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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 용융염 해환원 공정은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기화학  방법을 이용

한 속 환 기술로 속핵연료 주기 도입을 한 처리 공정이며 공정 용량화  공

정 해석을 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공학규모 해환원 시스템 Demonstration 

․천연우라늄  사용후핵연료 모사를 한 Simfuel을 사용한 공학규모 (20 kgHM/batch) 해환원 

실험에서 95% 이상의 속 환율을 달성하 음.

․LiCl-3 wt% Li2O 용융염 매질에 한 Cs, Sr, Ba 등 용해성 FP들의 거동을 측정함.

- 주요핵종의 해환원 평가

․ 해환원 시스템에서 Li 속과 반응하는 I, Br, Se에 한 해환원 거동 측정 결과 I와 Br은 산

소 이온 보다 먼  산화되며 Se는 백  극과 반응하여 침 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밝 짐.

- Simulation Code 개발을 한 데이터 생산  반응기 모델링

․다성분 물질인 사용후핵연료의 구성성분에 한 기화학  거동에 한 기  자료 분석을 수행

함.

․Bench-scale 해환원 시스템(10 gU3O8/batch)을 이용하여 류  인가 하량에 한 환율 

데이터를 생산한 결과 임계 류 도 이상에서는 선형 인 계를 얻었음.

․ 산 Code를 이용하여 공학규모 해환원 시스템을 모델링하여 기상의 유동  기장에 한 

해석을 수행함.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사용후핵연료, 산화물 연료, 건식공정, 해환원, 용융염

  어  Spent fuel, Oxide fuel, Pyroprocessing, Electrochemical reduction, Molten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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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한 고온 용융염 해환원 공정개발

Ⅱ. 연구 개발의 목   필요성

○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해 사용되는 습식공정은 핵확산 항성이 낮기 때문에 공

정을 개발 활용할 수 있는 국가가 제한 임. 한,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연구 

개발되는 공정은 보다 높은 핵확산 항성을 담보해야함. 

○ 습식공정의 안 공정인 건식공정(Pyroprocessing)은 기술 성숙도가 습식에 비해 

낮으며 속 연료를 상으로 개발되었음.

○ 산화물 형태의 사용후핵연료는 속 환 처리 공정의 도입으로 속 연료 공정

의 Pyroprocessing과 연계할 수 있음.

○ 고온 용융염 처리 공정의 개발로 된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감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GEN-IV 원자로 시스템에 한 연계성이 확보됨.

○ 이와 같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개발은 경제 인 원자력 발  확 를 해 필

수 임.

Ⅲ. 연구 개발의 내용  범

○ 공학규모 (20 kgHM/batch) 해환원 시스템 Demonstration

   - 국제공동 연구 추진  Inactive test

   - Simfuel을 이용한 해환원 실험

   - 공학규모 해환원 시스템 개선  성능 평가

○ 주요핵종의 해환원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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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Br, LiI  Li2Se의 해환원 특성

○ Simulation Code 개발을 한 데이터 생산  반응기 모델링

   - 해환원 반응 특성 자료 분석

   - U3O8 해환원 반응 속도 측정

   - 해환원 반응기 모델링

Ⅳ. 연구 개발 결과 

  1) 공학규모 (20 kgHM/batch) 해환원 시스템 Demonstration

   ○ 국제공동 연구 추진  Inactive test

- KAERI와 INL의 독자 인 시스템에 한 Review 후 양측 시스템에 한 비교 

검토를 수행함.

- INL 측에서는 KAERI 측의 다공성 MgO membrane을 이용하여 active 

demonstration을 수행하기로 상호 의하여 구체 인 설계 자료를 교환함.

- 특히 양 기 의 해환원 실험 시 력기 의 연구원이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합의함으로써 INL의 active demonstration에 KAERI 연구원이 참여함.

- KAERI에서는 20 kgHM/batch 규모의 해환원 장치를 최 화 개념을 도입하

여 설치 완료하고, 단  장치의 성능 요건에 한 비 평가를 종합 으로 수행

하 으며, inactive demonstration 결과 99% 이상의 속 환율을 달성함.

   ○ Simfuel을 이용한 해환원 실험

- ORIGEN code를 이용하여 Simfuel 조성을 결정함.

- 건식 볼  공정으로 Simfuel을 제조하여 공학규모 해환원 시스템에서 

chronopotentiometry 방법으로 해환원 시험을 수행함.

- 압- 류 거동을 측정하여 실증용 속 환 반응기의 셀  허용범  (< 

3.46 V)를 근거로 최  허용 류는 약 130 A로 나타났으며 극 면   구조

를 변경하여 한계 류 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상함.

- Simfuel을 이용한 100 h의 해환원 실험에서 Cs, Sr  Ba은 조업시간 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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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약 78, 84, 95%가 Simfuel에서 제거되어 용융염 상에 용해되는 것으로 측정

됨.

- 환원된 Simfuel을 회수하여 분석한 결과 속 환율은 환원에 필요한 하 비 

공  하량이 120%인 조건 약 97%에서 140%인 경우 약 99%로 증가하 음.

   ○ 공학규모 해환원 시스템 개선  성능평가

- 공학규모 해환원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환원 시스템 개선을 해 염 재

사용  Cathode, Anode 시스템 등 세부 항목을 도출함.

- 개선된 반응기를 설계, 제작 설치하여 Simfuel을 이용한 성능평가를 수행함.

- Controlled current 운  방법으로 류를 단계 으로 상승시키며 각 극의 

압을 측정하 으며 압- 류 거동  시간에 따른 용융염 시료를 채취하여 분

석을 수행함.

- On-and-off 류 control  지속  류 공  등 공정 운  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Simfuel을 이용한 해환원을 수행하 음. Cathode 내 치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환원율을 측정하 으며 체 으로 >95%의 환원율을 얻었음.

- 80 A 이상의 높은 류 조건 운  이후에도 백  산화 극이 안정 인 것을 

확인하 으며 선형  압- 류 거동을 나타내었음.

  2) 주요핵종의 해환원 특성 평가

   ○ LiBr, LiI  Li2Se의 해환원 특성

- LiBr, LiI  Li2Se의 산화/환원 극 반응평가를 통해 측정한 화합물 모두 Cl-

이 산화 보다 낮은 에서 산화되었으며, 생성된 일부가 환원 극에서 얻

어진 Li 속과 반응하여 류 효율 감소시키는 것으로 단됨.

- LiBr과 Li2Se는 Li 속을 생성하고 비교  안정한 화합물로 확인되었으며, LiI

는 용융염 내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미리 산화되는 것으로 보임.

  3) Simulation Code 개발을 한 데이터 생산  반응기 모델링

   ○ 해환원 반응 특성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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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l-Li2O 용융염 계에서 실제 반응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주요 핵종들의 

활성도  열역학  자료를 생산하 음. 한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주요 핵종

들과 해환원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Li 속과의 화학반응에 한 평가를 열역

학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 음.

- LiCl-Li2O 용융염 계에서 다양한 Chloride 화합물에 한 분해 를 계산함으

로써 이들 화합물이 해환원 반응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으며 향후 해환

원 공정의 모사를 한 기  데이터로 활용함.

   ○ U3O8 해환원 반응 속도 측정

- 650 oC LiCl-Li2O (3wt%) 용융염에서 10 gU3O8/batch 해환원 반응기를 이용

하여 류  인가 하량을 변화시켜 일련의 해환원 실험을 수행함.

- 셀 류를 변화시키며 각 류 조건에서 U3O8 완 환원을 한 하량 비 

20, 40, 60  80%의 하를 반응기에 공 함.

- Chronopotentiometry 방법에서 각 극에서의 압 거동을 찰한 결과 0.8 A

조건에서 Li 환원 에 도달하 으며 이 때 반응 경로는 일부 환원된 U-O 고

용체(UO2.67-a)와 LixUyOz의 복합산화물을 거쳐 UO2로 환원된 이후 U으로 속

환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해환원 반응기 모델링

- 해환원 반응기는 산화물에서 제거되어 양극에서 발생되는 산소기체와 이를 

제거하기 한 Cover gas로 이루어진 기체상과 기화학  반응이 발생하는 고

온 용융염 액체상으로 구성됨.

- 기체상은 Cover gas에 의해 지속 으로 유동이 발생하는 반면 액체상은 정치된 

상으로 유동해석이 필요 없음.

- 기체상을 상으로 상용코드를 이용하여 Cover gas의 유량  류에 의한 산

소기체의 양에 따라 형성된 Streamline  온도 분포 해석을 수행함.

- 액체상은 류에 따른 기장 해석을 통해 Cathode에 부분의 압이 인가되

는 것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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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1) 경제, 사회  측면

   ○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에 한 고온 용융염 해환원 기술은 용은 상업 원자력 

발 에 의해 생산되는 핵연료를 높은 핵확산 항성과 함께 처리 할 수 있는 첫 

단계임.

   ○ 해환원 기술은 (1) 사용후핵연료 부피 감  (2) 속핵연료 주기에 활용될 

수 있는 다목  기술로 각각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제, 사회  측면의 활용이 

가능함.

- 사용후핵연료 부피 감: 질량  부피의 부분을 차지하는 우라늄이 제거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면 간 장을 포함한 처분장의 필요 면 을 획기 으로 

일 수 있음. 이는 많은 양의 사용후핵연료를 동일한 면 의 처분장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처분과정에서의 경제성을 한 차원 높이게 됨. 사용

후핵연료에 포함된 고발열성 핵종인 Cs과 Sr등을 속 환체에서 제거하여 처

분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장 선정 등에 필수 인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속핵연료 주기에 활용: 사용후핵연료는 에 지 능력을 지니고 있는 유용한 자

원이며 electrorefining 공정과 본 연구의 해환원 연구를 연계시키면 차세  

원자로인 GEN-IV 속 핵연료 주기에 활용될 수 있음. 이는 사용후핵연료의 유

효 자원을 에 지로 생산함으로서 원자력 발 의 경제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 에 지 생산원이며 녹색 성장을 한 에 지원으로서의 원자력에 한 사

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2) 기술  측면

   ○ 기술  측면에서 본 연구는 원자력 기술과 산업화 기술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

함.

   ○ 해환원 공정은 산화물에 기  에 지를 가해 속으로 환시키는 공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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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녹여 기  힘으로 이온을 움직이는 기존의 Electrorefining 공정에 비해 

산화물의 낮은 기 도도 등 물리화학  측면에서 Scale-up이 어려운 공정임. 

따라서 두 공정 간의 연계성을 확 시키기 해서는 해환원 공정의 용량화

가 선결 과제 음. 본 과제에서 수행된 연구를 통해 해환원 반응기의 scale-up 

 공정운 에 한 knowhow를 축 하 으며 상업화 규모로의 확 를 한 기

술  용에 활용될 정임.

   ○ 고온 용융염 해환원 기술은 학계  산업계에서 속생산을 해 활발하게 연

구되고 있음. 고온 용융염을 이용하여 기화학  방법으로 속을 생산하는 기

술은 원료에 따라 크게 산소의 농도가 수천 ppm인 경우 수 ppm 단 로 속에 

잔류하는 산소를 제거하는 고순도 속 생산과 원료 자체가 산화물로 상당 양의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에서 산소를 기화학 으로 제거하여 속을 생산하

는 방법으로 나  수 있음.

   ○ 본 연구는 단  공정의 scale-up을 목 으로 하고 있으며 이 연구 결과는 기술

 측면에서 고순도 속 생산  산화물 환원 모두에 용이 가능함. 이와 같

은 상업  활용을 해서는 반도체 재료 등에 활용되는 Ta, Ti과 같은 부가가치

가 높은 속 원료를 선정하여 합한 용융염  해환원 조건을 찾는 방법  

근을 수행해야함. 본 연구에는 우라늄 산화물을 상으로 반응속도 측정 등을 

수행하 으며 이와 같은 근 방법은 다른 속 생산을 한 기 연구로 기술  

활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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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 Development of Head-end Pyrochemical Reduction Process for 

Advanced Oxide Fuel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 Aqueous processes developed for treating spent nuclear fuels possess low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this aspect limits the number of countries using the 

technologies. Moreover, any technologies developed to deal with spent nuclear 

fuels should raise a barrier on the proliferation.

○ Pyroprocessing technology which has been developed as an alternative to the 

aqueous processes was technologically immature when it is compared with the 

aqueous ones and it was originally developed for metal fuels.

○ Spent fuels in the form of oxides can be integrated within the pyroprocessing 

for the metal fuels by introducing a head-end process of a reduction.

○ A head-end process of the oxide fuels in a molten salt could be used to reduce 

the amount and the volume of accumulated spent fuels and to integrate the 

spent fuels into a GEN-IV reactor system.

○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he reduction technology is of essence for the 

enhancement of an economical nuclear power generation.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Demonstration of an electrolytic reduction system in an engineering scal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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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HM/batch)

   - Arrangement of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n inactive test

   - Electrolytic reduction using a SIMFUEL

   - Improvement of the electrolytic reduction system and a performance test

○ Electrochemical characteristics of FPs

   - Electrochemical behavior of LiBr, LiI and Li2Se in an electrolytic reduction 

system

○ Measurement of reaction rate and development of a reactor

   - Analyses of electrochemical reaction data

   - Measurement of U3O8 electrolytic reduction rate

   - Electrolytic reduction reactor modeling

Ⅳ. Results

  1) Demonstration of an electrolytic reduction system in an engineering scale (20 

kgHM/batch)

   ○ Arrang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active test

- Both institutes reviewed and compared KAERI and INL electrolytic reduction 

systems.

- INL agreeded to perform an active demonstration by using KAERI's porous 

MgO membrane and both institutes exchanged the system designs.

- INL agreeded to join KAERI members during the active tests scheduled in 

INL facility. 

- KAERI completed installation of 20 kgHM/batch scale electrolytic reduction 

system and performed inactive demonstration to obtain more than 99% 

reduction yield.

   ○ Electrolytic reduction experiment with SIM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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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rmination of the composition of SIMFUEL by using ORIGEN code

- Preparation of SIMFUEL by a dry ball-milling method and an electrolytic 

reduction experiment in an engineering scale by a chronopotentiometry 

method.

- Determination of maximum current of approximately 130 A by considering 

an available cell potential range (< 3.46 V) and by measuring 

potential-current behavior during the electrolytic reduction experiments.

- Removal of Cs, Sr, and Ba by approximately 78, 84, 95%, respectively, after 

100 h of an experiment using SIMFUEL and dissolution of them into a 

molten salt phase.

- Reduction yields of 97 and 99% by the supplied charges of 120 and 140% of 

theoretical, respectively.

   ○ Improvement of an engineering scale electrolytic reduction system and 

performance test

- Finding detailed improvement items including a salt reuse, a cathode, and a 

anode system.

- Design and installation of an improved electrolytic reduction system and 

performance tests using SIMFUEL.

- Measurement of electrodes potentials under controlled current condition with 

step-wise increase of current and analyses of salt samples during the  

experiment. 

- Electrolytic reduction using SIMFUEL under on-and-off current and 

continuous current conditions. 

- Measurement of reduction yields with respect to the positions in a cathode 

exhibiting >95%. 

- Inspection of Pt anode after a high current operation of exceeding 80 A and 

finding the stability of Pt material presenting linear relation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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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and current.

  2) Electrochemical characteristics of FPs

   ○ Electrochemical behavior of LiBr, LiI and Li2Se in an electrolytic reduction 

system

- Investigation of electrode reaction of LiBr, LiI and Li2Se oxidation/reduction. 

- Stable compounds from LiBr and Li2Se in a molten salt system and oxidation 

of LiI.

3) Measurement of reaction rate and development of a reactor model

   ○ Analyses of electrochemical reaction data

- Arrangement thermodynamic data of chemical and electrochemical reactions 

of FPs during an electrolytic reduction.

- Decomposition potential evaluation for chloride compounds produced during 

the electrolytic reduction in a molten LiCl-Li2O system.

   ○ Measurement of U3O8 electrolytic reduction rate

- Electrolytic reduction experiments in a 10 g U3O8/batch scale reactor at 

different currents and amounts of supplied charges.

- Supplied charges of 20, 40, 60 and 80 % of theoretical.

- Measurement of reduction yields and reduction path of U3O8 to U metal.

○ Electrolytic reduction reactor modeling

- Division of modeling region with respect to the motions of fluids.

- Upper phase in motion and a stagnant lower phase.

- Streamline analysis for a gas phase (upper phase) with respect to a current 

and a cover gas flow rate.

- Electric field analysis for a liquid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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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1) Economic and social standpoint

   ○ The application of the electrolytic reduction technology to oxide spent fuels 

can be considered as the first stage which treats nuclear fuels produced from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 with the increased proliferation resistance.

   ○ The electrolytic reduction technology can be applied (1) directly to volume 

reduction of spent nuclear fuel and (2) to a metal fuel cycle.

- Volume reduction of spent fuel: The required area of disposal site will be 

drastically decreased when uranium, which takes most mass and volume in 

spent fuels, is effectively removed from the spent fuels. This means the 

reduction of cost to treat the spent fuels and it will also increase the 

acceptability of people around the disposal site since the high heat-generating 

elements such as Cs and Sr are removed from the processed products to be 

disposed of.

- Application to metal fuel cycle: The spent fuels posses energy-usable 

resources and the developed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can be further 

incorporated with an electrorefining process to utilize the resources by 

connecting with a GEN-IV metal fuel cycle.

  2) Technical standpoint

   ○ This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a metallurgical field as well as a nuclear 

fuel cycle field.

   ○ The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features that the electric energy is used to 

remove oxygens from oxides to produce metals. The process is difficult when 

compared with the electrorefining process where ions instead of the oxides 

with low electrical conductivity are the process object. Therefo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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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of the two processes requires a scale-up of the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In this project, the knowhow to increase the scale of the 

reduction process is obtained and the technology is expected to be used to a 

commercial system.

   ○ The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in a molten salt has been studied in 

academies and industries to produce metals. A high purity metal can be 

recovered by reducing some thousands ppm oxygen-dissolved metals as well 

as metal oxides.

   ○ The developed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the production of metals such as 

Ta and Ti in a commerci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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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 개발 과제의 개요  

역사 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한 후행핵연료 주기 공정은 용매 추출 방법을 이용하

여 개발되어 왔으며 재 상업 으로 이용되고 있는 PUREX 공정 역시 이 방법을 이용한 기술

이다. 그러나 추출제를 이용하는 습식 공정으로는 순수한 루토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핵

확산 항성이 낮으며 이에 따라 공정을 상용화하여 용할 수 있는 국가가 제한 이다. 이에 

반해 건식공정(Pyroprocessing) 기술은 공정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으며 공정 단계가 습식

에 비해 단순하며 공정 생성물로 순수한 루토늄을 얻을 수 없는 장 을 지니고 있다. 용융염

을 사용한 해정련[1-5] 기술은 표 인 건식공정 기술로 불화물 휘발과 같은 다른 건식공정

에 비해 기술  성숙도가 높으며 속 핵연료를 상으로 성공 으로 개발되었다. 

상업 발 에 주로 이용되는 원자로는 산화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PWR이며 원자로에서 방출

되는 사용후핵연료 역시 산화물 형태이다. 지속 인 력생산의 결과 된 사용후핵연료 문

제는 재 경제 이고 안정 인 리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다다랐다.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감  재활용을 한 Pyroprocessing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한 기술로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 PWR 사용후핵연료에 용하기 해서는 산화물을 속으로 환시키는 공정

이 필수 으로, 속으로 환된 사용후핵연료의 해정련 반응기 도입을 해서는 해정련과 

유사한 용융염 기반 공정이 속 환공정에 필요하게 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Idaho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LiCl 고온 용융염에서 해환원 

방법을 사용하여 산화물을 속으로 환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환원 기

술은 각국의 황에 맞추어 개발되고 있으나 국제 력을 통해 공정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

으며 동시에 각국의 장 을 활용하여 효율 으로 추진될 수 있다.

미국 INL은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과 경험이 있으며 사용후핵연료에 존

재하는 다양한 핵종들의 분석이 가능한 장 이 있다. 이에 해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은 

ACPF(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facility)에 용량의 해환원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

으며 해환원 시스템의 용량화 연구에 강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KAERI와 미

국 INL(Idaho National Laboratory)과의 국제공동 연구로 환원 공정의 Scale-up에 한 연구와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기화학  후속 공정 연구로 나 어서 구성되었으며 

각각 KAERI와 INL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KAERI가 담당하는 연구는 

SIMFUEL을 이용한 공학규모 해환원 연구, 반응속도 측정을 한 실험  연구, 반응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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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연구는 양 기 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 다.

해환원 반응은 Fig. 1에 보인 것과 같이 환원이 발생하는 음극에 산화물을 충진 시킨 뒤 

기를 가해주면 용융염에 존재하는 리튬 이온들의 환원과 이어지는 속 리튬과 산화물과의 

화학반응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반응 생성물인 산화 리튬은 LiCl에 높은 용해도를 갖으며 반

응 직후 용해되어 용융염으로 용출된다. 양극에서는 비소모성 극을 사용하 을 때 산소가 발

생되며 결과 으로 해셀에서는 음극의 산화물에 존재하는 산소 원자들이 양극에서 기체로 

제거되어 속산화물이 속으로 환원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Cathode : Reduction
2Li+ + 2e-→ 2Li
U3O8 + 16Li → 3U + 8Li2O
Li2O → 2Li+ + O2-

Anode : Oxidation
O2-→ ½O2 + 2e-

Mechanism

Concept

O2
O2-

LiCl-Li2O
Molten Salt at 650 °C
LiCl-Li2O

Molten Salt at 650 °C

U3O8

Li

Li+

Cathode Anode

e-

Figure 1. Concept and mechanism of an electrolytic reduction.

해환원 공정을 거친 사용후핵연료 내의 악티나이드 원소들은 낮은 Li2O 기 농도 조건에

서 함께 속으로 환되어 서로 분리되지 않으며 사용후핵연료  고방열성 핵종인 알카리, 

알카리토 속 원소들만이 용융염으로 용해되어 속 환체에서 제거된다. 따라서 사용후핵연

료의 부피를 감시켜 처분장의 공간 활용성을 증 시킬 수 있는 동시에 해정련 공정과 연

계하여 SFR 속 핵연료 주기에서 산화물 핵연료의 처리 공정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환원 공정의 용량화를 목표로 장치를 구성 천연 우라늄 산화물과 

SIMFUEL을 이용한 해환원 거동 측정  Bench 규모 해환원 장치를 이용한 기화학  

물성 측정 등 기 연구를 병행하여 PWR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한 공정 완성을 한 결과를 

생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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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 개발 황

제 1  미국의 건식공정 기술개발 황

1. 미국의 핵연료 주기 기술 황[6] 

미국의 건식공정(Pyroprocessing) 연구는 습식법의 단 을 극복하기 한 목 으로 1950년  

후반부터 시작 되었으며, 합 용융, 분열생성물의 휘발  흡착, 불소화  염소화 휘발법, 용

융염과 속상 사이의 추출, 침 , 해정련,  제련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1990  반부터 ANL은 미국에 보 되어 있는 40,000t(HM)의 경수로(LWR) 

사용후연료 처리를 해 EMT(Electrometallurgical treatment)라 불리는 보다 진보된 

Pyroprocess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해 ATW(Accelerator Transmutation of Waste)[7] 로

그램이 제안되었으며, ATW 로그램에서는 원자로가 임계에 이르지 않고 운 되는 미임계로

가 도입되어 안정성이 커지며, 핵분열성 물질이 연료에 포함되지 않아 TRU 물질이 원자로 가

동 에 새로 생성되지 않는 개념이었다. 량의 연료를 처리하기 해서 우라늄과 테크네슘은 

습식으로 처리하고, TRU와 핵분열생성물을 건식법(PYRO-A)으로 처리하는 공정으로 조합되었

다. ATW에는 미임계로를 채택하여 연속 으로 가동되기 해 가속기가 필요하며, 따라서 설

비가 커져 개발비가 많이 든다는 이 가장 큰 단  하나이다.

ATW의 개념은 2001년 AAA(Advanced Accelerator Applications)[8]을 거쳐 2002년 

AFCI(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9]의 개념으로 변화, 발 되었으며 Fig. 2와 같이 AFCI 

로그램의 1단계에서는 기존의 경수로를 이용하고, 2단계에서는 TRU를 처리할 수 있는 열

성자로를 이용한다는 구상이며 3단계에서는 고속 성자로를 이용하며 Minor Actinide(MA)를 

처리하는 략이었다. 그러나 재까지 이 로그램에 사용될 원자로  연료 형태는 아직 결

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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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I Long–Range Strategy

Phas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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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Np or Pu/Np/Am Recovered for Thermal Recycle
• Mas and Remaining FPs to HLW

Phase 3
TRUs to Dedicated Burners

• TRUs Direted to Dedicated Burners
• Remaining FPs to HLW

Phase 4
Entry into GEN-IV Economy

• Actinide Recycle to GEN-IV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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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FCI long-range strategy.

최근 미국 DOE는 2006년 2월 6일 선진핵연료 주기 로그램으로 “국제 원자력에 지 트

십(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10] 정책을 발표하 다. GNEP은 부시 통

령의 연두교서에서 언 한 선진 에 지 정책(AEI)의 후속조치로서, 핵연료의 재순환, 폐기물 

감소, 테러집단으로부터의 원자력기술과 핵물질의 근방지 능력 향상을 한 새로운 기술의 

실증과 도입을 통해 무공해 원자력에 지의 확 를 한 략이다. GNEP을 통해 미국은 에

지 추가생산과 폐기물 감소, 핵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기 한 새로운 핵확산 항성의 재순환기

술을 개발하는 선진 원자력 보유국가와의 력을 추진하고, 재처리와 농축을 포함하여 개도국

에게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는 핵연료 공  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GNEP은 AFCI를 아우르는 확장된 개념으로 미국의 R&D는 GNEP의 핵심 정책인 AFCI추진

과 2010년을 목표로 한 신규 원  건설에 을 맞추고 있으며 AFCI 로그램에서 

Pyroprocess는 Sodium-bonded 속 고속로에 합한 공정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

2. 미국의 해환원 기술 황

2002년 미국의 Argonne National Laboratory(ANL)[11]에서는 LiCl 용융염을 기반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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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2를 성공 으로 해환원시켰으며 해환원 과정에서 간체 생성의 가능성을 보 다. 이후 

이 기술은 Idaho National Laboratory(INL, 당시 ANL-W)에 옮겨져 실제 사용후핵연료 핵연료

를 사용한 실험이 비되었다[12]. INL에서는 Fig. 3과 같은 Hot fuel dissolution 

apparatus(HFDA)를 설치하여 해환원 시스템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Figure 3. Section view of HFDA in INL.

INL에서는 설치된 해환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류순환 주사법 등 기화학  기술을 사용

하여 UO2에 한 해환원 거동을 측정하 으며[13] 속산화물 용기로 속재질의 바스켓을 

사용하 다. 이후 INL에서는 본 보고서의 과제와 응하는 I-NERI project를 통해 해환원 기

술을 발 시키고 있다. INL에서는 BR-3 LWR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Fig. 4와 같은 속재

질 바스켓을 사용한 해환원 시스템에서 Batch당 약 50g의 해환원 거동을 측정하 으며 실

제 분열생성물의 해환원 공정 이후 분배에 한 데이터를 생산하 다[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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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lectrolytic reduction system of INL.

해환원으로 얻은 환원 속은 해정련과의 Fig. 5와 같이 연계를 해 LiCl-KCl 공융염계

로 옮겨지고 형 인 해정련 공정으로 INL은 속 우라늄을 회수하는 성과(Fig. 6)를 얻었

다[16]. 해환원과 해정련의 두 공정은 성공 으로 연계되었으며 두 시스템의 용융염 시료

를 분석함으로서 분열생성물의 분배 데이터를 생산하 다.

Figure 5. Integration of electrolytic reduction with electrorefi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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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roducts of electrolytic reduction (left) and electrorefining (right) process.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형태는 Pellet 모양의 UO2이나 고온 산화 공정인 vol-oxidatin 공정을 

거치면 부피 팽창에 의해 분말 형태의 U3O8으로 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두 종류의 산화물에 

해 INL은 해환원을 비교 실험[17]하 으며 다양한 바스켓을 이용하여 속으로 환 시켰

다. 이와 같은 비교 실험은 ANL에서도 수행[18]되었으며 U3O8의 경우 압 변화가 UO2에 비

해 안정 이지 못하 으며 Li2O와의 반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ANL[19]에서는 Nd2O3, Sm2O3, Y2O3의 RE 산화물을 UO2와 pellet으로 제조하여 해

환원 시켰으며 타당성 확인을 한 실험에서 45~80%의 환원율을 얻었으며 해환원과 해정

련을 연계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최근 INL은 MOX를 상으로 해환원 시스템 성능평가를 

수행[20]하 으나 환원율은 BR-3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LWR 실험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제 2  일본의 건식공정 기술개발 황

1. 일본의 핵연료 주기 기술 황

일본은 고속로와 고속로 핵주기 공정기술 개발을 하여 Commercialized FR Cycle 

System[21-23] 개발을 추진하여 1999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 Prototype 시설 건설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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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주기 공정기술에 해서는 Fig. 7과 같이 습식과 건식기술 모두를 포함하는 차세  핵연료

주기에 한 평가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하여 최 의 원자로  핵연료 형

태, 핵연료주기  핵연료제조 방법 등을 포함한 차세  핵연료주기 개발을 으로 추진하

여 2015년 까지 독자 인 고속로  고속로 핵연료주기를 완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다.

Figure 7. Fuel cycle options for commercialized FR cycle systems of Japan.

일본의 Pyrochemical process 연구개발은 CRIEPI가 1988년부터 미국의 IFR 로그램에 참여

하면서 본격 으로 착수되었다. 90년   CRIEPI는 속핵연료주기에 한 기 연구는 물론 

습식공정에서 발생된 고 폐기물로부터 TRU원소 회수를 한 Pyrochemical process를 독자

으로 개발하 으며 IFR 로그램이 단된 이후 일본은 IFR 공동연구를 통해 확보된 연구경

험을 토 로 Pyrochemical process 독자개발을 모색하고, CRIEPI, JAEA  학을 심으로 

Pyrochemical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재 일본의 Pyrprocess는 CRIEPI가 주도하고 있으며 CRIEPI의 Pyroprocessing 연구는 1980

년에 시작되었다. LiCl-KCl/Cd 시스템에서 Lanthanide 원소의 열역학  물성을 측정하고,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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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 Np  Am의 기화학  Potential 측정과 같은 기  물성에 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

었으며 LiCl-KCl 에서 2개의 Lanthanide 원소로부터 1개의 Actinide 원소를 분리하는 해정련 

실험을 수행하 으며, Potential 차이가 어서 Am과 Gd 사이의 분리계수가 낮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 분리 효율이 높은 방법을 찾기 해 환원추출 실험을 하 으며, 각 원소별분배계

수를 측정하 다.

CRIEPI는 Fig. 8과 같은 핵연료 주기를 설정하고 속핵연료를 한 핵연료 주기와 LWR 핵

연료 주기에서의 해환원 공정을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FBR 핵연료 기술에서는 앞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데이터를 활용한 상세 물질수지 기반 하에 공정 장치의 공학 모델 개

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멸처리를 해 실제 HLLW의 악티나이드 Pyro-partitioning 실험을 완

료하고 조사된 MA 함유 속 연료에 한 해정련 실험을 수행할 계획에 있다[24].

Figure 8. CRIEPI fuel cycle concept.

2. 일본의 해환원 기술 황

CRIEPI는 2000년  반까지 미국 ANL에서 개념을 제시한 Li reduction 기술을 이용하여 

산화물 연료 환원 연구[25, 26]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해환원 시스템에 한 연구개발은 2004

년도부터 ITU의 시설을 이용하여 본격 으로 착수하 다. 미조사 MOX에 한 해환원 실험

을 ITU에서 수행[27]한 이후 일본은 재 해환원 기술개념을 평가하는 단계로 기 실험 

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환원 이  단계에 UO2를 기화학 으로 회수하는 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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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28]하기도 했다. 용융염에 한 기  연구로 UO2를 사용하여 LiCl 용융염 매질 이외에 

CaCl2 용융염 매질에 한 해환원 특성평가[29]를 통해 LiCl계가 높은 류 효율을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더불어 해환원 공정에서 상 극으로 사용되는 백 산화 극 이외에 

Glassy carbon 극 활용에 한 연구 검토를 수행했다.

CRIEPI는 해환원 기술을 TRU를 포함한 산화물 연료에 용시키기 해 꾸 히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2006년에는 Pu과 일부 Np를 포함하는 산화물 연료에 한 해환원[30]과 MOX 

연료에 한 해환원[31]을 성공 으로 완료하 으며 각 원소들의 환원이 균질 으로 발생하

다고 발표하 다. 최근 CRIEPI는 해환원 공정의 용량화를 해 Fig. 9와 같이 다양한 형태

의 SUS basket을 이용하여 20~80 g의 UO2를 속으로 환시켰으며 잔류염은 증류 방식으로 

제거하여 속 우라늄을 얻었다[32]. CRIEPI는 해환원 도입을 한 처리 공정으로 UO2의 

고온 산화/환원 소결 공정과 후처리 공정으로 염증류 공정 등에 한 연구[33]를 수행하여 

해환원 공정에 한 용량화를 꾸 히 추진하는 동시에 해환원과 해정련을 연계하여 우

라늄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진 으로 연구 범 를 확 하고 있다.

Figure 9. Various baskets (left) for electrolytic reduction and their products (right).

해환원에 한 분열생성물의 향 평가를 해 CsCl, BaCl2, SrCl2 등의 염의 농도를 증가

시킨 조건에서 UO2를 환원[34]시킨 결과 CsCl의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해환원 속도가 늦어

지는 것을 발견하 으며 이는 산소이온의 용해도 하가 원인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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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국내 건식공정 기술개발 황

국내 Pyroprocessing 기술개발은 1997년부터 원자력 장기 사업을 통해 본격 으로 착수되었

으며,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황에 비추어 최종 처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핵연

료의 이용에 을 맞추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이 추진되었다.

Fig. 10과 같은 건식분말화(Voloxidation), 리튬 속을 이용한 속 환공정(Lithium 

reduction)  리튬 속 회수공정(Lithium recovery)으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기술

(ACP: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35]은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독성  발열

량을 감소시키기 한 기술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 ACPF(ACP Facility) 시설(Fig. 11)에 

각 단  장치가 설치되어 성능 평가가 수행되었으며 이후 속 환공정과 리튬 속 회수공정

은 기화학  반응을 이용한 해환원(Electrolytic reduction) 공정으로 통합되어 공정이 더욱 

간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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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RU+
NM+REE

Dry Storage

To Disposal 
or R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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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chematic flow diagram of ACP.

리튬 환원제를 사용하는 Li reduction 공정의 안으로 2003년부터 고온 용융염 해환원

(Electrolytic reduction) 공정이 개발되어 U3O8을 이용한 실험에서 속 환율  회수율 99 %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수 그램 반응기에서 반응성을 확인한 후 해환원 반응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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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한 기 연구와 함께 반응기 규모를 지속 으로 확 하여 20 kgHM/batch 규모의 해

환원 시스템을 설계 개발하 다. 개발된 반응기는 ACPF에 설치되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되었

으며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각각 U3O8과 분열생성물 체 물질을 이용하여 제조된 

SIMFUEL을 이용한 공정 평가가 성공 으로 완료되었다.

Figure 11. Picture of ACPF: Control room (left) and cell inside (right).

2007년도 새롭게 시작된 원자력 장기 계획에서는 PWR 부피 감을 해 건식공정들이 하

나의 과제로 조직화되었다. 해환원 공정은 Pyroprocessing을 이용한 PWR 부피 감을 

한 첫 단계로 후속 단계로 해정련  해제련과 연계되어 사용후핵연료의 리  재활용

을 해 추진되고 있다. 한, Pyroprocessing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 인 폐기물의 형태를 얻기 하여 염폐기물에 한 공정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한편, Pyroprocessing의 형화를 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연구도 활동 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Hot cell 설계  건설과 원격운 을 한 장치개발, Safeguard 개

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정개발과 함께 성공 으로 완수된다며 국내에서 Pyroprocessing을 

한 시설과 공정이 완벽하게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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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기타 속환원 기술 황

속산화물에서 속을 추출하는 공정은 건식야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산화물 사용후

핵연료를 속으로 환원시키는 공정 역시 이와 같은 건식야 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최근, 학

계  산업계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며 경제 으로 속을 생산하는 다양한 시도들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효율 인 속생산이라는 가시 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해환원 기술 역시 이와 같은 시도의 일환으로 개발된 고온 용융염 시스템에서 기화학  

방법으로 TiO2로부터 Ti을 생산하는 공정과 유사하며 Ti 생산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산화물 사용

후핵연료에 용 가능한 기술의 출 이 기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원자력의 핵주기 공정 분

야 이외에서의 속환원 기술 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가장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Ti 생산과 련된 기술 황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1. FFC/Cambridge process

이 공정은 최  개발자들의 이름을 따서 FFC(Fray, Farthing, Chen) 는 개발지를 따라 

Cambridge 공정이라 명명되었으며 용융 CaCl 해질에 담긴 고체 TiO2의 해환원[36]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공정으로 Figs. 12와 13에 각각 개략 인 공정도와 해환원 셀이 제시되고 있

다. TiO2 분말은 형 인 세라믹 공정을 통해 도성 물질과 연결된 사각의 소결 음극으로 제

조된다. 이 음극은 Graphite 양극과 해질에 담겨 외부 류 인가 기기에 연결된다. Rutile상

의 TiO2는 기  도성이 없으나 소량의 산소가 기 으로 제거되면 높은 도성을 지니는 

Magnelli상(TiO2-x)으로 환된다. 지속 으로 음극으로부터 산소를 해반응으로 제거하면 산

소이온은 해질에 용해되어 양극으로 이동하여 O2, CO 는 CO2로 제거된다. 기화학 으

로 압은 Ca 속이 환원되지 않는 범 에서 운 되며 24에서 48 시간 동안 산소는 1000ppm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낮은 산소 농도를 얻기 해서는 반응시간을 연장해

야 하며 혼합산화물을 음극으로 용한 경우 속 합 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37].

TIMET, Cambridge University, QinetiQ는 이 공정의 상용화를 해 컨소시엄을 구성하 으

며 DARPA로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이 공정을 상업화하기 해 개발하고 있다. QinetiQ는 1 

kg 규모의 셀을 운 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합  분말을 제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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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크기는 략 100μm 정도이다.

재 용량화를 한 기술 진척이 늦어지고 있으며 컨소시엄 이외에서의 심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iO2 물질 자체에 더하여 TiO2를 극으로 제조하는 추가 비용이 

들며 오랜 공정 시간이 요구되므로 경제성이 더욱 낮아진다.

Figure 12. Schematic flow sheet of FFC process.

Figure 13. Schematic description of FFC process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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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R

MER은 여타 해환원 공정과는 다른 공정을 개발하 다. 이 공정은 TiO2와 환원제를 더해 

만들어진 양극을 이용하는 공정으로 해질로는 혼합 용융염이 사용 가능하다. 이와 련된 양

극 기술의 배경은 Mg와 Al에 증명되었으며 이 기술의 연  특허들은 이미 기간이 다하 다

[38]. 공정을 한 양극 제조 개략도는 Fig. 14[39]와 같으며 해환원 셀은 Fig. 15[39]와 같이 

표 된다. 이 해셀을 이용하기 하여 TiO2 는 rutile 분말은 carbonaceous 물질들과 

binder와 혼합된 후 가열되어 composite 극 형태로 성형된다. 이 공정에서 Ilmenite는 철을 

포함하는 합  생산을 해 사용될 수 있다.

 

Figure 14. Preparation of metal oxide electrode for MER process.

Figure 15. Schematic of the MER electrochemical reduction cell.

 해환원 과정에서 제조된 양극은 TixOy-C로 환원된 TiO2를 포함하게 되며 Ti
+3

이온들은 

해질로 용해된 후 음극에 고체 Ti로 환원 착된다. 양극의 산소와 탄소 원소들은 CO/CO2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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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기체로 방출된다. Ti는 Fig. 16[39]과 같이 분말, flake, 고체 착물의 형태로 회수 될 수 있

으며 이와 같은 형태는 염의 조성  공정 운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분말의 경우 1에서 125 

μm 크기가 생산될 수 있으며 더 큰 사이즈도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평균 입도 크기는 공정 

조건에 의해 결정되나 일정한 입도의 생산을 한 조건에 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Figure 16. Titanium deposits from the MER process: (a) particulate, (b) flake, and (c) 

solid deposit.

MER 공정은 DARPA와 계약을 채결함으로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로젝트의 주된 

목  하나는 링공정에 합한 300 ~ 500 ppm 산소를 포함하는 강편(billet)을 제조하는 것

이다. 이 공정에서 생산되는 Ti의 불순물이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정확한 분석치가 필

요하며 공정에 한 경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정한 형태로의 생산이 아직 실

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고체 착물의 도, 형태의 일정성 등 링 공정에 필요한 물성에 한 

자료가 용량화를 해 선결되어야 한다.

3. BHP Billiton

BHP Billiton은 세계 최 의 자원 회사로 알루미늄을 포함하여 석탄  구리 등의 산업에서 

선두를 나타내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최근 TiO2를 CaCl2 용융염에서 기화학 으로 환원시키

는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BHPB 공정에 해서는 자세한 사항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 있다. 2009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의 기  연구에 

해 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BHPB 공정의 규모는 1 kg/hr로  일럿 규모로 제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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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생산 시설 설계를 한 공학 설계 자료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4. OS 공정

교토 학교의 교수인 Suzuki와 Ono는 Ti생산의 상업화를 하여 TiO2를 탄소를 이용하여 

환원시키는 공정을 개발하 다. 그들의 최근 연구[40-42]에서 TiO2의 Ca/CaO/CaCl2 용액에서

의 자세한 환원 메카니즘이 제시되었다. OS 공정의 개략도는 Fig. 17과 같으며 900 
o
C CaCl2는 

약 3.9 mol% Ca와 20 mol%의 CaO를 용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 분해는 

CaO의 분해  보다 높지만 CaCl2의 분해  보다 낮은 에서 수행되어 Ca+2이온들이 

Ca로 음극에 환원되며 양극에서는 O2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양극으로 C가 사용되며 산도

는 C와 결합하여 CO/CO2의 형태로 제거된다. 한 TiO2 입자들이 음극과 직  을 하면 

낮은 산소 조성을 갖는 Ti 속이 생산된다. 반면 TiO2 입자들이 극과 분리된 경우 단지 낮

은 산화수의 산화 티타늄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상은 음극에서 환원된 

높은 Ca 농도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3 시간의 공정 운 으로 산소 조성은 2000 ppm으로 낮아

지며 24 시간에 420 ppm, 더 오랜 시간으로는 100 ppm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얻

어지는 속은 약간 소결된 형태가 되며 최  용융염 조성은 CaO가 1~6 mol%인 것으로 나타

났다. 높은 CaO의 조성은 환원을 늦추며 이는 반응 생성물인 CaO의 낮은 용해 속도에 기인한

다. 

Figure 17. Schematic of OS process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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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정의 상업화는 일본 알루미늄 생산 회사와 력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용량 생산을 

해서는 많은 기술  난 을 해결해야하는 것으로 단된다. OS 공정에서 생산된 Ti 속은 

용융염 해조에서 회수가 어려우며 Cl 조성을 낮추기 한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한 회수

된 Ti 속들은 분산되어 있어 유용한 형태로 가동해야하는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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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공학규모 (20 kgHM/batch) 해환원 시스템의 Demon- 

           stration

   1. U3O8을 이용한 Inactive 실험  Simfuel을 이용한 해환원 실험

     가. 해환원 반응 시스템

본 연구에서 사용된 20 kgHM/batch 해환원 장치는 KAERI의 ACPF에 설치되었으며 

Fig. 18의 도면과 같이 설계 제작/설치되었다. 해환원 시스템은 일체형 음극 어셈블리, 6개의 

백  양극, 기 극, 실험 이후 용융염 이송을 한 가열 이송   스터링 시스템 등 다양한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기  설계 요건은 사용후핵연료 20 kgHM을 상으로 용융염의 

높이 분말형 산화물의 충진 도 등이 고려되었다.

Figure 18. Experimental set-up for an electrolytic reduction of U3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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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Photographs of 20 kgHM/batch scale reactor for the electrolytic reduction of 

U3O8.

Fig. 19는 천연 우라늄 산화물을 사용하는 해환원 inactive 실증을 한 20 

kgHM/batch 규모 반응기의 상 단면과 랜지 부분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으며 반응기의 각 

구성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a) 반응기 (내부/외부)

용융염에 의한 속 재질의 부식을 최소화하기 해 내부 반응기는 Inconel-600으로 제

작되었으며 크기는 520 O.D.× 500 I.D.× 800 H mm이다. 이 반응기는 LiCl-Li2O의 용융에 사

용되는 해질 용기이며 우라늄 산화물의 해환원은 이 반응기 안에서 발생한다. 외부 반응기

는 STS-316L로 만들어졌으며 크기는 600 O.D.× 580 I.D.× 1000 H mm이다. 외부 반응기는 상

부 랜지와 연결되어 있다. 반응기 내에는 배 과 공기 냉각 시스템이 설치되어 도, 류 

 복사에 의해 랜지로의 열 달을 차단하여 열  충격을 완화시키도록 구성되었다.

(b) 히터

기 항식 가열로는 3단으로 구성되어 독립 으로 온도가 제어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

다. 하단의 가열로는 염의 용융과 온도 유지에 사용되며 단의 가열로는 용융염 계면의 온도 

제어를 담당한다. 상단은 용융염 상부인 기상의 온도를 제어하여 체 으로 우라늄 산화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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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환원 동안 용융염의 온도는 650 
o
C로 유지된다.

(c) 일체형 음극

해환원에 사용된 일체형 음극은 스테인 스 도체와 산화물 분말, 비 도성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 바스켓과 멤 인 지지 로 구성되어 있다. 우라늄 산화물은 마그네시아 

멤 인 바스켓에 충진되어 앙에 삽입된 스테인 스 도체와 함께 극으로 사용되어 

속으로 환된다. 실험에 사용된 마그네시아 바스켓의 크기는 150 I.D.× 170 O.D. mm이며 스

테인 스 도체는 직경 60 mm인 이 사용되었다. Fig. 20는 제작된 일체형 음극과 양극의 

사진이 나타내고 있다.

Figure 20. Photographs of the integrated cathode assembly and the anode module.

(d) 양극

모듈 형태의 양극은 Fig. 20과 같이 6개의 백  튜 로 제작되었으며 튜 의 크기는 30 

O.D.× 350 H mm이다. 각 백  튜 는 상단에 구리 도체와 용  결합되어 용융염에 장입되

어 극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백 이 상부 기상 부분은 구리 이용된다. O2- 이온들은 최종 으

로 해질을 통해 음극에서 백  양극으로 이동되어 O2 기체로 발생된다.

(e) 기 극

기 극 역시 양극과 동일한 재질인 6 mm 직경의 백  튜 로 제작되었다. 기 극

은 해환원 과정 동안 음극, 양극의 각 를 측정하기 한 기 으로 사용된다.

(f) 교반기

해환원 기 조건은 일정 농도의 Li2O가 용융되어 있는 상태이다. 용량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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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O의 용융에 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 시간을 단축시키기 하여 해환원 시스템은 

교반 시스템이 설치되었다. 교반기는 2-pitched blade 형태로 제작되어 내부 용기 바닥에서 2 

cm 높게 설치되었다.

(g) Ar 가스 공  시스템

용융염은 수분에 민감하며 조해성 성질이 있다. 한 일부 수분이 존재하는 경우 Li2O

는 반응하여 LiOH를 형성하게 된다. 이를 막기 해 염 용융 과정  해환원 반응 동안 불

활성 Ar이 반응기에 공 되어 가열 에 발생되는 수분 증기를 반응기 밖으로 제거하고 해

환원 반응 동안 발생되는 산소 기체 역시 반응기 밖으로 지속 으로 제거하게 된다.

(h) 콜드 트랩

반응기 상단은 냉각되므로 반응기 하단과 상단에 온도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휘발된 LiCl이 지속 으로 반응기 밖으로 유출되어 콜드 트랩을 설치 LiCl이 시스템 외부로 나

가는 것을 방지하 다.

(i) 용융염 이송 시스템

해환원이 종료된 후 사용된 염은 용융 상태로 가열 을 통해 염 잉곳 제조 장치로 

이송된다. 가열 은 해환원 반응기와 염 잉곳 제조 장치를 연결하고 있으며 진공 상태에서 

온도 650 
o
C를 유지하게 설치되었다.

     나. 천연 U3O8을 이용한 해환원 실험

해환원 반응은 LiCl, Li2O  U3O8 사이에 존재하는 분해 의 차이를 이용하여 발생

된다. Table 1에는 공정 조건에서의 우라늄 산화물(UO2  U3O8)과 해질의 열역학  기

화학  물성들이 정리되어있다. Table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압 운  범 (-3.46 V < Vcell < 

-2.47 V)는 Li2O를 LiCl 분해 없이 Li로 생성시킬 수 있는 이다[43]. Li2O의 해에 의해 

생성된 Li 속은 U3O8과 화학 반응으로 속 우라늄과 Li2O를 생성하도록 음극에서 사용된

다. 생성된 Li2O는 Li+와 O2-로 용융염에 용해되며 O2- 이온은 U3O8과 속 우라늄이 있는 음

극을 지나 해질을 통해 양극에서 O2기체로 산화된다. 화학반응에 의해 음극에서 최종 으로 

생성된 Li
+
 이온은 기화학 반응에 의해 다시 Li 속으로 환원되어 순환하게 된다. 이와 같

은 해환원 메카니즘과 각 극에서의 기화학 /화학  반응은 Fig. 21과 같이 도식 으로 

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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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ndard △Gf and reduction potential of pure substances at 650 
o
C.

Reaction △Gf (kcal/mol)
Theoretical decomposition 

potential (V)

Li2O →2Li + 1/2O2 114.0 -2.47

LiCl →Li + 1/2Cl2 79.8 -3.46

UO2 →U + O2 221.1 -2.40

U3O8 →3UO2 + O2 44.4 -0.48

Anode Cathode

Li+

Li 
U3O8 

O2-

LiCl-Li2O, 650 oC

Magnesia
Conta iner

O2

O2-→ 1/2O2 + 2e-

UxOy + 2yLi  → xU + yLi2O

Figure 21. Process concept of the electrolytic reduction of uranium oxide in a LiCl-Li2O 

molten salt.

Li2O의 해반응과 U3O8 분말의 환원은 반응기의 일체형 음극에서 동시에 발생되며

해환원 반응 메카니즘에 따라 음극에서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1)

  →   (2)

→
   (3)

 →  
 (4)

⑴ 음극에서 해질로의 O2- 이온 확산

Fig. 22는 여러 다른 규모(40 g, 5 kg, 20 kg) 반응기에서의 해환원 동안 측정된 Li2O 

농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측정된 Li2O 농도는 기 단계(높은 Li2O 농도 단계)에서부터 



- 48 -

반응기의 크기에 무 하게 이론  계산값과 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해환원 반응

이 진행됨에 따라 Li2O 농도는 40 g (Test 1) 반응기에서 이론값 보다 높게 시작되며 차이가 

증가한다. 5 kg 규모 반응기 실험(Test 2)에서 해질 내의 Li2O 농도는 이론값과 잘 일치하고 

있으며 Test 2에서 얻은 데이터는 Test 1과 Test 3 사이에 치하고 있다. 이러한 찰의 결과 

U3O8 분말층의 두께가 O
2-

 이온의 확산에 큰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O
2-

 이온의 확산

은 소규모 실험에서는 U3O8 분말은 얇은 층을 통과해야 하는 반면 20 kg 규모와 같이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두꺼워진 확산층에서 항에 의해 속도가 하되는 것으로 단된다. O
2-

 이온

은 확산 항은 음극에서 해질로의 Li2O의 순환을 해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여 안정 인 

압  완 한 U 환원을 해 기에 Li2O가 첨가된다. 따라서 해환원 시스템의 용량화

를 해서는 O
2-

 이온의 물질 달이 요한 기술  이슈로 여겨진다.

Theoretical value (wt%)

0.00.51.01.52.02.53.03.5

0.0

0.5

1.0

1.5

2.0

2.5

3.0

Test 2
Test 3

Test 1

Figure 22. Comparison of the Li2O concentration obtained by the theoretical equation and 

the experimental data obtained in a bench (Test 1), 5 kg (Test 2) and 20 kg (Test 2) scale 

reactors.

(2) U3O8을 이용한 해환원 실험 결과

천연 U3O8 산화물을 이용하여 류를 변화시키면 해환원 실험을 수행하 다. U3O8 

10 kg을 LiCl-Li2O 해질 시스템에서 해환원하여 Fig. 23과 같은 압 거동을 얻었다. 인가

된 류는 40 A에서 80 A까지 단계 으로 증가시켰으며 셀 는 3.0 V 이하로 유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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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압은 LiCl 분해 인 3.46 V를 고려한 것으로 반응 종료까지 공 된 하량은 사용된 

U3O8 완  환원을 해 이론 으로 계산된 것에 비하여 11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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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Chronopotentiogram in the electrolytic reduction of U3O8 powder.

해환원 반응이 종료된 후 사용된 LiCl-Li2O는 염 잉곳 제조 장치로 이송되었으며 환원

된 속 우라늄은 음극의 마그네시아 바스켓에서 회수되었다. ACP 개념에서 해환원으로 얻

은 속 환체는 염 증발과 속 잉곳 제조를 해 스멜터로 보내지게 된다. 본 실험에서 얻어

진 속 환체는 TGA 분석을 통해 무게 증가가 측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99% 이상의 환원

율이 측정되었다.

U3O8을 이용한 해환원 실험이 종료된 후 환원된 속 시료는 일체형 음극에서의 치

에 따라 취해졌으며 염 제거를 해 증류수에 의해 세척되었다. 이후 시료들은 진공 조건에서 

건조되어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잔류 염의 양이 무게 차이에 의해 측정되었다. Table 2에는 채

취된 환원 시료 무게와 세척 후 건조되어 용융염이 제거된 시료 무게가 정리되었다. 염의 흡습

성을 고려한다면 채취 분석된 시료 의 실제 염의 비율은 Table 2에 나타낸 것에 비해 다소 

낮을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회수된 시료에 상당량의 잔류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석 결

과에 나타났으며 이는 U3O8의 실제 도(8.38 g/cm
3
)와 분말형 U3O8의 충진 도(~2.0 g/cm

3
)

의 차이를 고려하고 염의 용융 (610 oC)이 공정온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해환원 종료 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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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변화에 의해 염이 일체형 음극 내에서 고화되어 일체형 음극 외부로 유출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 Weights of the reduced metal samples and the weight fraction of the salt in the 

reduced metal samples.

Sampled position in 

an integrated cathode
Recovered (g) Washed (g) Salt fraction

Upper

Inner 6.14 4.65 0.24

Middle 3.87 3.00 0.29

Outer 6.05 4.25 0.30

Middle

Inner 6.59 4.44 0.33

Middle 3.95 2.95 0.25

Outer 7.21 4.50 0.38

Lower

Inner 8.73 6.15 0.30

Middle 4.78 3.38 0.29

Outer 3.68 2.20 0.40

채취된 환원 시료를 세척한 수용액들은 회수되어 염에 포함되어 있는 Li2O  Li의 양을 

화 정법으로 분석하 다. 염에 포함되어 있는 잔류 Li 속은 세척과정에서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며 LiOH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제 화 정법으로 계산된 Li2O의 

농도는 Li 속에 의해 생성된 LiOH를 포함하는 Li2O 양으로 환산된 양을 의미하게 된다. 

Table 3에 분석된 Li2O의 양을 정리하 다.

Table 3에 보인 것과 같이 일체형 음극에서 Li2O (Li를 포함하는) 농도는 일정하지 않았

으며 일체형 음극 바스켓 단과 하단 부분에서 높은 농도로 측정되었다. 이는 용융염 액면이 

용융염 이송에 의해 차 낮아지며 용융염 이송이 잉곳 제조장치의 한정된 용량에 의해 단속

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일체형 음극 내에서 Li2O의 농도는 강제 류가 없는 상황에서 농도차이에 의해서만 확

산 가능하며 두꺼운 U3O8 분말층과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이 확산의 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농축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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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mount of the Li2O equivalent in the salt removed from the recovered samples.

Sampled position in an integrated 
cathode

Li2O equivalent (wt%)

Upper

Inner 11.33

Middle 6.63

Outer 9.87

Middle

Inner 57.12

Middle 54.53

Outer 33.55

Lower

Inner 59.76

Middle 42.42

Outer 39.37

TGA에 의해 환원된 시료에서 분석 과정에서의 산화에 의해 증가된 무게를 측정하면 

해환원 공정에서 제거된 산소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 일체형 음극 내의 다른 높이에서 채취된 

환원 시료를 TG로 분석하여 속 환율로 환한 결과 Table 4와 같이  역에 걸쳐 

99.9% 이상의 환원율을 얻었다.

Table 4. Reduction conversion of U3O8 to U metal measured by TGA.

Sampled position Initial weight (g) Final weight (g) Conversion (%)

Upper 21.91 25.83 > 99.9

Middle 16.28 19.29 > 99.9

Lower 20.70 24.44 > 99.9

     다. Simfuel을 이용한 해환원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체하기 해 Simfuel이 제조되었으며 본 실험에서 사용된 

Simfuel은 연소도 43,000 MWd/tU, 농축도 3.5% U-235, 냉각기간 10년을 모사하기 하여 

비되었으며 그 조성은 ORIGEN code를 사용하여 얻은 기  사용후핵연료 조성에 기 하여 

Table 5와 같이 결정되었다. Simfuel은 U3O8과 다른 속 산화물 분말들은 볼 로 혼합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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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Mole Fraction 

from SF
Scaled Mole 
Percent (%) Oxide

Weight Percent 
(%)

Oxide 
M.P.(C)

U(+Pu) 0.91 93.32 UO2 95.00 2827

Ba 0.00 0.40 BaO 0.23 1973

Ce(+Np) 0.01 0.58 CeO2 0.38 2400

La(+Am+Cm) 0.00 0.34 La2O3 0.42 2305

Mo 0.01 1.05 MoO3 0.57 795

Sr 0.00 0.26 SrO 0.10 2530

Cs 0.01 0.53 Cs2O 0.56 490

Y 0.00 0.15 Y2O3 0.13 2690

Zr 0.01 1.19 ZrO2 0.55 2677

Ru(+Tc) 0.01 0.91 RuO2 0.46 1200

Nd(+Pr+Pm+Sm) 0.01 1.26 Nd2O3 1.60 2320

Total 0.977607441 100 100

조하 으며 분말 형태로 제조되어 건식분말화 공정 (Vol-oxidation) 이후 변화된 사용후핵연료 

형태를 모사하 다.

Table 5. Composition of Simfuel.

Fig. 24에 Simfuel을 사용하여 얻은 해환원 chronopotentiogram이 도시되었다. 인가된 

류는 U3O8 분말 실험과 동일하게 40에서 80 A로 단계 으로 상승되었으며 셀 는 류

가 증가함에 따라 천천히 증가하 다. 양극 는 해질 내의 O
2-

 이온 농도에 향을 받으

며 일정 류 조건에서는 양극  역시 50 h까지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찰되었다. 

50 h 이후 양극 가 상승하는 것은 백  양극 주변에 O
2-

 이온이 소비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해환원 반응 동안 측정된 용융염 농도의 분석을 통해(Fig.25) 용융염 내의 Li2O 농도는 

62 h에 약 0.6 wt%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류 공 을 일정기간 류 공 을 단

하고 추가 으로 Li2O를 해셀에 공 하 다. 해환원 반응은 음극의 U3O8을 기 으로 계산

된 필요 하량의 125%가 반응기에 도입된 후 종료되었으며 해환원 반응 동안 셀 는 

3.0 V 이하로 유지되었다.

해질 내의 일정 Li2O 농도는 안정 인 해환원 운 을 해 필요하다. 낮은 Li2O 농

도는 양극 의 상승의 원인이 되며 백  극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일체형 음극 바스켓 내의 Li2O는 차 증가하고 반응 메카니즘에 따라 벌크상의 Li2O 농

도는 감소하게 된다. 결과 으로 Li2O의 용해에 의해 생성되는 O
2-

 이온은 벌크상과 일체형 음

극 바스켓 내의 농도차이에 의해 음극에서 용융염으로 확산되어 양극으로 이동하게 된다. O
2-

 

이온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양극의 는 안정 으로 유지되고 반응기의 용량화 

에서 용융염의 양을 임으로서 반응기 크기를 이는 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공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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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해환원 반응기를 이용한 해환원 실험에서 O
2-

 이온의 농도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필수

이다. 최근 KAERI에서 발표된 연구[44]에 따르면 U3O8 층의 두께가 O
2-

 이온의 확산에 크게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U3O8 분말층의 두께 증가에 따라 확산 항이 증가

하는 한편 확산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Figure 24. (A) Variation of the applied current and (B) chronopotentiometric curve with 

time for the Simfuel electrolytic reduction.

Li2O 농도는 해환원 반응 동안 지속 으로 분석되었으며 Faraday 법칙에 따르는 계산 

결과와 비교되었다. Fig. 25에 비교 도시된 것과 같이 용융염 내의 Li2O 농도는 Faraday의 법

칙을 따라 62 h까지 지속 으로 감소되었다. 이는 U3O8의 기화학  환원이 Li2O의 기분해

를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산 값과 측정값의 차이는 음극에서 Li2O가 확



- 54 -

산되어 용융염에 지속 으로 공 되는 것을 의미하며[44] 소규모 반응기에서 Li2O는 비교  빠

르게 용융염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62 h까지 이와 같은 측정치와 계산치 

사이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양극의  상승은 낮아진 Li2O의 농도(Fig. 25) 때문으로 

단된다. 본 실험에서는 62 h에 낮아진 Li2O 농도 때문에 더 이상 반응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단하 으며 Li2O를 반응기에 추가 도입하여 인 으로 해질 내의 O
2-

 농도를 증가시켰다. 

이어진 해환원 반응에서 70 h 부근에서 측정된 농도가 계산된 것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일체형 음극으로부터 O
2-

 이온의 확산이 증가된 농도차이에 의해 소비되는 O
2-

 보다 빠르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질 내의 Li2O 농도는 확산과 기화학  반응에 의해 소비되

는 속도의 비에 의해 결정되며 용량화를 추진하는 한편 공정 시간을 이기 해서는 두 물

성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해환원이 지속되어 Fig. 25와 같이 80 h 

이상 되었을 때 측정된 농도와 계산된 농도차이는 확연해지며 이 후 Li2O 농도는 일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비되는 O2-과 음극에서 발생하는 O2-의 이동 사이에 균형이 잡힌 것

으로 증가된 농도 차이에 의해 확산 속도가 증가하 으며 반응이 종료에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Figure 25. Comparison of the Li2O concentration during the electrolytic run.

Simfuel을 이용한 실험에서 용융염은 일정시간 간격으로 샘 링 되어 용융염에서의 Cs, 

Ba, Sr과 같은 AM, AEM 원소들의 농도 변화가 분석되었다. Fig. 26과 같은 결과로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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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약되며 기에 각 원소들의 농도는 하게 증가하 으나 차 용해 속도가 늦어지고 있

으며 O
2-

 이온과 동일하게 기에는 일체형 음극 외곽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용융 때문에 속도

가 높으며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차 안쪽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확산 유출되며 이는 증가된 

확산 항에 의해 속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한 해환원이 완료된 상황에서도 

여 히 AM  AEM 원소들이 지속 으로 유출되는 경향을 보여 해환원 시간이 짧으며 이

들 원소들의 제거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Figure 26. Concentration variation of Cs, Ba and Sr with time.

Simfuel을 이용한 실험에서 용융염은 일정시간 간격으로 샘 링 되어 용융염에서의 Cs, 

Ba, Sr과 같은 AM, AEM 원소들의 농도 변화가 분석되었다. Fig. 26과 같은 결과로 농도 변화

가 요약되며 기에 각 원소들의 

해환원 공정은 LiCl이 안정 이도록 셀 가 3.46 V를 넘지 않게 운 되었다. 따라

서 Simfuel을 이용한 해환원 실험을 통해 측정된 압- 류 계를 3.46 V까지 확장한다면 

설치된 장치에서 운 될 수 있는 최  류를 추산할 수 있다. Fig. 27과 같이 류에 따라 셀 

는 선형 인 계를 보이고 있으며 선형 계를 한계 셀 로 연장하여 약 130 A까지 

운 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압- 류 계는 설치된 해환원 시스템의 극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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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의 치, 극의 형태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차후 반응기 설계에 이와 같이 한

계 류 증 를 한 설계 요건을 고려한다면 시스템에 따라 높은 류에서의 운 이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Figure 27. Cell voltage with the applied current from the Simfuel experiment.

Simfuel을 사용한 해환원 실험결과 얻은 속 분말의 형태는 SEM 분석으로 Fig. 28과 

같이 보인다. 환원된 Simfuel은 고온의 해환원 운  동안 응집되었으며 이와 같은 분말의 거

동은 U3O8 환원에서도 찰되었다.

Figure 28. SEM images of the reduced Sim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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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3O8 실험에서와 같이 Simfuel 실험을 통해 얻은 환원 시료는 TG에 의해 무게 증가를 

측정하여 환원율이 분석되었으며 U3O8 실험과 Simfuel을 이용한 실험 결과를 Fig. 29에 비교하

여 나타내었다. Simfuel 실험 결과 완  환원을 해 필요한 하 비 125%의 하가 공 된 

경우 97% 이상의 환원율을 나타냈으며 140%의 하가 공 된 경우는 99% 이상의 환원율을 

얻었다.

Figure 29. Reduction conversion with U3O8 and Simfuel.

   2. 해환원 시스템 개선  Simfuel을 이용한 해환원 실험

     가. 해환원 반응 시스템 개선

20 kgHM/batch 해환원 장치를 이용한 해환원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환원 시스

템 개선을 해 주요 항목에 한 향을 분석하 다. 개선된 해환원 반응기는 염을 재사용

하도록 구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장치의 복잡한 상단 랜지를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공학규모 해환원 장치의 상단에는 용융염 이송을 해 두꺼운 라인 히터를 두른 이

송 이 연결되어 있다. 상단 랜지가 복잡하면 원격운 을 한 근성이 떨어지게 된다. 

한 라인 히터가 반응기 내부까지 삽입되어 반응기 내부의 온도를 높이므로 반응기 재질의 부

식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단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 개선되는 반응기 제작을 해 Table 6

과 같은 항목들을 도출하 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Fig. 30과 같은 형태의 반응기가 새롭게 설계

되어 ACPF에 제작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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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lected list of modified reactor parts.

Purpose Modification Expected improvement

Salt re-usage

Double outer vessel

Salt make-up between batches

Replacement after 3 to 5 

batches

Salt waste reduction

Operation time reduction

Overheat prevention

Reactor 
corrosion 
reduction

Expanded free board zone

Reactor top nozzle adjustment

Ar covering reinforcement

Inner corrosion prevention

Reactor lifetime extension

Cathode
Overheat prevention

Housing modification

Membrane separation 

easiness

Anode
Independent replacement

Salt holding time reduction

Remote operation easiness

Anode lifetime extension

Top flange
Minimization of the number 

of connection bolts

Remote operation easiness

Operation time reduction

Li2O dissolution Ar bubbling Dissolution time reduction

Figure 30. Drawing of the modified reactor 20 kgHM/b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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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염을 용융 상태로 이송하기 해서는 반응기 내부를 650에서 700 
o
C로 유지시켜

야 하며 이로 인해 반응기 내부의 극들과 열 는 상당한 열에 장시간 노출된다. 한, 염 

잉곳 제조장치의 Batch 형태의 운  방법에 의해 고온 상태는 길어지고 반응기 내부를 상당시

간 고온에 노출시키게 된다. ACPF에서 폐염 처리를 한 장치를 제거하고 해환원 시스템의 

상단 랜지는 Fig. 31과 같이 해환원 운 이 종료되었을 때 용융염 계면 로 들어 올려지

도록 개선되었다.

해환원 장치에 연결되어 있던 라인히터들을 제거함과 동시에 해환원 반응기 상단 

랜지는 연결 볼트를 최소화시켜 단순화되었으며 LiCl 분말 공 을 한 투입구는 두꺼운 밸

를 신하여 클립 형태의 연결로 체되었다. 한 Fig. 32에서 이  반응기와 비교하여 보인 

것과 같이 랜지에 치하는 장치의 각 부분들의 높이가 조정되어 개선된 반응기의 원격 

근성을 향상시켰다.

(a) During reduction (b) After reduction

Figure 31. Position of the modified top flange (a) during a reduction and (b) after a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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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op flange before a modification  (b) Top flange after a modification

Figure 32. Comparison of the top flange (a) before and (b) after a modification.

      

 (a) Cathode before a modification  (b) Cathode after a modification

Figure 33. Comparison of a cathode (a) before and (b) after a modification.



- 61 -

일체형 음극의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 바스켓은 STS로 Housing되어 보호되도록 고

안되었다. 이  Housing은 멤 인 바스켓과 용융염과의 직   면 을 넓히기 하여 

래임 타입으로 제작되었으나 운  종료 후 보호 커버에서 용융염의 휘발에 의해 보호 커버까

지 염이 덮고 있었으며 염이 고화되었기 때문에 볼트를 해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연결 

부분에 붙은 염은 속 재질의 부식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개선된 반응기

에서는 고정용 볼트를 용융염 계면에서 최 한 멀리 치시켰으며 결합과 해체의 편의성을 

하여 one piece로 제작되었다. 이와 같이 개선된 일체형 음극은 Fig. 33과 같이 이  반응기에 

사용된 음극과 비교할 수 있으며 양극 역시 5개의 백  을 사용하여 모듈로 제작하 다(Fig. 

34). 양극은 각 백  의 개별 분리  설치가 가능하도록 cap nut을 이용하여 환형 모듈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Fig. 34에는 개선된 백  양극과 이  양극을 비교하 다.

        

      (a) Anode module before a modification (b) Anode module after modification

Figure 34. Comparison of an anode module (a) before and (b) after a modification.

새로 제작된 반응기는 해환원 실험 이 에 테스트되었다. 장치 건 성  blank test의 

일환으로 기체의 기 성과 가열 성능 평가 등을 수행하 다. 이와 같은 test의 결과 용융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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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입하여 furnace의 가열에 따른 장치 내부의 온도 분포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 결과는 Fig. 

35와 같다. 반응기 바닥에서부터 높이에 따른 온도를 측정한 결과 용융염 높이인 350 mm까지

는 일정하게 공정온도인 650 oC를 유지하 으며 용융염 체 으로 온도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용융염 계면 로 열 를 상승시켜 각 높이에 따른 온도를 측정한 결과 용융염 계면

에 Ar 기체가 냉각을 하는 랜지 하부까지는 선형 으로 온도가 감소하 으며 냉각이 시작되

는 지 부터 속하게 온도가 하강하여 랜지 바닥은 최종 으로 260 oC로 측정되었다. 랜

지 상부는 핫셀 분 기에 노출되어있으며 가열 test 결과 150 
o
C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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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Temperature profile with a distance from the bottom.

     나. Simfuel을 이용한 해환원 실험

 (1) 1, 2차 실험을 한 Simfuel

개선된 반응기를 이용한 공학규모 해환원 실험은 이  실험 결과를 참조하여 U3O8 실

험을 수행하는 신 사용후핵연료 해환원 거동 모사를 해 Simfuel을 이용하여 3회 수행하

다. Simfuel은 ACP 개념을 기 로 해환원 반응기에 도입되는 연료의 형태가 건식분말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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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분말형 물질인 것을 가정하여 비되었다. 이  작업과 동일하게 Simfuel은 천연 U3O8 

분말과 SF을 모사하기 한 다성분의 분말형 산화물들을 건식 혼합하여 비하 으며 건식분

말화 공정이 산화 분 기에서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여 각 속 산화물들은 가장 높은 산화수

를 지니는 산화물로 선정되었다. Table 7에 1, 2차 해환원 실험에 도입된 Simfuel 제조를 

해 사용된 산화물의 종류와 조성들이 사용된 염의 종류와 조성과 함께 표시되었다. Table 7에

는 각 산화물을 기 으로 완  환원을 해 필요한 하량이 추가로 정리되어있다.

Table 7. Initial compounds and compositions for the 1st and 2nd runs.

Compound Amount (g) Composition (wt%) Req. charges (A-hr)

Cathode

U3O8 9500 95.53 4837.80

BaO 23 0.23 8.04

CeO2 38  0.38 23.67

La2O3 42  0.42 20.73

MoO3 57  0.57 63.68

SrO 10 0.10 5.17

Y2O3 13  0.13  9.26

ZrO2 55  0.55 47.85

RuO2 46  0.46 37.06

Nd2O3 160  1.61 76.47

Total 9944 100 5129.73

Salt

LiCl 80E3 96.98 -

Li2O 2.49E3   3.02 -

Total 82.49E3 100 -

 (2) 1차 실험  결과 (Ar bubbling)

1차 실험 방법은 이 과 동일한 형태로 류를 제어하여 수행되었다. 류는 40 A에서 

단계 으로 80 A까지 증가되었으며 류 변화에 따라 각 극의 압 거동이 측정되었다. 실

험 결과 얻은 백  기 극으로 측정된 각 극의 거동이 Fig. 36에 도시되었다. 새로운 반응

기에서의 압- 류 거동 검토를 해 운  도  류를 100 A로 상승시켜 30 hr 유지시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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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후 높은 류 조건에서 증가된 에 의해 백  양극의 용해 등 원하지 않는 반응을 고

려하여 60 A 조건으로 다시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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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Potential and current profiles with time for the 1st run: (a) Power off and (b) 

Li2O addition.

용융염 시료는 해환원 운  동안 7 시간 간격으로 채취되었으며 증류수에 용해시킨 뒤 

화 정법으로 Li2O 농도를 측정하 다. 시간에 따른 Li2O 농도 변화는 Fig. 37에 보여지고 

있다. Li2O 농도는 계산에 의해 측된 값에 비해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이  실험에서 Li2O의 확산이 늦어지기 때문에 용융염 내에 강제 류를 유발시키기 

해 도입된 Ar bubbling 시스템 때문이다. Ar은 30 l/min으로 용융염에 도입되어 생성된 

bubble에 의해 용융염의 유동을 증가시켜 Li2O의 확산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 되었다. 그러나 

분석된 Li2O 농도로 단하면 Ar bubble이 용융염을 동반 휘발시켜 bulk상에 존재하는 Li2O를 

동시에 해환원 시스템 밖으로 유출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 으로 36 h의 운 으로 Li2O

의 농도는 1.07 wt%까지 떨어졌다. 해환원을 안정 으로 유지시키기 하여 류 공 을 일

시 정지(Figs. 36과 37의 (a))시켜 류 공 이 없는 상태에서 확산에 의한 농도 변화를 측정하

다. 이 정치기간 동안 각 극의 압은 지속 으로 측정되었으며(Fig. 36) 음극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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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V로 수렴하는 것으로 보아 해환원이 성공 으로 진행되어 산화물이 속으로 환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 37. Li2O concentration behavior with the time for 1st run: (a) Power off and (b) 

Li2O addition.

그러나 정치 상태에서 Li2O 농도는 크게 증가되지 않았으며 12 시간의 기간 후에 측정된 

Li2O 농도는 약 1.15 wt% 다. 따라서 해환원 반응을 지속하기 하여 추가 으로 Li2O 0.81 

kg을 반응기에 투입하 다(Figs. 36과 37의 (b)). Fig. 36과 같이 Li2O의 추가와 용해에 의해 

가 흔들렸다. 이 후 용융염 높이를 측정한 결과 Ar bubbling에 의해 LiCl 역시 제거되어 염

의 높이가 음극의 산화물 높이 보다 낮아진 것을 발견하 다. 따라서 염의 높이를 높이기 하

여 LiCl 역시 추가 으로 5 kg 해환원 셀에 도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Li2O의 농도가 낮아졌

다(Fig. 37 (c)).

측정된 각 극의 압은 분극 곡선을 얻기 해 Fig. 38과 같이 류에 따라 그려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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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Fig. 38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각 극에서 선형 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는 화학 반응들

이 각 극에서 안정 으로 발생하며 반응의 이동에 의한 격한 압 는 류 상승이 발생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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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Polarization curves of the cathode and anode for the 1st run.

1차 해환원 실험에서 류 공  단 이후 추가된 Li2O와 LiCl의 용융을 확인하고 

류 공 을 재개하려 했으나 류를 공 하는 장치인 Potentiostat의 갑작스런 고장으로 1차 실

험은 60 h으로 종료하 다.

 (3) 2차 실험  결과

Table 7과 같은 조성으로 비된 Simfuel을 사용하여 2차 실험에는 Ar bubbling 없이 

해환원 실험을 수행하 다. 1차과 동일한 방법으로 류를 제어하며 극 거동을 기록하 으며 

Li2O 농도를 변화를 시간에 따라 측정하 다. 류- 압 거동과 Li2O 농도 변화는 각각 Figs. 

39와 40에 보이고 있다. 시간에 따라 류를 변화시키는 것 외에 2차 실험에는 4가지 변화를 

주었으며 Figs. 39와 40에 (a), (b), (c)와 (d)로 표시하 다. 이는 각각 (a) 반응시간 50 h에 800 

g의 Li2O 추가, (b) 77 h에 류 공  단, (c) 86 h에 류 공  재개  (d) 88 h에 Li2O 

1200 g 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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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Potential and current profiles with time for the 2nd run: (a) Li2O addition, (b) 

power off, (c) power on, and (d) Li2O addition.

2차 실험에서 Ar bubbling이 도입되지 않았으며 용융염에 유동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

에 Fig. 40과 같이 Li2O는 Faraday 규칙에 따라 감소하 다. 한 Li2O 농도의 감소에 의해 1

차 Li2O 추가(Figs. 39와 40의 (a))시에는 류 공 을 단하지 않았다. Fig. 39와 같이 1차 

Li2O가 용융염에 공 한 결과 압 거동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았다. Li2O 용해는 Fig. 40과 

같이 천천히 발생하여 Li2O 농도가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그러나 1차 Li2O 추가

에도 불구하고 Li2O 농도는 류 공 에 의한 해 반응에 의해 지속 으로 감소하여 77 h에

는 1.09 wt%까지 낮아졌다(Figs. 39와 40의 (b)). 이 농도에서는 해환원 반응을 안정 으로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1차 실험과 유사하게 류 공 을 단하여 극 거동을 9 시간 동안 

계속 기록하 다. 이 기간 동안 음극의 압은 Fig. 39와 같이 -2.2 V 근처로 수렴하고 있으며 

9 시간의 정치 이 후 Li2O 농도는 단지 1.16 wt%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추가 인 Li2O 

투입이 요구되었다. 88 h에 류를 인가한 상황에서 Li2O 1200 g을 2차 공 (Figs. 39와 40의 

(d))하여 Li2O 농도를 증가시켰다. 약 100 h에 Li2O 농도는 2.2 wt%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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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0. Li2O concentration behavior with time for the 2nd run: (a) Li2O addition, (b) 

power off, (c) power on, and (d) Li2O addition.

Fig. 41에는 2차 실험 결과 회수된 속 환체 사진을 나타내었다. 분말 형태로 도입된 

Simfuel은 덩어리 형태로 회수되었으며 산화물 분말들을 담고 있던 MgO 바스켓 형태를 유지

하여 원주 형태를 나타내었다. 회수된 속 환체의 단면(Fig. 41 (c))에서 반경 방향과 높이

를 달리하여 9개의 시료를 채취하 다. 각 시료에서 환원율은 TG 분석기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이  실험과 같이 회수된 속 시료 속에 포함되어있는 잔류 염의 양이 세척  건조를 통해 

무게 변화로 측정되었다. 세척액은 용융염  Li2O  Li의 농도 분석을 해 회수되어 지시약

을 이용한 화 정 방법으로 Li2O 환산 농도로 정량되었다. 9개 시료에 한 환원율  시료

에 포함되어있는 잔류염, 잔류염에 포함된 Li2O 환산 무게 분율을 Table 8에 정리하여 나타냈

다.



- 69 -

(a) (b)

(c)

(a) (b)

(c)

Figure 41. Recovered reduced product: (a) top, (b) side, and (c) sectioned.

Table 8. Analysis results of the product samples from the 2nd run.

Sampled position in an 
integrated cathode Reduction yield (%)

Salt fraction 
(wt%)

Li2O equivalent in 
salt (wt%)

Upper

Inner ~100 60.20 41.59

Middle ~100 67.48 18.02

Outer 94.61 56.91 26.87

Middle

Inner ~100 61.45 44.17

Middle 96.53 53.15 38.62

Outer 98.30 55.86 21.72

Lower

Inner ~100 64.63 49.29

Middle ~100 70.47 57.96

Outer 97.38 50.69 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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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된 시료의 속 환율은 Table 8과 같이 체 으로 94%를 넘어섰다. 총 7120 A-hr

의 하가 2차 실험에 공 되었으며 이는 이론  필요 하량 비 139%에 해당한다. 회수된 

시료 내에 포함되어 있는 염의 양은 개선된 반응기에서는 염 이송 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반응 종료 직후 음극이 용융염 계면 로 들어 올려져 고화되었기 때문에 용융염의 유출에 필

요한 시간이 부족하 으며 그 결과 이  반응기를 이용한 실험 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4) 3차 실험  결과

동일한 반응기를 이용한 3차 실험에서는 음극의 STS conductor의 크기를 이  실험의 

6.05 cm 직경인 것을 신하여 직경 7.3 cm의 튜 를 사용하 다. 음극의 conductor의 크기가 

증가됨에 따라 음극 멤 인 바스켓의 가용 부피는 약 4.5 l에서 4.1 l로 감소하 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여 Simfuel의 양을 Table 9와 같이 조 하 다. Simfuel 분말의 겉보기 도는 약 

2.2 g/cm3로 이  실험과 분말의 높이를 같게 유지시켰으며 용융염의 Li2O 기 농도를 4.88 

wt%로 하여 반응 도  Li2O를 추가하는 과정을 없앴다.

Table 9. Initial compounds and compositions for the 3rd run.

Compound Amount (g) Composition (wt%) Req. charges (A-hr)

Cathode

U3O8 8650 95.52 4404.94

BaO 21 0.23 7.34

CeO2 35  0.38 21.80

La2O3 38  0.42 18.76

MoO3 52  0.57 58.09

SrO 9 0.10 4.66

Y2O3 12  0.13  8.55

ZrO2 51  0.56 44.37

RuO2 42  0.46 33.84

Nd2O3 146  1.61 69.78

Total 9056 100 4672.13

Salt

LiCl 78E3 95.12 -

Li2O 4.0E3 4.88 -

Total 82E3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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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환원 실험 동안 류는 40 A에서 단계 으로 80 A로 상승시킨 뒤 80 A로 고정되었

으며 실험 종료 단계에서 분극 곡선을 얻기 하여 짧은 시간 동안 류를 단계 으로 상승시

켜 140 A까지의 압- 류 거동을 측정하 다. 각 극의 거동은 시간에 따라 기록되었으며 

Fig. 42와 같이 나타났다. 양 극은 안정 으로 거동하 으며 Li2O 농도는 Fig. 43과 같이 

Faraday 법칙을 잘 따르며 감소하 다. 반응시간 약 63 h부터 측정된 Li2O 농도와 계산된 

Li2O 농도사이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때부터 Li2O의 확산이 Li2O 소비보다 빠르게 발생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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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Potential and current profiles with time for the 3rd run.

환원 과정 종료에 수행한 류 증가와 압 측정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극 곡선을 작성한 

결과 음극에서는 선형 인 계를 얻었으나 양극에서는 Fig. 44와 같이 기울기 변화가 나타났

다. 그러나 양극 역시 높은 류에서 선형 계를 보 으며 반응 종료 후 백  양극을 검사한 

결과 주목할 만한 손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3차 실험의 높은 류에 해서도 양극이 

안정 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해환원 장치의 용량화와 함께 더욱 류를 높이기 해서는 

기화학 으로 용융염에 더욱 안정 인 극 재질 개발이 필수 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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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Li2O concentration behavior with time for the 3rd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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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Polarization curves of the cathode and anode for the 3rd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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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d position in an 
integrated cathode

Reduction yield 
(%)

Salt fraction 
(wt%)

Li2O equivalent in 
salt (wt%)

Upper

Inner ~100 35.25 48.19

Middle ~100 43.17 38.65

Outer ~100 46.60 35.54

Middle

Inner ~100 43.53 38.71

Middle ~100 36.00 24.23

Outer - - -

Lower

Inner 90.10 45.08 37.33

Middle ~100 33.35 44.35

Outer ~100 44.74 36.94

3차 실험의 결과 회수된 환원 시료의 분석 결과는 Table 10에 요약되었다. 8개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내부 하단의 시료를 제외한 7개 시료의 환율은 거의 100%에 가까웠다. 환율

이 낮게 나온 내부 하단의 시료는 샘 링 치가 STS conductor 보다 낮은 치 으며 이에 

따라 도체와의 이 좋지 않았던 시료로 단된다. 3차 실험은 이론 으로 계산된 필요

하량의 132%인 총 6160 A-hr의 하가 반응에 공 되었다.

Table 10. Analysis results of the product samples from the 3rd run.

용융염 시료를 분석하여 시간에 따라 Simfuel로 음극에 충진된 속 원소들의 용융염으

로의 유출을 확인하 다. Table 11에 시간에 따른 용융염 내 속원소의 변화를 요약하 다. 

Simfuel의 속원소 이외에 반응기 재질에서 유출될 수 있는 Fe, Cr, Ni의 원소 분석도 함께 

수행했으며 상과 같이 Ba  Sr은 용융염에 차 용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Mo 

역시 용융염에서 발견되었으며 양이 25 ppm인 분석 한계에 가까웠으나 용용 LiCl에 Mo 원소

가 용해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건식분말화를 고려하여 MoO2 (M.P. = 1926.9 oC) 

보다 용융 이 낮은 MoO3(M.P. = 801.9 
o
C)를 사용하여 용융염에 한 Mo 산화물의 용해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응기 재질에서 유출된 Fe, Ni, Cr 역시 용융염에서 발견되었

으며 이와 같은 반응 재질의 용해는 단순한 LiCl에 한 용해가 아니라 반응기 내에 증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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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O의 농도와 해환원 과정에서 양극에 발생하는 산소와의 반응 등의 부식 과정의 생성물로 

추정된다.

Table 11. Analysis results of the salt samples with the reduction time for the 3rd run.

0 h 7 h 14 h 21 h 28 h 35 h 42 h 49 h 56 h 63 h 70 h 77 h

Ba < 25 < 25 < 25 < 25 < 25 27.5 34.3 46.1 55.0 69.8 86.0 92.8

Sr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25.9 33.7 37.1

Nd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Mo < 25 < 25 < 25 27.4 32.0 35.3 35.8 32.3 29.2 < 25 < 25 < 25

Ce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La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Y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Zr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Ru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Fe 0.10* 0.18* 0.30* 0.38* 0.41* 0.36* 0.29* 0.24* 0.16* 0.11* 0.08* 0.10*

Cr 70.9 403 738 952 0.10* 0.11* 0.11* 948 698 441 127 160

Ni 37.7 45.3 31.9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ppm,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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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주요핵종의 해환원 특성 평가

본 연구 항목은 미국 INL과의 업무 의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실제 사용후핵연료의 

해환원 실험이 가능한 INL에서 해환원에 의한 FP들의 거동 분석을 수행하 다. 그러나 SF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  함량이 낮아 SF 실험으로 분석이 어려우며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음

이온으로 거동될 것이 상되는 원소에 해서는 KAERI가 연구를 수행하 다. 따라서 본 연

구 항목의 범 는 LiBr, LiI  Li2Se의 해환원 특성 평가로 결정되었다.

건식분말화 공정 이후에도 일부 Br, I  Se 원소들이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원소들은 다른 속 원소들과 달리 Li 속이 해환원 과정에서 생성되

는 경우 반응하여 Li 화합물을 형성할 것이 상된다. 이 게 생성된 Li 화합물들은 용융염에

서 음이온으로 해리되며 LiCl-Li2O 용융염에서 산소이온과 경쟁 으로 양극 반응에 참여할 것

이 단된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는 Br
-
, I

-
와 Se

2-
의 해환원 거동 악을 해 LiBr, LiI  

Li2Se 화합물을 LiCl 기반 용융염에 용해시켜 백  양극을 사용하여 기화학 으로 특성을 측

정하 다.

   1. 해환원 시스템

실험에 사용된 고순도 (> 99%)의 LiCl, LiBr, LiI 화합물들은 Alfa Aesar에서 구매하 으

며 Li2O (> 99.5%)와 Li2Se는 Cerac Company 제품을 사용하 다. 기화학 실험은 불활성 분

기의 로  박스 분 기에서 수행하 으며 내부 산소  수분은 각각 3 ppm 이하로 유지

시켰다. 직경 3 mm의 백  을 양극과 기  극으로 사용하 으며 원주형 다공성 마그네시

아 바스켓( 11 I.D.× 17 O.D.× 16 H mm)이 일체형 음극의 바스켓으로 사용하여 해환원 

극들을 구성하 다. 로  박스 바닥에 구멍을 내어 반응기가 삽입되도록 했으며 외부에서 

항식 가열로를 이용하여 삽입된 반응기를 가열하도록 구성하 다. 반응기 내부는 Ar 기체를 

흘려주어 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기체를 반응기 밖으로 지속 으로 제거하 으며 열 를 삽

입하여 반응기 내부의 온도는 실험 조건인 650 oC를 유지하도록 하 다. 류 공  장치는 

로  박스 밖에 치하며 선을 로  박스로 삽입하여 압  류를 공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다. 로  박스와 실험에 사용된 해환원 반응기는 Fig. 45의 사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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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de AnodeRef. electrode Cathode AnodeRef. electrode

Figure 45. Glove box (left) and an electrochemical apparatus (right).

   2. LiCl 용융염계

 가. LiBr의 기화학  거동

LiCl-3 wt% LiBr 용융염계에서 해환원 특성 악을 해 순환주사 방법(CV: Cyclic 

voltammetry)이 650 
o
C에서 수행되었다. 심 역은 음이온의 반응이 발생하는 양극이지만 

용융염의 특성 악을 해 음극의 CV를 먼  수행하 다. 일체형 음극을 상으로 Cathodic 

방향으로 주사하여 Li
+
 이온이 약 -2.3 V에서 환원되는 것으로 나왔으며 주사 방향을 바꾸어 

환원된 속 Li은 약 -1.4 V에서 재산화되는 것으로 피크가 검출되었다. 이는 Li
+
 이온의 거동

이 LiCl-Li2O계와 유사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Br-가 Li+의 환원/산화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

고 있는 것이다. 양극의 CV에서 Br
-
는 약 0.2 V 부근에서 산화되기 시작했으며 최  류는 

0.6 V에서 나타났으며 염소 기체의 발생은 1.2 V 부근으로 측정되었다. 주사 방향을 반 로 했

을 때 최  환원 류는 약 0.3 V에서 얻어졌다. 낮은 Br2의 비 (B.P. = 58.78 oC)을 고려했을 

때 생성된 Br2가 LiCl 용융염에서 빠르게 제거되어 반응이 비가역 일 것으로 상했으나 CV 

결과 일부 Br2가 염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 46에는 650 
o
C LiCl- 3 wt% LiBr 용융염

계에서 얻은 CV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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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Anodic cyclic voltammogram of 3 wt% LiBr in a LiCl molten salt at 650 
o
C.

양극에서 수행한 CV가 주사 시간 범 에서 가역 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극 반응은 다

음과 같을 것으로 상된다.

Cathodic reaction :   → (5)

Anodic reaction : →  
 (6)

CV 측정 이후 100 mA의 정 류를 1 시간동안 셀에 공 하여 LiCl 염과 다공성 마그네

시아 바스켓에 Li 속과 Br2가 생성을 검사하 다. LiCl 염은 검은 분말 형태의 침 물로 덮

 있었으며 제거를 해 증류수로 세척한 결과 쉽게 없어졌다. 세척된 염은 표면에 침 물이 

없어져 기와 같은 백색을 나타냈다. 따라서 해 반응에 의해 용융염에 Br 화합물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다공성 마그네시아 바스켓 내부에는 Li 속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Li
+
 

이온이 CV의 시간 범 에서는 가역 으로 생성되었으나 정 류 실험에서는 Li 속으로 생성

되어 반응기 재질과 반응하여 부식 등의 결과로 사라진 것으로 추측된다. 백  양극에서 물리

 손상은 확인 할 수 없었며 Br 화합물이 염에서 발견되었기 해환원 반응에 일부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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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iI의 기화학  거동

Fig. 47에 LiCl-3 wt% LiI 용융염계에서 50 mV/s의 속도로 주사한 CV 결과를 나타냈다. 

일체형 음극을 상으로 LiI의 환원은 약 -1.0 V에서 시작되었으며 비가역 이었다. Cathodic 

방향에서 생성된 Li 속의 피크는 순환 주사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2.0 V를 넘어서는 환원 

류는 용융염 계에 존재하는 부식 생성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Figure 47. Cathodic cyclic voltammogram of 3 wt% LiI in a LiCl molten salt at 650 oC.

양극을 상으로 수행한 CV 결과 Fig. 48과 같이 LiI가 비가역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LiI의 산화 생성물이 실험조건에서 안정 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LiI의 

기화학  반응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Cathodic reaction :   → (7)

Anodic reaction :  →  
 (6)

Fig. 49는 200 mA와 250 mA의 정 류 실험에서의 압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LiBr 시

스템과는 달리 낮은 류 조건에서는 Li의 환원 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250 mA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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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상승하여 실험하 다. 해실험 이후 LiCl 염의 색은 검은색으로 바 었으며 백  극

의 상부는 짙은 갈색 침 물로 덥 있었다. 해 과정 후 회수된 마그네시아 바스켓을 증류수

로 세척할 때 수소 기체 발생을 확인 할 수 없었으며 이는 바스켓 내에 Li 속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CV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Figure 48. Anodic cyclic voltammogram of 3 wt% LiI in a LiCl molten salt at 650 
o
C.

Figure 49. Electrode potentials during the electrolysis of LiI in a LiCl molten salt at 65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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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i2Se의 기화학  거동

LiCl-3 wt% Li2Se 용융염계에서 음극에 한 CV 결과는 Fig. 50에 나타냈다. -2.0 V 이하

에서 Li 속이 생성되었으나 생성된 Li 속의 상당량이 빠르게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CV 방법으로는 Li 속이 용융염 시스템에서 사라진 이유를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해 실험에서 Li 속 생성을 해서는 상당히 높은 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Li+ 이온 보다 먼  환원되는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400 mA 조건에서 1 

시간의 해 후 검은색 침 물이 발견되었으며 백  속은 심하게 손상된 것이 발견되었다. 

침 물을 증류수로 세척하여 XRD로 분석한 결과 PtSe2가 생성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Se
2-

 이온

이 Pt 극과 반응하는 것으로 단된다.

Figure 50. Cathodic cyclic voltammogram of 3 wt% Li2Se in a LiCl molten salt at 65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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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LiCl-Li2O 용융염계

 가. LiBr의 기화학  거동

150 g의 LiCl, 1.5 g의 Li2O, 4.5 g의 LiBr을 혼합하여 LiCl-Li2O-LiBr 복합 용융염 계를 

비하여 기화학 실험을 수행하 으며 결과는 Table 12에 정리되었다. Li2O 농도는 6 시간의 

기분해에도 Table 12와 같이 변화하지 않았다. 이론 으로 300 mA의 정 류 조건에서 6 시

간의 기분해로 1.0 g의 Li2O가 용융염에서 소비되어야 한다. 결과 으로 용융염에서 해과

정으로 Li2O 농도가 낮아지면 0.3 wt%로 떨어져야한다. 그러나 Li2O의 농도는 Table 12처럼 

낮아지지 않았다. 따라서 해반응에 의해 O2- 이온 보다 Br-가 용융염에서 산화되는 것으로 보

인다. 실제 사용후핵연료에서 Br의 조성은 상당히 낮으며 해환원 공정에서 Li2O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다. 따라서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해환원 공정에서 Br
-
에 의해 류 효율

이 낮아지는 것은 매우 을 것으로 상된다.

Table 12. Li2O concentration changes during the electrolysis of a molten salt containing 

LiBr.

Electrolysis 
(hr)

Amount of sample (g) Consumed HCl (ml) Li2O concentration (wt%)

1 2 1 2 1 2 Avg.

0 0.1954 0.1538 1.24 0.94 0.95 0.91 0.93

3 0.3119 0.3770 1.94 2.48 0.93 0.98 0.96

6 0.3307 0.4821 2.06 2.74 0.93 0.85 0.89

 나. LiI의 기화학  거동

I
-
 이온의 O

2-
 산화에 한 향을 측정하기 하여 150 g의 LiCl, 1.5 g의 Li2O, 6 g의 

LiI를 마그네시아 도가니에 혼합하여 비하 다. 300 mA의 정 류 조건에서 Li2O 농도 변화

를 화 정법으로 측정하여 Table 13에 요약하 다.

3 시간의 해환원 이후 Li2O의 농도는 기 0.63 wt%에서 0.80 wt%로 증가하 다. 이

는 이  실험과 동일한 마그네시아 도가니를 사용하여 이  반응에서 잔류한 Li2O가 도가니와 

함께 사용된 결과로 단된다. 그러나 3 시간 이후 6 시간 동안 Li2O 농도가 소량 감소한 것으

로 보아 기화학 반응에 의해 Li2O가 소비되지 않고 I
-
가 O

2-
에 해 먼  산화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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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해 반응에 O
2-
가 소비되었다면 Li2O의 농도는 측정된 것 보다 훨씬 낮아야 했다. 흥

미롭게 염 시료의 색은 백색에서 갈색으로 변하 으며 이에 한 상 해석을 해 새로운 염

이 기 Li2O 도입 없이 비되었다. 1.5 시간의 반응 시간 동안 염 시료를 채취하여 농도 변

화를 분석한 결과 Table 1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Table 13. Li2O concentration changes during the electrolysis of a molten salt containing LiI.

Electrolysis 
(hr)

Amount of sample (g) Consumed HCl (ml) Li2O concentration (wt%)

1 2 1 2 1 2 Avg.

0 0.5880 0.5495 2.40 2.35 0.61 0.64 0.63

3 0.2986 0.2649 1.58 1.43 0.79 0.81 0.80

6 0.4822 0.5972 2.44 2.93 0.76 0.73 0.75

Table 14. Li2O concentration changes during the electrolysis of a LiCl-LiI salt.

Electrolysis 
(hr)

Supplied 
charges (C)

Calculated 
LiI 

consumption 
(g)

Amount of 
sample (g)

Consumed HCl 
(ml)

Li2O 
concentration 

(wt%)

1 2 1 2 1 2

0 - - 0.6819 0.9029 0.64 0.84 0.14 0.14

1.5 540 0.75 0.6085 0.3251 0.52 0.26 0.13 0.12

3.0 1,080 1.50 0.4876 0.7718 0.42 0.61 0.13 0.12

4.5 1,620 2.25 0.4502 0.3515 0.30 0.22 0.10 0.09

6.0 2,160 3.00 0.4428 0.4918 0.16 0.14 0.05 0.04

기 Li2O 농도는 동일한 MgO 도가니를 사용한 결과로 검출된 것이며 매 실험에 새로 

도입되는 Li2O는 없었다. 해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염 시료의 색은 백색에서 노란색으로 최

종 으로는 갈색으로 Fig. 51과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하 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다음과 같이 

기화학 으로 생성된 I2가 I-와 반응하여 I3
-를 생성시킴으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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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I2는 수용액에서도 불용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백색에서 노란색, 갈색으로의 변화는 KI와 

NaI의 수용액 시스템에서 I
-
의 농도 증가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a) (b) (c) (d) (e)(a) (b) (c) (d) (e)

Figure 51. Salt samples of the LiCl-LiI system during the electrolysis; (a) initial salt, (b) 1.5 

hr, (c) 3.0 hr, (d) 4.5 hr, and (e) 6.0 hr electrolysis.

 다. Li2Se의 기화학  거동

LiBr과 LiI 실험과 동일한 과정으로 LiCl-Li2O-Li2Se 혼합염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 

그러나 수용액에서의 Se
2-

 이온의 색이 지시약과 비슷한 계로 Li2O 농도 변화는 정법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 신 pH-meter를 이용한 방법과 지시약을 이용한 정 방법을 비교한 수 

pH-meter를 사용하여 농도를 분석하 다. 표  Li2O 용액 (6.12 mg/ml)을 사용하여 pH-meter 

방법과 지시약을 이용한 방법의 차이가 1.0% 내외인 것을 확인하 다. Li2Se는 용액에서 성

인 LiBr과 LiI와는 다르게 수용액에서 염기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Li2Se의 염기도를 기 분

해 이 에 측정하 으며 Table 15에 정리하 다.

Table 15에 보인 것과 같이 Li2Se의 염기성이 기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Li2O의 농도 

변화를 측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Li2Se 시스템에서는 이 과 달리 각 극에서의 압 

거동을 Fig. 52와 같이 측정하 다. 양극 는 0.02 V에서 안정 이었으며 이 에서 O2-는 

산화하지 않는다. 결국, 이와 같이 낮은 에서는 Se
2-
가 산화되는 것으로 보이며 I

-
와 Br

-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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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Se
2-
는 O

2-
에 앞서 산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이하게 Li2Se 시스템에서는 염에 Fig. 

53과 같은 침 물이 발견되었으며 XRD 분석결과 PtSe2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Li2Se의 해과

정의 화학반응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Cathode :   → (9)

Anode :   →  
 (10)

Overall :     (11)

Table 15. Titration results of Li2Se by 0.1 N HCl.

Li2O conc. 
(mg/ml)

Li2Se conc. 
(mg/ml)

HCl consumption 
(ml)

HCl consumption by Li2Se 
(ml)

6.12 0.0 3.92 -

6.12 36.3 9.16 5.24

6.12 68.2 14.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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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Electrode potentials during the electrolysis of Li2Se in a LiCl molten salt at 400 

mA constant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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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1)의 체 화학반응에 한 Gibbs 자유에 지 변화는 650 
o
C에서 367 kJ/mol-Se로 

계산되었다[43]. 이 값을 기 분해 로 환산하며 -1.9 V가 되어 셀 가 이를 넘어서는 

경우 식(11)의 반응이 진행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Li2Se는 Pt 극과 반응하여 O2- 보다 

낮은 에서 PtSe2로 반응할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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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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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PtSe2

Figure 53. Picture of (a) precipitate in LiCl-Li2Se after the electrolysis and (b) XRD pattern 

of the precip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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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Simulation Code 개발을 한 데이터 생산  반응기 

           모델링

   1. 해환원 반응 특성 자료 분석

     가. 해환원 공정 화학반응

고온용융염 해환원은 LiCl을 매질로 하여 기 산소이온의 농도를 높여주기 하여 

Li2O를 첨가하여 시작한다. 해환원 공정은 리튬환원 공정과 리튬회수 공정의 조합으로 생각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해환원 공정에서의 기 인 화학반응은 리튬환원 공정과 유사하다. 그

러나 리튬환원 공정과 해환원 공정의 화학반응은 공정 조건인 Li2O의 활동도 차이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리튬환원 공정에서는 기 속 환 반응기에 존재하는 화학종은 속산화

물과 리튬 속이며 리튬 속에 의해 산화물들의 환원이 진행함에 따라 Li2O의 농도가 증가

한다. 반면, 해환원 시스템에서는 속산화물, 산화리튬과 염화리튬이 기 단계에서부터 존

재하며 리튬 속은 류가 해조를 통과함에 따라 생산된다. 따라서 해환원 공정에서의 고

려 상 화학반응은 다음과 같다.

   →  (12)

     →   (13)

   →   (14)

    →       (15)

에 나열된 반응에 더하여 LiMOx로 표 되는 복합 산화물 생성반응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복합산화물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복합산화물 생성 조건 등 정량

인 데이터가 명확히 밝 지지 않았기 때문에 에 언 된 반응만을 고려하기로 하겠다.

속 산화물은 속 원소의 산화수에 따라 안정 으로 존재하거나 의 네 반응  하나 

는 그 이상의 반응에 참여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 구성성분인 속 산화물에 해  반응

의 깁스 반응에 지 변화를 문헌의 데이터를[45, 46] 이용하여 650 ℃에서 계산하여 Table 16에

서 18에 정리하 다. 표에서 보인 바와 같이 몇몇 반응은 발생하지 않으며 몇몇 반응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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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O 조건에서 발생한다. 반응 (12)에서 (15)의 공통 생성물인 Li2O는 반응성을 결정하기 한 

요 변수이다. Gibbs 반응에 지와 공정 변수와 연 시키기 해서는 각 반응에 한 Li2O의 

활동도를 계산해야 하며 계산된 활동도는 표에 함께 기제 되었다.

Table 16. 해환원 반응에서의 악티나이드 산화물들의 반응 Gibbs 에 지 변화  Li2O 

활동도.

Reaction △rG
o*

aLi2O Reaction △rG
o*

aLi2O

U3O8+16Li→3U+8Li2O -107.0742 1 AmO2+4Li→Am+2Li2O -96.9479 1

U3O8+7Li+9LiCl→3UCl3+8Li2O 20.3502 0.1659 AmO2+Li+3LiCl→AmCl3+2Li2O 20.3091 0.4069

U4O9+18Li→4U+9Li2O -54.1543 1 Am2O3+6Li→2Am+3Li2O 10.6516 0.2496

U4O9+6Li+12LiCl→4UCl3+9Li2O 96.8672 3.963×10
-4

Am2O3+6LiCl→2AmCl3+3Li2O 166.9942 5.894×10
-6

UO2+4Li→U+2Li2O -14.7619 1 PuO2+4Li→Pu+2Li2O -37.1980 1

UO2+Li+3LiCl→UCl3+2Li2O 155.1373 3.599×10
-6

PuO2+Li+3LiCl→PuCl3+2Li2O 86.5883 1.387×10
-3

NpO2+4Li→Np+2Li2O -43.9893 1 PuO+2Li→Pu+Li2O 6.9734 0.4031

NpO2+Li+3LiCl→NpCl3+2Li2O 107.1502 2.325×10
-4

Pu2O3+6Li→2Pu+3Li2O 44.5364 3.019×10
-3

Pu2O3+6LiCl→2PuCl3+3Li2O 209.5849 2.111×10
-7

 

Table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라늄 산화물들은 Li2O의 활동도와 무 하게 속으로 

환된다. 그러나 U3O8의 경우 Li2O의 활동도가 0.166보다 낮으면 Li와 LiCl과 반응하여 UCl3로 

환된다. UCl3가 생성되는 반응은 LiCl에 한 UCl3의 용해 성질에 의해 우라늄을 속으로 

회수하기 해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이다. 아메리슘의 경우 Am의 산화가가 4이고 Li2O의 활

동도가 0.407 보다 낮으면 UCl3를 생성시키는 반응과 동일한 반응에 의해 AmCl3로 환된다. 

LiCl에 용해되는 UCl3와 AmCl3의 회수에 해서는 기화학반응 부분에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Pu2O3는 악티나이드 산화물 에서 리튬 속에 의해 환원시키기 가장 어려운 산화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건식분말화 공정에서 Pu2O3를 PuO2로 산화시키는 것이 해환원 공정에서 루

토늄을 속으로 회수하기 해 유리한 것으로 단된다. 안정한 형태인 Pu2O3를 제외하고 우

라늄과 TRU 산화물들은 속으로 쉽게 환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Li2O의 낮은 활동도 역

에서의 U3O8과 AmO2의 염화물 환 반응을 제외하고는 우라늄과 TRU 산화물들의 염화물 

환 반응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란타나이드 산화물  Eu 산화물들은 Table 17에서 보인 것과 같이 속으로 쉽게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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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다른 란타나이드를 속으로 얻기 해서는 Li2O의 활동도를 10
-2
보다 낮게 유지해야한

다. 그러므로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의 해환원 공정에서 Eu를 제외한 란타나이드들

은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며 속 환체와 함께 마그네시아 필터 내에서 회수된다. 란타나이드 

산화물들의 염화물 환 반응 역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Table 17에 나타난 

것과 같이 PrO2, Sm2O3, TbO2의 염화물 환 반응의 Li2O 활동도가 비교  높기 때문에 

SmCl2, TbCl3, PrCl3는 산화물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다.

Table 17. 해환원 반응에서의 란타나이드 산화물들의 반응 Gibbs 에 지 변화  Li2O 

활동도.

Reaction △rG
o*

aLi2O Reaction △rG
o*

aLi2O

CeO2+Li+3LiCl→CeCl3+2Li2O 57.0886 1.793×10
-2

Nd2O3+6LiCl→2NdCl3+3Li2O 160.0302 1.016×10
-5

Ce2O3+6LiCl→2CeCl3+3Li2O 148.8436 2.436×10
-5

Nd2O3+2LiCl→2NdOCl+Li2O 73.3779 7.045×10
-5

Ce2O3+6Li→2Ce+3Li2O 34.0411 1.185×10
-2

Nd2O3+6Li→2Nd+3Li2O 38.1568 6.933×10
-3

Dy2O3+6LiCl→2DyCl3+3Li2O 212.0518 1.741×10
-7

PrO2+Li+3LiCl→PrCl3+2Li2O -4.8942 1

Dy2O3+6Li→2Dy+3Li2O 52.7003 1.042×10
-8

Pr2O3+6LiCl→2PrCl3+3Li2O 149.9183 2.240×10
-5

Eu2O3+6LiCl→2EuCl3+3Li2O 181.1538 1.949×10
-6

Pr2O3+6Li→2Pr+3Li2O 36.9169 8.148×10
-3

Eu2O3+6Li→2Eu+3Li2O -18.0729 1 Sm2O3+2Li+4LiCl→2SmCl3+3Li2O 39.6764 0.1215

Eu2O3+2Li→2EuO+Li2O -56.5691 1 Sm2O3+6LiCl→2SmCl3+3Li2O 175.7777 2.966×10
-6

EuO+2Li→Eu+3Li2O 1.1753 0.8580 Sm2O3+6Li→2Sm+3Li2O 40.6527 5.008×10
-3

Er2O3+6Li→2Er+3Li2O 65.6216 1.936×10
-4

Sc2O3+6Li→2Sc+3Li2O 68.0578 1.409×10
-4

Gd2O3+6LiCl→2GdCl3+3Li2O 189.0619 1.050×10
-6

TbO2+Li+3LiCl→TbCl3+2Li2O 33.2965 0.1385

Gd2O3+2LiCl→2GdOCl+Li2O 129.7120 4.573×10
-8

Tb2O3+6LiCl→2TbCl3+3Li2O 206.8649 2.611×10
-7

Gd2O3+6Li→2Gd+3Li2O 43.1070 3.637×10
-3

Tb2O3+6Li→2Tb+3Li2O 55.9944 6.785×10
-4

Ho2O3+6Li→2Ho+3Li2O 60.4412 3.801×10
-4

Tm2O3+6Li→2Tm+3Li2O 58.3044 5.022×10
-4

La2O3+6LiCl→2LaCl3+3Li2O 135.5849 6.870×10
-5

Y2O3+6LiCl→2YCl3+3Li2O 213.2158 1.589×10
-7

La2O3+2LiCl→2LaOCl+Li2O 84.8404 1.583×10
-5

Y2O3+6Li→2Y+3Li2O 68.2130 1.381×10
-4

La2O3+6Li→2La+3Li2O 32.4307 1.462×10
-2

Yb2O3+6Li→2Yb+3Li2O 39.9044 5.521×10
-3

Lu2O3+6Li→2Lu+3Li2O 58.5249 4.879×10
-4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는 알카리, 알카리토 속 원소들은 LiCl에 용해되어 Table 18에 

표시한 것과 같이 염화물로 환되어 속 환체로부터 쉽게 선택 으로 제거된다. 여기서 흥

미로운 것은 SrO와 LiCl사이의 반응에 해 반응 자유 에 지 변화는 양의 값으로 계산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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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Li2O의 활동도 계수가 1이라는 것이다. 자유에 지로부터 계산되는 활동도 평형상수의 값

은 0.48이다. 이것은 반응 생성물인 SrCl2와 Li2O가 일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염

화물들에 해 이상 인 거동과 일정한 Li2O 활동도 계수를 가정한다면 Li2O, SrCl2, LiCl에 

해 각각 1.3591, 0.1618, 0.6764의 활동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활동도는 1을 넘을 수 없으며 

따라서 Li2O의 활동도는 1로 계산된 것이다. 이것은 Li2O의 용해도 범 까지 SrO의 염화반응

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18에 표시된 다른 산화물들은 리튬 속과 반응하여 U과 

TRU와 함께 속 환체로 쉽게 회수된다.

Table 18. 해환원 반응에서의 기타 산화물들의 반응 Gibbs 에 지 변화  Li2O 활동도.

Reaction △rG
o*

aLi2O Reaction △rG
o*

aLi2O

BaO2+2Li+2LiCl→BaCl2+2Li2O -261.5983 1 NbO2+4Li→Nb+2Li2O -164.0194 1

BaO+2LiCl→BaCl2+Li2O -55.4906 1 NbO+2Li→Nb+2Li2O -141.7357 1

Cs2O+2LiCl→2CsCl+Li2O -294.6005 1 NiO+2Li→Ni+2Li2O -321.3322 1

Rb2O+2LiCl→2RbCl+Li2O -287.912 1 PdO+2Li→Pd+2Li2O -457.5456 1

RbO2+3Li+LiCl→RbCl+2Li2O -410.8964 1 Ru2O3+6Li→2Ru+3Li2O -483.0646 1

SrO+2LiCl→SrCl2+Li2O 5.6266 1 RuO2+4Li→Ru+2Li2O -402.2926 1

TeO2+6Lil→Li2Te+2Li2O -555.9615 1 Sb2O3+6Li→2Sb+3Li2O -322.6604 1

SnO2+4Li→Sn+2Li2O -282.8213 1

CdO+2Li→Cd+Li2O -311.735 1 SnO+2Li→Sn+Li2O -283.6903 1

MoO2+4Li→Mo+2Li2O -267.294 1 TcO2+4Li→Tc+2Li2O -343.7418 1

MoO3+6Li→Mo+3Li2O -306.4452 1 ZrO2+4Li→Zr+2Li2O -16.1585 1

악티나이드 산화물과 란타나이드 산화물에 해 반응 생성물들을 Li2O 활동도에 따라 

Figs. 54과 55에 각각 도시하 다. 그림에서 x축은 Li2O의 활동도를 나타내며 y축은 속 산화

물의 종류를 나타낸다. 란타나이드의 경우 다양한 산화수를 지니는 산화물들을 동일한 y축에 

표기하 다. 산화물들은 Li2O의 활동도에 따라 속 는 염화물로의 환 반응에서의 가능성

을 표기할 수 있으며 Figs. 54와 55는 생성 될 수 있는 속과 염화물에 해 Li2O의 향이 

체계 으로 도시되었다. 각 그림에서 Li2O의 활동도 역 10-1이상에 나타난 회색 막 는 해

환원 공정의 기 Li2O 농도를 의미한다. 기 Li2O의 조건은 3 wt%로 Li2O 포화 조건의 활동

도 계수가 농도에 해 일정하다 가정하면 활동도 값으로 0.353로 계산된다. Figs. 54과 5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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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막 를 기 으로 왼쪽에 치한 반응 생성물은 해환원 조건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를 

들어 Fig. 54의 Pu2O3는 회색 막  좌측에 속과 염화물이 표시되었기 때문에 Pu2O3의 속 

환원과 염화물 생성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측된다. Li2O의 기 조건인 3 wt%는 루토늄

의 부반응[47]을 억제하고 란타나이드들의 환원을 막기 해 해환원 공정에서 설정된 조건이

다. 기 Li2O의 활동도는 해환원과 연계 공정의 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한 공정 조건이다. 

그러나 해환원 공정의 후속 공정인 용융염 휘발  속 환체 용융 공정에서 란타나이드 

산화물들을 재(dross)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설정 되었으며 따라서 란타나이드 

산화물들을 속으로 환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결정되었다. 해환원 공정에서 Li2O 농도는 

안정 일 것으로 상되나 공정 운  동안 일정 범 에서 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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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 Reaction products of the actinide oxides with the Li2O activity(• Metal, ￭ 

Chloride, and ❙Initi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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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O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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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 Reaction products of the lanthanide oxides with the Li2O activity(• Metal, ￭ 

Chloride, and ❙Initial condition).

     나. 해환원 공정 기화학반응

해환원 공정은 리튬 환원 공정과 비교 했을 때 속 환 반응기에 기를 인가하는 특

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사용후핵연료의 상간 분배를 추산하기 해서는 용해성 생성물들

의 분해 를 살펴보아야 한다. Table 16에서 18에 나타난 반응 생성물  염화물들은 용융 

LiCl에 용해성질을 갖고 있으며 음이온과 양이온으로 해리한다. 용해성 염화물들은 용융염 상

의 각 극에서 Li2O와 경쟁하며 속과 염소 기체로 분해된다. 고방사성 고방열성 물질인 Cs

과 Sr은 속 환체의 방사성과 열부하를 낮추기 하여 속 환체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Cs과 Sr의 염화물들의 분해 반응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Li2O의 

활동도가 각각 0.166과 0.407 이하일 때 발생하는 UCl3와 AmCl3의 분해 반응은 U과 Am 속 

회수율을 높이기 해 바람직하다. 염화물들의 분해 반응은 셀의 를 조 하여 발생시킬 수 

있다.

분해 는 각 반응에 해 다음의 Nernst식을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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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7)

 식에서 n은 반응에 필요한 자의 수이며 F는 Faraday 상수이다. 식(17)에서 변하지 

않는 고체상의 활동도 계수는 1이며 염소 기체의 분압은 1로 가정 할 수 있다. 실제로 염소 기

체의 분압은 해환원 셀에서 1 보다 낮으나 분해 에 한 기체상의 향은 낮은 것으로 

하여 분해 를 계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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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6. Decomposition potentials of actinide and lanthanide chlor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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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티나이드와 란타나이드 염화물들의 분해 를 활동도에 따라 Fig. 56에 나타내었다. 

Fig. 57에서는 알카리  알카리토 속 염화물들의 분해 가 제시되었다.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해환원 공정의 셀 는 CsCl과 SrCl2는 분해시키지 않으며 UCl3와 AmCl3는 분해시

키는 범 에서 결정되어야한다. Figs. 56과 57로부터 단하면 잠정 으로 셀 는 -2.8에서 

-3.6 V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속 환원 반응은 리튬 속 생성에서부터 시작하므로 셀 

 결정을 해서는 Li2O의 분해 와 LiCl의 해 창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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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7. Decomposition potentials of alkali and alkaline earth metal chlorides.

Li2O의 분해 는 식(17)의 염화물을 Li2O로 염소기체를 산소기체로 환하여 계산할 

수 있다. Li2O의 분해 는 Li2O의 활동도와 산소의 분압에 의존한다. 해환원 셀에서 산소 

기체의 분압은 Li2O가 분해됨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Fig. 58에 표시한 것과 같이 Li2O

의 분해 는 산소 기체의 분압 보다는 Li2O의 활동도에 크게 의존한다. 염화물 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속 염화물의 양은 많지 않지 때문에 용융염의 주된 구성 성분은 Li2O와 LiCl

로 생각할 수 있다. 용융염을 이성분계로 가정하면 한 성분의 활동도는 다른 구성 성분의 조성



- 94 -

에 의존하면 결과 으로 Fig. 59에 도시한 것과 같이 분해  역시 의존하게 된다. Figs. 56에

서 59을 종합하면 해환원 반응에 임가되는 셀 는 -2.8에서 -3.4 V 범 이다. 이 범 에서 

UCl3, AmCl3, Li2O는 분해되는 반면 CsCl, SrCl2와 LiCl은 용융염에 안정 으로 존재하게 된다.

해환원 공정에서 주된 두 공정 변수는 Li2O의 활동도와 셀 이다. 각각은 화학 반응과 

기화학 반응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Fig. 59에 공정 운  조건을 종합하여 도시하 다. 

그러나 더욱 정확한 공정 조건을 얻기 해서는 활동도 계수, 과 압, 확산 계수등 실험  데

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2.58

-2.56

-2.54

-2.52

-2.50

-2.48

-2.46

-2.44

-2.42

0.2

0.4

0.6

0.8

1.0

0.2
0.4

0.6
0.8

D
ec

om
po

si
tio

n 
P

ot
en

tia
l (

E
), 

V

Li 2
O ac

tiv
ity

O
2 partial pressure, bar

Figure 58. Decomposition potential of Li2O with the O2 partial pressure and the Li2O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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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9. Decomposition potentials of LiCl and Li2O with the Li2O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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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U3O8 해환원 반응 속도 측정

 가. 해환원 개념

고온 용융염 해환원은 환원 상물을 음극으로 하여 기화학  방법으로 발생한다. 

LiCl-Li2O 용융염계에서 U3O8의 경우는 음극에서는 인가된 압에 의해 U3O8(= UO2.67)의 우라

늄 원소의 산화수가 낮아지거나 용융염 해질의 유일한 양이온인 Li+가 다음과 같이 환원될 

수 있다.

  
→   

 (18)

  
→   (19)

     
→    (20)

  → (21)

식(18)은 U3O8의 낮은 산화수 상태의 산화우라늄으로의 환원을 나타내며 식(18)의 x가 

0.34, 0.42 는 0.67인 경우 U3O8은 U3O7, U4O9 는 UO2로 각각 환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일반 으로 UO2.67-x는 단일 우라늄 산화물로 여기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여러 산화물의 혼

합물 는 우라늄과 산소의 고용체로 생각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속의 우라늄은 산화물에 존재하는 산소가 음극에서 직  이온화함으로서 U3O8에서 직

 환원되어 생성될 수 있으며(식(19)) 는 UO2.67-x를 통해 생성될 수도 있다(식(20)). 음극에서

는 용융염의 양이온인 Li
+
의 환원(식(21)) 역시 발생할 수 있다. Li

+
의 환원 는 우라늄 산화

물에서 산소가 이온으로 되는 보다 더욱 낮은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1, 14, 15, 48].

일단 리튬이 음극에서 식(21)과 같이 속으로 생성되면 반응성이 높은 리튬 속은 음

극 내의 산화우라늄과 다음과 같이 반응할 것이 상된다(식(22)-(24)). 반응 생성물로 Li2O가 

발생되며 650 
o
C에서 LiCl 용융염에 한 용해도인 8.8 wt%[25] 보다 조성이 낮은 경우 해리

되어 이온으로 존재하게 된다(식(25)). 

  →     (22)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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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
   (25)

식(18)에서 식(25)를 정리하면 최종 으로 해환원 반응은 식(19)와 같이 된다. 식(18)과 

(20)의 결합, 식(21), (22), (24), (25)의 결합, 식(21), (23), (25)의 결합으로도 얻을 수 있다.

양극에서는 산소 음이온들이 산화되어 기체로 발생하여(O2- → 1/2O2 + 2e-) 해환원 반

응기 밖으로 제거된다. 따라서, 음극과 양극 반응에 의한 최종 해환원 반응은 우라늄 산화물

의 해환원 반응이 된다(U3O8 → 3U + 4O2). Table 19에 650 
o
C 조건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환원과 우라늄 산화물과 산화 리튬 속의 해환원 반응에 해 분해 를 요약하여 정리하

다.

Table 19. Possible reactions at the electrodes and the evaluated cell potentials.

Cathode Anode Cell potential (V)

4U3O8 + 10e
-
 → 3U4O9 + 5O

2-
O

2-
 → 1/2O2 + 2e

-
-0.425

U3O8 + 4e- → 3UO2 + 2O2- O2- → 1/2O2 + 2e- -0.482

U3O8 + 16e
-
 → 3U + 8O

2-
O

2-
 → 1/2O2 + 2e

-
-1.917

U4O9 + 2e
-
 → 4 UO2 + O

2-
O

2-
 → 1/2O2 + 2e

-
-0.577

U4O9 + 18e- → 4U + 9O2- O2- → 1/2O2 + 2e- -2.194

UO2 + 4e
-
 → U + 2O

2-
O

2-
 → 1/2O2 + 2e

-
-2.396

Li2O + 2e
-
 → 2Li + O

2-
O

2-
 → 1/2O2 + 2e

-
-2.465

LiCl + e- → Li + Cl- Cl- → 1/2Cl2 + e- -3.459

     나. 실험 장치  방법

본 연구 항목은 U3O8을 이용하여 해환원 반응에서 압  하량에 따른 환원율을 

측정함으로서 해환원 반응 속도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실험을 하여 Fig. 60과 같은 개

념의 10 g U3O8/batch bench 규모 해환원 구성하 다. 반응기의 랜지는 7개의 포트로 구

성되었으며 각 포트는 일체형 음극, 3개의 백  양극, 백  기  극, 열 , 그리고 시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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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를 한 샘 링 포트로 사용되었다. 직경 7.1 cm의 고 도 마그네시아 도가니 염 용융을 

한 도가니로 사용되었다. 해환원 반응기의 하단은 기 항기 가열로에 삽입되어 열이 달

되며 가열 부분과 랜지 사이의 반응기 목 부분은 냉각수 재킷이 감싸고 있어 휘발되는 염을 

응축시키며 랜지에 삽입된 극 등의 열손상을 방지하 다.

Vcell

Vc Va

Cathode
Anode

Reference
Electrode

LiCl-3 wt% Li2O

MgO
(dense type)

MgO
(porous type)

U3O8

Vcell

Vc Va

Cathode
Anode

Reference
Electrode

LiCl-3 wt% Li2O

MgO
(dense type)

MgO
(porous type)

U3O8

Figure 60. Schematic diagram of the electrolytic reduction cell.

랜지 앙에 STS로 만들어진 conductor( 5 O.D. mm)와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 ( 

21 O.D.× 16 I.D. mm), 환원될 속 산화물로 구성된 일체형 음극이 치하고 한쪽이 막힌 백

 튜 (O.D. = 6 mm)로 만들어진 세 개의 양극은 음극을 심으로 동일한 거리에서 서로 삼

각형의 모양을 이루도록 설치되었다. 기  극으로는 용융 LiCl-Li2O 계에서 반복 으로 사용

가능하고 안정성이 있는 백  (O.D. = 3 mm)을 사용하 다. 양 극의 는 백  기  

극에서 측정되었다. 모든 극들과 열 는 비 도성 세라믹인 알루미나로 Housing되어 

기 으로 랜지와는 연되도록 고안되었다. 각 극들과 열 는 랜지를 통과하여 반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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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삽입되었으며 끝이 반응기 바닥에서 약 5 mm 높게 고정되었다. 조립된 반응기의 사진은 

Fig. 61과 같다.

Cathode Anode(Pt)Ref. electrode(Pt)Cathode Anode(Pt)Ref. electrode(Pt)

Figure 61. Picture of the electrodes for the bench scale experiments.

실험에 사용된 화합물은 Alfa Aesar Co.에서 99.6% 순도의 LiCl, 99.5% 순도의 Li2O를 

구입하여 비하 다. 매 실험에 220 g의 LiCl이 공정 조건에서 용융되었을 때 일체형 음극의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 내에 쌓인 10 g의 U3O8과 표면 높이를 일치시키기 하여 사용되

었다. 분말 형태의 천연 U3O8은 펠렛 형태의 UO2를 건식분말화 과정으로 제조되어 실험에 사

용되었다. 제조된 U3O8 분말의 평균 입도는 30 μm로 일체형 음극에 사용된 다공성 마그네시

아 멤 인의 평균 기공 크기인 8 μm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실험  분말 형태의 U3O8의 

유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일체형 음극은 U3O8을 담고 있는 마그네시아 멤 인에 상단에 구멍을 내어 STS 

conductor로 이루어진 홀더에 핀을 이용하여 고정하여 만들었다. 홀더 앙에는 STS 

conductor가 가지처럼 뻗어 나와 다공성 마그네시아에 충 된 산화물 분말 앙으로 삽입되어 

극 역할을 한다. 용융을 한 마그네시아 도가니가 반응기에 삽입된 후 일체형 음극, 3개의 

양극과 열 가 고정된 랜지를 반응기와 조립하 다. 조립 후 기  테스트를 통해 결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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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체가 빠져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 으며 반응기 내부의 분 기를 불활성 Ar 기체로 

치환하 다. Ar 분 기의 로  박스에서 정량된 LiCl을 조립된 반응기의 LiCl 공 으로 반

응기에 도입한 후 서서히 가열하여 온도를 공정 온도인 650 oC로 상승시켰다. Ar 기체는 가열 

과정과 체 실험 과정에서 반응기에 도입되어 반응기 내의 기체 분 기를 항상 불활성 분

기로 유지시켰다. 온도가 공정온도에 도달하고 LiCl의 용융이 확인된 뒤 용융염에 3 wt%가 되

도록 정량된 Li2O를 용융 LiCl에 첨가하 다.

해환원 반응기에 류는 WonA-Tech Co.의 WMPG 1000 Multichannel Potentiostat/ 

Galvanostat를 이용하여 공 하 으며 WMPG 1000 Ver.3.00의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류와 

압을 기록하 다. 용융염의 Li2O 농도 변화는 일정한 간격으로 샘 을 취하여 증류수에 녹인 

후 화 정법으로 측정되었다. 각 실험에서 환원 시료는 일체형 음극에서 회수되었으며 

U3O8의 환원율은 Seiko Instruments Inc.의 TG/DTA 6300을 이용하여 열 량 분석법으로 계산

되었다. 환원 시료의 정성 분석을 해서는 Rigaku의 X-ray 회 분석기를 사용하여 XRD 분석

을 수행하 다.

     다. 순환주사 실험 (CV: cyclic voltammetry)  결과

순환주사 방법은 산화/환원 를 측정하는 기화학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U3O8

을 이용하여 10 mV/s의 주사속도로 4회의 CV를 수행하 다. 각 실험에서 음극 극의 조건을 

달리하 으며 STS 극 면 은 략 3.77 cm2로 CV의 체 인 내용은 Table 20에 정리하

다. 주사 범 는 백  기 극 비 OCP(open circuit potential)에서 -2.5 V 으며 0 V를 거

쳐 OCP로 순환하는 방향으로 하 다. 4회의 CV 결과는 Fig. 62와 같다. 1차 CV(CV1)에서는 

SUS 극이 순수 LiCl 용융염에서 작업 극으로 사용되었으며 리튬 속 환원 를 확인하

다. Fig. 62(a)와 같이 리튬은 a1으로 표시된 인 약 -2.0 V에서 환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주사 방향을 반 로 한 산화 역에서는 a1'에 리튬 속 산화의 피크가 얻어졌

다. 2차 CV(CV2)에서는 STS 극을 빈 마그네시아 멤 인에 넣어 작업 극으로 사용하 으

며 Fig. 62(b)와 같이 리튬의 환원  산화 를 각각 b1와 b1'에서 발견하 다. Fig. 62(a)와 

62(b)를 비교하면 리튬 생성 에 변화가 있으며 마그네시아 멤 인을 사용한 경우 가 

약 -2.3 V로 옮겨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을 사용하여 

STS 극에 이르는 항이 증가한 결과로 단되며 다공성 격막을 이용한 유사한 용융염 기

화학 반응에서도 발견되었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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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Outline of the CV runs.

Run Id. CV1 CV2 CV3 CV4

Working 
electrode STS

STS
in MgO container

STS
in MgO container

STS
in U3O8 loaded MgO 

container

Electrolyte LiCl LiCl LiCl – 3 wt% Li2O LiCl – 3 wt% Li2O

Counter 
electrode Pt Pt Pt Pt

Reference 
electrode Pt Pt Pt Pt

Potential (V) vs. Pt

-3.0 -2.5 -2.0 -1.5 -1.0 -0.5 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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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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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Cyclic voltammograms of (a) CV1, (b) CV2, (c) CV3, and (d) C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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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CV(CV3)는 2차 CV와 동일한 조건에서 새롭게 Li2O를 3 wt% 추가한 염을 비하여 

수행하 다. 증가된 Li2O의 농도에 의해 Fig. 62(c)와 같이 Fig. 62(b)에 해 c1과 이에 응하

는 c1'으로  다른  이동이 발견되었다. 결과 으로 Li의 환원 는 약 -2.2 V로 나타났

다. c1의 오른쪽에 나타나는 작은 피크의 원인은 밝 낼 수 없었으나 Li2O의 불순물 는 Li2O

의 추가에 산소 이온 농도의 증가에 따른 STS의 부식 생성물[50]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4차 CV(CV4)는 일체형 음극인 U3O8 분말이 담긴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을 작업

극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Fig. 62(d)에 압- 류 거동과 같이 이  3회의 CV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Fig. 62(d)에 약 -1.75 V 부근에서 발견된 d1으로 표시된 환원 는 이  3회의 

실험에서 얻은 Li 환원 와는 차이가 있으며 우라늄의 환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단된

다. 그러나 Fig. 62(c)와 (d)의 Li 환원 와 우라늄 환원 의 차이는 0.15 V로 측정된 

Herrmann의 결과[14, 15]와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CV4의 흥미로운 결과는 d2와 이에 

응하는 산화 피크인 d2'이다. 이 과 달리 U3O8을 사용하 으며 U3O8은 우라늄의 다양한 산

화수로 인하여 더 낮은 산화수로의 환원이 가능하다. Table 19에 요약된 것과 같이 U3O8이 

U4O9 는 UO2로 환원되는 셀 는 상당히 낮으며 Table 19와 같이 동일한 양극 반응을 생

각한다면 셀 의 상당 부분이 음극 반응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U3O8을 음

극으로 사용한 CV4에 결과에 얻어진 d2 피크는 U3O8이 낮은 산화수의 산화우라늄으로 환원되

는 로 단된다.  다른 흥미로운 결과는 d1에 응하는 산화 류인 d1'이다. 이  CV 

결과의 a1', b1', c1'과 d1'을 비교해 보면 d1'의 기울기가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사 범 인 -2.5 V 역 내에서 Li이 환원 되었으며 환원된 속 Li은 환원제로 일체형 음극

에 존재하는 U3O8과 반응하여 많은 류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라. 정 류 실험 (CP: chronopotentiommetry)  결과

U3O8 해환원에 한 류의 향 평가를 하여 16회의 정 류 실험을 수행하 다. 

류는 0.1, 0.2, 0.4, 0.8 A로 변화시켰으며 각 류 조건에서 하량을 10 g U3O8 완  환원을 

해 이론 으로 계산됨 값에 비해 20, 40, 60, 80%로 공 하 다. 해환원 공정에서의 일체형 

음극은 반응이 진행되어 속으로 환됨에 따라 도성이 증가되고 극 면 이 늘어나는 반

응성 극이다. 기에는 일체형 음극에 삽입된 STS conductor(면 은 약 3.77 cm2)만이 극

으로 작동하며 이 면 을 기 으로 류 조건은 각각 26.5, 53.1, 106.1  212.2 mA/cm
2
의 

류 도로 환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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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4회의 CP 실험(CP1-CP4)은 류를 0.1에서 0.8 A로 변화시키며 80 %의 하를 공

하여 압- 류 거동을 비교하 으며 이 후 3회의 실험은(CP5-CP7)은 0.8 A의 조건에서 

하량을 20, 40, 63%로 수행하 다. 이 후 실험들은 (CP8-CP16)은 4가지의 류 조건에서 4가지

의 하량에 한 환원율을 측정하여 해환원의 속도 측정을 해 수행되었다.

Fig. 63에는 10 g U3O8 완  환원을 한 하량 비 80%의 하를 반응기에 공 하여 

얻은 음극의 시간에 따른 압 거동을 비교하 다. 압 거동은 가장 높은 류 도의 경우 

(CP4, 류 도 = 212.2 mA/cm
2
) 다른 압 변화에 비해 기 환원 거동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CP4 실험에서 압은 시작부터 리튬 환원 를 넘어섰으며 반응 내내 안정 인 압 

거동을 보이고 있다. 반면, CP1-CP3 실험은 1.0 A-hr 보다 낮은 기에는 리튬 환원 에 도

달하지 못하 으며 다른 반응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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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3. Potential profiles of the cathode with respect to the current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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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에 보인 것과 같이 속 산화물(UxOy  Li2O)의 해환원은 동일한 양극 반응

(O
2-

 → 1/2O2 + 2e
-
)을 수반한다. 그러나, 분해 는 -0.425에서 -2.465 V로 다르게 계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셀 차는 속산화물의 환원에 의한 음극에서의 차이로 생각할 수 

있다. CP1-CP3의 기 음극 압 거동은 이 에서 Li
+
가 속으로 환원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CV 실험의 Fig. 62(d)의 d2와 같이 U3O8이 더 낮은 산화수를 갖는 U4O9, UO2 는 

U-O 고용체로 환원되는 거동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CP1에서 CP3의 압 거동

이 이론  필요 하량 비 20에서 30% 치에서 CP4의 압 거동에 근 하여 반응 종료까

지 유지된다. 이론 으로 U3O8이 UO2로 환원되기 해서는 U3O8의 완  환원을 해 필요한 

하의 25%가 요구된다. 따라서, CP1-CP3 실험의 기 거동에서 압이 변화하는 것은 U3O8

의 산소가 일부 제거되는 환원과정에서 UO2 는 Li2O ( 는 두 산화물 모두) 환원 로 이

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은 CV 실험에서 Fig. 62(d)의 d2에서 d1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환원 속도는 반응시간에 따른 환원율을 측정함으로서 결정된다. 정 류 조건에서는 

반응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환원 반응기에 하가 인가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U3O8의 환원

율을 정 류 조건에서 인가된 하량에 의해 결정하 다. 0.8 A 조건에서 3회의 해환원 정

류 실험(CP5-CP7)을 인가 정하량을 변화시키며 수행하 다. 공 된 하는 사용된 U3O8의 완

 환원을 해 필요한 하량 비 각각 20, 40, 63%로 하 으며 80%의 하량이 공 된 

CP4에서 CP7은 한 세트로 0.8 A 조건에서 인가된 하량에 따른 해환원 속도 자료로 측정

되었다.

각 실험에서 결정된 반응 시간이 종료된 수 일체형 음극은 반응기 내의 용융염 계면 

로 들어 올려지며 이 때 불활성 Ar 기체의 유속을 증가시켜 환원된 시료를 속히 냉각시켰

다. 회수된 일체형 음극에서 마그네시아 멤 인을 제거한 뒤 Fig. 64와 같이 환원된 속 시

료만을 분석에 사용하 다.

U3O8 분말로부터 환원된 속 산화물은 Fig. 64와 같이 STS conductor에 달라붙어있었으

며 마그네시아 멤 인의 형태로 굳어있었다. 회수된 속 산화물을 분쇄 후 증류수로 세척하

여 잔류 염을 제거하 다. 증류수로의 세척과정에서 많은 기체가 발생하 다. 이 기체는 해

환원 과정에서 생성된 Li 속이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생성하는 다음 반응의 결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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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Figure 64. Reduced metal oxide obtained by the CP4 run after breaking and removing a 

magnesia container.

세척된 시료들은 메탄올로 추가 세척되어 잔류 수분을 제거하 으며 상온 진공 분 기에

서 건조되었다. XRD 분석이 회수된 시료의 정성 분석을 해 사용되었으며 TGA를 이용한 열

량 분석으로 시료의 무게 증가율이 측정되어 환원율 계산에 이용되었다. 550 
o
C 공기 분 기

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안정된 형태는 U3O8이다. 그러므로 해환원 반응에 의해 U3O8으로부터 

환원된 시료는 TG 분석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으로 산소와 결합하여 무게가 증가된다. 

  → (27)

따라서 순수한 속 우라늄의 경우 TG 분석에서 17.93%의 무게가 증가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시료의 환원율(RY: reduction yield)은 측정된 무게 이득(WG: weight gain)으로부터 

식(28)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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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Fig. 65에 CP4-CP7 실험에 의해 회수된 시료에 의해 분석된 무게 증가율을 인가된 하

량의 크기에 따라 표시하 다. TG 분석에서의 많은 무게 증가는 해환원 반응에서의 높은 환

원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류 효율은 인가된 하량에 비하여 TGA에서 측정된 환원율을 

비교하면 계산할 수 있다. Fig. 66에는 공 된 하량에 따른 0.8 A 조건에서의 환원율과 류 

효율을 동시에 나타내었다. Fig. 66과 같이 해환원율은 인가된 하량에 따라 선형으로 증가

하고 있다. 결과 으로 0.8 A 정 류 조건에서 4회 실험의 류 효율은 75% 이상으로 서로 비

슷하게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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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 Weight gains of the metal oxides recovered from the CP4-CP7 r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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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6. Current efficiencies and reduction yields of the CP4-CP7 runs.

해환원율은 음극에서 측정될 수 있으나 양극을 기 으로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융염의 Li2O 농도를 이론 으로 계산된 값과 비교하여 략 인 류 효율을 산정할 수 있

다. Faraday 규칙과 비교하여 실험에서 측정한 Li2O 농도 변화를 Fig. 67에 도시하 다. Fig. 

67에 보인 것과 같이 Li2O의 농도는 Faraday 규칙을 잘 따르고 있으며 해환원 반응에 인가

된 류는 양극에서 O
2-

 이온들의 기화학 반응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음극에서는 류

가 U3O8의 환원에 직간 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한편 리튬 속 환원에 역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Fig. 66에 보인 것과 같이 음극에서 류 효율이 나타난 것은 일부 리튬 속이 생성

되어 잔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튬 속의 생성은 시료의 세척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정량 분석을 하여 CP4-CP7에서 회수된 시료의 XRD 분석을 수행하 다. 하량에 따

른 산화물 형태를 분석하면 해환원 경로를 얻을 수 있다. Fig. 68에 CP4-CP7에서 회수된 시

료의 XRD 분석 결과를 실었다. Fig. 68에서 보인 것과 같이 리튬과 우라늄의 복합산화물인 

Lithium Uranate(LixUyOz)가 20  40% 하를 인가한 실험(CP5, CP6)에서 검출되었으며 CP7



- 108 -

에서는 Lithium Uranate 특성 피크의 높이가 확연히 낮아졌다. 최종 으로 80%의 하가 공

된 CP4의 결과에서는 Lithium Uranate 특성 피크가 사라졌다. Fig. 68의 XRD에서 검출된 

Lithium Uranate는 U3O8이 Li2O가 포함된 LiCl 용융염에서 해환원되는 과정에서 환원과 함

께 반응성이 증가되어 생성되는 것으로 단되며 반응의 간 생성물로 여겨진다. 그러나 

Lithium Uranate의 정량 인 분석은 수행되지 못했으며 그 양은 반응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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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7. Comparison of the measured Li2O concentration with the calcualted values by 

Faraday's law during the CP4-CP7 runs.

0.1 A에서 0.4 A 조건에서도 추가 으로 해환원 실험을 수행하여 해환원 반응 속도

를 측정하 다. 이  7회의 실험을 포함하여 총 16회의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실험 데이터의 체

계 인 정리 분석을 하여 류  인가 하량의 조건에 따라 실험 번호를 재편성하 다. 실

험번호는 “CP- 류-인가 하량”의 규칙으로 명명되었으며, 를 들어, CP-0.1-20은 0.1 A 조건

에서 20%의 하량이 공 된 조건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규칙에 따라 이  실험의 CP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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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8. XRD patterns of the recovered metal oxides from (a) CP5, (b) CP6, (c) CP7, and 

(d) C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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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ID Current (A)
Applied/theoretical 

charges (%) Run ID Current (A)
Applied/theoretical 

charges (%)

CP-0.1-20 0.1 20.3 CP-0.4-20 0.4 19.7

CP-0.1-40 0.1 40.6 CP-0.4-40 0.4 40.8

CP-0.1-60 0.1 59.1 CP-0.4-60 0.4 62.8

CP-0.1-80 0.1 79.9 CP-0.4-80 0.4 78.5

CP-0.2-20 0.2 19.6 CP-0.8-20 0.8 20.9

CP-0.2-40 0.2 39.9 CP-0.8-40 0.8 39.2

CP-0.2-60 0.2 59.9 CP-0.8-60 0.8 62.8

CP-0.2-80 0.2 80.5 CP-0.8-80 0.8 79.9

서 CP4는 각각 CP-0.1-80에서 CP-0.8-80으로 명명된다. 16회 실험 조건은 Table 21과 같으며 

분석결과는 Table 22에 요약하 다.

Table 21. Experimental conditions of chronopotentiommetry runs.

Table 22. Weight gains (WG) and current efficiencies (ε) for the CP runs.

Run ID WG (%) ε (%) Run ID WG (%) ε (%)

CP-0.1-20 2.705 73.84 CP-0.4-20 2.881 81.64

CP-0.1-40 5.020 68.98 CP-0.4-40 4.227 57.76

CP-0.1-60 2.526 23.84 CP-0.4-60 5.087 45.19

CP-0.1-80 3.968 27.70 CP-0.4-80 4.494 31.93

CP-0.2-20 2.886 81.98 CP-0.8-20 2.835 75.63

CP-0.2-40 2.581 36.08 CP-0.8-40 6.207 88.15

CP-0.2-60 2.615 24.35 CP-0.8-60 8.623 76.54

CP-0.2-80 9.894 68.56 CP-0.8-80 10.852 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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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와 같이 0.8 A 조건 이외에는 류 효율이 낮았으며 일정한 규칙을 찾을 수 없

었다. 반면 20% 하를 공 한 실험들은 체 으로 높은 류 효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낮은 하량의 경우 U3O8이 낮은 산화수를 지니는 산화물로의 환원은 쉽게 이루어지나 이를 

넘어 지속 인 환원율을 얻기 해서는 기 류가 일정 수 을 넘어서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기 임계 류는 극 면   극의 치 등 각 해환원 시스템의 구성에 

의존할 것이 상된다.

모든 16회의 해환원 실험에 의해 얻은 일체형 음극의 류 거동은 Fig. 69와 같이 요

약될 수 있다. 각 실험에서 CP-n-20에서 CP-n-80(n = 0.1에서 0.8)은 하나의 그래 로 겹쳐질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거동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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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9. Chronopotentiograms of (a) CP-0.1-20 to CP-0.8-20, (b) CP-0.1-40 to CP-0.8-40, (c) 

CP-0.1-60 to CP-0.8-60, and (d) CP-0.1-80 to CP-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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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환원 반응기 모델링

 가. 해환원 반응기 모델링을 한 방법

해환원 공정은 액체인 용융염 상에서 발생한지만 해환원의 결과물로 기체가 발생되

며 해환원 거동은 기상에 양향을 받게 된다. 속산화물은 기화학 인 반응으로 환원되고 

산화물로부터 발생한 산소 이온들은 양극에서 산소 기체로 산화된다. 발생된 산소기체는 기상

에 축 될 수 있으며 용융염 상부에 존재하게 된다. 기상에 산소 분압이 증가되면 양극 압이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한 산소기체는 속 재질의 반응 재질에 부식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응기에서 지속 으로 제거 돼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응기를 유체의 

유도에 따라 Fig. 70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 어 모델링을 수행하 다. 기상 부분은 지속 인 

Ar 가스 유입으로 유동이 발생하며 액상 부분은 유동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기장이 걸려 

압과 류가 발생하게 된다.

Phase 1 (gas)

Phase 2 (liquid)

Phase 1 (gas)

Ar flows in
Off-gas flows out
No electric field
Finite volume method

Phase 2 (liquid)

No flows
Applied electric field
Electric current
Finite element method

Phase 1 (gas)

Phase 2 (liquid)

Phase 1 (gas)

Ar flows in
Off-gas flows out
No electric field
Finite volume method

Phase 2 (liquid)

No flows
Applied electric field
Electric current
Finite element method

Figure 70. Computational analysis method for an electrolytic reduction system.

 나. 20 kg HM/batch 규모 해환원 시스템의 기상 모델링

Fig. 70에서 Phase 1으로 표시된 기상의 모델링을 하여 ANSYS-CFX 사용 코드가 사용

되었다. 이 상용 코드는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도구로 유용한 것으로 불활성 

Ar 기체가 지속 으로 공 되며 류 인가에 의해 용융염에서 산소가 발생하여 유입되는 

Phase 1과 같이 유동이 발생하는 시스템에 합하게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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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기 모델링의 첫 단계로 Fig. 71의 좌측과 같이 ACPF에서 사용된 20 kgHM/batch 

해환원 반응기와 동일한 규격을 지니도록 3-D 도면이 비되었으며 Fig. 71의 우측과 같이 

산해석을 해 Mesh로 나 어졌다. 계산을 한 경계조건들은 Fig. 71에 기  조건으로 함께 

표시되었다. 이 기 조건은 ACPF 실험에서 실제 운 된 조건들이며 기상에서 유체 흐름 변화

와 온도 분포 계산을 해 수치 으로 변화를 주었다.

Ar gas in

Off-gas out

O2 in

Cooling zone

Heating zone

Top

Ar in : 5 l/min at 25 oC
O2 in : 100 A at 650 oC

(=1.6583 mg⋅s-1/anode)
Cooling zone & Top : 150 oC
Heating zone & Bottom : 650 oC

Reference condition

SUS
crucible

Bottom
(surface of the metl)

Anodes

SUS
conductor

Ar gas in

Off-gas out

O2 in

Cooling zone

Heating zone

Top

Ar in : 5 l/min at 25 oC
O2 in : 100 A at 650 oC

(=1.6583 mg⋅s-1/anode)
Cooling zone & Top : 150 oC
Heating zone & Bottom : 650 oC

Reference condition

SUS
crucible

Bottom
(surface of the metl)

Anodes

SUS
conductor

Figure 71. 3-D model (left) and sample meshes (right) for Phase 1 with reference 

conditions.

해환원 반응기의 상부 기상에서 Ar 기체에 의한 유체 흐름 변화를 이해하기 하여 

Ar 도입 유량을 25 oC 기 으로 3에서 5 l/min 변화시키며 Ar의 streamline을 계산하여 결과

를 Fig. 72에 나타내었다. 차가운 Ar 기체는 반응기에 도입되면서 가열되어 유속이 빨라지게 

된다. 한 Ar 기체는 반응기 내부에 존재하는 기체를 효과 으로 제거하고 있으며 5 l/min의 

조건에서 Ar 기체는 거의 직 으로 용융염에 하게 된다. Ar 기체 유량에 따른 유동 효

과는 기상의 온도 분포를 보면 확인 할 수 있다. Fig. 73에 등온선을 보인 것과 같이 높은 유

량의 Ar 기체는 기상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만든다. 그러나 유량이 더욱 증가한다는 것

은 반응기 상부의 온도를 무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휘발된 염이 Ar 기체와 동반되

어 지속 으로 반응기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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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flow rate = 3 l/min Ar flow rate = 4 l/min Ar flow rate = 5 l/minAr flow rate = 3 l/min Ar flow rate = 4 l/min Ar flow rate = 5 l/min

Figure 72. Ar streamlines with a flow rate.

Ar flow rate = 3 l/min Ar flow rate = 4 l/min Ar flow rate = 5 l/minAr flow rate = 3 l/min Ar flow rate = 4 l/min Ar flow rate = 5 l/min

Figure 73. Temperature distributions with an Ar flow rate.

해환원 반응이 진행되면서 산소기체가 Fig. 70의 Phase 2의 백  양극에서 Phase 1으

로 도입된다. 따라서, 산소 기체 역시 Ar과 동일하게 Phase 1에 inlet이 된다. 산소 기체는 백

 극의 표면을 따라 상승하며 용융염 계면을 통과하여 Phase 1에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해환원 반응기에 칭 으로 설치된 5개의 백  양극이 모두 산소 기체의 입구가 된다. 백  

극은 반응기에 칭 이지만 Ar 기체의 도입구와 Phase 1의 기체 각각 1개이며 반응기에서 

칭을 이루지 않고 있으므로 반응기 체 으로 수칙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반응기에 한 

3-D 모델로 Phase 2로부터 발생하는 O2의 각 유입구에 한 streamline 모사가 가능하며 본 

보고서에는 로 100 A 조건에서의 결과를 Fig. 74에 나타내었다. 발생된 산소 기체는 직

으로 off-gas 으로 유출되지 않으며 Ar 기체에 휩쓸려 반응기 체 으로 유동을 생성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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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기 밖으로 제거된다. 발생된 산소의 속도는 유입구의 치에 무 하게 일정한 것으로 계산

되었다.

Anode 1 Anode 2

Anode 3 Anode 4 Anode 5

a b

Anode 1 Anode 2

Anode 3 Anode 4 Anode 5

a b

Figure 74. Streamlines of oxygen gas at a 100 A conditions: (a) collected and (b) each 

anode.

Phase 1의 산소기체의 농도는 Steady state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농도 그 자

체는 주어진 반응기에서 고정된 Ar 유량에 해 인가된 류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증가된 

산소 분압은 양극의 압 거동을 양의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기  조건에서 산소 분압은 

Fig. 75(a)와 같이 도입 입구를 제외하고는 Phase 1의  역에서 일정하게 나타난다. 류가 

증가됨에 따라 이 역은 Fig. 75(b)와 같이 증가하지만 Phase 1의 체 인 산소 분압은 거의 

류에 무 하게 일정하다.

 다. 20 kg HM/batch 규모 해환원 시스템의 액상 모델링

해환원 반응기의 Phase 2에는 어떠한 기계 인 힘이 작동되지 않는다. 반면, 기장이 

형성되어 류가 흐르게 되고 따라서 Phase 2의 주된 심 물성은 유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장에 의한 압- 류 거동이 된다. Phase 2의 모델링을 하여 ABAQUS 상용 산 코드

가 사용되었다. Phase 2에는 5개의 양극이 칭 으로 존재하고 각 극은 원형이므로 용융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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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1/10이 3-D Fig. 76과 같이 모델로 만들어진 뒤 칭성을 도입하여 계산하 다. 계산에 

필요한 정보들은 Fig. 76에 함께 표시하 다. 이 모델을 이용하여 압- 류의 기장을 해석하

기 해서는 STS 도가니를 포함한 기 도도(k1에서 k4)가 필요하게 된다.

Current = 100 A Current = 150 A Current = 200 A Current = 250 A

a

b

Current = 100 A Current = 150 A Current = 200 A Current = 250 A

a

b

Figure 75. Oxygen partial pressures (a) at a reference condition and (b) with the applied 

current (bottom view).

해환원 반응기 내에서 류는 평형 를 넘어설 때 흐르게 된다. 실제 으로 기 

반응에서 셀에서 측정되는 평형 는 열역학 으로 계산된 값과 차이를 나타내고 실험에 사

용된 실제 반응기를 기 으로 유효 평형 는 새롭게 측정되어야 한다. ACPF에 설치된 

해환원 반응기의 실험에서 유효 평형 를 결정하기 하여 개선된 반응기를 사용한 3차 실

험 결과가 선형 인 계로 Fig. 77과 같이 모사되어 x-축과의 교 으로 유효 평형  (V0)를 

구하 다. 실험 으로 측정된 평형 는 2.55 V로 열역학 으로 계산된 650 
o
C Li2O의 분해

인 2.46 V와 근 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항목인 기장 모델링에서는 양 극에서의 압 

차이만이 요하므로 모델링에 사용된 압은 항상 양의 값으로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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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6. 3-D model and equations for Ph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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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7. Linear correlation of a cell potential and a current, and the determination of an 

effective equilibrium potential and a cell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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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 도가니의 기 도도(k4)는 650 
o
C에서 1.39×10

-4
 Ω-1

cm
-1
으로 알려져 있다. 해질과 

U3O8 분말의 기 도도는 염의 경우 순수한 LiCl로 가정을 하 으며 U3O8의 경우 소결되지 

않은 U3O8의 기 도도[51]를 사용하여 각각 5.917과 2.276 Ω-1cm-1으로 결정하여 사용하 다. 

이 값을 이용하여 용융염에 의해 마그네시아 멤 인 바스켓이 용융염에 젖은 경우의 기

도도가 Fig. 77의 셀 항에 근거하여 0.1061 Ω-1
cm

-1
으로 추산되었으며 계산에 사용되었다.

류는 평형 를 넘어설 때 발생하므로 본 연구 결과에는 해환원 시스템을 이해하기 

해 평형 를 넘어서는 과 압(Overpotential)에 해 결과를 도시하 다. 주어진 조건에서 

기장과 류 분포는 Fig. 78과 같이 얻어졌다.

a ba b

Figure 78. Calculated (a) overpotential and (b) current density at 140 A condition.

Fig. 78(a)는 해환원 반응기에서 낮은 기 도도에 의해 다공성 마그네시아 멤 인

을 통과할 때 부분의 과 압이 소비되는 것을 보이고 있다. Fig. 78(b)의 류 흐름에서 흥미

로운 것은 총 140 A의 류  13.4%의 류가 음극의 바닥에서 STS 도가니를 통해 양극의 

바닥으로 흐르는 것으로 계산된 것이다. 이 류는 도가니를 통하는 것으로 기 도도가 높

은 속 재질 방향으로 류가 우선하기 때문으로 류가 도가니를 통하면 속 재질의 부식

이 증가될 것이 상된다. 따라서 반응기 설계에서는 각 극과 속 재질의 도가니에는 충분

한 거리가 확보되어야 이와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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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결과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공학규모(20 kgHM 

/batch) 해환원시

스템의 

Demonstration

【연구 력 추진  Inactive test】

○ KAERI와 INL의 독자 인 시스템에 한 

review 후 양측 시스템에 하여 다음과 

같은 비교 검토를 수행함.

- Molten salt composition

  ․ KAERI: LiCl-3wt% Li2O

  ․ INL: LiCl-1wt% Li2O

  ․ Technical Issue: Electric potential과 

류 도

- Cathode containment

  ․ KAERI: Porous MgO

  ․ INL: SUS mesh

  ․ Technical Issue: SF의 Metallization 과 

회수율, 류 도

- Oxide SF

  ․ KAERI: U3O8 powder

  ․ INL: UO2 particulate, SF particulate

  ․ Technical Issue: Reaction rate, FP의 

향

- Reaction mechanism

  ․ KAERI: Direct & Indirect reduction

  ․ INL: Direct reduction

  ․ Technical Issue: Reaction rate  류

도

- Experimental equipment

  ․ KAERI: Eng-scale (Inactive test)

  ․ INL: Lab-scael (Hot test)

  ․ Technical Issue: Fulfillment of scale- 

up requisites

○ INL 측에서는 KAERI 측의 다공성 MgO 

membrane을 이용하여 active 

demonstration을 수행하기로 상호 의하

여 구체 인 설계 자료를 교환함.

○ 특히 양 기 의 해환원 실험 시 력기

의 연구원이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KAERI 측 연구원이 INL의 

active demonstration에 참여하 음

100

- 한미 양측의 

해환원 시스

템 검토  추

진방법 결정

- U3O8 분말을 

이용한 속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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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결과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공학규모(20 kgHM 

/batch) 해환원시

스템의 

Demonstration

○ KAERI에서는 20 kgHM/batch 규모의 

해환원 장치를 최 화 개념을 도입하여 

설치완료하고, 단 장치의 성능요건에 

한 비평가를 종합 으로 수행하 으며, 

inactive demonstration 결과에서 99% 이

상의 속 환율을 달성하 음.

【SIMFUEL을 이용한 해환원 실험】

○ ORIGEN code를 이용하여 SIMFUEL 조

성을 결정함.

Compound
Composition

(wt%)

Uranium U3O8 95.00

AM
& AEM

BaO 0.23

Cs2O 0.56

SrO 0.10

RE

CeO2 0.38

Y2O3 0.13

La2O3 0.42

Nd2O3 1.60

NM

MoO3 0.57

RuO2 0.46

ZrO2 0.55

Total 100

○ 건식 볼  공정으로 SIMFUEL을 제조하

여 공학규모 해환원 시스템에서 

Chronopotentiometry 방법으로 해환원 

실험을 수행함.

○  압- 류 거동을 측정하여 실증용 속

환 반응기의 셀  허용범 (< 3.46 V)

를 근거로 최  허용 류는 약 130 A로 

나타났으며 극 면   구조를 변경하

여 한계 류 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상함.

○  SIMFUEL을 이용한 100 h의 해환원 

실험에서 Cs, Sr  Ba은 조업시간 기  

각각 약 78, 84, 95%이 SIMFUEL에서 제

거되어 용융염상에 용해되는 것으로 측정

됨.

○ 환원된 SIMFUEL을 회수하여 분석한 결

과 속 환율은 환원에 필요한 하 

비 공  하량이 120%인 조건에서 약 

97%에서 140%인 경우 약 99%로 증가하

음.

100

- SIMFUEL을 

이용한 해환

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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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결과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공학규모(20 kgHM 

/batch) 해환원시

스템의 

Demonstration

【공학규모 해환원 시스템 개선】

○ 공학규모 해환원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환원 시스템 개선을 해 염재사용 

 Cathode, Anode 시스템 등 세부 항목

을 도출함.

○ 도출된 내용을 반 하여 공학규모 해환

원 시스템을 설계하여 제작  설치함.

【개선된 반응기를 이용한 해환원】

○ 개선된 반응기는 용융염 내 물질 달 속

도 증가를 한 Ar bubbling 시스템을 도

입했으며 SIMFEUL을 이용한 성능평가 

실험 결과 다량의 염 휘발이 찰됨.

○ Controlled current 운  방법으로 류를 

단계 으로 상승시키며 각 극의 압을 

측정하 으며 압- 류 거동  시간에 

따른 용융염 시료 채취 후 분석을 수행함.

○ On-and-off 류 control  지속  류 

공  등 공정 운  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SIMFUEL을 이용한 해환원을 수행하

음. Cathode 내 치에 따라 시료를 채취

하여 환원율을 측정하 으며 체 으로 

>95%의 환원율을 얻었음. 

○ 80A 이상의 높은 류 조건 운  이후에

도 백  산화 극이 안정 인 것을 확인

하 으며 선형  압- 류 거동을 나타내

었음.

○ FP 용물들의 시간에 따른 용융염 내 농

축을 분석하 으며 AEM과 함께 Mo이 용

융염에서 발견되었음. Mo의 용융염 내 농

도는 25 ppm 근처를 유지했으며 이는 건

식분말화를 고려해 낮은 용융 을 갖는 

MoO3를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해석됨.

100

- 개선된 반응기

를 이용 Eng-s

cale의 SIM-  

FUEL 해환

원 실험 완료

  ․ 운 모드:

   o n - a n d - o f f 

 연속

  ․ FP들의 용

융염 분배측

정

주요핵종의 해환

원 특성 평가

【LiBr, LiI  Li2Se의 해환원 특성】

○ LiBr, LiI  Li2Se의 산화/환원 극 반

응평가를 통해 측정한 화합물 모두 Cl
-
의 

산화 보다 낮은 에서 산화되었으

며, 생성된 일부가 환원 극에서 얻어진 

Li 속과 반응하여 류효율을 감소시키

는 것으로 단됨.

100

- LiBr, LiI  

Li2Se의 해

환원 데이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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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결과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주요핵종의 해환

원 특성 평가

○ LiBr와 Li2Se는 Li 속을 생성하고 비교  

안정한 화합물로 확인되었으며, LiI는 용

융염 내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미리 산화

되는 것으로 보임.

- LiBr

․ Cyclic voltammetry 실험에서 비교  안

정 인 Br2를 얻었으며 가역 인 거동을 

보임.

․ LiCl-Li2O 용융염계 Chronopotentio- 

metry 실험에서 Br
-
는 O

2-
 보다 먼  산화

되며 백  산화 극은 산화된 Br2에 해 

안정 임.

- LiI

․ Cyclic voltammetry 실험 결과 산화-환원 

반응이 비가역 으로 발생하 으며 생성된 

I2가 용매 내에서 소실됨.

․ Chronopotentiometry 실험 결과 생성된 

I2는 용매에 존재하는 I-와의 반응으로 I3
-를 

형성하는 것으로  추정됨.

- Li2Se

․ LiCl계에서 산화된 Se2-는 백  산화 극

과 반응하여 PtSe2 침 물을 생성함.

․ LiCl-Li2O 용융염계 기화학 실험에서 

Se2-는 O2- 보다 먼  산화되어 Pt와 반응

하는 것을 확인함.

100

Simulation Code 개

발을 한 데이터 

생산  반응기 모

델링

【 해환원 반응 특성 자료 분석】

○ LiCl-Li2O 용융염 계에서 실제 반응조건

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주요 핵종들의 활

성도  열역학  자료를 생산하 음. 

한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주요 핵종들과 

해환원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Li 속

과의 화학반응에 한 평가를 열역학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 음. 

○ LiCl-Li2O 용융염 계에서 다양한 chloride 

화합물에 한 분해 를 계산함으로써 

이들 화합물이 해환원 반응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으며 향후 해환원 공정

의 모사를 한 기  데이터로 활용함.

【U3O8 해환원 반응 속도 측정】

○ 650 oC LiCl-Li2O(3 wt%) 용융염에서 10 

gU3O8/batch 해환원 반응기를 이용하여 

류  인가 하량을 변화시켜 일련의 

해환원 실험을 수행.

- 열역학 자료를 

이용한 사용후

핵연료 구성 

성분들의 화학

/ 기화 학

 해환원 

특성 자료 분

석

- Bench-scale 

반응기를 이용

한 정 류 

해환원 반응 

속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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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결과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Simulation Code 개

발을 한 데이터 

생산  반응기 모

델링

○ 셀 류를 0.1, 0.2, 0.4  0.8 A로 설정

하여 각 류 조건에서 U3O8 완  환원을 

한 하량 비 20, 40, 60  80%의 

하를 반응기에 공 함.

○ 0.8 A 조건에서 해환원율은 인가된 

하량에 비례하 으며 반응속도(환원속도)

는 Li 생성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측정

됨.

○ 따라서, 해환원 반응속도는 Li 환원

에서 류의 양과 시간을 변화시켜 조

할 수 있음. 

○ 0.1, 0.2  0.4 A 조건에서 환원율은 인

가 하량에 비례하지 않았으며 이는 반

응 시스템에 의존하는 기화학  반응의 

류하한이 있음을 의미함.

○ Chronopotentiometry 방법에서 각 극에

서의 압 거동을 찰한 결과 0.8 A 조

건에서 Li 환원 에 도달하 으며 이 

때 반응경로는 일부 환원된 U-O 고용체

(UO2.67-a)와 LixUyOz의 복합산화물을 거쳐 

UO2로 환원된 이후 U으로 속 환되는 

것으로 나타남.

U3O8 → UO2.33-a+LixUyOz → UO2 → U

【 해환원 반응기 모델링】

○ 해환원 반응기는 산화물에서 제거되어 

양극에서 발생되는 산소기체와 이를 제거

하시 한 cover gas로 이루어진 기체상

과 기화학  반응이 발생하는 고온 용

융염 액체상으로 구성됨.

○ 기체상은 cover gas에 의해 지속 으로 

유동이 발생하는 반면 액체상은 정치된 

상으로 유동해석이 필요 없음.

○ 기체상을 상으로 상용코드를 이용하여 

cover gas의 유량  류에 의한 산소기

체의 양에 따라 형성된 Streamline  온

도 분포 해석을 수행함.

○ 액체상은 류에 따른 기장 해석을 통

해 Cathode에 부분의 압이 인가되는 

것을 밝힘.

100

- 해환원 반응

기 내의 기체 

유동 해석  

기장 해석 

완료

- 반응기 설계 

 반응기 내 

열  기장 

해석의 도구로 

활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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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 경제, 사회  측면

○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에 한 고온 용융염 해환원 기술은 용은 상업 원자력 발 에 의

해 생산되는 핵연료를 높은 핵확산 항성과 함께 처리 할 수 있는 첫 단계임.

○ 해환원 기술은 1) 사용후핵연료 부피 감  2) 속핵연료 주기에 활용될 수 있는 다

목  기술로 각각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제, 사회  측면의 활용이 가능함.

- 사용후핵연료 부피 감: 질량  부피의 부분을 차지하는 우라늄이 제거된 사용후핵연료

를 처리하면 간 장을 포함한 처분장의 필요 면 을 획기 으로 일 수 있음. 이는 많

은 양의 사용후핵연료를 동일한 면 의 처분장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처분

과정에서의 경제성을 한 차원 높이게 됨.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고발열성 핵종인 Cs과 Sr

등을 속 환체에서 제거하여 처분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장 선정 

등에 필수 인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속핵연료 주기에 활용: 사용후핵연료는 에 지 능력을 지니고 있는 유용한 자원이며 

electrorefining 공정과 본 연구의 해환원 연구를 연계시키면 차세  원자로인 GEN-IV 

속 핵연료 주기에 활용될 수 있음. 이는 사용후핵연료의 유효 자원을 에 지로 생산함으로

서 원자력 발 의 경제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속가능 에 지 생산원이며 녹색 성장을 한 

에 지원으로서의 원자력에 한 사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기술  측면

○ 기술  측면에서 본 연구는 원자력 기술과 산업화 기술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함.

○ 해환원 공정은 산화물에 기  에 지를 가해 속으로 환시키는 공정으로 속을 

녹여 기  힘으로 이온을 움직이는 기존의 Electrorefining 공정에 비해 산화물의 낮은 

기 도도 등 물리화학  측면에서 Scale-up이 어려운 공정임. 따라서 두 공정간의 연계

성을 확 시키기 해서는 해환원 공정의 용량화가 선결 과제 음. 본 과제에서 수행

된 연구를 통해 해환원 반응기의 scale-up  공정운 에 한 knowhow를 축 하 으

며 상업화 규모로의 확 를 한 기술  용에 활용될 정임.

○ 고온 용융염 해환원 기술은 학계  산업계에서 속생산을 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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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고온 용융염을 이용하여 기화학  방법으로 속을 생산하는 기술은 원료에 따라 크

게 산소의 농도가 수천 ppm인 경우 수 ppm 단 로 속에 잔류하는 산소를 제거하는 고

순도 속 생산과 원료 자체가 산화물로 상당 양의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에서 산소

를 기화학 으로 제거하여 속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나  수 있음.

○ 본 연구는 단  공정의 scale-up을 목 으로 하고 있으며 이 연구 결과는 기술  측면에서 

고순도 속 생산  산화물 환원 모두에 용이 가능함. 이와 같은 상업  활용을 해서

는 반도체 재료 등에 활용되는 Ta, Ti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속 원료를 선정하여 합

한 용융염  해환원 조건을 찾는 방법  근을 수행해야함. 본 연구에는 우라늄 산화

물을 상으로 반응속도 측정 등을 수행하 으며 이와 같은 근 방법은 다른 속 생산

을 한 기 연구로 기술  활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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