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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전기화학/분광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의 구성 및 성능 시험 보고서

II. 보고서의 목적 및 필요성

    파이로 공정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고온 용융염 환경 하에서 사용후핵연료에 포

함되어있는 다양한 란타나이드 및 악티나이드의 화학적 거동 및 특성과 같은 요

소기술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전기화학/분광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은 전

기화학적 및 분광학적 측정기술을 동시에 이용하여 이와 같은 고온 용융염 내에

서의 다양한 악티나이드 및 란타나이드에 한 화학거동을 예측/해석할 수 있는 

기초/기반 파라메터 및 열역학적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실시간 동시측정 시스템

이다. 

III. 내용 및 범위

  - 전기화학/분광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 개념 설계 

  - 전기화학/분광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 구성

  - 전기화학/분광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 성능 시험

IV. 활용계획  

     본 전기화학/분광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은 용융염 내 다양한 공정시료의 산화

상태를 규명 또는 용융염 내에서의 악티나이드 화학반응을 측정하는데 이용되며, 

실제 파이로 공정에서의 화학반응 메커니즘을 규명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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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Technical report for fabrication and performance test of 

electrochemical/spectroscopic integrated measurement system

II. Objective and Impotance of the Report

     Development of evaluation technology of electrochemical reactions is 

very essential to understand the chemical behavior of actinides and 

lanthanides in molten salt media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Pyrochemical process.  The electrochemical/spectroscopic integrated 

measurement system is to produce electrochemical parameters and 

thermodynamic parameters of actinides and lanthanides in molten salts by 

using spectroscopic techniques such as UV-VIS absorption as well as 

electrochemical in-situ measurement techniques.

III. Content

  - Conceptual design of integrated electrochemical/spectroscopic 

measurement system

  - Fabrication of integrated electrochemical/spectroscopic measurement 

system

  - Set up and performance test of integrated electrochemical/ 

spectroscopic measurement system

IV. Applications

      The electrochemical/spectroscopic integrated measurement system 

can be applied to understand the chemical reactions and oxidation states 

of actinides and lanthanides in molten salts eventually for the 

Pyrochemic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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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파이로 공정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고온 용융염 환경 하에서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

어있는 다양한 란타나이드 및 악티나이드의 화학적 거동 및 특성과 같은 요소기술 개

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전기화학/분광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은 전기화학적 및 분

광학적 측정기술을 동시에 이용하여 이와 같은 고온 용융염 내에서의 다양한 악티나이

드 및 란타나이드에 한 화학거동을 예측/해석할 수 있는 기초/기반 파라메터 및 열역

학적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실시간 동시측정 시스템이다.

고온 용융염 중에 포함된 란타나이드 및 악티나이드 원소에 한 화학반응 메커니

즘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석영 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분광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으며 

용융염시료 취급장치 등을 포함하는 용융염 분광학/전기화학 측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의 전기화학 실험은 고온로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고온에서 안정한 전기화학 셀 및 전극물질 개발이 필요하며, 또한 파이렉스 기반의 기

준전극은 600℃ 이상의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온에서 견딜 수 있

는 새로운 기준전극용 계면물질이 필요하다.  특히 고온 용융염내에서는 거의 모든 금

속들이 녹아나오기 때문에, 란타나이드/악티나이드 원소의 환원 전위 측정을 위해서 

고온 용융염 내 안정한 작업전극의 선정 및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고온 용융염내 

전기화학 실험용 전극은 주로 금속을 사용해왔으나 고온 용융염의 화학적 반응성 때문

에 금속전극이 산화되어 용융염을 오염시키게 된다.  결국 이러한 부반응은 흡수 스펙

트럼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온 용융염 내 전기화학 반응은 작업 전

극에서의 주반응과 상 전극에서의 역반응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작업 전극에서 전기

화학반응이 일어나면 셀 내의 전체 산화수를 0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 전극에서 그 

반응의 역반응이나 용융염의 분해반응이 일어난다.  즉, 하나의 compartment로 구성

된 전기화학 셀은 용융염 내 원소의 산화수에 따른 농도가 거의 일정하며, 이를 방지하

기 위하여 상 전극을 작업 전극계에서 분리하여 두 개의 compartment를 구성하며 

두 compartment 사이를 전기화학적으로 활성인 계면으로 분리해야한다.

용융염매질에서 전기화학적 측정기술과 분광학적 실시간 측정기술을 결합시킴으로

써 파이로 공정에서 란타나이드와 악티나이드 이온의 세부 반응 및 메커니즘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전기화학 측정 셀과 분광학 측정 셀을 결합시킨 새로운 일체형 측정 

시스템은 용융염매질에서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산화환원반응 조절하면서 동시에 진행

되는 현상을 실시간 분광 측정함으로써 파이로 공정의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 이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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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및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또한 개발한 일체형 측정 시스템을 

악티나이드 원소에 적용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 악티나이

드 이온의 흡수스펙트럼 측정을 통해 테스트한다. 

파이로 공정의 속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용융염 매질에서 악티나이드 및 란

타나이드의 확산계수, 깁스 자유에너지등의 열역학 자료 등은 악티나이드 및 란타나이

드 원소의 반응성, 안정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변수로써 파이로 공정의 효율 

증  및 공정 설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고온, 불활성 환경, 방사능환경 

하에서 미량측정기술로서 관련 측정기술 고도화에도 파급효과가 높을 것이다. 

본 전기화학/분광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파이로 

공정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공정 과제에서 요구하는 LiCl/KCl 분극특성 자료 등의 기초/

기반 파라메타 및 열역학적 데이터베이스 및 란타나이드 혹은 악티나이드 원소에 한 

산화수 정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술도 포함하고 있다.

       . 용융염 내 전기화학/분광 측정 기반기술

       . 용윰염 내 악티나이드 화학반응 실시간 측정기술

       .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화학거동 예측/해석 기술

   본 기술보고서는 전기화학적 및 분광학적 측정기술을 동시에 이용하여 이와 같

은 고온 용융염 내에서의 다양한 악티나이드 및 란타나이드에 한 화학거동을 예

측/해석할 수 있는 기초/기반 파라메터 및 열역학적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전기화

학/분광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에 하여 기술하고, 전기화학/분광학 일체형 측정 시

스템에 설치된 부품 및 시스템의 성능 및 특성에 하여 상세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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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전기화학/분광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의 구성

제 1 절  전기화학/분광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 개념 설계

1.  시스템 기본 개념 설계

1) 일체형 전기화학/분광학 시스템은 고온 용융염을 취급할 수 있는 글로브박스

와 고온 용융염 반응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융염 반응장치는 전기화학 측

정 시스템과 분광학 측정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

2) 고온 용융염 반응장치는 전기로에 분광 측정이 가능한 석영 창을 만들어 분광

측정용 광원이 전기화학 셀에 담겨진 용융염 시료를 투과할 수 있도록 설계하

였다.

3) 전기화학 측정 시스템은 전기화학 측정이 가능한, 작업전극, 기준전극, 상 전

극이 포함된 전기화학적 3전극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4) 분광학 구성은 자외선 및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투과할 수 있는 분광셀을 기

본으로 하여 이를 고온 용융염 전기화학 시스템에서 실험이 가능하게 변형하

여 사용하였다.

5) Fig. 1은 일체형 반응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전기화학 

측정용 3전극을 일체형 석영 셀의 위쪽에 배치하여 아래에 광원에서 나온 빛

이 방해받지 않고 투과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Fig. 1. Schematic and picture of spectro-electrochemical measurement system in 
molten sal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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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 (GC)

R. E. (Ag|Ag+)
C. E. (Ag in Ag+)

An/Ln in 
LiCl-KCl

Light path

Pyrex tube

W. E. (GC)

R. E. (Ag|Ag+)
C. E. (Ag in Ag+)

An/Ln in 
LiCl-KCl

Light path

Pyrex tube

   

Fig. 2. Schematic and picture of spectro-electrochemical cell for molten salt 

media.

6) Fig. 2는 전기화학/분광학 일체성 셀의 설계 및 실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UV-Vis 분광용 석영셀을 석영관과 연결하여 글로브박스 내 고온 

용융염 실험용 고온로에 장착 가능하게 하였다.

7) 파이렉스 관에 AgCl이 포함된 LiCl-KCl을 녹여 넣고 Ag 선을 꼽아 상 전

극으로 사용함으로써 작업전극과 상 전극을 분리한 2 compartment 셀을 제

작하였다.  즉 이는 파이렉스 유리를 이온 교환체 계면으로 사용한 것으로 작

업 전극에서 산화수가 변환된 생성물이 상 전극에 닿아 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순수한 한 가지 산화수의 악티나이드 양이온 원소를 만들 

수 있게 하였으며 이의 흡광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8) 기준 전극으로는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파이렉스 기반 소형 Ag|Ag+ 기준

전극을 사용하였으며 작업 전극으로는 산화물이 발생할 수 있는 금속 물질 전

극을 사용하지 않고 산화물이 생성되지 않는 유리질 탄소전극, HOPG 등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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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온 용융염 취급 글로브박스 설계 및 제작

1. 개요

1) 고온 용융염내 화학측정 연구를 위해서는 산소와 수분을 제어할 수 있는 실험 

환경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산소 농도 및 수분 농도가 고온 용융염 연구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글러브박스

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라늄 등의 핵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차폐 및 900oC의 

고온까지 온도조절이 용이한 반응장치를 제작하여 글러브박스에 부착하여야 

한다.

2) 반응 장치는 실제로 900℃ 정도의 고온으로 유지될 경우 글러브박스도 온도

가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 시에 용융염 반응장치와 글러

브박스 사이의 interfacing adapter flange에 냉각수가 흐르도록 하여 온도 

상승효과를 최소화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악티나이드 용융염 취급 방사선 차폐 글러브박스 설계

1) 고온 용융염내 화학측정 연구를 위한 글러브박스를 기존에 사용하던 글러브박

스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및 보완함은 물론, 용융염 실험 성능 조건에 알맞도

록 설계하였다.

2) 본 글러브박스는 산소농도 및 수분농도가 고온용융염 연구에 적합하도록 제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인체공학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실험자가 글러브

박스를 편하게 관할하기 용이한 각도 (45도)로 설계 (Fig. 3 참조) 하였다.

3) 글러브박스 정화장치가 본체와 분리되어 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부는 두개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용융염실험을 위

한 반응용기를 부착시키고, 다른 한쪽에는 시료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4) 또한 두개의 Antechamber 중 작은 chamber의 길이를 길게 하여(600 mm) 

기다란 형태의 전극 등을 손쉽게 입출입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큰 chamber의 

길이는 줄여서(400 mm) 개폐 시 진공 및 아르곤 충전 시간을 단축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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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sign of glove box for actinide experiment in molten 

salt.

3. 악티나이드 용융염 취급 방사선 차폐 글러브박스 제작 및 성능시험

1) 제작된 글러브박스는 본체, chiller, 수분센서, 산소센서, 반응기, 아르곤 공급 

및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 참조)

    

Fig. 4. Photo of glove box for Actinid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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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러브박스의 제어장치 화면을 통해 압력조절 및 정화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수분함량 및 산소함량을 상시 모니터링 하도록 하였다.

3) 글러브박스 내 수분함량은 1 ppm이하 산소함량은 10 ppm이하로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Fig. 5 참조)  실제로 수분 및 산소함량은 측정센서가 읽지 못

할 정도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여러 종류의 측정센서를 사용하여 

상호 비교시험을 통하여 실증하였다.

    

Fig. 5. Photo of controller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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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고온 용융염 반응장치 설계 및 제작

1. 용융염 분광 및 전기화학 측정용 고온 실험장치 설계

1) Fig. 6에 용융염 반응장치의 개념설계도를 나타내었으며, Fig. 7에는 실제 설

계도를 나타냈다. 본 장치는 고온 용융염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용융염의 종류

에 따라 적합한 온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설계상 최 온도는 

약 900oC 이다.  또한 온도 상승 및 하강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응용기

에 부착된 furnace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치되도록 하였다.

Fig. 6. High-temperature experimental apparatus for the electrochemical and 

spectroscopic measurements in molten sal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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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esign of high-temperature experimental apparatus for the 

electrochemical and spectroscopic measurements in molten sal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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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반응장치는 전기화학 특성 측정, 흡수분광 특성 측정 뿐 만 아니라 형광특

성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위해서 90도의 각도로 각각 3 

개의 viewport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각의 viewport는 주변에 냉각수

를 순환시켜 viewport에 열적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3) 본 장치가 실제로 900℃ 정도의 고온으로 유지될 경우 글러브박스도 온도가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 시에 용융염 반응장치와 글러브박

스 사이의 interfacing adapter flange에 냉각수가 흐르도록 하여 온도 상승

효과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4) 또한 실제로 용융염에 가해지는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3 개의 

thermocouple을 장착하도록 하였으며, 그 중 하나는 용융염 반응 셀에서 수 

mm 정도의 거리에 설치하여 실제 온도와 최 한도록 근접한 온도를 모니터

링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용기의 내경은 다양한 형태의 반응 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0 mm 정도로 설계하였다.

2. 용융염 분광 및 전기화학 측정용 고온 실험장치 성능시험

1) 용융염 반응장치의 설계를 완료한 후 실제 제작,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Fig. 8에 글러브박스에 장착된 반응 시스템을 나타내었다.  제작된 반응장치

는 글러브박스와 연결된 후에도 아르곤 분위기 유지에 문제가 없었으며, 외부 

기와는 완벽하게 차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반응 셀에 장착되는 부분에는 tube형 셀 혹은 평면모양의 셀이 안정적으로 장

착되어서 가열될 수 있도록 cell cavity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재현성

이 있는 분광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3) 본 반응장치를 활용하여 용융염내에서의 란타나이드 원소들에 한 전기화학 

특성 및 분광특성을 측정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온도 제어 정확도는 ± 2oC 정

도로 확인되었다.

4) 본 장치를 900℃ 이상으로 가열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당초 설계한 바

로 분광측정용 viewport에는 열적 손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장시간의 고온실험을 수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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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nstallation of high-temperature experimental apparatus for the 
electrochemical and spectroscopic measurements in molten sal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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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전기화학/분광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 설계 및 제작

1. 용융염 분광측정시스템 설계 및 구성 

1) 용융염 내에서의 란타나이드 원소 및 악티나이드 원소들에 한 화학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용융염 분광측정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 상기개념을 토 로 구체적인 용융염 분광특성 측정 장치를 구성하였으며, 이

를 Fig. 9에 나타내었다.

3)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광측정시스템은 광원, 광전송용 광학계, 분광신호 

측정 센서 시스템, 광학테이블 등으로 구성되었다. 광원으로는 일반적인 광원

과 레이저 광원이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인 광원으로는 200 

nm~400 nm 정도의 파장을 발생시키는 deuterium lamp와 300 nm~1,000 

nm 정도의 파장을 발생시키는 tungsten lamp로 구성하였다.

4) Fig. 9에는 질소레이저로 구축된 형광측정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다.  레이저와 

광전송용 광학계는 새로 제작된 광학테이블에 설치하여 진동 등과 같은 잡신

호 요인들을 최 한도로 제거되도록 하였다.

5) 흡광 검출기로는 Ocean Optics사의 USB 2000과 USB 4000을 사용하였으

며, 광원과 detecting system이 180o 가 되게 설치하고 반응기 자체에도 이

와 동일하게 port를 부착하고 석영 창을 설치함으로써 실시간 분광측정이 가

능하게 하였다.

6) 분광신호는 광 fiber를 통하여 분광센서에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컴퓨터 시스

템을 활용하여 분광기의 제어 및 분광신호 측정을 수행하였다. 

    

Fig. 9. Spectroscopic measurement system for measuring absorption of molten 
salt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s (especially at hig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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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반응기 내부에 놓일 quartz cell은 Fig. 10과 같이 긴 quartz tubes(분광용; 

1cm 지름, 전기화학용; 4 cm 지름)를 흡광(2면이 투명)용 1 cm 규격 셀 

(Hellma Gmbh & Co. KG)에 수소를 이용한 특수가공으로 부착하였다. 

 

Fig. 10. Photo of cells for spectroscopy and electrochemical measurement. 

2. 용융염 전기화학 측정시스템 설계 및 구성 

1) 전기화학 측정 셀

- 고온 전기화학 셀을 위한 furnace는 글러브박스 하단에 연결되어 있어 외

부와 완벽히 차단시켰다. (Fig. 11 참조)

- 글러브박스 내부의 산소 및 수분 농도는 10 ppm 이하로 조절하였으며 전

기화학 셀 용기로는 quartz tube를 사용하였다. 

- 모든 전위는 Keithley Model 6514 electrometer (input impedance = 

2×1014 Ω)를 이용해서 측정하였다.

      

Fig. 11. Schematic of the electrochemical cell system in molten sal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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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전극 특성

- 제조된 pyrex 관 기반 기준전극과 quartz 관 기반 기준전극의 성능은 액간

전위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진 MgO 관 기반 기준전극을 1차 기준전극 

(primary reference)으로 하여 조사되었다.

- 425～ 750 oC 온도범위에서 측정된 pyrex 관 기반 기준전극과 quartz 관 

기반 기준전극은 10 mV 이내의 매우 낮은 접촉전위 (junction potential)

를 보였다. (Fig. 12 참조) 

- 750 oC에서 quartz 관 기반 기준전극은 전혀 모양이 변하지 않았지만, 

pyrex 관 기반 기준전극은 모양이 크게 변했다. (Fig.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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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lectrochemical potentials of both the pyrex tube-based (Pyrex-REF) 
and quartz tube-based Ag/Ag+ reference electrodes (Quartz-REF) 
versus the MgO tube-based Ag/Ag+ reference electrode (MgO-REF) in 
the LiCl-KCl eutectic m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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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ictures of the Pyrex-REF and Quartz-REF after the electrochemical experiments 
at 750oC.

3) Pseudo 기준전극 개발

- LiCl-KCl 용융염 매질에서 유리질 탄소 (glassy carbon) 전극과 백금 

(platinum rods) 전극의 전위는 450°~ 650oC 온도범위에서 100 mV 정

도의 drift를 보였다. 따라서, 순수 용융염 매질에서 기준전극으로 사용 가

능하다.  (Fig.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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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lectrochemical potentials of the GC and Pt electrodes, which 
were measured in the LiCl-KCl eutectic melt in the temperature 
range of 450° to 650oC.

- Li2O가 소량 첨가될 때 전위는 두 전극에서 모두 전위가 크게 떨어졌다.  

- 450°～ 650oC 온도범위에서 전위가 온도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므로, 

Li2O가 존재하는 용융염 매질에서는 기준전극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650oC에서 pseudo 기준전극에 미치는 Li2O 농도 효과: 2 wt% 이하의 

Li2O 농도에서 두 전극의 전위가 크게 떨어졌으나, 2 wt% 이상의 Li2O 농

도에서는 두 전극의 전위가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Fig. 

15 참조) 

-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Li2O 농도(x)에 따른 전위식을 도출하였다.

       ▶ 유리질 탄소 (glassy carbon) 전극 :

                   

       ▶ 백금 (platinum rods) 전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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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5.  Effect of Li2O on the electrochemical potentials of the GC and 

Pt electrodes in the LiCl-KCl eutectic melt at 650oC.

4) 고온 용융염 전기화학 측정용 석영을 기반으로 한 기준전극 개발

- 내경 8 mm 지름의 석영관 전기화학 셀에 LiCl-KCl eutectic 1 g을 넣은 

후 일정온도까지 가열하여 eutectic 염을 완전히 녹인 후, 전기화학적 셀에 

Ag|Ag+ 기준전극, 작업전극, 상 전극을 넣은 후 안정화를 위해 30분 방

치하였다.

- 일반적으로 용융염의 전기화학적 측정에 있어서 기준전극으로 Ag|Ag+ 전

극을 사용한다.  이 전극은 450℃~600℃의 고온 용융염 용액에서, 얇은 

막을 쉽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이온 전도도를 나타내기 때문

에 그 온도 범위에서는 좋은 기준전극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파이렉스 

유리는 600℃ 이상의 온도에서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600℃ 이상의 고

온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온에서

의 안정한 전위 값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기준전극을 제조하여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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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값을 확보하였다.

- 첫째, 기존의 파이렉스 유리의 안으로써 수정 유리와 텅스텐 산화막 분극 

팁(텅스텐 팁 전극)을 사용하여 기준전극을 제조하였다.  Fig. 16는 제조한 

텅스텐 팁 전극의 도식도를 보여 주고 있다. 텅스텐 선을 불꽃을 이용하여 

산화시켜 그 표면에 산화막 제조한 후 수정관 끝에 넣고 봉합하였다

 

WxOy layer

Tungsten tip

Sliver wire

Quartz Cell

LiCl-KCl eutectic

WxOy layer

Tungsten tip

Sliver wire

Quartz Cell

LiCl-KCl eutectic

WxOy layer

Tungsten tipTungsten tip

Sliver wireSliver wire

Quartz CellQuartz Cell

LiCl-KCl eutecticLiCl-KCl eutectic

Fig. 16.  Conceptual new design and photo of quartz reference electrode with 

tungsten tip.

- 제조한 텅스텐 팁 전극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여러 고온 용융염에서 텅

스텐 팁 전극과 파이렉스 관 기준전극 사이의 전위차를 측정하여 Fig. 17

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전극사이의 전위차는 거의 

없는 0을 나타내고 있으며 약간의 전위차는 두 전극에 들어가 있는 AgCl

의 농도차 또는 파이렉스 관 기준전극의 변형에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예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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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Potential differences between quartz based reference electrode 
and pyrex based reference electrode in molten salt media at 
various temperature. 

- 제조한 텅스텐 팁 기준전극의 안정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고온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여 Fig. 181에 나타냈다.  이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한 텅스텐 팁 기준전극은 700℃ 용융염 내에서 12시간이상 안정한 값

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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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Quartz based reference electrode and pyrex based reference electrode 
in molten salt media at 700℃. 

- Fig. 19는 750℃ 용융염에서 12 시간 실험 한 후 기준전극의 사진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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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수정관을 사용하여 전극을 제조한 위 두 전극은 안정하였으나 

파이렉스 관을 사용한 전극은 파이렉스 유리의 낮은 녹는점(820℃) 때문에 

변형되었고 급기야 깨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Fig. 19. Photos of various electrode after 12 hours experiment in molten salt at 
750℃ (a) W-tipped quartz, (b) quartz tube (c) pyrex tube

- Fig. 20은 수정관을 이용하여 Ag|Ag+ 기준전극을 제조하여 여러 온도의 

용융염에서 측정한 순환 전압전류곡선이다.  낮은 온도에서 아주 큰 노이즈

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수

정관 끝의 부착된 공 형태의 얇은 수정막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온 전

도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사용된 얇은 수정막이 낮은 온도에서 전기

화학적 측정을 위한 충분한 이온 전도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 따라서, 이온 전도도의 향상을 위해 수정관 끝에 Fig. 16에서 보인 것처럼 

텅스텐 산화막이 입혀진 텅스텐 팁을 삽입하여 다시 순환전압전류 곡선을 

측정하여 Fig. 21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는 Fig. 20보다 상 적으로 

낮은 온도인 468℃에서도 잡신호가 없는 아주 깨끗한 결과를 획득할 수 있

었다.

- 이 결과는 텅스텐 팁 기준전극이 여러 온도 용융염에서의 전기화학적 측정

을 위한 기준전극으로써의 좋은 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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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Cyclic voltamograms by using a quartz based reference electrode 
(Ag/Ag+) as a reference at various temperature.

 Fig. 21. Cyclic voltamograms by using a quartz based reference electrode 
(Ag/Ag+) at variou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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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전기화학/분광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 시스템의 성능검사

제 1 절  분광 스펙트럼 실시간 측정

1.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흡광 특성 측정

1) 고온용융염매질에서 우라늄이온 분광특석 실시간 측정

- LiCl-KCl eutectic 용융염 매질에서 U(III)  이온의 Speciation  실시간 

측정하여 U(III) 이온의 분광특성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 U(III)는 전자구조는 최외각의 5f 전자궤도에 3개가 배치된 5f3 전자구조를 

가진다.  400~600 nm 영역에서 이미 알려진 전형적인 5f-5f 전이에 의

한 흡수띠가 관측되었다.  약 300 nm에서 미확인 5f-5f 전이 흡수띠가 나

타났다. (Fig. 22 참조)  현재까지 문헌상에는 400nm 보다 장파장영역 스

펙트럼만 보고되어 있다. (Kyoto Univ.)

- 5f3 전자구조에서 예상할 수 있는 5f-6d 는 관측되지 않았다.  진공 자외

선 (VUV) 영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Fig. 22. Electronic Absorption Spectra of U(III) in LiCl-KCl at  450 ℃ 

- LiCl-KCl 450 ℃ 조건에서 아래의 반응으로 U(III) 생성반응을 실시간 측

정하였다. 

- 파이로 공정의 주공정인 우라늄 금속전환체의 전해정련공정에서 초기 

U(III) 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U(III) 이온을 생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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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l-KCl 450 ℃ 조건에서, 아래와 같은 우라늄 금속과 CdCl2 와의 치환 

반응을 통해 U(III)를 생성시켰다.  

             U(metal) + CdCl2 → U(III)-salt phase  + Cd↓ 

- 위 반응의 진행을 흡광측정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Fig. 23 

참조) 생성반응은 빠른 속도로 정량적으로 진행되었다. 

- 그림에서 반응이 진행될수록 Baseline 이 증가하는 이유는 반응결과 생성

된 Cd 미세입자가 Cl2 기체발생과 함께 용융염의 류에 의해 매질전체에 

떠돌며 산란시키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Fig. 23. On-line UV-VIS monitoring of U(III) formation process in  LiCl-KCl at 

450 ℃ 

2) 고온용융염매질에서 넵티늄 이온 분광특석 실시간 측정

- Np 이온은 수용액 조건에서 +3 ~ +7 가의 산화상태로 존재가능하

다.(Fig. 24 참조)  용융염 매질조건에서는 +3, +4, +5 가의 산화상태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출발물질로 Np(IV)Cl4를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영국 National Physical 

Laboratory에서 구입한 NpCl4 표준선원을 9 M HCl 용액에 녹인 후 약하

게 가열하면서 불활성 기체를 불어넣어주면서 NpCl4 분말을 제조하여 흡광 

실험에 사용하였다. 

- LiCl-KCl 용융염을 450 ℃에서 녹인 후 앞서 준비한 Np 화합물 분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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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량씩 가해주면서 스펙트럼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 24. Colour change of aqueous Np ion species in various oxidation states

- 파이로 공정의 전해환원 및 M.A 회수공정에서 Np 이온은 LiCl-KCl 45

0℃ 조건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LiCl-KCl 용융염 450℃ 조건에서 흡수스

펙트럼을 측정하였다. 

- 5f-6d transition: ～ 300 nm 영역에서 전형적인 아주 강하고 폭이 넓은 

f-d 전이 현상이 관측되었다. (Fig. 25 참조) 이는 고온용융염매질에서 관

측된 최초의 f-d 전이 데이터로서 Np 이온의 5f 궤도 전자가 6d 궤도로 

전이할 때 (interconfigurational transition) 흡수하는 에너지에 해당한다.

- Np 이온의 5f-6d 전이는 양자역학적으로 허용된 전이이므로 미량의 농도

임에도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 ～400 ~ 700 nm 영역의 흡수띠는 5f-5f 내부전자궤도간 (intra- 

configurational) 전자전이에 의해 나타남. 이 전이는 양자역학적으로 금지

된 전이이므로 5f-6d 전이에 비해 약하게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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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UV-VIS spectra of Np ion in LiCl-KCl at 450 ℃ (a) 5f-6d transitions 

(b) 5f-5f transitions

- Fig. 26은 Np 을 함유하는 LiCl-KCl 용융염의 고온 및 상온 사진이다.  

가시광선영역 흡수특성은 Np(+5)에 가깝게 나타났다. 

- 반응출발 물질로 Np(+4)를 사용하였으나 용융염 매질에서 Np(V)O2
+ 와 

Np(IV) 가 공존하며, NpO2
+ 가 주된 이온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27 

참조)  이는 실제로 NpCl4 산용액으로부터 Np(IV)분말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종 질소로 purging 과정을 거쳤음에도 산소와 접촉하여 산화물을 형성했

을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Np 이온의 산화수 speciation 및 산화환원 거동 

규명을 전기화학/분광학 일체형 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Fig. 26.  LiCl-KCl eutectic  mixture containing Np ion (Left: 450℃,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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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temperature)  

      

a
a b

a
a b

  Fig. 27. UV-VIS spectra of Np ions in LiCl-KCl eutectic at 450 ℃ with 
varying concentrations (a) Np(V)O2

+ (b) Np4+.

-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용융염매질에서 파이로 프로세스는 LiCl 기반

의 고온용융염매질에서 악티나이드 및 란타나이드 이온의 분리 및 정제과

정을 의미한다. 

- 고온용융염매질에서 악티나이드 이온의 분광측정 및 전기화학적 측정기술은 

파이로 프로세스의 성공적 확립을 위한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 악티나이드 원소에 한 흡광연구를 통해 파이로 공정에서 악티나이드 이온

의 거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확보하였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파이로 프로세스 공정과 관련한 주요현상을 실시간으로 규명, 측

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 또한, 방사성을 따는 미량의 Np 이온의 흡수분광측정에 성공함으로써 향 

후 더욱 다양한 악티나이드 원소에 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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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전기화학 측정

1.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및 란타나이드 환원전위 측정

1) 작업전극 후보재료 성능 평가

- 고온 LiCl-KCl 용융염 내 작업전극의 재료로서 몰리브덴, 텅스텐, 레늄을 

선정하여 작업전극으로서 사용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 Fig. 28은 전기화학적 활성 원소가 없는 450℃ 용융염 내에서 텅스텐 전극

을 작업전극으로 사용하여 측정한 순환전압전류 곡선이다.  +1.2 V～-2.4 

V 넓은 영역의 전위창에서 전기화학적 충전전류만이 관찰되었다.  음의 방

향 주사에서 -2.4 V보다 음의 영역에서 다음 반응 즉, Li+의 전기화학적 

도금에 기인한 환원 전류가 날카롭게 증가하였다. 양의 방향 주사에서는 도

금된 Li의 전기화학적 산화 전류가 관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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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Cyclic voltammogram obtained from a tungsten wire in LiCl-KCl at 
450℃, scan rate = 100 mV/s.

- 또한 양의 영역, 양의 방향 주사커브에서 아래 반응식의 염소 음이온의 산

화반응이 +1.3 V 영역에서, 음의 방향 주사커브에서 환원반응 전류가 +1 



- 28 -

V 영역에서 관찰되었다.

 →  


- Fig. 29는 전기화학적 활성 원소가 없는 450℃ 용융염 내에서 레늄 전극을 

작업전극으로 사용하여 측정한 순환전압전류 곡선이다.  +1.2 V～-2.4 V 

넓은 영역의 전위창에서 전기화학적 충전전류만이 관찰되었다.  이는 텅스

텐 전극에서 얻은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넓은 영역의 LiCl-KCl 전위창에

서 용융염 전해질의 기본 반응인 염소발생, 리튬환원반응을 제외한 어떤 반

응도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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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Cyclic voltammogram obtained from a rhenium wire in LiCl-KCl at 
450℃, scan rate = 200 mV/s.

- Fig. 30은 전기화학적 활성 원소가 없는 468℃, 용융염 내에서 몰리브덴 

전극을 작업전극으로 사용하여 측정한 순환전압전류 곡선이다.  텅스텐을 

사용하였을 때와 같은 경향성의 곡선을 보여주고 있지만, Li+의 환원반응, 

전기화학 도금 반응의 전류 형태가 날카롭지 못하고 넓게 퍼져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극/용융염 계면 상에 저항이 크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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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Cyclic voltammogram obtained from a molybdenum wire in LiCl-KCl at 
486℃, scan rate = 100 mV/s.

- Fig. 31는 몰리브덴 전극을 작업 전극으로 사용하여 고온 용융염 내에서 

실험한 후 얻은 사진이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전극 표면이 초

기 은빛 색깔에서 검은 색의 산화막 색깔로 변하였다.  즉, 이 결과와 Fig. 

30의 결과를 종합하면 몰리브덴 작업 전극 표면의 산화막이 전극/용융염 

계면의 저항을 증가시켜 전극과 용융염 사이의 전자이동 반응을 방해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따라서 몰리브덴을 작업 전극으로 사용할 시에는 깨끗한 백그라운드 결과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고온 용융염 내에서의 전기화학적 작업 전극으로서 

몰리브덴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 텅스텐과 레늄은 고온 

용융염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전극 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탄소전극은 전기화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극 물질로써 그 안정성, 넓

은 전위창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탄소전극 중 유리질 탄소 전극이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단단하고 불활성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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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Picture of molybdenum wires after electrochemical experiments in 
LiCl-KCl eutectic at 450 ℃.

- Fig. 32는 EuCl2가 녹아 있는 고온 LiCl-KCl 용융염에서 유리질 탄소, 

HOPG을 작업전극으로 사용하여 얻은 순환전류전압 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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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Cyclic voltammograms obtained from glassy carbon (a) and HOPG (b) 
in LiCl-KCl melt with EuCl3 at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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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질 탄소의 경우 Eu2+/3+의 산화환원 전류 피크가 잘 나타나고 있으나 

리튬의 환원전류가 -1.2 V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위창이 매우 좁다. 

- 용융염에서도 안정한 탄소 전극의 장점을 취하기 위하여 전위창을 넓이기 

위해서 본 과제에서는 HOPG를 작업전극으로 사용하여 시험적용 하였다. 

- 그 결과 HOPG 전극에서는 리튬의 환원반응이 약 200mV, 음으로 이동하

였음을 알 수 있었다. 

- 결론적으로 탄소전극의 장점을 유지하며 전위창을 확장할 수 있는 전극으로 

HOPG가 좋은 전극 재료임을 알 수 있었다.

2) 란타나이드 원소를 이용한 고온 용융염 전기화학 셀의 안정성 평가

- Fig. 32에서 보여준 깨끗한 백그라운드 순환전압전류곡선을 얻은 후 소량

의 란타나이드 원소를 용융염에 첨가하였다.

- Fig. 33과 34는 소량의 NdCl3와 GdCl3를 소량 용융염에 첨가한 후 450℃

에서 측정한 순환전압전류 곡선이다.

- Fig. 33에서 -1.9 V에서 아래 반응식 즉, Nd3+의 Nd2+로의 환원반응에 

기인한 환원전류가 관찰되었으며 Nd의 전기도금 반응에 기인한 환원전류가 

-2.08 V에서 시작되어 약 -2.14 V에서 신호전류를 나타냄.  또한 양의 

주사 방향에서 도금된 Nd0가 다시 Nd2+와 Nd3+ 로 산화되는 반응이 

-2.02 V와 -1.8 V에서 관찰되었다.

   →    →  

- Gd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34에서 Gd3+가 -2.0 V

에서 Gd의 도금 반응에 기인한 환원전류가 시작되어 -2.15 V에서 신호 

전류를 나타냄. 양의 주사방향에서 도금된 Gd 금속이 -2.05 V에서 산화되

기 시작하여 -1.9 V에서 신호전류를 나타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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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Cyclic voltammogram obtained from a W wire in LiCl-KCl melt with 
NdCl3 at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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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Cyclic voltammogram obtained from a W wire in LiCl-KCl melt with 

GdCl3 at 450 ℃

- 각각의 실험을 여러 번 수행하여 구축된 고온용 용융염 내 전기화학 측정시

스템의 측정 정밀도를 계산하여 표 1과 2에 나타내었다.

- 측정 정밀도가 각각 0.3 %(상 표준편차)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발표된 문헌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더 깨끗하고 신호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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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명하게 되었다.

- 따라서, 고온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전기화학 측정용 전기화학 측정 시스템

으로써 구축된 본 과제의 시스템이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시스템

을 그 로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전기화학 측정에 적용하였다.

Table 1. Precision of redox potential measurement of NdCl3 in LiCl-KCl eutectic

             
   산 화 환 원 RP (평 균) 범 

Nd-py-2 -2.007 V -2.163 V -2.085 V -1.5 ~ -2.4 V 
100 mV/S

Nd-py-4
-1.998 V -2.156 V -2.077 V -1.5 ~ -2.4 V 

100 mV/S
-1.993 V -2.147 V -2.07 V -1.5 ~ -2.4 V 

100 mV/S

Nd-py-5
-1.995 V -2.145 V -2.07 V -1.5 ~ -2.4 V 

100 mV/S
-1.995 V -2.143 V -2.069 V -1.5 ~ -2.4 V 

100 mV/S
Nd-py10 -2.013 V -2.129 V -2.071 V -1 ~ -2.45 V 

25 mV/S
Nd-py19 -2.011 V -2.127 V -2.069 V -1 ~ -2.45 V 

25 mV/S
Nd-py29 -2.009 V -2.127 V -2.068 V -1 ~ -2.45 V 

25 mV/S
Nd-py39 -2.008 V -2.128 V -2.068 V -1 ~ -2.45 V 

25 mV/S
Nd-py49 -2.006 V -2.127 V -2.068 V -1 ~ -2.45 V 

25 mV/S
표준편차 0.007457 0.013473 0.005568

상대표준편차 0.372 % 0.63 % 0.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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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cision of redox potential measurement of GdCl3 in LiCl-KCl eutectic

산 화 환 원 RP (평 균) 범 

Gd-sep10 
-py10 -1.956 V -2.110 V -2.033 V

-1 to 
-2.45V 
50 mV/S

Gd-sep10 
-py11 -1.958 V -2.107 V -2.033 V

Gd-sep10 
-py12 -1.959 V -2.106 V -2.033 V

Gd-sep10 
-py13 -1.959 V -2.106 V -2.033 V

Gd-sep10 
-py14 -1.959 V -2.104 V -2.032 V

Gd-sep10 
-py15 -1.959 V -2.104 V -2.032 V

Gd-sep10 
-py16 -1.959 V -2.103 V -2.031 V 

Gd-sep10 
-py17 -1.959 V -2.102 V -2.031 V 

Gd-sep10 
-py18 -1.959 V -2.102 V -2.031 V

Gd-sep10 
-py19 -1.959 V -2.103 V -2.031 V

표준편차 0.000966 0.002541 0.000914

상대표준편차 0.049 % 0.121 % 0.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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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란타나이드 산화환원전위 측정

- Fig. 30에서 보여준 깨끗한 백그라운드 순환전압전류곡선을 얻은 후 소량

의 란타나이드 원소를 용융염에 첨가하였다.

- Fig. 35은 소량의 EuCl2를 소량 용융염에 첨가한 후 450℃에서 텅스텐 전

극을 작업전극으로 사용하여 측정한 순환전압전류 곡선이다.

- 측정 결과 +0.3V 의 전위에서 아래 반응식 즉, Eu2+/3+의 산화환원 반응에 

기인한 전류가 측정되었다.

   ↔ 

- Fig. 36는 소량의 CeCl3와 YbCl3를 포함된 450 ℃의 용융염에서, 텅스텐 

전극을 작업전극으로 사용하여 Ce의 전착, Yb3+/2+ 산환환원 반응을 측정

한 순환전압전류 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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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Cyclic voltammogram obtained from a W wire in LiCl-KCl melt with 

EuCl2 at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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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Cyclic voltammograms obtained from a W wire in LiCl-KCl melt with 

CeCl3 and YbCl3 at 450 ℃

- 이러한 전기화학적 산화환원 신호 전위를 이용하여 각 악티나이드 원소 이

온의 형식전위(apparent standard potential)를 구할 수 있다.

- 표 3은 지금까지 측정한 여러 란타나이드 원소의 전기화학적 결과를 이용

하여 구한 각 란타나이드 원소이온의 형식전위를 나타냈었다.

Table 3. Apparent standard potential of lanthanides obtained from W in 

LiCl-KCl eutectic

Eu Yb Nd Ce Gd

E0*(V) 0.28 -0.54 -2.11 -2.08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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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악티나이드 산화환원전위 측정

- 앞에서 수행한 환경에 란타나이드 신 악티나이드를 용융염에 첨가하여 순

환전압전류곡선 측정을 수행하였다.  Fig. 37은 HOPG와 유리질 탄소를 작

업전극으로 사용하여 우라늄이 포함된 LiCl-KCl 용융염에서 측정한 순환

전압전류곡선이다.

- 이 결과를 살펴보면 U3+/4+의 산화환원반응 전류는 -0.3 V 영역에서 잘 나

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라늄의 전착 반응의 경우, 유리질 탄소를 작업전극

으로 사용했을 때는 리튬의 환원반응 때문에 우라늄의 전착반응이 방해를 

받아 전착 피크가 날카롭지 않았다.

- HOPG를 작업전극으로 사용했을 때는 우라늄의 전착 산화환원 반응 전류가 

리튬의 환원 전류에 인한 방해 없이 깨끗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전위(-1.45 V)에서 아래 반응식 즉, U3+의 전기도금 반응에 기인한 환원

전류가 시작되었으며 피크 전류는 약 -1.5 V에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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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Cyclic voltammograms obtained from HOPG (a) and glassy carbon (b) 
in LiCl-KCl melt with UCl3 at 450 ℃.

- 양의 주사 방향에서 도금된 U0가 다시 U3+ 로 산화되는 반응이 -1.5 V에

서 시작되어 -1.35 V에서 피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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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또한 양`의 주사 방향 -0.4 V에서 U3+의 산화반응, 즉 아래 반응이 시작하

고 -0.26 V에서 피크 값을 나타내었다.

 →   

- 음의 주사방향 -0.2 V에서 위 반응의 역반응에 기인한 환원전류가 시작하

고 신호 전류가 -0.38 V에서 관찰되었다.

- Np 원소의 용융염내에서 전기화학적 산화환원반응 전위를 측정하기 위해 

U와 같은 실험환경에서 전기화학적 실험을 수행하여 Fig. 38~39에 나타내

었다.

- Fig. 46은 NpCl3를 용융염에 첨가한 후 450 ℃에서 텅스텐 전극을 작업전

극으로 사용하여 측정한 순환전압전류 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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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Cyclic voltammogram obtained from a tungsten wire in LiCl-KCl melt 
with NpCl3 at 450 ℃.

- 1.58 V에서 아래 반응식 즉, Np3+의 전기도금 반응에 기인한 환원전류가 

관찰되었으며 신호 전류는 약 -1.62 V에서 관찰되었다.

- 양의 주사 방향에서 도금된 Np0가 다시 Np3+ 로 산화되는 반응이 -1.65 

V에서 시작되어 -1.54 V에서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  

- Fig. 39는 NpCl3가 포함된 450 ℃의 용융염에서, 텅스텐 전극을 작업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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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하여 Np3+/Np4+의 산환환원 반응을 측정한 순환전압전류 곡선이

다.

   - 양의 주사 방향 0.25 V에서 Np3+의 산화반응, 즉 아래 반응이 시작하고 

0.55 V에서 신호 값을 나타내었다.

 →   

- 음의 주사방향 0.6 V에서 위 반응의 역반응에 기인한 환원전류가 시작하고 

신호 전류가 0.37 V에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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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Cyclic voltammogram obtained from a tungsten wire in LiCl-KCl melt 
with NpCl3 at 450 ℃.

- 전기화학적 산화환원 피크 전위를 이용하여 각 악티나이드 원소 이온의 형

식전위(apparent standard potential)를 구할 수 있다. 

- 가역적인 용해/용해 계에서 형식 전위는 환원전위신호와 확산 계수로서 다

음 식으로 표현된다.


  

   









 



- 이 식에서 
 는 형식전위, Ep,1a, Ep,1c 는 각각 산화전위, 환원전위의 

신호전위, R은 기체상수, T는 절 온도, n은 전자수, F는 패러데이상수, D

는 확산계수이다.

- 가역적인 비용해/용해 계에서의 CV 결과로부터 형식 전위를 다음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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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할 수 있다.


   


   



- 이 식에서 
 는 형식전위, Ep,2c 는 환원반응의 신호전위, R은 기체상

수, T는 절 온도, n은 전자수, F는 패러데이 상수, XU3+는 U3+ 의 몰분율, 

D는 확산계수이다.

- 위 식들에 구해진 값들을 입해 보니 U3+, U4+ 및 Np3+, Np4+의 형식전

위(E0*)는 각각 -2.67, -1.57, -2.71, -0.78 vs. Cl2/Cl- 을 얻을 수 있

었다.

5)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순환전압전류 곡선 해석

- Fig. 40은 소량의 UCl3를 소량 용융염에 첨가한 후 450℃에서 HOPG 전

극을 작업전극으로 사용하여 측정한 순환전압전류 곡선이다.  전위(-1.45 

V)에서 아래 반응식 즉, U3+의 전기도금 반응에 기인한 환원전류가 시작되

었으며 신호 전류는 약 -1.52 V에서 관찰되었다.  양의 주사 방향에서 도

금된 U0가 다시 U3+ 로 산화되는 반응이 -1.48 V에서 시작되어 -1.33 V

에서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  

- 주사속도에 따른 전류변화를 나타내는데 주사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신호 전

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류가 증가하였다.  Fig. 40b는 환원전류 신호의 

주사속도 의존도를 보여준다.  Fig. 40c는 소량의 UCl3이 포함된 450 ℃

의 용융염에서, HOPG 전극을 작업전극으로 사용하여 U3+/U4+의 산화환원 

반응을 측정한 순환전압전류 곡선이다.  양의 주사 방향 -0.4 V에서 U3+

의 산화반응, 즉 아래 반응이 시작하고 -0.2 V에서 신호 값을 나타내었다.

 →   

- 음의 주사방향 -0.15 V에서 위 반응의 역반응에 기인한 환원전류가 시작

하고 신호 전류가 -0.38 V에서 관찰되었다.  Fig. 40a와 같이 이 산화환

원 반응 역시 주사속도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주사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신호 전류가 증가하였다.  Fig. 40d는 Fig. 40c에서 얻은 환원

전류 신호의 주사속도 의존도를 보여준다.

- 이 결과는 주사속도의 제곱근에 선형 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U3+의 환원 반응이 용융염내의 확산에 의해 전류가 제한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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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0.  Scan rate dependence of cyclic voltammograms obtained from HOPG 
in LiCl-KCl eutectic containing UCl3 at 450 ℃.

- 또 다른 악티나이드 원소로서 Np의 용융염내에서 전기화학적 거동 즉, 전

기화학적 산화환원반응, 확산 계수 등을 측정하기 위해 U과 같은 실험환경

에서 전기화학적 실험을 수행하여 Fig. 41에 나타내었다. 

- Fig. 41a는 NpCl3를 용융염에 첨가한 후 450 ℃에서 텅스텐 전극을 작업

전극으로 사용하여 측정한 순환전압전류곡선이다. -1.58 V에서 아래 반응

식 즉, Np3+의 전기도금 반응에 기인한 환원전류가 관찰되었으며 신호 전

류는 약 -1.62 V에서 관찰되었다.  양의 주사 방향에서 도금된 Np0가 다

시 Np3+ 로 산화되는 반응이 -1.65 V에서 시작되어 -1.54 V에서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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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Scan rate dependence of cyclic voltammograms obtained from W in 
LiCl-KCl eutectic containing NpCl3 at 450 ℃.

- Fig. 41b는 주사속도에 따른 전류변화를 나타내는데 주사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신호 전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류가 증가하였다.  Fig. 41c는 

NpCl3가 포함된 450 ℃의 용융염에서, 텅스텐 전극을 작업전극으로 사용하

여 Np3+/Np4+의 산화환원반응을 측정한 순환전압전류 곡선이다.  양의 주

사방향 0.25 V에서 Np3+의 산화반응, 즉 다음반응이 시작하고 0.55 V에서 

신호값을 나타내었다.

 →   

- 음의 주사방향 0.6 V에서 위 반응의 역반응에 기인한 환원전류가 시작하고 

신호 전류가 0.37 V에서 관찰되었다.  Fig. 41와 같이 이 산화환원 반응 

역시 주사속도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주사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신호 전류가 증가하였다.  Fig. 41d는 Fig. 41c에서 얻은 환원전류신호

의 주사속도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 41b와 41c는 주사속도의 제곱

근에 선형 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또한 Np3+와 Np4+의 환원 반

응이 용융염내의 확산에 의해 전류가 제한됨을 의미한다.

- 또한, 란타나이드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된 악티나이드의 전기화학적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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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 신호 전위를 이용하여 각 악티나이드 원소 이온의 형식전위(apparent 

standard potential)와 결합 깁스 자유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 U3+ 및 Np3+의 산화환원 반응 결과 즉, 산화환원전류 신호의 주사속도 의

존도를 측정하여 그린 직선에서 기울기 값을 이용하여 U3+/4+ 및 Np3+/4+ 

이온의 용융염 내에서 확산계수를 획득하였다.

- U3+와 U4+의 확산계수를 계산해본 결과 그 값은 DU3+ = 0.53 × 10-5 

cm2/s, DU4+ = 0.38 × 10-5cm2/s 으로 나타났다.

- 이 값들은 최근에 발표된 문헌 값(DU3+=0.552 × 10-5cm2/s)과 거의 일

치하였으며 U3+보다 U4+의 값이 더 적은 것은 U4+의 더 높은 산화수에 의

해 복잡한 화합물이 만들어져서 용융염 내에서 그 이동속도가 느리기 때문

이다.

- Np3+/4+의 확산계수를 계산해본 결과 그 값은 DNp3+ = 1.03 × 10-5 

cm2/s, DNp4+ = 0.85 × 10-5cm2/s 으로 나타났다. 이 값은 최근에 발표

된 문헌 값(DNp3+=1.00 × 10-5cm2/s)과 거의 일치하였다.

- 또한 U, Np 염화물의 결합 깁스자유에너지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

다.

∞   

- 얻어진 결과 값들을 위 식에 입해 본 결과 UCl3, UCl4 및 NpCl3, NpCl4

의 결합 깁스 자유에너지는 각각 739, 147, 784, 76 kJ/mol을 얻었으며, 

얻어진 결과 값들을 위 식에 입해 본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Table 4. Diffusion coefficients, apparent standard potentials, and Gibbs free 

energies of actinides

D(1×105 cm2/s) E0*(V) ∆G(-kJ/mol)

U(III) 1.59 -1.3 739

U(IV) 1.46 -0.3 147

Np(III) 1.03 -1.5 784

Np(IV) 0.85 0.6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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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전기화학적 산화수 조절 하에서의 분광특성 모니터링

1.  용융염 내 Eu 전기화학적 산화수 조절 및 분광 특성 모니터링

1) 구축한 고온 용융염용 전기화학/분광학 일체형 시스템의 성능 시험을 450 ℃

LiCl-KCl 용융염에, 란타나이드 원소이며 산화수에 따른 양이온이 분광학적

으로 활성인 Eu2+를 녹여 전기화학적 환경에 따른 흡광 스펙트럼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2) Fig. 42은 고온 LiCl-KCl 용융염에 소량의 EuCl2를 첨가하여 유리질 탄소를 

작업전극으로 사용하여 측정한 순환전압전류곡선이다. +0.3 V영역에서 

Eu2+/3+의 산화환원전류가 관찰되며 이 반응의 형식전위는 +0.28 V로 측정

되었다.

2) 즉 작업전극에 +0.28 V보다 양의 전류를 가하면  Eu2+가 전극표면에 전자를 

잃어 Eu3+가 되는 산화반응이 일어나며 반 로 음의 전위를 가하면 용액 중

의 Eu2+는 안정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만약 용액 중에 Eu3+가 존재

한다면 전극표면으로부터 전자를 받아 Eu2+로 환원반응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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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Cyclic voltammogram obtained from GC in LiCl-KCl melt with EuCl2 

at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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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2+ 이온의 UV-VIS 흡광은 4f-5d 에너지준위간 흡수전이에 의해 

200~400nm 파장 의 넓은 선폭의 흡수를 나타냄. 이를 전기화학적으로 산

화시키면서 스펙트럼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 43는 Eu2+를 산화시키면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흡광 스펙트럼이다.  Eu(II) →Eu(III) 산화과정의 UV 스

펙트럼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380 nm 영역의 흡광도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330 nm 영역의 흡광도에서 멈춰 더 이상 감소하지 않았다.

2) 즉,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여도 Eu2+ 농도감소는 보이지만 여전히 강한 Eu2+ 

에 의한 흡수띠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전기화학적 산화과정은 전극계면에

서 진행되는 현상이지만 용융염 전체 Bulk에서는 산화생성물이 Eu2+로 되돌

아가려는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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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3. Monitoring of UV-VIS spectra measured during electrochemical 
oxidation of Eu2+ ion in LiCl-KCl at 450 ℃ 

2.  용융염 내 U 전기화학적 산화수 조절 및 분광 특성 모니터링

1) 파이로 공정의 전해환원공정에서 부분 우라늄이온은 +3가 이온으로 존재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능을 확인한 전기화학/분광학 일체형 시스템을 이용하

여 우라늄 양이온을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산화환원상태를 조절하였다.

2) Fig. 44은 용융염에 녹아있는 U3+ 이온을 전기화학적으로 산화시켜 얻는 U4+ 

이온의 UV-VIS 스펙트럼과 반응 후 찍은 전기화학/분광학 일체형 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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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다.  이 스펙트럼은 670 nm에서 주신호를 나타내며 455 nm, 605 nm 

영역에서 또한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문헌에서 알려진 것과 정확히 일

치하는 값이며 흡광계수가 U4+보다 약 200 배 크다고 알려진 U3+ 이온에서 

관찰되는 480 nm 및 570 nm에서 신호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용융

염내 모든 U3+이온이 U4+ 이온으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내었다.  전기화학적 

산화반응 후 U4+ 이온이 녹아있는 용융염은 사진에서 보인 것처럼 매우 옅은 

연두색 띈다.

U(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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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UV-VIS spectrum of U(IV) ion (Left) and Apparent color of U(IV) 

obtained by oxidation reaction from U(III)

   3) Fig. 44는 전기화학/분광학 일체형 시스템을 이용하여 U3+를 U4+로 산화시

키는 과정 중 일체형 고온로의 석영 창을 통하여 관찰한 색 변화를 나타내었다.  

초기 U3+ 이온은 짙은 적포도주 빛깔을 띠는 반면, 전기화학적 산화반응 후 U4+ 

이온의 셀은 광원의 색깔을 띠고 있다. 이는 U4+이온이 투명한 옅은 연두색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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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Color change during electrochemical oxidation of U(III) to U(IV)

4) 앞서 기술한 U(III) → U(IV) 과정의 스펙트럼 변화를 연속적으로 실시간 측

정하여 Fig. 46에 나타내었다. 초기 480 nm 와 570 nm 영역에서 주신호를 

보여주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두 신호와 전체적인 흡광도가 감소함

을 보여주고 있다. 약 1200 초 두 신호는 거의 없어졌으며 670 nm 영역의 

U(IV)의 주신호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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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6. Continuous monitoring of UV-VIS spectra during U(III) →U(IV) 
oxidation process  

5) 또한 산화반응이 완결된 후 다시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U(IV)를 U(III)로 환

원시키면서 측정한 스펙트럼을 Fig. 47에 나타내었다.  환원반응을 통하여 

460 nm와 560 nm 영역의 U(III) 주신호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과

정은 산화과정보다 훨씬 빨리 일어났다.  이를 통하여 용융염 내에서 U(III)

가 U(IV) 보다 안정한 산화상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U(III) ↔ U(IV) 산

화환원반응은 가역적 반응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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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Continuous monitoring of UV-VIS spectra during U(IV) →U(III) 
reduction process  

3.  용융염 내 Np 전기화학적 산화수 조절 및 분광 특성 모니터링

1) 용융염매질에서  Np 은 +3, +4, +5 산화상태로 존재한다. 전기화학적 방법

으로 산화수 조절과 동시에 흡광스펙트럼을 측정함으로써 Np의 산화환원거동

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2) 전기화학적 환원실험 결과 진한 산용액 NpCl4 시약으로 환원조건하에서 제조

한 Np 화합물은 고온용융염에서도 부분 넵투닐 이온(NpO2
+), 즉 +5가 이

온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Np5+ (NpO2
+)를 전기화학적으로 환원시키면 Np4+ 상태를 거쳐 Np3+ 상태로 

환원된다.  Fig. 48는 전기/분광 동시측정법을 이용한 Np 의 산화-환원반응

의 실시간 모니터링 과정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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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8.  Real Time Monitoring of Spectro-electrochemical reaction of Np ion 
in LiCl-KCl at 450℃.

4) 환원반응이 종료되면 Fig. 49처럼 노란 색을 띠는 Np3+로 변하였다. 하늘색 

빛깔을 띠는 NpO2
+ 가 노랑색깔을 띠는 Np3+로 환원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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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UV-VIS spectrum and picture of Np(III) ion in LiCl-KCl at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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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p3+를 다시 산화시키면 (NpO2
+)로 되돌아가지 않고 Np4+ 상태에서 산화반

응이 완결되었다. Np4+와 Np3+는 겉보기에는 색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350 - 500 nm 영역에서 스펙드럼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Np(IV) 

↔ Np(III) 산화환원반응은 가역반응이며 +3 가에서 +4 가로 산화반응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 이는 inert 환경의 고온용융염에서 Np 은 +4 상태가 가장 

안정함을 나타낸다.  Fig. 50은 Np4+ ↔ Np3+ 산화환원과정을 흡광스펙트럼

으로 모니터링한 것으로 두 산화상태의 가역적 변환과정을 보여주는 

isobestic point 가 ~370 nm 영역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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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0.  Monitoring of UV-VIS spectral change due to Np(IV) ↔ Np(III) redox 
reaction in LiCl-KCl at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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