구축에 가장 합한 기술로 

단되며,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우라늄 염화물 제조 기술의 경우 해 정련조에 사용하는 용융염은 

LiCl-KCl 공융염을 사용하며, 이 용융염은 기화학 으로 불순물을 포함한 

양극의 U  TRU 속을 순수한 우라늄만 음극에 착시켜 분리하기 하

여 기 용융염에 충분한 우라늄 이온이 용해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용융

염 안에 충분한 우라늄 이온이 존재하기 하여 일정량의 UCl3가 필요하며, 

제조 시 경제성과 폐기물 리 차원에서 Cd 속과 Cl2 가스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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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l2 산화제를 제조하고, 제조된 산화제를 이용하여 UCl3를 제조하는 장치

를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 Cathode process는 해정련된 우라늄 입자를 잉

곳으로 만드는 공정으로, 일반 으로 입자는 잘 용해되기 어려우며, 해정

련 시 혼입된 염이 빨리 휘발할 수 있도록, 최 의 용해 장치를 설계하여야 

한다. 한 해 정련과 연계하여 연속식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 경제  측면

   장수명핵종을 함유한 사용후핵연료는 핵연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

과 우라늄 원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이라기보다 오히려 에 지 자

원이며 핵변환과 동시에 이들을 에 지원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 한 장수명핵종을 고  폐기물에서 회수하여 소멸처리하고 난 

후 방사성 폐기물을 구처분하면 처분 부담이 훨씬 어들 것이다. 우선 처

분 안정성과 련된 규제조건이 완화될 것이며 장수명핵종 분리 과정에서 

고방열성 핵종인 세슘과 스트론튬을 함께 제거할 경우, 처분장의 공간까지도 

일 수 있어 처분 경비를 폭 감시킬 수 있는 이 이 상된다. 처분 후 

처분장의 리기간도 1000 배나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장기간에 걸친 

경제  이득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상된다. 한편 pyroprocessing의  다

른 장 은 핵비확산 공정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장수명핵종을 회수하는 공정

 측면을 비교하여도 우선 공정이 훨씬 간편하다. 를 들어 습식공정의 경

우 TRU  LLFP을 회수하기 해 어도 180개의 장치와 탱크 류가 필요

한 반면 pyroprocessing의 경우 10여 개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공정이 

매우 간단하고 한 2차 폐기물 발생량 측면을 보면 습식공정에 비해 폐기

물 발생량이 최  10배 정도 기 때문에 고  폐기물의 최종 처분 공간 

등은 획기 으로 일 수 있는 이 이 있다. 한 우라늄 염화물 제조 기술

의 경우 실험실 규모의 장치  실험은 기술 인 상을 이해하기 하여 

고가의 순수한 시료를 사용한다. 그러나 공학규모의 장치는 량의 시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 으로 렴한 

우라늄을 염소가스와 직  반응시켜 제조함으로서 경제성을 만족시킬 수 있

다. 그리고 UCl3를 제조 시 사용되는 Cd 속은 반응기 내에서 반복 재생 

순환함으로서 제조시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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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 잉곳에 잔류 용융염의 제염기술 개발의 경우 해정련 장치에서 고체음

극에 착된 우라늄을 cathode process에서 용융염 제거  잉곳제조 시 잔

류 용융염에 포함된 우라늄이 잉곳에 오염되어 순수한 우라늄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잉곳을 제조하기 직  (1,000 ℃부근)에 용융염  우라늄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한편 cathode process에서 생산된 잉곳은 간 장의 

단계를 거쳐 SFR 핵연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우라늄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큰 경제  효과가 있다. 

  ○ 사회  측면

   90년 부터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발생량 억제를 해 화석

연료의 체 에 지원의 개발 필요성이 두되면서 상업  규모가 가능하고 

기술발 에 따라 청정에 지 생산이 가능한 원자력의 필요성이 새롭게 인식

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원자력 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이며 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오 상물이기 때문에 그 리가 쉽지 않으며 궁극 으로는 지층 에 처

분하여 생활환경으로부터 완  격리시켜야 하지만 고  폐기물은 장수명

핵종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처분 후라 할지라도 그 방사성 독성이 

장기간 지속되므로 이에 한 궁극 인 안 리 방안이 필요하며 그 방안 

의 하나가 장수명핵종 소멸이다. 방사성 폐기물의 방사성 독성은 수십만 

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핵종 소멸를 거치면 독성이 천연 우라늄  정도의 수

으로 어드는데 수 백년 정도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안 성을 획기 으로 높여 주게 되어 원자력이 기존 에 지 산업에 비

해 보다 친환경  에니지 산업으로 사회  인식을 높여  수 있다. 한편 핵

종소멸을 한 핵연료주기 에 있어 습식법과 건식법이 제안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장수명핵종 분리를 하여 건식법인 pyroprocessing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핵확산 항성이 있는 기술로서 기존의 습식 방법보다 경제성이 

크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후행 핵연료주기 개발의 후발 국가로서는 매우 

합한 기술이라 할 수 있고, 국제 계에 있어서도 매우 원만히 처할 수 있

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해정련 공정에서 필요한 UCl3를 제조 시 필요한 

Cd 속을 반복 재생시켜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 할 수 있

어 폐기물 리에 한 사회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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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1. 선진국 연구개발 동향  기술수

     장수명 핵종의 핵변환에 의한 소멸처리를 해서는 장수명 핵종을 먼

 분리한 뒤 핵변환로의 핵연료로 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수명 핵종의 

분리를 한 공정은 사용하는 처리매질의 종류에 따라 습식공정과 건식공정

으로 크게 나 고 있다. 용융염을 사용하는 건식공정 (Pyrochemical process 

혹은 Pyroprocessing)은 습식공정에 비해 2차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이 고 

공정이 간단할 뿐만 아니라, 핵확산에 한 항성이 매우 크다는 장 이 있

기 때문에 미래의 핵주기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건식공정 (Pyroprocessing)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해외의 주요 국가는 미

국, 일본, 러시아  유럽 공동체 (EU) 등을 들 수 있는데 최근 들어 활발하

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일본  러시아가 극 으로 연구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일럿 규모의 실증을 제외하고는 부분

의 연구가 아직까지는 실험실 규모의 수 에 머물고 있으며, 건식 분리기술

이 장수명핵종의 소멸처리에 실용화되기까지에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개발

이 요구되고 있다.

  가. 미국의 해정련 시스템 연구개발

   (1) High-throughput 해정련

     미국의 Pyroprocessing 연구는 1980년  반 ANL (아르곤연구소)이 

IFR (일체형 고속로:Integral Fast Reactor)개념을 발표하면서 활발하게 진행

되었는데, 재 INL (Idaho National Laboratory)에서 EBR-II driver 연료 

처리를 해 설치한 해정련 장치인 Mark-IV는 최  200 A의 류를 인가

할 수 있다. 십자형의 양극 바스켓 내에는 약 12 kg정도의 속연료를 장입

할 수 있으며, 탄소강 음극을 이용하여 1회 약 5 kg정도의 우라늄을 회분식

으로 회수하고, 기계  scraper를 이용하여 우라늄 착물을 회수한다. High 

throughput 개념의 electrorefiner는 EBR-II 연료  상 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blanket 연료 처리를 해 우라늄을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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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여 개발된 해정련기로서, Mark-V를 시작으로 재는 PEER 

(Planar Electrode Electro Refiner)에 이르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 졌다.

국가 명칭
HM 장입량, 

kg/batch

Salt 장입량,

kg

최 류, 

A

Throughput, 

kgU/h

미국

(INL, 

ANL)

Mark-IV 12 420 200 (16 kg/Month)

Mark-V N/A 600
2400

(600A/module)

2.077

(150 kg/Month)

PEER N/A N/A N/A
(목표:

500 kg/day)

일본

(CRIEPI)

Lab 규모 

ER
0.51 N/A N/A 0.0344

Eng 규모 

ER
10 60 500 0.32

한민국

(KAERI)

ER　

Mockup
1 10 100 0.09

Table. 2.1. Throughput comparison of electrorefiners 

  ○ Mark-IV Electrorefiner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Mark-IV의 경우는 16 kg/Month의 

throughput을 지니고 있으며, EBR-II driver 연료 처리용으로 제작되어 high 

throughput 해정련 개념의 장치는 아니나, 근본 인 해정련 원리는 동일

하며, 용융염 하부에 액체 카드뮴을 치시켜 양극에서 배출되는 이원소를 

포집함으로서 고순도의 우라늄 착물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한 아

래 그림과 같이 십자형의 양극 바스켓 구조를 이용하여 회  시 양극 용해

속도 향상은 물론 용융염의 교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 이 있다.



- 73 -

Fig. 2.1. Mark-IV Electrorefiner

 

  ○ Mark-V Electrorefiner

     High throughput 해정련기인 Mark-V의 경우 다량의 EBR-II 

blanket 연료를 처리해야 하므로 Mark-IV 비 10배 가까운 throughput향상

을 가져왔다. Mark-V의 throughput 향상 개념은 극면 을 극 화 시키고, 

양극/음극 간의 거리를 여 제어된 범  내에서 고 류의 인가를 가능

 하 으며, 착된 우라늄을 연속 으로 scraping하여 회수함으로서 반연

속 조업의 기반을 마련하 다. Mark-V에 의해 고성능으로 속우라늄을 분

리하는 방법은 미국 특허 제5,650,053, 제6,365,019  출원번호 제

2004/0134785A1  아래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양극 바스킷을 튜 형태

로 이루어진 음극의 내ㆍ외부에 치하게 하고 양극 바스킷을 회 시키면서 

기를 가하면 양극 의 속우라늄이 용해되어 음극에 착되며, 착된 

우라늄은 양극의 외부에 부착된 세라믹 에 의해 어 내려져 하부의 수집

장치에 모이게 된다. 특히 Mark-V는 하나의 해정련 반응조 내에 

Anode/Cathode module (ACM)을 4개까지 장입할 수 있으며, ACM당 600 A

의 류를 인가할 수 있어 총 류량은 2,400 A에 달한다. 따라서 2.077 

kgU/h의 throughput을 달성하 으며, 평균 150 kg/Month의 처리속도가 보

고되었다.

  Mark-V의 throughput은 당  계획했던 수 을 크게 도는 수 이다

(2400 A 이론 throughput: 7.1 kgU/h). 이러한 throughput 감소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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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우라늄 착물의 scraping 시 완 히 탈리되지 않은 착물의 

sticking이 주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Mark-V의 운  시  scraping단계

에서 착된 속우라늄의 일부만이 음극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잔

여 착물이 계속해서 음극표면에 붙어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붙어 있는 착

물은 떨어지기 어려운 치 한 조직으로 변하게 되어 양극의 세라믹 이 이 

치 한 착물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해정련 조작을 지하고, 기를 역으로 가하여 치 하게 붙어있는 속우

라늄 착물을 양극으로 되돌려 역 착 (stripping)시킴으로서 음극표면을 깨

끗하게 한 후, 다시 처음과 같이 착시키는 조작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

한 조작은 류 효율을 격히 감소시키며, 착성능도 매우 비효율 일 뿐

만 아니라, 근본 으로 장치가 매우 복잡한 단 이 있어 체 인 

throughput이 낮아지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

Fig. 2.2. Mark-V Electrorefiner 

  ○ PEER (Planar Electrode Electro-Refiner)

     미국의 아르곤 연구소 (ANL)에서는 Mark-V가 지닌 상기한 단 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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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기 하여 평면 극 해조 (Plannar Electrode Electrorefiner: PEER)라

는 새로운 장치 개념을 제안하여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자 하 다. 이 장

치는 아래 그림과 같이 심부에 사용후핵연료 ( 속연료)가 들어있는 양극

을, 주 에 다  음극을 배치하여, 해반응을 조작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하

여 착물이 음극에 부착되면 다공성 세라믹 을 상하 작용시켜 음극의 

착물을 어내리게 설계하여 실험 에 있으며 일부 실험 결과가 보고되었

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세라믹 의 구멍과 속음극 사이에 착물이 끼어들

어 상하운동을 방해하고, 한 많은 작동 부품들로 인하여 장치의 복잡성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방법이다. 특히 제 2 음극을 사용하여 여 히 역 착 과

정을 통해 음극에 고착된 착물을 제거하는 공정이 수반되어 류 효율이 

크게 하되는 결 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Fig. 2.4와 같이 착물을 용융염

으로부터 회수하여 직  Cathode processor의 도가니에 장입하여 이송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반 연속 조업이 가능한 큰 장 이 있다.

   PEER의 경우, 아직 개념설계 단계에서 bench scale의 장치가 제작되어 

일부 시운  결과가 보고되고 있고, 자세한 장치의 제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

만 최종 목 은 Mark-V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throughput을 계획하고 있

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Fig. 2.3. Electrode configuration of P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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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PEER Electrorefiner 

system

   (2) Cathode process 연구개발

     Cathode process는 해정련 과정을 거친 속우라늄 석출물로부터 

LiCl-KCl 공융염  소량의 핵분열생성물 염화물을 진공 휘발시켜 분리하

고, 우라늄을 용융시키는 공정으로 염증류와 속용융이라는 두 개의 주요 

단계로 구성된다.

  ○ 미국 Argonne National Laboratory (ANL)와 Idaho National 

Laboratory (INL)는 EBR-II 연료 처리 등과 련하여 해정련 공정의 환원

극으로부터 회수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잔류 염을 분리하고 고온 용융 물

질을 잉곳으로 제조하는 cathode process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정련 공정의 반응매질로 사용되는 LiCl-KCl 공융염과 소량의 핵분열생성

물 염화물의 증류 효율에 해 으로 심을 기울여 표 인 핵분열

생성물인 CsCl, CeCl3, EuCl2의 증류효율을 계산하 고 Cs-137, Ce-144, 

Eu-155를 동 원소 추 자로 사용하여  96 % 이상의 증류 효율을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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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증류에 의한 염 분리공정을 최

화하고 장치 디자인을 돕기 한 모델링 연구와 이를 검증하기 한 기

인 실험을 병행하여 추진하 다. 다음 그림과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고체

와 액체 상태의 KCl-NaCl 공융염의 증기압에 하여 열역학 인 분석을 수

행하 으며, 한 Hertz-Langmuir 계식에 의하여 KCl-NaCl 이성분 염의 

시간에 따른 휘발속도를 모사하 다. 한 휘발된 염을 회수하고 분석함으로

써 lamellar 구조의 KCl, NaCl를 확인하 다. 공정  공정장치의 최 화를 

해서는 열  물질 달, 그리고 장치 재료에 하여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Fig. 2.5. Cathode processor concept

of LANL

   ○ INL은 EBR-II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하여 Fuel Conditioning 

Facility (FCF) hot cell에 유도로가 장착된 bottom-loading cathode 

processor를 설치하고 해정련을 거친 드라이버 연료와 블랭킷 연료를 우라

늄 잉곳으로 제조하는 cathode processing을 수행하고 있다. 고농축된 U-Zr 

합 을 포함하고 있는 드라이버 연료를 처리하기 한 cathode process에서

는 해정련 공정 해질에 기인하는 잔류염을 휘발법으로 제거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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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충분한 온도까지 해정련 공정의 환원 극 생성물을 가열한 다음, 

농축도를 낮추기 하여 용융된 우라늄을 downblending하고, 식 서 속 

잉곳으로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염 증기는 응축시켜서 회수하 다. 

감손 우라늄으로 구성된 블랭킷 연료의 경우에도, 우라늄 생성물로부터 잔류

염을 제거하기 하여 cathode process를 이용하 으며 이때 증류된 잔류염

은 환원 극 생성물을 발생시켰던 해정련 장치로 재순환하 다.  한 드

라이버 연료와 블랭킷 연료의 처리가 성공 으로 시연됨에 따라, 련 장치

들을 생산 단계 운 에 합하게 디자인하려고 INL은 Cathode Processor를 

개량하 으며 연간 5,000 kg을 처리하기 한, Cathode Processor가 시험되

고 있다. Cathode Processor 개선의 핵심은 cathode process 도가니 크기를 

1 인치의 freeboard와 함께 13.8 리터에서 21 리터로 증가시킨 것이다. 한 

receiver 도가니의 부피도 약 27 kg의 염을 받을 수 있도록 증가시켰다. INL

의 Cathode Processor는 Ar 분 기에서 자연냉각방식으로 운 되며, 

Process Crucible은 zirconia wash-coat된 graphite, Radiation shield로는 탄

탈륨 시트, 염 Receive Crucible과 Condensor Assembly는 STS 재질로 각각 

이루어져 있다. 재 엔지니어링 규모 (15 L)의 회분식 Cathode Processor를 

통해 1400 ℃, 100 mTorr의 운 조건에서 약 38 kg의 음극 착물 (우라늄 

77 %, 용융염 23 %)을 증류시켜 약 29.4 kg의 우라늄 Ingot을 회수하는 실

험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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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INL Cathode processor

   ○ INL에서 하나의 회분식 반응기에서 염증류와 속용융은 연속 으로 

진행시켜 cathode process를 수행하 다. 따라서, 속용융 과정은 염증류와 

한 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우라늄 잉곳을 제조하기 해서

는 우라늄 잉곳 내의 루토늄 농도의 조 이 필수 이다. ANL에서는 해

정련 과정이 아니라, cathode process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반응이 진행됨

을 밝 내고 루토늄 속을 재산화시켜서 염화 루토늄으로 휘발시키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PuCl3 + U = UCl3 + Pu

한 속용융 과정에서 cathode processor의 도가니가 지르코니아 도가니일 

경우 염화 루토늄과 반응하여 루토늄 산화물을 형성하며 그 결과 우라

늄 잉곳을 오염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graphite 도가니일 경우 

graphite가 우라늄과 반응하여 도가니를 부숴야하는 단 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가니 재질  도가니 표면을 안정한 물질로 코 하는 방법에 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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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L에서는 cathode process에서 제조된 생성물에 한 화학  분석을 

해, 잉곳을 다시 casting furnace에서 용융시키고 석  몰드에 사출 주조하

는 샘  방법 신 우라늄 잉곳을 드릴링하여 직  샘 을 채취하는 방법을 

통해 화학분석을 수행하 다. 그 분석 결과가 사출주조를 거친 후의 분석결

과와 거의 동일함을 확인하 고, EBR-II의 블랭킷 연료의 처리과정에서는 

사출주조 과정을 생략하여도 무방함을 보여주었다.

   ○ ANL은 INL에 설치된 Cathode Processor의 개발과 시험을 지원하기 

한 목 으로 ANL Building 308의 형 로 박스 속에 Prototype 

Cathode Processor (PCP)를 설치하고 련 연구를 수행하 으며 다음과 같

은 PCP의 성능개선을 이루었다.

․ 최  처리용량: 22 리터, ․ 최  가열온도: 1600 ℃

․ 공정분 기: 고순도 알곤 ․ 유도가열 Power: 30 kW 

․ 압력범 : 진공 (< 0.1 torr)에서 상압까지

PCP는 INL에 설치된 Cathode Processor와 동일하게 bottom-loading 가열로 

방식이다. 즉, 가열로 부분은 고정되어 있으며, 반면에 Process Crucible과 

Receive Crucible을 원격으로 취 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Crucible Assembly

가 상하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Cathode process에서 개발된 기술  

장치는 Melt dilute, Injection Casting, Metal Waste 처리, 루토늄의 건식

처리에서의 염휘발 분리 등 련 분야에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고 

있다. 특히, Metal Waste 처리공정은 Cathode Processor에서도 수행이 가능

할 것으로 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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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ANL Cathode Processor

   ○ Cathode Processor에서 회수된 ingot를 간 장하기 하여 ANL에

서는 압 주조방법을 사용하여 으로 주조하 다.

Fig. 2.8. Schematic of Casting Furnace (A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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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정련 우라늄 염화물 (UCl3) 제조기술

     일반 으로 문헌에 제시된 기존의 UCl3 제조 방법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라늄 속과 HCl 가스의 반응에 의한 제조방법의 경우 반응

식은 2U + 6HCl(g) = 2UCl3 + 3H2(g)이고, 이 반응은 UCl3를 제조하는데 사

용된 철제 속용기  장치가 HCl 가스에 의하여 심각하게 부식되는 단

이 있다. 그리고 우라늄 속과 CdCl2 산화제와 반응시켜 제조되는 방법의 

경우 반응식은 2U + 3CdCl2 = 2UCl3 + 3Cd이고, 이 반응에 사용된 산화제 

CdCl2는 매우 가격이 높아 다량의 UCl3 제조시 경제성에 문제가 있으며, 

UCl3 제조하기 하여 사용된 산화제(CdCl2)의 반응후 잔유물로 남는 Cd 

속은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폐기물로 남게 되는 문제 이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까지 건식공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방법은 사용후 속

연료나 산화물 연료를 chopping 는 기  환원을 시켜 해정련 공정을 

거쳐 salt  Cd 속을 증발시킨 후 잔존하는 U, U+Pu+MA 속을 

injection casting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때 해정련시 사용되는 UCl3는 연

구실 규모의 실험을 수행하고 있어, 소량의 경우 직  UCl3를 주입하거나 

CdCl2 산화제를 직  salt에 주입하여 U 속과 반응시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7년 이 에는 LiCl-KCl 용융염에서 해정련시 사용되는 

UCl3는 LiCl-KCl 용융염에 우라늄 속을 주입하고 산화제로 CdCl2을 주입

하고 500℃에서 반응시켜 제조하여 실험하 다. 그러나 Mark-Ⅴ를 운 하는

데 량의 UCl3가 필요하여 1997년 12월에 ANL-W에서 Mark-Ⅴ 해정련

장치 운 실험에 필요한 UCl3를 ANL-E에서 제조하 다. 기에는 UCl3를 

제조하기 하여 산화제로서 MnCl2를 사용하 으나, LiCl-KCl salt의 KCl과 

반응하여 KMnCl3 phase가 발생하여 Mark-Ⅴ운 시 문제가 있었다. 그 개선

책으로 과량의 우라늄이 존재하는 곳에 산화제로 CdCl2를 주입하여 UCl3를 

제조하여 ANL-W에 58kg UCl3를 제조 공 하 다. 그러나 CdCl2 산화제가 

매우 고가인 계로 공학규모의 Mark-Ⅴ에 필요한 UCl3를 공 하기 하여 

CdCl2의 산화제를 직  제조할 필요성이 두 되었다. 그 필요성에 따라 미

국 DOE의 지원하에 2004년 10월에 Chicago 학에서 Cd 염소화 반응을 거

쳐 제조된 CdCl2를 산화제로 사용하는 제조 장치를 개발하 다. 제조방법  



- 83 -

장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조방법은 600℃에서 1단계로 Cd 염소화 반응

(Cd+Cl2(g)=CdCl2)을 거친후 U 속 산화반응(2U+3CdCl2=2UCl3+3Cd)을 시

켜 UCl3를 제조하게 된다. UCl3을 제조후 남게되는 Cd는 비 에 의하여 다

시 Cd 층으로 내려와 다시 Cl2 가스와 반응함으로서 CdCl2 산화제가 만들어

지게 된다. 이러한 반응이 반복됨으로서 Cd의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최종생성물은 LiCl-KCl-30mol% UCl3 250kg/batch을 제조하 다.

   (4) 액체음극 해정련

     미국 ANL은 1990년  반 IFR 로그램을 수행하면서, 

Pyroprocessing 핵심기술을 이용한 속핵연료 재순환 핵연료주기 기술 개

발에 역 을 두고 수행하 다. 특히 이 단계에서 미국의 ANL은 Salt 

Transport 공정에 의해 제한 으로 TRU를 회수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pounder 형태의 액체음극을 이용한 Electrowinning 방법에 의해 TRU를 포

함한 핵연료물질의 고효율 회수가 가능함을 실험 으로 확인하 다. 이 기술

은 액체 카드뮴 음극을 채택한 음극장치의 개발을 통해  20 kgHM/batch 규

모로 구 이 가능한 Electrowinner 장치를 개발하는 수 까지 기술  진 이 

있었고, 앞으로 용융염 계면에서 우라늄 속결정의 성장방지, 핵연료물질 

회수율 향상을 한 액체음극 구조의 최 화 연구와 병행하여 체음극 재

료개발, 그리고 고체음극의 개발연구에 이 맞추고 있다. 한 40 

kgHM/batch 규모의 액체 속 증류기술의 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용

화단계에 이르고 있다. 2006년 에 미 의회에 제출한 DOE 보고서에 따르

면, 재 진행 인 EBR-Ⅱ 사용후핵연료의 처리기술은 AFCI와 GNEP 

로그램의 세부연구 목표인 “ABR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에 핵심기술로서의 

활용은 물론, 미래 원자력 시스템에서의 기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ABR 핵연료주기를 시험하기 한 공학규모 

TRU 회수 장치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었고, 공학규모의 고성능 

Electrorefiner 개발과 병행하여 실험실 규모의 Electrowinning 시스템에 

한 연구를 확 할 계획으로 있다.

  나. 일본의 해정련 시스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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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igh-throughput 해정련

  ○ Lab-scale Electrorefiner

     일본은 1988년부터 미국의 IFR 로그램에 8년여 간 공동연구에 참여

하여 Pyroprocessing 련기술  자료를 확보하 으며, 재 일본은 

Pyroprocessing 기술개발과 련하여 자체 연구개발도 수행하고 있지만 주

로 국제 공동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Electrorefining 공정개발과 련

해서는 독일의 ITU와 공동연구를 극 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 JNC는 

CRIEPI와 연계하여 CPF에 새로운 간 사이즈의 러 박스 라인을 구축하

고 그곳에서 속 해정련 공정에 한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구축하 다. High throughput electrorefiner의 개발은 CRIEPI에서 수행 

이며, 기본 개념은 ANL에서 개발된 Mark-V  PEER 해정련 장치에서 

추구하고 있는 scraping 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며, 극 구성은 양극의 경우 

Mark-IV의 십자형 양극 바스켓을 용하 으며, Cylindrical 음극의 경우는 

Mark-V를 기반으로 하여 1 batch당 0.51 g의 연료를 장입하여 0.0344 

kgU/h의 throughput을 보고하 다.

a)

b) c)

Fig. 2.9. High Thoughput Electrorefiner of CRIEPI, (a) concept,

 (b) anode, (c) electrode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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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gineering scale Electrorefiner

     Engineering 규모의 Electrorefiner는 Lab 규모의 기본 구조와 원리는 

동일하며, batch당 연료 장입량을 10 kg으로 확장하고, 최  류를 500 A까

지 인가시킬 수 있으며, U-10 wt% Zr 모의연료를 이용하여 0.32 kgU/h의 

throughput을 얻어 Lab규모 비 약 10배의 처리속도 향상을 이룩하 다. 

CRIEPI에서 발한 Engineering 규모의 Electrorefiner 운  개념은  그림과 

같이 cylindrical cathode 앙에 십자형 양극 바스켓을 치시키고 우라늄을 

착시키며, 음극 내벽에 착된 우라늄 석출물은 양극 바스켓 측면에 장착

된 scraper를 이용하여 회수하는 원리이다. 이 방법 역시 scraping 후, 음극

에 잔류하는 우라늄 착물이 운  시 효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하여 Mark-V  PEER에서 용하고 있는 

stripping 공정을 이용하여 잔류 우라늄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 Cathode process 연구개발

     염증류에 한 연구로는 CRIEPI에서 주도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JAERI  JNC (  JAEA)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작은 규모의 염  카

드뮴 증류에 한 실증 실험을 진행시켰으며 엔지니어링 규모의 반연속식 

해정련 장치 구축에 한 개념을 계획하면서 염  카드뮴 증류장치에 

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 해정련 공정을 거친 LiCl-KCl 공용융염으로부터 액체 카드뮴 음극

(LCC)으로 회수된 U-Pu-Cd 합 에서 카드뮴을 증발시키는 실험을 CRIEPI

와 JAERI의 공동연구에서 수행하 다. 이때 사용되어진 카드뮴 증류장치는 

미국 INL이나 ANL의 bottom loading 방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10 g 

U-Pu-Cd 합 을 Yttria 도가니를 사용하여 99.9 % 이상 카드뮴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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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0. CRIEPI's up stream Cd distillation 

furnace

   ○ CRIEPI는 JNC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조사되지 않은 U과 Pu 연료를 

사용하여 연속 인 pyroprocess의  공정을 통합 으로 실증하는 실험을 수

행하 다. 즉, 산화물연료를 Li 속을 반응시켜 속으로 환원시키는 환원공

정, 환원된 반응생성물을 고체 극  액체 카드뮴 음극에 착시키는 해

정련 공정 그리고 각 극에 착된 석출물들의 염과 카드뮴을 증류시켜 각

각 우라늄과 U-Pu 합 을 회수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에 사용된 

염증류 장치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상향식 염증류 장치이며 732 K  

1235 K의 온도에서 일정시간 동안 온도를 유지시키며 온도를 상승시키는 2

단 증류법을 사용하 다. 그 결과 염  카드뮴을 효과 으로 회수하여 수 g

의 속을 성공 으로(회수율: 99 % 이상) 회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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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Flowsheet of electrorefining process of CRIEPI. 

  ○ CRIEPI에서는 엔지니어링 규모에 한 해정련 장치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재 해정련 장치에 한 feasibility 연구결과 우라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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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해정련 장치당 6.8 t-U/y이며 이는 electrode 단  부피를 기 으로 

할 때 8.8 g-U/h・l 이다. 이를 엔지니어링 규모에서는 4배 많은 35.2 g-U/
h・l 회수율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해 다음 그림과 같은 공

학 규모의 해정련 장치 개념도가 제안되었으며 염증류 장치  카드뮴 증

류 장치도 포함되어 있다.

Fig. 2.12. Semi-continuous electrorefining system of 

CRIEPI

   1990년 반부터 일본의 CRIEPI는 PUREX 공정에서 발생된 고 폐기

물로부터 TRU 속의 회수 기술로서 Pyroprocessing 핵심기술인 해정련

과   해제련 (Electrowinning) 기술에 한 연구를 본격 으로 착수하 다. 

일본은 독일의 ITU 연구소와 공동으로 리튬환원기술의 Active 

Demonstration 연구의 후속으로 해제련 기술에 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TRU의 해분리 거동자료와 액체 카드뮴 극의 특성평가에 한 데이터를 

확보하 다. 이들 데이터는 일본에서 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속로 사

이클 실용화 략조사연구”의 Phase Ⅱ 단계에서 Option 기술에 한 정량

 기술평가의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 국외 공동연구와 

자국 내 타 기 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Pyroprocessing 연구를 효율 으로 

수행하는 략을 채택하여, 재 본 기술의 수 은 Leading Group인 미국과 

거의 등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한 CRIEPI는 확산한계 기화학반응



- 89 -

에 기반을 둔 산모형 TRAIL과 해제련 장치에서 체 항에 한 분극

항의 효과  이온 분포를 평가하기 한 산모형 DEVON을 개발하여 

건식공정을 모사할 수 있는 산체제를 구축하 다.

 2. 국내 기술개발 동향  기술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장수명핵종 소멸처리기술 개발과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최근 ‘고온 용융염 해 분리기술 개발’ 연

구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이 분야의 공정개발에 필요한 각종 속할로겐 화

합물의 물리․화학  성질에 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data base화 하

으며 Pyroprocessing의 주요 단 기술에 한 기술  타당성을 찾아내기 

하여 기 실험을 수행해왔다.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Pyroprocess 련 연

구는 악틴족 원소의 용 물질을 사용하여 용융염 제조, 용융염 상태에서 

기 분해, 환원 추출 등의 물리 화학  특성을 규명하고 련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에 을 두고 있었고, 용융염을 취 하는 공정은 고온에서 다루

어야 하기 때문에 습식에 비하여 특별한 취  기술과 장치를 요하므로 이의 

연구 개발도 병행되었다.  용융염 매개체로는 염화물 (LiCl-KCl)과 불화물 

(LiF-BeF2, LiF-NaF-KF)을 병행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연구개발 

장기과제의 제 1단계 기간인 '97～2000까지는 기 연구 수 으로 주로 열역

학  물성 조사  단 공정의 화학특성이 규명되었고, 제 2단계 기간인 ‘0

1～’03까지는 이를 바탕으로 공정 요소기술을 개발 하 다.  공정 요소기술

로는 해 착기술과 환원추출 기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요 

분리 상 물질로는 우라늄과 란탄족 원소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라늄 원

소의 사용을 통한 실증시험은 제 1단계 때는 국 AEAT와 2단계 때는 러

시아 RIAR 연구소와 공동연구로 수행했었다.  그 밖에 액체 속에 함유된 

목  성분을 회수하기 한 속 산화기술  Cd 증류기술 역시 타당성 검

증이 완료되어 제 2단계에서  요소기술 자료들이 확보되었다.  

  가. 국내 해정련 연구개발

     국내의 High throughput 해정련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장수



- 90 -

명핵종 소멸처리기술 개발과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고온 용융염 해분리기술 개발’ 연구를 통하여 수행되어 왔다. 1997년 시작

된 이 분야의 연구는 공정개발에 필요한 각종 속할로겐 화합물의 물리․

화학  성질에 한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data base화하는 연구와 

pyroprocessing의 주요 단 기술에 한 기술  타당성을 알아보는 기  실

험  최  조건 선정을 한 연구가 2000년까지 수행되었다. 2001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Bench-scale 장치를 이용한 해 분리효율 측정, 류효율 향

상기술의 개발과 병행하여 액체  고체 극 장치, Cathode Processor 등 요

소장치를 독자 으로 개발하여 2003년도에 100gU/batch 규모의 해정련 공

정을 완성하 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토 로 2006년도에는 1 kgU/batch 

규모의 고성능 해정련 Mock-up 시스템을 성공 으로 개발하 다.

Fig. 2.13. Increase of electrorefining scale of KAERI

  나. 국내 Cathode process 연구개발

  ○ 국내에서는 2004년부터 Cd 증류에 한 연구를 시작하 다. 열 분석기

를 이용한 Cd-Nd의 증류거동 실험 결과 열역학 으로 측된 증류 온도에

서 Cd가 증류됨을 확인하 고 이 결과를 토 로 제작된 Cd 증류 장치를 이

용하여 감압 하에서 보다 낮은 온도에서 Cd 증류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결과 Cd 증류는 끓는  근처에서 쉽게 증류되었으나 Cd와 Nd의 비율이 98 

: 2 정도로 Cd가 많기 때문에 Cd 자체의 증류는 쉽게 일어나지만 Cd가 어

느 정도 증류하고 난 다음에 반응 용기 내에는 속간 화합물인 NdC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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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d8, NdCd2, NdCd 등이 존재하며 이들의 녹는 은 매우 높기 때문에 감

압 하에서 Cd 증류실험이 수행되었다. 실험 결과 850 ℃, 100 torr에서 99 % 

이상의 Cd를 증류시킬 수 있었다.

  ○ 해정련으로부터 고체음극 상에 형성된 우라늄 석출물에는 그 표면 

 내부에 LiCl-KCl 공융염  기타 속 염화물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으므

로 순수한 우라늄을 회수하기 해 염  기타 속 염화물을 효과 으로 

제거하고 순도 높은 우라늄 잉곳을 제조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다음 그림

은 약 30 g의 석출물을 회수하는 cathode process 실험장치를 나타낸 것으로 

하향 응축식 염 회수장치이다. 이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0.2∼50 Torr 감압조

건에서 상온에서 1300 ℃까지 승온시키는 증류 실험을 수행하여 우라늄 잉

곳제조 조건을 확보하 다. 진공도가 큰 감압 조건일수록, 증발 속도가 클수

록 용융염과 다른 속염화물의 동반 증발이 유도되어 우라늄에 한 TRU

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결과로 확인하 다. 그러나 진공도가 

무 큰 감압조건일 때는 오히려 우라늄도 용융염과 동반 증발되어 우라늄 

손실을 가져옴을 실험으로 확인하 다. 200 mTorr의 감압 조건에서는 2 

wt%의 우라늄 손실이 발생하 다. 증발 속도가 큰 감압 조건에서 우라늄 손

실의 단 을 보완하기 해 200 mTorr의 일정 감압 조건에서 온에서 증

류를 하여 용융염을 증발시킨 후 재 가열하여 순수한 우라늄 잉곳을 회수하

는 2단계 증류 방법을 제안하 고 실험 으로 우라늄 손실이 없는 좋은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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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4. Cathode processor in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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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늄 석출물                우라늄 잉곳              회수된 용융염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고온용융 해분리법에 의한 악티늄족 원소 

회수공정 확립을 하여 고온용융 해분리 공정의 Mock-up 시스템을 제작 

설치하 다. Mock-up 시스템은 1 kg-U/batch 규모의 해정련 장치, 석출

물 이송장치, 석출물 회수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 차례의 실증 실험을 통

해 Mock-up 공정에 한 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 석출물 회수장치 

(Cathode processor)는 항가열 방식을 사용한 장치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상향 응축방식을 취하 다. 

Fig. 2.15. Cathode processor structure of 

Mock-up system 

1 kg-U/batch 해정련 공정에서 얻어진 석출물  약 447 g 석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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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de processor로 이송하여 염증류  우라늄 잉곳 제조 실험을 수행하

다. 900 mTorr 감압 조건에서 1300 ℃까지 가열하여 석출물에 함유된 

LiCl-KCl 공융염을 증류시킨 후 Ar gas를 주입하여 상압을 유지하면서 

1300 ℃에서 4시간을 유지시켰다. 그 결과 다음의 사진처럼 약 392 g의 우라

늄 잉곳을 제조할 수 있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라늄 잉곳의 상단 

부분에는 일부 증류되지 않은 염과 UCl3가 찰되었지만 우라늄 석출물로부

터 성공 으로 석출물에 함유된 염을 증류하여 제거한 뒤 우라늄 잉곳을 제

조할 수 있었다.

Fig. 2.16. Processed U ingot

  다. 국내 액체음극 해정련 연구개발

     KAERI에서는 TRU  MA 핵종의 해분리를 한 모의 연구로서, 

TRU 용물질을 이용한 실험실 규모의 카드뮴 액체 속 극의 해특성 

평가와 체음극 개발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한 수 그램 수 의 Cd 

증류 기 실험을 수행하 고 실험 결과 Cd는 325 ℃에서 용융되어 약 500 

℃에서 증발이 일어나고 약 700 ℃에서 증발이 종료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

성분계인 Cd-Nd의 경우 Cd 증류가 1200 ℃까지 서서히 진행되었고 이는 

Cd-Nd의 경우 속간 화합물이 생성되기 때문으로 단되었다. 그러나 

TRU 핵종의 취  제한  Hot Cell 부재 등으로 기술개발에 제한이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06년 5월에 열린 제 27차 한미 원자력 공동 원회 

(JSCNEC) 회의에서는 KAERI-10 과제의 일환으로 악티늄족 원소

(group-actinide) 회수 기술에 한 기본 자료를 KAERI와 INL이 공동으로 

수집하기 한 상세 실험계획의 수립이 의제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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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결과

제 1   Mock-up 시스템

 1. 서언

   해정련 공정은 사용후 속 핵연료로부터 악티나이드 속들을 회수하

기 해, 특히 우라늄과 루토늄을 회수하기 해 사용된다. 해조에서 사

용후 속 핵연료는 양극을 형성한다. 용해된 우라늄 속은 해액인 용융

염을 통해 음극에 착된다. 이동속도는 해조 류와 정비례하고, 해조 

항과는 반비례한다. 고체 음극 가까이 양극을 치시키므로 우라늄을 빨리 

이동시키는 것이 요하다. 공정 설계의 목표는 양극/고체음극인 두 극에 

류를 증가시키고 해조 설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고온용융 해분리 공정의 Mock-up 공정을 구축하려는 목 은 그 동안 

KAERI 연구진들이 기  연구로 그리고 작은 실험실 규모로 해정련의 기

 연구를 다년간 수행하여 왔으며, 공학  규모의 공정을 구축하기 한 다

음 단계로 1 kg-U/batch 규모의 Mock-up 공정장치를 설계하고 설치  운

을 통해 최종 목표인 공학규모의 공정장치 설계, 제작  운 하는 데 필

요한 자료와 경험을 얻는데 있다. 본 Mock-up 공정은 해정련 공정과 석출

물 회수 공정으로 구성되고, 해정련 공정의 기본 개념은 앙집 식 찰 

 제어, 공정의 환경 (glove box 내 설치) 제어, 공정의 원격운   자동 

제어, 공 되는 알곤 기체의 고순도 유지 (정제 시스템 설치로 산소, 수분 

<3 ppm 유지), 발생 기체의 처리 등 련된 모든 단  기술들을 포함한다. 

석출물 회수 공정의 기본 개념은 음극 착물에서 순수한 우라늄 속체를 

회수하기 하여 석출물 회수장치 상부 입구로 착물을 넣어서 도가니에 

장입한다.  장입 후 덮개를 닫고 한 다음에 진공 펌 로 공정 도가니를 

압 상태로 만들면서 장치 가열기로 공정 도가니를 가열한다. 용기 내부는 

200 mtorr 정도의 진공상태로 만든다. 응축 역의 가열은 착물에 동반된 

염의 응축물이 고화되는 온도 이상으로 운 하기 함이다. (1 torr = 

133.322 pascal; 1 pascal = 1 newton/m2 = 10 ubar)

공정조업 시에 요한 운 변수는 압력, 온도와 일정 온도에서의 머무는 

시간들이다. 압력은 에서 설명한 진공과 알곤 기체 시스템에 의하여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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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공정온도는 가열 수 을 제어하므로 조 된다.

  가. Mock-up 공정 개념

  본 Mock-up 공정은 해정련 공정과 석출물 회수 공정으로 구성되고, 

부  설비로 음극 착물 이송장치와 배기 설비, 냉각 시스템, 알곤 기체 정

제시스 , 진공 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진다.

배기 설비는 Mock-up 공정에 공 되는 알곤 기체들이 배출되는 것을 처

리하는 배기체 처리장치와 본 공정 외부의 시설의 환기 공조시스템을 포함

한다.

  Fig. 3.1.1.1 Conceptual diagram of Mock-up system

  나. 해정련 공정개요

 해정련 장치의 주요 부품은 본체 용기, 가열 집합체, 덮개 집합체, 

electrode 집합체, 덮개와 극 집합체의 승강장치 그리고 회 장치, 그리고 

알곤 기체 시스템을 포함한다. 해정련 장치의 주요 기능은 사용후핵연료 

는 실험용 핵연료 들을 사용하여 고온의 기화학  정련을 수행하는 

데 있다. 해정련 장치는 한 Batch에 1 kg의 우라늄 속을 회수하기 하

여 회분식 형태로 원격 으로 운 하며, 원격 유지 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승강 장치와 회 장치 집합체는 해정련 장치 ER 덮개 에 각각 자리잡고 

있다. 극의 최상단의 회 체 부분은 극용 모터 풀리에 맞추어 있고, 벨

트로 극 풀리와 모터 풀리를 연결하여 회 운동을 달한다. 덮개 기체 시

스템은 고순도 알곤을 해정련 장치 상부에서 주입되도록 조 되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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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을 조 한다. 

본체 용기는 500 ℃에서 운 된다. 그래서 열  진동에 견딜 수 있도

록 용기의 구조 인 안 성이 있어야 한다. 한 본체 용기 내에서 약 500 

℃의 고온이 용기 상단의 극 회 체에 열을 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

여 용기 상단에 방열 을 4단 설치한다. 승강 장치와 음극 착물 이송장치

는 해정련 장치의 운 과 덮개와 극 집합체의 상하 이동을 가능하도록 

설치 치를 설계해야 한다.

  다. 석출물 회수 공정개요

 이 공정에서 도가니 장착은 해 정련 공정에서 생성된 우라늄 착물

인  수지상 는 dendrite 형 음극 생성물이다. 200 mtorr 이하 압력 하에서 

가열을 시작한 후에, 공정 온도는 상승한다. 기 가열 단계에서 용기 내에

는 진공 배출이 계속된다.  도가니와 착물은 가열되어 미리 로그램된 

간 온도 (800 ℃)로 되고, 60분 동안 머물러 있어서 착물 의 염을 증류

한다. 증류 온도에서 머무르는 동안 온도는 증류물이 착물에서 제거되는 

것을 보장한다.

증류 공정 후에, 압력은 기압까지 증가되며, 속 용융 단계 동안에 

높아진 압력은 공정 도가니에서 유지된다. 증류 공정 후에 가열을 다시 시작

하여 착물의 우라늄 속의 용융온도 1250 ℃ 이상의 충분한 수 으로 온

도를 올리어 공정 도가니내의 우라늄 속을 용해시킨다. 최  온도는 완

한 용융을 보장하는 1300 ℃에서 1 시간 동안을 머문다.

다음에 장치 가열기는 작동이 지되고, 음극 처리기는 냉각되고, 용융된 

우라늄 속은 냉각되어 도가니 바닥에 주괴 (ingot)를 형성한다. 

 2. Mock-up 공정장치 구축

  가. Mock-up 시스템 기본사양

    (1) Glove Box 

     해정련 공정, 시약  물품 반출입  석출물 회수공정을 운 할 때

에 Glove Box는 알곤 분 기를 유지한다. 산소, 수분, 염소 기체 검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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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 가스분석 계통과 연결된다. 한 알곤 기체에 의한 Glove Box 내

의 압력을 조 할 수 있게 한다. 알곤 재생장치가 주변장치로 설치된다.

따라서 GB 부압 경보는 압력 이상 상태를 GB의 온도 상태와 염소, 산소  

수분 농도 (3 ppm 이하, -60 ℃)를 알 수 있다.

   - 부압유지: -30 ± 20 mmAq    - 폐성: HEPA 필터 사용

    (2) 해정련 장치 

     용융염 해조는 우라늄 1 kg 처리를 하여 다음과 같은 해정련 장

치의 사양을 갖는다.

ㆍ도가니: SUS 310s (내경130 x 외경140 mm)  

ㆍ히터: 2 (상, 하)단 류제어

ㆍ보호용기: SUS 310S, (내경155 x 외경165 mm) 

- 해  해석장치:

ㆍ직류 원 ㆍ쿨롱계  

ㆍ 차계  ㆍ온도계

- 원부  보안회로:

ㆍ  breaker ㆍ 워스 치

ㆍ 류계 ㆍ경보램  

ㆍ경보buzzer ㆍon-off 경보 온도계 

ㆍ경비실 경보 속 스 치

    (3) 석출물 회수장치 

     해정련 장치의 음극 착물의 처리장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ㆍ반응부(도가니)  

ㆍ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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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기로  

ㆍ기본 : SUS 304

- 원부  제어장치:

ㆍ  breaker ㆍ 류계 

ㆍ경보램 ㆍprogram식 온도 제어기 

ㆍ경보 buzzer ㆍon-off 경보 온도기록계 

ㆍ보안실 경보 속 스 치 ㆍ수냉 자켓 

ㆍK-type 열

- 제어 :

ㆍ  breaker ㆍ 류계 

ㆍ경보램  ㆍ경보buzzer 

ㆍ경비실 경보 속 스 치 ㆍ설정치 이상온도 상승 시 단 스 치

    (4) 석출물 이송장치 개념

  - Glove-Box 내부에서 이송: 제시된 장치 (공압에 의한 이송)를 이용 

  - 물질이동 (3안)으로 동일 Glove box 안에서 정련  석출물 반응기를 

   설치하고 기계 인 회 축 팔 (pivot arm)을 이용하여 석출물 이동

     Fig. 3.1.2.1 Conceptual design of transpor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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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Mock-up 시스템 개념설계

   (1) Glove-Box

 



- 101 -

Fig. 3.1.2.2 Conceptual design of glove-boxes

    (가) 배기체 처리시스템 사양 

     Mock-up 장치 실험에서는 HEPA 필터를 통과시킨 후 기존의 설치된 

필터를 이용하여 배기체를 처리하도록 하 다.

  

      1) 제품사양

     - 풍량 : 10 m
3/min       - 정압 : 250 mmAq

     - 모터 : 1 kW            - 집진효율 (0.3 μm) : 97 %이상

     - 탈취방식 : 화학반응    - 외형치수 : H1000 x W610 x D4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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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 정 련 물 품 입 출 입 석 출 물 처 리

H E P A

필 터

닥 트

전 해 정 련 물 품 입 출 입 석 출 물 처 리

H E P A

필 터

닥 트

       Fig. 3.1.2.3  Conceptual diagram of off-gas treatment system

      2) 배기체 처리장치 개략 도면 

          Fig. 3.1.2.4 Conceptual design of off-gas treatment system

    (2) 해정련 장치  

      (가) 양극 basket 크기 결정

     - 우라늄 1 kg을 1 batch에 처리한다.

     - 차세  공정 이 의 물질을 기 으로 한다.(U-97 wt%)

        (U 이외의 Pu  MA와 RE를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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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 U Np Ce Nd Yb
RE 

평균 도

도(g/ml) 19.05 20.4 6.78 7 6.68 ≃ 6

Table 3.1.2.1 Densities of main elements for determining the size of 

anode basket

(무시 이유) 상기 Table 3.1.2.1에서 처리할 속 1kg 

           * U  : 97 wt% ⇒ 970 g x 1/19.05 = 50.9 ml 

           *기타 (MA, RE) :  3 wt% ⇒ 30g x 1/6 = 5 ml

   - U : 기타의 부피 비는 1 : 0.1 이므로 basket 크기 계산 시 무시함.

(계산) - 우라늄 1 kg을 양극에 넣고 해정련 함.

       - 우라늄 1 kg의 부피: 1000 ÷ 19.05 = 52.5 ml

       -  basket working vol.: 52.5 x 1.3 = 68.25 ml (≒ 70 ml)  

       -  부피 = 2πR2 

외경(cm) 내경(cm) 넓이(cm2) 높이(cm) 부피(cm3) 비고

4 3 7.1 9.9 70.29

반응기 내경:

13 cm

5 4 12.6 5.6 70.56

6 5 19.6 3.6 70.56

7 6 28.3 2.5 70.75

Table 3.1.2.2 Volume vs I.D. of anode for determining the size of 

reactor

   - 사용된 basket 재질 : sus 316

      (나) 음극의 착물 부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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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착물 직경

(cm)

넓이

(cm2)

착물 높이

(cm)

부피

(cm3)
비고

1 3 7.06 43.2 304.992

2 4 12.56 24.3 305.208

3 5 19.63 15.5 304.265 선정

4 6 28.26 10.8 305.208

5 7 38.47 7.94 305.4518

6 8 50.24 6.08 305.4592

Table 3.1.2.3 Volume vs diameter of deposit

(가정) - 주입된 우라늄 1 kg은 100 % 착된다.

      - 우라늄 1 kg을 1 batch에 처리한다.

      - 착물에 함유된 salt의 양은 40 wt%로 한다.

      - 고체음극의 직경은 8 mm이고, 부피 계산시 무시한다.

      - 우라늄  salt의 도는 각각 19.05, 2.65 g/ml으로 한다.  

(계산) - 착물의 1 kg  우라늄  salt의 무게비 ⇒ 0.6 : 0.4

         즉 1kg-U : x kg-salt = 0.6 : 0.4 이므로

         착물은 우라늄 1 kg과 salt 0.67 kg이 존재하고 총 1.67 kg이 됨.

      - 착물 1.67 kg의 부피 계산.

         ㆍ1 kg-U의 부피 : 1000 g ÷ 19.05 g/ml = 52.5 ml

         ㆍ 0.67 kg-salt의 부피 : 679 g ÷ 2.65 g/ml = 252.8 ml

         ㆍ 착물의 총 부피 : 305.3 ml

      -  부피 = 2πR2 

* 착물의 직경이 커질수록 극으로부터 착물의 탈락 상이 증가하고, 

착물의 직경이 으면 salt의 액 가 증가함.

      (다) 반응기 크기 결정 

(기 ) - 상품화된 Pipe 사용 (재질: SUS 310S)

       - 사용되는 salt 양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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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간 거리는 5 cm 유지.

       - 착물이 반응기 벽과 간섭이 없어야 함 (간격 : 1cm 이상).

      (라) 반응기 직경 결정

pipe 외경 두께(t) 내경 두께(t) 내경

Inch mm cmm cmm mm mm

3 89.1 3.0 83.1 4.0 81.1

3.5 101.6 3.0 95.6 4.0 93.6

4 114.3 3.0 108.3 4.0 106.3

5 139.8 3.4 133 5.0 129.8

6 165.2 3.4 158.4 5.0 155.2

Table 3.1.2.4  Commercialized standard of pipe 

(선정이유) 

- Table 3.1.2.4에서 pipe 두께가 2.1과 5.5 mm는 시 에서 구하기 어렵다.

- 고온에 내열성이 강한 310S를 사용 정

- Fig. 3.1.2.5에서 반응기 크기는 Table 3.1.2.2～4와 반응기 크기 결정기

에 부합되는 조건을 검토한 결과  내경이 12.98 cm인 이 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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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 height in reactor(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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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2.5 Chart of determining the diameter of E.R. reactor 

               The value in blanket() show the O.D. of deposit.

  

      (마) 반응기 높이 결정

(기 ) - 반응기의 높이는 Cd 층, salt 층, Ar 가스 층, 방열  층으로 구성

         한다.

       - 반응기 높이는 앞에서 계산된 1 kg-U base의 음극 착물 높이와 

미국의 Mark-IV 정련반응기를 기 하여 비례식으로 계산한 값과 

실제 계산 값을 비교하여 결정함.

   

      (바) 방열층 두께 계산 

(가정)

 - 방열 은 Al2O3의 원 을 사용하며, 일정간격의 Ar가스층으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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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은 방열 (Ra) - Ar층(Rb) - Flange (15 mm, Rc)로 한다.

 - 반응기 내부온도는 600 ℃, Flange 외부온도는 25 ℃로 한다.

    

       

SUS flange(Rc)

Ar-gas (Rb)

Al2O3(Ra)

Ar-gas 

salt 

Cd 
 

(계산 식)

   - 단열재 각층의 열 항 (Ri):

  열저항= 단열재두께
(열전도도×면적)   ( °F. hBTU

)

   -반응기에서 열 온도차가 있을 때 온도차와 항간의 계식:

△T T

R T
=

△T a

R a
=

△T b

R b
=

△T c

R c

   - 단열재의 열손실율(q): q=
△T
R T

   (
BTU
h
)  이므로  △T= q×R T

이다.

여기서, 총 온도차(△T)는 반응기 내부온도 600 ℃와 flange의 표면온도 

25 ℃의 온도차인 575 ℃가 되어야함.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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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재질
단열재 두께 

(cm)

열 도도

(BTU/h.ft.F)

반응기 내경

(ft)

내부 온도

(F)

외부온도

(F)

Al2O3 - 1.8 0.4295 1112 -

Ar gas - 2.295 0.4295 - -

SUS 304s 1.5 12.4 0.4295 - 77

Table 3.1.2.5 Calculation condition for heat shield layer of 

electrorefiner

단열재
단열재 두께

(cm)

총열 항

(F.h/btu)

열흐름 속도

(BTU/h)

총 온도차

F (℃)

Ra 3

0.713 1452 738 (392)Rb 3

Rc 1.5

Ra 4

0.942 1099 974 (524)Rb 4

Rc 1.5

Ra 4.5

1.056 980 1092 (589)Rb 4.5

Rc 1.5

Ra 5

1.170 885 1211 (655)Rb 5

Rc 1.5

Table 3.1.2.6 Calcul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heat shield layer 

of electrorefiner

☞ 상기 표 6에서 단열층 두께가 Al2O3층 (Ra): 4.5 cm, Ar층 (Rb): 4.5 cm, 

Flange (Rc): 1.5 cm일 때 온도차는 589 ℃로 상기 조건인 온도차 575 

℃부근이었다. 따라서 단열층 두께는 약간 두꺼운 Al2O3층 (Ra): 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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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층 (Rb): 5 cm, Flange (Rc): 1.5 cm로 하 다. 

  

Type
반응기 

높이

방열층

(Al2O3+Ar)

가스층

높이

salt층 

높이

Cd층 

높이

음극

높이

Mark-IV 100(39″) 19.3(7.6″) 34(13.4″) 30(12″) 15(6″) 27(10.6″)

비례 값 57 10.4 18.1 16.68 8.3 15.5

계산 값 5 +5 18* 17 3 15.5

KAERI-1 50 10 18 17 3 15.5

Table 3.1.2.7 Comparative value of  Mark-IV and KAERI-1 (unit: cm)

* 가스층의 높이는 음극 착물의 높이가 15.5 cm이기 때문에 18 cm로 함.

      (사) 양극  음극의 rod 길이 결정

     양극  음극의 steel의 총 길이는 반응기 깊이 (반응기 bottom과 극

하단의 이격거리 제외) + 극 seal part의 길이 + 기타 (와샤 + 극 

coupling + 구동 휠 + 여분)로 계산됨.

반응기 내부 높이 Flange 구동부 seal part 높이 기타 부분 높이

basket
gas

층
방열층 Flange

seal

부분

(1)

seal

부분

(2)

seal

부분

(3)

뚜

껑

와

샤

couplin

g

구동

휠

여

분
총길이

양극 56 180 10 15 28 28 28 30 1 50 30 50 506

음극 150 180 10 15 28 28 28 30 1 50 30 50 600

Table 3.1.2.8  Total length of electrode (mm)

      (아) 양극  음극의 assemble 직경 결정

     양극  음극 assembly의 탈부착 작업이 편리하기 하여 극의 최  

직경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극 assembly의 최  직경은  탈부착이 가능

하도록 assembly housing의 직경보다 양극의 basket의 직경이나 음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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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물 받침 용기의 직경이 거나 같아야 한다. 

basket 

외경

mandral 

받침 외경

극 steel 

외경

assembly

housing의 직경
극

bearing

직경

housing

두께
외경

양극 50 - 8 23 40 (20x2) 63 63

음극 - 50 8 23 40 (20x2) 63 63

Table 3.1.2.9 Diameter of electrode  (od, mm)

      (자) U 착물 이론  착시간 계산

(기 ) - 음극의 크기 : 직경 0.8 cm, 높이 : 15.5 cm

       - 우라늄 1 kg을 150 mA/cm
2의 류 도로 착시킴.

       * 우라늄 정련 실험 결과 최 의 류 도 : 100～150 mA/cm2

       - U+3 + 3e- = U 의 반응으로 계산함. 

(계산식)  :  t=nF(
W
M
)(
1
I
)(
1
A
)   

           여기서  t : 시간 (sec),   n : 당량,    F : 라데이 상수, 

                   I : 류 도(A/cm
2),    A : 극면 (cm2)

(계산결과) : 직경 0.8 cm인 극에 150 mA/cm2인 류 도를 통 하면 

34.7 분에 U를 모두 착시킬 수 있음.  

      (차) 반응기 heater 열량 계산

(가정) - 반응기 내부는 LiCl-KCl salt 층과 Ar 가스층으로 구분한다.

      - 최 온도 : 1,100 K (= 827 ℃)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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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재질 내경 (mm) 외경 (mm) 높이 (mm) 비고

양극 SUS 316 40 43 56

음극 SUS 316 8/ 극 50/ 착물 150

반응기 SUS 310 129 139 730

방열층 Al2O3 127 100

gas층 Ar - - 180

salt LiCl-KCl 129 - 170 2058 ml

Cd Cd 129 - 30 392 ml

착시간
 극 (직경 0.8 cm, 높이 15.5 cm)에 150 mA/cm2  

으로 1 kg-U를 34.7 분에 처리

heater 력량  mold type을 선정할 경우: 4.8 kwh 반응기 필요

Table 3.1.2.10 Calculation results of electrorefiner

- 력량 = [반응물 체 (ml) x 상승온도(℃) x 비 (g/ml) 

            x 비열(cal/℃.g)] + 열손실율         

- salt 부분 : [(14x14x3.14÷4)x20] x 800 x 2.6 x 0.236

             = 1510,535 kcal ÷ 864 Kwh/Kcal = 1.75 kwh

            * salt 높이 : salt(17)+(Cd)2=19(≒20cm)

            * 비열은 LiCl 보다 값이 큰 KCl를 기 함.

            * salt 비  : 2.6g/ml.

- Ar 부분 : ((14x14x3.14÷4)x20) x 800 x 2.6 x 0.236=1510,535kcal ÷ 864 

Kwh/Kcal = 1.75kwh

            * salt 높이 : salt(17)+(Cd)2=19(≒20cm)

            * 비열은 LiCl 보다 값이 큰 KCl를 기 함.

            * salt 비  : 2.6g/ml.

-열손실율 보정 

  (가정) : Heater의 열손실율 : mold type ⇒ 9~10%

                              비mold type ⇒ 20%

  (보정) : mold type을 선정할 경우 : (2.18+2.15) x1.1=4.8kwh 

      (카) 정련장치의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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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장치 개념도 

Fig. 3.1.2.6 Conceptual diagram of E.R. system

Fig. 3.1.2.7 Conceptual design of a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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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8 Conceptual design of cathode

    (3) 석출물 이송장치 

      (가) 석출물 이송 개념

     정련공정에서 음극에 착된 착물을 석출물 회수 공정의 반응기에 

이송하기 하여  음극의 assemble을 통째로 이송할 경우 작업이 매우 간단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련 공정의 음극장치를 Fig. 3.1.2.8과 같이 제작하고 석출물 반응기 

역시 석출물 주입구를 동일하게 제작하면 이송 시 간단하게 됨.  

      (나) 석출물 이송방법  

   상기 항에서 언 한 석출물 이송장치 장치를 기계 인 회 축 팔 (pivot 

arm)을 이용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석출물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채택할 필요

가 있음.

- 장 은 glove box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석출물의 이동하는 동선의 길이를 

최소화하고, 석출물과 을 최소화하여 피폭을 방지할 수 있음.

- 단 은 장치가 복잡하고, 장치의 유지보수가 어렵고, 경제 으로 부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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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9  Conceptual design of transportation device of 

deposit

    (4) 석출물 회수장치 

      (가) 석출물 반응기 크기 결정 

     반응기 결정시 고려사항으로

         - 동일 반응기에서 반응기 고온부의 온도는 우라늄 속의 용융

            (mp = 1134 ℃)을 넘지 않는다. 

         - 반응기의 온부 온도는 용융염의 응축온도 (mp= 352 ℃)부터 

            500 ℃ 부근까지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반응기를 염화물의 증기로부터 부식을 방지 한다.

         - 반응기내의 일정 진공도 (ex: -3 torr)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불활성 가스분 기를 항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극  석출물의 입출입이 원활하여야 한다.

* 장치 운  ) : 일본 (JAERI): 1,000 ℃, 500 ℃. 

                  미국 (ANL, Mark-IV):  1,100 ℃, 500 ℃. -3 torr



- 115 -

고려사항 해결방법 비고

 반응기

 고온부 온도

- 설계기  : 1,200 ℃

- 열용 항선 (Fe+Cr+Al) : 1,400 ℃

- 상부 지 쪽 방열  (graphite)으로

  열 차단 

- 냉각수 이용하여 냉각

 최 : 1,668 ℃ 조업

 반응기

 온부 온도 

- 설계기  : 1,000 ℃

- 열용 항선 (Ni+Cr-Fe): 1,200 ℃

- 필요시 고온부와 방열  (graphite)설치

- 온도제어기 + 냉각수 이용 제어

 최 : 500 ℃ 유지

 반응기 부식

 방지 

-1차 반응용기 재질 : Nickel+ZrO2

-2차 반응용기 재질 : Graphite

-Ar가스로 압력 조

 Ni : mp= 1,455 ℃

 ZrO2: mp= 2,700 ℃

 Graphite: 652 ℃

 반응기 내 

 진공도 유지
-진공펌 +Ar가스+진공압력제어장치이용

 불활성

 분 기 유지 

- 외부 Glove box seal 신뢰도 확보

- 반응기 지의  고무링 사용
- 지 부분≂70 ℃

 석출물

 입출입 

 용이성

- 음극: 상부 지 이용하여 입출입.

- salt, Cd  기타: 하부 지 이용하여  

  입출입

- 음극  반응기 내 

석출물 입출입: 기계

인 유압장치 이용 

Table 3.1.2.11  Factors for cathode processor

      (나) 반응기 크기 결정 

   반응기의 크기의 높이는 고온부와 온부의 높이와 방열층의 높이의 합

이고, 반응기의 직경은 음극의 외경을 기 하여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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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응기 직경 결정

(기 )  - 정련장치의 음극 assemble을 이동시켜 처리하므로 음극 착물의 

최  외경이 기 이 됨.

        - 반응기의 열효율을 높이기 하여 최 한 반응기의 내경은 어

야함. 

( 반응기 직경)

  

음극 외경
2차용기와 

이격

2차 용기 

두께

1차 용기 

두께

반응기

내/외경
비고

내경

(반경) 
50(25) 11.1(5.55) 20(10) - 81.1(40.55)

3in pipe

외경 50(25) 11.1(5.55) 20(10) 4 89.1

Table 3.1.2.12 Determination of diameter of cathode processor

       2) 반응기 높이 결정

(기 )  - 정련장치의 음극 assemble를 이동시켜 진공증류시켜 분리하므로  

정련장치의 음극이 반응기에 내장되는 길이를 기 으로 계산함. 

즉 고온부는 내장되는 음극길이와 방열층의 높이가 되며, 온부

는 응축부인 Ar 가스층과 방열층을 포함하여야함.

 

       3) 반응기 방열층 계산

        가) 고온부  온부 방열층 두께 계산            

(가정) - 방열 은 Al2O3의 원 을 사용하며, 일정간격의 Ar가스층으로 유지

한다.

       - 계산은 방열 (Ra) - Ar층(Rb) - Flange(15 mm, Rc)로 한다.

       - 반응기 온도차는 고온부의 경우 내부온도: 1200 ℃, Flange 외부온

도: 50 ℃이고, 온부는 내부온도 500 ℃, Flange 외부온도: 50 ℃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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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

   - 단열재 각층의 열 항(Ri):

  열저항= 단열재두께
(열전도도×면적)   ( °F. hBTU

)

   -반응기에서 열 온도차가 있을 때 온도차와 항간의 계식:

△T T

R T
=

△T a

R a
=

△T b

R b
=

△T c

R c

   - 단열재의 열손실율(q): q=
△T
R T

   (
BTU
h
)  이므로  △T= q×R T

 

이다.

여기서 총 온도차(△T)는 고온부의 경우 온도차는 1150 ℃ (1200 ℃→ 50 

℃이고, 온부는 450 ℃ (500 ℃→ 50 ℃)가 되어야함. 

    

(계산 결과) 

☞  Table 3.1.2.13에서 고온부의 단열층 두께가 Al2O3층 (Ra): 1.75 cm, Ar

층(Rb): 1.75 cm, Flange (Rc): 1.5 cm일 때 온도차는 1276 ℃로 상기 조

건인 온도차 1150 ℃부근이었다. 따라서 단열층 두께는 약간 두꺼운 

Al2O3층 (Ra): 2 cm, Ar층(Rb): 2 cm, Flange(Rc): 1.5 cm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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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단열재 두께

(cm)

총열 항

(F.h/BTU)

열흐름 속도

(BTU/h)

총 온도차

F (℃)

Ra 1

0.675 1200 547 (286)Rb 1

Rc 1.5

Ra 1.5

1.126 1838 790 (421)Rb 1.5

Rc 1.5

Ra 2

1.276 1622 1033 (557)Rb 2

Rc 1.5

Table 3.1.2.14 Calculation results for low-heat zone shield layer of 

cathode processor

Table 3.1.2.13 Calculation results for high-heat zone shield layer of 

cathode processor

단열재
단열재 두께

(cm)

총열 항

(F.h/BTU)

열흐름 속도

(BTU/h)

총 온도차

F (℃)

Ra 1.5

0.975 2122 2019 (1103)Rb 1.5

Rc 1.5

Ra 1.75

1.126 1838 2330 (1276)Rb 1.75

Rc 1.5

Ra 2

1.276 1622 2641 (1449)Rb 2

Rc 1.5

  

☞ Table 3.1.2.14에서 온부의 단열층 두께는 계산 값보다 약간 두꺼운 

Al2O3층 (Ra): 2 cm, Ar층 (Rb): 2 cm, Flange (Rc): 1.5 cm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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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지 두께

상부 

방열
고온부 온부 

하부 

방열

하부

지 두께
총길이

길이 15 40 370 200 40 15 680

극(340) (300+70)

Table 3.1.2.15  Determining for the length of cathode processor

(unit: mm)

( 반응기 높이)  

고온부의 높이는 음극의 내부 삽입된 높이 300 mm에 여유 70 mm로 

(Glove box 규격)

 - 가로 : 1400 mm (어깨넓이: 500x2 + 좌우 폭: 200x2)

 - 세로 : 800 mm (팔길이: 400x2)

 - 높이 : 1100 mm ( 극외부: 260 + 극내부: 340 + 여유: 500)

 - 지지  높이 : 9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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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0  Conceptual design of cathode 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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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1 Conceptual diagram of cathode processor system

  다. Mock-up 시스템 상세설계

     본 에서는 “고온용융 해분리 공정에 사용되는 mock-up system 제

작을 한 상세설계를 수행하 다. Glove box, 해정련 장치, 석출물 회수

장치, 석출물 이송장치, 아르곤 공   제어장치, 냉각  제어장치, 진공 

 제어장치, 온도측정  제어장치에 련된 상세설계가 포함된다. Glove 

box 안에는 해정련장치, 석출물 회수장치, 석출물 이송장치가 있고,  외부

에는 아르곤 공   제어장치, 냉각  제어장치, 진공  제어장치, 온도측

정  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원격으로 는 자동으로 운 되도록 설계된다.  

해정련 장치는 1 kg-U/batch의 처리용량과 섭씨 500도에서 운 하며, 음

극에서 우라늄 착물을 덴드라이트 형태로 얻는다. 이 때에 사용되는 용융

염은 LiCl-KCl 공융염이며, 석출물 회수장치는 음극 착물을 음극 모듈에

서 용융시켜서 우라늄 주괴 (ingot)로 만드는 것이며, 음극 착물을 해정

련 장치에서 석출물 회수장치로 이송에는 석출물 이송장치를 사용한다.

   (1) 장치 설계의 개요  각 부문별 설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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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Glove box는 해정련  석출물 회수공정에서 공기  수분에 의

한 속  salt의 산화작용을 방지하기 하여 고순도 아르곤 (Ar) 분 기

에서 공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운   발생하는 분진 

 기체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부압을 유지하여야 한다. 

   Glove box 구성 : 시료처리  시료 주입용 glove box, 해정련  석축

물 회수용 glove box, 시료 반출  시료 처리용 glove box로 구성되며, 부

설비는 압력제어 계통, 가스 분석계통 (산소, 수분, 염소), 제어  경보계

통 (부압, 염소  산소 농도, 온도 상승), 아르곤 재생장치가 있다. Glove 

box의 신뢰성 유지를 한 설계 시 고려사항은 내구성, 유지보수 수월성, 장

치의 자동화를 고려한다.

 Fig. 3.1.3.1  Detail drawing of glove-box

    (나) 해정련 장치는 해정련 분리기술을 이용하여 선택된 속을 음

극에 석출 ( 착)시키는 장치로서 용융염 해로 본체, 해  해석장치, 

원부  보완회로로 구성된다. 용융염 해로 본체 (1 kg-metal/batch 기 )

는 도가니, 보호용기, 기로로 구성되며, 해  해석장치는 직류 원, 

차계, 온도계, 쿨롱계로 구성된다. 원부  보안회로는  br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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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스 치, 류계, 경보 램   buzzer, on/off 경보 온도계로 구성된다. 

Fig. 3.1.3.2 Detail drawing of I&C in Mock-up system

Fig. 3.1.3.3 Detail drawing of electrorefining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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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석출물 회수장치는 해정련 장치에서 음극에 석출된 석출물을 고

온에서 분별 증류에 의한 속과 염을 분리하는 장치로 석출물 회수장치의 

본체, 원부  제어장치로 구성된다. 석출물 회수장치의 본체는 도가니, 보

호용기, 기로로 구성되며, 원부  제어장치는  breaker, 류계, 온

도 경보램   buzzer, 온도기록계, program식 온도제어기, 수냉 자켓으로 

구성된다.

 Fig. 3.1.3.4 Detail drawing of cathode processor

    (라) 석출물 이송장치는 해정련 과정에서 음극에 석출된 석출물을 석

출물 회수장치로 음극체를 이송하는 장치로서 기구동에 의한 좌-우, 상-하 

회 용 자동화 장치이다. 특히 이 장치는 내구성과 작동의 정확성, 유지보수

가 용이하게 구성한다.

    (마) 아르곤 공   제어장치는 Glove box와 반응기 (정련장치, 석출물 

회수장치) 내부에 설정된 필요한 압력과 유량으로 항상 유지될 수 있어야 하

고 Ar 가스 재생장치가 포함된다. 

    (바) 냉각  제어장치는 고온으로 유지되는 정련  석출물 회수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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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온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냉각수를 이용하여 제어되어야 하고, 

냉각수 계통라인은 glove box 안으로는 설치를 피해야 한다. 그리고 석출물 

회수장치의 온부 냉각수 계통은 온도측정  제어 계통과 신호체계가 연

동하여 반응기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다. 

    (사) 온도측정  제어장치는 반응기 (정련장치  석출물 회수장치) 내

부 온도를 필요한 설정치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반응기 외부 

기로와 신호체계가 연동되어 제어되어야 하며, 특히 석출물 회수장치의 

온부 온도 제어를 하여 냉각 제어계통과 연동한다. 

 

    (아) 진공  제어장치는 glove box  반응기 내부에 설정된 일정한 부

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진공펌 와 아르곤 공   제어장치와 연동한다.    

 

    (자) Mock-up 장치의 측정  제어계기의 표시부는 local  앙      

집 식으로 이원화한다.      

   (2) 장치의 각 부분별 상세 설계내용

    (가)  Glove box 부분 

- 재질:  아크릴  Stainless Steel (STS 304)

       - 용도: 시료 처리  주입용, 해정련 장치  석출물 회수장치용,  

         시료 회수  처리용

      Glove box 를 운  조건에 맞추어 유지하려면,

       - 압력제어: 부압유지 (-30 ±20 mmAq), 폐성 (HEPA filter 사용) 

       - 가스분석: 가스분 기 (산소  이슬  (3 ppm 이하, -60 ℃), 

         설계목표치 (3 ppm, -70 ℃), 염소: 3 ppm

       - 제어  경보, 아르곤 재생 등의 부  조항이 원활히 동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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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5 Detail drawing of side door in glove-box

Fig. 3.1.3.6 Detail drawing of door side of glove-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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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7 Detail drawing of the front and side of glove-box

    (나) 해정련 장치 부분: 

     - 재질: Stainless Steel (STS 304, 310S.), Al2O3, Teflon

     

Fig. 3.1.3.8 Detail drawing of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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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9 Detail drawing of E.R. and lid lifter

Fig. 3.1.3.10 Detail drawing of the upper flange of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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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1  Detail drawing of the lid flange of E.R.

Fig. 3.1.3.12  Detail drawing of electrode modules of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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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석출물 회수장치 부분: 

     가열부분의 외부 보호 이스의 재질은 Stainless Steel (STS 304, 

310S)을 증류  우라늄 용융부분의 내부 도가니의 재질은 알루미나로 석출

물 지지 는 graphite로  상부의 carhode 모듈과 장치 상부의 면은 

Teflon으로 설계하 다. (수정 의 상세설계 사양) 련도면은 Fig. 3.1.3.13

에서 Fig. 3.1.3.16 까지이다.

    

 Fig. 3.1.3.13 Detail drawing of cathode processor (before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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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3.14 Detail drawing of main part in cathode processor

(before modification)

Fig. 3.1.3.15 Detail drawing of uranium chamber in cathode processor

(before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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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6 Detail drawing of deposit supporter in cathode processor

(before modification)

    (라) 석출물 이송장치 부분 : 

     구성 재질은 Stainless Steel (STS 304)을 사용하고 압축용 기체는 공

기 신에 알곤을 사용하 다. 련 도면은 Fig. 3.1.3.17에서 Fig. 3.1.3.19까

지이다.

Fig. 3.1.3.17 Detail drawing of transport devi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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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8 Detail drawing of transport device 2

        

 Fig. 3.1.3.19 Detail drawing of transport devic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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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20 Detail drawing of supporter of cathode processor

    (마) 제어  수치 표시 넬 부분 : 

     - 구성 재질 : Stainless Steel (STS304)

     련도면은 앞부분 (장치설계 개요)에 나타난 도면 (Fig. 3.1.3.2)에 표

시되어 있다.

  라. Mock-up 시스템 제작, 설치  시운

     고온 용융 해분리법에 의한 악티늄족 원소 회수공정 확립을 하여, 

고온용융 해분리 공정의 Mock-up 시스템의 개념설계와 상세설계를 한 후

에  Mock-up 시스템을 제작  설치하고 시운 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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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석출물 이송/회수장치  Mock-up P&I 도면의 수정 

     Mock-up 공정장치의 석출물 이송장치의 자동화를 한 장치변화를 Ar

기체를 사용한 기체 피스톤을 용하여 변경하 다. (참조: Fig. 3.1.4.1)  증

발 증기의 응축 회수부를 반응기 하부로 두지 않고 상부로 하여 으로 증

기 유도 을 통하여 염을 응축 회수하는 장치로 개정하 다. (참조: Fig. 

3.1.4.2 → Fig. 3.1.4.3) 본 장치의 내부 도가니에서 염의 증발 공정이 일어난 

후에 우라늄의 용융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용융된 우라늄 속은 도가니 

바닥에 주괴를 형성하도록 하 다. Mock-up 공정장치의 석출물 이송장치와 

석출물 회수장치의 구조변경으로 인한 P&I 도면을 수정하 다. (참조: Fig. 

3.1.4.4 → Fig. 3.1.4.5)

Fig. 3.1.4.1 Transpor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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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2 Cathode processor (old)

              

        Fig. 3.1.4.3 Cathode processor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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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4  I & C drawing (before modification)

  

Fig. 3.1.4.5  I & C drawing (after modification)

   (2) 1 kg-U/batch 규모 Mock-up 시스템 제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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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해정련 장치, 석출물 이송  회수장치 제작개요

      1) 해정련 장치 

     해정련장치의 주요부인 용융염 해장치는 용융염 해로 본체, 양

극, 음극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 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용융염 해로 본체 (U-1kg 기 ), 보호용기, 도가니(STS 310S)

   - 양극: 십자형 양극 (STS 310S) (다공성 양극바구니의 구멍: 2 mm) 

   - 음극: 착물 총 부피: 471.6 ml, ㆍ 극 직경 : 50 mm, 몰리 덴 

   - 해  해석장치: 직류 원, 쿨롱계, 차계

       

      2) 석출물 이송장치 

   - 공압 방식에 의한 박형 실린더와 로터리 엑 에이터를 일체화시켜 상-

하, 좌-우 운동을 함으로서 석출물이송의 동선  glove box 크기를 최소화

함.

       

      3) 석출물 회수장치

     석출물 회수장치는 음극 착물 처리장치 본체를 염 증발부  착물 

용융부인 도가니 (graphite, 1300 도)와 증발된 염의 회수조로 나 어 제작

   (3) 장치의 부분별 제작 요건

    (가) Glove box 부분 : 

      1) 재질: 투명한 Polycarbonate  Stainless Steel (STS 304)

      2) 압력제어 계통: 부압유지 (-30 ± 20 mmAq), 폐성 HEPA Filter 

사용)

      3) 가스분석 계통: 가스 분 기 (산소  이슬 : 3 ppm 이하, -60 

℃), 목표치 (1 ppm, -70 ℃), 염소: 3 ppm 이하

      4) 제어  경보 계통 : Glovebox의 내부 압의 상한치와 하한치를 설

정하여 표시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내부 압이 임의의 경고 설정치에 도

달하면 신호음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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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르곤 재생 계통 : Glovebox 내 아르곤 가스와 혼합된 산소  수

분은 정제장치 (Purifier Unit)를 이용하여 제거되며, 정제장치는 자동화된다.  

    (나) 해정련 장치 부분 : 

      1) 재질: STS 304 ( 지), STS 310S (반응기 본체), Teflon ( 극지

지 ), 바이톤 (O-Ring)

      2) 장치의 주요구성은 반응기 본체, 냉각장치, 진공장치, 해  해석 

장치, 원부  보완회로로 구성된다. 반응기 본체는 1차, 2차 보호반응기가 

있으며, 2차 보호반응기 내에  Cell을 포함하는 도가니가 있다.

      3) 본체는 1차 보호반응기 외부에 반응기 내부온도를 500 ℃ (최  

800 ℃)까지 가열할 수 있는 매몰식 기로가 있다. 반응기 내에 양극과 음

극을 회 시킬 수 있도록 교반장치가 있으며, 회 하는 두 극에 류를 인

가할 수 있도록 극 Coupling 장치가 설치된다.     

      4) 이때 양극의 경우 속원소를 장하고 교반효과가 있도록 십자형

을 유지하며, 음극의 경우 석출된 석출물이 탈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연체로 된 용기가 필요하다. 양극과 음극의 경우 극에 단열재 (Al2O3)를 

극 축에 고정시켜 반응기 상부로 열 손실을 방지하며, 극의 회   이

동시 완 하게 고정된다. 극 간에 연결부를 설치하여 극의 교체가 용

이하다.

      5) 반응기 본체의 상부 지는 기모터 구동에 의한 스크루 타입의 

이동장치로 상하운동이 가능하며, 이동속도를 조 할 수 있다.

      6) 양극과 음극은 기모터 구동에 의한 극 축을 회 시킬 수 있고, 

회 속도가 조  가능하고 속도를 표시한다.    

      7) 냉각장치는 반응기 지에 열 달을 차단하기 하여 한 단

열  냉각장치가 설치된다. 진공장치는 반응기내에 수분 혹은 산소를 제거

하기 하여 1.0 x 10-3 torr 진공을 유지할 수 있다. 

      8) 해  해석 장치는 직류 원 차계, 쿨롱계, 온도측정계로 구

성된다. 차계는 양극 , 음극 , Cell 를 각각 측정하고 기록 할 

수 있다.

      9) 원부  보안회로는  Breaker, 워스 치, 류계, 경보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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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zzer, On/Off 경보 온도계로 구성된다. 반응기는 최  온도 800 ℃

에서 기 이 유지되며, 양극과 음극 Assembly를 음극 이송장치로 인출  

이동시 용이하도록 반응기와 충분한 공차를 유지한다. 

      10) 양극과 음극의 간극은 착 실험을 종료 후 극 간 기  

이 없어야 한다. 도가니와 보호용기 사이는 연물질로 일정한 간극을 유지

하고, 보호 용기와 기로는 연된다. 음극과 양극의 회 속도는 0～100 

rpm 범 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회 축이 원활하게 진동  편심이 

없이 회 된다.

  

    (다) 석출물 이송장치 부분 : 

      1) 재질 : STS 304

      2) 이송장치의 구동은 유압식으로 정련장치의 음극 Assembly를 지그

(Jig)를 이용하여 석출물 회수장치의 반응기에 정확히 이송시킬 수 있다. 

      3) 장치는 상-하, 좌-우 이동이 가능하고 이동 속도를 조 할 수 있

다. 그리고 Glovebox의 높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된다. 특히 음극 

Assembly를 이동시 Assembly의 량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지그 (Jig)

가 있고, 장치의 내구성과 작동의 정확성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사용 시 

실린더의 기 이 유지된다. 

                  

    (라) 석출물 회수장치 부분 : 

      1) 재질: STS 304 ( 지), 310S (반응기 본체), Graphite, Alumina, 

Teflon

      2) 석출물 회수장치는 반응기 본체, Salt 장조, 진공  진공 제어장

치, 냉각장치와 원부  제어장치, 반응기 이동장치로 구성된다. 

      3) 석출물 회수장치는 장치의 외부를 스테인 스스틸 으로 폐시켜 

기 을 유지 시켜야 하며, 고온에서 내부진공 압력에 반응기의 형체에 변형

이 없도록 외 의 구조  강도는 충분하게 한다. 

      4) 반응기의 내부온도는 1,100～1,300 ℃ 범 에서 정상 운 하므로 

기로는 내부 온도를 최  1,500 ℃까지 가열하여 상시 운 할 수 있는 용량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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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반응기의 고온부의 열손실을 방지하고, 반응기 외부의 온도를 50 

℃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로와 외부 스테인 스스틸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다.

      6) 반응기 상부로 열손실을 방지하기 하여 음 극축에 단열재 

(Al2O3)를 부착하고, 반응기 외벽에 냉각 장치를 설치하여 지의 개스킷

을 보호할 수 있다. 

      7) 반응기에서 휘발된 Salt는 500 ℃로 가열된 유도 을 통하여 Salt 

장 용기에 장되며, Salt 장조는 진공장치와 연결되어 반응기 상부에 

공 되는 아르곤 (Ar) 가스를 MFC로 제어하여 반응기 내부 압 (최 : 1.0 x 

10-3 torr)을 일정하게 조 하며 Salt의 흐름을 유지시킨다.

      8) 냉각장치는 반응기 본체의 상부와 Salt 장조의 상부에 열 달을 

방지하기 하여 반응기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유량과 냉각수의 

온도를 조 할 수 있도록 자동 항온조 장치가 있다. 

      9) 반응기 이동장치는 고온부 반응기  Salt 장조에 있는 최종 생

성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반응기 본체  Salt 장조의 하단부 지를 분

리하여 유압장치를 이용하여 내릴 수 있다. 이때 반응기 이동거리와 

Glovebox 하단의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10) 반응기의 지는 신속히 탈․부착할 수 있는 볼트를 선정한다.

      11) 반응기 본체의 원부  제어장치는  Breaker, 류계, 온도 

경보램   Buzzer, 온도기록계, Program식 온도제어  기록기로 구성된

다. 이때 장치의 본체는 고온에서 원래의 물리  구조를 유지한다.

    (마) 제어  수치표시 넬 부분:

      1) 재질: Stainless Steel (STS 304)

      2) Mock-up 장치에 련된 모든 측정결과는 Local  앙 제어  

표시부에 2원화 되어 디지털로 표시되고 장한다.

      3) 측정된 모든 계측 신호는 장  출력을 할 수 있으며, 한 장소에

서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Rack을 설치한다.   

        

   (4) Mock-up 시스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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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빛연료과학동 232 호실에 고온용융 해분리 장치용 Mock-up 시스

템을 설치하고, 시스템 내의 알곤기체 분 기를 만들기 하여 알곤기체 재

생 시스템과 온도 조 을 한 항온조와 직류 원을 해정련 장치에 공

하기 한 Potentiostat 장치를 주변에 설치하 다. 석출물 회수장치의 진공 

분 기를 운  에 유지하기 하여 진공 펌 를 별도로 설치하고 배기 기

체는 별도 처리장치 (흡수조)를 통하여 시스템 외부로 방출하도록 하 다.

    (가) 본 장치는 장수명핵종의 소멸처리를 한 특정핵종의 분리를 하

여 핵심 단 공정인 해정련  석출( 착)물 회수공정을 연계하여 연속공

정을 이루고, 공정간 상호 연계성  연속 공정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을 

설계, 제작 그리고 설치, 운  단계에서 발견하여 그 문제 을 해결하는데 

목 이 있다. 

    (나) 본 장치의 주요 구성은 Glovebox, 해정련 장치, 석출물 이송장치, 

석출물 회수장치, 아르곤 (Ar) 가스 공   제어장치, 냉각수 공   제어

장치, 반응기 진공  제어장치, 반응기 온도측정  제어장치, 해측정  

분석 장치로 이루어진다.

   

Fig. 3.1.4.6  Picture of overall of mock-u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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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Glovebox는 해정련  석출물 회수공정에서 염 (Salt)에 용융된 

속이 산소  수분과 반응하여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운   발생하는 

분진  가스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Glovebox

는 고순도 아르곤 (Ar) 가스 분 기에서 제시된 내부 압력을 유지할 수 있

도록 기 을 유지한다. Glovebox 구성은 시료처리  시료 주입용 

Glovebox, 해정련  석출물 회수용 Glovebox, 시료 반출  시료 처리용 

Glovebox로 구성되며, 부 설비는 압력제어 계통, 가스분석 계통(산소, 수분, 

염소), 제어  경보계통 (내부압력  부압, 수분, 산소, 염소농도, 온도 상

승), 아르곤 재생장치가 있다. Glovebox의 신뢰성 유지를 하여 제작 시 고

려사항은 내구성, 유지보수 용이성, 장치의 자동화가 고려되었다.

    (라) 해정련 장치는 Glovebox에 설치되며 해질 (LiCl-KCl Salt)에 

양극과 음극  기 극을 설치하고, 양극은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속을 

양극으로 하고, 음극은 몰리 덴 (Mo) 고체 극을 사용하여 류 혹은 압

을 인가함으로서 특정 원소를 선택 으로 착시킨다. 해정련 장치의 용량

은 1 kg-Metal/Batch 기 으로 제작되며, 반응온도는 500 ℃에서 운 한다.

해정련 장치의 주요구성은 반응기 본체, 냉각장치, 진공장치, 해  해석 

장치, 원부  보완회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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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7 Detail drawing of electrorefining 

양극 양극양극

음극

그림-3p. 전해정련장치의
양극과 음극

Fig. 3.1.4.8 Picture of upper part of electroref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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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9 Picture of anode and cathode modules

       of electrorefiner

    (마) 석출물 이송장치는 해정련 장치의 음극에 석출된 석출물을 석출

물 회수장치에서 Salt와 특정 속을 분리하기 하여 음극 Assembly를 석

출물 회수장치로 이송하는 장치이다. 이송장치의 구동은 유압식이며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자동화된 장치이다. 특히 음극 Assembly를 이동시 

Assembly의 량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지그(Jig)와 장치의 내구성과 작

동의 정확성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사용 시 실린더의 기 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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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10 Picture of transportation device

    (바) 석출물 회수장치는 석출물 이송장치를 이용하여 해정련 장치의 

음극에 석출된 석출물을 석출물 회수장치로 이송 후 고온 (운 온도: 1,300 

℃), 압 (1.0 x 10
-3 torr)에서 분별 증류에 의한 속과 염을 분리하는 장

치이다. 석출물 회수장치는 반응기 본체, Salt 장조, 진공  진공 제어장

치, 냉각장치와 원부  제어장치, 반응기 이동장치로 구성된다. 반응기 본

체에 내장된 고온부 (1,100～1,300 ℃) 반응기에서 휘발된 Salt는 500 ℃로 

가열된 유도 을 통하여 Salt 장용기에 장된다. Salt 장조는 진공장치

와 연결되어 반응기 상부에 공 되는 아르곤 (Ar) 가스를 MFC로 제어하여 

반응기 내부 압을 일정하게 조 하여 Salt의 흐름을 유지시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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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11 Detail drawing of cathode processor

Fig. 3.1.4.12 Picture of upper side of cathode 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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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13 Picture of lower side of cathode processor

    (사) 아르곤 공   제어장치는 Glovebox와 반응기 (정련장치, 석출물 

회수장치) 내부에 설정된 필요한 압력과 유량으로 항상 유지될 수 있고 아르

곤(Ar) 가스 재생장치가 포함된다. 가스 정제장치 (Purifier Unit)는 연속 재

생 사용가능한 기능을 가진다. 연속 재생은 온도가열 로그램에 의해 자동

으로 수행할 수 있고, 벨로우즈의 스테인 스스틸 을 사용하며 가스를 연

속 으로 순환시켜 Glovebox 내부의 산소를 3 ppm 이내로 유지할 수 있다. 

배  사이에 HEPA 필터를 설치하여 이물질의 유입을 막아 다.

    (아) 가스분석 장치는 Glovebox 내부의 산소, 수분, 염소가스 농도를 측

정하는 장치로 운   상시 측정할 수 있으며, 그 측정 결과는 Local  

앙 제어  표시부에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되고 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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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14 Picture of purifier for argon gas

    (자) 냉각  제어장치는 고온으로 유지되는 정련  석출물 회수장치의 

반응기 외벽을 통하여 달되는 고열로 인하여 지의 개스킷과 같은 기

을 요하는 부품에 손상을 방지하기 하여 설치한다. 냉각장치는 항온기능

을 가져야 하며, 특히 항온조의 냉각수 온도가 60～70 ℃ 정도에서 연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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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을 할 수 있도록 펌 는 내구성과 용량을 가지며, 운  시 소음  진동

이 다.

    (차) 진공  제어장치는 Glovebox  반응기 내부에 설정된 일정한 부

압(최  1.0 x 10
-3 torr)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진공 펌   아르곤 공 장치

와 연동하여 MFC로 제어할 수 있으며, 제어 결과를 표시  장할 수 있

다.

    (카) Mock-up 장치에 련된 측정계기의 모든 측정결과는 Local  

앙 제어 의 표시부에 2원화 되어 디지털로 표시되고 장된다.

   (5) Mock-up 시스템 시운

     고온용융 해분리 장치용 Mock-up 시스템의 시운 은 시스템 내의 

수분과 산소 농도 조  가능성 여부와, 각 장치의 가열부분의 정상작동 여부

를 검한 후에 용융염을 제조하기 한 시약 비 과정 (LiCl과  KCl의 수

분  산소 제거)를 수행하 다.

     다음 과정으로 용융염의 용융과 양극에 우라늄 속을 장입하고 

Potentiostat 장치로 직류 원을 해정련 장치에 공 하여 우라늄 착 실

험의 시운 을 수행하 다. 석출물 이송장치를 통하여 석출물을 석출물 회수

장치에 장입시키고, 진공 분 기에서 가열하여 착물에 부착되어 있는 염을 

증발시켜 회수조에 모았다. 이 때에 증발조 내의 온도가 1300 ℃가 유지되는 

지를 검하 다. 

    (가) 장치의 운 조건

      1) 정련장치   : 내부온도        : 500 ℃ (최  800 ℃)

                    : 교반장치 회 수 : 0～300 rpm           

                    : 인가 압        : ≤2.5 volt 

                    : 인가 류       : 20 A 

                    : 시   료         : LiCl-KCl Salt +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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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석출물 회수장치

                     :  내부온도        : 1,300 ℃ (최  1,600 ℃)

                     :  진공 도         : 1.0 x 10 -3 Torr 

                     :  시   료         : LiCl-KCl Salt + Metal

      3) 운 시간 : 24 hours/day x 3 days (연속운 )

  마. Mock-up 시스템 성능실험

   (1) Mock-up 공정 실험 비

    (가) 시약 비

   로 박스 1에서 LiCl과 KCl을 분량하여 비한다. 한 UCl3 (8 

wt%)도 비하여 가운데 로  박스로 보낸다. (Fig.3.5.1 참조)

o LiCl-KCl 공융염 조성: 59 : 41 mol% (45 : 55 wt%)

o LiCl-KCl 공융염, 100 mol = 5,557.837 g

o LiCl-KCl 공융염의 량  몰(mol) 비율= 55.578 g/mol

    (나) Glovebox 내의 Ar 분 기 제어 시험 

     가스분석 장치는 Glovebox 내부의 산소, 수분, 염소가스 

농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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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1   Glovebox of mock-up system for electrorefiner

측정 결과는 Local  앙 제어  표시부에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 

 장된다. 측정범 는 최소 0～1000 ppm의 범 를 가지며, 

표시단 는 0.1 ppm까지 지시된다. 출력은 4～20 mA의 제어출력과 

경보출력  장치를 가진다. 산소  이슬  (3 ppm 이하, -60 ℃), 

목표치 (1 ppm, -70 ℃), 염소: 3 ppm 이하에서 유지시킨다.

    (다) Purifier 재생시험

     이 장치는 로 박스 내의 산소나 수분제거 성능이 히 감소될 때

와 해정련 공정을 운 할 때에 가동한다. 작동 순서는 다음과 같다.

- Purifier 유입과 배출 (IN, OUT) Valve 의 잠  상태를 확인한다.

- 혼합기체 유입, 배출 Valve를 개방 (OPEN)한다.

- 진공 시스템 배 상의 Valve를 개방 (OPEN)한다.

- Purifier 장치에 력을 공 한다 (ON).

㉮ 온도 조 기 (NP-200) 운  스윗치를 3  동안 름 (ON)

㉯ Purifier 운  램 가 표시되게 한다. (ON 지시)

㉰ 운  시 소요시간: 13시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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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시 제어기 Reset과 동시에 운 램 가 켜지게 한다 (OFF).

- Purifier 원을 끈다 (OFF)

- 혼합기체의 유입  배출 Valve  진공 시스템 배 상의 Valve를 닫는다

(Close)

- Blower 스윗치를 켠다 (ON).

- Purifier 유입  배출 Valve를 연다 (OPEN).

   (2) 해정련 공정 실증실험 개요

   본 공정은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하여, 특정 핵종을 분리하는 

핵심 단 공정인 해정련 공정  석출물 회수공정을 연계하여 연속공정을 

이루고, 공정간 상호 연계성  연속 공정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을 해결

하는데 목 이 있다. 해정련 공정에서는 순수한 우라늄 속의 회수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공정의 다른 목 은 양극  음극의 두 극에 류를 증가

시키므로 해정련 공정의 생산성을 높인다. 

     본 장치의 주요 구성은 로 박스, 해정련 장치, 석출물 이송장치, 

아르곤 (Ar) 가스 공   재생장치, 냉각수 공   제어장치, 반응기의 온

도측정  제어장치, 해측정  분석 장치로 이루어진다. 

     로 박스는 해정련 공정에서 염(Salt)에 용융된 속이 산소  수

분과 반응하여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운   발생하는 분진  가스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로 박스는 고순도 아르

곤 (Ar) 가스 분 기에서 내부 압력을 감압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

을 유지한다. 로 박스 구성은 시료처리  시료 주입용 로 박스, 해

정련  석출물 회수용 로 박스, 시료 반출  시료 처리용 로 박스로 

구성되며, 부 설비는 압력제어 계통, 가스분석 계통 (산소, 수분, 염소), 제

어  경보계통 (내부압력  부압, 수분, 산소, 염소농도, 온도상승), 아르곤 

재생장치 (Purifier system)가 있다. 

    해정련 장치는 로 박스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해질 (LiCl-KCl 

Salt)에 양극과 음극  기 극을 담그고 양극은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속을 양극으로 하고, 음극은 몰리 덴 (Mo) 속 극을 사용하여 류 

혹은 압을 인가함으로서 특정 원소를 선택 으로 착시킨다. 해정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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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용량은 1 kg-U Metal/batch 이며, 운 온도는 500 ℃에서 운 한다. 

해정련 장치의 주요구성은 반응기 본체, 냉각장치, 진공장치, 해  해석 

장치, 원부  보완회로로 구성된다. 

       아르곤 공   재생장치는 로 박스와 반응기 내부에 설정된 

필요한 압력과 유량으로 항상 유지될 수 있고 아르곤 (Ar) 가스 재생장치가 

포함된다. 아르곤 (Ar) 가스 재생장치 (Purifier system)는 연속재생 사용 

가능한 기능을 가진다. 연속재생은 온도 가열 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고, 벨로우즈의 스테인 스스틸 을 사용하며 가스를 

연속 으로 순환시켜 로 박스 내부의 산소를 3 ppm 이하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배  사이에 HEPA 필터를 설치하여 미세입자 물질의 유입을 

막는다.

Fig.3.1.5.2. Conceptual drawing of mock-u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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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분석 장치는 로 박스 내부의 산소, 수분, 염소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로 운   상시 측정할 수 있으며, 그 측정 결과는 Local  

앙 제어  표시부에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되고 컴퓨터에 장된다.

 냉각  제어장치는 고온으로 유지되는 해정련 장치의 반응기 

외벽을 통하여 달되는 고열로 인하여 지의 개스킷과 같은 기 을 

요하는 부품에 손상을 방지하기 하여 설치한다. 냉각장치는 항온기능을 

가지며, 특히 항온조의 냉각수 온도가 60～70 ℃ 정도에서 연속 인 운 을 

할 수 있는 펌 의 내구성과 용량을 가지며, 운 시 소음  진동이 다.

Mock-Up 장치에 련된 측정계기의 모든 측정결과는 Local  앙 

제어 의 표시부에 2원화되어 디지털로 표시되고 컴퓨터에 장된다. 본체는 

1차 보호반응기 외부에 반응기 내부온도를 500℃(최  800℃)까지 가열할 수 

있는 매몰식 기로가 있다. 반응기 내에 양극과 음극을 회 시킬 수 있도록 

교반장치가 있으며, 회 하는 두 극에 류를 인가할 수 있도록 극 

Coupling 장치가 설치된다. 

              이때 양극의 경우 속원소를 장하고 교반효과가 있도록 

십자형을 유지하며, 음극의 경우 석출된 석출물이 탈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연체로 된 용기가 있다. 양극과 음극의 경우 극에 

단열재(Al2O3)를 극 축에 고정시켜 반응기 상부로 열 손실을 방지하며, 

극의 회   이동시 완 하게 고정된다. 극 간에 연결부가 있어서 

극의 교체가 용이하다.



- 156 -

  

   Fig.3.1.5.3  Detail drawing of electrorefining 

     반응기 본체의 상부 지는 기모터 구동에 의한 스크루 타입의 

이동장치로 상하운동이 가능하며, 이동 속도를 조 할 수 있다. 양극과 

음극은 기모터 구동에 의한 극 축을 회 시킬 수 있고, 회 속도가 조  

가능하고 속도를 표시할 수 있다. 냉각장치는 반응기 지의 온도 상승을 

막기 하여 가동되며, 반응기 지와 염 상부 계면 사이에 한 

방열체가 설치되어 있다. 해  해석 장치는 직류 원 차계, 쿨롱계, 

온도측정계로 구성된다. 차계는 양극 , 음극 , Cell 를 각각 

측정하고 기록 할 수 있다.

     원부  보안회로는  Breaker, 워스 치, 류계, 경보 램  

 Buzzer, On/Off 경보 온도계로 구성된다. 반응기는 최  온도 800 ℃에서 

기 이 유지될 수 있으며, 양극과 음극 Assembly를 음극 이송장치로 인출 

 이동시 용이하도록 반응기와 충분한 공차를 유지한다. 

     양극과 음극의 간극은 착 실험을 종료한 후 극 간 기  이 

없도록 한다. 도가니와 보호용기 사이는 연물질 (세라믹 격자)로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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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을 유지하고, 보호 용기와 기로는 연되어 있다. 음극 (8 rpm)과 

양극 (15 rpm)의 회 속도는 최  0～300 rpm 범 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회 축이 원활하게 진동  편심이 없이 회 된다.

   (3) 석출물 회수 공정 실증실험 

    (가) 석출물 회수 공정 개요

  실험 계획은  우라늄을 남기며, 용융 속 용액을 증류함으로 우라늄을 

회수하는 개념을 실험하기 하여 제작된 실험용 증류장치를 사용한 연구를 

하 다. 석출물 회수장치는 공정 도가니에 남아있는 속 (본래의 

우라늄)을 강화하고, 염을 증류할 수 있다. 석출물 회수장치는 반응기 본체, 

Salt 회수 장조, 진공  진공 제어장치, 냉각장치와 가열부, 원부  

제어장치로 구성된다. 석출물 회수장치는 장치의 외부를 스테인 스 스틸 

으로 폐시켜 기 을 유지하며, 고온에서 내부진공 압력에 반응기의 

형체에 변형이 없도록 외 의 구조  강도는 충분하다. 반응기의 내부온도는 

1,100～1,300 ℃ 범 에서 정상 운 하므로 기로는 내부 온도를 최  1,500 

℃까지 가열하여 상시 운 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다. 반응기의 고온부의 

열손실을 방지하고, 반응기 외부의 온도를 50 ℃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로와 외부 스테인 스스틸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다. 반응기 상부로 

열 달을 방지하기 하여 음극 축에 단열재 (Al2O3)가 있는 상태로 반응기 

내부에 장입하고, 반응기 외벽에 냉각장치를 설치하여 지의 개스킷을 

내부의 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반응기에서 휘발된 Salt는 500 ℃로 

가열된 유도 을 통하여 Salt 회수 장 용기에 장되며, Salt 회수 장조는 

진공장치와 연결되어 반응기 상부에 공 되는 아르곤 (Ar) 가스를 MFC로 

제어하여 반응기 내부압 (최 : 1.0 x 10
-3 torr)을 일정하게 조 하며 Salt의 

배출 흐름을 유지시킨다. 냉각장치는 반응기 본체의 상부와 Salt 

회수 장조의 상부에 열 달을 방지하기 하여 반응기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유량과 냉각수의 온도를 조 할 수 있도록 자동 항온조 

장치가 있다. 아르곤 공   제어장치는 로 박스와 반응기 (석출물 

회수장치) 내부에 설정된 필요한 압력과 유량으로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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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곤 (Ar) 가스 재생장치가 포함된다. 가스 정제장치 (Purifier system)는 

연속 재생 사용 가능한 기능을 가진다. 연속재생은 온도 가열 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고, 벨로우즈의 스테인 스스틸 을 사용하며 

가스를 연속 으로 순환시켜 로 박스 내부의 산소를 3 ppm 이내로 

유지할 수 있다. 배  사이에 HEPA 필터를 설치하여 이 물질의 유입을 

막아 다. 가스분석장치는 로 박스 내부의 산소, 수분, 염소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로 운   상시 측정할 수 있으며, 그 측정 결과는 Local  

앙 제어  표시부에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되고 컴퓨터에 장된다.

   냉각  제어장치는 고온으로 유지되는 석출물 회수장치의 반응기 외벽

을 통하여 달되는 고열로 인하여 지의 개스킷과 같은 기 을 요하는 

부품에 손상을 방지하기 하여 설치되어 있다. 냉각장치는 항온기능을 가지

며, 특히 항온조의 냉각수 온도가 60～70 ℃ 정도에서 연속 인 운 할 수 

있는 펌 의 내구성과 용량을 가지며, 운  시 소음  진동이 다. 진공 

 제어장치는 석출물 회수장치 반응기 내부에 설정된 일정한 부압 (최  

1.0 x 10
-3 torr)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진공펌 와 아르곤 공  장치와 연동하

여 MFC로 제어할 수 있으며, 제어 결과를 표시  장할 수 있다.

     Mock-Up 장치에 련된 측정계기의 모든 측정결과는 Local  앙 

제어 의 표시부에 2원화되어 디지털로 표시되고 컴퓨터에 장된다. 

반응기 본체의 원부  제어장치는  Breaker, 류계, 온도 경보램  

 Buzzer, 온도기록계, Program식 온도제어  기록기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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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5.4  Detail drawing of cathode processor

    (나) 염증류  우라늄 회수 공정운 (ingot 제조)

     공정은 용기 내에서 일어난다. 용기와 내부부품 (음극 처리기)는 

증류장치와 염회수 장조, 우라늄 ingot 용융로로 특징짓는다.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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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에서 장입하는 음극 모듈은  반응기 바닥에서 일정 공간을 허용하며, 

진공으로 염 증류물질을 염회수 장조로 달한다. Fig.3.1.5.4에서는 석출물 

회수장치의 주 부품이 반응기, 용기 내부의 가열로 역, 유도 으로 연결된 

염회수 장조 내부의 응축/수집 역이다. 조업 에 음극 생성물을 포함한 

공정 도가니는 음극 처리기로 장착된다. 장착 후에, 부  가열기가 가동되어 

응축기를 열하고, 용기는 진공되어 1 torr 미만이 된다. 응축기 역 

가열은 외부 냉각 응축기가 가열되지 않는다면 응축물이 고화되는 온도 

이하로 운 되는 경향이 있다. 

공정 시에 요한 매개변수는 압력, 온도, 온도에서의 시간들이다. 압력은 

에서 설명한 진공과 알곤 기체 시스템에 의하여 제어된다. 공정온도는 

가열 력 수 을 제어하여 조 한다. 이 실험에서 음극모듈 장착은 우라늄 

속을 해정련하므로 생성된 덴드라이트 형태의 음극 석출물이다. 1 torr 

이하 압력 하에서 약 30분 동안 증류실험을 시작한 후에, 가열은 분당 2 

℃씩 1300 ℃까지 승온하여 가동하고, 공정 실험온도는 1300 ℃로 3시간 

유지한다. 기 가열 단계에서 용기 내에는 진공 배출이 계속된다.  

도가니와 장착물은 가열되어 미리 로그램된 간 온도 (1100 ℃)로 되고, 

30분 동안 머물러 있어서 생성물 내의 속에서 염을 증류한다. 증류 

온도에서 머무르는 동안 온도는 증류물이 장착물에서 제거된다.

증류로 머무는 기간 후에, 압력은 증가되고, 머무르는 기간 끝에서 가열은 

다시 시작하여 장착물의 용융온도 1300 ℃ 이상의 충분한 수 으로 온도를 

올리어 공정 도가니 내의 속을 용융시킨다. 최  온도는 완 한 용융을 

보장하는 3 시간 동안을 머물러 있는다. 

   (4) Mock-up 공정 성능실험 결과

    (가) 1차 실험 착조건; 

 ․UCl3 기농도 : 8 wt%,  ․양극 회 속도 : 14rpm,  

 ․운 온도 : 500 oC  ․공 류 : 170 mA/cm2, 

 ․운 시간 : 3 hrs,  ․음극 압: -1.3 V 이상, 

 ․양극 압: +0.2 V 이하  ․처리량 : 0.25 kg-U/b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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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5.5 C-V curve of working electrode

Fig.3.1.5.6 Voltage change curve of electrode and cell according to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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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5.7 Deposit on cathode of electrorefiner in LiCl-KCl system

 

    (나) 2차 실험 착조건; 

 ․UCl3 기농도 : 8 wt%,  ․양극회 속도 : 14 rpm, 

 ․운 온도: 500 oC  ․공 류 : 170 mA/cm2, 

 ․운 시간 : 7 hrs,  ․음극 압: -1.3 V 이상, 

 ․양극 압: +0.2 V 이하  ․처리량 : 0.5 kg-U/batch

Fig.3.1.5.8 Chronopotentiogram for mock-up electroref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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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5.9 Deposit on cathode of electrorefiner in LiCl-KCl system

    (다) 3차 실험 착조건; 

 ․UCl3 기농도: 8 wt%,   ․양극회 속도: 40 rpm, 

 ․운 온도: 500 oC  ․공 류: 170 mA/cm2, 

 ․운 시간: 6 hrs,  ․음극 압: -0.8 V 이상, 

 ․양극 압: +1.2 V 이하  ․음극 회 속도: 8 rpm

 ․처리량: 0.4 kg-U/batch, RE: CeCl3 (1.5 wt%), NdCl3(1 wt%)  

Fig.3.1.5.10 C-V curve of working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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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5.11 Chronopotentiogram for Mock-up Electrorefiner

Fig.3.1.5.12 Deposit on cathode of electrorefiner in LiCl-KCl-RECl3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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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4차 실험 착조건; 

 ․UCl3 기농도: 8 wt%,   ․양극 회 속도: 40 rpm, 

 ․운 온도: 500 oC  ․공 류: 167 mA/cm2, 

 ․운 시간: 7 hrs,  ․음극 압: -1.6 V 이상, 

 ․양극 압: +0.8 V 이하  ․처리량: 1 kg-U/batch,   

 ․음극 회 속도: 8 rpm   ․음극 직경: 3 cm

Fig.3.1.5.13 Polarization curve for the electrorefining of U in 

LiCl-KCl-RECl3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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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5.14 Chronopotentiogram for Mock- up Electrorefiner in 

LiCl-KCl-RECl3 system

Fig.3.1.5.15 Deposit on cathode of electrorefiner in LiCl-KCl-RECl3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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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명 실험 조건 실험 결과 평 가

 해정련  

 1차 A

 우라늄 장입량= 500 g

 양극회 = 0 rpm

 음극회 = 0 rpm

 류= 150 mA/cm
2

 - 음극 하단에 착물이 

   상당량 떨어짐.

 - 착물을  떼어내어 

   석출물 회수장치에서 

   처리함

 - 해정련장치의 력 

 공  부분의 연결부분이  

 불안정하여 실험시 주의함.

 - 두 극의 회  상태가 

 원할하지 않아서 음극을 

 수동식으로 회 시킴.

 해정련  

 1차 B

 우라늄 장입량= 500 g

 양극회 = 14 rpm

 음극회 = 8 rpm

 류= 170 mA/cm
2

 - 양극과 음극의 테 론 

  부품을 가공하여 회 을 

  원활하게 하 고, 음극에 

  시를 부착하여 착물이 

  비교  양호하게 붙어

  있었음.

 - 착물의 상태가 비교  

 양호하여 시물로 비치함.

 - 음극 최하단 시의  

 고정볼트가 강철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착물이 

 붙었고 일부 떨어져 반응기 

 바닥에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됨.

 해정련  

 2차 A

 우라늄 장입량= 500 g

 양극회 = 15 rpm

 음극회 = 7 rpm

 류= 170 mA/cm2

 - 음극의 착물이  일부 

  바닥에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됨.

 - 우라늄 회수율이 42 %인 

 것은 음극모듈 하단에서 

 착물의 일부가  바닥에 

 떨어진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해정련  

 3차

 (10-16)

 우라늄 장입량= 400 g

 희토류농도:

   Ce(1%), Nd (1.5%) 

 양극회 = 15 rpm

 음극회 = 7 rpm

 류= 170 mA/cm
2

 - 음극의 착물이  일부 

  바닥에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됨.

 - 알루미나 시를 

 설치하지 않아서 더 많은 

 착물이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

 해정련  

 3차   

 (11-8)

 운 : 5시간 

 류= 79.5 mA/cm
2

 - 음극의 착물이  

  균일하게 붙질 않았음.

 - 공 되는 류 도가 

 무 낮은 것으로 단하여 

 다시 새로운 음극모듈로 

 실험하 음.

 해정련  

 4차

 (11-13)

 우라늄 장입량= 1 kg

 양극회 = 40 rpm

 음극회 = 8 rpm

 류= 167 mA/cm
2

 - 음극의 착물이  일부 

  바닥에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됨 (바닥 받침  시 

  손, 석출물이 수염처럼 

  아래로 매달려 있었음.

 - 착물 923.5 g,

 염 20.8 wt% 포함 추정

 양극의 류효율 69.2 %임.

    (마) 해정련 실증실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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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해정련 장치 개선

    (가) 장치 수리

     해정련 장치의 력 공 을 한 극과 연결부분의 부품을 집게 

형으로 교체하 고, 양극과 음극의 방열  사이에 방열재로 공간을 채워 

넣으므로 방열효과를 강화시켰다. 마지막 1 kg-U/Batch 실험에서는 반응 

도가니의 용량이 부족하여 새 도가니 (높이 297 mm)로 교체하여 

실험하 다. 이때의 음극의 면  길이는 200 mm, 직경 30 mm로 하고 

재질은 STS 304L로 음극 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 다.

개선항목 문제 개선 결과 비고

 극 coupling  신호잡음  장치개선/교체  신호잡음 감소

 극 상하이동
 극 상하이동 

 곤란

 극외경 

 재가공
 상하이동 원활  

 극 회  
 마찰에 의한 회

 방해
 테 론 링 삽입  회  원활  

 반응기 뚜껑

 온도
 뚜껑 온도가 고온

 방열  사이에 

 단열재 삽입

 뚜껑 온도가 

 낮아짐

Fig.3.1.5.16  Shield in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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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5.17 Shield with ceramic in ER

Fig.3.1.5.18 Electrode coupling-old

Fig.3.1.5.19 Electrode coupling-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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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경

(cm)

높이

(cm)

부피

(cm3)

양극무게

(g)

음극무게

(g)

전착물 밀도 

(g/cm3)

전착물 (실측) 9 9 572 3217.28 4675.65 -

음극 5 9 176.6 3003.50 4321.1 -

전착물 395.4 213.78 354.55 0.897

    (나) 반응 도가니의 크기 계산과 음극의 길이 계산

 - 음극에 1 kg의 U 속을 착시키기 한 새로운 반응 도가니와 음극 

모듈의 사양을 결정하기 한 계산.

 [ 재 상황]

  

* 착물의 도: 0.897 g/cm
3은 매우 낮음.

 [경우1]  극 직경이 5cm 일때:

   (1) 우라늄 1 kg일 때, 

      - 착물의 총 무게 (1000 g-U + 400 g-salt): 1400 g

      - 착물의 총 부피: 1400 g/0.897 = 1560 cm
3

      - 착물에 포함된 salt 분율 : 40 wt%

      - 354.55 : 213.78 = x : 1000  ⇒ x = 1658.5 g

      - 1658.5 g/0.897 g/cm3 = 1848 cm3

   (2)  장치에서 변화 없이 1 kg-U을 착시킬 수 있는 방법:

     - A: 최 한 착시킬 수 있는 넓이: 4.5 x 4.5 x 3.14 = 63.58 cm2

     - B:  음극의 넓이: 2.5 x 2.5 x 3.14 = 19.63 cm2

     ⇒ A-B = 43.95 cm2

   (3) 필요한 극 높이: 1848 cm3/43.95 cm2 = 4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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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극 외경

(cm)

착물 체

(cm3)

극 넓이

(cm2)

극 높이

(cm)

극높이/U 착물

(20 cm)/U-g

5
1848.5

1560
43.95

42

35.5

3
1848.5

1560
56.5 32.7

2.5
1848.5

1560
58.67

31.5

26.58

1
1848.5

1560
62.79

29

28.84

1255.8 cm
3

(80.5 %)

   (4) 48 cm/2 = 24 cm (최  반응기 높이) - 4 cm (반응기 여유공간)

       = 20 cm   

   (5)  반응기의 salt 여유 높이: 7.8 cm

   (6) 반응기 (1 + 9 + 10) = 20

   (7) 재 반응기 크기: ID238.6 cm x H197 cm

 [경우2]  극 직경이 3 cm일 때:

   (1) 개선된 반응기 크기: ID238.6 cm x H297 cm

   (2) 필요한 극 높이: 1848 cm
3/56.5 cm2 = 32.7 cm

    (다) 도가니 재질에 한 검토

     높은 온도는 이 장치와 장치의 주변 부품들에게 모두 향을 다. 

이들 부품들은 채우는 알곤 가스와 험한 공정 물질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한 기본 인 안 장치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도가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열주기를 견딜 수 있을 것, 우라늄 

ingot를 방출할 수 있을 것, ingot와 상호 작용하지 않거나 오염시키지 않을 

것, 그리고 어려운 비 없이 재사용할 수 있을 것 등이다. 흑연은 고온에 

강하고 열 충격에 잘 견디기 때문에 많은 도가니 실험에 기본 물질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흑연은 우라늄과 서서히 반응하기 때문에 우라늄과의 

을 피하기 해서는 도장을 해야 한다. 용융 우라늄과 흑연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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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이라도 있으면 상호 반응을 일으켜 ingot를 도가니에 강하게 

붙게 만든다. 이와 같을 경우 보통 ingot를 회수하려면 도가니를 깨트려야 

한다. 세라믹이나 속과 같은 다른 도가니 물질들이 시험되었다.

 흑연 도가니의 도장은 씻어낼 수 있는 도장에 본래 을 맞추었다. 

씻어낼 수 있는 도장은 도장 물질이 물이나 용매에 탁되고, 스폰지나 

붓질로, 튀기거나 분사로 도가니에 응용할 수 있다. 도가니를 따듯하게 하는 

것은 분사할 때에 도장 공정을 돕는다. 때때로 도장된 도가니는 사용 에 

굽는다. 씻을 수 있는 도장으로 시험한 물질들은 알루미나, 산화 이트륨, 

산화 지르코늄이며, 여러 가지 응용 방법과 결합 시스템들이 상업 으로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을 상으로 시험되었다. alumina 는 yttria 도장은 

성공하지 못했다. 알루미나는 흑연에 잘 붙지 않았다. Yttria는 염화물에서 

부식이 일어났다. 이런 도장은 흑연을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한 결과를 보인 

반면, zirconia 도장은 비교  잘 유지되었다. 이것은 우라늄과의 

으로부터 흑연을 보호하 고, 주조물을 방출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이런 까닭으로 두 가지 심한 결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장이 공정을 

하여 표 이 되었다. 도장은 매 사용 에 재 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도장재와 우라늄 사이에는 상호 작용이 있다. zirconia 도장의 

상호작용이 ingot 표면에 속 zirconium을 만들고, 우라늄 산화물을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이들 반응물은 자체 으로 특별한 문제를 갖지는 않지만, 

속 공정 흐름에서 원치 않는 우라늄 손실을 다. 도가니 도장과 재질에 

한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이런 까닭이다.

 

   (6) 석출물 회수공정 실험결과

     표 형이 처음에 조립되고 운 될 때, 장치에서는 상 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운 이 고온과 많은 양의 응축성 물질로 

확 될 때 두개의 결함이 나타났다 응축기 설계는 무 냉각되는 경향이 

있고, 유도 가열기는 불충분했다.  응축기 문제를 풀기 하여 새 응축기는 

열 표면 이 작게 설계되었다. 응축기와 지지 구조물 사이에 열 도를 

최소화하도록 만들고, 필요하다면 기계  방법으로 쉽게 세척이 되도록 

모양을 만들었다. 새로운 설계의 결과로 고온에서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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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응축기를 이용하여 조업하 다. 유도가열 용량을 강조한 기 변화  

하나는 Westphal 등이  설명한 바 로, 노의 열손실을 감소시키므로 필요한 

가열을 감소시킨다.

응축할 수 있는 염의 한 수집은 응축기에서 고형화하는 것보다 수납 

도가니에서 염을 모으는 것을 원래 의미한다. 이것은 염 질량, 증류 속도, 

증류 압력, 그리고 응축기에 주어진 열량이 포함된 서  가지 매개변수에 

좌우된다. 이들 실험을 통해 얻어진 값진 견해  하나는 증류 압력을 

높이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에서 응축기를 가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응축 온도를 올리는 분명한 방법 외에 온도가 올라가는 주기에서 

증류가 발생하는 시간을 지연하는 것이다. 이것은 응축기의 열을 이루려는 

부  가열기에 시간을 더 허용하는 효과를 갖는다. 추가하여, 증류 기에 

더 높은 노의 온도는 응축기의 상부에 더 높은 온도를 동시에 만든다.

    (가) 석출물 회수장치 실험 조건

가열 단계
0℃  → 
500℃

500℃ → 
500℃

 500℃ →
900℃

900℃ → 
1300℃

1300℃ → 
1300℃

1300℃  
→ 0℃ 

가열 속도
(3 ℃/min)

3 - 3 3 - 자연냉각

반응기 압력
(x10-1 torr)

9.5 9.5 9.5 상압 상압 상압

    (나) 실험 결과 : 

        ㆍU-ingot: 39.17 g  ㆍUO2 분말: 2.64 g (total: 41.81 g)

        ㆍsalt: 18.45 g (30.62 wt%)  

* 900 ℃까지 내부 압을 9.5 mtorr 유지한 이유: 

  - Ar gas를 주입하여 가열시 반응기 내부의 수분  salt의 배출

  - Ar 가스를 1 liter/min으로 주입함으로서 반응기 내부의 열손실 방지 

 Ar 가스 약

* 900 ℃ → 1300 ℃에서 상압을 유지한 이유:  지 까지 실험 결과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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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내부 압이 격히 떨어지고, 우라늄 잉곳이 제조되지 않음. 

따라서 내부 압을 Ar 분 기의 기압으로 유지시켜 고온에서 반응기 내 

열 도성을 증가시키고, 고온에서 반응기 내부 단열재로부터 발생가스의 

방출방지하고, Ar 가스에 포함된 미량의 수분 혹은 산소의 유입 방지를 

함. 그러나 이것은 가정일 뿐 정확한 것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3. 요약

    1 kg-U/batch 규모의 mock-up 시스템의 개념설계, 상세설계  제작 

도면을 작성하 다. 제작도면을 만들 때에 Mock-up 공정장치 에서 

석출물 이송장치와 석출물 회수장치의 구조를 변경하 고, 이로 인하여 

Mock-up 시스템의 P&I 도면이 수정되었다. 

   Mock-up 공정장치의 석출물 이송장치의 자동화를 한 장치는 Ar 기체

를 사용한 기체 피스톤을 용하여 변경하 다.  한 석출물 회수장치의 구

조를 변경시켜 상하 직렬방식에서 용융 공간을 한 반응조와 증발되는 염

의 증기를 모아서 응축시키는 회수조로 구분하여 장치를 제작하 다.

   해정련 공정의 주요 장치인 용융염 해장치는 용융염 해로 본체, 양

극, 음극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 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용융염 해로 본체 (U-1kg 기 ), 보호용기, 도가니(SUS 310S) 

     - 양극: 십자형 양극 SUS 304 (다공성 양극바구니의 구멍: 2 mm) 

     - 음극: 착물 총 부피: 471.6 ml, ㆍ 극 직경: 50 mm, 몰리 덴 

     - 해  해석장치: 직류 원, 쿨롱계, 차계

   석출물 이송장치는 공압 방식 (Ar사용)에 의한 박형 실린더와 로터리 엑

에이터를 일체화시켜 상-하, 좌-우 운동으로 석출물 이송의 동선  

Glovebox 크기를 최소화하 다. 석출물 회수장치는 음극 착물 처리장치 

본체를 염 증발부  착물 용융부인 도가니 (재질: graphite)와 증발된 염

의 회수조로 나 어 제작하 다.

   고온용융 해분리 장치용 Mock-up 시스템은 새빛연료 과학동 232호 실

에 설치하고, 시스템 내의 알곤기체 분 기를 만들기 하여 알곤 기체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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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과 온도 조 을 한 항온조와 직류 원을 해정련 장치에 공 하

기 한 Potentiostat 장치를 주변에 설치하 고, 석출물 회수장치의 진공 분

기를 운  에 유지하기 하여 진공 펌 를 별도로 설치하고 배기 기체

의 별도 처리장치 (흡수조)를 통하여  방출하도록 하 다.

   Mock-up 시스템의 시운 은 시스템 내의 수분과 산소 농도 조  가능성 

여부와, 각 장치의 가열부분의 정상작동 여부를 검한 후에 용융염을 제조

하기 한 시약 비 과정 (LiCl과 KCl의 수분  산소 제거)를 수행하 다. 

다음 과정으로 용융염의 용융과 양극에 우라늄 속 장입하고 Potentiostat 

장치로 직류 원을 해정련 장치에 공 하여 우라늄 착 실험을 시운

으로 수행하 다. 석출물 이송 장치를 통하여 석출물을 석출물 회수장치에 

장입시키고, 진공분 기에서 가열을 하여 착물에 부착되어 있는 염을 증발

시켜 회수조에 모았다. 이때에 증발조 내의 온도가 1300 ℃가 유지되는 지를 

검하 다.  

   Mock-up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한 해정련 공정의 운  조건은 처음

에 5번 정도는 우라늄 속의 양극에 500 g씩 장입하여 실험하 고, 최종 실

험에서는 우라늄 속 장입량을 1000 g을 사용하 다. 양극의 회  속도는 

처음에는 15 rpm으로 하다가 나 에는 40 rpm을 사용하 고, 음극은 8 rpm

으로 고정하 다. 류 도는 167 mA/cm2 이고,  1000 g 우라늄 속을 장

입할 때에 착물의 무게는 923.5 g이고 염이 20.8 wt% 가량 포함되었으며, 

양극의 류효율은 약 69.2 %가 되었다.

   석출물 회수장치에서 우라늄 덴드라이트를 용융시켜 우라늄 잉곳 형태를 

만들기 하여 장치 내 도가니의 온도가 1300 ℃이상의 온도에 도달하는 것

이 요하다. 실험에서 장치내부가 1300 ℃이상의 온도에 도달되고 이 온도

에서 도가니가 특별한 문제없이 잘 견디었다는 것을 실증하 다. 석출물 회

수공정에서 요한 부분은 도가니 재질에 있다. 우라늄 속과 도가니와의 

반응성의 유무와 잔류 염으로 인한 염소 성분의 도가니 부식 문제를 방지하

는 재질로서 도가니에 zirconia 도장을 하는 것은 이 문제를 비교  잘 해결

하 다.

   석출물 회수장치의 성능 평가를 하기 하여, 정치를 1300 ℃이상 온도에

서 운 하 다. 고온 성능을 조사하기 해 연속 으로 실험을 하 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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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상이 없었다. 력 공 기는  력을 공 하는 데 한 성능을 갖

지만, 선과 인입 , 연결소자들이 1300 ℃의 정상 인 설계 제한치로 운

하 다. 이것은 원하는 온도에서 공정운 이 유지되도록 허용하 다. 석출물

에 포함된 염은 900 ℃에서 1시간 동안 진공에 가까운 압을 진공펌 로 

유지하면서 염 증기를 염회수 장치로 보내어 응축시키고, 계속하여 승온하여 

1300 ℃에서 1시간을 가열하여 우라늄 잉곳을 제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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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해정련 (양극)

1. 서언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우라늄과 핵분열생성물질인 희토류, 알카리, 알카리 

토류 등의 속물질을 분리하는 용융염 정련공정은 습식법에 비해 폐기물의 

발생량이 고, 낮은 제염능력 때문에 핵 확산 항성이 큰 공정으로 여겨지

고 있다. 따라서 사용후 핵연료의 용융염 해정련 공정은 미국, 러시아, 일

본을 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  연구가 상당부분 진행

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pilot 규모의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재 단  

시설당 처리 용량을 높이고자 Mark-IV, Mark-V  PEER에 이르는 새로운 

개념의 해정련 반응기 개발 연구가 진행 이다[1～14]. 

Pyroprocess에 의한 사용후 핵연료의 체 처리공정  해정련 공정은 

핵분열생성물과의 분리효율이 크면서 다량의 우라늄을 속형태로 회수해야 

하는 공정이므로  처리공정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핵심 단계라 할 수 있으

므로 이에 한 최 화가 필요하다. 이를 하여 그동안 선진국에서 진행된 

해정련 공정의 연구 방향은 사용후 속핵연료를 이용하여 양극의 용해속

도를 높이고 음극 착물 내의 핵분열 생성물  이원소의 함유량을 낮추

기 한 해정련 조건에 한 연구와, 극면 을 넓히거나 극 간의 거리

를 여 체 인 셀 항을 감소시키는 해조 구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러한 용융염 내에서의 기 화학 인 경험과 공학  측면에서의 정

련 효율성을 높이기 하여 개발된 해정련 반응기가 미국 ANL의 Mark 

IV이다. 특히 Idaho National Laboratory (INL)의 Mark-V는 극 면 뿐만 

아니라 극 간의 간격을 여 모듈당 600 A의 류량을 실 하 으며, 4개

의 모듈을 동시에 가동할 경우 2,400 A를 인가시킬 수 있다. 특히 Argonne 

National Laboratory (ANL)의 경우 평형 극 해정련 반응기 (Planar 

Electrode Electrorefiner, PEER)를 개발하여 Mark-V에서 문제시 되었던 우

라늄 착물의 회수 시의 문제 을 보완하는 한편 양극 면 을 Mark-V 

비 10배 이상 향상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최  인가 류 10,000 A를 

최종 목표로 재 Lab 규모의 반응기로 기 실험을 진행 에 있다. 

이처럼 High throughput 해정련 반응기의 기본 개념은 많은 양의 류

를 인가시키면서 양극 를 연료 내 포함된 이원소  바스킷의 구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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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용해시키지 않는 범  내로 유지시키는 조건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High throughput 해정련 반응기 개념설계 이  단계로서 단순한 형태의 

양극체를 상으로 해정련 공정이 양극 용해거동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

고자 하 다. 실험에 사용된 십자형상의 바스켓은 용해 상 속의 장입뿐

만 아니라 용융염의 교반이 동시에 이루어져 별도의 교반기가 필요치 않아 

해정련 장치의 단순화가 가능하다. 지난 2단계 연구에서는 고체음극에 

류량 ( 류 도)을 변화시켜 인가하여 각 염  우라늄 농도에서의 해특

성, 즉 석출속도, 염의 함량, dendrite의 형상, surrogate 물질과 우라늄과의 

분리특성 등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년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극의 우라늄 용해속도를 증가시키기 하여 십자형 양극 

바스켓을 제작하여 용해거동을 조사하는 한편 운   양극 바스켓  우라

늄 에 포함된 이원소의 용해 방지를 한 cut off  결정을 한 

류 도에 따른 거동을 조사하 다. 한편 속 환 공정으로부터 제조될 

속 환체의 해정련 공정 연계방법을 조사하기 하여 모의 속 환체

를 제조하고 구성성분의 용해거동을 찰하 다.

2. 실험

가. 실험장치

Fig. 3.2.1은 본 연구에 사용된 해정련 반응기와 glove box를 나타낸 

사진이다. 장치의 외부는 스테인 스강 (STS 304)으로 제작하 으며 해조 

용기의 상부 뚜껑에 극류 (십자형 양극, 음극  참조 극)를 도입하는 체

결부  용융염 시료의 채취구멍은 swagelok 제품을 사용하 다. 실험 에 

기의 을 방지하기 하여 swagelok 체결부와 극류 사이에 알루미나 

튜 를 고정시켰다. 해정련 반응기는 공기  수분의 을 피하기 하

여 공기  수분이 약 10 ppm으로 유지되는 glove-box 하부에 장착하여 일

체형으로 조립하 다. 내부의 용융염을 담는 도가니는 직경 140 ㎜, 높이 

200 ㎜의 크기로서 STS 304 을 곡하여 용 하 으며, 용융염 약 3 ㎏을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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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The experimental setup for the molten salt electrolysis.

           a) Glove box               b) Electrode configuration

Fig. 3.2.2는 우라늄 ingot을 장입하기 한 양극 바스켓의 구조를 나

타낸 도면이다. 재질은 용융염 내에서 부식을 방지하기 하여 반응기와 동

일한 재질인 SUS 304를 사용하 으며 우라늄 ingot과 용융염과의 을 용

이하게 하기 하여 바스켓 면에 걸쳐 천공을 하 다. 실험에 사용된 십자

형 양극 바스켓의 cavity 부피는 48 ㎤로서 우라늄 ingot 기 으로 1회 약 

100 g의 장입이 가능하다. 음극은 15 ㎜ 에 2 ㎜의 pitch를 내어 착물이 

쉽게 떨어지지 않게 하 다. 양극  음극재료는 SUS 304를 사용하 으며, 

참조 극은 순철을 사용하 다. SUS 304 양극바스켓의 사양은 아래와 같다.

- 재질 : SUS 304L  - Cavity부피 : 48 cm
3 

- 장입량 : 100 g(U)/batch - 기 극 : iron    

  - 운 류 도: 106.4 ㎃/㎠

한편 양극에 치한 우라늄의 용해속도를 찰하기 하여 별도의 

극을 Fig. 3.2.3과 같이 제작하 으며, 용융염 도가니 내에는 속우라늄 조

각을 치시킨 양극, 참조 극 (iron), 열   스테인리스 음극으로 구성

되어 있다. 

해정련 과정  이원소의 용해거동을 찰하기 한 양극체는 

Fig. 3.2.3과 같이 Fe, Zr, Mo, Rh, Ru, Cr 을 Pd 와이어에 체결하고 9 wt%

의 UCl3가 함유된 LiCl-KCl 용융염에서 류 도에 따른  거동을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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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용해된 이원소 성분의 화학 분석을 통하여 용해 여부를 단하 다.

한편, 우라늄 양극의 용해속도 규명을 한 실험은 Fig. 3.2.4와 같은 

극을 별도로 구성하여, 용해속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최 한 배

제하 다. 즉 속 우라늄 시편은 알루미나 용기에 장입하여 우라늄이 순수

한 양극 면 으로 작용하도록 구성하 으며, 류의 공 은 알루미나 튜 로 

연된 스테인리스 극을 시켜 이루어졌다. 

Fig. 3.2.2 Geometry of Anode basket for electrorefining process(a) and 

anode and cathode configuration before(b) and after(c) electrorefining.

속 우라늄의 착실험  양극 용해속도 찰 실험용 potentiostat는 

Ecohemie사의 모델 Autolab. 30로서 booster를 부착하여 최  20 A까지 

류 공 이 가능하도록 하 다.

      양극염 탈리 실험을 한 양극 바스킷은 미국 INL의 Mark-IV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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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인 십자형 양극을 사용하 으며, 류 인가와 동시에 회 이 가능하

도록 교반모터를 설치하 다. 교반속도는 0～75 rpm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Pd wirePd wire

RuRu CrCr

RhRh
MoMo
ZrZr
FeFe

a)a)

b)b)

c)c)

Pd wirePd wire

RuRu CrCr

RhRh
MoMo
ZrZr
FeFe

a)a)

b)b)

c)c)

Fig. 3.2.3. Anode for dissolution experiment of transition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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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Electrode configuration of anodic dissolution apparatus.

나. 시약 조제

시약은 99.9 % 이상의 순도를 가진 Aldrich사의 제품을 사용하 으며,  

KCl-LiCl 염은 공융 조성으로 (41.8-58.2 mol%, 공융온도: 355 ℃) 조제하여 

사용하 고 시약은 수분  공기가 10 ppm으로 유지되는 glove-box 내에서 

취 하 다.

기 용융염 내의 우라늄 농도변화는 우라늄 속을 양극에, CdCl2를 

용융염 에 넣고 6시간 동안 산화시켜 우라늄의 농도가 3, 6, 9 wt%를 유

지되게 하 으며, 각 농도에서 양극의 회 속도의 향을 찰하 다.

양극 용해속도 찰에 사용된 시편은 Fig. 3.2.5와 같은 우라늄 편으로

서 기 시편은 표면이 우라늄 산화물로 덮여있어 통 이 원활이 이루어지

지 않아 실험 진행이 불가능하여, 좌측과 같은 표면 산화물을 로 박스 내

에서 로 제거하여 재산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공한 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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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 U anode specimen before(left) and after(right) 

surface cleaning.

다. 실험 방법

반응기의 온도를 소정 온도까지 상승시키고 안정화 된 후 해정련 실

험을 실시하 다. 류 도에 따른 양극과 음극의 변화를 찰하기 하

여 류 도를 -12.8～200 ㎃/㎠ 로 변화시켜 각 류 도 당 2분간의 

를 양극과 음극에 하여 동시에 측정하 다. 한 용융염 내의 기 우라늄 

농도와 십자형 양극의 회 속도에 따른 변화를 찰하고자 우라늄 농도

를 3, 6, 9 wt%, 음극 회 속도를 10 rpm, 양극 회 속도를 0, 30, 70  110 

rpm으로 변화시켰다.

양극 바스켓 재질의 부식실험  이원소의 용해실험을 하여 SUS 

304  SUS 316 시편을 비하 으며, 아르곤 용 에 의해 용 부를 형성시

켜 기 조직과 용 부와의 부식특성을 비교실험 하 다. 부식실험 조건은 

-1.1 A부터 -4.4 A까지 류변화  인가 시간을 변화시켰으며, 각 조건에

서 양극 변화를 찰하고, 표면  단면의 조직변화를 주사 자 미경 

을 이용하여 조사하 으며, 부식층의 조성 변화는 EDS를 이용하여 찰하

다.

속 환체의 해정련 공정 연계를 한 비실험 단계로 모의 속

환체를 제조하여 해정련 실험을 실시하 다. 시스템의 단순화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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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체 내에 포함될 것으로 단되는 희토류 원소  Nd2O3 단일 원소를 선

택하 다. 정성 인 자료 도출과 분말상 시료의 용융염  착물에 한 오

염을 이고자 Nd2O3를 소결하여 펠릿 형태로 제조하 으며, 양극 바스켓에 

우라늄과 동시에 장입하여 해정련 시 용융염 내로의 용해량  음극 착

물 내에 함유된 양을 조사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가. 우라늄 농도  양극 교반속도에 따른 해정련 거동

 용융염 내의 우라늄 농도  양극 교반속도에 따른 해정련 거동을 

확인하고자 류를 0.6～9.4 A까지 변화시키며 양극  음극 를 찰하

다. 류인가 시간은 가 안정화되는 시간을 찰하여 약 5분까지 매 

류에서 유지시켰으며, 이때 는 평균 값을 취하 고 정확성을 기하기 

하여 각 조건에서 동일 실험을 3회 실시하 다. Fig. 3.2.3은 UCl3의 농도

가 3 wt%인 경우로서 용융염에 침 된 음극의 면 을 고려할 때 류 도

는 12.8～200 ㎃/㎠의 범 다. 

동일한 방법으로 UCl3의 농도가 6  9 wt%의 경우에  변화를 

찰하 으며 그 결과를 Fig. 3.2.4와 3.2.5에 도시하 다. 이러한 방법으로 

얻어진 각 류 도에서의  값을 Fig. 3.2.6～3.2.8과 같이 류-  그

래 로 도시한 결과 형 인 V 형의 그래 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 의 

좌측 선은 음극 거동이며, 우측은 양극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래 의 기울기

는 각각 음극과 양극의 셀 항을 나타낸다. Fig. 3.2.6에서와 같이 UCl3의 

농도가 3 wt%일 때 양극을 교반시키지 않은 경우 측정 시 에 따라 양극 

 음극  값에 약간의 편차가 있었으나, 양극을 교반할 경우 부분의 

조건에서 균일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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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Stepwise chronopotentiograms for obtaining current-potential 

response of electrorefining system at 3wt% of UCl3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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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Stepwise chronopotentiograms for obtaining current-potential 

response of electrorefining system at 6 wt% of UCl3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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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Stepwise chronopotentiograms for obtaining current-potential 

response of electrorefining system at 9 wt% of UCl3 concentration.

특히 셀 항 값을 비교해 보면 양극 교반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이 

다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교반속도에 따라 극 주 의 확산층 두께

가 감소하고, 양극으로부터 우라늄의 용해가 원활해지며, 십자형 양극의 회

에 의한 교반 효과가 음극에 까지 향을 미쳤음을 나타낸다. UCl3의 농도

가 6 wt%로 증가한 경우, 셀 항 값의 변화는 3 wt% UCl3의 경우에 비하

여 미미하 으나, 양극을 교반하지 않을 경우, 양극 가 매 측정시 다소 

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UCl3의 농도를 9 wt%까지 증가시

켰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각 조건에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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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다 용이하게 비교하기 하여 류 도와 셀 의 항으로 Fig. 3.2.9

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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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 Current-potential behavior according to anode 

rotation speed at 3 wt% of UCl3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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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 Current-potential behavior according to 

anode rotation speed at 6 wt% of UCl3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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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 Current-potential behavior according to anode 

rotation speed at 9 wt% of UCl3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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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류-  곡선이 거의 직선을 유

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기 화학반응은 Butler-Volmer식을 따르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과 압이 작아 부분 용융염의 항을 나타냄을 의

미한다. 단, UCl3의 농도가 3 wt%의 경우는 교반 속도에 따라 기울기의 차

이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농도에서는 양극에서 농도 

과 압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교반 속도의 증가에 따라 이온 달이 

활발히 이루어져 농도 과 압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Nernst 확

산층 모델에서, 극 주 의 농도분극 (ηc)는 극 표면과 용액과의 농도 차

이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3.2.1)

여기서, α=RT/nF, Cs  C∞는 각각 표면  용액의 농도이며, i  il

은 각각 국부  한계 류 도이고, il은 한 il=-nFDC∞/δ, i/il=[(C∞

-Cs)/C∞] 로 나타낼 수 있다. 극이 교반될 경우, 확산층 두께 (δ)는 

Reynolds (Re) 수에 의해 향을 받는데, Re는 한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δ=1/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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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 Variation of the cell voltage according to the applied 

current density, anode rotation speed and the initial uranium 

concentration at 500 ℃. 

   a) 3 wt%   b) 6 wt% c) 9 wt% 

 

여기서, Re=d2r/v, d는 임펠러의 직경이며, r은 rpm, v는 동 도이다. 따라서 

식 [1]은 교반 조건 하에서 임펠러의 교반 속도의 항으로 다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3.2.2)

따라서 식 [2]로부터 양극 바스킷의 회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농도

과 압이 감소하리라는 사실을 쉽게 측할 수 있다. 그러나 UCl3의 농도가 

높을 경우 bulk 농도 효과가 농도분극을 이기 한 회 속도 효과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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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Cr Ni Mn

304 18-20 8-12 2

316L 16-18 10-14 2

Table 3.2.1. Main composition of stainless steel used in this study 

크므로 이러한 조건에서는 교반속도에 따라 농도분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

로 단된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라늄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 양

극 시스템의 경우 용융염 내의 우라늄 농도가 2 wt% 이상일 경우 농도분극

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때의 확산층 두께는 0.02 ㎝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십자형 양극을 사용하는 본 시스템의 경우 농도분극을 배제하

기 해서는 용융염내 UCl3의 농도를 최소한 3 wt% 이상으로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1단계 연구결과로부터 확인된 우라늄 착물과 희토류 원소

와의 분리를 고려하면 UCl3의 농도는 6 wt%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

직 할 것으로 단된다.

나. 양극 구조재료 부식거동

해정련 공정에서 양극으로 사용한 재료는 스테인리스강으로서 양극

에 따른 부식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304  316L 두 가지 재료를 사용

하 으며, 주요 조성을 표 1에 제시하 다. 스테인리스 합 은 철 기지에 1

6～20 at% 정도의 Cr이 함유되어 있으며, Ni이 8～14 at%의 범 로 첨가되

어 있고, 미량의 Mn으로 구성된다. 

양극 구조재료 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를 구성하고 있는 이원소의 

경우도, 양극 가 산화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구조재료와 함께 산화

되며, 용융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각 이원소가 안 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 가 필요하게 된다. 이론 으로는 표  산화환원  이상

으로 양극 가 상승하면 산화반응이 진행되지만 양극 바스킷 내에는 

기 으로 보다 천한 우라늄, TRU를 비롯하여 희토류 원소가 공존하므로 복

잡한 기화학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 유사한 조건 하에서의 실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두 가지 종류의 스테인리스강을 양극 바스킷 내에 



- 193 -

장입하여 다양한 해정련 조건에서의 부식 거동을 찰하 다. 특히 실제 

해정련 반응기에 사용되는 구조재의 경우 용 부 가 상당량 존재하므로 

알곤 용 기를 이용하여 용 부 를 의도 으로 도입하여 부식실험을 동시

에 진행시켰다 (Fig. 3.2.10). 

304

316L

Weld part
Bare part

Fig. 3.2.13. Stainless steel specimens for 

corrosion test. 

이원소의 표  산화환원 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라늄 보

다 양의 값을 가지나 Zr의 경우 약 0.5 V의 근소한 차이를 지니므로, 우라늄

을 양극 용해시키면서 동시에 용해될 가능이 있다. 그러나 양극 구조재로 사

용되는 스테인리스강에 다량으로 포함된 Cr, Ni  Fe의 경우 우라늄의 산

화환원 와 최소 1 V에서 1.3 V이상 차이가 나므로  조 에 의해 양

극 구조재의 용해를 이론 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일

반 으로 사용되는 해정련 시스템에 구조재 부식실험을 해 제조된 2종

의 스테인리스 시편을 장입하고 류 도를 변화시켜 해정련을 실시하

다. 실험 결과는 표 3에 나타내었다. 류 범 는 1.1 A～4.4 A까지 변화시

켰으며, 총 하량을 4.4 A.hr가 되도록 류인가 시간을 조 하 다. 화학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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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 E0 (V vs Ag(I)/Ag(0))

Li(I)/Li(0) -2.773

La(III)/La(0) -2.504

Nd(III)/Nd(0) -2.441

Pu(III)/Pu(0) -2.166

U(III)/U(0) -1.863

Zr(IV)/Zr(II) -1.333

Zr(II)/Zr(0) -1.113

Cr(II)/Cr(0) -0.788

U(IV)/U(III) -0.613

U(IV)/U(0) -0.553

Fe(II)/Fe(0) -0.535

Ni(II)/Ni(0) -0.158

Mo(III)/Mo(0) -0.001

Cr(III)/Cr(II) 0.006

Fe(III)/Fe(0) 0.24

Rh(III)/Rh(0) 0.406

Pd(II)/Pd(0) 0.423

Table 3.2.2. Standard redox potential of selected materials in 

LiCl-KCl eutectic salt at 450 ℃

석은 우라늄과 Ni, Cr, Fe를 상으로 실시하 으며, 음극에 착된 우라늄

과 염 에 포함된 양을 각각 분석하 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

이 Ni 과 Cr의 양은 304 와 316L 스테인리스강 사이의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Fe의 경우는 304가 316L 스테인리스강 보다 월등히 큰 값을 보여 

316의 내식성이 더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보다 귀한 를 갖는 Ni의 

함량이 다소 많은 316 스테인리스강의 경우가 용융염 시스템 하에서 보다 

높은 까지 사용 가능함을 의미하며, 안정성 측면에서 해정련 양극 구

조재의 경우 316 스테인리스강이 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한편, Fig. 3.2.14는 부식실험에 사용된 스테인리스강의 표면을 찰한 

주사 자 미경 사진이다. bare surface의 경우 316L, 304 스테인리스강 모두

에서 주조 조직을 찰할 수 있었으며, 압연공정에 의해 주조조직이 상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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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 
A

time, h U, wt.%  Ni, ppm  Cr, ppm  Fe, ppm
Anode 
basket 
material 

 depos
it

1  -2.2 2   38.6   16   26   460 304L

2  -2.2 2   51.5  〈 10   34   140 304L

3  -1.1 4   55.6    18   250   0.11% 304L

4  -4.4 1   46.1    14   36   200 316L

5  -2.2 2   44.3    31   190   700 316L

6  -1.1 4   51.9    21   80   280 316L

salt

7       3.5    380   240   510 chlorination

8 -2.2 2   4.6    54   57   310 304L

9 -2.2 2   3.6    19   46   450 304L

10 -1.1 4   6.0    16   59   300 304L

11 -4.4 1   2.5    〈 10   16     77 316L

12 -2.2 2   2.5    21   32   140 316L

13 -1.1 4   3.9    25   42   220 316L

Table 3.2.3. Chemical analysis results after corrosion test 

변형된 상태 다. 용 부의 경우에는 모재의 재 용해에 의한 기존 주조조직

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용 방향으로 물결 모양의 응고 표면이 형성되어 있

었다. Fig. 3.2.15는 부식시험 후의 304 스테인리스강의 표면 사진을 찰한 

주사 자 미경 사진이다. 시편 찰을 하여 부착된 염은 수세하여 제거하

으나 약간의 잔류 염으로 보이는 스 일이 표면에서 찰되었으며, 2.2 A

의 인가 류까지는 특별한 부식징후를 찰 할 수 없었으나, 인가 류 4 A

에서 1시간 유진된 시편의 경우 bare surface  용  부 에서 심한 균열이 

찰되었다. 304  316L 스테인리스강은 첨가된 Ni에 의하여 Ni의 결정구

조와 같은 오스테나이트상 (FCC 구조)이 상온까지 안정화 된다. 특히 이러

한 안정성은 Ni의 함량 증가에 비례하므로 상 으로 Ni의 함량이 낮은 

304가 내식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한 316L은 탄소 함량을 0.03 

% 이하로 유지하기 때문에 냉각 에 Cr 탄화물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어 

304 비 우수한 내식성을 나타낸 것으로 단된다.



- 196 -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304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1.1 A에서는 기 주

조조직과 함께 미 제거된 염이 용 부 와 bare 표면에서 찰되었으나 2.2 

A의 인가 류부터 표면에 심한 균열이 찰되었다. 이는 화학분석 결과로

부터 확인되었듯이 316L 스테인리스강의 경우가 304에 비하여 Ni 함량이 높

기 때문에 보다 높은 양극 에서도 내식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단된다. 상기 해정련 조건에서 얻어진 시료의 부식층에 한 보다 면

한 조사를 하여 시편의 단면을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하여 찰하 다. 

Fig. 3.2.17은 부식시험 의 316  304 스테인리스강의 횡단면을 찰한 결

과로서 주조조직에 의한 약간의 요철은 찰되었으나 산화층과 같은 불순물

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bare surface weld part

a)a) b)b)

c)c) d)d)

Fig. 3.2.14. SEM micrographs of surface of as-received stainless 

steel samples;   a, b) SUS 316; c, d) SUS 304

Fig. 3.2.18은 인가 류에 따른 부식실험 후의 304 스테인리스강 시편

의 단면을 찰한 주사 자 미경 사진이다. 2.2 A에서 1시간 15분 유지한 

시편의 경우 bare 시료의 표면뿐만 아니라 용 부 도 매우 깨끗한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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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었다. 한 2.2 A에서 2시간 유지한 시편의 경우도 표면에 잔류

용융염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부식 생성층은 찰되지 않았다. 2.2 A까지의 

인가 류에서는 양극 가 -0.6 V (vs. Ag/AgCl) 이하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Ni, Cr뿐만 아니라 Fe의 산화 보다 음의 값을 의미하므로 시편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Fig. 3.2.18 c)의 경우는 4.4 A까

지 인가 류를 증가시킨 경우로서 1시간 반응후 표면에 10 ㎛ 이상의 두께

로 부식 생성물이 형성된 것으로 찰되었다. 이러한 부식생성물 층은 기공

을 포함한 층상구조를 이루고 있었으며, 표면부 근처에 생성된 기공으로 미

루어 일부 표면층은 박리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용 부 의 경우도 유

사한 양상의 부식생성층이 찰되었으며, EDS line scanning 결과 부식층 

내부에서 K이 검출되어 부식이 진행되면서 형성된 기공 내부로 용융염이 침

투된 것을 알 수 있다. 인가 류 4.4 A일 경우의 chronopotentiogram을 살펴

보면 Fig. 3.2.18 h)와 같이 양극 가 0.5 V (Ag/AgCl 기 극으로 환산

하면 0 V임.) 이상으로 Ni의 표 산화환원 인 -0.158 V를 과하 다. 

양극에 기 으로 비한 우라늄이 존재할 경우 이와 같은 높은 양극 에

서 우라늄이 우선 으로 용해되면서 보다 귀한 이 속의 부식이 억제될 

것으로 측할 수 있으나, 본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우라늄이 양극에 

존재할 경우라도 구조재를 구성하고 있는 이원소의 산화환원  이상으

로 양극 가 상승할 경우 부식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316L 스테인 스강의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부식실험을 실시하

으며, 부식생성물층의 찰을 하여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하 다. Fig. 

3.2.19는 해정련 후 316L 스테인 스강의 시편 단면을 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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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e surface weld part

a)a) b)b)

c)c) d)d)

e)e) f)f)

Fig. 3.2.15. SEM micrographs of SUS 304 after corrosion test

a, b) 2.2A/1hr 15min  c, d) 2.2A/2hr e, f) 4.4A/1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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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e surface weld part

a)a) b)b)

c)c) d)d)

a)a) b)b)

c)c) d)d)

Fig. 3.2.16. SEM micrographs of cross section of as received stainless 

steel samples;  a, b) SUS 316;  c, d) SUS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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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e surface weld part

a)a) b)b)

c)c) d)d)

e)e) f)f)

Fig. 3.2.17. SEM micrographs of SUS 304 after corrosion test

a, b) 1.1 A/4hr  c, d) 2.2 A/2hr e, f) 4.4 A/1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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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e surface weld part

Fig. 3.2.18. SEM micrographs and EDS line profile of 304 stainless steel 

after corrosion test. 

a, b) 2.2 A/1hr 15min c, d) 2.2 A/2hr e, f) 4.4 A/1hr

g) EDS line profile h) Chronopotentiogram at 4.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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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9. SEM micrographs and EDS line profile of 316L stainless 

steel after corrosion test. 

a, b) 1.1 A/4hr  c, d) 2.2 A/2hr e, f) 4.4 A/1hr

g) EDS line profile h) Chronopotentiogram at 4.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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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에서 4시간 유지한 경우 시편의 표면은 bare 시편과 용 부 모두 깨끗

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2.2 A에서 2시간 유지한 경우도 온 한 상태

가 유지되었다. 특히 4.4 A까지 인가 류를 증가시켰을 경우에도 용 부를 

포함하여 시편의 표면은 특별한 부식생성물 층을 찰할 수 없었는데 이때

의 양극 를 살펴보면 역시 이원소의 산화  이상으로 상승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EDS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표면의 부식층은 찰되지 않았고, 

기 시편의 표면 상태를 온 히 유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3l6L 스테인리스

강에서 우수한 내식성이 찰된 원인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높은 Ni 함량에 

의한 오스테나이트상의 안정화와 탄소 함량이 낮아 계면에 Cr탄화물이 형성

되지 않아 열역학 으로 보다 우수한 안정성을 유지했기 때문으로 단된다. 

다. 속 환체 해정련 연계방안 조사

재 해정련 처리 상 사용후핵연료는 PWR 산화물 핵연료를 해

환원공정에 의해 속화 시키고, smelting을 거쳐 속 ingot으로 제조된 상

태를 고려하고 있다. 해환원시에는 우라늄과 TRU는 부분 속상으로 

환원되지만 희토류의 일부는 환원되지 못하고, 산화물 상 혹은 산화리튬과 

복합산화물상으로 존재하게 된다[15～19]. 이러한 잔류 미환원 산화물 분말

은 smelting과정에서 부분 제거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일부 제거되

지 않은 희토류 산화물이 해정련공정으로 유입될 경우 체 인 해정련 

Spent
PWR fuel

Elec.
Reduc.

•U+TRU : 95.6 %
•RE : 1.3 %(oxide form)
•Other FP : 3.1%

Elec.
Refin.

Fuel ingot
•Cathode : Deposition of pure U

•Anode : Retention of TE

•Salt:TRU and RE(in metallic fuel)

•Need for Oxide RE behavior

•Need for RE conc. data in U

Spent
PWR fuel

Elec.
Reduc.

•U+TRU : 95.6 %
•RE : 1.3 %(oxide form)
•Other FP : 3.1%

Elec.
Refin.

Fuel ingot
•Cathode : Deposition of pure U

•Anode : Retention of TE

•Salt:TRU and RE(in metallic fuel)

•Need for Oxide RE behavior

•Need for RE conc. data in U

Fig. 3.2.20. Necessity for investigating rare earth oxide behavior in 

electrorefining process.  

공정에 미치는 향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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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해환원 단계에서 완 히 환원되지 않은 이러한 

희토류 산화물이 해정련 반응 분 기에서 어떠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지 

조사하기 하여 일련의 실험을 진행하 다. 이때 체물질로는 실제 인 희

토류 물질의 반응성을 찰하기 하여 Fig. 3.2.21과 같이 Nd2O3 분말을 공

기 에서 1450 ℃에서 2시간 동안 소결하여 pellet 형태로 해정련 양극 바

스킷에 장입하 다. Nd2O3 소결체의 상  도는 78 % 으며, 한 강도

를 유지함을 확인하 다.

반응실험은 용융염 내에 UCl3 농도를 3 wt%  9 wt%로 유지하고 

일반 인 해정련 온도인 500 ℃에서 양극 바스킷에 우라늄과 함께 소결된 

Nd2O3를 장입하 다.

Sintering condition of Nd2O3
Compaction pressure : 2.54kg/mm2

Sintering temperature: 1450oC, 2hrs
Sintered density(ρ)    : 78 %TD

Fig. 3.2.21. Sintered Nd2O3 pellet for the 

observation of dissolution behavior during 

electrorefining proess. 

Fig. 3.2.22는 소결된 Nd2O3의 실험 ․후의 단면을 주사 자 미경으

로 찰한 결과이다. 해정련 반응기에 장입하기 의 소결체는 표면의 윤

곽이 뚜렷하며 치 한 구조를 나타내는 반면, 해 정련반응을 거친 소결체

의 경우는 소결체의 표면이 거칠어지고 표면 근처에서 다량의 기공이 형성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표면부의 기공은 UCl3의 농도가 3 wt%일 경우보

다 9 wt%일 경우에 보다 더 심각하게 찰됨을 알 수 있는데, 반면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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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d)d)b)b)

g)g)f)f)e)e)

a)a)

X200
NdNd22OO33 resinresin

saltsalt

Fig. 3.2.22. SEM BSE images of cross section of Nd2O3 after dissolution 

experiment. 

a) As sintered  

b) 3wt%UCl3, 130 ㎃/㎠ c) 3wt%UCl3, 260 ㎃/㎠ d) 3wt%UCl3, 778 ㎃/㎠

e) 9wt%UCl3, 117 ㎃/㎠ f) 9wt%UCl3, 233 ㎃/㎠ g) 9wt%UCl3, 467 ㎃/㎠

도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미루어 해정련 과정  

Nd2O3 소결체가 일부 용해된 원인이 양극에서의 기  용해가 아니라 UCl3

와 련된 화학  용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Nd2O3의 용해량을 보다 정

량 으로 알아보기 하여 실험후 용융염과 음극 석출물 내에 혼입된 Nd의 

함량을 ICP분석을 통하여 확인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3.2.4에 정리하

다. 용융염 내의 UCl3농도가 3 wt%일때 류 1.1 A를 4시간 동안 인가시킨 

경우 얻어진 17.33 g의 염을 포함하고 있는 우라늄 착물을 분석하여 얻은 

착물 내 Nd 함량은 0.03555 wt%인 반면 염 에 Nd의 함량은 0.165 %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를 토 로 염을 제거한 후의 우라늄 착물을 기

으로 착물 내의 Nd 함량을 환산한 값은 -0.0064 g으로서 분석 오차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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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다면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류를 2.2 A로 2시간 동안 

인가시킨 후 분석한 결과는 염 내의 Nd 함량은 다소 감소하 고, 우라늄 

착물 내의 함량은 약 189 ppm으로 계산되었다. 4.4 A에서 1시간 동안 유지

시킨 경우는 염 내에 0.1 wt%의 Nd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라늄 착물 내에

는 232 ppm의 Nd 함량이 측정되었다. 한편 염 내의 UCl3 함량을 9 wt%로 

증가시킨 경우 염 내의 Nd함량은 다소 증가하 으며, 우라늄 착물 내의 

함량은 폭 감소하 다. 이러한 결과는 미세조직 변화를 통하여 확인한 바

와 같이 Nd2O3가 해정련 환경에서 화학  용해를 일으킴을 의미하며 속

상의 희토류 원소와 유사하게 높은 농도의 UCl3의 경우 Nd2O3의 용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비교하기 하여 Fig. 3.2.23에 

UCl3의 농도가 3, 9 wt%일 경우의 염을 포함한 우라늄 착물과 염을 제거

한 착물 내의 Nd 함량을 나타내었다.

 

Init. U 

conc., 

%

current, 

A

weight 

of dep

osit, g

 U in 

deposit, 

wt%

Nd in 

deposit, 

%

Nd in 

salt,%

total Nd 

in total 

deposit, g

total Nd in 

deposit 

salt, g

total Nd in 

deposit U, 

g(ppm)

  
1

3
-1.1 

 (4hrs)
 17.33  55.8   0.0355  0.165   0.0062  0.0126 -0.0064

  
2

3
-2.2  
(2hrs)

 16.58  41.5  0.0528  0.077  0.0088  0.0075 0.0013(189)

  
3

3
-4.4

(1hr)
 20.44  33.8  0.074  0.1  0.0151  0.0135 0.0016(232)

  
4

9
-4.4

(1hr)
 30.81  39.5  0.0778  0.125  0.024  0.0233 0.0007(58)

  
5

9
-2.2A 
(2hrs)

 18.1  51.9  0.0778  0.159  0.0141  0.0138 0.0003(32)

  
6

9
-1.1A 
(1hr)

 23.3  51.6  0.218  0.109  0.0254  0.0246 0.0008(67)

Table 3.2.4. Nd concentration in salt and uranium deposit after 

electrorefining

 

Fig. 3.2.23 a)와 같이 UCl3의 농도가 9 wt%일 경우가 3 wt%일 경우

보다 월등히 Nd함량이 높게 측정됨을 알 수 있고, 염 제거후의 우라늄 착

물 내의 Nd함량은 3 wt%의 UCl3일 경우가 더 높아 Nd는 주로 염 에 존

재함을 간 으로 확인할 수 있다. 



- 207 -

이처럼 Nd2O3가 우라늄 해정련 환경에서 화학반응에 의하여 용해되

는 상을 좀더 면 히 찰하기 하여 UV-vis에 의한 in-situ 측정을 시

도하 다. UV-vis를 이용하여 용융염 내의 란탄족 원소의 absorbance를 측

정하는 방법은 Yamana등에 의하여 이미 보고된 바 있다[20,22]. 기존의 연구

결과는 optical fiber를 이용하여 UV beam을 고온 반응로로 유도하여 시료 

홀더를 거쳐 다시 수 부로 되돌아오는 구조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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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 Nd concentration in total deposit including adhered salt (a) 

and uranium deposit after electroref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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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형의 고온 반응셀을 제작하여 UV-vis의 시료실 내로 도입하여 보다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제작하 다. 반응셀의 개략도는 Fig. 3.2.24 

a)와 같이 UV beam이 통과할 수 있는 창을 셀의 앞, 뒷면에 설치하 으며, 

니크롬선으로 가열되는 소형의 가열로를 자작하여 셀 내부에 설치하 다. 

Fig. 3.2.24 b)는 셀을 조립 한 후 냉각 라인을 설치한 모습으로 UV 투과 창

은 beam의 통과시 흡수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므로 UV측정에 사용되는 

quartz cell을 가공하여 사용하 다. 제작된 셀은 UV-vis측정 장비와 함께 

간이 glove box 내에 장입하여 시료 취 과정 의 수분  산소와의 을 

방지시켰다. Fig. 3.2.25 a)는 용융염을 장입시키고 내부에 설치할 UV-vis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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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4. Schematics of in-situ UV-vis cell.

quartz cell과 가스의 유입  배출 경로를 나타내며, Fig. 3.2.25 b)는 

UV-1601 장비의 시료 장입실에 설지된 고온 셀을 나타낸다. UV-vis의 측정

시에는 기 시료와 측정시료를 한 셀 두개가 필요하지만 공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고온셀에 blank시료를 장입하여 base line을 설정한 후 실제 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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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6. Blank test result of prepared in-situ UV-vis cell.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여 정확한 absorbance 는 측정할 수 없으

나 정성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a)a) b)b)a)a) b)b)

Fig. 3.2.25. Schematics of in-situ UV-vis cell and installation in 

UV-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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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6은 제작된 셀의 성능평가를 한 단계로서 용융염을 장입

하지 않은 상태에서 셀 온도를 상온으로부터 실험온도인 500 ℃까지 가열하

면서 UV absorbance를 측정한 실험 결과이다. 측정 결과 상온에서는 매우 

안정된 absorbance를 나타내었으나 300 ℃의 경우 500 ㎚ 부근부터 동이 

발생하기 시작하 으며 400 ℃  500 ℃의 경우도 400 ㎚ 이하에서 

absorbance가 격히 상승하여 측정이 불가능 하 으나 400～800 ㎚의 범

에서 안정된 값을 보여 측정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단되어 시험을 

진행하 다. 그러나 LiCl-KCl 염을 장입하고 500 ℃에서 용된 시료를 측정

한 경우는  장 역에서 absorbance를 측정할 수 없었다. 그 원인을 살펴

본 결과 Fig. 3.2.27과 같이 용융염 표면에서 열 상이 찰되었는데 이는 

가열로로부터 반사된 빛이 용융염 표면에서 반사 되어 UV-vis의 수 부

에 간섭을 일으킨 것으로 단된다. UV-vis의 측정 원리를 살펴보면 Fig. 

3.2.28 a)와 같이 UV-source에서 발생된 UV 빔은 장착된 시료의 심부에

서 수렴이 되고 시료를 지난 빔은 다시 발산하여 수 부인 다이오드에 이

르게 된다. 

Reflected light

Fig. 3.2.27. Photograph of molten salt in in-situ UV-vis cell. 

따라서, 제작된 고온 UV-cell의 빔 창을 통해서는 제한된 역을 통해

서만 UV 빔이 통과하게 되며 빔 통과에 필요한 역은 슬릿을 통해 차단할 

수 있다. 이 게 과 노출을 야기시키는 요소를 제거하기 한 슬릿의 규격을 

Fig. 28에 나타내었다. 슬릿은 10×40 ㎜의 흑색 테이 를 사용하 으며,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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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10 ㎜의 창을 만들어 UV 빔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UV-sourcePhotodiode Quartz cell

UV beam path
Slit

UV-sourcePhotodiode Quartz cell

UV beam path
Slit

10

2

40

10

10

2

40

10

a)

b) c)

Fig. 3.2.28. Schematics showing UV beam path(a) 

and slit to remove over exposure by reflection (b). 

Fig. 3.2.29는 슬릿 장착 후 500 ℃의 용융염 내에서 용융염 blank  

NdCl3의 농도에 따른 absorption spectra를 측정한 결과이다. 슬릿 장착 후 

500 ℃에서 시료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의 absorption spectra는 매우 균일하

게 측정 되었으며, NdCl3를 첨가하지 않은 LiCl-KCl 공융염의 경우도 560～

630 ㎚ 범 에서 매우 안정된 곡선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0.04 %의 NdCl3

를 첨가한 경우 580～590 ㎚ 내에서 두개의 강한 absorbance 피크가 찰되

었다. 이 치에서의 피크는 NdCl3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져 Nd 이온에 

의한 피크임을 알 수 있다. Yamana등의 보고에 의하면 Nd(III)은 580  

589 ㎚에서 강한 absorbance 피크를 나타낸다고 보고 하 다. 본 실험에서 

제작된 셀에서 NdCl3를 측정한 결과 동일한 치에서 피크를 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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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9. Absorption Spectra of Nd(III) at 500 oC in LiCl-KCl eutectic 

molten salt according to its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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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0. Absorption Spectra of Fe(III) at 500 oC in LiCl-KCl eutectic 

molten salt according to its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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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미루어 장치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동일한 조건에서 

Fe(III)의 농도에 따른 absorption 상을 찰하고자 Fig. 3.2.30과 같이 

FeCl3를 LiCl-KCl용융염에 첨가하여 측정을 하 으나 NdCl3와 같은 피크는 

찰 할 수 없었다. 한편 UCl3를 포함한 용융염 내에서 Nd2O3의 거동을 살

펴보기에 앞서 순수한 LiCl-KCl내에서 Nd2O3를 첨가하여 UV-vis에의 검출 

여부를 찰하 다. 그 결과 Fig. 3.2.31과 같이 Nd2O3를 0.2% 첨가하 을 경

우, 순수한 LiCl-KCl과 동일한 곡선을 얻었으며, 이로 미루어 Nd2O3는 500℃

의 순수한LiCl-KCl 용융염 내에서 용해도가 극히 작아 UV-vis에 의한 검출 

한계이하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0.06 wt%의 UCl3를 함유하고 있는 용융염

에 Nd2O3를 첨가한 경우, absorption 피크는 UCl3를 용해 시킨 경우와 동일

한 결과를 얻었다. 이로 미루어 Nd2O3는 UCl3의 존재 하에서 상호반응하여 

NdCl3의 형태로 용융염 내로 용해됨을 간 으로 알 수 있으며, 자유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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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 Absorption Spectra of Nd(III) at 500 
o
C in LiCl-KCl eutectic 

molten salt according to its concentration.



- 214 -

계산 결과 Table 3.2.5와 같은 반응이 가능하다. 한 Nd2O3뿐만 아니라 

Ce2O3의 경우에도 공정 의 UCl3와 반응하면 CeCl3와 U, UO 혹은 UO2를 

생성할 수 있다. La2O3의 경우도 유사한 반응이 가능함 을 알 수 있으며, 

PuCl3의 경우는 상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환원공정에서 미환원된 란탄족산화물이 환원체와 함께 도

입될 경우 산화 우라늄 상이 생성되어 용융염을 오염 시킬 우려가 있다. 산

화우라늄상이 용융염에 생성될 경우, 축 량에 따라 용융염의 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염 증류 공정에서도 휘발되지 않고, 우라늄 석출물 내로 혼입되

어 ingot의 질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해정련 공정에 해환원된 

Reaction Equation ΔGf(800K)

Nd2O3 + 2UCl3 = 2NdCl3 + UO + UO2 -38.384

2Nd2O3 + 4UCl3 = 4NdCl3 + U + 3UO2 -75.250

Ce2O3 + 2UCl3 = 2CeCl3 + UO + UO2 -43.351

2Ce2O3 + 4UCl3 = 4CeCl3 + U + 3UO2 -85.183

La2O3 + 2UCl3 = 2LaCl3 + UO + UO2 -55.493

2La2O3 + 4UCl3 = 4LaCl3 + U + 3UO2 -109.468

Nd2O3 + 2PuCl3 = 2NdCl3 + PuO + PuO2 34.584

2Nd2O3 + 4PuCl3 = 4NdCl3 + Pu + 3PuO2 89.789

Ce2O3 + 2PuCl3 = 2CeCl3 + PuO + PuO2 29.617

2Ce2O3 + 4PuCl3 = 4CeCl3 + Pu + 3PuO2 79.856

La2O3 + 2PuCl3 = 2LaCl3 + PuO + PuO2 17.475

2La2O3 + 4PuCl3 = 4LaCl3 + Pu + 3PuO2 55.571

Table 3.2.5. Reaction equations between selected lanthanide oxide and 

actinide chloride 

속 환체를 양극 물질로 도입할 경우 란탄족 산화물은 가능한한 낮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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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어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라. 이원소/양극 basket의 용해억제 해조건 도출

이원소는 사용후 핵연료를 구성하는 핵분열 생성물일 뿐만 아니라 

양극 basket으로 사용하는 구조재이다. 따라서 우라늄 음극 착물의 순도, 

 용융염을 원하는 조건으로 리하기 해서는 양극으로부터의 이원소

의 용해를 최 한 억제하여야 한다. Table 3.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

후 핵연료  basket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의 이원소는 우라늄의 산화

환원 보다 귀한 값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라늄과 근 한 지르코늄의 경우 

약 0.75V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론 으로는 양극에서 이러한 

범 만 제어될 수 있다면 이원소의 용해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분

의 이원소는 우라늄과 합 을 형성하고 있고, 해정련 throughput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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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 Chronoamperometry for obtaining current-potential response 

of electrorefining system according to cathode potential at 9wt% of UCl3 

concentration.

 

해서는 고 도가 필요하므로 실 으로 양극에서 우라늄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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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용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실제로 EBR-II연료 처리

를 수행한 INL의 경우 양극 바스킷으로부터 92.51%의 우라늄을 양극용해시

키기 해 14.76%의 지르코늄이 동시에 용해되었으며, 99.87%의 우라늄을 

용해시키기 해서는 92.59%까지 지르코늄의 용해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보고

하고 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지르코늄이 단일상으로 존재하지 않고, 

UZr2상으로 존재하여 순수한 우라늄의 산화  이상으로 양극 를 상승

할 때 UZr2로부터 우라늄을 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실험에서는 Fig. 

3.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여건상 모의 연료를 제조하지 못하고 Fe, Zr, Mo, 

Rh, Ru, Cr  Pd로 구성된 양극체를 이용하여 음극 에 따른 양극 의 

거동을 찰하 다. 먼  음극 를 -0.2V로 설정하여 5분동안 유지한 경

우 Fig. 3.2.32와 같이 안정된 양극 를 유지하 다. 이때의 양극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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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 Concentration variation of transition elements in salt 

according to the number of run (B1: after uranium dissolution, run 1 : 

after submerging of anode in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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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V이었으며, 음극 를 -1V까지 감소 시켰을 경우, 양극 는 -0.4V

로 상승하 다. 음극  -1.8V일 경우는 류 인가 직후 -0.5 V까지 양극

가 격히 상승하다가, 900  후에 0V까지 상승하고, 1250  후 극이 

단선되었다. 양극 용해실험 단계에 따라 용융염을 화학분석한 결과, 산화환

원 가 높은 Pd, Rh  Pd 등은 분석한계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비교  산

화 가 낮은 Cr의 경우 실험 개시와 동시에 격히 증가하 으며, Fe의 

함량도 역시 실험이 진행되며 증가하 다. 한편 산화 가 비교  높은 Mo

의 경우는 귀 속 다음으로 산화의 진행이 느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 

속이 합 을 이루었을 경우에는 다소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지만 상기 결과를 바탕으로 양극의 cut-off 를 설정한다면 양극으

로부터 이원소의 용해를 최소화 하면서 우라늄의 용해를 극 화 시킬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마. 양극 용해속도 규명

해정련 공정에서 가장 요한 단계 의 하나는 연료 성분의 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우라늄을 가능한 빠른 속도로 용융염 내로 용해시킴과 동

시에 이원소의 용해는 최소화 시키는 공정을 확립하는 것이다. 특히 제한

된 공간에서 throughput을 극 화시키기 해서는 음극에서의 우라늄 석출

물 회수 공정의 최 화 뿐만 아니라 양극에서 효율 인 용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 기술이 필요하다. 사용후 속 핵연료가 양극에서 용해되는 공정

은 화학  용해반응과는 달리 근본 으로 인가 류에 비례되는 특징을 갖는

다. 액체 Cd 에서 U이 용해될 때 평균 용해속도 정수, k는 식 (3.2.3)과 같

이 정의된다. 즉, 화학  용해속도는 우라늄의 단 면   시간당 용해량으

로 정의되며, 용매의 우라늄 농도가 크면 용해속도가 작아짐을 의미한다.  

 ∙∙  
 



∙∙ 

 


   (3.2.3)

      Δω : 우라늄 용해량 (g)

S : 시료 표면  (㎠)

t : 용해시간 (h)

ρs : Cd 내의 U의 포화용해도 (g/cc)

ρ : 용해시의 Cd에서 U의 농도 (g/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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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정련공정시 양극용해는 인가 류에 의해 용해 속도가 지

배를 받으므로 식 (3.2.3)은 식 (3.2.4)와 같은 형태로 표 될 수 있다. 따라서 

양극 류 도, 양극 표면   교반속도에 따른 용해속도의 변화를 비교하

면 양극용해속도를 결정하는 지배 인 요소를 알 수 있으며, 이는 체 인 

해정련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응기 설계에 활용될 수 있다.

 ∙∙∙∙   
 



∙∙∙∙ 

 


   (3.2.4)

Δω : 우라늄 용해량(g)

S : 시료 표면 (㎠)

t : 용해시간(h)

C : 인가 류(A)

γ : 양극회 속도(rpm)

ρs : LiCl-KCl 내의 UCl3 포화용해도 (g/cc)

ρ : UCl3농도 (g/cc)

Parameters (500 ℃, 9 wt% UCl3) Variables

Current density, weight  Surface area (㎠) : deposit

Surface area, weight  Current (A) : 0.3, 0.6, 1

Surface area, Current density  rpm : 0, 40, 75

Table 3.2.6. Summary of experimental parameter

Table 3.2.6은 양극용해속도 비교를 하여 실험에 용된 변수들이다. 

먼  양극 표면  변화실험은 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기존 실험과정 에 

해정련반응기 하부에 된 우라늄 착물을 양극으로 사용하여 매우 큰 

표면 으로 가정하여 실험 하 으며, 실험 진행에 따른  변화와 음극 

착물의 형상을 비교하 다. 류 도 변화실험은 속우라늄 편을 이용하여 

표면   량을 일정하게 유지한 후 류 도를 0.3～1A까지 변화시켜 실

험을 진행하 고, 교반속도 변화실험은 양극의 류 도를 고정한 후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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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m까지 교반속도를 변화시키며,  변화 거동을 찰하 다.

(1) 양극 표면 에 따른 해정련 거동

양극 는 류 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양극면 은 총 인가 류

량을 결정하는 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재 INL에서 개발 인 평 형 

해정련기의 경우 양극면  증가가 scrapping과 함께 가장 요한 throughput

향상 개념 의 하나이다. 본 실험에서는 양극면  변화 향을 찰하기 

- +

U deposit fallen off

AnodeCathode

Fig. 3.2.34. Schematic diagram of 

uranium deposition. 

하여 극단 으로 양극 면 이 큰 경우를 선택하고자 기존 해정련 실험  

반응기 하부에 낙하된 속 우라늄 석출물을 양극으로 하여 해정련을 실

시하 다. 이를 한 극 구성은 Fig. 3.2.34와 같으며, 체 해정련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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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과 도가니는 연이 되어 있으므로, 스테인 스 재질의 도가니가 양극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때의 우라늄 양극 표면 은 바닥에 되어 있던 우라늄 

석출물 체가 되므로 매우 큰 값을 지니게 된다. 착실험은 1 A의 류로 

양극 가 cut-off 인 -0.5 V까지 도달할 때 까지 수행하 으며, 실험

도  류를 차단하고 음극 착물을 회수하 다. 정 류 조건에서 형 인 

양극  거동을 Fig. 3.2.34 a)에 나타내었다. 류를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 양극 는 Ag/AgCl 극을 사용했을 경우 약 -1.33 V를 나타내었으며, 

0.95 A의 류를 인가시 약 -1.25 V까지 가 상승하 다. 이후 3.667 A.h 

로 류를 인가한 후 음극 석출물을 제거하고 2차 착실험은 1A로 진행하

으며, 이때 양극 는 약 -1.18 V까지 상승하 으며, 9.973 A.h 인가 완료

시 에서 양극 의 상승이 있었다. 3차 착실험에서는 류인가 개시부

터 가 상승하기 시작 하 으며, 9.997 A.h 인가 완료시 에는 -1.09 V의 

양극 를 기록하 다. 이는 착이 진행됨에 따라서 차 하부에 되어 

있는 우라늄 석출물이 고갈됨을 의미하며, 양극면 의 감소에 따라 류 도

가 높아져 가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4차 착실험 시 

기 는 3차 시험의 종료시 과 동일하 으며, 1차 cut-off 가 도달

한 시 에서 시험을 단하고 확인차원에서 재차 착시험을 시작하 다. 이

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하여 4차 착실험 결과를 다시 Fig. 3.2.34 b)에 

도시하 다. 1차 cut-off 이후에 실시한 재 착시험은 개시 이후 격히 양

극 가 상승하여 cut-off 에 도달하 으며, 이로 미루어 도가니 하부에 

되어 있던 우라늄 석출물이 량 고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의 음극 는 -1.45 V로서 안정된 값을 유지하 다. 따라서 

chronopotentiometry 모드에서 변화를 통해 양극 우라늄의 고갈 정도를 

실시간으로 찰할 수 있으며, cut-off 의 설정을 통하여 이원소의 용

해방지를 한 해정련 공정 리를 할 수 있다. 

한편 양극 표면  변화에 따른 음극 우라늄 착물의 형상을 Fig. 

3.2.36에 나타내었다. 지난 2단계 연구에서 해정련 조건에 따른 착물의 

형상 변화를 찰한 바와 같이 우라늄 착물의 형상을 정량화 하는 것은 

매우 조심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번 실험과 같이 극단 으로 류 도를 

변화시킨 경우에는 확연히 상이한 석출물 형상을 나타내었다. 즉 양극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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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5. Chronopotentiogram during recovery of uranium deposit from 

bottom of vessel.

a) total recovery profile b) final step showing cut-off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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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매우 낮은 1단계 착실험에서는 매우 조 한 상의 우라늄 수지상

이 음극 표면에 낮은 빈도로 성장한 것으로 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석출

물 내부에 포함된 염 함량도 매우 작아 부분의 수지상 우라늄 석출물이 

속성 택을 띄고 있었다. 한편, 4번째 착 시험 시에 회수된 음극 우라

늄 석출물의 경우는 Fig. 3.2.40 b)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미세한 

착물이 음극 표면에 고루 고 도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염 함량 한 첫 번

째 회수 착물에 비하여 높았다. 이는  류 도의 경우 우라늄 착물의 

핵생성에 필요한 사이트의 생성 빈도가 상 으로 낮아지고 이와 동시에 

착 속도도 낮으므로 우라늄 용융염으로부터 극 표면으로의 이온 공 이 

원활해 균일한 착이 균일하게 진행되지만, 높은 류 도에서는 한계 류

도 조건으로 근 해 지므로 극 표면에서의 용질 농도가 격히 감소하

며 핵생성 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미세한 착물이 형성되는 것으로 

단된다.

Fig. 3.2.36. Morphology of uranium deposit with deposition step.

a) 1st recovery step b) 4th recovery step

(2) 류 도에 따른 해정련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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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도의 변화에 따라 해정련 거동을 찰하고자 기 량  

표면 이 유사한 우라늄 시편을 이용하여 류를 0.3～1 A까지 변화시키며 

용융염의 교반 없이 해정련을 실시하 다. Chronopotentiometry 모드에서

의 실험 조건  주요 결과를 Table 3.2.7에 나타내었다. 양극용해 실험은 

Fig. 3.2.4에 도시된 극구성을 이용하여 동일 시편을 해정련 시간에 따라 

용융염 외부로 꺼내어 량 감소를 측정하 으며, 이때 이론 인 용해량과 

실제 용해량의 차이를 이용하여 양극 용해 효율을 계산하 다. 한편 음극 석

출물의 경우도 기 음극의 량  착 후 량을 측정하여 음극의 회수 

효율을 계산하 다.

Run
Current
,A

Initial 
weight,g

Time, 
sec

Theoreti
cal,g

weight 
loss, g

efficiency 
(anode),%

weight 
gain, g

efficiency 
(cathode), 
%

Run 1

0.3 15.03 46800 11.544 11.73 101.6% 14.84 128.6%

0.3 3.3 8160 2.0128 2.29 113.8% 3.7 183.8%

0.3 1.01 3115 0.768 0.83 108.0% 1.97 256.4%

Ave 　 　 　 　 　 107.8% 　 　

Run 2

0.6 19.74 9290 4.583 3.97 86.6% 10.57 230.6%

0.6 15.5 14210 7.010 7.56 107.8% 10.42 148.6%

0.6 8.24 15248 7.522 6.5 86.4% 4.1 54.5%

Ave 　 　 　 　 　 93.6% 　 　

Run 3

1 19.18 9290 7.638 4.88 63.9% 11.48 150.3%

1 14.3 14210 11.68 7.71 66.0% 10.3 88.2%

1 6.59 7457 6.131 5.11 83.3% 6.87 112.0%

1 1.48 1105 0.908 0.77 84.7% 0.48 52.8%

Ave 　 　 　 　 　 74.5% 　
including 
salt

Table 3.2.7. Experimental data for anode dissolution of uranium sample 

according to current  

Table 3.2.7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가 류 0.3 A의 경우 양

극 류효율은 약 100 %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일부 100 % 과하는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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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공 시 장치자체의 오류로 단된다. 한편 0.6 A로 류를 증가시켰을 경

우에는 양극 효율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1 A의 경우 더욱 

감소하여 평균 양극 용해효율이 74.5 %에 불과했다. 양극과는 달리 음극 

착물 회수 효율은 상당한 편차를 보 는데, 이는 미세한 착물 내로 용융염

이 침투한 상태로 응고되어 량 증가를 일으켰기 때문으로 많은 오차를 수

반할 수 있어 실험 결과의 해석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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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7. Dissolution efficiency of uranium anode according to current 

density at 500 ℃ with 9 wt% of UCl3 concentration. 

이러한 경향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기 하여 양극 우라늄 면 을 고

려한 류 도 항으로 양극 용해 효율을 Fig. 3.2.37에 도시하 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극 용해 효율은 류 도에 따라 측정 시마다 다소 편

차는 존재하지만 선형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양극 용해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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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ANL의 IFR 연구 수행시 EBR-II 속핵

연료의 양극용해 효율을 약 70% 내외로 보고하고 있으며, CRIEPI의 경우 

용융염의 유동이 양호한 십자형 양극의 경우에는 95%정도의 양극 용해효율

을 보이지만 유동이 원활치 않은 실린더형의 양극체인 경우 약 85%정도로 

양극 용해효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보다 구체 인 해석을 

하여 해정련 공정 의  변화를 찰한 결과를 Fig. 3.2.36에 도시하

다. 41 ㎃/㎠의 류를 인가한 Fig. 3.2.36 a)의 경우 양극 는 매우 안정

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매 단계의 종료 시 에서 가 다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양극이 거의 고갈되어가는 3단계의 경우 양극 는 

격히 증가하여 cut-off 에 도달하 다. 한편 67 ㎃/㎠의 류를 인가한 

Fig. 3.2.36 b)의 경우는 매 단계에서 가 상승하는 시 이 보다 더 빨라

짐을 알 수 있으며, 첫 단계의 경우  곡선에 매우 심한 요동이 찰되었

다. 이 경우 역시 양극 우라늄이 거의 고갈되는 시 에서 양극 의 격한 

상승이 찰되었다. 111 ㎃/㎠의 경우도 역시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었으며, 

이 때에는 매 단계에서  곡선에 요동이 찰되었다. 여기서 흥미있는 사

실은 곡선에서 요동이  찰되지 않은 41 ㎃/㎠(0.3A)의 경우에는 

Table 3.2.7에서 나타난 바와 양극 용해 효율이 100%이상으로 측정되었다는 

사실과 요동이 발생한 67 ㎃/㎠ (0.6A)의 경우 양극 용해효율이 낮게 측정되

었으나 2단계에서 요동이 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극용해효율이 역시 

100%상으로 측정되었다는 은 양극효율 감소가  곡선의 요동과 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111 ㎃/㎠ (1A)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용되었는데, 요동이 찰된 1단계  2단의 경우 63～66%의 용해효율이 

측정된 반면, 비교  안정된 를 보인 3단계의 경우 효율이 다소 높아져 

83%이상으로 측정되었다. INL의 Mark-IV운 시  곡선을 살펴보면 정

상운 시에는 안정된 양극 를 유지하지만 Cd의 높은 증기압으로 인하여 

차 하부 Cd pool의 높이가 낮아져, 하부에 치한 metal ring이 용융염에 

노출되게 되고, 이때  보다 cathodic한 metal ring에 우라늄 수지상이 착되

게 되고, 양극과 기 으로 단락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단락이 발생할 경우 양극 용해효율이 격히 하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에는 Mark-IV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락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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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8. Chronopotentiogram recorded during 

electrorefining according to current. 

a) 41 ㎃/㎠      b) 67 ㎃/㎠      c)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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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rpm)

Current
,A

Initial 
weight,g

Time, 
sec

Theoreti
cal,g

weight 
loss, g

efficiency 
(anode),%

weight 
gain, g

efficiency 
(cathode), 
%

Run 1 
(0rpm)

1 19.18 9290 7.64 4.88 63.9% 11.48 150.3%

1 14.3 14210 11.68 7.71 66.0% 10.3 88.2%

1 6.59 7457 6.13 5.11 83.3% 6.87 112.0%

1 1.48 1105 0.91 0.77 84.7% 0.48 52.8%

Ave 　 　 　 　 　 74.5% 　 　

Ren 2 
(40rpm)

1 18 3600 2.96 2.38 80.4% 4.7 158.8%

1 15.62 5690 4.68 4.3 91.9% 6.52 139.4%

1 11.32 14210 11.68 10.1 86.4% 10.06 86.1%

1 1.22 1110 0.91 0.8 87.7% 7.38 808.6%

Ave 　 　 　 　 　 86.6% 　 　

Run 3  
(75rpm)

1 17.96 3600 2.96 2.19 74.0% 5.6 189.2%

1 15.77 5690 4.68 3.37 72.0% 6.6 141.1%

1 12.4 14210 11.68 9.93 85.0% 15.1 129.2%

1 2.47 1110 0.91 0.75 82.2% 6.2 679.3%

Ave 　 　 　 　 　 78.3% 　
including 
salt

Table 3.2.8. Experimental data for anode dissolution of uranium sample 

according to agitation speed

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 극 구조이며, 의 요동이 발생하는 시 도 

해 개시 이후이므로 기  단락에 의한 요동으로 볼 수 없으며,  용해효

율의 감소 한 다른 요인에서 발생된 것으로 단되며 이의 규명을 하여 

일련의 실험을 진행하 다. 

(3) 교반속도에 따른 양극용해 거동

양극용해속도에 미치는 교반속도의 향을 찰하기 하여 표면  

 량이 유사한 우라늄 시편을 이용하여 인가 류 1 A(111 ㎃/㎠)에서 

Fig. 3.2.4에 도시된 바와 같은 치에서 교반기의 회  속도에 따른 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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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거동을 찰하 다. 주요한 결과는 Table 3.2.8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교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양극 용해 효율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특히 

교반이 없을 경우는 60 % 의 용해효율이 측정된 경우도 있었으나 교반 후

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70 % 이상, 최  91.9 %의 양극용해 효율을 나타

내었다. Fig. 3.2.39에 나타낸 교반속도에 따른 양극 용해효율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교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이 증가되었다가 75 rpm에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차이는 미미하여 일정 교반 속도 이상에서는 

교반 효과가 양극용해 효율에 지배  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

을 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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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9. Dissolution efficiency of uranium anode according to 

agitation speed at 500 ℃ with 9 wt% of UCl3 concentration. 

한편, 해정련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를 찰한 결과를 Fig. 

3.2.38에 도시하 다. 이 자료로 부터도 역시 흥미로운 결과를 볼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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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0. Chronopotentiogram recorded during 

electrorefining according to agitation speed at 111 

㎃/㎠ of current density. 

a) 0 rpm b) 40 rpm      c) 75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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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반 후의  거동을 살펴보면, Fig. 3.2.38 a)에서 찰된 것 같은 

양극 의 요동이 교반 후에는 Fig. 3.2.38 b)와 같이 모두 제거되고 안정된 

곡선을 나타내었다. 한 교반 의  변화곡선을 살펴보면  Fig. 3.2.36

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바와 같이 해 개시 후에 일정한 시간을 낮은 

에서 유지하다가 화살표로 표시된 시 에서 가 상승하는 것을 모든 조

건에서 동일하게 찰 할 수 있다. 반면 교반후의 경우를 살펴보면, Fig. 

3.2.38 b)와 같이 40 rpm의 경우 극히 짧은 기간동안 유지시간이 찰되지만 

즉시 제거되며, 75 rpm의 경우에는  유지시간이 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Table 3.2.7의 Run 2의 2번째 단계 실험시, 양극 용기로

부터 채취한 시료의 우라늄 함량 분석자료로부터 해석될 수 있다. 용융염의 

우라늄 농도는 UCl3기 으로 9wt%이지만 우라늄 시편이 담겨있던 알루미나 

용기내부의 ICP에 의한 우라늄 농도는 34.5 wt%로 분석되었다. 이는 양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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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1. Electric conductivity of KCl according to mol fraction of UCl3 

at 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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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에 속 우라늄으로부터 이온화된 우라늄이 즉시 용융염 bulk 내로 이

동하지 못하고, 양극 주 에 정체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우라늄 시

편 주 의 우라늄 농도가 높을 경우 식 (4)에서 ρ 값이 커지므로 용해속도 k 

값은 작아지게 된다. 한 용융염내의 UCl3 농도에 따른 기 도도를 살펴

보면 Fig. 3.2.41과 같이 657 ℃에서 농도 증가에 따라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양극주 의 UCl3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항이 증가하여 양극

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용융염의 교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한 교반이 이루어질 경우 Fig. 40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안정된 를 유지할 수 있고 양극용해 효율이 높아

지는 것으로 단된다. 이는 CRIEPI에서 수행된 양극 바스킷 구조에 따른 

양극용해 효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용융염의 유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십자형 양극체의 경우가 실린더형 양극체보다 양극 용

해효율이 높게 측정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바. 양극 염 탈리기술 개발

양극 바스킷은 처리 상 사용후핵연료의 양극용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족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요한 요건 의 하나가 재 사

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이다. 즉 양극 용해가 완료될 경우 우라늄보다 귀한 

이 속은 양극 바스킷에 용융염과 함께 잔류하게 되는데, 이때 용융염이 

제거되지 않고 이 속과 같이 응고된 후에는 물리 인 제거가 어렵게 된

다. 따라서 원료의 재 장입을 해서는 잔류 용융염을 제거해야만 하는데, 

미국 ANL이 IFR 로그램에서 수행한 양극용해 실험후의 염 제거공정을 살

펴보면 양극용해가 종료된 양극 바스킷은 용융염 상부로 인상하고 250 rpm

으로 회 을 시키며 이때 원심력에 의해 용융상태의 염이 제거되게 되며, 이

러한 공정을 거친후 양극 바스킷에 남아있던 cladding hull을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 본 실험에서는 우라늄 단일 속을 양극용해에 

사용하 고 양극 바스킷의 구조가 Fig. 2-1과 같이 측면  하부에도 용융염 

배출이 충분하게 스테인리스 강 을 천공하 으므로, 75 prm이 회 속도 에

서도 양극 바스킷 내부의 용융염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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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요약

용융염 온도 500 ℃에서 기 우라늄 농도와 십자형 양극체의 회 속도 

변화에 따른 셀  측정을 통한 우라늄 용해거동 조사결과 용융염  3 

wt%의 UCl3 농도에서는 양극 회 속도에 따라 셀 항이 감소함을 나타내

었으나 6 wt% 이상의 기 UCl3 농도에서는 양극체의 회 속도에 따른 셀

항 변화 없어 농도분극 상을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양극 구조재료의 부식거동을 찰하기 하여 STS 304  316을 상

으로 해정련 조건에서 부식실험을 수행하 으며, STS 304의 경우 양극

 0.2 V (-0.3 V vs. Ag/AgCl) 이상에서는 시편의 부식이 발생하 으며, 0 

V (-0.5 V vs. Ag/AgCl)의 경우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었다. 한편 내식성은 

316 경우가 다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Ni 함량이 다소 높은 316

의 경우가 오오스테나이트상이 더욱 안정하며, 기 으로 보다 귀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극 basket의 정성  부식결과 양극

cut-off 는 0 V (-0.5 V vs. Ag/AgCl)로 결정되었다.

PWR 산화물 핵연료로부터 해환원된 속 환체를 해정련 공정에 

도입할 때의 발생 가능한 문제 을 타진하기 한 실험으로 미 환원된 

Nd2O3가 해정련 시 양극에 포함되는 상황을 가정하 으며, 이때 Nd2O3는 

용융염 내의 UCl3와 반응하여 NdCl3로 용해됨을 확인하 으며, UCl3는 U, 

UO 혹은 UO2 상으로 침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용융염의 오염 

 우라늄 착물에의 우라늄 산화물의 오염 방지를 해서는 해정련  

단계에서 미 환원된 란탄족 산화물의 제거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해정련 공정 에 사용후핵연료 환체와 양극 구조재료로 사용되는 

표  이원소를 상으로 Fe, Zr, Mo, Rh, Ru, Cr  Pd로 구성된 양극

체를 이용하여 음극 에 따른 양극 의 거동을 찰한 결과 음극 

가 -1.4 V 이하일 경우에는 양극체가 건 한 상태로 유지되었으나 -1.8 V일 

경우 양극 가 격히 상승하 고 Pd, Rh  Pd는 화학분석 결과 검출한

계 이하로 분석되었다.

양극 용해속도 규명을 한 일련의 실험결과 용융염을 교반시키지 않을 

경우 류 도의 증가에 따라 양극용해 효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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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험에 사용된 양극 바스킷의 구조상 용해된 우라늄 이온이 용융염내

로 단시간에 확산되지 못하여 양극 주변의 우라늄 농도가 높아지고 가 

상승하여 U+3가 U+4로 산화되는 상이 효율 하의 지배  원인인 것으로 

단된다. 한  류 도에서는 조  우라늄 석출물이 생성되어 석물 내의 

잔류 염 함량이 감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throughput 향상  U+3의 

산화  이원소 용해 방지를 해서는 양극면 의 극 화  균일한 염 

교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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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해정련 (고체음극)

1. 서언

사용후핵연료 내에 포함된 다량의 우라늄을 회수하기 하여 용융염 

해질 내에서 해정련 방법이 80년  반부터 미국을 심으로 꾸 히 진

행되어 왔다[1]. 해정련 방법에 의해 다량의 속우라늄을 얻기 해서 

해정련기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한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를 

들면 해정련 반응기의 효율 향상을 해 우라늄이 석출되는 음극의 면

을 넓히고, 극간의 간격을 여 항을 감소시킴으로서 다량의 류를 인

가시키며, 공정을 개선하여 연속조업이 가능하게 하는 개념이다[2,3]. 이를 실

하기 하여 Mark-V 해정련 반응기가 개발되었으며, 최근 평형 극 

해정련 반응기 (Planar Electrode Electrorefiner, PEER)가 미국 Argonne 

National Laboratory (ANL)에 의해 개발되기에 이르 다. 그러나 이들 해

정련 반응기는 철계 음극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우라늄 착물 회수 과정에

서 착물이 완 히 탈리되지 않고 고착되는 근본 인 문제 을 안고 있다. 

따라서 고착물 제거를 하여 Fig. 3.3.1과 같이 극의 극성을 바꾸어 음극

의 잔류 착물을 양극용해 시켜 음극을 세척하는 이른바 stripping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공정은 체 우라늄 해정련 공정의 류 효율을 격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일본 CRIEPI의 경우도 생산성 향상을 

하여 공형 음극 내부에 십자형 양극을 치시키고 음극 내부에 우라늄

을 착시키는 해정련 반응기를 제작하여 효율 향상을 보고하고 있으나 

착된 우라늄을 양극에 부착된 scrapper에 의해 제거하는 공정은 근본 으

로 Mark-V나 PEER와 동일하다. 따라서 고착된 우라늄이 야기시킬 수 있는 

공정상의 문제 은 항상 잠재되어 있으리라 단된다. 특히 속재의 음극을 

사용할 경우에는 우라늄 이온이 음극 표면에서 환원되어 생성될 때 표면과 

하는 수지상의 뿌리부분이 속상과 합 을 형성하며 고착되기 때문에 

물리  제거 공정은 한계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igh throughput 해정련 장치의 개념설계의 일

환으로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실험을 진행하 다. 첫째, 기존 Mark-V  

PEER형 해정련 공정에서 용하고 있는 철재 음극에 우라늄을 착하고, 

물리 으로 착물을 회수하는 공정을 모사하기 하여 자체 제작된 scr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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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라늄 착물을 회수하는 시도와 둘째는, 기존 우라늄 해정련 공정이 

지닌 착 우라늄 회수  음극 고착 등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석출

물의 회수가 용이한 음극재료 개발을 시도하 다. 몇 가지 후보 물질  일

련의 비 실험을 통하여 흑연을 음극으로 사용할 경우 착 우라늄의 고착

상이 완화되는 결과를 찰하여 기존의 속재 음극을 체하여 음극을 

용한 새로운 개념의 해정련 반응기에 하여 고찰하고자 하 으며, 용 

가능성 타진을 하여 회수된 우라늄 석출물 내의 불순물로서 탄소와 희토

류 속의 오염도를 측정하 으며, 용융염 내의 탄소의 오염 정도를 찰하여 

우라늄 해정련 시 흑연을 음극 재료로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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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Typical operation step of planar electrode electrorefiner 

(PEER) of ANL.

2. 실험

가. 실험장치

실험은 양극 실험에서와 동일하게 Fig. 3.2.1에 제시된 고순도 아르곤분

기의 glove box내에 설치되어 있는 스테인 스 스틸(STS304)로 제작된 

반응기에서 수행하 다. Sigma-Aldrich사의 고순도 LiCl-KCl 공융염

(41.5-58.2 mol%, Tm:355℃)을 3kg담을 수 있는 스테인 스 스틸도가니(φ150 

x H100)에는 3염화우라늄이 9 wt%함유되어 있다. 용융염 도가니 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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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우라늄조각을 담는 다공 으로 제작된 십자형양극, 참조 극(iron), 열  

 흑연(Tokai carbon, FE-250)음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steel음극을 사

용시 scraping공정에 의해 우라늄 착물을 회수하기 한 실험에는 scraper, 

착물 collector등 부수 인 장치가 도입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극 구성을 

이용할 수 없어 Fig. 3.3.2와 같은 반응기 뚜껑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scraper설계시는 수회의 시행착오를 거쳤으며, 이 장치에 한 자세한 설

명은 결과부분에서 다루고자 한다. 한편 속우라늄의 착실험은  장에서

와 동일하게 Ecochemie Autolab 30 potentiostat에 의해 류를 공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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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 Electrorefiner cover design for introducing scrap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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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ensity, 

g/㎤

Resistivity, 

μΩ-cm
Maker etc.

FE-250 1.76 800
DongKyoung 
Carbon, KOREA

Extruded 
materials

G-347 1.85 1100
DongKyoung 
Carbon, KOREA

Cold isostatic 
pressed

ED-3 1.8 1400 IBIDEN, JAPAN Isotropic

EX-50 1.75 1250 IBIDEN, JAPAN Isotropic

EDM-3 1.9 1400 POCO, USA For fuel cell

Table 3.3.1. Characteristics of the graphite used for the cathode material 

Fig. 3.3.3. Graphite cathode fasten to stainless steel electrode.

나. 시약 조제

(1) Graphite spec별 cathode 비

흑연 극의 종류에 따른 우라늄의 착 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다섯

가지의 모델을 입수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입수된 흑연은 도와 항 차

이로 구분되며, 자세한 화학조성은 제조사로부터 입수할 수 없었다. 흑연

극의 취  용이성  극으로 사용하기 하여 100 mm × 15 mmφ의 실린

더 형으로 가공하 으며, 흑연 자체만으로는 충분한 기계  강도를 유지할 

수 없어 해정련 과정  혹은 취 시 손을 방지하고, 한 통 을 양호

하게 하기 하여 Fig. 3.3.3과 같이 한쪽 끝을 나사 가공하여 스테인리스 

에 체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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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raphite cathode RE 오염도 실험을 한 시약 비

희토류 성분의 오염을 찰하기 하여 용융염 내에 LaCl3, NdCl3. 

CeCl3를 각각 1 wt% 씩 첨가한 후 해정련을 실시하 으며, 우라늄 석출물 

내의 희토류 함량은 ICP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하 다.

다. 실험방법

(1) Graphite cathode 실험 차 설명

흑연 음극을 이용한 우라늄 해정련 공정은 속재 음극을 사용하여 

해정련을 실시하는 공정과 부분 동일하다. 단 흑연 음극 하부에 우라늄 

석출물을 회수하기 한 바스킷을 설치하여, 탈리되는 우라늄을 량 회수하

는 구조가 상이하다. 특히 본 실험에서는 우라늄 석출물의 탈리에 향을 미

칠수 있는 용융염의 교반이나 음극의 회 을 배제하여 철재 음극과의 우라

늄 착물 착계수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 다.

(2) Sticking coefficient 정의  측정방법

착계수 (Sticking coefficient)는 우라늄 착물이 음극으로부터 탈

리되고 잔류된 양으로서 Scraping조작을 수반하는 High throughput 해정

련 반응기에서는 류 효율을 결정하는 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 특히 

착계수가 높을 경우 scraper의 기계  조작을 방해하여 잔류 착물을 제거

하는 공정으로서 음극과 양극의 극성을 바꾸어 음극 표면의 잔류 착물을 

제거하는 이른바 stripping 공정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공정은 체 류 효

율을 하시키는 요한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흑연 극의 

종류와 해정련 조건에 따른 착계수를 식 (3.3.1)과 같이 계산하 다. 

 

 
                    (3.3.1)

여기서   과 는 각각 음극의 표면에 붙어 있는 착된 속우라

늄의 양과 이론 인 착량을 나타낸다.

착계수를 측정하기 하여 흑연 극은 해정련 에 량을 측정

하 으며, 우라늄 착 후에 염을 제거하지 않고 극과 함께 량을 측정하

여 착된 우라늄 양을 결정하 으며 염 함량은 기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30 wt%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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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소분석 방법

착물  염내의 탄소함량은 carbon determinator (CSA-302, 

Lebold-Heraus Co., Germany)로 측정하 으며, 착물을 수세하여 잔류 염

을 제거한 후 세라믹 도가니 (LECO 528-018, SiO2-Clay-Feldspar)에 장입하

고 산소 분 기에서 우라늄의 융  이상으로 유도 가열하여 측정하 다. 특

히 탄소분석을 한 용융염 시료의 채취는 Fig. 3.3.4와 같이 Pyrex 튜 를 

용융염에 장입하고 pipet을 이용하여 당량을 흡입하여 응고 후 회수하 으

며, 응고 시 수축에 의하여 용이하게 시료를 인출할 수 있었다. 시료는 부

에 따라 상, , 하로 분류하여 각각 분석을 수행하 다.

(4) 착물  흑연 극의 물성 분석

우라늄 석출물  흑연 음극의 형상, 조성  결정구조는 주사 자

미경 (Philips XL Series), EDX (Oxford), X-ray 회 기 (Rigaku 2028)을 이

용하여 잔류 염을 제거한 후 분석하 다. 특히 음극의 경우는 실험 후의 

조직 변화를 찰하기 하여 각 극을 단하여 SiC paper 2000번까지 연

마한 후 buffing하여 SEM, EDS  XRD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TopTop MiddleMiddle BottomBottomTopTop MiddleMiddle BottomBottom

Fig. 3.3.4. Salt sampling for carbon contamination to molten salt during 

electrorefining by using graphite cath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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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ell efficiency  throughput 측정법

흑연 극을 이용한 해정련공정의 셀효율  throughput은 정 류 

조건에서 5시간 해정련을 수 회 실시하여 회수된 우라늄 착물과 이론  

석출량의 비를 이용하여 셀효율을 계산하 으며, throughput은 그로부터 시

간당 우라늄 석출량으로 나타내었다.

 3. 실험결과  고찰

가. Graphite cathode 해정련 특성 조사

(1) Current-potential 계 작성  STS 음극과의 비교평가

흑연음극의 류-  거동을 알아보기 하여 각 흑연 극을 정

류 조건에서 단계별로 3분씩 유지시킨 후 음극  양극 를 동시에 측정

하 다. 특히 철재 음극과의 거동 비교를 하여 동일 조건에서 스테인리스 

음극의 류-  거동을 측정하여 그림 3.3.5에 제시하 다. 우라늄을 포함

한 양극의 경우 open circuit 상태에서 약 -1.37 V 정도의 값을 나타내었으

며 음극 역시 유사한 값을 보 다. 양극 는 스테인 스 재질의 양극 바스

킷의 용해를 방지하기 하여 양극 cut-off 인 -0.5 V를 과하지 않아

야 하므로 이때의 음극 류 도는 100 mA/㎠이다. 이 이상의 류 도에서

는 음극 가 -2.0 V를 과하여 희토류 원소의 착 가능성이 증가하며, 

양극 바스킷의 부식 험이 있어 100 ㎃/㎠ 이내에서의 조업이 요구된다. 흑

연은 종류에 따라 기공도  항이 달라 류-  거동에 차이를 보일 것

으로 견했으나 실제 측정값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철재 음극과

의 비교 결과, 흑연 음극과 철재 음극을 사용할 때의 해 거동이 유사하여 

기존 해정련 조업조건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아도 조업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단, 본 실험에서 측정된 는 Potentiostat와 로 박스 내의 

해셀 내부로 연결된 력선의 IR drop이 반 된 값으로서 가 다소 높게 

측정된 것으로 단되어 IR drop이 보정된  값의 측정이 요구된다. 해

셀의 IR drop 측정을 한 회로도를 그림 3.3.6에 나타내었다. 실제 류가 

공 되는 V1 회로에서는 선 항에 의한 IR drop이 발생하며, 류가 흐르

지 않는 V2에서는 IR drop이 배제된 실제 가 측정될 수 있다. 이 게 

측정된 IR drop은 4 A에서 0.5 V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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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Current-potential curves of graphite cathode and 

comparison with steel cathode (500 ℃, UCl3: 9 wt%).

Fig. 3.3.6. Cell configuration to measure IR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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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
ent,
A

current 
density, 
mA/㎠

time, 
h

coulomb, 
Ah

Equivalent 
electro-
chemical 
quantity of 
U, g/A.hr

theoretical 
deposition 
quantity 
of U, 
g

Actual 
deposition 
quantity, 
g

sticking 
coeffi-
cient

1 31 2.0 2.0 2.96 5.9 3.68 0.62

2 71 1.8 3.7 2.96 10.9 2.34 0.22

3 103 1.5 4.5 2.96 13.3 0.64 0.05

4 143 1.0 4.0 2.96 11.8 0 0

5 179 0.8 4.0 2.96 11.8 0 0

6 214 0.7 4.0 2.96 11.8 0 0

Table 3.3.2. Sticking coefficients according to electrorefining conditions 

using graphite cathode(FE-250).  

(2) 정 류 조건에서의 류 도에 따른 Self scraping 비교

흑연 음극의 착거동을 찰하기 하여  FE-250 흑연 극을 상

으로 류 도에 따른 착계수 (Sticking coefficient, SC)를 측정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3.3.2에 나타내었다. 착계수는 식 3.3.1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인가된 하량에 의해 이론 으로 회수할 수 있는 착물의 질량과 

기 음극 질량과의 비로서, 우라늄 착물이 음극에 부착되어 탈리되지 않을 

경우 착계수는 큰 값을 나타내게 된다. 실험의 균일성을 하여 류 도

에 따라 실제 착되는 우라늄의 양은 일정하도록 착 시간을 변화시켰으

며, 류 도에 따라 착계수는 격히 변화하 다. 실험결과 31 ㎃/㎠ 의 

류 도에서는 해정련 완료 후 음극을 인상하 을 때, 상당량의 우라늄이 

음극에 부착되어 있었으며, 량 측정 결과 착계수가 0.62로서 일부 우라

늄 착물이 탈리되었으나 부분 음극에 착됨을 확인하 다. 한편 류

도를 103 ㎃/㎠로 증가시킬 경우, 부분의 우라늄 착물이 탈리된 상태로 

음극이 회수되었으며, 이때의 착계수는 0.05로 감소하 다. 한편 류 도

를 143 ㎃/㎠로 증가시켰을 경우에는 음극 표면에서 우라늄 착물을 거의 

찰할 수 없었으며, 량 측정결과를 통해서도 실험  량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한 그 이상의 류 도에서도 음극 표면에서 잔류 우라늄 석

출물이 찰되지 않는 self-scraping 거동을 나타내었다[6].



- 246 -

Self-scraping 상이 일어나는 경향을 보다 용이하게 알아보기 해 

Fig. 3.3.7에 류 도에 따른 착계수를 도시하 다. Table 3.3.2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103 ㎃/㎠ 까지 착계수가 격히 감소하여 self-scraping 거

동이 지배 으로 일어남을 알 수 있고, 143 ㎃/㎠ 이상의 류 도에서는  

범 에서 self-scraping이 발생하여 완 한 우라늄 착물의 회수가 가능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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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Variation of sticking coefficient of graphite cathode 

according to current density (500 ℃, UCl3: 9 wt%, SC: self 

scraping, FE-250).

(3) 극 도에 따른 self scraping 기구 규명

철계 음극의 경우에도 조 한 석출물이 도로 음극에 석출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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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는 일부 우라늄 착물이 탈리되는 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철계 음

극에서는  류 도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며, 흑연음극을 이용할 때의 

self-scraping 상과는 상반된 경향이다. 이러한 흑연 극의 self-scraping 

기구를 규명하기 하여 intercalation 개념을 도입하 다. Fig. 3.3.8은 우라

늄이 흑연과 intercalation 화합물을 형성하는 것을 가정하여 우라늄이 음극

에 착된 후 자발 으로 탈리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우라늄의 원자반경은 흑연의 격자층간 거리보다 훨씬 작아서 쉽

게 흑연 격자내로 침투할 수 있고, 침투된 우라늄이 수지상을 형성하며 성장

하게 되면, 최외각에 치한 흑연 격자를 괴시킴으로서 우라늄 착물이 

일정 하 에 도달했을 때 자발 으로 탈리되는 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기

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라늄 원자의 직경은 2.76 Å이므로 흑연의 층간 

간격 3.354 Å보다 작기 때문에 우라늄 원자가 쉽게 흑연 격자에 침투하여 

GIC (U-graphite intercalation compound)를 형성하게 된다[7]. 이러한 단계

에서 Fig. 3.3.8 b)와 같이 흑연격자의 팽창이 일어나며 최외각 층의 결합강

도가 하된다. 착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착된 속우라늄의 무게가 흑연 

최외각의 결합력보다 커지는 임계 에 다다르면 착된 우라늄은 자발 으

로 탈리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우라늄 착물의 성장은 기 성장된 우라늄 

수지상 에서 우선 으로 이루어지므로 흑연 극과의 이 제한 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다량의 탄소 오염은 피할 수 있으나 기 우라늄 착물이 

된 흑연 극 층으로부터 발생하는 탄소의 오염은 불가피할 것으로 

단된다. 우라늄 착물에 한 탄소분석을 통하여 분석된 오염량은 약 300 

ppm～1000 ppm으로 흑연 극의 종류에 따라 각기 상이한 값을 나타내었

다. 이러한 정도의 흑연이 염 증류단계에서 어떠한 향을 미칠지는 확실치 

않으나 이러한 정도의 탄소 오염은 우라늄 용해 과정에서 속 이트륨과 반

응을 시켜 이트륨 탄화물을 형성시킨 후 용탕 상부로 부유시켜 물리  제거

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추후 제거 가능한 양이므로 무시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8].

이러한 흑연 극의 self-scraping 기구는 철재 음극과 흑연음극의 

cyclic voltammogram을 비교한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즉 Fig. 3.3.9와 

같이 흑연 극을 사용했을 경우 우라늄의 환원 는 스테인리스 극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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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 Schematics of the formation of U intercalates (a) and the 

self scraping mechanism (b) of graphite cathode during electrorefining 

of uranium.

하여 약간 높아졌다. Fray등은 흑연내로 lithium이 intercalation 반응이 발생

할 때, molybdenum 극의 경우보다 흑연 극에서 lithium의 환원 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9]. 이로 미루어 본 연구에서도 흑연 극에서 

보다 높은 환원 가 찰된 원인은 우라늄 이온이 흑연 극 표면에서 인

터칼 이션 화합물을 형성하면서 야기된 상으로 사료된다. 특히 인터칼

이션 반응이 CV에 미치는  다른 결과는 산화/환원 피크의 가역성이 감소

하는데 있다. Fig. 3.3.9 a)에서와 같이 철재 작용극의 경우에는 스캔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환원 피크가 명확히 증가하는 형 인 CV결과를 나타

내는데 반하여 흑연 작용극의 경우에는 스캔 속도의 증가에 따라 환원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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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응하는 산화피크의 높이가 감소하는 상을 명확히 찰 할 수 있다. 

한 U+4의 환원/산화로 여겨지는 Fig. 3.3.9 b)의 B/B' 피크의 경우는 철계  

작용극에 비하여 명확해졌으며, 우라늄 산화환원 피크가 비가역성을 나타낸

데 반하여 가역성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이로 미루어 U+3/U+4 반응은 인

터칼 이션 반응과 련없이 일어나는 것을 측할 수 있으며, 우라늄이 환

원될 때 인터칼 이션 반응이 수반됨을 측정된 CV결과의 차이 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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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 Comparison of the cyclic voltammograms of the steel and 

graphite cathodes at 500 ℃, UCl3 : 9wt% (without IR compensation).

a) Steel cathode, SUS304             b) Graphite cathode, ED-3

Fig. 3.3.10  3.3.11은 흑연 극의 도  강도에 따른 착계수를 

측정한 결과이다. 착계수는 도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 으로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흑연 극의 self scraping 상과 연 되어 

설명 될 수 있다. 즉 self scraping 상은 우라늄의 인터칼 이션 반응에 의

한 흑연 격자의 괴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흑연 극의 도가 낮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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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염의 침투가 원활하고 인터칼 이션 반응 역시 진될 수 있으며, 강도

가 낮을 경우 흑연 격자의 괴가 용이하여 self scraping 상이 진될 수 

있는 것이다. Fig. 3.3.10  3.3.11에서 흑연 극 EX-50, ED-3의 경우 각각 

경향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재 얻어진 자료로는 원인을 확인

할 수 없으며, 추가 인 재 성 실험을 통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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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0. Variation of the sticking coefficient of the graphite 

cathodes according to the density (500 ℃, UCl3 : 9wt%, current 

density : 130mA/㎠ for 3 hrs)

(4) 극 종류에 따른 우라늄 착물 형상 비교

 Fig. 3.3.12는 흑연 극의 종류에 따른 우라늄 착물의 형상 변화를 

찰한 주사 자 미경 사진이다. 일반 으로 용융염 해정련 공정에 의해 

회수된 우라늄 착물은 수지상으로 얻어지며 형태를 정확히 정량화하기가 

어렵다[10].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우라늄 착물의 형상은 흑연 극의 종

류에 따라 격하게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Fig. 3.3.12 b), d)  

e)의 경우 잘 발달된 rhombic 형의 조 한 우라늄 석출물이 얻어졌으며, 특



- 251 -

히 e)의 경우 rhombic결정이 체인 형태로 크게 성장한 형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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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 Variation of the sticking coefficient of the graphite 

cathodes according to the flexural strength (500 ℃, UCl3 : 9 

wt%, current density: 130 ㎃/㎠ for 3 hrs)

이들 흑연 극은 비교  높은 착계수를 나타낸 모델로서 체인형태의 가

장 조 한 우라늄 착물을 나타낸 EDM-3 경우는 착계수가 0.8 이상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 시편이다. 한편 Fig. 3.3.12 a)  c)의 경우는 상

으로 덜 발달된 우라늄 착물을 나타내었으며, c)의 경우는 거의 분말 상에 

가까운 우라늄 착물이 회수되었다. 이러한 상은 역시 self scraping 상

과 연 지어 설명될 수 있다. 즉 착계수가 큰 흑연 극의 경우 표면에 우

라늄 결정이 생성된 후 scraping이 발생하기 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며, 이 과

정 에 우라늄 착물은 조 한 결정으로 생성되는 반면, 착계수가 낮은 

극의 경우 착 후 조기에 극 표면으로부터 탈리되므로 상 으로 미

세한 우라늄 착물이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미세한 우라늄 착물의 경

우 조  입자에 비하여 상 으로 탄소의 오염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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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 SEM images of the uranium dendrites recovered by different 

graphite cathodes (500 ℃, UCl3 : 9 wt%, current density : 130 ㎃/㎠ for 

3 hrs)

a) FE-250       b) G-347       c) ED-3      d) EX-50     e) EDM-3

일반 으로 미세한 착물은 비표면 이 크고, 해정련 완료 후 용융염 

외부로 인출할 경우 용융염의 함량이 많아지므로 염 증류단계에서 불리할 

수 있으며, 특히 용융염 내에 포함된 PuCl3가 염증류 단계에서 속화되어 

우라늄 착물 내로 혼입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착물 내의 높은 

염 함량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착물의 용융 에서는 조 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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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cathode process와 연계하여 최  우라늄 착물의 

형상  입도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Fig. 3.3.13. Morphology changes of the graphite cathodes after an 

electrorefining(ED-3, 500 ℃, UCl3 : 9 wt%, current density : 130 ㎃/㎠ 

for 3 hrs).

a) Surface before an electrorefining     b) Surface after an electrorefining

c) Cross-section before an electrorefining

d) Cross-section after an electrorefining

(5) 극 도에 따른 착실험 후 Graphite 극의 단면 비교 (기공 분

포  깊이에 따른 U함량 비교) - SEM, EDX  XRD 이용

Fig. 3.3.13은 해정련 후 흑연 극의 표면  단면을 찰한 주사

자 미경 사진이다. Self scraping 거동을 나타낸 ED-3 시편에 한 찰 결

과 흑연 극의 표면은 해정련 후에 거칠기가 증가하 으며, 기공의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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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연히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 상 역시 self scraping 상을 간 으로 

증명하는 결과로서, 흑연 음극이 용융염 내로 침 된 후 삼염화 우라늄을 포

함한 공융염이 흑연 음극 내의 기공 내로 흡수된 후 류 인가  우라늄 이

온의 환원과 동시에 인터칼 이션 반응이 진행되어 격자 팽창을 일으키고 

흑연 음극 내의 기공이 팽창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러한 격자 팽창에 

의해 흑연 표면의 기계  강도가 낮아지고 우라늄 착물의 자 에 의해 

괴될 만큼 충분히 열화가 진행될 때 self scraping이 발생하는 것으로 단

된다. 

한편 흑연 음극의 종류별로 해정련 후의 극 단면을 주사 자 미

경으로 찰한 결과를 Fig. 3.3.14에 도시하 다. 배율로 찰한 극의 단

면 사진은 내부 조직의 경우 기 미세조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건

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극 표면부 를 확 한 사진의 경우 

표면 주변에 한 균열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균열은 착

계수가 낮게 찰된 도, 강도의 흑연에서 뿐만 아니라 착계수가 높

은 EDM-3, EX-50  G-347에서도 찰되었다. 즉 재 해정련 조건에서 

고 도, 고강도 흑연 극의 경우 착 계수가 높게 측정 되어 인터칼 이션 

반응이 반 의 경우보다 활발히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하 으나, 흑연의 

도나 강도가 높은 경우에도 역시 유사하게 인터칼 이션 반응이 일어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해정련 조건에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재 성도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험조건 변화에 따라 고 도 흑연

극의 경우에도 self scraping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유리

질 카본등과 같은 고 도 흑연 극을 사용할 경우 탄소의 오염량이 상

으로 작고, 조 한 우라늄 석출물도 생산 가능하므로 고 도 흑연 극에서

의 self scraping 조건을 규명하는 작업은 향후 실용화를 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정련 실험에서 얻은 착물의 결정구조를 확인하기 하여 수세

후 XRD를 통해 분석한 결과 Fig. 3.3.15와 같이 순수한 속으로 나타났다. 

최종 석출물 내의 흑연 오염이 300 ppm 으로 비교  낮게 측정된 것으로 미

루어 흑연 음극을 이용하여 회수된 우라늄 착물은 흑연과 화학 으로 완

히 반응하지 않고 물리 으로 오염된 형태로 단된다. 한편 이러한 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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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염은 우라늄 석출물의 용해 과정에서 속 이트륨과 반응을 시켜 이트

륨 탄화물을 형성시킨 후 용탕 상부로 부유시켜 물리  제거가 가능한 것으

로 보고되어 있어, 본 단계에서는 무시할 수 있다[7]. 

Fig. 3.3.14. Surface morphologies of the graphite cathodes after an 

electrorefining, superimposed photos are taken from the surface area (500 

℃, UCl3: 9 wt%, current density: 130 mA/㎠ for 3 hrs).

a) FE-250      b) G-347      c) ED-3       d) EX-50      e) ED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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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5. XRD pattern of U dendrite obtained by graphite cathode 

(FE-250, 9 wt% UCl3, 500 ℃, 130 ㎃/㎠)

해정련 실험 후 흑연 극 표면의 깊이에 따라 XRD 분석 결과를 

Fig. 3.3.1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면 흑연의 표면 부근 3.5 mm 깊이에

서도 우라늄산화물이 뚜렷이 찰되었다 (Fig. 3.3.16 a). 극의 심부에서

는 순수한 흑연만 찰된 것으로 미루어 우라늄의 인터칼 이션 반응이 일

어난 것으로 단되며, 우라늄 산화물로 검출되는 것은 흑연 격자로 

intercalation된 속우라늄이 시료의 취 과정에서 산화된 것으로 단되어 

반응기구의 명확한 해석을 해서는 추가 인 분석이 요구된다.

흑연 극 EX-50와 EDM-3 한 해정련 실험 후 EDAX분석 결과



- 257 -

20 30 40 50 60 70 80 90

Graphite
UO
Unknown

25 26 27 28

 

 

(0
02

)

 

In
te

ns
ity

, a
.u

.

2θ, CuKα

(0
02

)
2

SurfaceSurface

CenterCenter
a)a)

b)b)

c)c)

d)d)

d)d)
f)f)
g)g)
h)h)

Fig. 3.3.16. XRD patterns of the graphite cathode (ED-3) at different depth 

from the cathode surface after an electrorefining.

a) 5mm  b) 3mm  c) 2.5mm  d) 2mm  

e) 1.5mm  f) 1mm  g) 0.5mm  h) surface

를 Fig. 3.3.17에 도시하 다. EX-50 흑연 극인 Fig. 3.3.17 a)의 경우, 흑연 

기지 내에 서 미크론 크기의 입자들이 일련의 방향성을 가지고 분포되어 

있는 상을 찰하 으며, EDAX에 의한 성분 분석 결과 Fig. 3.3.17 a) 에 

P1으로 지시된 바와 같이 우라늄 화합물로 규명되었다. 이러한 방향성 우라

늄 화합물의 형성은 흑연 격자 사이에 인터칼 이션된 우라늄 원자가 화합

물을 형성하며 형성된 것으로 단되며, 흑연 기지 P2에서는 우라늄이  

찰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Fig. 3.3.13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조  기공 

내로 용융염이 침투 한 후 인터칼 이션 반응이 일어나 상 으로 고 도

의 흑연 격자 내로는 인터칼 이션 반응이 지연된 것으로 단된다. 흥미로

운 결과 의 하나가 흑연 음극 EDM-3에서 찰 되었다. EDM-3 흑연의 경

우 우라늄이 검출되는 역에서는 항상 바나듐이 동시에 검출되었으며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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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b, P1), 역시 기지에서는 약간의 우라늄이 검출되고 바나듐은  검

출되지 않았다 (Fig. 3.3.17 b, P2). 재 바나듐의 근원은 시료의 화학조성을 

입수할 수 없어 알 수 없지만 극의 용도가 연료 지의 극으로 사용됨으

로 미루어 특수한 용도로 의도 으로 도핑된 원소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바나듐이 우라늄 착 시에 핵생성 사이트로 작용하여 선택 으로 우라늄이 

우선 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이 우라늄의 착계수 증가에 

향을 미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고순도의 우라늄 회수 측면에서 불순물

의 혼입 우려가 있으므로 실용화시 고려해야 될 사항 의 하나로 단된다.

(6) 류 도  착시간에 따른 우라늄 착물 형상

해정련이 완료된 후 착물의 형상을 알아보기 해 착물을 수세

하여 염을 제거하고 주사 미경을 통하여 조직을 찰한 결과 철재음극을 

사용했을 때와 많은 변화가 있음을 찰하 다. Fig. 3.3.18과 같이 인가 류

도를 변화시키면서 흑연음극을 사용하여 얻은 착물과 철기음극을 사용

하여 얻은 착물을 비교한 결과 먼  그림 하부의 속음극을 사용하여 얻

은 착물은 인가 류 도가 100 ㎃/㎠이하일 때의 형상은 형 으로 

whisker 형태를 보이다가 인가 류 도를 차 증가시키면 rhombic 형태로 

바 었지만 흑연음극의 경우에는 기부터 굵은 rhombic 형태를 나타내며 

류 도의 증가와 무 하 다. 이것은 류인가 후 deposit이 self-scraping

이 일어나기 때문에 속음극의 경우와 달리 착물이 성장하지 않고 탈리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이를 보다 면 히 검토하기 하여 시간에 

따라 석출물의 발달 경향을 10분～60분에 걸쳐 형상을 찰하여 Fig. 3.3.19

에 제시하 다. 속음극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기에 미세한 우라늄 착물

이 생성된 후 차 조직이 발달되는데 비하여 흑연음극의 경우에는 음극에

서 형성된 석출물이 조기에 탈락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미세조직

의 변화는 찰되지 않고 일반 으로 rhombic형의 조직형태를 나타내었다. 

한편 해정련 후 형 인 흑연음극의 표면은 Fig. 3.3.20과 같으며, 착물

이 표면에서 찰되지 않음으로 미루어 우라늄 석출물이 상기 언 된 

self-scraping 원리에 의하여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 탈리된 우

라늄 착물은 음극의 하부에 설치된 별도의 회수장치로부터 떨어져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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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으로 회수되었다.

Fig. 3.3.17. EDAX results of  the different graphite cathodes after 

electrorefining (500 ℃, UCl3: 9 wt%, current density: 130 ㎃/㎠ for 3 hrs).

    a) EX-50                                  b) ED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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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8. Deposit morphology according to current density.

Fig. 3.3.19. Deposit morphology according to reaction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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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0. Graphite cathode configuration and deposit collected.

(7) 착물 내 희토류 원소 오염도 측정

해정련 시 고체음극에 우라늄과 공석출된 희토류 원소는 용융염 내

의 UCl3에 의하여 재 산화되어 순수한 우라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1]. 흑연음극을 사용할 경우 희토류 원소 역시 흑연과 인터칼

이션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고순도의 우라늄 착물 회수를 하여 희

토류원소의 재 용해 가능성 여부를 타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희토류 성분

의 오염을 찰하기 하여 용융염 내에 LaCl3, NdCl3. CeCl3를 각각 1 wt% 

씩 첨가한 후 석출물 내의 오염을 측정하 다. ICP에 의한 우라늄 석출물 내

의 희토류 원소 함량을 분석 한 결과 각 희토류 원소의 함량은 10 ppm 이내

로 분석되어 음극 가 희토류의 환원 까지 이르지 않아 석출되지 않았

거나 UCl3 에 의한 재 산화 반응인 UCl3 + Re → U + ReCl3의 반응이 진행

되므로 부분의 ReCl3가 용융염 내로 재 용해된 것으로 단되어 우라늄 

해정련 음극으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 다.

(8) Salt 내 탄소 오염도 측정

우라늄의 인터칼 이션 반응에 의한 self-scraping 메카니즘은 우라늄 

착물  용융염에 일정량의 탄소오염은 불가피하다. 용융염내에 탄소가 

될 경우, 낮은 비 으로 인하여 용융염 상부로 부상하여 극간의 단락을 

일으킬 수 있으며, 용융염의 도  기타 물성에도 향을 미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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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정량 인 조사가 필요하다. Fig. 3.3.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용융염

을 채취하여 탄소함량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3.3.3에 제시하 다.

Initial salt after 35 run

Top 0.006 0.072

Middle 1.04* <0.001

Bottom <0.001 <0.001

Table 3.3.3. Carbon content in salt sample according to the number of 

run (wt. %), *: probable error. 

분석결과 기 용융염 내의 탄소함량은 60 ppm 이내인 것으로 측정

되었으며, 35run 후의 탄소함량은 상부에서 72 ppm으로 다소 증가한 경향을 

보 으나, 용융염의 앙  하부에서는 10 ppm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이로 

미루어 흑연음극으로부터의 오염된 탄소는 주로 용융염의 상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오염양은 미미한 것으로 단된다. 

나. 흑연음극을 이용한 U throughput 향상

다  흑연음극을 사용할 경우, 해정련 시 throughput 증 를 한 

방안으로서 음극 면 을 증가시키기 하여 Fig. 3.3.21과 같은 반응기 뚜껑

을 설계하 으며, 이러한 반응기를 이용하면 동일한 해조 내에서 총 4개의 

흑연 극을 사용할 수 있고, 하부에 우라늄 착물의 회수 장치를 설치함으

로서 throughput을 극 화 시킬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다 음극 구조의 해

정련 반응기는 제한된 해정련 반응기 내에서 극 면 을 효과 으로 증

가시킬 수 있으며 향후 High-throughput 해정련기 설계 시 기본 개념으로

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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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1. Cover design for multi channel graphite cathode.

다. Scraping 공정을 도입한 Steel cathode 해정련 특성 조사

기존의 해정련 반응기인 미국 INL  ANL의 Mark-V  PEER에 

용된 기계  scraping 공정의 실효성  문제 을 검토하기 하여 우라늄 

착물의 회수에 필요한 scraper를 자체 제작하 다. 첫 번째 디자인은 음극

과 scraper의 기  을 방지하기 하여 세라믹 삽입물을 용한 경우

로서 먼  이트륨 안정화 지르코니아를 이용하여 torroidal 형의 scraper를 

제작한 후 그림 3.3.22와 같이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한 별도의 구조체에 

삽입하 다. 이 장치의 문제 은 먼  세라믹 scraper의 강도 문제이다. 세라

믹의 특성상 충격강도에 매우 취약한 성질로 인하여 취  과정에서 쉽게 

손되었으며, 이러한 기계  특성은 향후 원격취  시 문제 으로 두될 것

으로 보인다. 다른 문제 은 음극과 scraper를 체결할 때 공차로 인하여 상

하 운동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다. 비 시험결과 용된 2 ㎜ 정도

의 공차에서도 상하운동이 방해를 받았으며, 실제 우라늄 착물이 존재하는 

해정련 공정에서는 이러한 공간사이에 착물이 혼입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라믹을 이용한 scraping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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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기계  문제, 재료 자체의 물성  제작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성

이 떨어지는 것으로 단하여 개량된 scraper를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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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2. Prepared ceramic scraper for harvesting of uranium deposit. 

개량된 scraper의 형상  해정련 반응기에 장착한 상태의 사진을 

Fig. 3.3.23에 제시하 다. 개량된 scraper는 세라믹 scraper와는 달리 반원 

형태 스테인리스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형상을 도입하면 착이 진

행되는 과정 에는 scraper를 회 시켜 음극과 분리시켜, 통 을 방지할 수 

있으며, 착이 종료된 후 다시 scraper를 회 시켜 상하운동을 통해 착된 

우라늄을 회수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음극과 scraper와의 공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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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scraper

AnodeAnode
basketbasket

CathodeCathode

ScraperScraper

Deposit Deposit 
collectorcollector

AnodeA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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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deCathode

ScraperScraper

Deposit Deposit 
collectorcollector

Fig. 3.3.23. Prepared electrorefining system equipped with 

modified scr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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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착물이 혼입되어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없으며, 음극은 기본 으로 

회 이 되는 구조이므로 회 과 함께 scraping 공정을 수행할 경우 단시간에 

착물의 회수가 가능하다. 이러한 공정을 통하여 우라늄 착실험과 

scraping 실험을 실시하 으며, scraping 후 석출물 회수용 collector에 포집

된 착물의 형상을 Fig. 3.3.24에 제시하 다. 사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

듯이 음극으로부터 회수된 우라늄 착물은 회수 collector에 잘 회수되었으

며, 용융염은 collector를 구성하고 있는 mesh를 통하여 상당부분 배출되어 

부분 우라늄 착물 만이 회수된 것을 알 수 있다.

Run 1 Run 2 Run 3

CathodeCathode

DepositDeposit
collectorcollector

Run 1 Run 2 Run 3

CathodeCathode

DepositDeposit
collectorcollector

Fig. 3.3.24. Typical uranium deposit recovered by scraping operation. 

Fig. 3.3.25는 철재 음극을 사용하여 착 실험을 진행하고 상기 언

된 scraper를 이용하여 우라늄을 회수한 후 음극에 잔류된 우라늄 양을 

sticking coefficient로 환산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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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cking coefficient는 류 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류 도에서는 조 한 우라늄 석출물이 낮은 도로 음극에 

착되므로 착 강도가 낮아 scraping 시 용이하게 제거되는 것으로 보이며, 

반면 류 도가 높을 경우, 미세한 우라늄 수지상이 고 도로 음극에 착

되므로 scraping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한편 음극을 재 사

용할 경우, 첫 번째 재 사용 시에는 sticking coefficient가 크게 증가하지 않

고 오히려 거의 0에 근 하게 계산되었는데, 이는 재 사용시 우라늄의 착

은 기존에 부착되어 있던 잔류 우라늄 수지상으로부터 시작되며, fresh한 음

극 표면에는 착이 이루어지지 않아 scraping 시 추가 인 잔류 우라늄을 

음극 표면에 남기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실제 조업에서와 

같이 착 횟수가 많아지면 차 잔류 우라늄의 도가 높아져 scraping시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scraping 공정은 throughput 향상을 

한 근본 인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해정련 실시 후 우라

늄 착물의 scraping후 음극 사진을 Fig. 3.3.26에 도시 하 다. sticking 

coefficient 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류 도가 높아질수록 음극 표면

에서 잔류 우라늄 착물의 함량이 많아지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

어, 이러한 상이 될 경우, scraper의 상하운동을 방해하여, 기  음

극 세척 공정인 stripping 공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추가 인 공정의 도입으

로 인하여 셀 효율이 낮아지게 되며, throughput 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

으로 단된다. 최근 보고된 미국 ANL의 PEER 운 결과에 한 일부 자료

에서도 scraping을 용이하게 진행하기 해서는 류 도를 낮추어 도로 

수지상 크기가 조 한 우라늄을 착시키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류 도를 높이면서도 scraping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조건을 찾기 하여 

용융염의 교반  무교반 시 scraping 효율을 찰한 결과 교반하지 않을 경

우 역시 조 하고, 음극표면에의  도가 낮은 우라늄 수지상이 착되

어 scraping이 잘 일어난다고 보고하 다. 이처럼 철계 음극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필연 으로 우라늄 석출물의 고착 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stripping 

공정이 없이 장시간에 걸쳐 유지보수가 최소화된 음극재료의 개발은 high 

throughput 해정련기 개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268 -

Current density, mA/cm2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S
tic

ki
ng

 c
oe

ffi
ci

en
t

0

2

4

6

8

10

Fresh Cathodes
Reused Cathodes

reuse

(X
1
0

-
2
)

Current density, mA/cm2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S
tic

ki
ng

 c
oe

ffi
ci

en
t

0

2

4

6

8

10

Fresh Cathodes
Reused Cathodes

reuse

(X
1
0

-
2
)

Fig. 3.3.25. Sticking coefficient variation of steel cathode according to 

current density after scra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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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b)b) c)c)a)a) b)b) c)c)

Fig. 3.3.26. Photographs of steel cathode after scraping showing 

adhered uranium deposit. 

a) 111 ㎃/㎠ b) 151 ㎃/㎠ c)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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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성능 해정련장치 개념설계

해정련 공정의 throughput을 높이기 한 미국의 ANL  일본의 

CRIEPI에서 주로 수행되어 왔으며, 그 기본 개념은 착공정 도 에 혹은 

착공정을 완료하고, 용융염 내에서 물리 인 scraping 공정에 의해 우라늄 

착물을 회수함으로서 음극을 반복 으로 사용하고, 착물의 이송과정 

에 수반되는 불연속  공정을 보완하는데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흑연음극의 경우에는 일체의 물리  scraping 장치가 필요 없이 자발 으로 

생성된 우라늄 착물이 음극으로부터 탈리되어 회수 가능하므로 해정련

기내에 포함된 용융염의 공간을 최 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 극 면 을 용

이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Fig. 3.3.27에 나타내었다. 그

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흑연 음극은 병렬로 다수 연결되어 큰 류를 인가

시킬 수 있으며, 양극 바스킷을 앙에 치시켜, 류 분포가 체 극에 

균일하게 유지될 수 있다. 재 3 ㎏의 용융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해정련 반응기에서 이러한 극 구성을 용하기 해 설계된 반응기 뚜

껑은 Fig. 3.3.21과 같으며, 이처럼 4개의 흑연 음극을 용하면 Fig. 3.3.3에 

도시된 100 mm × 15 mmφ의 실린더 형으로 흑연 극을 사용할 경우 표면

은 Table 3.3.4에 계산된 바와 같이 192 ㎠이며, 류 도 150 ㎃일 때 총 

인가 가능 류량은 7.2 A이다. 이는 셀 효율을 70 %로 가정 하 을 때 시

간당 59.7 g의 우라늄을 회수할 수 있는 처리속도로서 이를 흑연음극의 단  

면 당 throughput으로 환산하면 0.31 gU/h.㎠이다. 재 INL의 high 

throughput 해정련 장치인 Mark-V를 이용한 해정련 시 throughput을 

약 0.083 gU/h
.㎠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흑연 음극을 사용하여 scraping  

stripping 공정을 제거할 경우 매우 큰 throughput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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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7. Concept of high-throughput electrorefiner using multi 

graphite cathodes.

1. electrorefiner vessel   2. insulator        3. crucible

4. molten salt 5. graphite cathode     6. anode basket  

7. vacuum   8. power supply  

9. reference electrode   10. deposit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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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f 

cathode

Total 

cathode 

surface area, 

㎠

Maximum 

current, 

A

Current 

density, 

㎃/㎠

Calculated throughput

(Cell efficiency: 70%) 

gU/h gU/h.㎠

1 48 7.2 150 14.9 0.31

2 96 14.4 150 29.8 0.31

3 144 21.6 150 44.8 0.31

4 192 28.8 150 59.7 0.31

5 240 36 150 74.6 0.31

6 288 43.2 150 89.5 0.31

7 336 50.4 150 104.4 0.31

8 384 57.6 150 119.3 0.31

Table 3.3.4. Throughput calculation for electrorefiner using graphite 

cathode with 48 ㎠ of surface area and 150 ㎃/㎠ of maximum current 

density

4. 요약

 속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한 고온용융염 해정련 시 철재 음극을 흑

연 음극으로 치함으로서 고성능 해정련 장치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

다. 일련의 실험을 통하여 철재 음극과는 달리 흑연 음극을 사용할 경우 우

라늄 착물이 자발 으로 탈리되는 상을 찰하 으며, 이러한 상을 이

용하여 기계  작동이 필요하지 않는 self-scraping 방법이 도출되었다. 이

게 흑연음극으로부터 우라늄 착물이 자 에 의해 탈리되는 것은 우라늄의 

intercalation 반응에 의해 일어남을 CV  XRD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 으

며 착물의 미세 조직도 철기음극의 경우와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착물 내의 희토류 원소  탄소 오염은 무시할 만하며 이들 결과는 보다 체

계 인 실험을 통하여 공정조건을 확립할 경우 사용후 속우라늄의 해정

련 효율을 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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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액체음극 해정련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 (ANL)는 1990년  반 IFR 로그램을 수행

하면서, Pyroprocessing 핵심기술을 이용한 속핵연료 재순환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을 역  과제로 수행하 다. 특히 이 단계에서 미국의 ANL은 Salt 

Transport 공정에 의해 제한 으로 TRU를 회수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액체

음극을 이용한 Electrowinning 방법에 의해 TRU를 포함한 핵연료 물질의 

고효율 회수가 가능함을 실험 으로 확인하 다. 이 기술은 액체 카드뮴 음

극을 채택한 음극장치의 개발을 통해 공학규모로 구 이 가능한 

Electrowinner 장치를 개발하는 수 까지 기술  진 이 있었고, 앞으로 용

융염 계면에서 우라늄 속결정의 성장방지, 핵연료물질 회수율 향상을 한 

액체음극 구조의 최 화 연구와 병행하여 체음극 재료개발, 그리고 고체음

극의 개발 연구에 을 맞추고 있다. 2006년 에 미 의회에 제출한 DOE 

보고서에 따르면, 재 진행 인 EBR-Ⅱ 사용후핵연료의 처리기술은 AFCI

와 GNEP 로그램의 세부연구 목표인 “ABR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에 핵심

기술로서의 활용은 물론, 미래 원자력 시스템에서의 기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ABR 핵연료주기를 시험하기 

한 공학규모 TRU 회수 장치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었고, 공학규모의 고

성능 Electrorefiner 개발과 병행하여 실험실 규모의 Electrowinning 시스템

에 한 연구를 확 할 계획으로 있다.

   90년 반부터 일본의 CRIEPI는 PUREX 공정에서 발생된 고 폐기물

로부터 TRU 속의 회수 기술로서 Pyroprocessing 핵심기술인 

Electrorefining과   Electrowinning 기술에 한 연구를 본격 으로 착수하

다. 일본은 독일의 ITU 연구소와 공동으로 리튬환원기술의 Active 

Demonstration 연구의 후속으로 Electrowinning 기술에 한 공동연구를 추

진하여 TRU의 해분리 거동자료와 액체 카드뮴 극의 특성평가에 한 

데이터를 확보하 다. 이들 데이터는 일본에서 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속로 사이클 실용화 략조사 연구”의 Phase Ⅱ 단계에서 Option 기술에 

한 정량  기술평가의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 국외 공

동연구와 자국 내 타 기 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Pyroprocessing 연구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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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으로 수행하는 략을 채택하여, 재 본 기술의 수 은 Leading Group

인 미국과 거의 등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한 CRIEPI는 확산한계 

기화학반응에 기반을 둔 산모형 TRAIL과 해제련장치에서 체 항에 

한 분극 항의 효과  이온 분포를 평가하기 한 산모형 DEVON을 

개발하여 건식공정을 모사할 수 있는 산체제를 구축하 다.

   KAERI에서는 TRU  MA 핵종의 해분리를 한 모의 연구로서, 

TRU 용물질을 이용한 실험실 규모의 카드뮴 액체 속 극의 해특성 

평가와 체음극 개발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한 수 그램 수 의 Cd 

증류 기 실험을 수행하 고 실험 결과 Cd는 325 ℃에서 용융되어 약 500 

℃에서 증발이 일어나고 약 700 ℃에서 증발이 종료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

성분계인 Cd-Nd의 경우 Cd 증류가 1200 ℃까지 서서히 진행되었고 이는 

Cd-Nd의 경우 속간 결합물이 생성되기 때문으로 단되어졌다. 그러나 

TRU 핵종의 취  제한  Hot Cell 부재 등으로 기술개발에 제한이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06년 5월에 열린 27차 한미 JSCNEC 회의에서는 

KAERI-10 과제의 일환으로 악티늄족 원소 (group-actinide) 회수 기술에 

한 기본 자료를 KAERI와 INL이 공동으로 수집하기 한 상세실험 계획의 

수립이 의제로 채택되었다. 

1. 액체음극을 이용한 TRU 회수 실험 장치  방법

가. 실험 장치  시료

      TRU/RE 회수 장치는 다음의 Fig.3.4.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내부반

응기는 high density alumina로 제작된 이  구조로 되어 있다. 안쪽의 내부

반응기는 반응셀로 직경이 약 42～44 mm이며 두께는 약 3 mm이며 공융염 

 액체 속이 포함되어 있다. 바깥쪽의 내부반응기는 직경이 약 100 mm 

이며 두께는 약 5 mm로 안쪽의 내부 반응기의 손 시 용융염  액체 

속의 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함이다. 실험에 사용된 용융염은 

LiCl-KCl 공융염으로 몰비는 59 : 41이다. 공정 조업온도는 500 ℃에서 수행

하 다. 음극으로는 액체 Cd  액체 Bi를 사용하 다. Cd은 Rare metallic 

co.의 제품으로 순도는 99.9999 %이다. Bi는 High Purity chemicals의 제품

으로 순도는 99.9 %이다. 양극으로는 직경 3 mm인 Mo 을 사용하 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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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으로는 Ag/AgCl 극을 사용하 는데 이 극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제작하여 사용하 다. 기 극에 사용되어진  Pyrex 튜 의 면의 멤

인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면을  얇게 가공하 고 Pyrex 튜 에 0.1 

wt% AgCl이 포함된 LiCl-KCl 용융염을 넣은 후 Ag wire를 용융염에 잠기

도록 하여 기 극을 제작하 다. 용융염상의 존재하는 속성분을 확인하

기 해 용융염상에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할 때 사용되는 작용 극으로

는 직경 1 mm인 Mo 와이어를 이용하 고 용융염상에 약 8 mm 정도 잠기

도록 설계하 다. 용융염상과 액체 속상의 원활한 교반을 해 교반기는 이

날개를 가진 구조로 제작되었으며 그 재질은 알루미나이다. 이 날개 각각

은 용융염상과 액체 속 상에 잠기도록 설계되어 각 상이 잘 교반되도록 하

고 용융염상과 액체 속 상 계면에 불순물에 의한 층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 다. 실험에 사용된 희토류 속의 염화물은 NdCl3, CeCl3, YCl3  LaCl3 

이며 Aldrich 사의 제품으로 무수물의 형태로 순도는 99.99 % 이상이다.

      실험장치는 모두 glove box 내에 설치되었으며 고순도 (>99.999 %) 

Ar 분 기 하에서 실험이 수행되었다 (Fig.2). Glove box 내의 산소와 수분

은 각각 3 ppm, 0.5 ppm 이하로 유지하 다. 해제련에 사용된 

Potentiostat는 WonaTech 사에서 제작된 WAT-100 이며 이를 통해 해제

련에 련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Fig.3.4.1. Schematic diagram for the electro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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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 Experimental apparatus for the electrowinner.

나. 실험 방법

      일정량의 용융염  음극 극으로 사용되는 Cd 는 Bi를 해 셀에 

넣은 후 500 ℃까지 가열한다. 1 wt%의 우라늄  희토류 속염화물을 

LiCl-KCl/Liquid Metal (Cd 는 Bi) 계에 넣은 후 용융염 상에 해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하여 용융염 상에 존재하는 희토류 속을 간 으로 

확인한다. 한 우라늄  희토류 속이 존재하는 LiCl-KCl/Liquid Metal 

(Cd 는 Bi) 계에 해 일정 류모드인 chronopotentiometry를 수행하여 

인가 류에 한 안정된 압을 측정하여 인가 류 변화에 따른 압변화

를 나타내는 polarization curve를 구한다. 인가 류를 변화시킬 때 류 도

가 증가하는 방향과 류 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각각의 인가 류에 한 

일정 압을 측정하여 polarization curve를 구한다.

      일정한 류 도 (여기서는, 50 mA/cm2)를 용융염/액체 속 계에 인

가하는 chronopotentiometry를 수행하여 용융염 속에 존재하는 우라늄  희

토류 속을 액체 속 상으로 석출시키는 해석출을 수행한다. 이때 용융염

상과 액체 속 상의 원활한 을 해 교반기로 교반하며 교반속도는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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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m으로 하 다. Faraday 법칙을 통해 우라늄  희토류 속이 인가 류에 

따라 해 석출되는 시간을 이론 으로 계산하여 해제련 실험을 진행시킨

다. 각 우라늄  희토류 속이 해 석출되는 단계마다 용융염상  액체

속상의 일정량을 각각 채취하여 각 상에 존재하는 성분들을 분석하여 각 

속성분의 해석출 거동을 분석한다. 

2. U/모의TRU/RE 해석출에 한 액체 Cd 와 Bi 음극 비교

    해정련을 통해 U을 회수한 후 용융염 속에 남아 있는 우라늄  

TRU 를 핵분열생성물로부터 회수하는 공정이 필요하다. 특히 용융염 속의 

TRU와 희토류 속 (RE)을 분리하여 회수하는 것은 TRU와 RE의 화학  

성질이 비슷하므로 단히 어렵다. RE로부터 TRU를 분리하기 해 해제

련 공정을 도입하게 되며 U  TRU를 효율 으로 회수하기 해 음극재료

로 액체음극 는 고체음극을 사용하게 된다. TRU 회수를 해 고체음극을 

사용할 경우  액체음극보다 취 이 간편하고 액체 속의 높은 증기압으로 

인한 반응기 오염이 없는 깨끗한 장 이 있다. 반면 U  Np 등은 높은 회

수율을 나타내지만 Pu  Am 등은 낮은 회수율을 나타낸다. 이는 Pu  

Am이 해 석출되기 에 Nd3+가 Nd2+로 먼  환원되어 Nd3+  Nd2+가 함

께 공존하게 되는 하는 cycle current의 향 때문이며 (Kinoshita et al., 

2003) 이로인해 Am/Nd의 분리가 어려워지게 된다. 한 속 석출물에는 

염이 반드시 동반되는 과 염증류와 같은 석출물 회수 공정에서 Am 휘발

에 의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하지만 고체음극에 한 

TRU와 RE의 환원 를 비교해보면 액체음극의 경우보다 차가 크기 

때문에 분리에 있어서는 더 효율 인 장 이 있다. 

      액체음극을 이용한 TRU의 회수의 경우 TRU와 RE의 환원 차가 

크지 않아 TRU와 RE의 동반석출이 가능하므로 핵확산 항성 측면에서 유

리한 장 이 있다. 한 해석출 이후 증기압이 큰 Cd을 용이하게 증류할 

수 있기 때문에 액체 속 상에 석출된 MA 속 석출물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다. 액체 속이 용융염과 액체 상태로 교반되기 때문에 일정하고 새로

운 극면 을 계속 제공할 수 있어 해 석출시키는데 유리한 이 있다. 

그리고 TRU  RE 속들이 액체 속 상으로 석출되기 때문에 염의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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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의 없으며 Am/Nd 분리 시 고체 극의 경우처럼 cycle current가 작용

하지 않는 장 이 있다. 하지만 이 에 언 한 것처럼 액체 Cd의 경우 증기

압이 크기 때문에 반응장치의 내부 오염으로 인해 취  상 어려움이 단 이

다.

가. Cyclic Voltammetry에 의한 용융염상의 성분 진단

      용융염 상에 존재하는 우라늄  희토류 속을 해석출에 의해 액

체 속 상으로 석출시킬 때 해석출 이 과 이후의 용융염 상에 해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하여 간 으로 우라늄  희토류 속의 해석

출 거동을 진단할 수 있다. 모든 cyclic voltammetry는 50 mV/s scan rate로 

수행하 다.

나. Polarization Curve 측정

      용융염/액체 속 계에 우라늄  희토류 속을 첨가시킴으로써 계의 

류- 압 계가 달라진다. 각 계에 한 류- 압 계는 LiCl-KCl 용융

염의 우라늄  희토류 속을 액체 속 상으로 해석출 시키는데 필요한 

기본 인 데이터가 된다. Polarization curve는 인가 류에 해 압이 안정

해질 때의 값을 측정한 결과를 말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인가 류를 증가시

키면서 안정 인 압을 측정하 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인가 류를 감소시

키면서 안정 인 압을 측정하여 비교하 다. 다음의 그림은 polarization 

curve를 구한 한 로서, LiCl-KCl-RE (Nd, Ce, Y, La)Cl3-UCl3/Cd 계에 

한 결과이다. 여기서 인가 류를 10, 50, 100, 300, 500, 700, 800 그리고 900 

mA와 같이 단계별로 증가시키면서 10  동안 chronopotentiometry를 수행

하여 인가 류에 해 안정 인 압을 측정하 다. 연속 으로 인가 류를 

감소시키면서 안정 인 압을 측정하여 polarization curve를 구하 다.

다. 액체 Cd 음극에 한 U/모의TRU/RE 해석출 실험

(1) LiCl-KCl/Cd 계

       Cd을 액체음극으로 사용하여 우라늄, 모의 TRU  희토류 속의 

해석출에 한 거동을 실험 으로 고찰하 다. 먼  용융염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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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l-KCl/Cd 계에 해서 cyclic voltammetry와 chronopotentiometry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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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3. Chronopotentiogram for LiCl-KCl-RECl3-

UCl3/C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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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4. Polarization curve for LiCl-KCl-RECl3-

UCl3/Cd system.

행하여 다음과 같은 cyclic voltammogram (Fig.3.4.5)과 polarization curve 

(Fig.3.4.6)를 구하 다. Fig.3.4.5에서 -0.5 V 근처에서 redox potential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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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데 이는 용융염상에 녹아 있는 Cd의 향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Shirai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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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5. Cyclic voltammogram for LiCl-KCl/C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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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6. Polarization curve for LiCl-KCl/Cd system.   



- 283 -

Fig.3.4.6은 LiCl-KCl/Cd 계에 한 polarization curve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는 인가 류를 증가시키는 경우만을 측정하 다. 인가 류가 증가할수록 

압은 선형 으로 증가하지만 0.4 A 이상의 인가 류가 되면 압이 갑자

기 증가하며 그 이후엔 다시 선형 으로 압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격한 

압증가는 용융염 속에 녹아 있는 Cd 이온이 액체 Cd 상으로 환원되면서 

나타나는 향으로 생각된다. 

(2) LiCl-KCl-RE (Nd, Ce, Y, La)Cl3/Cd 계

       Fig. 3.4.7은 LiCl-KCl/Cd 계에 NdCl3, CeCl3, YCl3 그리고 LaCl3를 

각각 1 wt% 씩 가한 후 cyclic voltammetry를 통해 용융염 상에 존재하는 

희토류 속을 간 으로 진단한 결과이다. Fig. 3.4.5와 마찬가지로 -0.5 V 

근처에서 용융염에 용해된 Cd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융염만 있던 

계와 비교해 보면 희토류 속들의 redox peak가 확연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4.8은 LiCl-KCl-RECl3/Cd 계에 한 polarization curve이

다. 인가 류를 증가시키면서 안정화되는 압을 측정한 후 2 여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인가 류를 감소시키면서 안정화되는 압을 측정하여 구한 

polarization curve이다. Fig. 3.4.8에서 보는 것처럼 인가 류가 증가할 때 

Fig. 3.4.6과 같이 0.5 A 이후 압이 갑자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결과와 마찬가지로 용융염에 녹아 있는 Cd의 향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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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7. Cyclic voltammogram for LiCl-KCl-RECl3/C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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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iCl-KCl-RECl3-UCl3/Cd 계

(가) CV  Polarizatio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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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9는 의 LiCl-KCl-RECl3/Cd 계에 1 wt% UCl3를 첨가한 

후 용융염 상에 한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하여 용융염 상에 존재하는 

우라늄  희토류 속을 간 으로 진단한 결과이다. LiCl-KCl-RECl3/Cd 

계와 마찬가지로 -0.5 V 근처에서 용융염에 용해된 Cd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라늄  희토류 속들에 한 redox peak를 확인하 다. Fig.  

3.4.10은 LiCl-KCl-RECl3-UCl3/Cd 계에 한 polarization curve이다. 인가

류를 증가시키면서 안정화되는 압을 측정하 고 시간 간격 없이 연속 으

로 인가 류를 감소시키면서 안정화되는 압을 측정하 다. 인가 류를 증

가시키면서 얻은 결과는 이  결과들처럼 용융염에 녹아 있는 Cd의 향으

로 0.7 A 이후 압이 크게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반 로 연속 으로 인

가 류를 감소시켰을 경우 0.1 A 이후 압이 크게 감소함을 확인하 다. 

0.1 A에 해당되는 계의 압은 약 -1.5 V로, Fig. 3.4.9의 CV 결과인 우라늄

의 환원 의 값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이는 용융염 내에 있는 우라늄이 액

체 Cd 상으로 해석출 될 때의 향으로 생각된다. 한편, 인가 류에 한 

양극의 변화를 보면 인가 류 증가 시 양극의 도 크게 증가하고 인

가 류 감소 시 양극 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양극 주

에 다른 성분들에 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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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9. Cyclic voltammogram for LiCl-KCl-

   RECl3-UCl3/C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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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0. Polarization curve for LiCl-KCl-RECl3-

 UCl3/Cd system.

(나) 용융염의 용해된 Cd의 착거동 고찰

         용융염에 용해되어 있는 Cd에 한 거동을 고찰하기 해 의 계

에 chronoamperometry를 용하여 용융염 상의 Cd 이온이 액체 속 상으로 

해 석출되도록 실험을 수행하 다. Fig.3.4.11∼Fig.3.4.13은 3차례에 걸친 

정 압 실험의 결과이며 Fig.3.4.14는 3차례의 결과를 종합한 결과이다. 이 

때 계에 인가한 정 압은 -1.1 V로 하 다. 이는 용융염 내에 있는 속들 

 가장 낮은 환원 를 가진 우라늄의 환원  -1.5 V보다 큰 를 가

지며 용융염 내에 있는 Cd이 환원되는 -0.5 V 보다 작은 이므로 우라늄 

 희토류 속들은 착되지 않고 Cd만 착된다고 상할 수 있다. 

Fig.3.4.11에서 첫 번째 정 압모드의 결과로 -1.1 V의 인가 압으로 8 분 동

안 계에 인가하 을 때 계의 류는 약 0.14 A 이며 양극의 는 0.75 ∼ 

0.80 V (평균 0.78 V)를 나타내었다. 첫 번째 정 압모드가 끝난 후 

Fig.3.4.15와 같이 용융염상에 한 cyclic voltammogram의 결과로부터 아직 

용융염 상에 용해된 Cd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3.4.12는 동일

한 인가 압으로 12 분 동안 두 번째 정 압 모드를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다. 계의 류는 약 0.15∼0.17 A이며 양극의 는 0.80∼0.85 V로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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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압 모드의 결과보다 상승하 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정 압 모드 

이후의 Fig.3.4.15에서 처럼 용융염 상의 CV 결과를 보면, 아직 Cd이 용융염

상에 남아있지만 첫 번째 정 압의 결과보다 redox peak의 intensity가 감소

한 사실로부터 정성 으로 용융염 내에 용해되어 있던 Cd이 액체 Cd 상으

로 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g.3.4.13은 동일한 인가 압으로 20 분 동

안 세 번째 정 압 모드를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 때 계의 류는 0.18 

A에서 0.34 A로 꾸 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양극의 는 유도기간

을 지나 0.77 V에서 1.10 V로 꾸 히 증가하다가 해반응이 약 13분이 경

과한 이후 양극 가 격히 상승하여 1.32 V까지 상승하 다. 용융염 상

에 존재하는 Cd이 액체 Cd상으로 착이 완료가 되었다면 계의 류가 감

소하며 양극의 가 상승하리라는 상과는 달리 계의 류가 계속 증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Fig.3.4.15의 세 번째 정 압모드 이후의 

CV 결과를 보면 두 번째 정 압의 결과보다 redox peak의 크기는 약간 

어들었을 뿐 큰 차이는 없었다. 이로부터 계에 인가된 류는 용융염 상의 

Cd이 액체 속 상으로 착되도록 소모되지 않고 다른 해반응에 참여한 

것으로 상된다. 즉, 액체 속 상의 Cd이 용해되며 용융염 상에 용해된 Cd

이 액체 속 상으로 착되는 cycle current의 향인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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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1. Chornoamperogram for the 1st 

electrodeposition of Cd in salt onto LCC for 

LiCl-KCl-RECl3-UCl3/Cd. Working potential = -1.1 V, 

t = 8 min.

(다) 우라늄  희토류 속의 해 석출

         LiCl-KCl-RECl3-UCl3/Cd 계에 해 50 mA/cm2의 일정한 류

도로 시간 차법 (chronopotentiometry)을 수행하여 우라늄  희토류 

속을 해 석출시키는 실험을 수행하 다. 반응 셀의 직경이 4.4 cm이므로 

50 mA/cm
2의 류 도에 해당되는 인가 류는 760 mA이다. 일정한 류

도에 해 일반 으로 환원 가 귀한 (  값이 작은) 속이 계에 해 

지배 이므로 환원 가 귀한 (  값이 작은) 속부터 환원된다. CRIEPI 

(GLOBAL 1999)의 자료에 따르면 액체 Cd 음극에 해  악티나이드의 원소

들의 환원 가 가장 귀한 (  값이 작은) 값이며 Nd, Ce, La 등의 희토

류 속들의 환원 들이 악티나이드의 환원 보다 비한 (  값이 큰)  

를 나타내며 Y의 환원 가 가장  값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 계에 사용된 우라늄  희토류 속들의 환원되는 순서는 

U<Nd<Ce<La<Y의 순과 같다고 상할 수 있다.  각각 1 wt%인 우라늄 

 희토류 속을 액체 Cd 음극으로 해 석출할 때 걸리는 시간을 

Faraday 법칙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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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2. Chornoamperogram for the 2nd 

electrodeposition of Cd in salt onto LCC for 

LiCl-KCl-RECl3-UCl3/Cd. Working potential = -1.1 V, 

t = 12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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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3. Chornoamperogram for the 3rd 

electrodeposition of Cd in salt onto LCC for 

LiCl-KCl-RECl3-UCl3/Cd. Working potential = -1.1 V, 

t = 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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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4. Chornoamperogram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Cd in salt onto LCC for LiCl-KCl-RECl3-UCl3/Cd. 

Working potential = -1.1 V, t = 4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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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5. Cyclic voltammograms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Cd in salt onto LCC for 

LiCl-KCl-RECl3-UCl3/Cd system. Working potential = 

-1.1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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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우라늄  희토류 속 성분이 해 석출되는 이론  시간을 각 

단계로 구분하여 해석출을 진행하 고 각 단계별로 용융염 상에 해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하여 용융염 상에서 액체 Cd 음극으로 석출되는 

우라늄  희토류 속들의 해석출 거동을 간 으로 확인하 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용융염과 액체 Cd 음극에서 일정량의 샘 을 채취하여 화학분

석을 통해 직  우라늄  희토류 속의 해석출 거동을 분석하 다. 

         Chronopotentiometry를 통해 50 mA/cm2의 류 도로 계에 인가

하 을 때, 환원   값이 가장 낮은 우라늄이 먼  석출되므로 이 단

계는 우라늄 해석출 단계가 된다. Fig.3.4.16은 우라늄 해석출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해반응 시간은 Faraday 법칙으로부터 1 wt% UCl3

가 환원되는 이론  해석출 반응시간으로 약 20분이 된다. 이 때 Table 

3.4.1에 나타난 것처럼 액체 Cd 음극의 는 -1.77 V이며 양극의 는 

1.55 V이다. 이것은 Fig.3.4.10의 polarization curve에서 인가 류 760 mA일 

때의 값과 거의 일치한다. Fig.3.4.17은 우라늄 해석출 단계가 종료된 후 

용융염 상에 한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한 결과이다. 해석출을 하기 

이 인 Fig.3.4.9와 비교해보면 우라늄  일부 희토류 속의 redox peak가 

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4.2는 용융염 상과 액체 Cd 상에 

한 ICP-AES 화학분석 결과이다. 우라늄의 경우 해석출 이 에는 용융

염 상에 0.39 wt%의 농도 으나 우라늄 해석출 이후 용융염 상의 농도는 

100 ppm 이하로 분석되었다. U의 부분이 용융염 상에 회수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Cd 속 상의 분석 결과를 보면 우라늄의 양이 100 

ppm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액체 Cd 상에 한 여러 속에 한 ICP-AES 

분석의 한계로 생각되며 더 세심한 분석이 요구된다. 우라늄 이외 다른 희토

류 속의 경우를 보더라도 해석출 이 의 용융염 상의 양과 해석출 이

후 용융염 상과 Cd 속 상의 양을 비교해보면 물질수지에서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융염 상의 속성분 분석에 한 신뢰성이 좋으므로 용

융염 상의 속성분 분석결과를 기 으로 하되 Cd 속 상의 속성분 분석

결과는 참고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번 해석출 결과, 우라늄뿐만 아니라 Nd

과 Ce  La 등의 일부 양이 U과 함께 액체 Cd 음극으로 착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한편, 용융염에 용해되어 있던 Cd은 해석출 이 에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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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염 상에 0.20 wt% 이었는데 U 해석출 이후 용융염 상에 491 ppm으로 

용해된 Cd의 상당부분이 액체 Cd 음극 상으로 석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Fig.3.4.17의 CV 결과에서도 -0.5 V 근처에서 Cd의 redox peak가 상

당히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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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6. Chronopotentiogram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U in LiCl-KCl-RECl3-UCl3/Cd 

system.

         Fig.3.4.18은 우라늄 해석출 단계에 이어서 해석출을 진행한 결

과이다. 우라늄 다음으로 환원   값이 작은 희토류 속은 Nd이므로 

이 단계는 Nd 해석출 단계이며 반응시간은 이론 으로 약 30 분이다. U 

해석출 단계와 마찬가지로 50 mA/cm
2의 인가 류 도에 해 음극  

양극의 는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며 Table 3.4.1에서 처럼 각각 -1.72 

V  1.56 V이다.  Fig.3.4.19는 Nd 해석출 단계가 종료된 후 용융염 상에 

한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한 결과이다. 우라늄 해석출 단계의 CV와 

비교해보면 희토류 속의 redox peak의 일부가 사라져 보이며 intensity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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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7. Cyclic voltammogram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U in LiCl-KCl-RECl3-UCl3/Cd 

system.

이로부터 희토류 속들이 액체 Cd 음극 상으로 착되었음을 간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Table 3.4.2의 ICP-AES의 분석에 의하면 Nd, Ce, 

La  Y의 일부분만이 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Nd 해석출 단계

이므로 Nd의 상당부분이 액체 Cd 음극상으로 석출되리라 상 지만 Nd의 

해석출 효율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용융염에 용해되어 있는 

Cd의 경우 CV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ICP-AES 분석 결과에서

도 69 ppm 정도로 아주 낮게 나왔다. 이는 정 류 모드에 의해 해석출이 

진행됨에 따라 용융염에 용해되어 있던 Cd이 거의 액체 Cd 음극 상으로 

착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Nd 해석출 단계에 이어 Nd 보다 환원   값이 큰 Ce의 

해석출 단계를 수행하 다. 해석출 반응시간은 1 wt% CeCl3에 해 이

론 으로 약 30분이 되었다. Fig.3.4.20은 Ce 해석출 결과이다. 이 의 두 

단계처럼 동일한 50 mA/cm2의 인가 류 도에 해 음극  양극의 

는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며 Table 3.4.1에서 처럼 각각 -1.74 V  1.59 

V이다.  Fig.3.4.21는 Ce 해석출 종료 이후 용융염 상에 한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한 결과이다. 이  단계인 Nd 해석출 단계의 CV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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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8. Chronopotentiogram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Nd in LiCl-KCl-RECl3-UCl3/C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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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9. Cyclic voltammogram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Nd in LiCl-KCl-RECl3-UCl3/Cd 

system.

교해보면 redox peak는 거의 비슷하며 단지 intensity가 감소했음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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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이로부터 희토류 속들이 일정하게 꾸 히 액체 Cd 음극 상으

로 착되고 있음을 간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Table 3.4.2의 

ICP-AES의 분석 결과로부터 Nd, Ce, La  Y의 일정량이 착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석출 이  단계의 기 용융염 상의 농도와 비

교해 보면 Nd과 Ce은 각각 약 58 %, 56 % 해 석출되었으며 La과 Y은 

각각 약 40 %, 26 % 해 석출되었다. Nd 해석출 단계와 마찬가지로 Ce

의 상당부분이 액체 Cd 음극 상으로 석출되리라 상 지만 Ce의 해석출 

효율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용융염에 용해되어 있는 Cd의 경

우 Nd 해석출 단계 이후 CV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ICP-AES 

분석 결과에서도 148 ppm 정도로 낮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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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0. Chronopotentiogram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Ce in LiCl-KCl-RECl3-UCl3/Cd system. 

         Ce 해석출 단계에 이어 액체 Cd 음극 상에서 Ce 보다 환원  

 값이 큰 La의 해석출 단계를 수행하 다. 해석출 반응시간은 1 

wt% LaCl3에 해 이론 으로 약 37분이 되었다. Fig.3.4.22은 La 해석출

에 한 결과이다. 이 의 단계들처럼 동일한 50 mA/cm2의 인가 류 도

에 해 음극  양극의 는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며 Table 3.4.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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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각각 -1.78 V, 1.62 V이다.  Fig.3.4.23는 La 해석출 종료 이후 용융

염 상에 한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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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1. Cyclic voltammogram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Ce in LiCl-KCl-RECl3-UCl3/Cd system.

이  단계인 Ce 해석출 단계의 CV와 비교해보면 redox peak는 거의 비슷

하며 intensity도 약간 감소한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어 해석출이 진행되

었는지 간 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Table 3.4.2의 ICP-AES의 

분석 결과로부터 Nd, Ce, La  Y의 일정량이 계속 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석출 이  단계의 기 용융염 상의 농도와 비교해보면 Nd

은 약 76 %, Ce은 약 72 %, La은 약 58 % 그리고 Y은 38 % 해 석출되

었다. 이 의 해석출 단계들과 마찬가지로 La의 상당부분이 액체 Cd 음극

상으로 석출되리라 상 지만 La의 해석출 효율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Nd, Ce 등은 많은 양이 해 석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편, 용융염 상에 용해된 Cd는 이  단계에서 거의 액체 Cd 음극 상

으로 착되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 

         La 해석출 단계에 이어 액체 Cd 음극 상에서  환원   값

이 가장 큰 Y의 해석출 단계를 수행하 다. 해석출 반응시간은 1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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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l3에 해 이론 으로 약 30분이 되었다. Fig.3.4.24은 Y 해석출에 한 

결과이다.  이 의 단계들처럼 동일한 50 mA/cm2의 인가 류 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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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2. Chronopotentiogram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La in LiCl-KCl-RECl3-UCl3/C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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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3. Cyclic voltammogram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La in LiCl-KCl-RECl3-UCl3/C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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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음극  양극의 는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며 Table 3.4.1에서 처럼 

각각 -1.86 V, 1.66 V이다.  Fig.3.4.25는 Y 해석출 종료 이후 용융염 상에 

한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한 결과이다. 이  단계인 La 해석출 단계

의 CV와 비교해보면 redox peak는 거의 비슷하지만 intensity가 많이 감소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부터 희토류 속들의 해석출이 진행되었음

을 간 으로 확인하 다. Table 3.4.2의 ICP-AES의 분석 결과에서도 Nd, 

Ce, La  Y이 일정량 계속 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석출 

이  단계의 기 용융염상의 농도와 비교해 보면 Nd은 약 84 %, Ce은 약 

81 %, La은 약 69 % 그리고 Y은 50 % 해 석출되었다. 이 의 해석출 

단계들과 마찬가지로 Y의 상당부분이 액체 Cd 음극 상으로 석출되리라 

상했지만 Y의 해석출 효율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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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4. Chronopotentiogram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Y in LiCl-KCl-RECl3-UCl3/Cd system.

 

         우라늄의 해석출를 제외하고 희토류 속의 해석출 효율이 

체 으로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융염 내에 남아 있는 희토류 속을 

액체 Cd 속 상으로 착시키기 해 동일한 50 mA/cm2의 인가 류 도

를 계에 인가하여 해석출 반응을 1시간 더 진행시켰다. Fig.3.4.26는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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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며 계의 음극과 양극 는 각각 -1.92 V  1.71 V이다. 체 으로 우

라늄  희토류 속들이 해 석출되면서 음극  양극의 가 조 씩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환원   값이 작은 속이 계를 지

배하고 있다가 액체 Cd 음극상으로 석출되면서 환원 가 높은 속이 계

를 지배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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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5. Cyclic voltammogram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Y in LiCl-KCl-RECl3-UCl3/Cd system.

Fig.3.4.27는 이번 해석출 종료 이후 용융염 상에 해 cyclic voltammetry

를 수행한 결과이다. 이  단계인 Y 해석출 단계의 CV와 비교해보면 희

토류 속의 redox peak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Li+/Li redox peak 만 찰

되었다. 이로부터 희토류 속들의 부분이 해 석출되었음을 간 으로 

확인하 다. Table 3.4.2의 ICP-AES의 분석 결과에서도 Nd, Ce, La  Y의 

상당량이 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석출 이  단계의 기 용융

염상의 농도와 비교해 보면 Nd은 약 98 %, Ce은 약 98 %, La은 약 96 % 

그리고 Y은 91 % 해석출 되었다. 이  단계까지에서는 희토류 속들의 

해석출 속도가 좀 느린 반면 이번 해석출 단계에서는 희토류 속들의 

해석출 속도가 많이 향상되었음을 분석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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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극 의 값이 일정수  이상이 되어야 희토류 속들의 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상할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서는 음극 가 -1.9 V 이상일 

때 해석출이 원활하게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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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6. Chronopotentiogram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REs in LiCl-KCl-RECl3-UCl3/C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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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7. Cyclic voltammogram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REs in LiCl-KCl-RECl3-UCl3/Cd system.



- 301 -

   Table 3.4.1. Comparison of the electrodeposition potential of U & RE

   into liquid cadmium cathode at 50 mA/cm2.

Sequential 
deposition

LCC

Cathode (V) Anode (V) Cell (V)

U deposition -1.77 1.55 3.32

Nd deposition -1.72 1.56 3.28

Ce deposition -1.74 1.59 3.33

La deposition -1.78 1.62 3.40

Y deposition -1.86 1.66 3.52

Continuous 
deposition

-1.92 1.71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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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3.4.2. ICP-AES analysis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U & REs onto liquid

                 cadmium cathode.                                              Unit : wt% (* : μg/g)

Before 
Deposition

U Deposition Nd Deposition Ce Deposition La Deposition Y Deposition
Continuous 
Deposition

In salt In salt In Cd In salt In Cd In salt In Cd In salt In Cd In salt In Cd In salt In Cd

U 0.3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Nd 0.38 0.29 0.05 0.22 0.07 0.16 0.08 0.09 0.09 0.06 0.10 84* 0.13

Ce 0.43 0.33 0.06 0.26 0.08 0.19 0.09 0.12 0.11 0.08 0.13 104* 0.16

La 0.45 0.36 0.05 0.32 0.07 0.27 0.07 0.19 0.10 0.14 0.12 0.02 0.16

Y 0.34 0.32 105* 0.28 163* 0.25 46* 0.21 107* 0.17 0.02 0.03 0.13

Cd 0.21 491* 98.1 69* 95.1 148* 96.5 31* 97.9 25* 94.5 59*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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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액체 Bi 음극에 한 U/모의TRU/RE 해석출 실험

(1) LiCl-KCl/Bi 계

       이번 연구에서는 액체음극으로 Cd 신 Bi를 사용하여 우라늄, 모의

TRU  희토류 속의 해석출에 한 거동을 실험 으로 고찰하 다. 한

편, Bi는 Table 3.4.3에서 보는 것처럼 액상과 고체 상에서의 도변화가 일

반 인 다른 속들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즉 액상에서 고체상으로 상변화를 

일으킬 때 도가 어드는데 이는 부피가 팽창함을 의미한다. 물이 얼음으

로 응고될 때와 같은 성질이다. Fig.3.4.28(a)와 같이 반응 셀을 500 ℃로 가

열한 후 냉각시켰을 때 반응 셀의 알루미나 도가니가 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LiCl-KCl 용융염의 녹는 은 약 337 ℃이며 Bi 속의 녹는 은 

271.3 ℃이다. 그러므로 500 ℃의 LiCl-KCl/Bi 계가 냉각될 때 알루미나 도

가니 부분의 용융염이 먼  냉각되어 굳어진 후 나 에 액체 Bi 속이 

굳어지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데 반응 셀 내에는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

에 알루미나 도가니에 힘이 가해져서 균열이 일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냉각 

시 냉각속도를 잘 조 하여 Bi 속의 팽창으로 인한 균열을 최소화시키는 

주의가 필요하다. 

Table 3.4.3. Experimental data on the density of Bi.

T (K) Phase Density (kg/m
3
)

1504.1 L 8919.0

824.3 L 9715.4

549.4 L 10049.6

526.4 S 9715.3

455.2 S 9727.3

385.6 S 9761.1

         한편, Fig.3.4.28(b)에서 보면 용융염이 검은 색으로 오염된 것과 용

융염과 Bi 속 계면에 검은 색의 층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번 연구에 사용된 Bi의 순도는 99.9 % 이며 shape grain 타입으로 표면에 

산화피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여 불순물에 의한 향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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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처리 공정으로는 일정량의 LiCl-KCl와 

Bi 속을 알루미나 도가니에 넣은 후 500 ℃까지 가열하여 녹인 후 충분히 

교반하여 냉각시킨다. 알루미나 도가니를 제거하고 용융염을 분리한 후 

Fig.3.4.28(c) 처럼 Bi 속 표면에 형성된 불순물 층을 과 같은 것으로 제

거하여 순도 높은 Bi를 비한다.

           

          (a)                     (b)                     (c)

Fig.3.4.28. Photograph of reactor cell after cooling the LiCl-KCl molten 

salt & liquid Bi metal system. 

         처리를 거친 Bi와 LiCl-KCl 공융염으로 이루어진 계에 해서 

cyclic voltammetry와 chronopotentiometry를 수행하여 Fig.3.4.29와 

Fig.3.4.30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Fig.3.4.29의 CV 결과를 보면 -0.5 V 이하

에서 redox peak가 나타나는데 Fig.3.4.5의 액체 Cd 음극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용융염에 용해되어 있는 Bi에 의한 향으로 생각된다 (Serp et al., 

2005). 한 약 -1.8 V 근처에서 redox peak가 나타났는데 이는 처리 과정

을 통해 처리되지 않고 남은 불순물의 향으로 생각된다. Fig.3.4.30은 

LiCl-KCl/Bi 계에 한 polarization curve이다. 인가 류를 증가시키면서 안

정화되는 압을 측정하 고 시간 간격 없이 연속 으로 인가 류를 감소시

키면서 안정화되는 압을 측정하 다. 인가 류를 증가시켜 음극의 변

화를 찰해볼 때 액체 Cd의 경우처럼 용융염에 녹아 있는 Bi의 향으로 

0.1 A 이후 압이 크게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반 로 연속 으로 인가

류를 감소시켰을 경우 음극 가 선형 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불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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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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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9. Cyclic voltammogram for LiCl-KCl/B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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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30. Polarization curve for LiCl-KCl/B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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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Cl-KCl-RE (Nd, Ce, Y, La)Cl3/Bi 계

       LiCl-KCl/Bi 계에 LaCl3, YCl3, CeCl3 그리고 NdCl3를 각각 1 wt% 

씩 차례로 첨가하면서 그 때마다 각각의 계에 한 cyclic voltammetry  

polarization curve를 구하 다.

 

(가) LiCl-KCl-LaCl3/Bi 계

         Fig.3.4.31은 LiCl-KCl/Bi 계에 LaCl3를 1 wt%를 가한 후 용융염상

에 한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하여 용융염 내에 존재하는 La을 간

으로 진단한 결과이다. Fig.3.4.29와 마찬가지로 -0.5 V 이하에서 용융염에 

용해된 Bi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융염만 있던 계와 비교해보면 La

의 redox peak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3.4.32은 LiCl-KCl- 

LaCl3/Bi 계에 한 polarization curve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인가 류

를 증가할 때 음극의  값이 기하 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용융염에 용해

되어 있는 Bi의 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인가 류가 감소할 때 음극 

는 선형 으로 감소하는데 이 가 LiCl-KCl-LaCl3/Bi 계의 실제  

(real potential)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인가 류에 한 양극의 변화를 

보면 Fig.3.4.10의 경우처럼 인가 류 증가 시 양극의 도 크게 증가하고 

인가 류 감소 시 양극 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양극 

주 에 다른 성분들에 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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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31. Cyclic voltammogram for LiCl-KCl-LaCl3/B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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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32. Polarization curve for LiCl-KCl-LaCl3/Bi 

system.

(나) LiCl-KCl-LaCl3-YCl3/Bi 계

         Fig.3.4.33은 LiCl-KCl-LaCl3/Bi 계에 YCl3를 1 wt%를 가한 후 용

융염상에 한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하여 용융염 내에 존재하는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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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을 간 으로 진단한 결과이다. Fig.3.4.29와 마찬가지로 -0.5 V 이하에서 

용융염에 용해된 Bi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La  Y의 redox 

peak는 구분이 되지 않고 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3.4.34는 

LiCl-KCl-LaCl3-YCl3/Bi 계에 한 polarization curve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인가 류를 증가할 때 음극 가 기하 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LiCl-KCl3/Bi 계의 경우처럼 용융염에 용해되어 있는 Bi의 향인 것으로 생

각되며 인가 류가 감소할 때 음극 는 선형 으로 감소하는데 이 

가 LiCl-KCl-LaCl3-YCl3/Bi 계의 실제  (real potential)가 된다. 한편, 인

가 류에 한 양극의 변화를 보면 Fig.3.4.32와는 다르게 인가 류 증가  

 감소 방향에 해 동일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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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33. Cyclic voltammogram for LiCl-KCl-LaCl3-

 YCl3/B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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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34. Polarization curve for LiCl-KCl-LaCl3-

   YCl3/Bi system.

(다) LiCl-KCl-LaCl3-YCl3-CeCl3/Bi 계

         Fig.3.4.35은 LiCl-KCl-LaCl3-YCl3/Bi 계에 1 wt% CeCl3를  가한 

후 용융염상에 한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하여 용융염 내에 존재하는 

La, Y  Ce을 간 으로 진단한 결과이다. 이 의 CV 결과와 마찬가지로  

-0.5 V 이하에서 용융염에 용해된 Bi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Fig.3.4.33와 마찬가지로 Ce가 첨가되었지만 La, Y  Ce의 redox peak는 잘 

구별이 되지 않고 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Ce가 첨가됨으로써 

Fig.3.4.33와 달라진 것은 redox peak의 current intensity가 증가한 것이며 

이를 통해 Ce의 향을 간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Fig.3.4.36는 

LiCl-KCl-LaCl3-YCl3-CeCl3/Bi 계에 한 polarization curve이다. Fig.3.4.34

와 마찬가지로 인가 류를 증가할 때 음극의 가 기하 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LiCl-KCl/Bi 계의 경우처럼 용융염에 용해되어 있는 Bi의 향인 것으

로 생각되며 인가 류가 감소할 때 음극 는 선형 으로 감소하는데 이 

가 LiCl-KCl-LaCl3-YCl3-CeCl3/Bi 계의 실제  (real potential)가 된

다. 한편, 인가 류에 한 양극의 변화를 보면 인가 류 증가  감소 

방향에 해 동일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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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35.  Cyclic voltammogram for LiCl-KCl-LaCl3-

YCl3-CeCl3/B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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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36. Polarization curve for LiCl-KCl-LaCl3-

YCl3-CeCl3/B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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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LiCl-KCl-LaCl3-YCl3-CeCl3-NdCl3/Bi 계

         Fig.3.4.37은 LiCl-KCl-LaCl3-YCl3-CeCl3/Bi 계에 1 wt% NdCl3를 

가한 후 용융염상에 한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하여 용융염 내에 존재

하는 La, Y, Ce  Nd을 간 으로 진단한 결과이다. 이  CV 결과와 마

찬가지로 -0.5 V 이하에서 용융염에 용해된 Bi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의 CV 결과와 마찬가지로  -0.5 V 이하에서 용융염에 용해된 Bi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Fig.3.4.35와 마찬가지로 Nd가 첨가되었지

만 La, Y, Ce  Nd의 redox peak는 잘 구별이 되지 않고 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Nd가 첨가됨으로써 Fig.3.4.35와 달라진 것은 redox peak의 

current intensity가 증가한 것이며 이를 통해 Nd의 향을 간 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Fig.3.4.38는 LiCl-KCl-LaCl3-YCl3-CeCl3-NdCl3/Bi 계에 한 

polarization curve이다. Fig.3.4.36처럼 인가 류를 증가할 때 음극 가 기

하 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LiCl-KCl/Bi 계의 경우처럼 용융염에 용해되어 

있는 Bi의 향인 것으로 생각되며 인가 류가 감소할 때 음극 는 선형

으로 감소하는데 이 가 LiCl-KCl-LaCl3-YCl3-CeCl3-NdCl3/Bi 계의 실

제  (real potential)가 된다. 한편, 인가 류에 한 양극의 변화를 보

면 인가 류 증가  감소 방향에 해 동일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3) LiCl-KCl-RECl3-UCl3/Cd 계

(가) CV  Polarization curve

         Fig.3.4.39는 의 LiCl-KCl-RECl3/Bi 계에 1 wt% UCl3를 첨가한 

후 용융염상에 한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하여 용융염상에 존재하는 우

라늄  희토류 속을 간 으로 진단한 결과이다. LiCl-KCl-RECl3/Bi 계

와 마찬가지로 -0.5 V 이하에서 용융염에 용해된 Bi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라늄  희토류 속들에 한 redox peak를 확인하 다. 이  CV 

결과와 마찬가지로 희토류 속들과 우라늄의 환원 의 구별이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고 redox peak들이 첩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Fig.3.4.40은 

LiCl-KCl-RECl3-UCl3/Cd 계에 한 polarization curve이다. 이  단계의 결

과처럼 인가 류를 증가할 때 음극의 가 기하 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LiCl-KCl/Bi 계의 경우처럼 용융염에 용해되어 있는 Bi의 향인 것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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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37.  Cyclic voltammogram for LiCl-KCl-

LaCl3-YCl3-CeCl3-NdCl3/Bi system.

각되어지며 인가 류가 감소할 때 음극 는 선형 으로 감소하는데 이 

가 LiCl-KCl-RECl3-UCl3/Bi 계의 실제  (real potential)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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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38. Polarization curve for LiCl-KCl-LaCl3-

YCl3-CeCl3-NdCl3/B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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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가 류에 한 양극의 변화를 보면 인가 류 증가 시 양극의 

도 크게 증가하고 인가 류 감소 시 양극 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Fig.3.4.10의 LiCl-KCl-RECl3-UCl3/Cd 계의 경우와 

Fig.3.4.32의 LiCl-KCl-LaCl3/Bi 계의 경우와 같이 양극 주 에 다른 성분들

에 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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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39.  Cyclic voltammogram for LiCl-KCl-

 RECl3-UCl3/B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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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40. Polarization curve for LiCl-KCl-RECl3-

UCl3/B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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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4.41과 Fig.3.4.42는 LiCl-KCl/Bi 계에 희토류 속  우라늄 

염화물을 차례로 첨가할 때 각 계에 한 CV  polarization curve를 함께 

도시하여 비교한 그림들이다. Fig.3.4.41의 CV의 결과는 희토류 속  우

라늄 염화물을 차례로 첨가함에 따라 각 속 성분의 redox peak의 첩으

로 인해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intensity의 증가를 통해 용융염상에 각 속

성분들이 존재함을 간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각 속성분이 첨가

됨에 따라 Fig.3.4.42에서처럼 각 계의 음극 의 값들이 변화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환원   값이 작은 속 성분의 향을 받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순서는 액체 Cd 음극 계와 마찬가지로 Y>La>Ce>Nd>U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해석출을 해 50 mA/cm2의 류 도

를 계에 인가하 을 때 음극 극의 는 Table 3.4.4와 같이 구할 수 있었

다.

(나) 우라늄  희토류 속의 해 석출

         LiCl-KCl-RECl3-UCl3/Bi 계에 해 액체 Cd 음극 계와 마찬가지

로 50 mA/cm2의 일정한 류 도로 시간 차법 (chronopotentiometry)

을 수행하여 우라늄  희토류 속을 해 석출시키는 실험을 수행하 다. 

반응 셀의 직경이 4.55 cm이므로 50 mA/cm2의 류 도에 해당되는 인가

류는 813 mA이다. 일정한 류 도에 해 일반 으로 환원   값이 

작은 속이 계에 해 지배 이므로 환원  값이 작은 속부터 환

원된다. 액체 Cd 음극 계와 마찬가지로 CRIEPI (GLOBAL 1999)의 자료에 

따르면 액체 Bi 음극 계에 해  우라늄  희토류 속들의 환원되는 순서

는 U<Nd<Ce<La<Y의 순이라고 상할 수 있다. 각각 1 wt%인 우라늄  

희토류 속에 해 액체 Bi 음극으로 해 석출할 때 걸리는 시간을 

Faraday 법칙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이로부터 우라늄  희토류 속 성

분이 해 석출되는 이론  시간을 각 단계로 구분하여 해석출을 진행하

고 각 단계별로 용융염 상에 해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하여 용융염

상에서 액체 Cd 음극으로 석출되는 우라늄  희토류 속들의 해석출 거

동을 간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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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41.  Comparison of cyclic voltammograms 

for LiCl-KCl-RECl3-UCl3/B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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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42. Comparison of polarization curves for 

LiCl-KCl-RECl3-UCl3/Bi system.

그리고 각 단계에서 용융염과 액체 Cd 음극에서 일정량의 샘 을 채취하여 

화학분석을 통해 직 으로 우라늄  희토류 속의 해석출 거동을 분

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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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onopotentiometry를 통해 50 mA/cm2의 류 도로 계에 인가

하 을 때, 액체 Cd 음극 계와 마찬가지로 환원   값이 가장 작은 

우라늄이 먼  석출되므로 이 단계는 우라늄 해석출 단계가 된다. 

Fig.3.4.43은 우라늄 해석출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해반응 시

간은 Faraday 법칙으로부터 1 wt% UCl3가 환원되는 이론 인 해석출 반

응시간으로 약 19분이 된다. 이 때 Table 3.4.4에 나타낸 것처럼 액체 Cd 음

극의 는 -1.57 V로 액체 Cd 음극 계와 비교해볼 때 약 0.20 V 차이가 

난다.  이것은 Fig.3.4.40의 polarization curve에서 인가 류 813 mA일 때의 

값과 비교해보면 0.13 V의 차이가 간다. Fig.3.4.44는 우라늄 해석출 단계

가 종료된 후 용융염상에 한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한 결과이다. 해

석출을 하기 이 인 Fig.3.4.39와 비교해보면 우라늄  일부 희토류 속의 

redox peak들이 첩되어 있어서 확연하게 해석출 거동을 확인할 수 없지

만 첩된 redox peak의 intensity가 감소하 다는 것을 통해 용융염 내에 

있던 우라늄과 희토류 속의 일부가 액체 Bi 음극 상으로 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3.4.5는 용융염상과 액체 Cd 상에 한 ICP-AES 화학

분석 결과이다. 우라늄의 경우 해석출 이 에는 용융염상에 0.46 wt% 의 

농도 으나 우라늄 해석출 이후 용융염상의 농도는 0.06 wt%로 분석되었

다. U의 약 87 %가 용융염 상에서 회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액체 Cd 음극 계와 마찬가지로 Bi 속상의 분석 결과를 보면 우라늄의 양

이 100 ppm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Bi 속 상에 한 여러 속에 한 

ICP-AES 분석의 한계로 생각되며 보다 더 세심한 분석이 요구된다. 우라늄 

외 다른 희토류 속의 경우를 보더라도 해석출 이 의 용융염상의 양과 

해석출 이후의 용융염상과 Bi 속상의 양을 비교해보면 물질수지에서 차

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액체 Cd 음극 계와 같이 용융염상의 속성분 

분석에 한 신뢰성이 좋으므로 용융염상의 속성분 분석결과를 기 으로 

하되 Bi 속상의 속성분 분석결과는 해석출의 경향에 한 참고로 사

용하고자 한다. 이번 해석출 결과, 우라늄뿐만 아니라 Nd과 Ce  La 등

의 일부의 양이 U과 함께 액체 Bi 음극으로 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편, 용융염에 용해되어 있던 Bi은 123 ppm 정도로 용융염상에 계속 남

아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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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43. Chronopotentiogram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U in LiCl-KCl-RECl3-UCl3/Bi 

system.

         Fig.3.4.45은 우라늄 해석출 단계에 이어서 Nd의 해석출을 진

행한 결과이다. 우라늄 다음으로 환원   값이 작은 희토류 속은 

Nd이므로 이 단계는 Nd 해석출 단계이며 반응시간은 이론 으로 약 26 

분이다. U 해석출 단계와 마찬가지로 50 mA/cm
2의 인가 류 도에 해 

음극  양극 는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며 Table 3.4.4에서처럼 음극 

는 -1.58 V이며 액체 Cd 음극 계의  값과 비교하면 음극 으로 약 

0.14 V 낮으며 polarization curve로부터 구한 음극  값과 비교하면 음극

으로 약 0.12 V 높게 나왔다. Fig.3.4.46는 Nd 해석출 단계가 종료된 후 

용융염상에 한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한 결과이다. 우라늄 해석출 

단계의 CV와 비교해보면 이  단계의 결과와 같이 희토류 속의 redox 

peak의 첩으로 인해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intensity의 감소를 통해 희토

류 속들이 액체 Bi 음극 상으로 착되었음을 간 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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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44. Cyclic voltammogram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U in LiCl-KCl-RECl3-UCl3/Bi 

system. 

그리고 Table 3.4.5의 ICP-AES의 분석에 의하면 U의 착이 더 진행되어 

약 96 % 회수되었으며 Nd, Ce, La  Y 등은 일부분만이 착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Nd 해석출 단계이므로 Nd의 상당부분이 액체 Bi 음극상

으로 석출되리라 상 지만 Nd의 해석출 효율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편, 용융염에 용해되어 있는 Bi의 경우 CV에서는 분별하기 어렵고 

ICP-AES 분석결과를 통해 100 ppm 미만의 낮은 농도로 용융염에 남아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19 -

Time (s)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Po
te

nt
ia

l (
V

 v
s. 

A
g/

Li
C

l-K
C

l-0
.1

w
t%

 A
gC

l)

-2

-1

0

1

2

3

4

Cathode Voltage (V)
Anode Voltage (V)
Cell Volatage (V)

Fig.3.4.45. Chronopotentiogram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Nd in LiCl-KCl-RECl3-UCl3/B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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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46. Cyclic voltammogram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Nd in LiCl-KCl-RECl3-UCl3/Bi 

system. 

         Nd 해석출 단계에 이어 Nd 보다 환원   값이 큰 Ce의 

해석출 단계를 수행하 다. 해석출 반응시간은 1 wt% CeCl3에 해 이

론 으로 약 26분이 되었다. Fig.3.4.47은 Ce 해석출에 한 결과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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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단계처럼 동일한 50 mA/cm2의 인가 류 도에 해 음극  양극의 

는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며 Table 3.4.4에서처럼 음극 는 -1.63 V

이다. 액체 Cd 음극 계의  값과 비교하면 음극 으로 약 0.21 V 낮으며 

polarization curve로부터 구한 음극  값과 비교하면 음극 으로 약 0.14 

V 높게 나왔다.  Fig.3.4.48는 Ce 해석출 종료 이후 용융염상에 한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한 결과이다. 이  단계인 Nd 해석출 단계의 

CV와 비교해보면 redox peak는 거의 비슷하며 단지 intensity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희토류 속들이 일정하게 꾸 히 액체 Bi 음극

상으로 착되고 있음을 간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Table 3.4.5의 

ICP-AES의 분석 결과로부터 Nd, Ce, La  Y의 일정량이 착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해석출 이  단계의 기 용융염상의 농도와 비교해 보면 

Nd, Ce  La은 각각 약 44 %, 42 %  35% 해 석출되었으며 Y은 약 

17 % 해 석출되었다. Nd 해석출 단계와 마찬가지로 Ce의 상당부분이 

액체 Bi 음극 상으로 석출되리라 상했지만 Ce의 해석출 효율이 떨어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용융염에 용해되어 있는 Bi의 경우 ICP-AES 분

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Nd 해석출 단계처럼 100 ppm 미만의 낮은 

농도로 용융염에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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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47. Chronopotentiogram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Ce in LiCl-KCl-RECl3-UCl3/B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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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48. Cyclic voltammogram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Ce in LiCl-KCl-RECl3-UCl3/Bi 

system.

         Ce 해석출 단계에 이어 액체 Bi 음극상에서 Ce 보다 환원  

 값이 큰 La의 해석출 단계를 수행하 다. 해석출 반응시간은 1 

wt% LaCl3에 해 이론 으로 약 33분이 되었다. Fig.3.4.49는 La 해석출

에 한 결과이다. 이 의 단계들처럼 동일한 50 mA/cm2의 인가 류 도

에 해 음극  양극의 는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며 Table 3.4.4에서

처럼 음극 는 -1.62 V이다. 액체 Cd 음극 계의  값과 비교하면 음극

으로 약 0.16 V 낮으며 polarization curve로부터 구한 음극  값과 비

교하면 음극 으로 약 0.09 V 높게 나왔다.  Fig.3.4.50은 La 해석출 종료 

이후 용융염상에 한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한 결과이다. 이  단계인 

Ce 해석출 단계의 CV와 비교해보면 첩된 redox peak의 intensity가 감

소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희토류 속들이 일정하게 꾸 히 

액체 Bi 음극상으로 착되고 있음을 간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 

Table 3.4.5의 ICP-AES의 분석 결과로부터 Nd, Ce, La  Y의 일정량이 계

속 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석출 이  단계의 기 용융염상

의 농도와 비교해 보면 Nd은 약 67 %, Ce은 약 64 %, La은 약 63 % 그리

고 Y은 36 % 해 석출되었다. 이 의 해석출 단계들과 마찬가지로 L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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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부분이 액체 Bi 음극상으로 석출되리라 상 지만 La의 해석출 효율

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용융염상에는 용해된 Cd는 이  단계

에서 거의 액체 Cd 음극상으로 착되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거의 확인

할 수 없었다. 한편, 용융염에 용해되어 있는 Bi의 경우 ICP-AES 분석결과

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단계와 마찬가지로 100 ppm 미만의 낮은 농도로 

용융염에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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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49. Chronopotentiogram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La in LiCl-KCl-RECl3-UCl3/Bi 

system.

         La 해석출 단계에 이어 액체 Bi 음극상에서  환원   값

이 가장 큰 Y의 해석출 단계를 수행하 다. 해석출 반응시간은 1 wt% 

YCl3에 해 이론 으로 약 27분이 되었다. Fig.3.4.51은 Y 해석출에 한 

결과이다. 이 의 단계들처럼 동일한 50 mA/cm2의 인가 류 도에 해 

음극  양극의 는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며 Table 3.4.4에서처럼 음

극 는 -1.65 V이다. 액체 Cd 음극 계의 값과 비교하면 음극 으로 

약 0.21 V 낮으며 polarization curve로부터 구한 음극  값과 비교하면 

음극 으로 약 0.11 V 높게 나왔다. Y의 해석출에 한 LCC와 LBC의 

차 데이터를 Fig.3.4.52의 CRIEPI의 데이터와 비교하면 계의 조건은 다르

지만 같은 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3.4.53는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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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50. Cyclic voltammogram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La in LiCl-KCl-RECl3-UCl3/Bi 

system.

 

해석출 종료 이후 용융염상에 한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한 결과이

다.  스캔 범 를 -2.5 V까지 한 결과로 Li
+/Li redox peak를 제외하여 

이  단계인 La 해석출 단계의 CV와 비교해보면 intensity가 많이 감소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희토류 속들의 해석출이 계속 진행되

고 있음을 간 으로 확인하 다. Table 3.4.5의 ICP-AES의 분석 결과를 

통해 해석출 이  단계의 기 용융염상의 농도와 비교하여 Nd은 약 78 

%, Ce은 약 78 %, La은 약 72 % 그리고 Y은 50 % 해 석출되었다. 이  

해석출 단계들과 마찬가지로 Y의 상당부분이 액체 Bi 음극상으로 석출되

리라 상 지만 Y의 해석출 효율이 히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라늄의 해석출를 제외하고 희토류 속의 해석출 효율이 체

으로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융염 내에 남아 있는 희토류 속을 액

체 Bi 속상으로 착시키기 해 동일한 50 mA/cm2의 인가 류 도를 

계에 인가하여 해석출 반응을 1시간 더 진행시켰다. Fig.3.4.54은 그 결과

이며 계의 음극 는 Table 3.4.4에서처럼 -1.71 V이다. 체 으로 우라늄 

 희토류 속들에 한 각 단계별 해석출이 진행되면서 음극  양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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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 씩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환원   값이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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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51. Chronopotentiogram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Y in LiCl-KCl-RECl3-UCl3/Bi 

system.

Fig.3.4.52 Comparison of reduction potential of 

actinides and lantanides in LiCl-KCl eutectic 

salt (CRIEPI, GLOB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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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53. Cyclic voltammogram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Y in LiCl-KCl-RECl3-UCl3/Bi 

system.

속이 계를 지배하고 있다가 액체 Bi 음극상으로 석출되면서 환원 가 

높은 속이 계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Fig.3.4.55는 이번 해석출 종료 이후 

용융염상에 해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한 결과이다. 이  단계인 Y 

해석출 단계의 CV와 비교해보면 희토류 속의 redox peak는 거의 나타나

지 않고 Li
+
/Li redox peak 만 찰되었다. 이로부터 희토류 속들의 부

분이 해 석출되었음을 간 으로 확인하 다. Table 3.4.5의 ICP-AES의 

분석 결과에서도 Nd, Ce, La  Y의 많은 양이 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해석출 이  단계의 기 용융염상의 농도와 비교해 보면 Nd은 약 

96 %, Ce은 약 93 %, La은 약 89 % 그리고 Y은 86 % 해석출 되었다. 

이  단계까지에서는 희토류 속들의 해석출 속도가 좀 느린 반면 이번 

해석출 단계에서는 희토류 속들의 해석출 속도가 많이 향상되었음을 

분석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음극 의 값이 일정수  이상 되

어야 희토류 속들의 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상할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서는 음극 가 -1.7 V 이상일 때 해석출이 원활하게 진행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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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54. Chronopotentiogram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REs in LiCl-KCl-RECl3-UCl3/B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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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4.4. Comparison of the electrodeposition potential of U & RE

   into liquid bismuth cathode at 50 mA/cm2.

Sequential 
deposition

LCC LBC

Cathode* (V) Cathode* (V) Cathode** (V)

U deposition -1.77 -1.57 -1.49

Nd deposition -1.72 -1.58 -1.46

Ce deposition -1.74 -1.63 -1.49

La deposition -1.78 -1.62 -1.53

Y deposition -1.86 -1.65 -1.54

Continuous 
deposition

-1.92 -1.71 -1.81

* Data from the experimental sequential electrodepositions

** Data from the polarization curve of LiCl-KCl-RECl3-UCl3/Bi 

system 



- 328 -

                 Table.3.4.5. ICP-AES analysis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U & REs onto liquid

                 bismuth cathode.                                              Unit : wt% (* : μg/g)

Before 
Deposition

U Deposition Nd Deposition Ce Deposition La Deposition Y Deposition
Continuous 
Deposition

In salt In salt In Cd In salt In Cd In salt In Cd In salt In Cd In salt In Cd In salt In Cd

U 0.46 0.06 <100* 0.0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Nd 0.45 0.40 0.02 0.34 0.05 0.25 0.08 0.15 0.13 0.10 0.13 0.02 0.12

Ce 0.45 0.40 0.03 0.35 0.05 0.26 0.09 0.16 0.13 0.10 0.14 0.03 0.13

La 0.43 0.41 0.02 0.36 0.04 0.28 0.08 0.16 0.12 0.12 0.14 0.03 0.14

Y 0.36 0.36 <100* 0.34 <100* 0.30 <100* 0.23 0.02 0.18 0.03 0.05 0.03

Cd <100* 491* 98.3 69* 94.9 148* 93.7 31* 91.1 25* 94.3 59*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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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체음극 특성조사 

1. 서 론 

   Pyroprocessing 공정에서는 Table 3.5.1에서처럼 actinide 원소와 희토류 

원소들의 차를 이용하여 actinide 원소를 해 분리한다. 이를 해 보통 

solid cathode를 이용하여 우라늄을 제거하고, 잔존 우라늄과 TRU 원소들은 

액체 Cd 음극에 착시키는 방법이 리 이용된다[1-3]. Pu을 포함한 TRU 

원소들의 액체 Cd에서의 activity coefficient 값이 매우 작아 다른 원소들에 

비해 상 으로 안정되며 따라서 분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그러나 액체 Cd 음극은 아직 완 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단 이 있다. 

- Cd의 증기압이 높아 해조 상부로 증발되어 여러 부 에 고착되어 

기  단락 등을 야기하며, Am이 함께 증발되기도 한다.

- 조업이 끝난 후 Cd 내부에 포함된 TRU를 분리하기 한 작업이 필

요하며, product와 분리할 때 Cd 증류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 때 많은 에 지가 소모된다.

-  고체 극에 비하여 분리 계수가 낮다.

-  Table 3.5.2에 나타난 것처럼 일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표면에 

dendrite가 형성되어 조업이 어렵게 된다[5].

   Cd 액체음극의 이런 단 을 극복하기 한 방법들이 연구되어야 하며,  

Cd 음극을 체할 새로운 방식의 음극이 개발되면 기존의 액체음극에 한 

체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체음극이라 부르며, 기존의 

고체음극을 변형하여 액체음극의 역할을 체하려는 것이다. 고체음극을 사

용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고체음극을 사용하면 Fig. 3.5.1에서처럼 liquid Bi 혹은 Cd 같은 액

체음극을 사용할 때보다 An/Ln 사이의 reduction potential 차이가 

크다. 따라서 분리계수가 커진다.

- 액체음극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여 electrorefiner가 compact 해진다.

- 고체음극에 U 만을 착할 때와는 달리 액체음극을 신하여 

actinide 모두와 소량의 희토류 원소들이 착될 때는 dendrite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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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착물이 형성되지 않으며(amorphous), 착물이 극에서 탈착

된다.

   따라서 액체음극을 신할 고체음극에 착물의 이탈을 막고 잘 포집하

기 해서는 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고체형 음극이 Cd 체음극의 역할

을 할 수 있게 된다. Gay 등은 이 게 이탈하는 착물을 회수하기 해 고

체음극 에 catching crucible (dish)를 설치하 다[6]. 

   본 연구에서는 고체음극 mandrel 주 를 perforated container로 둘러싸

서 음극에서 이탈된 착물을 crucible 내부에 가두어 놓는 방법

(Container-Aided solid Cathode)을 제안하 다. Fig. 3.5.2에는 고체음극, 

catching dish  체음극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a)에서 볼 수 있듯이 고

체음극만을 사용하면 착물이 쉽게 이탈하여 용융염 내부로 분산되거나 

해조 바닥으로 가라앉게 된다. (b)에서처럼 catching crucible을 이용하면 이

탈된 착물을 받을 수 있지만 용융염의 격렬한 교반 등이 있으면 작은 조

각들이 빠져 나와 용융염 상으로 분산된다. 따라서 완벽한 방법이 될 수 없

다. (c)의 경우처럼 다공성 용기로 고체음극을 둘러싼 구조에서는 착물을 

거의 완벽하게 모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조의 단 은 세라믹 구조물로 인

해 이온의 통과가 자유롭지 못해서 기  항이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더 

높은 압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체음극을 제작하고 착실험 등을 통하여 체음극의 

특성을 조사하 다.  체음극을 이용하여  TRU 원소들의 미량까지 제거

가 가능한지를 우라늄을 표원소로 사용하여 실험 으로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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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1. Standard free energies of formation of fission products, 

actinide elements, and electrolyte chlorides at 500 ℃

    

Compound
ΔG

(kJ/mol-Cl)
Compound

ΔG

(kJ/mol-Cl)

KCl -363.76 DyCl3 -265.92

RbCl -361.76 CmCl3 -264.99

SrCl2 -353.75 TmCl3 -263.15

SmCl2 -345.91 PuCl3 -261.41

LiCl -345.27 MgCl3 -258.33

YbCl2 -343.71 YbCl3 -257.77

NaCl2 -339.58 EuCl3 -245.39

CaCl2 -337.82 NpCl3 -242.91

LaCl2 -293.62 UCl3 -232.35

PrCl2 -288.89 UCl4 -198.75

CeCl3 -287.37 ZrCl4 -195.28

NdCl3 -281.45 ZrCl2 -194.18

SmCl3 -278.10 NpCl4 -189.76

GdCl3 -273.02 UCl5 -159.21

YCl3 -272.50 CdCl2 -136.30

HoCl3 -269.06 FeCl2 -124.36

ErCl3 -269.02 NiCl2 -94.25

AmCl3 -266.38 AgCl -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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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2 Typical results of U electrodeposition to liquid cadmium 

cathode [5].

Conditions of electro-transport

Current-potential Stirring
Result of dendrite 

formation 

Cathode

curret

density

(A/cm2)

Cell

voltage

(V)

Rotation

speed

(rpm)

Reynolds

number

Current U in Cd

passed before

before dendrite

dendrite formation

formation (wt%)

(Ah)

0.20 ～0.98 200 2.3 × 104 >28 >6.4

0.20 ～0.95 100 1.1 × 104 34 7.7

0.20 ～1.0 50 5.7 × 103 20 4.7

0.25 ～1.2 200 2.3 × 104 28 6.4

0.25 ～1.2 100 1.1 × 104 21 4.9

0.25 1.0-1.3 50 5.7 × 103 19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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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1. Comparison of potential difference on the solid, Cd, and 

Bi cathode.

Fig. 3.5.2. Schematic illustration of bare solid cathode(a), solid cathode 

with catching dish(b), and solid cathode surrounded with contain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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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가. 실험 장치 

    체음극 실험장치는 용융염과 극들이 들어 있는 해조를 이용한

다. 해조는 산소  수분 농도가 극히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산소  수

분을 제거할 수 있는 molecular sieve/ copper metal 충진탑과 이들 성분의 

측정 설비가 갖추어진  glovebox 내에 설치하 다. 로 박스에는 해조가 

들어갈 수 있는 chamber, chamber 외부에서 온도를 올려주는 기로와 온

도 제어장치 등의 설비가 포함된다. 해조는 chamber 내에 이  crucible을 

넣고 사용하 으며, 외부에 철제 crucible, 내부에 alumina 재질의 crucible을 

설치하고, 내부 crucible에 용융염을 넣고 실험하 다. 해조 내부에는 다음

과 같이 thermocouple, impeller,  양극, 음극  참고 극 등을 설치하 다

(Fig 3.5.3). 해조 상부 cap에는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hole을 설치하 고, 

냉각을 한 냉각수 line을 설치하 다. 해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으며, 

체음극의 구성은 Fig. 3.5.4와 같다.

   ● 해조의 구성

    -  Anode: 2 mm diameter Mo

    -  Ref. electrode: Mo 극 

    -  Cathode: 고체 극 + perforated container

    - Thermocouple: K-type, alumina sheath 

  ● 체음극의 구성 

     - 고체 극 + ceramic container

     - container 사양:

        직경: 약 16 mm, 두께: 약 3 mm, 높이: 75 mm

        재질: codierlite (Mg2Al4Si5O18 )

     - 고체 극: Mo rod (직경 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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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 Experimental set-up for the electrolysis experiments.

Fig. 3.5.4. Photograph of (a) molybdenum cathode and (b) ceramic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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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방법  순서

    실험에 사용된 용융염은 LiCl-KCl이며, 59 % LiCl-41 % KCl의 비율

인 eutectic salt로 미리 제조된  제품 (Alfa 社)을 사용하 다. 두 solute 모

두 순도 99.9 %의 Aldrich에서 제조한 시약을 사용하 다. 실험온도는 500 

℃이었으며, 실험조건은 Table 3.5.3에 나타내었다. 체음극의 특성을 조사

하기 한 실험순서는 다음과 같다. 

- 용융염과 solute를 칭량하여 alumina crucible (내경 56, 두께 3, 높

이 100 mm)에 넣고 실험  crucible이 손 되었을 때를 비하

여 alumina crucible을 다시 스테인 스 스틸 (내경 65, 높이 80 

mm) crucible 에 넣는다. 용융염은 약 150 ℃에서 10시간 이상 알

곤 가스를 흘리면서 충분히 건조한 후, 온도를 천천히 올려서 salt

를 용해한다. 용융염 의 solute가 용융염에 잘 용해될 수 있도록 

stainless steel 교반기를 이용하여 60 rpm의 속도로 교반하면서 

500 ℃에서 10시간 이상 유지한다. 이 때 해조 상부 cap과 해

조 chamber의 외벽에 설치된 coil 속으로 냉각수를 계속 으로 흘

려보내서 glove box 내부의 온도 상승과 변형을 막는다.

- 체음극을 용융염이 충분히 용해되면 실험용 극 set를 내려서 

porous crucible로 용융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실험 시작  1 시

간 이상 담가 둔다.

- 착 실험 과 후의 용융염  solute 농도를 측정하기 해서 실

험 후 용융염 시료를 채취한다. 채취된 용융염 시료는 1N 질산

에 녹여서 ICP 로 분석한다. 

- 압- 류의 계를 측정하기 하여 정 류 값을 인가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 압이 일정해지면 그 때의 anode  cathode의 압

을 읽는다. 류 값을 변화시키면서 압을 측정하여 압- 류 

계를 측정한다. 이 후 모든 실험을 시작하기  항상 류- 압

계를 측정하여 정상 인 값이 얻어지는지를 확인한다.

- 착실험은 potentiostat/galvanostat 기기를 이용하여  정 류 조건

에서 수행하며, 일정 시간 간격으로 시료채취용 막 를 용융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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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으로 담가서 시료를 채취한다.

- 얻어진 시료는 실험이 끝난 후 1N 질산 용액에 녹여 ICP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solute의 농도를 측정한다.

Table 3.5.3. Experimental conditions for the electrodeposition of uranium 

onto the CASC.

Molten Salt 59 mol% LiCl-41 mol% KCl

Temperature 773 K

Anode Glassy carbon(D 6mm)

Cathode Molybdenum (D 3mm) + ceramic container

Solutes       Ce (REs), U (Actin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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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는  해 류- 압 계 측정, 착 실험 등을 통하여 

체음극의 특성을 조사하 으며, 한 체음극을 이용한 용융염 의 actinide 

회수 후 TRU 미량원소 제거 (draw down)가 가능한지를 조사하 다.

가. 장치의 개선 

   본격 인 연구가 시작되기 에 지난 단계에서 사용하던 실험장치에서 

구조 인 문제  혹은 노후화된 부분을 개조 혹은 수리하 다. 기체의 정화

를 해 필요한 송풍기와 산소  수분 제거 매를 교체하 으며, 산소측정 

센서도 교체하 다.  교반의 향으로 측정된 압 값의 흔들림이 

stainless steel impeller에서 ceramic impeller로 교체하면서 Fig. 3.5.5와과 같

이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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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5. Profiles of cathode pot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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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urrent-potential 계 측정  착실험

   압- 류 변화 곡선은 해조의 특성  조업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한 매우 요한 수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CASC를 음극으로 채용하여 

압- 류 곡선을 측정하고, 세라믹 용기가 없을 때와 차이를 비교하 다. 다

공성 세라믹 용기가 양극과 음극 사이에 존재하면 이온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로 인한 항으로 과 압이 커질 것으로 상할 수 있다. 과 압이 

지나치게 커지면 조업이 원활하지 못하여 안정 인 착이 어려울 수 있다. 

세라믹 용기가 달려있지 않은 경우의 류- 압 계를 측정할 때는 직경 3 

mm의 molybdenum 막 가 음극으로 이용되었고, 용기가 달린 경우 (CASC)

에는 3 mm의 molybdenum 막 에 구멍 뚫린 세라믹 용기를 부착하 다. 두 

경우 모두 양극으로는 직경 6 mm의 glassy carbon 막 를 이용하 다.  10

0～500 mA의 범 에서 정 류를 인가하여 각각의 류 값에 따른 압 값

을 측정하 다. 압 값은  Fig. 3.5.6에서 처럼 값이 시간 변화에 따라 일정

해지는 지 에서 측정하 다.  

   Fig. 3.5.7은 세라믹 container가 없을 때의 cathode  anode의 류- 

압 계를 측정한 결과이며, cathode의 압은 -1 ～-3 V의 범  내에 있

으며, anode의 압은 -1～-2 V의 범 에서 변화하 다.  Fig. 3.5.8은 

container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cathode 압을 비교한 것이다. Container

의 항에 의해 overpotential이 커져서 음의 값이 더 커졌다. 이때의 기울기

의 역수가 항에 해당하며, container가 있으면 항 값이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ctinide 회수 공정에 체음극을 도입할 때 overpotential이 더 

커짐으로써 어떤 향을 미치는지 착 실험 등을 통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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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6. Potentials of a) cathode potential , b) anode potential, and c) 

cell potential at 300 mA [anode: glassy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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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7. Plot of current-potential for the LICl-KCl-UCl3 system [left: 
cathode, right: anode, UCl3 conc.: 3 wt%, glassy carbon 
anode].



- 341 -

     

Potential [V]
-3 -2 -1 0 1

C
ur

re
nt

 [m
A

]

0

100

200

300

400

500

600

w container
w/o container

Fig. 3.5.8. Plot of cathode current-potential for the LICl-KCl-UCl3 
system [UCl3 conc.: 3 wt%, anode: glassy carbon].

   체음극을 평가하기 해 우라늄을 actinide를 표하는 용질로 그리

고 Ce을 희토류 원소의 표 원소로 선정하고 착 실험을 수행하 다. 용융

염  UCl3 기 농도를 3 wt%로 하여 약 5시간 동안 착실험을 수행하

으며, glassy carbon 재료의 직경 6 mm anode를 사용하 고, 200 mA의 

류를 인가하 다. Fig. 3.5.9에 cathode  anode의 압 변화를 나타내었으

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node  cathode 압이 매우 안정 으로 유지되

어 조업이 성공 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다른 특별한 문제 도 

찰되지 않았다. 용융염의 색상은 기에 진한 자주색에서 우라늄이 체음

극으로 착되어 용융염 에서 없어짐에 따라 백색으로 바 었다. 착실험

은 용융염  우라늄 농도가 매우 낮아져서 압이 CeCl3의 분해 압으로 

바 었을 때 단하 다. 착실험이 끝난 후의 UCl3 농도는 약 400 ppm이

었다. 따라서 overpotential이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체음극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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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nide 원소의 착에 문제가 없다고 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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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9. Potentials of anode and cathode during electro-deposition of 
uranium [anode: glassy carbon, UCl3 conc.: 3 wt %, current: 
200 mA].

다. Anode의 재료  표면 의 향 

   Pyroprocessing 공정에서는 보통 dual cathode system을 사용하며, 먼

 고체음극을 이용하여 우라늄을 제거한 후 용융염 에 녹아 있는 

actinide 원소들은 액체음극으로 회수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 인 체음극

은 actinide 원소를 회수하는 액체음극을 신하려는 목 이며, 이 actinide 

회수 단계는 electrowinning 공정에 해당되어 비 소모성 anode를 채택하

다. 따라서  cathode에서는 TRU와 rare earth 원소들의 (surrogate U, Ce) 

염화물이 속으로 환원되는 반응이 일어나고, anode에서는 염소기체가 발생

하는 반응이 다음과 같이 일어난다. 

○ Cathode reaction: 

U
3+ + 3 e- ⇌ U  

  Ce3+ + 3 e-  ⇌ Ce  

○ Anode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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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l- ⇌ Cl2 + 2e
-   

   Anode에서는 염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일어나며, 이에 따라 재료

의 부식문제, 압의 불안정성 문제 등이 따르게 된다. 체음극을 이용한 

electrowinning 공정을 성공 으로 개발하기 하서는 한 anode의 선정

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재질의 anode를 비교하고, 표면  크기가 

압에 미치는 향 등을 조사하 다.

   Anode의 표면 이 anode의 압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해 

molybdenum 재질의 anode를 표면 을 달리하여 anode 압을 측정하 다

(Fig. 3.5.10). Fig. 3.5.11에서처럼 anode의 표면 이 커지면 anode 압이 낮

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표면 이 어들면 같은 류 값 유지를 해 단

 면 당 더 많은 자 흐름이 있어야 하고 이를 해 더 높은 압 필요

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anode 압을 낮추기 해 무조건 표면 을 크게 할 수는 없으

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극 실험  Fig. 3.5.12에서처럼 특별한 이

유 없이 anode의 압이 상승하여 그 값이 계속 유지되는 특이 상 측되

었다. 이 상은 anode effect로 추정되며, anode effect는 anode의 표면에 흡

착된 필름이 형성되거나, Cl2 기포가  많이 존재하여 가려지지 않은 부분에

서만 electrode reaction이 일어나므로 동일한 류가 흐르려면 더 높은 압

이 걸려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표면 을 키우기 

해 Fig. 3.5.10에서처럼 anode의 구조가 다소 복잡해져서 발생한 염소 기체

가 쉽게 빠져 나가지 못하므로 Fig. 3.5.12의 압 상승 상이 발생한 것으

로 추정된다.

      

Fig. 3.5.10. Photograph of molybdenum anode for large surface area 

(diameter: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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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1. Effect of electrode surface area on anode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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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2. Anode potential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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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anode 재료의 향을 조사하기 해 다음과 같이 

molybenum, glassy carbon, graphite  산화물 (oxide) anode를 비교하 다. 

-비교 상 재료들 

     glassy carbon/ graphite/metal/ oxide anodes

   이들 에서 oxide anode는 고온에서 도성을 갖는 IrO2, Ta3O11, 

RuO2 등의 산화물이 이용되었으며, 고가의 재료이므로 titanium에 산화물을 

코 하여 사용하 다. 코  방법은 속화합물 용액에 substrate를 담군 뒤 

꺼내어 소결하는 과정을 수회 되풀이하여 코  층의 두께가 수백 마이크로

미터가 되도록 하 다. 티타뮴 기지 (substrate)의 모양은 ribbon mesh 

(madras) type과 rod type의 두 가지가 이용되었다 (Fig. 3.5.13). 코  층의 

물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rO2 

    - Ta3O11 (장시간 사용 가능)

    - RuO2 ( 극 활성 좋음, 사용시간 짧음)

    - Mixed oxide

   Ribbon mesh type의 양극을 채용하여 착실험을 수행하 으며, 양극

의 압이 격히 낮아서 부식측면에서 유리하리라고 기 되었다. 그러나  

해 실험을 시작한 이 후 약 2시간 후에는  Fig. 3.5.14에서처럼 압이 

격히 상승하여 더 이상 착실험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 때 극을 꺼내서 

확인해본 결과 Fig. 3.5.15처럼 극 표면이 거칠어져 있었다. 이는 극의 

코  층이 wear-out 상에 의해서 소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Rod type의 양극을 이용하여 착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Fig.3.5.16에서 

처럼 극특성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었으나, 결국 수 시간 이내에 압이 

격하게 상승하 다. 이 때 극의 모양은 Fig. 3.5.17에서처럼 얇게 닳아 

있었다. 이는 코  층 괴 후에 substrate로 사용된 Ti rod 역시 계속 소모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RuO2/Ti,  Ta2O5/Ti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

하 으며,  8회 코 하여 제작한 극에서도 내구성이 약간 늘어나는 정도에 

그쳤다. 따라서 산화물 극의 고온의 용융염 환경에서는 비소모성 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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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a)

(b)
    

Fig. 3.5.13. Photograph of oxide anodes 

[ribbon mesh type(a) and rod typ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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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14. Potential profile of ribbon mesh type oxide a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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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5. Photograph of ribbon mesh type anode after electr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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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6. Potentials of anode and cathode

[anode: IrO2/Ti rod, cathode: Mo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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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7. Wear out of oxide anode during electrolysis

[anode: IrO2/Ti rod, cathode: Mo rod]. 

  

    화학 으로 매우 안정하다고 알려진  molybdenum (metal anode)은 

장시간 착실험 수행결과 용융염으로 용해되어 얇게 변해 있었다. 따라서 

electrowinning 공정의 anode로 도입하기에 합하지 않았다. Graphite  

glassy carbon의 경우 압은 비교  높게 나타났으나 장시간 착실험 후

에도 부식 상이 찰되지 않았다.  Fig. 3.5.18에 glassy carbon, graphite, 

metal  oxide anode 들의 current 에 따른 압을 나타내었다. Glassy 

carbon의 경우 가장 높고, graphite와 molybdenum anode의 경우 이보다 약

간 낮았다. 의 네 종류의 anode들의 electrowinning 공정에서 실제 anode

로서 잘 용되는지 조사하기 하여 착실험을 수행하는 동안에 찰된 

결과를 Table 3.5.4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glassy carbon이 비소모

성 음극으로 가장 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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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4. Behavior of anode materials during electrolysis experiment 

Anode material Experimental results Remarks

metal 

(molybdenum):  

wear-out due to Cl2 

evolution reaction

oxide anode:

  

 low potential but 

wear-out

graphite
high potential but 

stable
glassy carbon:

 

  high potential but 

stable
most 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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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8. Anode potentials of various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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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융염  잔류 actinide 제거 연구

   체음극에 의해 TRU를 회수하고 난 뒤 용융염 에 잔류하는 

actinide 성분들을 추가로 제거하는 공정을 통상 draw down 공정이라고 불

리며, 고체음극과 Li 합 의 양극이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CASC를 이용

하여 actinide 제거하려는 연구를 수행하 다. Anode는 glassy carbon을 이

용하 고, 500 ℃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용질은 actinide를 신하여 우라

늄을 그리고 Ce을 희토류 원소들을 표원소로 사용하 다. 용질들의 기 

농도는 Table 3.5.5에서 보는 것처럼 네 가지로 정하 다. 즉 Run #1에서는 

우라늄만을 사용하 고, Run #2에서는 우라늄의 농도가 높고 Ce의 농도가 

낮도록 조 하 다. Run #3에서는 draw down의 기조건인 우라늄과 세륨

의 비를 약 1 : 100 정도로 시작하 고, Run #4에서는 TRU 회수공정의 

기 농도인 1 : 2 정도로 맞추었다 (Table 3.5.5). 

   Fig. 3.5.19～22는 electrolysis 과정의 cathode와 anode의 potential 들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Run #1에서는 세륨이 없이 우라늄만 존재하며, 

류 도가 약 55 mA/cm
2이었다. 이 실험에서는 우라늄이 이론 으로 모두 

없어질 때의 시 에서 약 30분 정도 추가로 electrolysis를 계속하 으며, 

기 농도가 2.0 wt %에서 400 ppm까지 감소하 다.

   Run #2에서는 우라늄의 농도가 Ce보다 높을 때이며, 류 도가 약 

70 mA/cm
2
이었다. 이 실험에서는 이론 으로 우라늄이 모두 제거된 뒤에도 

수 시간 이상 유지하 다. 우라늄의 최종 농도는 약 30 ppm으로 아주 은 

농도까지 제거가 가능하 다. Run #3, 4에서도 우라늄이 모두 제거된 뒤 여

러 시간 계속 류를 흘려주었으며, 부분의 우라늄이 착, 제거된 뒤에는 

Ce이 착된다. 두 경우 모두 우라늄의 농도는 10～20 ppm 정도이었다 

(Fig. 3.5.24). 따라서 CASC를 draw down 공정에 도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후 계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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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5.5. Initial conditions of salt clean-up experiments

Initial solute conc. Remarks

1   U : 2.0 wt%     U only

2
  U : 1.67 wt%

  Ce : 0.67

3
  U : 500 ppm

  Ce : 4.67 wt%
  An : Ln = 1: 100

4
  U : 0.8 wt%

  Ce : 2
  An : Ln = 1: 2

cathode

anode

Fig. 3.5.19. Potential profiles of the anode and cathode during           

            electrolysis (run #1).



- 352 -

      

Fig. 3.5.20. Potential profiles of the anode and cathode during           

            electrolysis (run #2 ).

     

Fig. 3.5.21. Potential profiles of the anode and cathode during 

electrolysis (ru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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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22. Potential profiles of the anode and cathode during 

electrolysis (ru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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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3. Concentration profiles of the uranium and cerium

during electr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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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체음극에서 원소별 회수율의 열역학  계산

  우라늄을 actinide족의 표원소로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으므로, 용

융염 에 잔존하는 최종 우라늄 농도 값을 이용하여 TRU 농도 값을 추정

해보기 하여 고체음극에 한 원소별 회수율을 열역학 으로 계산하 다. 

고려된 원소들은 우라늄과, TRU 원소들 (Np, Pu, Am  Cm) 그리고 존재

량이 큰 몇 가지 희토류 원소들 (La, Ce, Pr, Nd, Y)이었다 (Table 3.5.6). 회

수율의 계산은  Nernst 식 (식(1))을 이용하 다. Fig. 3.5.24에 U, Np, Pu, 

Am, Nd, Ce의 압에 따른 고체 음극의 회수율을 나타내었으며, U이 용융

염  미량 남았을 때 TRU 원소들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조사하 다. Table 

3.5.7에서 보듯이 우라늄이 salt  10 ppm 정도 존재할 때 Np은 90 % 이상 

U와 함께 제거되지만 Pu은 10 % 미만이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U가 

0.1 ppm 까지 제거되어도 Pu은 90 % 이상의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다. 이는 Nernst 식으로 계산 할 때 activity coefficient의 차이를 제 로 고

려하지 않아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구한 계산치는 양극단 (0 

%  100 % 근처)의 경우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Table 3.5.6 Initial composition of the elements for the calculation of 

recovery rate

U Np Pu Am La Ce Pr Nd Gd Y

6.2 0.576 11.41 0.52 4.79 9.26 4.39 15.70 4.16 1.8

Salt : 211.5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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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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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4. Effect of the potential on the recovery rate.

Table 3.5.7. Recovery rate of U, Np and Pu

Potential(V) U Np Pu

-1.57E+00

-1.58E+00

-1.59E+00

-1.60E+00

-1.61E+00

-1.62E+00

-1.63E+00

0.99999690

0.99999830

0.99999910

0.99999960

0.99999980

0.99999990

0.99999990

0.95266290

0.97361060

0.98641310

0.99353410

0.99694680

0.99845760

0.99916330

0.09568630

0.16246220

0.27625850

0.44686680

0.63191540

0.77290920

0.8626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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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계산한 결과를 이용하여 고체음극을 이용할 때 TRU와 RE 

원소들의 분리 정도를 보면, Fig. 3.5.25  Table 3.5.8에서처럼 Am이 99.5 

% 이상 회수되어도 RE 원소는 수 % 정도만 함께 딸려오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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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5. Effect of potential on the composition of cathode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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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8  Recovery rate of Pu, Am, Nd and Ce

E (V vs. AgCl) Pu Am Nd Ce

-1.75 0.999646 0.979 0.00432 0.00665

-1.76 0.999796 0.986 0.00747 0.0115

-1.77 0.999888 0.991 0.0135 0.0207

-1.78 0.999945 0.995 0.0272 0.0414

바. Mass transfer coefficient 측정

 본 연구에서는 용융염 내에서 우라늄 이온의 물질 달 계수를 측정하

으며, 다음의 계식을 이용하 다.

- Proportionality between faradic current and electrolysis rate

 


 





                  (3.5.3)



 

   

   

   

 
  ∈  ′

               (3.5.4)

물질 달 속도가 최고 일때는 Co =0 혹은 Co << Co
* 이며, 이때의 류 

값을 한계 류라고 ( il ) 부른다.

즉 

  
                          (3.5.5)

따라서 실험 으로 한계 류 ( 도)의 값을 측정하는 필요하며,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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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Fig. 3.5.26에서와 같이 Linear Sweep Voltammetry (LSV) 방법으로 측

정하 다.

따라서 물질 달속도는

i=nFAmCo* 에서

m = i/( nFACo*)의 계이므로

1.2=3x3.8x96,500xmx0.0003

m= 0.0036cm/s 으로 구해진다.

Potential [V]
-3.0 -2.5 -2.0 -1.5 -1.0 -0.5 0.0

-6

-4

-2

0

Fig. 3.5.26. Measurement of limiting current. 

  

사. 체음극     (container)의 구조개선 연구 

  본 연구에서는 포집용기 부착형 음극 (Container-Aided Solid Cathode 

)의 구조를 개선하여 overpotential을 감소시키고, 조업 안정성 ( 압 흔들림 

방지)의 향상을 시도하 다. Fig. 3.5.27과 3.5.28에서처럼 포집용기의 구조를 

개선하고, 이의 특성을 기존에 연구해오던 체음극과 비교 검토하 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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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용기의 구멍 크기를 크게 만들고, 이탈된 착물이 빠져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해 세라믹 용기가 crucible의 바닥에 오도록 배치하 다. 

Fig. 3.5.29에 체음극, 체음극  구조를 바꾼 체음극의 압- 류 

계를 나타내었다. 부착 세라믹 용기의 구멍을 크게 뚫어 항이 어듦으

로써 overpotential 값이 어들었다. 따라서 항이 어 조업 안정성에 도

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개선된 구조에서는 포집용기 하부를 mesh 형태로 

바꿈으로써 착물의 회수가 더 용이할 것으로 측된다. 

 

Fig. 3.5.27. Schematics of the modified C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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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8. Photograph of the modified ceramic container(partition).

    

  Fig. 3.5.29. Current-potential plot of the solid cathode, CASC and 

modified C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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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변경한 세라믹 표집용기를 이용하여 착실험을 수행하 다.  정

압 방식으로 류 200 mA를 인가하 으며, glassy carbon을 양극으로 사용

하 다. Fig. 3.5.30에 착실험 과정에서 양극  음극의 압변화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매우 양호한 압 변화 모습을 나타내었

으며, 따라서 구조 변경된 CASC를 체음극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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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0. Potential profiles of glassy carbon anode and modified CASC. 

4.  요약

- 세라믹 용기가 부착된 체음극의 류- 압 계 곡선이 측정되었으며, 

과 압 값이 부착용기가 없는 경우보다 200 mA에서 약 0.5 mA 정도 

증가하 다. 그러나 우라늄 착실험에서 압 값이 매우 안정 이고, 

특이한 상이 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체음극으로서 사용 가능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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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세라믹 용기가 부착된 체음극을 이용하여 성공

으로 우라늄을 분리할 수 있었으며, 이 체음극은 기존의 액체음극을 

신할 가능성이 큼을 확인하 다. 체가 가능하려면 앞으로 계속 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용기 부착형 체음극을 salt cleaning에 용하는 연구를 수행하 으며, 

용융염  우라늄 농도가 10-20 ppm까지 낮아져 draw down 공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체음극이 이용되는 해정련 공정에서는 anode에서 염소기체가 발생

하는 반응이 일어나고, 따라서 안정 인 anode 재료  구조 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속, graphite, glassy carbon  

속산화물을 양극 재료로 사용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하 으며, 속산화물

은 양극 압이 히 낮아져 매우 고무 이나 내구성에서 문제 이 많

았다. 본 연구에서 비교 상 재료  glassy carbon이 가장 합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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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석출물 회수

1. 서론

    건식 해정련 공정은 LiCl+KCl 공정염 매질에서 진행되며 매질 내에는  

UCl3, TRU 염화물, RE 염화물 등이 함유되어 있다[1～4]. 해정련 후 음극 

착물인 우라늄은 수지상 (dendrite)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우라늄 음극 

착물을 해조로부터 회수하면 표면  내부에 공정염  기타 속 염화물

이 포획되어 있다. 이러한 음극 착물로부터 순수한 우라늄을 회수하기 

한 방법으로 증기압 차이를 이용한 분리방법인 증류공정이 일반 으로 용

된다. 연구 상인 속 염화물의 증기압을 나타낸 Fig. 3.6.1을 보면 온도에 

따른 증기압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5～11]. 따라서 감압 조건의 변화와 

가열 온도의 조 로서 속 염화물을 증발 제거함으로서 우라늄 손실 없이 

순수한 우라늄 ingot을 회수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감압조건의 변화에 따른 증류 실험으로서, 0.2～50.0 Torr 범  내에서 감

압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상온에서 1300 oC로 일정한 가열 속도로 승온시켰

으며, 승온에 따른 무게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함으로서 염 증류 상을 고

찰하 다. 사용된 시료는 해정련 공정에서 회수된 음극 착물을 처리 

없이 사용하 다. 

   가열 온도의 조 에 의한 증류 실험은 감압 조건 변화 실험으로부터 얻

어진 정 감압 조건 하에서 염 증류를 목 으로 일정 온도 (700, 800  

900 oC)까지 승온 후 일정 시간 동안 유지시켜 무게 변화가 없는 시간을 온

도 별로 각각 선정하 다. 염 제거  우라늄 ingot 을 제조하기 한 2단계 

증류 실험은 각각의 온도로 승온하여 실험에 의해 결정된 설정 시간 동안 

유지시킴으로서 온 조건에서 염을 제거시킨 후 2단계로 1300 
o
C로 재 승

온하여 잔여 염의 제거  우라늄 ingot을 제조하 다. 그리고 이러한 온도 

변화에 따른 무게 변화  압력 거동을 실시간으로 고찰하 다. 이러한 일련

의 실험으로부터 우라늄 착물에 포획된 속 염화물을 제거하고 순도 높

은 우라늄 ingot 제조 조건을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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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 Vapor pressure of chloride metals.

2. 석출물 감압 증류 

가. 실험 장치

    우라늄 음극 착물로부터 속 염화물을 증발시키고 우라늄 ingot을 

회수하기 한 염 증류장치는 상단부, 앙부, 하단부  콘트롤 넬 등 크

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3.6.2  Fig. 3.6.3]. 상단부는 무게 측정

을 한 load cell unit, 앙부는 용융염 증류를 한 가열부  하단부는 증

발된 용융염을 냉각시켜 고체입자로 회수하는 응축회수부로 구성된다. 일정 

감압 조건에서 가열에 의해 증발된 염은 하단부에 연결된 진공펌 와 상단

부의 Ar가스 유입에 의해 상부에서 하부로 유체 흐름이 형성되어 하부에서 

응축  회수되는 개념으로 설계되었다. 

상단부는 STS 316 재질의 구성물 내부에 load cell이 설치된 unit로서, 압

축가스에 의해 구동되는 실린더에 의해 load cell unit가 상부로 개폐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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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시료의 장착은 load cell unit를 상부로 어올린 후 시료가 충 된 

도가니를 텅스덴 wire로서 load cell에 연결하고, 실린더 스 치를 off 시켜 

원 치로 장착된다. 시료가 충 된 도가니는 텅스텐 wire 길이를 조 함으

로서 가열부에 정확히 치할 수 있도록 하 다. 상부로 개폐 시 기계  충

격을 완충하기 한 shock absorber가 설치되어 있으며 온도 상승을 방지하

기 해 냉각수 순환 자켓이 설치되어 있다. 한 상단부에는 일정 감압 조

건을 유지하기 해 주입되는 Ar가스의 유량을 조 하기 하여 needle 

valve  유량계를 장착하 다.

 앙부는 알루미나 튜  (od 60 x id 50 mm) 외부에 super kantal 가열

체로 구성된 split형 원통형 기로를 설치하 다. 열 는 알루미나 튜  

벽면에 근 시켜 설치하 으며, 알루미나 튜  내부온도와 열  온도를 실

측하여 보정하 다. 내부온도 기 으로 본 실험에 합한 ～1500 ℃까지 가

열이 가능하도록 하 다. 

 하단부는 STS 316 재질의 2  자켓으로 구성되며 냉각수 순환에 의해 내

부를 냉각시켜 증발된 염이 응축되도록 하 다. 하단부에는 염 응축입자를 

회수하기 한 알루미나 용기를 설치하 으며, 하단부 배출구에는 미세 입자 

제거를 하여 STS 마이크로 필터 housing을 설치하 다. 

 콘트롤 넬은 염 증류 장치에 한 계기, 스 치, on-line 모니터링 시스

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게, 진공도, 각 부 의 온도에 한 류 신호는 컴

퓨터 내에 장착된 data acquisition board (Model: PCI-M10-16XE-10)로 보

내지며 National Instrument사의 LabVIEW에 의해 입력 자료의 on-line 

monitering, control, data 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load cell

의 경우는 무게변화를 압 신호로 송하는 system으로 무게는 0.01 g의 

정 도로 100 g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0.05 Torr까지 감압이 가능한 염 증류 

장치를 제작하 다.

나. 실험 방법

    감압에 따른 최  증류 조건을 도출하기 하여 진공도 (0.2～50 

Torr)에 따른 증발 특성을 실험하 다. 실험 방법은 약 30 g의 음극 착물 

시료를 20 ml 알루미나 도가니에 충  후 염 증류장치 내부의 load cel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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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하 다. 그 후 증류장치 내부를 불활성 분 기로 유지하기 하여 약 

0.1 Torr로 감압  고순도 Ar가스 주입을 수차례 반복한 후 원하는 감압 

조건을 설정하 다. 원하는 감압 조건은 진공펌  가동 하에서 염 증류장치

의 상단에 설치된 needle valve를 조 하여 설정하 다. 그 후 승온 속도를 

2 ℃/min로 하여 1300 ℃까지 가열  1 시간 유지 후 자연 냉각시켰다. 증

류 실험이 완료된 후 잔류물을 회수하여 ICP로 K, Li,  U 농도를 분석하

다. 실험 상 시료는 해 정련조의 용융염인 LiCl+KCl+UCl3 과 순수 U

에 한 증류 실험을 수행하여 증류 거동을 악하 다. 그 후 우라늄 음극 

착물에 한 증류 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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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inlet 

Load Cell

STS Micro

Filter 

Vacuum 

Pump 

Thermocouple

Alumina Tube 

Vacuum 

Alumina  

Crucible 

(Sample) 

Gas 

Cooling 

Jacket 

 

Condensate 

Storage 

crucible 

Fig. 3.6.2. Schematic drawing of Vacuum 
evaporation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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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 photograph of Vacuum evaporation 
apparatus of cathode deposit.

다. 결과  고찰

(1) 용융염  우라늄 증류

   증류에 따른 무게변화를 나타내는 load cell에 해서 실제 무게에 

한 압 신호를 측정하여 보정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3.6.4에 나타내었

다. 이 그림을 보면 무게 변화에 따른 발생 압이 거의 일치하며 얻어진 상

계는 다음과 같다.

Wt = -0.13342 + 9.97976 * Volt

      Wt : 실제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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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t : 출력 압

용융염 시료는 해 정련조 내의 용융염을 채취한 것으로 고순도 

LiCl-KCl 공정염 (59-41 mol%, Tm: 352 
oC) 내에 UCl3가 9 wt% 함유되어 

있는 것을 상으로 하 다. 증류실험 결과를 나타낸 Fig. 3.6.5을 보면 약 

580 ℃에서 무게 감소가 시작되고 670 ℃부터 830 ℃까지 선형으로 무게감

소가 진행되며 약 920 ℃에서 완 히 증류되는 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은 Fig. 3.6.1의 속 염화물 증기압 자료로부터 약 800 ℃에서 LiCl, 

KCl  UCl3의 증기압은 190, 95  10 Pa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약 

830 ℃까지는 LiCl  KCl이 거의 량 증발하고, 920 ℃에서 UCl3의 증기

압은 110 Pa로서 미량으로 존재하는 LiCl, KCl  UCl3가 량 증발하는 

상으로 단된다. 순수한 우라늄에 한 증발 거동을 나타낸 Fig. 3.6.5를 보

면 상온에서 1300 ℃로 선형으로 가열 시 무게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우라늄 착물 감압 증류

(가) 200 mTorr 감압 증류

     음극 착물 시료는 분석 결과 62 wt%의 우라늄과 38 wt%의 염

화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우라늄 음극 착물에 한 200 mTorr 감

압 하에서 증류 실험  압력 변화를 Fig. 3.6.7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을 보

면 약 600 ℃에서 무게 감소가 시작되어 660 ℃부터 격하게 선형으로 무

게 감소가 진행되며, 약 950 ℃에서 증류가 완료되는 상을 볼 수 있다. 증

류 실험이 완료된 후 약 40.0 wt%가 감소되는 것으로부터 용융염은 완 히 

증발되고 약 2.0 wt%의 우라늄 손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증류실험  압

력 변화는 200 ± 0.3 mTorr로서 정확한 감압이 유지되어 장치에 한 신뢰

성을 가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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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4. Calibration curve of load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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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5. Thermogram of the LiCl+KCl+U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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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6. Thermogram of the U ingot.

   



- 372 -

Fig. 3.6.7. Thermograms of uranium cathode deposit at 200 mTorr 

and history of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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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00 mTorr 감압 증류

     우라늄 음극 착물에 한 500 mTorr 감압 하에서 증류 실험  

압력 변화를 Fig. 3.6.8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을 보면 약 650 ℃에서 무게감

소가 시작되고 약 730 ℃부터 선형으로 격히 무게 감소가 진행되어 약 

1000 ℃에서 증류가 완료되는 상을 볼 수 있다. 증류 실험이 완료된 후 약 

38 wt%가 감소되는 것으로부터 우라늄 손실 없이 용융염은 완 히 증발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증류실험  압력 변화는 500 ± 0.3 mTorr 로서 

정확한 감압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증류공정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1.0 Torr 감압 증류

     우라늄 음극 착물에 한 500 mTorr 감압 하에서 증류 실험  

압력 변화를 Fig. 3.6.9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을 보면 약 700 ℃에서 무게감

소가 시작되고 약 850 ℃부터 선형으로 격히 무게 감소가 진행되어 약 

1130 ℃에서 증류가 완료되는 상을 볼 수 있다. 증류 실험이 완료된 후 약 

33.5 wt%가 감소되는 것으로부터 약 4.5 wt%의 용융염이 잔류하 다. 증류 

실험  압력 변화는 500 ± 0.3 mTorr로서 정확한 감압이 유지되는 상태에

서 증류공정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50.0 Torr 감압 증류

     우라늄 음극 착물에 한 50.0 Torr 감압 하에서 증류 실험  

압력 변화를 Fig. 3.6.10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을 보면 약 880 ℃에서 무게

감소가 시작되고 약 1000 ℃부터 선형으로 무게 감소가 진행되어 약 1250 

℃에서 증류가 완료되는 상을 볼 수 있다. 증류 실험이 완료된 후 약 27.5 

wt%가 감소되는 것으로부터 약 10.5 wt%의 용융염이 잔류하 다. 증류실험 

 압력 변화는 50 ± 3 Torr 로서 낮은 감압 조건에서의 압력 조 이 비교

 어려움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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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8. Thermograms of uranium cathode deposit at 500 mTorr  

and history of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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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9. Thermograms of uranium cathode deposit at 1.0 Torr and 

history of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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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0. Thermograms of uranium cathode deposit at 50.0 Torr and 

history of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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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압에 따른 용융염 증류 특성

         우라늄 음극 착물에 한 서로 다른 감압 조건에서 상온에서 

1300 ℃까지 2 ℃/min의 승온 속도로 가열할 때 무게감소 특성을 살펴보았

다. 그 결과 감압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증발 시작온도, 선형 감소 역, 최

종 증발 완료온도 등을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를 Table 3.6.1에 나타내었다.  

이 표를 보면 감압 정도가 증가할수록 증발 시작온도는 880 ℃에서 600 ℃

로 감소하 고, 최종 증류 완료온도는 1250 ℃에서 950 ℃로 감소하 다. 이

러한 상은 속 염화물의 온도에 따른 증기압 차이에 의한 향으로서, 증

류 과정  감압 조건이 큰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200 mTorr 감압 하

에서는 용융염의 증발과 더불어 우라늄도 2 wt% 정도 손실이 있었다. 반면 

500 mTorr에서는 우라늄 손실 없이 용융염의 완 히 제거가 가능하 다. 

1.0  50.0 Torr 감압 하에서는 4.5  10.5 wt%의 용융염이 잔존하 다. 

   진공도에 따른 증류거동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낸 Fig. 3.6.11을 보면 진

공도가 감소할수록 선형 감소 역의 기울기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선형 감

소 역의 기울기가 작을수록, 증발 속도가 클수록 용융염과 TRU 염화물의 

동반 증발을 유도함으로서 최종 산물인 우라늄에 한 TRU의 오염을 방지 

할 수 있다. 

 Table 3.6.1. Results of distillation of uranium cathode deposit according 

to vacuum conditions. 

Vacuum

Condition,

Torr

Temperature, ℃ Weight %

Start of

Vap.

Linear

decrease
Finished Remain

Evapora-

tion rate
Remarks

0.2 600 660 950 60.0 40.0
U: 2 wt% 

evaporate

0.5 650 730 1000 62.0 38.0 -

1.0 700 850 1130 66.5 33.5
Salt: 4.5 wt%

remain

50.0 880 1000 1250 72.5 27.5
Salt: 10.5

wt% r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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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b)

Fig. 3.6.11. Evaporation behaviors of uranium cathode deposit according 

to vacuum conditions with time (a) and Temperatur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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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무게감소 역으로부터 증발 속도를 구하 으며, ～1.0 Torr 진공도에 

해 Fig. 3.6.12에 나타내었다. 이 역에서는 증발속도가 거의 선형으로 감

소함을 알 수 있으며 50 Torr의 경우는 0.11 g/℃를 나타내었다. 증류  우

라늄 착물 사진 [Fig. 3.6.12.(a)]을 보면 표면에 용융염이 많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0 mTorr 증류 후 얻어진 우라늄 잉곳(b) 표면은 수

지상의 우라늄 산화물이 존재하며, 증발/회수된 용융염(c)은 백색 덩어리 형

태로 회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0.0 0.2 0.4 0.6 0.8 1.0 1.2

0.16

0.17

0.18

0.19

0.20

0.21

 

 

Ev
ap

or
at

io
n 

R
at

e,
 g

/o C

Pressure, Torr

Fig. 3.6.12. Evaporation rate of uranium cathode deposit according to 

vacuum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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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a)  (b)  (c)  

Fig.3.6.13. Photographs of cathode deposit (a), uranium ingot (b) and 

recovered salt (c).

3. 2단계 증류 실험

  해정련 공정에 있어서 용융염 속에는 희토류 염화물뿐만 아니라 TRU 

염화물이 존재하므로 우라늄 음극 착물에는 이러한 염화물들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약 1000 ℃ 이상의 증류 공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우라늄 잉곳의 오염이 상된다.

(REs or TRU)Cl3 ＋ U  ⇔ (REs or TRU) + UCl3 

따라서 이러한 반응을 방지하기 해서는 온에서 이들 속 염화물들을 

주 구성물인 LiCl+KCl 용융염과 동반 증발시킴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러

한 에서 앞에서 연구되었던 진공도에 따른 증류 실험으로부터 온 

역에서 증발 속도가 큰 감압 조건인 200 mTorr 가 합하지만 2 wt% 정도

의 우라늄 손실이 있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200 

mTorr의 일정 감압 조건에서 온에서 증류를 하여 용융염을 증발시킨 후 

재 가열함으로서 순수한 우라늄 잉곳을 회수할 수 있는 2단계 증류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에 사용된 우라늄 착물 시료는 U 60.3 wt%, LiCl-KCl 공

정염 36.1 wt%  UCl3 3.6 wt%로 구성되어 있었다. 용융염 기 으로는 

LiCl-KCl 공정염 91.0 wt%  UCl3 9.0 wt%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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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험장치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증류장치는 석출물 감압 증류에서 사용되었던 장치

를 개조하지 않고 사용하 다. 2단계 증류 program을 Fig. 3.6.14에 나타내었

다. 이 그림을 보면 용융염 증류 온도 (T1)로서 700, 800  900 ℃ 각각의 

온도에서 일정시간 가열하여 더 이상의 무게 변화가 없는 유지시간 (t1)을 

측정하 다. 2단계 증류 실험은 각각의 온도에서 구한 유지시간 (t1) 동안 일

정 온도를 유지하여 용융염을 증발 시킨 후 2단계로 1300 ℃로 가열 (T2) 

 1시간 유지 (t2)한 후 자연 냉각 (NC) 시켜서 순수 우라늄을 회수하도록 

하 다. T1  T2 온도까지 승온 시 가열속도 (dt)는 3 ℃/min로 하 다.

 

dt NC

T2

dtt1 t2

T1

Fig. 3.6.14.  Program of cathode process 

T1: salt evaporation Temperature 700, 800 and 900 
oC

T2: Uranium melting & Ingot obtaining, 1300 oC

dt: heating time, 3 oC/min

t1: [weight loss ≒ 0] hr, determine by experiments

t2: 1 hr, 

C: natural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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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고찰

(1) 1단계 염 증류

       200 mTorr 감압  700 ℃에서의 증류실험 결과를 Fig. 3.6.15에 나

타내었다. 이 그림을 보면 약 650 ℃에서 무게 감소가 시작되어 그 후 약 5 

hr 동안 서서히 감소되었으며 최종 으로 약 20 wt%의 용융염이 증발되었

다.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2단계 가열  잔여 용융염의 증발을 고려하여 700 

℃ 증류실험의 유지 시간 t1을 4.5 hr로 선정하 다. 

   800 ℃에서의 증류실험 결과를 나타낸 Fig. 3.6.16를 보면, 약 650 ℃에서 

무게감소가 시작되어 800 ℃ 유지 시간 30분 동안 격이 감소되며 최종

으로는 약 33 wt%의 용융염이 증발되었다. 800 ℃ 증류실험에서 무게 변화

가 거의 없는 유지시간 t1을 2.5 hr로 선정하 다. 

   900 ℃에서의 증류실험 결과를 나타낸 Fig. 3.6.17를 보면, 약 650～900 

℃의 승온 역에서 격한 무게 감소가 있으며 그 후에는 서서히 무게가 

감소하 으며 최종 으로 99 wt% 이상의 용융염이 증발하 다. 따라서 900 

℃ 증류실험에서 무게 변화가 거의 없는 유지시간 t1을 1.0 hr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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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5. Thermograms of the LiCl-KCl-UCl3 according to the 

3 
oC/min heating rate and maintaining of 7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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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6. Thermograms of the LiCl-KCl-UCl3 according to the 3 
oC/min 

heating rate and maintaining of  8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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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7. Thermograms of the LiCl-KCl-UCl3 according to the 3 
oC/min 

heating rate and maintaining of 900 
oC.

     각각의 증류 실험 후 증류 잔류물을 ICP-AES로 분석한 결과를 Fig. 

3.6.18에 나타내었다. 기 시료의 구성 성분비를 기 으로 UCl3의 경우 700, 

800  900 ℃에 증류 후 91.4, 83.6  5.8 wt%가 각각 남아 있었다. 즉 각

각의 온도에서 8.6, 16.4  94.2 wt%가 증발하 다. 이러한 상은 Fig.  

3.6.1의 증기압 그림에서 볼 때 800 ℃ 이하에서는 약 20 Pa의 낮은 증기압

을 가지므로 증발이 게 일어나며, 900 ℃ 에서는 약 60 Pa의 증기압을 가

지므로 증발량이 많은 것으로 단된다. LiCl과 KCl의 경우 800 ℃ 이하에서

는 90 wt% 이상이 증발하 고 900 ℃에서는 약 94 wt%가 증발하 다. 따

라서 온 감압 용융염 증발 공정은 우라늄 음극 착물에 포함되어 있는 

용융염 증발 제거에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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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8. Chloride metals weight percent after distillation according to 

evaporation temperature. 

(2) 2단계 증류  우라늄 잉곳 제조

       2단계 증류  우라늄 잉곳 제조 실험은 1단계 염 증류 실험결과 얻

어진 각각의 온도에서의 유지 시간에 기 하여 진행되었다. 각각의 온도까지 

가열 후 일정시간 그 온도를 유지한 후 1300 ℃까지 2단계 가열을 수행하

다. 이 때 각각의 승온 속도는 3 ℃/min로 하 으며, 진공도는 200 mTorr를 

유지하 다. 

   700 ℃ 유지 후 재 가열 실험 결과를 나타낸 Fig. 3.6.19을 보면 700 ℃ 

유지 시간 동안은 서서히 무게가 감소하여 약 17 wt%의 무게가 감소하 다. 

그 후 재 가열 역인 800～1000 ℃에서 선형으로 격하게 무게가 감소하

는 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일련의 실험 완료 후 우라늄 잉곳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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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7 wt%의 용융염이 존재하 으며, 약 93.2 wt%의 용융염이 증발 제거

되었다. 

   800 ℃ 유지 후 재 가열 실험 결과를 나타낸 Fig. 3.6.20를 보면 650 ℃에

서 무게감소가 시작되어 800 ℃ 유지 2.5 hr 동안 약 32 wt%의 격한 무게 

감소 (총 용융염  81 wt% 감소)를 보이며, 그 후 약 5 hr 동안 서서히 감

소되었다. 이러한 상은 기 800 ℃ 2.5 hrs 유지기간 동안 용융염의 81 

wt%가 증발함으로서, 약 19 wt% 잔여 용융염이 존재하며 이 에는 증기

압이 낮은 UCl3가 부분을 차치함으로서 온도가 800 ℃에서 1300 ℃로 증

가하여도 서서히 증발하는 것으로 단된다. 최종 으로는 우라늄 잉곳과 더

불어 약 2.7 wt%의 용융염이 존재하 으며, 약 93.2 wt%의 용융염이 증발 

제거되어 700 ℃ 결과와 유사하 다.  

   900 ℃ 유지 후 재 가열 실험 결과를 나타낸 Fig. 3.6.21을 보면 체 인 

경향은 감압에 따른 염 증류 실험 결과인 Fig. 3.6.16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

고 있다. 그러나 최종 증류 후 우라늄 잉곳의 분석결과 0.08 wt%의 UCl3  

약 7 ppm의 LiCl+KCl이 존재하 다. 따라서 해정련에 의한 우라늄 음극

착물의 염 증류 방법으로 200 mTorr 감압 하에서 900 ℃ 승온  1hr 유지, 

1300 ℃까지 재 가열  1 hr 유지 방법이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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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9. Second stage heating thermograms of the electrorefined 

uranium deposit according to the 3 
oC/min heating rate maintaining of 

700 
oC and re-heating to 1300 ℃ under 200 mTorr. 



- 389 -

0 2 4 6 8 10 12
50

60

70

80

90

1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b)

 

Time, hr

W
ei

gh
t %

Tem
perature, oC

Fig. 3.6.20. Second stage heating thermograms of the electrorefined 

uranium deposit according to the 3 
oC/min heating rate maintaining of 

700 
oC and re-heating to 1300 ℃ under 200 m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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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1. Second stage heating thermograms of the electrorefined 

uranium deposit according to the 3 
oC/min heating rate maintaining of 

700 
oC and re-heating to 1300 ℃ under 200 mTorr.

4. 결론

    해정련에 의해 얻어진 우라늄 음극 착물로부터 순수한 우라늄을 회

수하기 하여 증기압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인 증류공정이 일반 으로 

용된다. 우라늄 음극 착물에 한 서로 다른 감압조건에서 상온에서 

1300 ℃까지 2 ℃/min의 승온 속도로 가열할 때 감압 정도에 따라 서로 다

른 증발 시작온도, 선형 감소 역, 최종 증발 완료온도 등을 나타내었으며 

감압 정도가 증가할수록 증발 시작온도는 880 ℃에서 600 ℃으로 감소하

고, 최종 증류완료 온도는 1250 ℃에서 950 ℃로 감소하 다. 이러한 상은 

속 염화물의 온도에 따른 증기압 차이에 의한 향으로서, 증류 과정  

감압 조건이 큰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200 mTorr 감압 하에서는 용융

염의 증발과 더불어 우라늄도 2 wt% 손실이 있었다. 반면 500 mTorr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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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손실 없이 용융염의 완 한 제거가 가능하 다. 1.0  50.0 Torr 감

압 하에서는 4.5  10.5 wt%의 용융염이 잔존하 다. 

   선형 감소 역의 기울기가 작을수록, 증발 속도가 클수록 용융염과 TRU 

염화물의 동반 증발을 유도함으로서 최종 산물인 우라늄에 한 TRU의 오

염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온에서 이들 속 염화물에 있어서 주 구성

물인 LiCl+KCl 용융염과 TRU 염화물을 동반 증발시킴으로서 해결할 수 있

다. 이러한 에서 앞에서 연구되었던 진공도에 따른 증류 실험으로부터 

온 역에서 증발 속도가 큰 감압 조건인 200 mTorr가 합하지만 2 

wt% 정도의 우라늄 손실이 있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200 mTorr의 일정 감압 조건에서 온에서 증류를 하여 용융염을 증

발시킨 후 재 가열함으로서 순수한 우라늄 잉곳을 회수할 수 있는 2단계 증

류 실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 해정련에 의한 우라늄 음극 착물의 염 

증류 방법으로 200 mTorr 감압 하에서 900 ℃ 승온  1 hr 유지, 1300 ℃

까지 재 가열  1 hr 유지 방법이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 0.08 

wt%의 UCl3  약 7 ppm의 LiCl+KCl이 존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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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Draw down 공정

 1. 서언 

  Draw down 공정의 3단계 연구기간은 ‘05～’06년 동안에 수행되었다. 실험

은 LiCl-KCl 용융염 계에서 수행되었다. ‘05년도에는 연구내용으로 양극 후

보물질 조사, 악티늄족 원소 회수실험, 양극물질 특성 평가를 한 실험을 

수행하 고, ’06년도에는 최  양극물질 선정, 악티늄족 원소 회수조건 규명

을 한 실험을 수행하 다. ‘05년도에 수행한 양극 후보물질의 선정  평

가의 경우 Li-Sb, Li-Cd 합 을 양극물질로 선정하여 양극물질 제조를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결과 Li-Cd 합 과 Li-Sb 합 은 500 ℃에서 양극

물질로 사용한 결과 모두 용융되어 액상의 극이 되었다. 그러나 Li-Sb 합

  Li의 농도가 16 mol%일 때 용융되지 않는 고체 양극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본 실험은 Li-Cd 합 과 Li-Sb 합 의 고체상 (Li: 16 mol%)과 액

체상 (Li: 58 mol%)의 양극을 사용하여 극의 특성 평가를 하 다. 그 결과 

Li-Sb 고체상의 양극물질을 이용하여 draw down 실험을 하 다. ’06년도에

는 Li-Sb 양극물질을 제조하기 하여 상평형도와 ‘05년도 실험결과를 근거

로 하여 Li-Sb 조성비를 결정하는 실험을 하 다. Li-Sb 합 의 제조 실험

의 경우 용융에 의한 방법은 Li 속의 용융  (180.5 ℃) 보다 훨씬 높은 

800 ℃ 부근에서 실험한 결과 기 농도 비 Li 속의 손실이 많았고, 양극

으로 사용하기 한 기 성형체의 모양을 유지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Li-Sb 합 을 제조하기 하여 1, 2차 분말 성형 

 열처리 과정을 180 ℃  500 ℃에서 수행하여 기 농도와 큰 차이가 

없고, 기 압분 성형체를 유지하는 양극물질을 제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조된 양극물질을 이용하여 기화학  특성을 악하 고, salt 에 잔존

하는 우라늄  TRU를 회수하기 해 RE가 포함된 salt 내에서 실험하

다.           

2. 양극물질에 따른 사용후 용융염 내 악티늄족 원소 회수 

가. 양극 후보물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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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극 후보물질 상 

       양극 후보물질을 선정하기 하여 합 제조 가능성, 표 , 용해

도 실험온도 (500 ℃)와 용융 , 의 안정성, 합 의 상태도 등의 선정기

을 정하여 후보 물질군을 선정하 다. 즉 1군 (Li-Sn, Li-Pb), 2군 

(La-Cd, La-Pb, La-Sb, La-Sn), 3군 (Ce-Cd), 4군 (Yb-Al, Yb-Cd)으로 나

었다.

     (2) 선정 차  기

   (가) 500 ℃에서 염소 화합물의 Gibb's 자유에 지 (-△G) 값을 기  

으로 하여 결정하 다. 즉 Table 3.7.1.과 같이 우라늄 (U)과 우라늄 

(TRU)의 Gibb's 자유에 지 (-△G) 값보다 클 때는 산화물로 작용하고, 

을 때는 지지물 (matrix)로 작용한다.

   (나) 폐기물 에서 사용후 용융염에 많이 존재하는 원소를 선정

하 다. 즉 Origen code를 이용한 계산 결과 희토류 속  많이 존재하는 

원소는 La, Ce, Pr, Nd, Gd, Y 등이다.

 

   (다) 의 안정성

   의 안정성은 온도에 계없이 안정하여야 한다. 특히 LiCl-KCl 

용융염에서 실험 온도인 500 ℃일 때 가 안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아

래 표와 같이 RE의  안정성을 살펴보면 La, Pr, Gd가 안정하며, Ce, 

Nd, Y가 불안정하다.  

 

원소 La Ce Pr Nd Gd Y

전위 

안정성
안정

불안정

(422℃)
안정 불안정 안정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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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ΔG

(kJ/mol-Cl)
Compound

ΔG

(kJ/mol-Cl)

KCl -363.76 TmCl3 -263.15

RbCl -361.76 PuCl3 -261.41

SrCl2 -353.75 MgCl3 -258.33

SmCl2 -345.91 YbCl3 -257.77

LiCl -345.27 EuCl3 -245.39

YbCl2 -343.71 NpCl3 -242.91

NaCl2 -339.58 UCl3 -232.35

CaCl2 -337.82 UCl4 -198.75

LaCl2 -293.62 ZrCl4 -195.28

PrCl2 -288.89 ZrCl2 -194.18

CeCl3 -287.37 NpCl4 -189.76

NdCl3 -281.45 AlCl3 -182.11

SmCl3 -278.10 UCl5 -159.21

GdCl3 -273.02 CdCl2 -136.30

YCl3 -272.50 PbCl2 -125.90

HoCl3 -269.06 FeCl2 -124.36

ErCl3 -269.02 SnCl2 -141.60*

AmCl3 -266.38 SbCl3 -107.90*

DyCl3 -265.92 NiCl2 -94.25

CmCl3 -264.99 AgCl -86.43

Table 3.7.1. Gibb's free energy (-△G) of chloride at 500 ℃[1]

   (라) 지지물의 원소 특성

         양극으로 사용되는 원소의 반응성이 강하여 화학반응을 동반할 경

우 기화학 인 반응을 통하여 우라늄  우라늄을 선별 으로 회수할 

수 없다. 따라서 양극으로 사용되는 원소를 반응성이 은 속원소를 지지

물로 사용하여 합  형태로 만들어 사용함으로서 반응속도를 조 할 수 있

다. 양극 물질의 matrix로 사용하기 하여 고려할 사항은 실험온도인 500 

℃를 기 으로 하여 용융 이 낮을 경우 양극물질을 고형체로 지지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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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용융 이 크게 높을 경우 양극물질의 확산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온도인 500 ℃보다 융 이 약간 높은 속을 matrix로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비 이 LiCl-KCl 용융염의 비  2.16과 비슷하거

나 낮을 경우 사용 후 상호 분리가 어렵게 된다. 즉 용융 은 500 ℃ 보다 

약간 높고, 비 은 LiCl-KCl 용융염과 물리 인 침  분리가 용이할 수 있

도록 비  차가 큰 원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Table 3.7.2.에서 보면 

알루미늄 (Al)과 안티몬 (Sb)의 경우 용융 은 500 ℃ 보다 약간 높으나 알

루미늄의 경우 비 이 용융염과 비슷하며, 안티몬의 경우 비  차가 커서 양

극물질의 matrix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lement m.p., ℃ b.p., ℃ Density Remark

Al 660 2,467 2.7 density low

Sb 630 1,750 6.7

Sn 231 2,260 6.0 m.p. low

Cd 321 765 8.6 “

Pb 327 1,740 11.3 “

Li 180 1,342 0.53 “

La 921 3,457 6.1 m.p. high

Pr 931 3,521 6.8 “

Yb 819 1,947 9.32 “

Eu 822 1,597 5.2 “

Table 3.7.2.  Physical properties of matrix elements[2]

         (마) 합  제조 용이성  용융온도 

         상기 Table 3.7.1에서 우라늄과 우라늄을 회수하기 하여 열역

학 인 에서 보면, 우라늄과 우라늄의 Gibb's 자유에 지 값보다 은 

원소를 양극물질로 사용할 수 있다. 즉 리튬 (Li) 원소와 희토류 (RE) 원소

가 주요 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원소와 합 을 제조하는데 용이성, 

용융온도, 합 의 특징을 검토한 결과는 Table.3.7.3과 같다. Table 3.7.3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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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도를 기 으로 하여 검토한 결과이며, 합 의 공융  부근에서 양극물질

의 조성비와 공융   상평형도에서 양극물질의 조성비의 변화에 따른 공

융 의 변화 등을 고려한 결과 Li-Sb와 Li-Cd의 경우가 농도 비 용융온도

의 변화율이 완만하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Li-Sb와 Li-Cd 합 을 양극

물질로 선정하여 사용하 다.       

합
 양극물질의 

조성. wt%
용융온도.℃ 합  특징 비고

Li-Al 15.7 549 공융
700 ℃ 부근에서 

완  용융 

Li-Cd 6.0 650 최  용융

Li-Sb 16 590 공융
농도 비 용융 

온도 편차 음

Li-Pb 73 600 Li 농도 높음

Li-Sn 35 600
농도 비 용융 

온도 편차 큼

La-Al 25 547 공융

La-Cd 23 642 공융 /고온

La-Sb 2 630 용해도 낮음

La-Sn 8.5 716 공융 /고온

Pr-Sn 7 780 공융
농도 비 용융 

온도 편차 큼

Yb-Al 23 675 공융 /고온

Yb-Cd 15.7 462 공융 / 온 

Table 3.7.3.  Physical properties of various alloy

나. Li-Sb  Li-Cd 합 제조 

     (1) Glove box  실험장치

      LiCl-KCl 용융염 계에서 실험 시 기 의 수분과 산소를 차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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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산화방지를 하여 제작되었으며, 한 방사능 물질의 오염  확산

방지를 하여 Fig. 3.7.1과 Fig. 3.7.2와 같이 제작되었다. 제작된 glove box 

실험장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Glove box의 Dimension (mm): 2,260L x 760D x 840H, 

   - Glove box의 재질: SUS 304 

   - 압력조  범 : ± 5 inch/H2O

   - 반응기 규격 (mm): ID 106 x OD114 x H450

   - 반응기 재질: SUS 310S (외부 반응기)와 SUS 304 (내부 반응기)

   - 측정 장비 : Potentiostat 273A와  HP Data acquisition 장치를 이용하

여 류, 압, 온도를 측정함.

Glove box의 산소 농도는 5 ppm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장마철에 기 제작

후 내부 산소를 5 ppm까지 제어하는데 약 2개월이 소요되었다.

  

Fig. 3.7.1.  photograph of glov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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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2. Experimental apparatus in glove box.

           

              

     (2) Li-Sb  Li-Cd 합  제조  

   (가) Li-Sb 합 제조

         Li-Sb 합 을 제조하기 하여 사용된 시료 조성은 Li-Sb (58-42 

mol%, 7.32-92.68 wt%)의 경우 Li와 Sb의 시료무게는 각각 17.49 g, 221.30 

g이다. 그리고 Li-Sb (16-84 mol%, 1.07-98.93 wt%)의 경우 Li와 Sb의 시

료무게는 각각 2.80 g, 258.52 g를 사용하 다. 합  제조에 필요한 용기의 

재질을 선정하기 하여 사용한 용기는 알루미나 (Al2O3) 용기 (200 ml; ID: 

68 mm x 52 mm)와 지르코니아 (ZrO2) 용기 (220 ml; ID 53 x 100 mm) 그

리고 graphite 용기 (700 ml)를 사용하 다. 이들은 Li-Sb 합 제조 시 고온

에서 열 충격에 의한 용기의 손상 때문에 한 용기의 재질을 선정하기 

한 실험에 사용하 다. Fig.3.7.3에서 상평형도[3]를 고려하여 반응기의 내

외부 가열온도는 각각 700 ℃, 840 ℃로 하 다. 그리고 가열 속도는 3.5, 8.5 

℃/min를 사용하 고, 등속 가열 후 자연 냉각시켰다. Li-Sb 합  제조실험 

결과 700 ℃에서 alumina (Al2O3) 용기를 사용할 경우 열  충격에 취약하

며, 가열속도가 3.5 ℃/min일 경우 열  충격은 없으나 Fig.3.7.4와 같이 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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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 반응기 벽과 반응하여 반응기 벽이 손상을 입었다. 그러나 가열속도를 

8.5 ℃/min일 때는 열 충격에 의한 알루미나 용기가 Fig.3.7.5와 같이 손되

었다. 한 zirconia (ZrO2) 용기를 사용할 경우 Fig.3.7.6과 같이 3.5 ℃/min

에서 열 충격에 의한 반응기 손이 있었다. 그러나 고 도 graphite 용기의 

경우 Fig.3.7.7과 같이 700 ℃, 3.5 ℃/min에서 반응기의 손상이 없었다. 그리

고 Fig.3.7.8은 제조된 Li-Sb (16-84 mol%) alloy의 사진이며, Fig.3.7.9는 제

조된 Li-Sb (58-42 mol%) alloy의 사진이다.         

  

Fig. 3.7.3. Phase diagram of Li-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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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4. Damaged alumina crucible 

(Temp.: 700 ℃, 3.5 ℃/min).

Fig. 3.7.5. Damaged alumina crucible 

(Temp.: 700 ℃, 8.5 ℃/min).

Fig. 3.7.6. Damaged Zirconia crucible 

(Temp.: 700 ℃, 3.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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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7. Graphite crucible after experiment 

(Temp.: 700 ℃, 3.5 ℃/min).

Fig. 3.7.8.  Li-Sb (16-84 mol%) alloy.

Fig. 3.7.9.  Li-Sb (58-42 mol%)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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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i-Cd 합 제조 

       Li-Cd 합 을 제조하기 하여 사용된 시료 조성은 Li-Sb (5.8-94.2 

mol%, 7.32-92.68 wt%)의 경우 Li와 Cd의 시료무게는 각각 31.84 g, 517.15 

g을 사용하 다. 합  제조에 필요한 용기의 재질을 선정하기 하여 사용한 

용기는 알루미나 (Al2O3) 용기 (200 ml; ID: 68 mm x 52 mm)를 사용하

다. Fig. 3.7.3에서 상평형도를 고려하여 반응기의 내․외부 가열온도는 각각 

700 ℃, 840 ℃로 하 다. Fig. 3.7.10에서 상평형도[3]를 고려하여 반응기의 

내․외부 가열온도는 각각 700 ℃, 840 ℃로 가열하 다. 그리고 가열 속도

는 2.5 ℃/min를 사용하 고, 등속 가열 후 자연 냉각시켰다. 이때 알루미나

의 열 충격을 피하기 하여 2.5 ℃/min로 가열하 고, 실험결과 Fig.3.7.11과 

같이 용기의 상태가 양호하 다. 이때 700 ℃에서 Li와 Cd 속의 휘발을 방

지하기 하여 시료의 상부에 LiCl-KCl salt를 두께가 1 cm되도록 하여 가

열하 다. 가열 결과는 Fig.3.7.12와 같이 약간의 황동색으로 속 택을 내

는 합 을 제조하 다. 

Fig. 3.7.10. Phase diagram of Li-Cd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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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1. Li-Cd alloy covered with LiCl-KCl salt and 

alumina crucible (Temp.: 700 ℃,2.5 ℃/min).

Fig. 3.7.12. Li-Cd(5.8-94.2 mol%) alloy covered with 

LiCl-KCl salt.

     (3) Li-Sb  Li-Cd 양극물질을 이용한 분극곡선 측정 

 (가) Li-Sb 양극물질의 분극곡선 측정

        500 ℃, LiCl-KCl 용융염에서 Li-Sb 합 을 양극물질로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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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극곡선을 측정함으로서 합 의 기화학 인 거동을 평가하고자 하 다. 

사용한 양극물질은 Li-Sb (16-84 mol%), Li-Sb (84-16 mol%) 합 을 사용

하 고, 음극은 Mo (od 3 mm) 고체 극을 사용하 다. 이때 사용된 salt의 

조성비는 LiCl-KCl (51-49 mol%)이었고, 인가 류의 범 는 10～1000 mA 

사이에서 실험하 다. 인가 시간은 180 sec씩 인가하 고, 기 극은 

Ag/AgCl을 사용하 다. 실험 결과 Fig. 3.7.13에서 양극물질은 Li-Sb (16-84 

mol%)의 경우 500 ℃에서 형태를 유지하 다. 그러나 Li-Sb (84-16 mol%) 

합 의 경우 500 ℃에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용융되었다. 이것은 Fig. 

2.7.3의 상평형도를 보면 Li2Sb 합  형태의 고형체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용

융되는 이유는 합 에 존재하는 Free Lithium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단된

다. Fig. 3.7.14와 Fig. 3.7.15에서 anode의 항은 anode 직선의 기울기로부

터 각각 0.75 Ω과 0.33 Ω이었다. 여기서 Li의 조성비가 증가할수록 anode의 

항 값이 감소하는 것은 Fig. 3.7.13에서 알 수 있듯이 Sb가 고형체를 유지

할 때 Li의 확산이 어렵기 때문으로 단된다.   

 

LiLi--Cd(5.8Cd(5.8--94.2mol%), 94.2mol%), 

500500℃℃

LiLi--Sb(16Sb(16--84mol%), 84mol%), 
500500℃℃

LiLi--Sb(58Sb(58--42mol%), 42mol%), 
500500℃℃

LiLi--Cd(5.8Cd(5.8--94.2mol%), 94.2mol%), 

500500℃℃

LiLi--Sb(16Sb(16--84mol%), 84mol%), 
500500℃℃

LiLi--Sb(58Sb(58--42mol%), 42mol%), 
500500℃℃

Fig. 3.7.13. Photographs of the Li-Cd and the Li-Sb alloy after 

experiment in LiCl-KCl molten salt,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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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4. Polarization curves at Li-Sb (16-84 mol%) 

anode and solid cath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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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5. Polarization curves at Li-Sb (58-42 mol%) 

anode and solid cath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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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i-Cd 양극물질을 이용한 분극곡선 측정 

         500 ℃, LiCl-KCl 용융염에서 Li-Cd 합  역시 해제련 시 양극

물질로 사용하여 분극곡선을 측정함으로서 합 의 기화학 인 거동을 평

가하고자 하 다. 사용한 양극물질은 Li-Cd 5.8-94.2 mol%) 합 을 사용하

고, 음극은 Mo (od 3 mm) 고체 극을 사용하 다. 이때 사용된 salt의 조

성비는 LiCl-KCl (51-49 mol%)이었고, 인가 류의 범 는 10～1000 mA 사

이에서 실험하 다. 인가 시간은 180 sec씩 인가하 고, 기 극은 

Ag/AgCl을 사용하 다. 실험 결과 Li-Cd 양극물질은 Fig.3.7.13과 같이 500 

℃에서 용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Fig.3.7.3의 상평형도를 보면 550 

℃ 부근에서 Li-Cd (5.8-94.2 mol%) 합 은 용융되는 것으로 단된다. Fig. 

3.7.16에서 anode의 항은 anode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4], 

그 값은 0.73 Ω으로 Li-Sb (16-84 mol%) 합 을 양극으로 사용했을 때와 

거의 비슷하 다. 따라서 고형체의 형태를 유지하며, 액체상태의 Li-Cd 합

을 사용할 때와 극의 항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Li-Sb (16-84 mol%) 합

을 양 극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Fig. 3.7.16. Polarization curves at Li-Cd (5.8-94.2 mol%) 

anode and solid cath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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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조된 Li-Sb  Li-Cd 합 을 이용한 U  RE 회수

      제조된 Li-Sb 합 과 Li-Cd 합 을 양극물질로 사용하여 U  RE가 

포함된 LiCl-KCl salt에서 우라늄의 선택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 다. 실험

에 사용된 시료는 Li (45 g), KCl (55 g), CeCl3 (1.0 g), YCl3 (1 g)이 사용

되었다. 그리고 제조된 UCl3을 7.67 g를 사용하 다. 실험장치는 양극으로 

Li-Sb (16-84 mol%, 58-42 mol%)와 Li-Cd (5.8-94.2 mol%) 합 을 양극물

질로 사용하 다. 그리고 음극으로는 Mo rod (od 3 mm)를 사용하 고, 기

극은 Ag/AgC 극을 사용하 다. 반응온도는 500 ℃에서 아르곤 분

기의 glove box에서 실험하 다. 실험장비는 국내 원아텍사의 potentiostat/ 

galvanostat (model WAT-100)를 사용하 다. 실험 결과 Fig.3.7.17은 500 ℃

인 LiCl-KCl salt에서  Li-Sb (16-84 mol%) alloy의 분극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면 양극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anode potential이 0 volt

이하인 류 도 값 즉 100 mA보다 은 인가 류를 공 할 때 부식을 방

지할 수 있다. 본 실험은 인가 류 도 값을 50 mA할 때 cathode의 는 

-2.25 volt이고 anode는 0.25 volt임을 알 수 있다. 실제 의 안정성을 

단하기 하여 류 도를 100 mA로 30분 동안 인가한 결과 Fig. 2.7.18과 

같이 cathode 압 -2.25 volt, anode 압 0.25 volt로 압의 안정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2.7.19는 Li-Sb (16-84 mol%) 합 을 양 극으로 사용

하여 류 도를 100 mA로 3시간 동안 착시킨 다음 기 CV 

voltammogram과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draw down 공정을 거친 후 

RE 즉,  Ce와 Y의 피크는 기와 큰 차이가 없으나, 우라늄 피크는 draw 

down을 거친 후의 피크는 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Fig. 3.7.20은 

Li-Sb (58-42 mol%) 합 을 양극물질로 사용한 결과이다. 그림은 Fig. 

3.7.19와 같이 RE 피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우라늄 피크는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Fig. 3.7.21은 Li-Cd (5.8-94.2 mol%)을 양극물질로 

사용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draw down 후의 RE  우라늄의 피크를 비교

한 결과 피크가 모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Li-Cd의 경우는 RE 원소 

한 환원반응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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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7. Polarization  curves of Li-Sb (16-84 mol%) alloy in 

LiCl-KCl salt, 500 ℃.

Fig. 3.7.18.  Graph of electrode potential with electrolysi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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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draw-down

After draw-down

U3+/U0

RE(Ce+Y)
couples

Li-Sb (16-84mol%) alloy

Before draw-down

After draw-down

U3+/U0

RE(Ce+Y)
couples

Li-Sb (16-84mol%) alloy

Fig. 3.7.19. Voltammogram of the Li-Sb (16-84 mol%) anode and the 

solid cathode at 0.75 wt% uranium in salt. 

Before draw-down

After draw-down
U3+/Uo

RE(Ce+Y)
couples

Li-Sb(58-42mol%) alloy

Before draw-down

After draw-down
U3+/Uo

RE(Ce+Y)
couples

Li-Sb(58-42mol%) alloy

Fig. 3.7.20. Voltammogram of the Li-Sb (58-42 mol%) anode and the 

solid cathode at 0.75 wt% uranium in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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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draw-
down

After drawAfter draw--downdownU3+/Uo

RE(Ce+Y)
couples

Li-CD(5.8-94.2mol%) alloy

Before draw-
down

After drawAfter draw--downdownU3+/Uo

RE(Ce+Y)
couples

Li-CD(5.8-94.2mol%) alloy

Fig. 3.7.21. Voltammogram of the Li-Cd (5.8-94.2 mol%) anode and the 

solid cathode at 0.74 wt% uranium in salt. 

라. 분말 야 법에 의한 Li-Sb 양극물질 제조 

(1) 목   필요성

        LiCl-KCl 용융염 계에서 잔존하는 미량의 U  TRU를 제거하기 

한 공정으로 해제련 (electrowinning)에 의한 draw down 시 solid anode

로 Li-Sb 합  필요하다. 한 해제련 시 양극 표면에 환원된 속층 형

성을 방지하기 하여 기화학 으로 제어가 가능한 solide anode가 필요하

다. 본 실험은 ‘05년도 실험 결과 500 ℃, LiCl-KCl 용융염 계에서 Li-Sb 합

의 조성비가 Li-Sb (20-80 mol%)일 때 고형체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속용융 (metal melting) 법에 의한 Li-Sb 합  제조 시 합 의 

기 농도를 유지하는 문제와 합 의 균일도를 유지하는 것이 문제 이었다. 

따라서 본 실험은 기 주입농도를 유지하고, 제조합 의 농도에 한 균일

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분말 야 법으로 Li-Sb 합 을 제조하 다.

     (2) 실험  제조방법

         (가)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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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7.1과 Fig. 3.7.2에서 설명한 실험장치 즉 Ar glove box용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실험하 다. 그리고 Li-Sb 분말을 압분 성형하기 하

여 Fig. 3.7.22와 같이 스텐인 스 mold를 사용하 다. 이때 압분은 mold에 

분말을 주입하고 수동으로 압력을 가하여 성형시켰다.

Fig. 3.7.22. Mold for pressing 

of Li-Sb powder. 

         
Fig. 3.7.23. Li-Sb powder after 1st 

pressing. 

(나) 분말성형

          Li-Sb 분말의 조성비는 Li-Sb를 각각 20-80, 30-70, 40-60 mol%

로 하 고, 이들의 총 시료무게는 각각 15.597 g, 23.396 g, 19.070 g이었다. 

이때 mold에 주입된 Li 속 크기는 약 5 mm 정도로 잘라 사용하 고, Sb

의 분말 입도는 150 ㎛ 정도인 분말을 사용하 다. 분말 성형의 경우 압분 

도를 약 3.49, 5.84 g/cm
3 정도로 사용하 다. 압분 성형은 Fig. 3.7.23과 같

이 1차 압분 성형 후 180 ℃, Ar 분 기에서 1차 열처리 후 시료를 상온에서 

막자사발에 갈아 2차 분말성형을 하 다. 

      (다) 열처리

        1차 분말 성형 후 180 ℃에서 실험조건에 따라 18, 24, 45, 72 시간 

열처리 후 시료를 막자사발에 곱게 갈아 만든 분말을 다시 2차 분말 성형 

후 실험조건에 따라 0, 1, 2, 3, 4, 5 시간 Ar 분 기에서 열처리를 하 다.

     (라) 시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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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의 Li2Sb 합 의 분석을 하여 XRD 분석을 수행하 고, 합

의 형상  성분 분석을 하여 SEM-EDX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리고 Li, 

Sb 속의 총량을 분석하기 하여 습식분석 (AA, ICP)을 수행하 다.      

     

     (3) 실험 결과 

         (가) 압분 성형

1차 압분 성형은 Fig. 3.7.22와 같이 압분 성형용 mold를 사용

하여 압분 성형하 다. 이때 사용한 압분 성형 mold 크기는 내경 15 mm x 

높이 100 mm이었다. 압분 실험 결과는 Fig. 3.7.23과 같이 속의 조성비에 

계없이 Li-Sb의 압분 성형성은 매우 양호하 다.

         (나) 1차 열처리

             1차 성형된 분말을 1차 열처리할 때 Li 용융  (m.p: 180.54 

℃)을 고려하여 180 ℃에서 18, 45, 72 시간 열처리 결과 압분 도와 시간에 

계없이 Fig. 2.7.24에 보는 바와 같이 부분 으로 Li2Sb 합 을 형성하고 

나머지 Sb는 분말 상태로 존재하 다.  

Fig. 3.7.24. Li-Sb powder after 1st heat 

treatment at 180 ℃.

① 압분 도 향

           Li-Sb 분말을 1차 성형하여 1차 열처리할 때 1차 성형 시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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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압력에 따른 1차 열처리 결과를 검토하기 하여 bulk density를 3.49, 

5.84 g/cm3로 하 고, 시료번호 2-1의 경우 유압 분말 압축기를 이용하여 1.5 

ton/cm2으로 압력을 가하여 성형하 다. 

시료번호 2-3 2-b 2-1

도 (g/cm3) 3.49 5.84 1.5 ton

분말/고체 (wt%) 38.6/61.4 50.4/49.6 62.1/37.9

Table 3.7.4. Ratio of the powder and solid with bulk density after 

heat treatment at 180 ℃ for 72 hours

  

  

180 ℃에서 72 시간 열처리 후 압분 도에 따른 분말/고체 비율은 Table 

2.7.4와 같이 압분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분말의 비율이 증가하 다. 이유는 

압분 도가 높으면 Li2Sb 합 의 형성이 잘되므로 Li2Sb 형태의 분말로 존

재하며, 압분 도가 낮을 때는 free Li이 Sb와 엉켜서 고체상으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으로 단된다. 

② 열처리 시간의 향

          Fig. 3.7.25는 Li20-Sb80 mol%의 시료를 1차 성형체를 180 ℃에

서 18, 24, 72 시간 열처리 후 Li-Sb 합 의 형성 정도를 확인하기 하여 

XRD 분석한 결과이다. Fig. 3.7.25에서 열처리 시간에 계없이 안티몬 (Sb) 

피크만 보이고 아직 Li2Sb 피크는 XRD 피크 상에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Fig. 3.7.29를 보면 분명 Li2Sb 합 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으나 

XRD의 측정한계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즉 Fig. 3.7.26～29를 검토하면 다

음과 같다. Fig. 3.7.26은 순수한 안티몬 (Sb)의 분말을 호마이카에 고착시킨 

후 표면 처리를 하 다. 그리고 아르곤 분 기에서 180 ℃로 열처리한 다음 

은 SEM 사진이다. Fig. 3.7.26에서 순수한 Sb 입자 경계면은 선명하게 경

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Fig. 3.7.27은 Fig. 3.7.26의 동일 시료에서 Sb와 

반응성을 확인할 수 있는 SEM-EDX profile line을 은 사진이다. 그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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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입자의 경계면과 내부의 Sb profile line을 비교하여도 Sb 농도의 변화

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순수한 Sb 속은 표면의 반응이 없음을 확

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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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7.25. Results of XRD analysis of Li-Sb alloy with 

heat treatment time at 180 ℃.

Fig.3.7.26. Photograph of SEM of 

Sb metal (x300 ㎛). 
      

Fig.3.7.27. Photograph of EDX 

line profile of  Sb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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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ig. 3.7.28은 Li-Sb (20-80 mol%)의 분말을 180 ℃에서 24 시간 열

처리한 후 분말을 호마이카에 고착시켜 표면 처리한 후 은 SEM 사진이

다. Fig. 3.7.28의 표면 처리한 Sb 속입자의 표면을 Fig. 3.7.26과 비교하면 

속의 경계면  내부에서 반응한 흔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7.29는 

Li-Sb 합 의 반응성을 확인하기 하여 SEM-EDX line profile 분석한 결

과이다. 그림에서 Li 속은 Sb 속의 경계면에 Sb 함량이 입자의 경계에

서 격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Li 속이 Sb 속의 경계면을 침투하

여 부분 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Li-Sb 반응은 Li의 용

융  부근에서 1차로 Li-Sb 반응을 시킴으로서 Li 속의 휘발을 방지하고, 

Li 속의 분말화를 이루어 기농도의 균일도를 이룰 수 있는 분말야  방

법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Fig. 3.7.25에서 시간에 따른 XRD 분석 결과는 

Li2Sb을 확인할 수 없으나 Fig. 3.7.28  29로부터 Li-Sb 반응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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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28. Photograph of SEM of Li-Sb (20-80 

mol%) after 1'st heat treatment at 180 ℃

(x100 ㎛). 

Fig.3.7.29. Photograph of SEM-EDX line profile of Li-Sb (20-80 

mol%) alloy after 1st heat treatment at 180 ℃.

    

     (다) 2차 성형 

         Fig. 3.7.24와 같이 180 ℃에서 1차 열처리 후 고형체와 분말이 혼

재한 성형체를 막자사발에 갈아 곱게 갈아 Fig. 3.7.22의 압분용 mold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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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30과 같이 2차 성형을 시켰다. 이때 압분 도는 bulk density가 2.4

로 동일하며, 압분 성형성은 Fig. 3.7.30과 같이 양호하 다.

Fig. 3.7.30. Li-Sb powder pellet after 2nd pr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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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2차 열처리

         1차 열처리 후 Li 속이 Sb 속과 부분 으로 반응하여 얻은 고

형체를 분말화하여 mixing한 후 다시 draw down 실험 온도인 500 ℃에서 

합 의 열  특성을 악하 다. 

① 열처리 시간에 따른 향

           2차 Li-Sb 합 의 성형체를 열처리 시 온도의 향이 클 것이

다. 500 ℃ 이하에서 열처리하 을 때 제조된 합 의 형태는 Fig. 3.7.3의 

Li-Sb 상평형도에서 보면 Li2Sb 합  이외의 변화가 없으나 실제 농도에 따

라 500 ℃에서 성형체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은 추가 실험을 통하여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단된다. 따라서 draw down 실험을 500 ℃에서 수

행하기 때문에 온도의 향 조사는 500 ℃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리고 

500 ℃에서 열처리 시간에 따른 Li-Sb 합 의 반응정도를 확인하기 하여 

열처리 시간을 1, 2, 3, 4.5, 5 시간으로 하 다. Fig. 3.7.31은 Li-Sb 분말을 2

차 성형하여 반응기에 넣고 가열속도를 3.0 ℃/min으로 상온에서 가열을 시

작하여 500 ℃가 될 때 꺼낸 시료이며, 소결성은 매우 좋아 기 성형체의 

모양을 양호하게 유지하며 매우 단단하 다. Fig. 3.7.32는 500 ℃에서 시간

별로 열처리한 후 Li-Sb 합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면 500 ℃ 이

에 이미 소결되기 시작하 음을 알 수 있으며, 시간에 계없이 성형체의 모

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Fig. 3.7.33은 500 ℃에서 열처리 시간에 따른 Li-Sb 

합 의 XRD 분석 결과이며, Li2Sb 합 의 피크는 0 hr에서도 보이고 있으

며, 5 시간 열처리한 후 피크는 분명하게 확인된다. Fig. 3.7.33의 경우는 동

일 시료를 SEM 분석 결과이며, 500 ℃이하 온도에서 이미 Li2Sb 합 이 형

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열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합 의 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5 시간 열처리 후의 SEM 사진은 반응이 많이 진행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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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7.31. Li-Sb alloy after 2nd heat 

treatment for 0 hr at 500 ℃.

  

Fig.3.7.32. Li-Sb alloys after 2nd heat treatment time at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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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r : 500℃) (2hr : 500℃)(0hr : 500℃) (4.5hr: 500℃) (5hr : 500℃)(1hr : 500℃) (2hr : 500℃)(0hr : 500℃) (4.5hr: 500℃) (5hr : 500℃)

Fig.3.7.33. Photograph of SEM of Li-Sb (20-80 mol%) with 2nd 

heat treatment time at 500 ℃ (x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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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34. Results of XRD analysis of Li-Sb alloy with heat 

treatment time at 500 ℃.

② 처리 공정 향 

  Li-Sb (20-80 mol%)의 시료를 사용한 Li2Sb 합  제조는 1차 성형  

180 ℃에서 열처리 후 분말을 다시 2차 성형 후 500 ℃에서 2차 열처리하여 

합 을 제조하 다. 먼  Li-L i(20-80 mol%) 시료를 이용하여 Li2Sb 합

을 제조하기 하여 1차 성형  열처리 과정의 유무에 따른 합 의 제조 

결과를 비교 검토하 고, 한 1차 처리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Li-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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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mol%) 시료를 500 ℃에서 제조한 Li2Sb 합 제조 결과를 비교하

다. Fig. 3.7.35에서 Li-Sb (20-80 mol%) 시료를 이용하여 Li2Sb 합 제조 

시 1차 처리 과정이 생략될 경우 Li 속이 부분 으로 편 되어 500 ℃이

하에서 용융되므로서 성형체를 유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Fig. 3.7.35,  36을 비교하면 동일 조건의 시료를 1차 처리 공정

을 거치는 경우 Fig. 3.7.35 좌측 사진처럼 완 한 형태의 모양을 유지하며 

소결된다. 그러나 Fig. 3.7.35의 앙과 우측의 시료를 보면 Li 속 농도에 

계없이 2차 공정를 바로 거칠 경우 Li의 용융  휘발하여 기 성형체의 

모양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Fig. 3.7.36  38의 SEM 사진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1, 2차 공정을 거친 Fig. 3.7.36의 사진은 성장이 규칙성을 가지고 있

으나 Fig. 3.7.37의 경우 Li의 휘발에 의한 기포가 크게 형성되었고, Fig. 

3.7.38의 경우는 용융되어 결정의 경계면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Table 3.7.5

는 기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하여 습식 분석한 결과이다. 

표에서 1, 2차 공정을 거친 Li-Sb (20-80 mol%)의 시료는 기 농도를 유지

하는 반면 1차 공정을 생략한 시료들은 기농도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

다.     

 

-Li-Sb(20-80mol%)

-1,2차 공정 제조

-Li-Sb(20-80mol%)

-2차 공정 제조

-Li-Sb(40-60mol%)

-2차 공정 제조

-Li-Sb(20-80mol%)

-1,2차 공정 제조

-Li-Sb(20-80mol%)

-2차 공정 제조

-Li-Sb(40-60mol%)

-2차 공정 제조

Fig.3.7.35. Photographs of Li-Sb alloy with composition and making 

process at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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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7.36. Photographs of SEM of Li-Sb (20-80 mol%) alloy 

after 1st, 2nd making process.

Fig.3.7.37. Photographs of SEM of Li-Sb (20-80 mol%) alloy 

after only 2nd making process.

Fig.3.7.38. Photographs of SEM of Li-Sb (40-60 mol%) alloy 

after only 2nd 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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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Initial weight (wt%) Final weight (wt%)
Remark

Li Sb Li Sb

1. 2-5-r 1.40 98.60 1.24 94.3 20-80 (1,2차)

2. 4-1-r 1.40 98.60 0.84 93.6 20-80 ( 2차)

3. 4-3-r 3.66 96.34 2.17 90.2 40-60 ( 2차)

Table 3.7.5.  Results of wet analysis of Li-Sb alloys with making 

conditions at 500 ℃  

③ 농도 향

          상기 처리 공정의 향에서 검토한 결과 1, 2차 성형  열처리 

과정을 거쳐야 기 농도를 유지하며, 기 압분 성형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그러나  1, 2차 성형  열처리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Li-Sb의 조성비에 따른 향을 검토하 다. Fig. 3.7.39에서 Li-Sb 속의 Li 

조성비가 증가할수록 XRD의 Li2Sb 피크의 세기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Fig. 3.7.39에서 Li 농도가 30, 40 mol%일 경우 기 성형체를 유지 못하

고 용융됨을 알 수 있다. 한 Table 2.7.6의 습식분석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체 으로 기 농도의 와 비슷하게 변화하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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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7.39. Results of XRD of Li-Sb alloy with Li-Sb 
composition after heat treatment at 500 ℃.

Fig.3.7.40. Photographs of Li-Sb alloy with Li-Sb composition 

after heat treatment at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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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Initial weight (wt%) Final weight (wt%)
remark

Li Sb Li Sb

3-1-1-r 1.40 98.60 1.02 92.6 20-80, 1,2차

3-2-1-r 2.38 97.62 1.96 92.1 30-70, 1,2차

3-3-1-r 3.66 96.34 3.40 90.1 40-60, 1,2차

Table 3.7.6. Results of wet analysis of Li-Sb alloys with Li-Sb 

composition conditions at 500 ℃ 

④ 합 의 균일도 

          500 ℃에서 제조된 Li-Sb (20-80 mol%) 합 의 상, , 하 치

별 Li, Sb 농도를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제조된 합 의 균일도를 측정하

다. 500 ℃에서 제조된 Li-Sb (20-80 mol%)의 합 을 Fig. 3.7.41과 같이 상, 

, 하의 치 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습식 분석한 결과, Table 2.7.7과 같이 

기 농도와 비교하여 상, , 하 모두 큰 차이가 없었다.

 

Fig.3.7.41. Sample positions of making 

Li-Sb alloy at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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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Initial sample

weight (wt%)

After 1st heat 

treatment.

weight (wt%)

After 2nd heat 

treatment. 

 weight (wt%) remark

Li Sb Li Sb Li Sb

Upper

1.40 98.60 1.15 88.7

1.3 93.4

Middle 1.1 90.5

Lower 1.0 94.2

Table 3.7.7. Results of wet analysis with sample position of Li-Sb 

alloys at 500 ℃    

 

     (4) 요약 

       - LiCl-KCl 용융염 계에서 잔존하는 미량의 U  TRU를 회수하기 

한 공정으로 해제련 (electrowinning)에 의한 draw down 시 solid anode

로 Li-Sb 합 이 필요하다. 

       - 500 ℃, LiCl-KCl 용융염 계에서 Li-Sb 합 의 조성비가 Li-Sb 

(20-80 mol%)일 때 고형체를 유지할 수 있다.  

       - 그리고 기 성형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조하기 하여 1차 성

형 → 180 ℃에서 20 시간 이상 열처리 → 2차 성형 → 500 ℃에서 5 시간

이상 열처리 과정을 거쳐야 함.

      - 제조된 분말은 성형성  균일도를 유지하며, 제조된 합 을 사용하

여 해제련에 의한 draw down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마. Li-Sb 양극물질을 사용한 우라늄 회수 실험

     (1) Li-Sb (20-80 mol%) 양극물질을 사용한 분극곡선 측정

        본 실험을 수행하기 한 실험장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양극: Li-Sb (20-80 mol%), Li-Sb (30-70 mol%)

      - 음극: Mo,    -기 극: Ag/AgCl,   - 온도: 500 ℃   

      - 농도: LiCl-KCl (250 g), UCl3 (1 wt%), CeCl3 (1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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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Cl3 (1 wt%)

   본 실험에서 분말 야 법으로 제조된 Li-Sb (20-80 mol%)의 경우는  성

형체를 유지하기 때문에 Fig. 3.7.42의 좌측 사진과 같이 제조하여 사용하

다. 그리고 우측의 사진은 사용 후의 극 표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사용 후 극의 표면이 형체를 유지하되 표면의 속이 탈락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7.43에서 anode의 항은 C-V 곡선의 기울기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그 값은 1.05 정도이다. 그리고 C-V 곡선의 와 류 계는 

직선성 유지하고 있어 의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사용

후 극표면 거칠어지는 것으로 보아 극에 Sb 속이 잔류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Fig. 3.7.42. Before and after experimental of Li-Sb (20-80 

mol%) a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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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43. Polarization curves of Li-Sb (20-80 mol%) alloy in 

LiCl-KCl molten salt, 500 ℃. 

     (2) Li-Sb (30-70 mol%) 양극물질을 사용한 분극곡선 측정

        본 실험을 수행하기 한 실험장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양극: (30 mol%-Li ; 그림 참조)

      - 음극: Mo,     - 온도: 500 ℃,   

      - 반응기: 이 스, 알루미나 (Id: 53 mm, H: 100 mm)

      - 농도: LiCl-KCl (250 g), UCl3 (1 wt%), CeCl3 (1 wt%), 

              YCl3 (1 wt%) 

   본 실험에서 분말 야 법으로 제조된 Li-Sb (30-70 mol%)의 경우는 500 

℃에서 성형체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Fig. 3.7.44의 좌측 사진과 같이 알

루미나 용기를 제작하여 사용하 다. 그리고 우측의 사진은 사용 후의 극 

표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사용 후 극의 표면이 LiCl-KCl salt 이

외의 새로운 물질로 된 층을 이루고 있었다. Fig. 3.7.45는 Li-Sb (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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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 양 극을 사용하여 분극곡선을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인가 류

가 0.5 A 이하에서의 극 항과 0.5 A 이상에서의 극 항의 기울기 차이

가 있는 이유는 양 극의 Li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농도 차이 때문으로 생

각된다. 그리고  anode의 항 값이 상기 고체 극, Li-Sb (20-80 mol%)보

다 작은 이유는 양극물질이 융융되어 액상을 유지하고 있어 내부 확산속도

가 크기 때문으로 단된다.

Fig. 3.7.44. Before and after experimental of Li-Sb 

(30-70 mol%) anode.

Fig. 3.7.45. Polarization curves at Li-Sb (30-70 

mol%) anode and solid cath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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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 해정련 양극

   우라늄 해정련용 100 gU/bat 규모 십자형 양극체를 설계  제작하

으며, DU를 이용한 해정련 특성을 검토하 다. 십자형 양극체에 한 

기 우라늄 농도, 양극 교반속도에 따른 류-  곡선 완성  착 특성 

평가하 으며, 기 UCl3의 농도가 6 wt% 이상일 경우 농도분극 상을 제

거할 수 있었다. 양극 구조재의 안정 인 사용  연료 내에 포함된 이원

소의 용해 방지를 해 류 도에 따른 양극  음극 거동을 조사하

으며 STS 316  304에 한 해정련 조건에서의 Cut-off 를 결정 

(iron Ref.기  0 V)하 고, 속 환체의 해정련 연계 방안 조사를 해 

미 환원된 희토류 원소를 표하여 Nd2O3를 포함한 모의 연료제조  UCl3

에 의한 용해도를 확인하 다. STS 304에 한 부식실험 자료와 비교한 결

과 양극체의 건 성이 유지되는 양극 는 0 V 이하로 규명되었으며, 각종 

이원소를 상으로 한 번 실험 결과로부터 양극 를 0 V로 제어할 경

우 양극 바스켓  연료 내의 일부 이원소를 제외한 부분의 이원소 

용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정련 조건인 용융염 내에 

UCl3가 존재할 경우 Nd(Ⅲ)의 흡수밴드가 찰되어 가정된 반응식과 같은 

화학반응이 일어남을 확인 (Nd2O3 + 2UCl3 = 2NdCl3 + UO + UO2)하 고, 

특히 사용후핵연료의 속 환 시에는 희토류 산화물이 LiReO2의 복합 산화

물 형태로 존재하므로 LiNdO2의 경우 해정련 과정에서 UO  UO2뿐만 

아니라 Li2O의 오염이 수반될 것으로 단되어 미 환원 희토류 산화물은 

해정련  단계에서 제거된 후 처리되어야 함을 확인하 다. 양극의 우라늄 

용해거동을 찰한 결과, 용융염 무교반 시 양극 가 상승하 으며, 양극

용해 효율이 감소하 다. 이는 양극 주변의 우라늄 농도가 높아지고 가 

상승하여 U+3가 U+4로 산화되는 상이 효율 하의 지배  원인인 것으로 

단되어 high throughput을 해 고 류를 인가시킬 경우 양극 면 의 증

가 필수 임을 확인하 다.  류 도에서는 조  우라늄 석출물이 생성되

어 석물 내의 잔류 염 함량이 감되고, throughput 향상  U+3의 산화  

이원소 용해 방지를 해서는 양극면 의 극 화  균일한 염 교반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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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함을 알 수 있었다. 십자형 양극체 내에 포함된 잔류 용융염은 용융염 상

부로 인상 후 200 rpm 이상으로 회 시킬 경우 부분의 염이 제거 가능하

다.

○ 해정련 고체음극

   기존의 Mark-V  PEER가 지닌 문제 을 확인하 으며, Sticking 문제

를 극복하기 하여 Graphite를 음극으로 사용하여 30～212 mA/cm
2의 인가

류 범 에서의 류 도 변화에 따른 sticking coefficient의 변화를 찰한 

결과 류 도가 증가할수록 sticking coefficient가 차 감소하다가 140 

mA/cm2 이상에서는 음극에 착물이  붙어있지 않는 self-scraping 

상을 찰할 수 있었다. 흑연 음극을 사용할 경우 착된 우라늄에서 300 

ppm 정도의 탄소 오염이 찰되었으나, 염 증류 후 주조 에 2UC + Y2U 

+ YC2 반응에 의해 부유된 YC2 형태로 제거 가능함을 확인하 다. 기존의 

해정련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철재 음극이 지닌 우라늄 착물의 

sticking 상을 극복하기 하여 흑연음극으로 치함으로서 고성능 해정

련 장치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 고, 흑연음극을 사용할 경우 기존 철재 음

극에서 용되는 기계  scraping 공정이 필요 없고, 잔류 우라늄 착물 제

거를 한 역 착 (stripping) 공정도 근본 으로 생략할 수 있으므로 류 

효율이 폭 향상되며, 해정련조를 단순화시킬 수 있어 유지보수가 쉽고 

극면 을 보다 증 시킬 수 있다. Self-scraping 특성을 나타내는 흑연음극

을 사용한 해정련 장치의 thrughput을 측정한 결과 0.31  gU/h.㎠로 나타

났으며, 이는 Mark-V의 약 4 배에 해당하는 값으로 확인되었다.

○ 체음극의 착특성 조사

   Cd 음극을 체하기 한 고체 극 개발을 하여 고체음극과 이의 둘

에 미세 구멍이 뚫린 세라믹 용기를 설치한 극 set을 제안하고, 이의 특성

을 조사하 다. 류- 압 계 측정에서 세라믹 용기가 없을 때에 비해 과

압이 커지는 상이 발견되었으나, U 착실험에서 해실험이 성공 이

었다.  용융염  미량 actinide 원소 제거 공정 (draw down)에 도입 가능

한지를 조사하 으며, 우라늄 농도가 20 ppm까지 낮추어 도입 가능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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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다. 실제 공정에의 도입에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하

다. 해제련 조업을 안정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anode 재료가 매우 요

하며, 여러 가지 후보물질을 비교하여 glassy carbon이 비교  우수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 액체음극 구조설계  U/RE 분리특성 시험

   액체음극에 한 기본설계를 해 10년 장 LWR 사용후핵연료 핵종 조

성을 OREGEN-II로 계산하 고, 해정련 후 용융염 내 TRU와 U 무게비로 

TRU/U 〉2 wt% 존재 시 TRU와 U이 동시에 착되며 우라늄 dendrite 생

성이 억제됨을 확인하 다. Cd 액체 음극에 악틴족 원소 최  허용량 약 10 

wt%로 결정되었고  결과로부터 용융염에 한 Cd 양은 0.5배 (무게비)임

을 확인하 다. 액체음극 교반속도의 향에 해서는 교반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류 도가 감소하는 상을 확인하 고 이로부터 최  교반속도가 

100 rpm임을 확인하 다. 그리고 액체음극의 높이 (H)가 클수록 환원 속의 

Cd 액체 속 내 확산속도가 낮았으며, 반경 (R)이 클수록 액체 Cd 계면이 

불안정하 다. 따라서 정 H/R 비는 1.3 (H/D = 0.65)임을 확인하 다. 낮

은 교반속도 (40 rpm, Renolds No. = 90)일 경우 U, Dy, Gd의 함량이나 

착속도가 서로 유사하지만 70 rpm (Re. No. = 125) 이상으로 교반하 을 때

는 Dy나 Gd의 착속도가 우라늄보다 훨씬 빠르며, 교반속도의 증가에 따라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 U/TRU/RE 분리실험  평가

   음극 류 도 범  ～200 mA/cm
2까지 Cd 액체음극 계에 한 류-

 자료를 확보하 다. 는 직선 으로 증가하므로 음극, 양극에서의 

항을 구할 수 있다. Cd 액체음극에 의한 U /모의TRU /RE 분리실험에서 U/ 

모의TRU (Ce)의 분리가 우수하고 U 수지상 석출물이 잘 형성되지 않는 

해조건 ( 류 도 = 50 mA/cm2, 음극 = -2.0 V, 교반속도= 70 rpm)을 

악하 다. 모의 TRU/ RE (La, Nd) 상호분리 경향을 알아보기 해  

류 도 (50 mA/cm
2)를 인가하 을 때는 분리가 양호하 으나, 고 류 도 

(150 mA/cm2)를 인가하 을 때는 동반 석출됨을 확인하 다. LiCl-KCl 용융

염 계에 한 Cyclic voltammetry를 이용하여 해 착에 한 in-situ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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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발하 다. 즉 U/ 모의TRU/ RE 분리를 한 해정련 실험  용융

염 상의 변화를 CV 기법에 의해 on-line으로 즉시 손쉽게 악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이용하 다. CV 진단 그래 는 U, 모의TRU, RE 등 각 용질 속

이 해석출 후에 용융염 상에서 변화를 CV 피크 변화에 의해 정성  확

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험 진행  해석출 정보를 즉시 제공해주므로 실

험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주었다.

○ 액체음극을 이용한 U/ 모의TRU/ RE 분리조건 규명

   LiCl-KCl 용융염계에서 액체음극으로 Cd와 Bi를 이용하여 우라늄과 모의 

TRU (Ce)  희토류 속 (Nd, La, Y)에 한 기화학  특성을 비교 분

석하 다. Cyclic volatammetry에 의해 LiCl-KCl/Cd 계에서 각 속 원소들

의 환원 를 측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LiCl-KCl/Bi 계의 경우 각 속 원

소들의 환원 들이 첩 상으로 인해 구분하기 어려웠다. 한 용융염에 

Cd  Bi가 용해되어 존재함을 산화/환원 peak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리고 LiCl-KCl/Cd 계  LiCl-KCl/Bi 계에 한 U/ 모의TRU/ RE의 

해석출 특성을 평가하고자 chronopotentiometry를 수행하 다. 그 결과 50 

mA/cm2 류 도에 한 U/ 모의TRU/ RE 속들의 해석출 를 측정

하 고 액체음극에 한 회수율 측정하 다. 상 으로 U의 환원 와 비

슷한 환원 를 갖는  Nd과 Ce이 U과 함께 공석출됨을 확인하 다. 액체 

Cd 극과 액체 Bi 극의 차는 략 0.2 V이며 회수율에 있어서는 실험

오차 범 에서 비슷하 다

.

○ 국제공동연구 (TRU/RE 분리효율 측정자료 확보)

   액체 속을 음극으로 하여 용융염 의 TRU를 회수하는 기술은 

Pyroprocessing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기술이다. 국내의 여건이 

TRU를 사용한 실험을 수행할 수 없어 ISTC 트  력과제로 RIAR와의 

공동연구를 수행하 다. 한러 공동연구를 통해 액체음극에서 TRU/ RE의 

해조건  분리율 측정 자료를 얻고자 하 으나 국내․외의 여건 변화로 인

해 공동연구는 1단계 연구만 수행되고 종료되었다. 1단계 연구를 통해 당  

계획한 로 Cd  Bi 액체음극을 사용하여 U, TRU (Np, Am, Cm)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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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Ce, Nd)의 용융염 해  분극 ( 류- ) 특성자료를 확보하 다.

○ 착물 회수

   해 정련 공정으로부터 회수된 우라늄 음극 착물로부터 순수 우라늄

을 회수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표면 이 매우 큰 수지상의 우라늄 

착물에 포함 되어 있는 용융염을 제거하기 해서 감압 증류 공정을 제안하

다. 감압에 따른 증류 실험 결과 용융염의 증기압에 따른 증류 온도 역

과  정 감압 조건을 도출하 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온 염 증류  

우리늄 잉곳 제조 공정에 연 된 2단계 착물 회수 공정을 제안 하 다. 2

단계 착물 회수에 있어서 정 감압 조건, 온 염증류 온도  유지 시

간, 우라늄 잉곳 제조 온도 등에 련된 실험 조건을 확보하 다. 그 결과 

우라늄 손실이 없으면서 순수한 우라늄 잉곳을 성공 으로 제조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실험 장치  연구 결과들은 건식 공정에서 액체 음극 착물로

부터 액체 음극물질을 증류  재 활용, 염 폐기물로부터 용융염 회수  재

순환 공정 등에 직 으로 활용성이 클 것으로 단된다. 





- 437 -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경제, 사회  기술  측면

   가. 해정련  제련:

      해기술은 공정이 간단하고, 2차 폐기물 발생량이 어 기존 핵연료

주기 기술에 비해 매우 경제 이다. 한 본 기술이 핵변환과 연계되어 있어 

고  폐기물 처분  리 에서도 획기 으로 경제성을 높여  망

이다. 한  건식 해정련 방법은 순수 Pu을 생산하지 않고, RE 는 잔여 

U를 동시에 혼합하여 회수하기 때문에 Pu의 단독분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핵확산 항성이 매우 큰 방법이다. 앞으로 친환경  비 핵확산 핵연료주기

기술을 개발하려는 계획인 AFCI나 Gen-IV의 핵연료주기 기술로 가장 합

한 기술이고, 향후 원자력의 사회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망이다.  따

라서  본 기술은 차기 단계 mock-up장치 제작  운 의 기  자료로 활용

하며, 한 향후 Pyroprocessing 공정 확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 체음극 기술

      세라믹 용기로 둘러싸인 극에 한 활용도는 그리 크지는 않을 것

으로 보이지만 착물이 극으로부터 쉽게 이탈되는 상이 일어나는 기

화학  분리 공정에서는 모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원자력 산

업계 이외에도 제련 산업처럼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도를 향상시키는 분야에

서 몇몇 특수한 경우에 응용이 가능하고, 탄소 나노튜  등의 제조에도 응용

이 가능하리라 추정된다. 

   다. 착물 회수

      용융염 해정련법에 의한 고 부가가치 속 입자 (Ta, Ti, Hf, Sc 

등) 제조 공정에 있어서 최종 으로 용융염 분리 공정은 필수 으로 거쳐야 

할 기술 분야이다. 사용되는 용융염  회수되는 속 물질의 증기압 자료 

등으로부터 회수 물질의 손실 없이 고순도의 입자 회수를 해서는 본 공정

의 활용성이 클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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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개발 결과의 종합 활용 방안:

     단기 으로는 3차 장기 계획 (‘07-’09) Lab-scale 해정련 장치 제작 

 설치에 활용하여 개발된 고온용융 해분리 기술의 요소 기술들의 공정

화가 확립될 계획이고, 기 으로는 ‘2010년부터 착수될 정인 공학 규모

의 공정장치 제작  설계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한 한미 (AFCI 계획)/

한러  GenIV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에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본 연구 결과는 궁극 으로 소멸처리용 핵변환 물질 회수기술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인 차원에서 고  폐기물 소멸처리에 활

용될 계획이다.  한 본 연구 결과가 기 하고 있는 타 산업으로의 이  가

능한 기술로서 정제된 희토류 속의 회수  카드뮴과 같은 속의 회수

에도 용 가능하며 향후 타 산업으로의 기술 이 을 극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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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 해외 동향정보

   Gen-IV 계획과 미국이 추진 인 GENP 계획에 따르면 향후 사용후핵연

료의 핵주기 기술은 필히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한 미국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효율 극 화를 해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감용, 고  폐기물 최소화  장수명핵종의 소멸처리를 한 미래 원자로

인 고속로 (ABR) 도입 등과 연계된 차세  원자력 시스템 개발에 심 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미래 연구개발 방향은 일본, 러시아, 랑스를 비

롯한 유럽 연합과 같은 원자력 선진국들도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 수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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