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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원자력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고갈되는 우라늄 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선결요건이다. 이를 위해 주요 원자력 선진국들이 역량을 집중하

고 있는 것이 사용후핵연료 건식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이다. 

미국은 1960년대 고속로개발 프로그램인 EBR-II원자로의 금속핵연료 처리

를 위해 파이로프로세싱 개념을 일부 도입하였으며, 1990년대초 IFR(Integral 

Fast Reactor)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고속로와 연계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고 최근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재개 움직임에 맞춰 연

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에 착수해 출발은 다

소 늦었지만 최근 실험 규모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고, 기술 상용

화를 위한 일정을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8년 12월 정부

가 원자력위원회에서 승인한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에 따르

면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실증을 위해 오는 2011년까지 파이로프로세싱 일관

공정 모의 시험시설인 PRIDE(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구축할 계획이어서 현재까지 국내외 적으

로 수행되어온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단위 공정별로 정리해 보고 현재 기

술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파이로건식처리 기술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나아가 가까운 미래에 실

용화가 이루어지면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고 난 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

분장의 규모를 기존의 직접처분에 비해 100배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

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그마한 규모의 고준위 방사성폐

기물 처분장만 확보하더라도 앞으로 100년 이상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

한 문제를 쉽게 해결 할 수 있으며 이 기술이 고속로와 결부될 때 고준위폐

기물의 관리기간을 수 십 만년에서 수백 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어 지질학적 

예측 가능 범위 안에서 처분장 부지를 선정할 수 있는 등 고준위폐기물 관

리의 안정성이 대폭 높아지게 되며, 이로 인해 후손에게 핵 쓰레기를 대 물

림한다는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킬 수 있다. 또 파이로건식처리 기술은 현존



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중 핵확산 저항성이 뛰어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갈망하는 국제사회에 적합한 기술이기도 하다.

그러나 파이로건식처리기술을 상용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다. 첫째, 상용시설의 경험이 세계적으로 전무하므로, 이에 

대한 시설설계, 계량, 임계관리 및 물질 흐름에 대한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 

둘째, 고준위 폐기물 발생량이 습식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처리시 발생되는 잉여우라늄

의 처리방안도 신중이 고려할 때에 폐기물 발생량 감용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개념의 파이

로건식처리공정 기술 및 염폐기물 처리기술은 이러한 단점을 대부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본 공정이 공학규모의 시설인 PRIDE에서 운전 

검증이 이루어지고 장래에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실험이 진행된다면 

향후 고속로의 연료로 재활용함과 동시에, 고준위폐기물의 부피를 대폭 감용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으로 자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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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금세기 들어 급증하는 에너지 소비와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 모색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태양열, 풍력

을 비롯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연구가 모색되고 있으나 기후변화 대

응, 에너지 안보 확립, 대규모 에너지의 안정 공급이 가능한 실증된 기술이라는 점

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2008년 7월 

도야코 G-8 회담에서 참가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원자력 이용 확대에 

합의한 바 있다.

2008년도 말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39기로,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이용

은 증가 추세에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는 2030년까지 현재 원전 설비의 

1.5-2배에 달하는 신규 원전이 건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원자력의 이

용 확대를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고 친환경

적으로 관리하고 고갈되는 우라늄 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선결요건이다. 

이를 위해 주요 원자력 선진국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용후핵연료 건식

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이다.

미국은 1960년대 고속로개발 프로그램인 EBR-II원자로의 금속핵연료 처리를 위

해 파이로프로세싱 개념을 일부 도입하였으며, 1990년대 초 IFR(Integral Fast 

Reactor)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고속로와 연계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집중적으

로 수행하였고 최근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재개 움직임에 맞춰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일본도 파이로프로세싱 개발을 위해 FaCT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

으며, 프랑스 등 EU(유럽연합)와 러시아도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파이로프로세스는 기존의 습식 재처리기술과는 달리 TRU를 분리하는 추가 공

정이 없으며, 전해공정에 의해 우라늄, 플루토늄 및 미량 악틴족 원소들이 공회수 

되므로 핵확산저항성이 높은 공정이다. 파이로프로세스를 이용하면, 사용후핵연료로

부터 독성이 강하고 환경에 오랫동안 영향을 주는 물질을 추출해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과 다른 형태의 새로운 원자로인 고속로에서 연소시키고 유용한 자원인 우라늄

은 따로 회수해서 고속로의 연료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친화적으로 자원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파이로프로세스는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고방열성 

물질을 분리 회수함으로써 고준위 폐기물의 처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에 착수해 출발은 다소 늦었

지만 최근 실험 규모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고, 기술 상용화를 위한 일정

을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8년 12월 정부가 원자력위원회에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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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에 따르면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실증을 

위해 오는 2011년까지 파이로프로세싱 일관공정 모의 시험시설인 

PRIDE(Pyroprocess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구축할 계획이어서 현재까지 국내외 적으로 수행되어온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을 단위 공정별로 정리해 보고 현재 기술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파이로프로세싱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

보고, 파이로프로세싱 공정이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요소기술에 대하여 기존 

연구결과와 해외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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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파이로건식처리공정 개요

제 1 절 금속핵연료 파이로건식처리공정

1. 전해정련공정(Electrorefining process)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건식처리공정을 이용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는 1990년

대 건식야금법과 전기화학법을 이용하여 금속핵연료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 ANL의 

Integral Fast Reactor (IFR) 프로그램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

의 목적은 그림 1과 같이 EBR-II원자로와 사용후핵연료 처리공정을 일체화시켜, 경

제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핵확산 저항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 하는 공정을 개발하는 것에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1960년대 EBR-II 금속 연료를 

사용했던 “용융 정련(melt refining)" 공정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용융 정련 공

정에서는 휘발성 분열생성물들은 제거되고 비휘발성 분열생성물들은 약 5 wt%의 

분열생성물을 포함하는 연료물질로 재순환되었으며 초우란 원소들의 회수는 부분적

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추진된 IFR 프로그램에 의해 개발되는 전해정련 

공정을 주축으로 하는 건식공정에 의해 악티나이드 원소들은 99.9%이상 회수되며 

플루토늄은 우라늄(회수 금속의 약 30%)과 다른 초우란원소들(Np, Am, Cm)과 함께 

존재하여 분리되지 않는다. 그림 2는 미국 ANL에서 수행중인 EBR-II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파이로건식처리공정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 4 -

그림 1. EBR-II원자로와 건식연료처리공정이 통합된 IFR 시설

그림 2. EBR-II 사용후핵연료 건식처리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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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 건식공정은 회분식 공정으로 IFR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운전은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사된 연료 집합체를 해체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추출된 연료봉

은 절단기(Chopper)로 보내지며 그 곳에서 약 6~7 mm로 절단되어 전해정련 공정

의 다공성 형태의 스틸 바구니에 담긴다. ANL의 파이로 건식처리공정의 핵심은 우

라늄과 플루토늄 및 기타 고준위 장수명 악틴족원소를 회수하는 전해정련 공정이

다. 이러한 전해정련 공정은 광물 산업에서 사용되어온 공정으로서 불순물이 포함

된 금속을 양극으로 하며 대상 금속을 보다 순수한 금속으로 음극에 전해질을 통해 

전착시키는 공정이다.

EBR-II 사용후핵연료는 Driver연료와 Blanket연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각 연료

의 조성은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즉 Driver연료의 경우, 연료 내에 지르코늄이 

9.73% 존재하며, 235U의 함량이 많아 핵분열 생성물의 양 또한 많다. 반면 Blanket

연료의 경우는 감손우라늄으로 구성되어 Fission Products의 양은 작은 반면 TRU의 

함량이 다소 높다. 따라서 전해정련시에는 두 연료의 처리 반응기를 구분하여 각 

연료의 특성에 맞는 처리 공정을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두 연료를 분리하여 처리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Driver 연료의 경우, 235U의 농도

가 63%로서 회수하여 재활용 할 가치가 충분하다. 따라서 ANL(현재는 INL)에서는 

Driver 연료처리를 위해 Mark-IV전해정련 반응기를 운전 중에 있는데, 다량의 핵분

열 생성물을 포집하기 위하여 반응기 하부에 Cd pool을 조성하여 고순도의 우라늄

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반면, blanket연료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

의 TRU를 회수하고, 다량의 우라늄을 단시간에 회수하며, 일정량의 핵분열생성물의 

혼입을 허용하는 구조의 High-throughput전해정련 장치인 Mark-V를 운전 중에 있

다.

Constituent Driver Blanket

Uranium 81.30 98.36

Zirconium 9.73 0.00

Sodium 2.15 0.63

Fission Products 6.35 0.08

TRU 0.47 0.93

표 1. EBR-II Sepnt Fuel Compositions (w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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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Driver Blanket

Reactor Burnup (at.%) ～8 ～0.2

Uranium per Assembly(kg) ～4 ～47

Enrichment (235U %) ～63 ～0.2

Fuel Elements per Assembly 61 19

Gamma Dose per Assembly 

(R/h @ 1m)
～175 ～30

표 2. EBR-II Spent Fuel Characteristics [1]

IFR 전해정련 장치에서는 고체 음극에 거의 순수한 우라늄을 회수하며 전해질에 

매달려있는 액체 카드뮴 음극에 플루토늄, 아메리슘, 넵티늄, 큐륨, 우라늄과 약간의 

희토류원소들을 회수한다. 잔류 분열생성물들은 염과 염 아래층인 카드뮴 층에 모

여지게 된다. 전해정련 공정에 의해 순수 우라늄을 회수할 수 있는 원리는 표 3에 

도시한 바와 같다. 즉, 전해정련공정의 전해질로서 사용되는 LiCl-KCl공융염은 매우 

안정한 전기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어 대부분의 TRU 및 핵분열 생성물과 반응하지 

않는다. 또한 전해질에는 약 9wt% 정도의 UCl3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희토류 및 

TRU염화물보다 불안정하여 사용후핵연료 내에 포함된 란탄족 및 TRU원소는 염화

물로 용해되며, UCl3는 금속 U로 환원된다. 반면, 전이원소는 염화물 형태가 UCl3보

다 불안정하므로 금속형태로 남아있으며, 사용후핵연료 내의 우라늄이 용해됨에 따

라 양극에서 미세분말 형태로 탈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해정련을 거쳐 회수

되는 음극 전착물들은 원하는 양이 모였을 때 회수되며 그림 3에 나타낸 고온 진공

로인 음극처리기(cathode processor)로 보내진다. 음극 전착물들은 음극처리기에서 

용융된 후 고화되며 이때 음극 전착물에 포함되어 있던 휘발성 성분들은 기화되어 

제거된다. 이 휘발성분들은 우라늄 전착물의 경우 염이며 액체 음극 전착물의 경우

는 카드뮴이 된다. 휘발된 성분들은 음극처리기의 응축영역으로 이동하여 전해정련 

장치로의 재순환을 위해 응축 회수 된다. 음극처리 후 금속 잉곳은 다음 공정인 사

출 주조 공정으로 보내질 정도로 불순물이 제거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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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Free energies of formation of chlorides

그림 3. 전해정련공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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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해제련공정(Electrowinning process)

우라늄의 전해정련시 TRU를 비롯한 핵분열 생성물들은 용융염에 용해되는데, 이

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기 위해서 전해제련 공정이 필요하다. 전해제련 공정은 그림 

2와 같이 고체음극 대신 용융 카드늄을 음극으로 하는 액체 전극을 사용하여 TRU 

및 각종 핵분열 생성물 들의 일부를 공 석출시켜 회수한다. 이때 각 성분들은 고체

음극을 이용하여 석출할 때에 비교하여 액체 음극인 카드늄과 금속간화합물을 형성

함에 의하여 각 성분 간의 깁스 자유에너지 값의 차이가 줄어든다. 따라서 우라늄

과 TRU 및 란탄족 핵분열 생성물을 공학적으로 의미있는 속도로 회수하기가 사실

상 불가능하다. 회수된 전극은 그림 4에 나타낸바와 같이 밀도가 큰 액체전극이 용

융염의 하부에 위치하며, 용융염과의 상호 용해도가 거의 없어 물리적으로도 분리

가 가능하다.

그림 4. 고체음극 및 액체금극사용시 자유에너지 변화(좌) 및 

회수된 액체음극의 형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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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 처리공정 (Waste treatment process)

파이로 건식처리공정의 폐기물은 크게 금속폐기물 및 염폐기물로 나뉠 수 있다. 

금속폐기물의 경우, Cladding hull, 미용해 핵분열 생성물 및 기타 공정장치에서 발

생하는 폐기물이며, 염폐기물의 경우 전해제련 공정을 통해 TRU 및 핵분열 생성물

을 회수하고, 그림 5에 나타낸 Zeolite에 의한 알카리 원소의 흡착 후 재사용이 가

능하다. 현재 INL에서 채택하고 있는 금속 및 염  폐기물 처리공정은 그림 6에 나

타낸 바와 같다. 본 공정에서는 금속폐기물 및 염폐기물 처리공정에서 발생된 핵분

열 생성물을 흡착한 Zeolite만이 고준이 폐기물로 분리되며, TRU 는 전량 회수하여 

연료물질로 이용하는 개념이다. 

그림 5. 염폐기물 처리에 이용되는 Zeolite의 구조

그림 6. 염폐기물 처리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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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산화물핵연료 파이로건식처리공정

1. 전해환원

파이로건식처리공정은 금속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를 위하여 개발된 공정이지만 

PWR핵연료 등 산화물 핵연료 처리를 위한 파이로 건식처리기술로서 전해환원기술

이 개발되었다. 전해환원기술은 리튬 직접환원법의 단점인 리튬을 지속적으로 공급

해야하는 단점을 극복한 기술로서 자체적으로 환원반응의 생성물인 산화리튬이 분

해되어 금속 리튬을 생성하는 반응이 전기공급으로 일어나므로 리튬의 추가 장입이 

필요 없다. 그림 7은 전해환원기술을 이용한 산화물 핵연료의 환원과정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그림 7. 전해환원기술을 이용한 산화물 핵연료 처리개념 [2]

전해환원반응은 LiCl용융염에 약 1% 내외의 Li2O를 용해킨 전해질을 사용하며, 

산화물 핵연료를 음극에 장입하고, 전류를 인가하면 양극에서 산소가 발생하며 금

속화가 이루어진다. 금속화 진행반응은 크게 직접환원법 및 간접환원법으로 나뉘어 

지는데,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반응 모식도는 그림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융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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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금속산화물을 음극부에 장입하고, 불활성 소재로 구성된 양극 사이에 전류를 

인가하면 높은 음극전압에서는 아래 식 (1)과 같이 Ca 의 환원이 1차적으로 일어나

고, 환원된 Ca에 의해 Ti 산화물의 환원반응이 식 (2)와 같이 일어난다. 이를 간접환

원법이라 하며, 직접환원법의 경우는 보다 낮은 음극전압 하에서 식 (3)과 같이 산

화 티타늄이 직접 분해되고, 산소가 이온화되어 환원반응이 진행된다 [3]. 

▷ Deposition of calcium at a more cathodic potential, E 0
1

   Ca2++2e-⇔Ca  (1)

   TiOx+xCa⇔Ti+xCaO  (2)

▷ Ionization of oxygen at a less cathodic potential, E 0
2

   TiOx+2xe-⇔Ti+xO2-  (3)

사용후핵연료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반응기구로 환원반응이 진행됨이 여러 연

구자들에 의해 증명된 바 있다.

▷ Deposition of lithium at a more cathodic potential, E 0
1

   2Li++2e-⇔2Li  (1)

   U3O8+16Li⇔3U+8Li2O  (2)

▷ Ionization of oxygen at a less cathodic potential, E 0
2

   U3O8+16e-⇔3U+8O2-  (3)

그림 8. 전해환원공정 모식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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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산화물 핵연료를 환원공정을 거쳐 금속화 시킨 후 금속핵연료 처리시에 

적용되는 동일한 전해정련, 제련 절차를 거쳐 건식처리공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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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mitrovgrad Dry Process (DDP) [4]

한편 산화물사용후핵연료를 금속화시키지 않고, 산화물 상태에서 직접 우라늄을 

회수하는 공정이 러시아 RIAR연구소에서 개발되어 일명 DDP공정으로 명명되었다. 

본 공정의 원리를 그림 9 및 10에 도시하였다. 반응기는 염소의 강한 부식성으로 

인하여 pyrographite를 사용하며, NaCl+CsCl혼합 용융염을 전해질로 사용한다. 사용

후핵연료는 pyrographite하부에 장입하며 초기 반응에서는 650℃에서 염소가스를 

취입하여 UO2 및 PuO2를 이온화 시키는 용해단계를 거친다. 이후 반응기를 양극으

로 하고, 흑연전극을 이용하여 전류를 인가시키면 음극에서 UO2가 환원된다. UO2를 

회수하고 Cl2+O2+N2가스를 취입하면 PuO2를 침전시킬 수 있다. 한편 잔류 minor 

actinide 및 rare earth 핵분열생성물은 Na3PO4를 첨가하여 (MA,RE)PO2형태로 침전

시켜 용융염을 정제하고 재 사용가능한 형태로 유지할 수 있다.

그림 9. 파이로건식처리공정에 의한 UO2 및 PuO2 회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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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파이로건식처리공정에 의한 MOX연료 회수 공정

 

본 공정은 MOX연료 제조공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먼저 사용후핵연료의 용

해 단계는 UO2회수 공정과 동일하지만 UO2만을 선택적으로 전착하기 전에 직접 

Cl2+O2+N2가스를 취입하면서 전류를 인가시키면 UO2와 PuO2의 공회수가 가능하

다. Minor actinide 및 rare earth 핵분열생성물은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Na3PO4를 

첨가하여 (MA,RE)PO2형태로 침전시켜 용융염을 정제하고 재 사용가능한 형태로 유

지할 수 있어 고준위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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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화물핵연료 파이로건식처리공정 [5~7]

질화물 핵연료의 처리 시 파이로건식처리공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림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양극에 질화물 핵연료를 장입하고 음극에 카드뮴 전극을 위치시

킨 후 전류를 인가시키면 양극에서 악틴족 원소의 전기화학적 용해가 일어나며, 질

소가 분해되어 가스 형태로 방출된다. 음극에서는 악틴족 원소와 카드뮴이 금속간

화합물을 형성하며 전착이 이루어진다. 이후에 질화물 핵연료 제조를 위해서는 그

림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액체상태의 AnCdx금속간 화합물에 질소가스를 취입하여 

AnN 질화물을 형성하고 Cd은 높은 증기압을 이용하여 기화시켜 순수한 AnN연료

를 제조할 수 있다.

그림 11. 사용후질화물 핵연료의 파이로건식처리공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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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2 bubbling process             (b) nitridation-distillation combined process

그림 12. Pu-Cd melt에서 Pu의 질화공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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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파이로건식처리공정 현황

제 1 절 해외현황

1. 미국

미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이용국으로 원자력발전 규모에서도 세계 1위를 고수

하고 있다. 미국의 원자력 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원자력 이용에 직접

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최근 미국은 원자력발전의 진흥을 도모하는 새로운 에너

지정책 법을 성안함으로써 또 한 번 세계적인 원자력 부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13. AFCI 기술의 상용화 성공시 사용후핵연료 부피감용 경향

최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연구개발은 사용후핵연료의 부피감용에 의한 처

분효율 극대화, 장반감기 핵종의 분리와 소멸에 의한 환경위해도 감축, 그리고 사용

후핵연료 중의 유효자원 재활용에 의한 우라늄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한 연구가 핵

연료주기 연구개발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미국 DOE 주관 하

에 2002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AFCI 프로그램을 예로 들 수 있다. 2002년에 

AAA프로그램과 EBR-II Spent Fuel Treatment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AFCI 프로그램

으로 확대 개편됨과 동시에 연구개발 목표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AFCI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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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일차적인 목표는 그림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를 감소하

여 제 2처분장의 필요성을 배제함과 동시에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플루토늄의 재고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데 있다. 또

한 장기적으로는 GEN-IV 원자로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재순환 핵연료주기 기술을 완

성함으로써 GEN-IV 원자로시스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Phase 내용

0,1,2

제 2 처분장의 필요성 배제를 위한 고준폐기물 부피감용, 

유카마운틴 처분장의 용량확장을 위한 방안, 그리고 플루토늄 

Inventory의 감축 등 단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단계

3,4

본격적으로 GEN-IV 원자로시스템이 도입되는 시기로, 이 

단계에서는 장수명 핵종 분리를 통한 방사능 독성 및 열원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이 실현되는 단계

표 4. AFCI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원자로시스템의 도입전략에 따른 단계별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

AFCI 프로그램은 Separation, Fuels, Transmut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System Analysis 분야로 구성된다. 특히 Separation분야는 핵확산 저항성 및 물리적 

방호성, 경제성이 있는 화학 분리공정 개발을 통해 AFCI 프로그램에서 중점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고준위폐기물 부피감용(Phase 1), TRU 원소 분리를 통한 처분장의 

장기 열부하 및 방사능 독성의 획기적 감축 (Phase 2, 3), 그리고 GEN-IV 핵연료주

기의 완성을 위한 기술지원이 핵심이며, Separations 분야에서의 주요 Milestone과 

주요 연구 Activity는 표 5 및 그림 14와 같다.

Separation분야 주요 Milestone 및 Activity

Advanced Aqueous 

Separations

 고준위폐기물 부피감용을 위해 U 90% 이상회수

 단반감기 고방열 핵종 분리, Pu, Np 회수

 MA의 회수를 위한 습식공정인 UREX+공정개발

 ‘08년도까지 UREX+공정, 혹은 보완공정 개발

 프랑스 CEA와 공동으로 La Hague 재처리시설에 공학규

모의 UREX+(PWR SF 80톤) 공정을 건설하여 실증 계획

표 5. AFCI 분야별 주요 Milestone 및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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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y r o c h e m i c a l 

Separations

 GEN-IV 핵연료주기의 핵심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항목으

로 구성

 분리율 향상 및 공정 단순화를 위한 습식 및 건식 하이

브리드 공정의 개발에 초점. 

 U과 Tc을 분리하여 Pyrochemical Process에 도입되는 핵

연료물질의 양을 최소화함으로써, 후속공정에서의 분리율 

향상, 공정용량 최소화를 위한 방안평가.

 하이브리드 공정개발은 ‘09년도 말까지 완료 예정.

 Engineered Product 

Storage

 회수된 핵연료물질 혹은 핵분열성 물질의 저장방법에 대

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저장기술에 

대한 평가 수행

Spent Fuel 

Treatment Facility 

Scoping Design

 LWR 및 GEN-IV 원자로시스템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

의 처리를 위한 시설설계 연구 수행

 최적 Flow Sheet 확립과 공정설비의 용량, 구성 등에 대

한 정량적인 평가

 엔지니어링 시스템 설계연구 및 설계 기초자료 분석/평

가를 통한 예비 개념설계의 기초자료 확보

 ‘11년에 상용규모의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의 예비 개념

설계 완료

GEN-IV Separations 

Development

 전해분리 및 Chlorination에 의한 핵연료물질 분리기술 

등과 같은 Pyrochemical Process 개발 중점적으로 수행

 GEN-IV 핵연료주기의 핵심기술을 2012년까지 완료하고 

2015년경에 실증시험 완료.

Advanced Process 

Development

 신개념의 분리공정 및 장치개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

용규모의 핵연료주기시설의 시스템 확립

 현재 신개념의 용해장치, ACP공정, 고성능 Electrorefiner 

및 Electrolyzer 장치, 멤브레인을 이용한 분리장치 개발 

수행할 계획

 그 외에 공정제어 및 감시, 안전보장조치를 위한 장치의 

설계 및 장치개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완료예정.

EBR-II Spent Fuel 

Treatment

 현재 INL에 저장된 약 24톤 EBR-II(3톤의 Driver 핵연료, 

21톤의 Blanket 핵연료)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연구

 전해분리공정을 이용하여 우라늄 금속(LLW Class C)을 

회수하고, 용융염계의 악티나이드는 용융염과 함께 유리-

세라믹 고화하여 처리하는 개념

 EBR-II처리와 병행하여 회수속도 향상을 위한 고성능 

Electrorefiner 개발 등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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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AFCI 프로그램의 주요 Milestone과 주요 연구 Activity

한편 미국 DOE는 2006년 2월 6일 “국제 원자력에너지 파트너십(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정책을 발표하였다. GNEP은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언급

한 선진 에너지 정책(AEI)의 후속조치로서, 핵연료의 재순환, 폐기물 감소, 테러집단

으로부터의 원자력기술과 핵물질의 접근방지 능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실증

과 도입을 통해 무공해 원자력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전략이다. GNEP을 통해 미국

은 에너지 추가생산과 폐기물 감소, 핵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핵확산 

저항성의 재순환기술을 개발하는 선진 원자력 보유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재처

리와 농축을 포함한 개도국에게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는 핵연료 공급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

어 있다.

- 미국 내 신규원전의 건설

- 새로운 핵연료 재순환기술 개발 및 도입

- 미국 내에서의 사용후핵연료의 효과적인 관리와 저장

- 재순환 핵연료로부터 에너지 생산을 위한 ABR 개발

- 개도국들이 핵확산 위험을 줄이면서 경제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할 수 있는 핵

연료서비스 프로그램 구축

- 개도국의 수요에 적합한 소형 원자로의 설계 및 건설

- 핵확산 저항성 향상을 위한 안전조치와 원자력 이용 안전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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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미국의 국제 원자력에너지 파트너십(GNEP) 계획 

가. PWR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기술

미국 ANL 연구소는 DOE 사용후핵연료 중 특히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혹

은 고속로 원자로시스템에 악티나이드 원소의 재순환을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 리튬

환원공정과 전해정련공정으로 구성된 시스템이 최적이라는 판단 하에 1996년부터 

체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ANL은 고온 용융염 환원기술을 적용한 공학규모 

(20 kgU/batch)의 금속전환공정에 대해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검증을 완료

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 ANL-W의 Inert Hot Cell인 HFEF1)에 100 

kgHM/batch 용량의 Pilot 규모 금속전환 실증시설을 2004년 완공 목표로 추진

하였으나, 계획이 전면 취소되었다. 리튬금속을 이용한 고온 용융염 환원기

술은 공학규모의 금속전환시스템 성능평가 단계에서 TRU원소의 금속전환성 

이외에 공정 운전성 및 안전성, 장치재료 부식성 및 리튬금속 회수 등의 문

제점이 야기되고, 향후 상용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정상의 문제점에 

재한 대체공정 개발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1 ) 미 국  AN L연 구 소 의  Ho t Feu l Exam ination  Fac 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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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문제점

금속전환 반응 

조건의 제한성

- 모의 SF 펠렛 금속 전환율 : < 97% (반응시간 80시간 소요)

- TRU원소의 금속전환 반응조건 제약 : 99% 이상의 금속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LiCl 용융염계의 Li2O 농도제어의 필요

성 제시 

- LiCl/UO2 무게비 : > 9

  ․Li2O 반응조건 제한성으로 인해 금속전환 반응기 부피증가 

및 폐용융염 발생량 증가

핵물질 회수율 

및 금속전환율

- 후속 공정인 전해정련 공정과의 연계성을 위해 Basket 혹은 

금속망을 이용하여 SF 펠렛을 금속화

- 교반 및 Basket을 적용한 금속전환 장치개념의 부적절성

  ․강제 교반 조건에서 Basket 내의 일부 핵물질 손실 및 낮은 

금속 전환율 

2002년도에 INL2)은 과감히 리튬 환원공정을 포기하고, 새로운 개념의 금속전환

기술인 Electrolytic Reduction 개념을 도출하였다. 본 기술은 고온 용융염계의 금속

전환공정과 리튬회수공정을 통합한 개념으로 공정의 단순화, 불활성 분위기 제한조

건 완화 등 기술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의 장점 이외에 고온 용융염 환원공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기술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으로 각광

을 받고 있다.

AFCI 프로그램의 Separation Technology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INL은 기준공정

으로 그림 16과 같이 PYROX(Electrolytic Reduction + Electrorefining 기술 , 

Flowsheet 참조)를 제시하고, Electrolytic Reduction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

로 수행하고 있다. 

2 ) Idaho  N ationa l Labo ra to ry  (미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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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미국 INL의 PYROX공정도

2002년도부터 미국 INL 연구소는 BR-3 사용후연료를 대상으로 Bench-scale의 

Electrolytic Reduction 시스템에 대한 성능평가를 완료하였다. 미국의 Electrolytic 

Reduction 시스템은 스테인레스 스틸 금속망의 Cathode와 백금 산화전극을 이용한 

Bench-scale의 장치에서 99%의 금속 전환율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초기 단계에

서는 리튬금속 이온과 우라늄 산화물과의 반응에 의해 Lithium Uranate 생성, 그리

고 이들 물질의 전해반응에 의한 우라늄 금속을 생성하는 직접 전해환원 반응을 기

초로 한 Electrolytic Reduction 시스템의 개발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낮은 금속전환

율로 인해 직접 및 간접 전해반응의 구현이 가능하고, Cathode 표면에 리튬금속의 

전착을 방지하기 위해 그림 17에 도시된 바와 같은 2차 Circuit 시스템을 도입하였

다. Demonstration 단계에서 비교적 높은 99%의 금속 전환율을 얻을 수 있었으나, 

2차 Circuit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전류효율이 비교적 낮고, 전해반응 제어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2004년도에는 그림 18과 같이 Bench-scale 

Electrolytic Reduction System에 대한 Active Demonstration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

고. Pu와 Np의 금속전환율은 약 98% 이상, 그리고 Am은 비교적 낮은 90%의 금속

전환율을 나타내었다. 이외 NM3)의 금속전환율은 핵종에 따라 50~70%, RE4)는 

30~80%의 금속전환율을 나타내었다. 

3 ) N ob le  M eta l : P t, Rh  등 의  귀 금 속  원 소

4 ) Rare  Ea rth  E lem en ts : 원 자 번 호  57번 부 터  71번 까 지 의  15개  원 소 . 란 탄 , 세 륨 ......루 테 튬  및  이 트 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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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미국 INL의 2차 Circuit시스템 구성도 및 전해반응 [2]

그림 18. 미국 INL Bench-scale 전해 환원 시스템

이와 같은 성공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Scale-up 연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착

수하였고. 2005년에는 Lab-scale(1 kgU/batch)의 Electrolytic Reduction System의 

설계 및 제작을 완료하고, 2007년부터는 Active Demonstration과 병행하여 향후 주

요 핵종의 전해환원 거동에 대항 정량적인 평가를 중심적으로 수행할 예정에 있다.

나. 우라늄 금속회수를 위한 Electrorefining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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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R-Ⅱ 프로그램이 종료된 1996년부터는  EBR-Ⅱ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을 위한 

Conditioning 방안으로 Electrorefining에 의해 우라늄을 분리 회수하는 기술의 실증

을 1999년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으며, 이어서 2000년부터는 계속적으로 이 

방법에 의해 매년 약 600 ~ 1000 kg 정도의 EBR-Ⅱ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고 있

다. 특히 처리속도 향상을 위해 그림 19에 도시한 High throughput 전해정련기인 

Mark-V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보다 처리속도를 증대하여, 

상용규모의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그림 20에 도시한 PEER형 Electrorefiner의 연구

개발을 ANL에서 주력하고 있다. 

그림 19. 미국 INL 의 Mark-V Electroref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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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미국 ANL의 PEER-type Electrorefiner

석출물 회수에 대한 연구는 음극 전착물로 부터 잔류 용융염을 증류시키고 우라

늄을 Ingot 형태로 회수하기 위해서 미국의 ANL 에서는 유도가열(Induction 

Heating)에 의해 구동되는 하향 응축식 방법을 도입한 회분식 Cathode Processor를 

개발하였다. 현재 이 장치를 이용하여 약 38 kg의 음극 전착물(우라늄 77%, 용융염 

23%)을 증류시켜 약 29.4 kg의 우라늄 Ingot을 회수하는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또

한 우라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온도 및 감압도 조절 등 다양한 실험 및 가열부에 

대한 개선, 응축 용융염의 효율적 회수, 우라늄과 반응하지 않으면서 재활용이 가능

한 도가니 재료 선정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도가니 재료로서 Graphite의 

경우 우라늄과 반응하므로 도가니를 부숴야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표면을 안정한 

물질로 코팅하는 방법에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다.  TRU 회수를 위한 Electrowinning 기술

미국 ANL은 1990년 대 중반 IFR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Pyroprocessing 핵심기

술을 이용한 금속핵연료 재순환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특히 이 단계에서 미국의 ANL은 Salt Transport 공정에 의해 제한적으로 TRU를 회

수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액체음극을 이용한 Electrowinning 방법에 의해 TRU를 포

함한 핵연료물질의 고효율 회수가 가능함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기술은 액

체 카드뮴 음극을 채택한 음극장치의 개발을 통해 공학규모로 구현이 가능한 

Electrowinner 장치를 개발하는 수준까지 기술적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 용융염 계

면에서 우라늄 금속결정의 성장방지, 핵연료물질 회수율 향상을 위한 액체음극 구

조의 최적화 연구와 병행하여 대체음극 재료개발, 그리고 고체음극의 개발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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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다. 2006년 초에 미 의회에 제출한 DOE 보고서에 따르면, 현

재 진행 중인 EBR-Ⅱ 사용후핵연료의 처리기술은 AFCI와 GNEP 프로그램의 세부연

구 목표인 “ABR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에 핵심기술로서의 활용은 물론, 미래 원자력 

시스템에서의 기술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ABR 핵연료주기를 시험하기 위한 공학규모 TRU 회수 장치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

되었고, 공학규모의 고성능 Electrorefiner 개발과 병행하여 실험실 규모의 

Electrowinning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그림 21은 INL에서 

HFDA를 이용한 실험실규모의 LCC 실험장치로서 전위조건에 따른 TRU 및 RE의 우

라늄에 대한 분리계수를 측정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그림 21. INL의 실험실규모 LCC장치 모식도 [8]

라. 염폐기물 재생 및 고화체 제조기술

미국 LANL 에서는 Pyro-oxidation이라는 공정을 개발하여 전해정련, 용융염추출

(Molten Salt Extraction) 그리고 직접 산화물환원(Direct Oxide Reduction)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기물 내에 존재하는 악티나이드 염화물을 안정된 산화물로 전환시킨 

후, 이를 Rocky Flat Lab.에 저장하는 방안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초기

에는 염폐기물 중의 악티나이드 염화물들을 산화제(Na2CO3)를 이용하여 산화물로 

전환한 후 염과 악티나이드 산화물 전체를 최종 처분하는 개념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으나, 현재는 처분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감압증류에 의해 염을 

휘발시키고 잔류 악티나이드 산화물만을 회수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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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INL에서는 금속 핵연료인 EBR-II 핵연료의 전해정련 과정 중에 발생되는 

LiCl-KCl 공융염 폐기물을 그림 2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올라이트에 Occlusion 시

킨 다음, 세라믹 고화체로 제조하는 기술 및 공정장치를 개발 완료한 단계이다. 제

조된 세라믹 고화체의 구성성분은 제올라이트 65.8wt%, 유리 25.0wt%, LiCl-KCl 공

융염 약 6.4 wt%, 기타 방사성 핵종 및 염성분이 2.8wt% 정도로 초기 발생 염폐기

물에 비해 약 10 배 정도로 폐기물의 부피가 증가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재생을 통해 발생 염폐기물의 감용에 대한 연구의 수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림 22. 염폐기물 고정화에 의한 고화체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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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일본의 Pyrochemical Process 연구개발은 CRIEPI5)가 1988년부터 미국의 IFR6)프

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90년대 초 CRIEPI는 금속핵연료주기

에 대한 기초연구는 물론 습식공정에서 발생된 고준위폐기물로부터 TRU원소 회수

를 위한 Pyrochemical Process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IFR프로그램이 중단된 이

후 일본은 IFR 공동연구를 통해 확보된 연구경험을 토대로 Pyrochemical Process 

독자개발을 모색하고, CRIEPI, JAERI 및 대학을 중심으로 Pyrochemical 핵심기술 개

발에 주력하였다.

그림 23. 일본의 FR Cycle System 개발전략

일본은 그림 23과 같이 1999년 7월부터 전기사업자를 비롯한 CRIEPI, JNC 및 

JAERI 등 기관이 공동으로 “FBR 사이클 실용화 전략조사” 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

하고, 차세대 핵연료주기에 대한 평가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

적의 원자로 및 핵연료 형태, 핵연료주기 및 핵연료제조 방법 등을 포함한 차세대 

핵연료주기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Phase IV가 완료되는 2015년 까지 독자적

인 고속로 및 고속로 핵연료주기를 완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5) 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ustry : 일본전력중앙연구소

6) Integral Fast Reactor : 핵연료사이클 일체형 고속로 (A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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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I('99~'00)을 통해 고속로 핵연료주기에 적용 가능한 기술에 대한 조사 

및 실험적 평가, 그리고 Phase II('01~'05)에서는 핵연료주기 기술의 설계연구

와 병행하여 기초실험 및 공학규모의 성능평가를 통해 정량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기술옵션에 대한 적용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 Phase I 단계의 평가 결과로부터 건식처리 기술 중 불화물 휘발법을 배제한 

나머지 2가지 기술과 AAP7)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Phase II('00~'05년)에

서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내용은 그림 24와 같다. 특히 Phase II에서는 설계연

구와 병행하여 정량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한 기초실험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

해 후보기술에 대한 기술성 평가를 완료하였다. 2005년까지의 2단계 연구에

서 Eng-scale 실증실험을 통해 한 가지 기술로 압축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술에 대해 2015년 까지 상용규모 시설의 기본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은 그림과 같이 Pyroprocessing 기술 이외에 MOX 핵연료 재순환을 위한 

우라늄 결정화 및 TRUEX 공정8) 등 차세대 습식공정 개발도 병행하여 추진하

고 있다.

그림 24. 일본의 FR Cycle System 주요연구 Activity

CRIEPI에 의해 추진된 금속핵연료 재처리 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Toshiba사에 

7 ) Advanced  Aqueous P ro cess : 일 본 에 서  개 발 중 인  차 세 대  습 식 공 정

8 ) 용 매 추 출 법 을  이 용 한  초 우 라 늄  추 출 공 정 (미 국  AN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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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운영되는 불활성 글러브박스 장치를 사용하여 금속 연료 공정에 대한 

U-testing을 수행하였다. 최근 CRIEPI와 JNC는 공동으로 JNC의 CPF에 새로운 글러

브박스 라인을 구축하였고, 이 글러브박스 라인에, 금속연료에 대한 작은 규모의 전

해정련시스템을 설치하고,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25에 과거 일본 CRIEPI/

독일ITU의 FR 금속핵연료 Pyroprocessing 추진체계를 도시하였다. 일본은 다음과 

같은 연구활동을 통하여 파이로공정에 의한 TRU의 거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

였다.

그림 25. 일본 CRIEPI/독일ITU의 FR 금속핵연료 Pyroprocessing 추진체계

가.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기술

고온 전해환원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CRIEPI는 2001년도에 고온 

용융염 리튬환원공정에 대한 Active Demonstration을 영국의 AEA Technology와 공

동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수 그램 수준의 우라늄, 플루토늄, MOX9)등에 

대한 금속전환 실험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고온 용융염 환원공정상

의 문제점으로 인해 그 이상의 공정개발을 포기하고,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해환원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을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일본은 

현재 전해환원 기술개념을 평가하는 단계로 기초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일

본은 LiCl 용융염 매질 이외에 CaCl2 용융염 매질에 대한 전해환원 특성평가와 더불

어 백금산화전극 이외에 Glassy Carbon 전극 이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26에 CRIEPI에서 수행한 산화우라늄의 전해환원 실험장치 및 실험결과 중 일

9) M ixed  O x ide  : 혼 합  산 화 물  핵 연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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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나타내었으며, 전류효율은 78%에 달하고 있다.

그림 26. 일본 CRIEPI의 전해환원 실험장치 및 결과 [9]

나. 우라늄 금속회수를 위한 Electrorefining 기술

그림 27. CRIEPI의 전해환원 우라늄 생성물의 전해정련 실험결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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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EPI에서는 전해환원공정을 거친 우라늄 생성물의 전해정련 거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그림 27과 같은 전해정련 반응기를 이용하여 일련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

험결과 양극 바스켓으로부터 90%이상 우라늄을 용해시켰으며, 전해정련과정 중 

UCl3의 농도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음극에 성공적으로 수지상 우라

늄을 회수하여 전해환원된 우라늄 생성물이 전해정련이 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하였

다.

특히 CRIEPI에서는 전해정련 처리속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그림 

28과 같은 양극바스켓의 회전과 동시에 음극 내벽에 전착된 우라늄을 회수하는 

scraping system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음극 내벽의 전착물이 scraping시에 완전

히 탈리되지 않고, 고착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아직 원활한 운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처리속도는 789 g/h로서 이는 32.9 g/h·litter 

per electrode volume에 해당하는 값이다. CRIEPI는 전극 디자인 및 운전모드 개선

을 통하여 효율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그림 28. CRIEPI의 High throughput 전해정련 반응기의 우라늄 전착물 회수 원리 

및 문제점 분석 [10]

다. TRU 회수를 위한 Electrowinning 기술

90년 중반부터 일본의 CRIEPI는 PUREX 공정에서 발생된 고준위폐기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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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 금속의 회수 기술로서 Pyroprocessing 핵심기술인 Electrorefining과

Electrowinning 기술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일본은 독일의 ITU 연

구소와 공동으로 리튬환원기술의 Active Demonstration 연구의 후속으로 

Electrowinning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TRU의 전해분리 거동자료와 액체 

카드뮴 전극의 특성평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이들 데이터는 일본에서 중

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속로 사이클 실용화 전략조사연구”의 Phase Ⅱ 단계에

서 Option 기술에 대한 정량적 기술평가의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일본은 국

외 공동연구와 자국 내 타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Pyroprocessing 연구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현재 본 기술의 수준은 Leading Group인 미국과 

거의 대등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일본 CRIEPI는 확산한계 전기화학반응에 기반을 

둔 전산모형 TRAIL과 전해제련장치에서 전체 저항에 대한 분극저항의 효과 및 이온 

분포를 평가하기 위한 전산모형 DEVON을 개발하여 건식공정을 모사할 수 있는 전

산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림 29. TRU 회수용 Cd 액체음극전해장치 [2]

라. 염폐기물 재생 및 고화체 제조기술

일본 JNC와 동경공대는 LiCl-KCl 공용염 폐기물 처리기술과 관련하여, 붕산과의 

고온반응 또는 산소 플라즈마를 이용한 고온반응에 의해 염화물의 산화물 전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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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고화체 제조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산소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리튬금속을 포함한 상당량의 물질이 염화물로 잔류하는 단점이 있어서 첨

가물을 변화시키면서 전환율을 높이는 연구를 현재까지도 수행 중이다. 염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본 방향은 미국과 동일하며, 그림 30에 도시한 바와 같이 Zeolite에 

의한 핵분열생성물의 흡착 후에 재생 염을 파이로 공정에 재사용하는 개념을 가지

고 있다. 

그림 30. CRIEPI의 염폐기물 처리개념 및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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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

러시아는 DOVITA 프로그램을 통하여 파이로 공정연구를 수행해 왔는데, 그림 

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1992년도에 DOVITA를 통해 파이로프로세스 개념을 정립하

고 DDP공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수행된 

DOVITA-2로 연결되어 파이로프로세스를 on-site reprocessing 개념으로 발전시켰고, 

minor actinide를 함유한 다양한 형태의 연료로 확장하였다.

그림 31. 러시아의 파이로공정 연구현황 [11]

가. DDP공정

그림 32에 DDP공정에 의해 회수된 MOX연료의 형상을 도시하였다. 2000년도에

는 Pu함량 10wt%인 MOX 연료 3200g을 회수하였으며, 전류효율은 15%에 불과하

였으나, 2004년도 실험결과에 의하면 Pu함량을 30 wt%까지 증가시켰고, 전류효율

은 35%까지 올리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현재까지 RIAR에서 DDP공정을 이용하여 

처리한 사용후핵연료의 이력을 그림 32에 나타내었다. 1972년부터 2004년까지 처

리된 연료의 총 양은 약 30kg에 달하며, 다양한 핵분열생성물에 대한 제염계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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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DDP공정에 의해 회수된 MOX연료 [11]

그림 33. RIAR에서 처리된 BOR-60 및 BN-350 원자로의 사용후핵연료 [11]

나. 염폐기물 재생 및 고화체 제조기술

러시아의 DDP 공정은 미국과는 상이한 NaCl-KCl 용융염계에 잔류하는 핵분열생

성물을 침전공정에서 열적으로 안정한 형태의 인산염으로 침전시켜서 제거하며, 또

한 그림 34와 같이 폐기물로서 발생되는 폐용융염과 인산염으로 침전된 Slime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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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으로 유리 고화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확한 폐용융염 처리 

및 회수방안은 아직 확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인산염을 처리할 때, 러시아는 인산염 

75%, Al2O3 10 %, NaF 5% 및 AlF3 10%의 조성을 갖는 유리매질 내에 침전물들을 

고정화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그림 34. 러시아의 염폐기물 처리공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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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그림 35. EU의 Partitioning 프로젝트 변천사 [12]

유럽국가는 1990년부터 partitioning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그림 35

에 도시한 바와 같이 1998년에는 PYROREP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파이로공정을 

이용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프랑스 CEA를 중심으로 BNFL, ITU, 

CRIEPI, CIEMAT-UVA 등 기관들이 연합하여 수행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CEA에서는 

Distillator라는 Pilot 규모 장치를 건설하여 NaCl/KCl, CaCl2의 2가지 염내에서의 플

루토늄 염화물의 산화 및 염 휘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영국의 BNFL에서

는 건식처리공정 발생 LiCl-KCl 공융염 폐기물 중의 알칼리(토), 희토류 및 악티나이

드 염화물을 인산염으로 침전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희토류 및 악티나이드에 

대해서는 100%에 가까운 침전효율을 보였으나 Sr 및 Ba에 대해서는 20% 정도의 

침전효율을 나타내었다. 2002년부터는 EUROPART로 연구를 연장하였고, 2007년부

터 ACSEPT로 현재까지 파이로공정을 포함하여 partitioning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현재 ACSEPT에는 그림 36과 같이 9개국 1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림 37과 

같이 총 4개의 도메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다. 이 중 도메인 2에서 파이로 핵심

공정, 염폐기물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공정을 비롯한 시스템 및 안전조치 연구과제

를 수행중이다. 현재 ACSEPT을 통해 개발 중인 파이로 핵심기술을 살펴보면 그림 

3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해정련공정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내의 악틴족 원소를 통

합분리하며, 철계 음극 대신 알루미늄을 음극재료로 이용하여 알루미늄과 악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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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가 금속간 화합물을 형성하는 특성을 이용, 분리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선택하

고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불화물계에 용해시킨 후 역시 액체 알루미늄-구리 합

금에 환원시키는 환원추출법도 또 하나의 핵심연구공정으로 개발하고 있어 타 국가

에서 수행중인 파이로 공정연구와 차별화 되고 있다.

그림 36. ACSEPT 파이로 파트너 [13]

그림 37. ACSEPT구성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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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ACSEPT의 핵심 파이로 공정인 알루미늄 음극재료를 이용한 

악틴족원소 회수 및 환원추출 개념 [13]

유럽 국가 중 체코의 경우는 molten salt transmutation reactors (MSTR)의 연료 

처리 개념으로 Fluoride volatility 공정을 연구하고 있다. 본 공정은 그림 39와 같이 

산화물상태의 사용후핵연료를 불소가스에 의해 불화시킨 후 각 성분의 증기압차를 

이용하여 비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을 초기에 제거하며, 응축과 기화공정을 통해 U 

및 TRU 연료 성분을 회수하는 공정이다.

그림 39. 체코의 Fluoride volatility 공정도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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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럽연합에서 수행중인 파이로공정연구의 단기 연구일정을 살펴보면 그림 

40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09년까지 조사 후 FR MOX연료의 전해환원연구를 마무

리 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전해정련, 환원추출 및 Cd 증류 공정의 기술개발

을 완료하는 일정을 설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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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국가

상기 언급한 국가 이외에 파이로 공정연구를 수행 중인 국가를 살펴보면, 인도의 

경우 2020년 이후 가동될 고속로의 금속핵연료 처리를 위하여 파이로프로세스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U-Zr, U-Ce-Pd등 우라늄 합금을 이용한 전해정련 연구를 

수행하였고, 전착물을 용해하여 injection casting을 이용하여 연료봉 제조를 시도하

였고, PRAGAMAN이라는 열역학 코드를 자체 개발하였다 [15].

그림 40. EU의 파이로프로세스 연구 일정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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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현황

국내의 파이로 공정 기술은 1997년부터 원자력중장기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이 착수되었고,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현황에 비추어 최종 처분

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핵연료의 이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이 추

진되었다. 중장기 사업 2단계(2001 ∼ 2003) 초기인 ‘01년 7월에 제 2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이 발표되고, 이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의 후행핵연료주기 기술은 경제성, 

안전성, 원자력 이용의 지속성 및 핵비확산성이 강화된 핵연료주기 기술인 파이로 

공정 기술개발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를 근간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차세대 원

자로 개발계획과 연계되는 파이로 공정 기술개발의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하였는

데, 여기에는 PWR 사용후핵연료의 Inventory를 줄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Closed 

Fuel  Cycle 완성을 위해 PWR 사용후핵연료로부터 금속핵연료를 제조하는데 적합

한 파이로 공정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였다. 각 단위공정별 국내 파

이로 공정기술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 차세대 사용후핵연료 관리공정 Flow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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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기술

국내에서는 1997년부터 리튬환원기술을 이용한 단위공정의 반응성 평가 및 요소

장치 개발을 통해 독자적으로 완성한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 Flow Sheet에 

대한 기술성 평가를 완료하였다. 2 단계에서는 건식 분말화, 금속전환공정 및 리튬

금속 회수공정으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기술에 대한 20 kgU/batch 규

모의 성능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그림 42. 고온 LiCl-Li2O 용융염계 Electrolytic Reduction Technology (KAERI)

국내에서는 리튬환원기술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의 검토를 통해, 

고온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금속전환과 Li2O 전해반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통합 반응 메커니즘을 기초로 한 Electrolytic Reduction Technology를 독

자적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그림 42와 같이 전해환원반응을 구현할 수 있는 독창적

인 일체형 Cathode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와 같은 성과를 통해 미국 ANL 연구소

의 원천기술인 리튬환원기술의 대체는 물론 본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주도권을 확

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2003년부터 고온 용융염 전해환원시스템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금속전환율 및 회수율 99% 이상 달성, 그리고 Li2O의 

Closed Recycle 구현이 가능한 20 kgHM/batch 규모의 Mock-up Electroly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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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 System을 개발하였다. 2005년에는 20 kgHM/batch 규모의 실증용 전해

환원시스템(전해환원장치, 폐용융염 및 금속 Ingot 제조장치)의 설계/제작, 그리고 

Inactive Demonstration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그림 43. 20 kgHM/batch전해환원 시스템

2007년도에는 SIMFUEL을 이용한 전해환원 시스템 성능평가를 위하여 3D 설계 

기법을 활용 전해환원 장치를 모듈화하고 그 구조를 단순화시켜, 용융염의 재사용

이 가능하도록 장치의 운전방식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 SIMFUEL을 사용한 전해환원 

실험결과, 99% 이상의 우라늄 산화물의 우라늄으로의 금속전환율을 얻었으며, 100 

mA/cm2 이상의 산화전극 전류밀도에서도 금속전환 반응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입증하였다. 한편, 공정실용화를 위한 공정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가압 및 주

조성형된 원통형 마그네시아 멤브레인의 전해환원 조건에서의 고용 및 결합에 의한 

복합생성물을 규명하고 구조 화학적 자료를 생산하였다. 공정장치재료로 유력한 

Inconel 600, Inconel 713LC, Superalloy N-1의 부식생성물 형태 및 성장을 규명하

고, 백금 산화전극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Li2O 임계농도 및 전해전위 영역을 도

출하였다. 세라믹 전극의 후보물질로 Perovskite 구조(ABO3) 9종을 선정/평가하고, 

전기화학적 관점에서 SrRuO3를 가장 우수한 세라믹 전극 재료로 선정하였다. 리튬

금속을 사용하여 금속전환체 분말을 응집시키고 재산화를 방지하였으며, 밀폐용기

를 이용한 전해환원 금속전환체 분말의 용융기술을 개발하였다.

공정해석용 자료생산에서는 리튬금속이 생성되는 환원전위는 음이온의 종류와 

상관없이 백금 기준전극에 대해서 -2.0 V 이하임을 밝혔으며, 리튬 음이온 (I,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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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중 Se2-만이 PtSe2 생성에 의하여 백금 산화전극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r2만이 금속성분을 용해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란탄족 산화물 내 란탄족 금속을 분

석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Li2O 농도에 따른 희토류 산화물의 금속전환율 및 용해도

를 측정하였다. 사용후연료 내 귀금속족 중 가장 많은 조성을 갖는 ZrO2와 MoO3의 

반응속도 자료를 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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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라늄 금속회수를 위한 Electrorefining 기술

우라늄 전해정련 연구는 국내에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고온 용융염 전해정

련공정에 대한 열역학적 물성 조사 및 단위공정의 화학특성 규명을 위한 기초실험

을 수행하였다. 2001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Bench-scale 장치를 이용한 전해분리

효율 측정, 전류효율 향상기술의 개발과 병행하여 액체 및 고체전극장치, Cathode 

Processor 등 요소장치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토대로 

1 kg/batch 규모의 고성능 전해정련 Mock-up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림 44. 고온용융염 전해분리 공정도

우라늄 금속회수를 위한 전해정련 기술의 핵심은 Anodic Dissolution 및 전착속

도 증가, 전류밀도 향상, 그리고 연속적으로 우라늄 전착물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

템 개발이다. 특히 미국 INL 연구소는 이와 같은 기술적 장벽의 해소를 위해 

Mark-V와 PEER형 Electrorefiner를 개발하였으나, 전착된 우라늄금속의 회수 어려움, 

그리고 전류효율 감소 등의 문제점이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며, 철계음극을 사

용하는 일본 CRIEPI의 경우도 역시 유사한 문제로 처리속도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일본과 다른 기술적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고체전

극 재질인 철 대신에 흑연전극으로 대체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본 기술은 우라늄의 Intercalation 반응에 의하여 전착된 우라늄이 자발적으로 

음극표면으로부터 탈리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Mark-V 및 PEER 형 Electrorefiner의 

전류효율 감소 및 전착물 회수시스템의 단순화를 기할 수 있는 기술적 장점을 갖고 

있다. 흑연전극을 이용한 Self-scraping 기술은 우라늄 금속이 전극 표면에 전착과 

동시에 흑연과 Intercalation 화합물을 형성하고, 전착이 진행됨에 따라 전착물의 자

중에 의해 자발적으로 분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물리적인 조작 없이 우라늄 전



- 49 -

착물의 회수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45. 흑연음극을 이용한 High-Throughput 우라늄 전해정련 개념도

Electrorefining 핵심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우라늄 석출물에서 부터 용융염 증발

과 U Ingot 제조를 위한 Cathode Processor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Bench-scale 실험 장치를 이용한 성능평가에서는 0.2 ~ 50 Torr의 진공도 하에서 

승온 (2℃/min) 후, 일정온도(1300℃, 1hr) 유지에 따른 전착물의 무게 변화 측정방

법을 이용한 염 증류 최적조건 도출과 장치개념에 대한 실험적 평가를 완료하였다. 

또한 잔류 용융염을 제거할 수 있는 Cathode Processor를 자체적으로 설계 및 제작

을 완료하였고, 잔류 용융염 제거와 우라늄 금속 Ingot 제조에 대한 Demonstration

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2007년도에는 흑연음극을 이용한 연속식전해정련 장치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그림 46~48과 같은 Lab scale 연속식 전해정련장치 제작, 설치 및 

Blank test를 2008년도에 완료하였다. 핵심 장치인 진동 스크레핑 시스템을 이용한 

U전착물의 탈리현상을 검증 하였으며, 연속식 전착물 이송시스템의 성능평가 결과 

≒200g/min, 10 rpm의 속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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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흑연음극의 Intercalation 반응에 의한 우라늄 석출물 회수 [16]

그림 47. Lab-scale 연속식전해정련장치 설치(새빛연료과학동)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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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Lab-scale 연속식 전해정련 장치 예비성능평가 [17]

 

이와 더불어 전해정련공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UCl3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UCl3 제조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고순도의 UCl3를 성공적으로 제조하였다. 특히 

전해정련 공정에서 생산된 우라늄 전착물 내에 포함된 염을 제거하기 위한 cathode 

processor의 연속화를 위한 구조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연속적으로 우라늄 잉곳제조

를 위한 장치 개념설계 및 예비 실험을 완료하였고, 99% 염제거율 달성을 위한 염 

증류조건을 확보하여 고순도의 우라늄 회수를 위한 핵심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림 49. 전착물 이송장치 성능평가 결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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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U 회수를 위한 Electrowinning 기술

파이로 공정에서 전해제련 시스템의 기능은 초우라늄(TRU) 원소를 포함한 악티

늄족 원소들을 제 4세대 원자로에서 연료로 재사용함은 물론 방사성 독성을 감소하

기 위한 악티늄족 회수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전해제련 시스템 개발을 위하

여 우라늄 회수를 위한 일련의 전해정련 운전 후 용융염(LiCl-KCl)에 녹아있는 TRU

를 액체 음극을 사용하여 회수하는 전해제련 기술, 회수된 액체금속 TRU 석출물로

부터 액체금속을 재사용하기 위한 TRU-Cd 증류기술, 폐용융염 잔류 저농도의 악티

늄족 회수기술과 용융염계 TRU 회수 전해제련 공정을 모사할 수 있는 전산해석 기

술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도에 얻은 연구개발 성

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50. KAERI의 전해제련장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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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KAERI의 전해제련장치 성능평가 [19]

액체음극을 이용한 TRU 회수기술의 경우 U dendrite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액체카드뮴음극(LCC: Liquid Cadmium Cathode) 구조를 개발하였다. Dendrite 성장/

파쇄 거동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Ga-Zn계(Ga은 Cd, Zn은 U 대용)의 모의시험

장치를 제작하였다. 이를 이용한 dendrite 생성/파쇄 모사실험을 통하여 교반장치의 

종류(stirrer, pounder)와 도가니 형태(이중 도가니, 내부분할 도가니)에 따른 LCC 성

능시험을 수행하였다. 특히, 일자형 stirrer와 이중도가니 구조는 전착과정에서 액체

음극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차기년도에 수행될 

U-dendrite 제거 시험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TRU-Cd 증류

기술의 경우 Cd 증류 장치의 설계 및 운전자료 확보를 위해 금속(TRU와 희토류 금

속) 및 금속간 화합물의 열역학적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증류속도를 이론적으로 계

산하였다. 이를 토대로 Lab 규모의 Cd 증류장치를 설계/제작하였다. 이 장치의 설계

요건은 용량 > 1 kg/batch, 최고온도 1400℃ 그리고 진공도 50 mTorr이다. 석출물 

증류장치의 증류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상온에서 800℃까지 승온시키면서 감량곡선

을 구하는 등 석출물 증류의 기초 결과를 확보하였다. 폐용융염 잔류 악티늄족 회

수기술의 경우 HSC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전해에 의해 폐용융염 잔류 악티늄족을 

란탄족과 함께 LCC에 회수하고, LCC의 란탄족 금속을 선택산화(또는 염소화)시켜 

LCC의 란탄족 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악티늄족과 란탄족 금속염화물의 혼합물로

부터 악티늄족 원소만을 선택적으로 회수하는 혼합공정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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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혼합공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악티늄족 회수장치를 구축하였는데, 1

배치 조업시 전해조 내에서 LCC 전해 및 CdCl2에 의해 란탄족을 산화시킬 수 있도

록 구성하고, 장치의 규모는 1회 처리할 용융염의 용량이 약 2 kg/batch가 되도록 

용융염 도가니를 설치하여 추후 회수실험을 순차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전해제련공정 전산모사 기술의 경우 무한정전위 전해제련 시스템의 U/TRU/RE 분배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해 분배되는 평형모델식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액

체음극 사용시 전해셀 전위에 대응하는 석출물의 조성비를 예측하였다. 또한, 공융

염 전해질과 액체음극 전극사이의 경계면에서 활성화 분극의 전극반응식과 물질전

달에 율속되는 관계식을 적용한 단순모델을 개발하였다. U/TRU/RE 염화물 환원반

응의 반쪽 전지반응을 대상으로 전극표면의 과전위 및 전류량 관계를 이용하여 이

온이동에 의한 전착거동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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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염폐기물 재생 및 고화체 제조기술

그림 52. KAERI에서 개발 중인 파이로 염폐기물 처리 공정도

PWR 사용후핵연료의 pyroprocessing 처리 시에, 전해환원 공정으로부터는 Cs, 

Sr 등을 다량 포함하는 LiCl 염폐기물이, 전해정련 공정으로부터는 RE 핵종을 포함

하는 LiCl-KCl 공융염폐기물이 발생되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이들 염폐기물

의 관리 방안으로서 크게, 1)함유된 핵종의 선택적 제거 후에 회수한 정제염의 재활

용을 통한 고준위폐기물 발생량 저감과 2)최종처분대상 염폐기물의 안정화/고화에 

의한 건전성 증대를 목적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 INL과 일본 

CRIEPI의 경우에는 염폐기물 처리를 위해 무기매질인 제올라이트-4A형을 이용하여 

핵종제거와 최종 세라믹 고화체 제조 모두에 활용하고 있으나 상기 제올라이트는 

LiCl계에서는 약 30분 이내에 구조가 파괴되어 핵종 제거능이 상실됨을 본 연구팀

이 규명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팀에서는 핵종

제거에 의한 염페기물 재생/재활용 기술의 경우, LiCl계에서의 핵종제거를 위해서는 

결정화법을 이용한 핵종농축 및 LiCl염 정제기술을, 공용염계에서의 RE 핵종 제거를 

위해서는 먼저 산소분산에 의한 RE염화물 핵종의 산화/침전 후에 침전물의 증류/응

축에 의한 순수염 회수기술을 독창적으로 제시하고 개발 중이다. 또한 고건전성 고

화체 제조기술의 경우는 LiCl계에서 발생되는 농축된 핵종을 포함하는 소량의 LiCl 

잔류염을 고화하기 위한 신 무기매질(SAP)의 개발 및 적용성 평가기술과, 공융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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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되는 희토류 산화물을 세라믹 형태로 고화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도에 얻은 연구개발 성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53. Zone freezing공정에 의한 염폐기물 처리 개념도 [20]

그림 54. Layer crystallization 공정에 의한 염폐기물 처리 개념도 [20]

 

LiCl염 내의 Ⅰ/Ⅱ족 핵종 농축/분리가 가능한 냉각결정화법(Zone Freezing 방법, 

그림 53 및 54 원리 설명)을 세계 최초로 제시하고, 관련 장치를 설계/제작하여 1.7 

mm/hr의 결정층 상승속도와 660℃의 온도조건에서 20wt%의 LiCl염 내에 Cs 및 Sr

을 농축시킬 경우에 95% 정도까지 Cs/Sr 농축 제거가 가능함을 실험적으로 입증하

였다. 또한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하여 Layer crystallization 공정을 개발하였으며, 

8kg-LiCl/bath 규모의 장치 제작을 완료하였다. 공융염 재생기술의 경우에는, 그림 

55와 같은 공정을 거쳐 희토류 원소를 침전시켜 고화시키며, 공융염을 재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체 체류량법을 이용한 최적 산소유량의 도출 및 산소분산 형태가 RE

핵종의 침전물로의 전환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4종의 복합 RE핵종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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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99% 이상의 산화/침전율을 얻었으며(2mm 분산관 사용, 650℃, 산소분산속도 

1.5ℓ/min 조건), 반응온도 및 시간에 따른 RE 침전물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공정은 

그림 56에 도시한 바와 같이 RE핵종이 산소와의 반응에 의해 산화물 입자로 침전

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용융염 상태에서 산소를 취입하여 희토류산화물을 침전시키

고, 순수 공융염을 회수하며, 그림 57과 같이 침전 RE산화물을 증류단계를 거쳐 회

수, 고화 시켜 처분하게 된다. 또한 순수 LiCl-KCl 공융염의 온도 및 진공조건에 따

른 증류속도 기초실험을 통해 적정 진공 증류조건을 도출하였고, RE침전층에 잔류

하는 공융염을 99%이상 분리하여 회수할 수 있는 조업조건(50Torr, 1200K 이상)을 

실험적으로 도출하고, lab-scale 장치의 설계개념을 제시하였다. LiCl 농축염의 고화

와 관련하여서는, Si-Al-P로 구성된 신무기매질(SAP) 고화개념을 도출하고, 매질 합

성법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금속염화물을 열적, 수화학적으로 안정한 물질

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보였다. 또한 SAP매질 및 폐LiCl 농축염의 반응 

안정화물을 붕규산 유리매질을 이용하여 최종고화하기 위한 적정 고화조건을 도출

하였으며, 열적안정성 및 염혼입율(처리효율 약 25%)이 높은 고건전성 고화체(Cs, 

Sr 침출속도 ~10-3g/m2·d) 제조에 성공함으로써 동일한 양의 폐용융염 처리 시에 

기존의 제올라이트법에 비해 침출저항성 10배 이상 우수, 고화체 발생량 약 1/3 이

하로 저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희토류 산화물 고화기술의 경우에는, 이들을 약 

700℃의 저온에서 안정한 세라믹 물질로 전환시킨 후에 950℃이하의 온도에서 유

리-분말 소결방법에 의해 고화체를 제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우수한 

내침출성 (~10-4 g/m2·d) 및 폐기물 혼입율(>15%)을 갖는 고화체를 제조하고 기초

특성 자료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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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전해정련 공융염 폐기물 처리 공정도

그림 56. 산소취입에 의한 폐용융염 내의 희토류 원소 침전공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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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희토류계 염화물 핵종의 산화 반응후 침전 생성물 [21]

이와 같이 공융염폐기물 처리를 위해 선진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산화/침전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최종 처분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공융염 내의 핵종만을 분리하고 정제된 공융염의 재활용에 대한 개념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의 연구에서는 공융염을 전해정련공정에 재활용하여 폐

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본적인 가능성 검증을 마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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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파이로건식처리공정 향후 과제

제 1 절 파이로건식처리에 의한 회수 우라늄 특성

파이로건식처리공정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동 공정에 의해 회수된 생성물의 순도, 

수율 및 방사성 준위 등에 대한 기초자료 입수가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실제 사

용후핵연료의 취급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연구결과를 참고할 수 밖에 없는데, 과거 

파이로건식처리공정에 대한 일련의 실증 연구결과는 IFR 프로그램에서 고속로 연료 

처리를 위해 수행한 실험결과를 통하여 입수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한미 공동연구

프로그램인 KAERI-10을 통하여 파이로건식처리공정에 의해 처리된 생성물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일부 입수한 바 있다. 

1. 공정 배경 및 시료 채취 방법

 INL 내의 Fuel Conditioning Facility(FCF)는 전해야금처리공정을 이용하여 EBR-II

에서 회수된 사용후금속핵연료를 처리한다. Driver연료 집합체는 연료 절단기에 의

해 6.3 mm의 크기로 절단되어 강철재 바스켓에 적재되고, Mark-IV 전해정련장치의 

전해질 내로 침적시킨다. Mark-IV전해정련 장치는 driver 연료를 처리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온도는 773 K로 유지되고 액체 카드뮴 전극위에 LiCl-KCl-UCl3 전해질이 

위치한다. Blanket연료 핀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18.3 mm길이로 절단하며, 강철 바

스켓에 담아 Mark-V전해정련장치에 장입한다. Blanket연료를 처리하는 Mark-V 전

해정련 장치는 773K로 유지되며, LiCl-KCl-UCl3 용융염 전해질만을 포함한다. 두 가

지의 전해정련장치에서 우라늄은 전기화학적으로 강철재 음극으로 이송된다. 금속

과 염으로 이루어진 전해정련 생성물은 cathode processor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

온 진공로로 이송되고 진공증류법을 이용하여 금속에서 염을 분리한다. Cathode 

processor에서는 잔류 금속을 용해시키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감손 우라늄을 

첨가하여 균일한 잉곳을 생산한다. CP 잉곳이 blanket 연료를 처리하여 제조될 경

우 분석을 위하여 드릴링 시료를 채취한다. 또한 CP 잉곳이 driver 연료를 처리하여 

제조된 경우 주조로(casting furnace)로 불려지는 또 다른 고온로로 보내서 추가적인 

처리를 하게 된다. 주조로에서는 CP잉곳에 감손 우라늄을 추가하여 저농축 우라늄 

생성물을 제조한다. CF에서 얻어진 핀 시료는 분석을 위해 채취된다. 드릴링 시료와 

핀 시료는 아래에 기술된바와 같이 우라늄 생성물의 순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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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표 6. EBR-II Blanket 및 Driver Uranium Products의 순도분석자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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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수 우라늄 순도분석

표 6에 도시된 자료는 72개의 blanket우라늄 생성물로부터 선별된 분석 결과로

서 평균 조성을 나타낸다. Blanket우라늄 생성물은 1998년 6월에 가동을 시작 한 

이후, blanket 생성물 회수기(blanket product collector) heel material을 포함하여 

Mark-V전해정련장치로부터 회수된 조사 생성물로 정의된다. 42회의 분석을 일상적

으로 수행하였으나 blanket생성물에서 안정적인 경우인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

였다. 평균 자료 이외에도 최대, 최소값 및 표준편차도 본 표에 기재하였다. Driver

우라늄 연료에 대한 자료도 비교를 위하여 표 6에 포함시켰다. 표 6에 기재된 총 

우라늄을 제외한 선별된 모든 분석자료는 화학분석 결과이다. Blanket 및 driver생성

물에 대한 총 우라늄 값은 참고자료 1의 분석기술에 의해 측정된 불순물 량을 빼서 

계산한 것이다. 총 우라늄 값은 분석 기법에 의해 직접 결정하였으며, 검증을 위해

서 계산된 값과 비교하였다. Driver생성물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U-238로 희석

하였지만 표 6에 보고된 농도는 희석량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 즉, blanket 및 

driver 잉곳 값은 CP에서 나온 생성물의 농도를 나타낸다.

Blanket우라늄 생성물에 대하여, 만일 BPC heels 및 불규칙한 뱃치 (즉, 특수한 

실험)를 제외한다면 총 우라늄 평균은 99.81 wt% 또는 1884 ppm 의 불순물을 포

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 있는 사실이다. 이 값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 1994년도

의 EBR-II연료에 대한 규격과 일치한다.

- 총 C+N+O+Si불순물 함량은 2000 ppm이하여야 한다.

- 희토류원소 불순물 함량은 5000 ppm이하여야 한다.

최근의 예외는 BPC heels와 특수한 실험 몇 뱃치 때문이다. Heel materials는 일

반적인 blanket 우라늄 생성물보다 약간 불순물 농도가 높다. Cathode processor에

서 염화구리를 이용한 특별한 실험에 의해 총 우라늄 값이 96.7 wt%로 낮아졌다. 

표 6에 기재된 총 72회의 blanket실험 중에, 단지 29 뱃치에서만이 cathode 

process후에 샘플을 채취하였다. 다른 43뱃치에서는 casting furnace조업 후에 시료

를 채취하였다. Cathode process후의 시료 크기는 산소 및 탄소분석에 적합하지 않

기 때문에 표 6의 산소 및 탄소분석 자료는 casting furnace시료로부터 확보된 것이

다. Driver우라늄 생성물 내에서 발견되는 지르코늄의 주된 요인은 U-10Zr 금속연료

의 전해정련 과정에서 따려온 것이며, 미량은 cathode process도가니에 사용되는 

지르코니아에서 혼입된 것이다. 산소, 탄소 및 실리콘의 주된 요인인 조사전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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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희석용으로 사용된 감손 우라늄일 것으로 보이며, 또 다른 요인으로는 코팅, 

흑연 및 유리질 몰드 등과 같은 공정 중에 혼입 될 수도 있다. 철, 크롬 및 니켈도 

역시 초기 연료, 감손우라늄 및 피복재 또는 공정장치에서 혼입 될 수 있다. Driver

생성물 내의 몰리브덴의 주요 원인은 희석재로 사용된 감손우라늄이며, 피복재도 

약간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핵종들은 EBR-II 가동중 핵분열에 의한 결과이며 시간에 

따른 붕괴에 대하여 표준화 되지는 않았다. 최대값에 대하여 유사한 해석이 Driver 

우라늄 생성물에 대하여 제안될 수 있다. Blanket 생성물에 대해서는 탄소는 흑연으

로부터, 강철 원소(철, 크롬 및 니켈)는 장치의 용해에 의해, 감마 핵종(Ru106, 

Sb125 및 Cs137)들은 공정을 시작하면서부터 포함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driver우라늄 생성물은 공정 중에 고농축(>20 wt. % U235)으로부터 저농축(<20 wt. 

% U235)우라늄으로 희석을 시킬 필요가 있다. 희석은 cathode process 및 casting 

처리 중에 감손 우라늄을 첨가함으로서 실시될 수 있다. 이는 blanket생성물에 대하

여 cathode process 잉곳에 대해서는 샘플을 채취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이다. 

Driver 우라늄 생성물에 대해서는 오직 casting 조업 후에 시료를 채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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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준위폐기물 기준 및 파이로건식처리 우라늄 오염 요인분석

가. 대한민국 기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면 방사성 폐기물은 두가지 부류로 나뉘어 진다. 첫 번째

는 중저준위이며 다른 하나는 고준위 폐기물이다. 중저준위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

물 이외의 방사성폐기물이다. 고준위폐기물은 3,700 Bq/g 및 2kW/㎥이상이며 반감

기가 20년 이상인 알파핵종들이다. 다시 말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3,700 Bq/g 

및 2kW/㎥이하의 반감기가 20년 이상인 알파핵종들이다. 그림 58은 본 기준을 적

용한 그림으로 중저준위 영역이 매우 넓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건설중에 있으며 2009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처분장으로 

보내지는 폐기물 인도 규정이 2005년 6월에 대한민국법의 일부로 공포되었다. 처분

장으로 방사성폐기물을 보내기 위해서는 각 핵종들의 농도가 표 7에 제시된 값들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주지할 점은 폐기물 인도 기준이 일반적인 중저준위 기준보

다 더 엄격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방사선준위가 3,700 Bq/g이거나 2kW/㎥의 발

열량을 지니면 중저준위 처분장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58. LLW region in Korea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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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한민국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 폐기물반입기준 [22]
1) 총 알파핵종은 폐기물내에 포함된 모든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을 의미.

그림 59는 Mark-IV 전해정련장치에서 EBR-II driver 연료를 전해정련하여 얻어진 

생성물 내의 다양한 알파 핵종의 방사선준위를 보여준다. 어떠한 개개의 핵종들 자

체도 알파핵종 방사선준위를 초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그림 60에서

와 같이 EBR-II blanket연료로부터 회수된 생성물도 역시 알파방사선 기준을 초과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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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EBR-II driver의 전해정련 생성물의 알파핵종 방사능 [22]

그림 60. EBR-II blanket의 전해정련 생성물의 알파핵종 방사능 [22]

나. 미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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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향후 미국의 저준위 기준을 채택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점은 미국의 

저준위 폐기물은 어떠한 우라늄 핵종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농축우라늄으로부터 발생한 재료는 모두 0.9% U-235 농축도 이하로 희석

을 시켜야만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파이로공정에 의해 사용후핵연

료로부터 회수된 생성물은 미국의 저준위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8. EBR-II 생성물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저준위 기준 비교 [22]

   1 대한민국은 우라늄 동소체를 포함하며 미국은 미포함

   2 연방법에 의해 U-235를 0.9%까지 희석함, Vol. 61, No. 151/40619 (1996)

표 8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저준위 기준을 비교한 자료이며, EBR-II 사용후핵연료

를 파이로프로세스로 처리하여 얻어진 생성물이 어떻게 이들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표에 기재된 EBR-II생성물의 방사선준위는 각 연료형에서 현

재까지 관찰된 최대값이다. 이들은 우라늄 동위원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은 포함하

고 있지 않으므로, 단지 미국의 저준위 기준과 비교될 수 밖에 없다. EBR-II driver 

생성물의 경우, 저준위 기준을 약 2배정도 초과한다. EBR-II blanket 생성물의 경우

는 저준위 기준을 약 3배 초과하는 수준이다.

파이로공정에 의해 처리된 사용후고속로핵연료가 저준위 폐기물로 처분될 수 있

는가라는 기대를 포기하기 전에 그림 59 및 60을 살펴보면 저준위 기준을 초과하

는 알파핵종은 우라늄 동위원소가아니라 오로지 Pu-239임을 알 수 있다. 만일 생성

물의 Pu 오염을 감소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개선한다면, 미국의 저준위 기준

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기준 설정은 궁극적으로 대한민

국에서 수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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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이로건식처리 우라늄 Pu오염 요인분석 (Pu/U비율의 효과)

표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알파선 방출원소들은 EBR-II 생성물이 저준위 폐기물로 

분류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며, Pu-239가 주요 알파선 방출핵종이다. 따라서, 

Pu-239오염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오염이 어떻

게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1은 blanket 연료로

부터 얻어진 생성물내에 Pu-239농도를 생성물 뱃치에 상응하는 전해정련 시간에서 

용융염 내의 Pu:U비율의 함수로 나타낸 자료이다.

그림 61. Mark-V 전해정련장치에서 용융염 내 Pu/U 비율에 따른 Blanket 생성물 

내의 Pu-239 오염도 변화 [22]

파이로공정에서 발생하는 물리 화학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림 61의 자료

를 사용해 Pu:U 비율의 함수로 Pu의 오염을 계산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전해정련기 내에서 전착될 당시의 우라늄은 Pu오염이 없

으며, 그러한 모든 오염은 cathode process과정 중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Cathode 

process에서는 용융염이 기화하고 염 회수기로 회수되기 전까지 고온에서 염과 금

속이 공존한다. 용융염과 금속이 접촉하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화학반응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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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에 이를 수 있다.

   

본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는 다음과 같으며, ai는 반응물 i의 활동도이다.

K= a UCl 3a Pua Ua PuCl 3
여기서, K는 500℃에서 88kJ/mole로 알려진 반응자유에너지변화(△Grxn)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실제 cathode processor의 온도는 매우 더 높으므로 고온에서의 

활동도계수와 같은 열역학 성질은 알 수 없다.






 × 






위 식에서의 가정은 우라늄의 활동도는 99+% 순도범위에서 금속으로 존재하므

로 1이다. 여러 문헌으로부터 활동도 계수를 위하여 다른 가정을 도입하였다. 그러

나 평형상수값을 비롯하여 이들 값에는 다소 높은 오류를 피할 수 없다. 용융염이 

증류공정을 통하여 금속으로부터 분리될 때, 약 1000℃의 온도범위에 걸쳐 cathode 

processor내에서는 U과 Pu사이에 평형반응이 일어난다. 모든 평형상수는 온도의존

성을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온도가 문헌에 보고된 상수값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

하는 대신, 활동도 상수 값들을 단순하게 통합하여 단일 인자로 바꾸고 이에 대한 

best fit을 찾기로 결정하였다. 그림 62는 모델의 결과를 그림 61에서 얻어진 결과

와 겹쳐 그린 그림이다. 이 모델에 대하여 fitting된 통합인자 값은 아래에 기재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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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Mark-V 전해정련장치에서 용융염 내 Pu/U 비율에 따른 모델 결과와 

비교한 Blanket 생성물 내의 Pu-239 오염도 변화 [22]

본 계산에서의 또 다른 가정은 cathode processor에서는 20%의 용융염과 80%

의 금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용융염 내에는 총 4 wt%의 악틴족 원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다. 염과 금속의 상대량은 어느 시점에서 곡선이 점근값에 접근하기 시

작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 모델은 염 내의 악틴족 원소 농도에 

대한 실제 자료와 cathode processor 뱃치내의 염과 금속의 비율을 포함시켜 개선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U 생성물 내의 Pu오염에 대한 염 내의 Pu/U비 효

과를 검토하기 위한 1차적인 시도였다. 그림 62의 커브 피팅은 공정 계산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정확한 인자를 얻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이 기초적인 모델

이 제시된 자료와 일관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따라서 유용한 

χ값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공정 자료와 계산 최적화가 필요하다. 이 모델과 

추정된 인자가 대체로 일치한다고 가정하고, Pu오염은 LCC공정에서 U/TRU 회수 조

건하에서도 최대 2000 ppm에 근접한다. 

그림 63에, Mark-IV 전해정련기 내의 Pu/U비의 함수로 Pu-239오염 자료가 모델 

결과에 대하여 도시되었다. Blanket 생성물에서 적용한 기준과  동일하게 cathode 

processor에서는 20%의 용융염과 80%의 금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용융염 내에는 

총 4 wt%의 악틴족 원소가 함유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Blanket자료를 피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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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서 계산된 동일한 χ값이 이용되었으며, 그림 63에 도시된 바와같이 driver 자료

와 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염 내의 Pu/U의 효과에 대하여 driver 및 blanket생성

물의 순도는 잘 일치한다.

그림 63. Mark-IV 전해정련장치에서 용융염 내 Pu/U 비율에 따른 모델 결과와 

비교한 Driver 생성물 내의 Pu-239 오염도 변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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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이로건식처리 우라늄 순도 개선전략

U 생성물의 순도를 향상시키기고 미국 저준위폐기물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전

략을 개발하는데 있어서의 핵심은 Pu오염이다. 장기간에 걸쳐 연료를 처리하면서 

전해정련기 내의 Pu/U비율은 전해제련 공정에서 통합 악틴족 원소회수를 위하여 

충분히 높은 값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전형적으로 Pu/U비율이 3 또는 그 이상

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전해정련기 또는 cathode processor의 운전 변수를 변화

시키지 않고, 우라늄 생성물은 1200 ppm 이상의 Pu을 함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접근방법은 다음 반응에 의하여 평형을 이동

시키는 것이다.

 ←


상기 반응을 변경하기 위하여 염 내의 삼염화 우라늄 양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

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들 시험은 blanket우라늄 생성물내의 

Pu함량을 성공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으나 삼염화 우라늄이 충분치 못하여 계속 

실험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생성물내의 우라늄 금속으로부터 UCl3를 간접적으로 형

성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우라늄과 염화구리 반응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22].




 →




이 반응은 cathode processor내에서 시험되었다. 구리의 융점, 끓는점, 가격 및 

우라늄 생성물에 대한 후행단계의 영향을 고려하여 염화구리를 산화제로 선택하였

다. 우라늄 생성물 내에서 Pu의 감소에 대한 염화구리첨가 실험 결과를 표 9에 도

시하였다. 염화구리의 양은 pre-cathode processor염 내의 삼염화 우라늄에 대한 삼

염화 플루토늄의 최종 몰비를 조절한다. 반응시간은 삼염화 플루토늄 기화 종료시

점에 대한 삼염화 우라늄의 기화가 개시되는 것으로서 정의되며, cathode 

processor 운전조건을 통하여 조절될 수 있다. 자료에서 볼수 있듯이, 플루토늄이 

최대로 제거되는 조건은 반응 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플루토늄오염을 절감하기 위한 실험은 blanket 공정 프로그램의 초창기에 수행

되었으며, 현재의 Pu/U비율에서는 실험이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

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 다단 추출단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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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Pu:U비율 감소

  - 반응시간 단축

플루토늄의 제거율이 약 90%인 점에 근거하여, 미국의 저준위 기준을 만족시키

기 위하여 최소 2회의 CP공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때 최종 Pu:U비율은 

0.003이하로 감소되어야 한다. 어떠한 효과로 인하여 반응시간을 줄였을 때 플루토

늄이 감소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Pu제거효율을 98%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면 단지 한번의 CP운전을 통하여 미국의 저준위 기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접근법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실험을 INL에서 수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표 9. 우라늄 내 Pu오염 절감을 위한 염화구리를 이용한 3회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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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AERI의 저온 염증류법에 의한 우라늄 순도 개선전략

INL에서 제안한 Pu 재 산화 증류법의 경우 추가적인 산화재(UCl3 등)가 필요하

며, 다단 용융공정이 요구될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KAERI에서는 U-Pu 교환반응

이 1000℃ 이상에서 발생하는 점에 착안하여 저온에서 우라늄 전착물에 포함된 염

을 대부분 제거하고 용해단계를 진행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연구 중이다.

우라늄전착물에 포함된 염에는 LiCl-KCl, UCl3 외에 희토류염화물과 TRU염화물이 

포함되어 있다. 우라늄 전착물에 포함된 염을 증류할 때 희토류염화물 및 TRU염화

물의 휘발거동을 알아봄으로써 염증류된 우라늄전착물의 잔류용융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TRU염화물의 경우에 대해서는 모의 염화물을 선택하여 휘발거동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64는 LiCl, KCl, UCl3, 희토류염화물 및 PuCl3에 대한 증기압 데이

터를 나타낸다. 그림 64에서 보는바와 같이 UCl3의 경우 희토류염화물과 비슷한 증

기압을 나타내며 PuCl3의 경우 UCl3의 증기압보다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SrCl2 증기

압의 경우 PuCl3와 비슷한 증기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SrCl2를 모의 

PuCl3으로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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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각종 염화물의 증기압 자료 [18]

염증류실험은 700 ℃, 50 mTorr 하에서 진행되었다. 초기 염 10g을 염증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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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장입한 후 700 ℃, 50 mTorr에서 1시간동안 증류한 후 휘발된 염을 회수하였다. 

초기증류 후 도가니의 잔류염을 동일한 조업조건에서 1시간동안 증류하여 휘발된 

염을 회수하였다. 그리고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잔류염을 1시간동안 증류하여 

휘발된 염을 회수하였다. 회수된 염을 ICP 분석법을 통해 정량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0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희토류염화물들이 LiCl-KCl 공용융염

보다 증기압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양이 많은 LiCl-KCl 공용융염과 함께 공휘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증류에서 회수된 염의 성분을 살펴보면 희토류

염화물의 조성이 초기 희토류염화물의 조성보다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증류에서는 희토류염화물들의 조성이 1%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희토류염화물들이 초기에 LiCl-KCl 공용융염과 함께 공휘발이 잘 이루어짐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SrCl2의 경우 다른 희토류염화물보다 증기압이 낮지만 같이 

공휘발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SrCl2의 증기압이 PuCl3의 증기압과 유사한 특

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PuCl3도 LiCl-KCl 공용융염과 공휘발할 것이라는 것을 유추

할 수 있다.

Element
Initial weight 

percentage (%)

1st Evaporation

(1 hr)

2nd 

Evaporation

(1 hr)

3rd 

Evaporation

(1 hr)

LiCl-KCl 96 85.7 95.5 98.1

NdCl3 1 2.3 0.7 0.4

CeCl3 1 2.3 3.0 0.6

LaCl3 1 3.3 0.5 0.7

SrCl2 1 3.4 0.3 0.2

표 10. 700 ℃, 50 mTorr에서 염 증류 후의 회수 염 분석자료 [18].

위 결과로부터 혼합염들이 700 ℃, 50 mTorr의 저온 염증류 조업조건에서 공휘

발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PuCl3의 대체물질인 SrCl2의 휘발거동을 통해 PuCl3도 

공휘발 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Kiln 타입 연속식 염증류장

치를 통해 우라늄전착물의 염을 99%이상 제거하여 우라늄전착물의 잔류용융염의 

량을 줄일 수 있다면 우라늄잉곳제조공정에서 나머지 잔류용융염을 제거함으로써 

별다른 제염방안 없이도 순수한 우라늄잉곳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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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잉여우라늄 재활용 방안 조사

향후 사용후경수로핵연료를 처리하여 자체순화로 혹은 연소로를 이용하여 재활

용하는 경우, 그림 6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우라늄은 매년 0.86 ton 이 소요된다. 즉 

TRU는 전량 연소시켜 제거하는 반면 다량의 우라늄이 여전히 남게 된다 [23]. 따라

서,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의 부피를 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잉여우라늄 

처리도 고려해야만 한다. 현재 몇몇 방안들이 연구되고 일부 보고되고 있는데, 대표

적 방법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65. 2006년 말 사용후연료 누적량 기준 소듐냉각 고속로 가동 가능 기수

  

1. 잉여 우라늄 저준위 폐기물로 처분

미국은 AFCI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처분 부피를 줄이고자 노력

하고 있는데, UREX+ 혹은 PYROX 공정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본 목표를 실현하려

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AFCI의 핵연료주기 전략은 재순환이 없는 일회성 핵연료

주기 전략, 제한적 재순환 전략, 과도기 재순환, 감손 우라늄까지 모두 에너지 자원

으로 이용하는 지속적 재순환 전략의 네 단계(Phase 4)로 제시되어 있다. 핵연료주

기 기술은 분리기술, 원자로기술, 핵변환로 연료기술로 나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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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미국 AFCI 단계별 실천 전략 (2005 AFCI Program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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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잉여 우라늄 2차전지로 이용 [24]

일본 JAERI에서는 악티나이드원소의 전지 활성물질로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

법을 개척하고, 연구개발하는 한 과정으로서 용융염계 우라늄 redox flow전지 혹은 

그것을 대체하는 우라늄용융염전지개념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원

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원자력이용(핵연료사이클)에 대해서 물질흐름으로서 가장 큰 것은 우라늄이

다. 경수로 연료로서 저농축우라늄(U-235가 34%)을 제조할 때, 천연우라늄(U-235가 

0.7%)을 농축시킬 때 감손우라늄(U-235가 0.25%)이 발생하고, 저농축 우라늄1kg을 

제조할 때 감손우라늄 5-10kg이 농축공정의 부산물로 생긴다. 감손우라늄은  용도

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UF6의 상태로 고압봄베에 채워져 대량으로 보관하

고 있는 상태이다. 재처리를 통해서 회수된 회수우라늄도 포함해서 생각해보면 핵

연료 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량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대부분의 우라늄이 거의 이

용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현재상황의 원자력이용의 상징적인 문제이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JAERI 에서는 감손우라늄을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감

손우라늄을 전지의 활성물질로서 이용하기위한 공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였

다. 감손우라늄을 장기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을 전지의 활성물질

로서 대량으로 이용하여 대규모 전력 저장플랜트를 실현하는 것으로 일일 전력의 

부하변동이 없는 야간 잉여전력에 대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을 「건식의 

용융염우라늄전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림 67에 이후 예상할 수 있는 일본에서의 감손우라늄의 생성량과 누적량을 어

림잡아 계산한 량을 통해 볼 수 있다. 일본원연의 롯카쇼무라(六所村)농축공장이 

2004년부터 1500SWUt/y의 규모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제로 1t의 4%농축우라늄제조

에 대해서 7.13t의 감손우라늄이 발생한다는 조건으로 계산한 것이다. 2010년에는 

일본에 약 20000톤의 감손우라늄이 누적되는 상태가 된다. 이 대량의 우라늄은 

UF6 기체상태로 봄베에 저장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장하기는 적당하지 않다. 이

와 같은 배경으로부터 감손우라늄을 어느 정도의 안정한 화합물형태로 전환시킨 상

태에서 전지활성물질로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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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일본에서의 감손우라늄 축적 예상 추이

표 11에서는 이용하는 감손우라늄 혹은 회수우라늄의 량과 그것을 이용한 전력

저장 plant의 규모와의 상관관계를 어림 계산한 결과를 볼 수 있다. 1.18GWe PWR

을 1년 동안 가동했을 때 172톤의 감손우라늄이 발생한다. 전력을 충전할 때 효율

을 50%라고 약간 적게 가정했을 때, 이것을 평균출력전압 1.2V의 전지로서 5시간동

안 방전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0.97MW의 전력 저장 플랜트를 세울 수 있다. 롯카

쇼무라 농축공장을 1년 동안 가동하면 약 1830t의 감손우라늄이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가정에서는 10MW용량의 전력 저장 플랜트를 세울 수 있다. 이 규모는 핵연

료 사이클 사찰이나 원자력발전소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력공급을 조달할 

수 있는 정도의 량인 동시에 부지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량의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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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이용의

 예상규모

이용 

우라늄 량 (g)

저장 가능

전기량(C)

저장 용량

MWh

출력(5hrs평균)

MW

감손우라늄:1.18We

 PWR 1년 가동
1.72E+08 1.75E+10 1.07E+01 9.70E-01

감손우라늄: 40GWe

 PWR 1년 가동
6.89E+09 6.98E+11 4.27E+02 3.88E+01

감손우라늄: 40GWe

 PWR 10년가동
6.89E+10 6.98E+12 4.27E+03 3.88E+02

감손우라늄: 하북농축

공장 1년 가동
1.83E+09 1.85E+11 1.13E+02 1.03E+01

감손우라늄: 2000년

까지 일본누적량
9.89E+09 1.00E+12 6.12E+02 5.57E+01

회수우라늄:800t/y재처리공

장 회수량(1년)
8.00E+08 8.11E+10 4.95E+01 4.50E+00

회수우라늄:800t/y재처리공

장 회수량(10년)
8.00E+09 8.11E+11 4.95E+02 4.50E+01

표 11. 감손우라늄 이용에 의한 전력 저장 플랜트 규모 예상량

이와 같이 발생할 수 있는 우라늄의 량 적인 규모와 우라늄이 내재하고 있는 높

은 전력저장밀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전력저장은 가능하다. 

감손우라늄으로 이차전지를 구성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이 가능하다. 

① 습식계에서의 U(Ⅲ)-U(Ⅳ)/U(Ⅴ)-U(Ⅵ)의 산화환원대의 구성을 이용

한 redox flow전지

② 유기용매에서의 U(Ⅲ)-U(Ⅳ)/U(Ⅴ)-U(Ⅵ)의 산화환원대의 구성을 이

용한 redox flow전지

③ 용융염계에서의 U(Ⅲ)-U(Ⅳ)/U(Ⅴ)-U(Ⅵ)의 산화환원대의 구성을 이

용한 redox flow전지

④ 용융염계에서의 U(Ⅲ)-U(0)/기타 산화환원대를 이용한 전지

Redox flow전지에서는  와 


의 산화 환원대를 구성하는 

것은 높은 평형전압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 습식계에서의 U 원자가의 존재 상태를 



- 81 -

보고되어있는 산화환원전위상태에서 계산하면 산성도 1N인 계에 대해서 U은 5가 

상태(
)일 때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의 산화환원대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①의 습식계에서의 redox flow전지는 사실상 실현하기 어렵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유기용매에 대해서 와 


의 

산화환원대를 구성하는 redox flow전지 ②가 가능한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별도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③ 및 ④의 용융염을 사용한 계의 실현 가능

성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전극반응의 빠르기가 넵투늄전지에 비해서는 느리지만 이

를 극복한다면, 우라늄이 전지활성물질로서 유력한 후보물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우라늄전지의 개발은 감손우라늄을 전지의 활성물질로

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넓혀주고, 전력부하율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이것을 이

용하여 장래의 고속로시대를 대비하여 수요를 창출하여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용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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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파이로건식처리공정 경제성 제고

1. 습식-건식 처리공정 비교

파이로건식처리기술은 초기 개발단계에서부터 IFR개념으로 SFR와 연계시켜 

on-site처리를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이므로 회분식으로 대부분의 공정이 진행되어 

대규모 처리용량 확장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그림 6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연간 50 tHM의 처리용량일 경우는 습식공정에 비하여 약 50%의 비용으로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금속연료의 파이로 건식처리의 경우는 처리용량

이 증가함에 따라 단가 하락폭이 그리 크지 않으며, 연간 처리용량이 약 125 tHM

부터는 오히려 습식공정에 비하여 처리단가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요인은 

표 12에 나타낸 파이로 건식처리공정과 습식공정 기술의 비교로부터 쉽게 알 수 있

다. 즉, 파이로 건식처리공정의 경우는 공정장치가 20개 미만으로서 습식기술의 

180개에 비하여 매우 단순하다. 또한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은 사용후핵연료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순수한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공정이 없으므로, 임계

도 및 핵확산 위험성이 습식에 비하여 매우 낮다. 그러나 공정의 대부분이 회분식

으로 진행 되므로, 용량확장을 위해서는 공정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므로 처리

단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고준위 폐기물 량이 습식에 비해 많다는 점도 파

이로건식처리기술이 극복해야할 중요한 단점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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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사용후핵연료 처리공정에 따른 처리비용 비교 [25]

습식 기술 건식 (Pyroprocess) 기술

공정 장치 개수 약 180 개 20개 미만

냉각 기간 10 년 1 년 미만

핵임계 위해도 높음 낮음

핵확산 위험성
낮음 (?) 

[Clean Fuel]

낮음 

[Dirty Fuel]

운전 모드 연속식 회분식(Batch)

HLW 230 te 490 te

표 12. 선진핵연료주기 습식 및 건식 기술 비교

* Basis : 2,000 MT of SNF [DOE report submitted to Congress in 2005]



- 84 -

2. 공정개선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 가능성

전해정련 공정의 효율향상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고체음극의 소재인 철 대신에 

흑연으로 대체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왔다. 특히 흑연음극은 우라늄의 

Intercalation 반응에 의하여 전착된 우라늄이 자발적으로 음극표면으로부터 탈리되

는 Self-scraping특성을 갖고 있어 Mark-V 및 PEER의 전류효율 감소 및 복잡한 전

착물 회수시스템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장점을 갖고 있다. 이 흑연전극을 

이용한 Self-scraping 기술은 우라늄금속이 전극 표면에 전착과 동시에 흑연과 

Intercalation 화합물을 형성하고, 전착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전착물의 무게 증가에 

의해 자발적으로 전극에서 떨어지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사용하는 

방법 같은 어떠한 물리적 조작을 하지 않고도 우라늄 전착물의 회수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연구결과 회분식으로 진행되는 전해정련 공정을 연속식으로 전환하기 위

한 요소기술 중의 하나를 해결하였으며, 전착물을 스크류 컨베이어를 통해 연속적

으로 인출하므로, 전착물 회수공정으로 인한 공정의 중단이 발생하지 않아 전해정

련 공정의 연속화를 실현할 수 있고, 전착물 회수단계에서 대부분의 염이 분리되므

로 염 제거공정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해정련공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UCl3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UCl3제조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고순도의 UCl3를 성공적으로 제조하였다. 특히 

전해정련 공정에서 생산된 우라늄 전착물 내에 포함된 염을 제거하기 위한 cathode 

processor의 연속화를 위한 구조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연속적으로 우라늄 잉곳제조

를 위한 장치 개념설계 및 예비 실험을 완료하였고, 99% 염제거율 달성을 위한 염 

증류조건을 확보하여 고순도의 우라늄 회수를 위한 핵심기반을 마련하였다. 

파이로 건식처리기술로부터 발생되는 고준위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염폐

기물 처리기술의 경우, 국외의 경우에는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핵종제거에 의한 염

재생 개념 제시만 있을 뿐 실제적인 연구수행은 거의 전무하였으나, 한국원자력연

구원에서 독창적으로 염재생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한 이후로 

미국 INL, 일본 CRIEPI의 제올라이트 이용 핵종 제거실험, 프랑스의 Ag를 이용한 습

식 제거법, 스페인의 인산화법에 핵종 제거법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KAERI의 경우에는 발생되는 염폐기물의 특성에 적합한 고유개념의 

핵종 제거법(결정화법 및 산화/증류법)을 제시하고 우수한 성능자료를 확보하였으

며, 또한 처분장 안전성 제고 및 부하저감을 위한 신 개념의 무기매질(SAP) 고화법

도 독자기술로 확보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처리 시에 고준위폐기물의 발생량 

최소화라는 비전 달성을 가시화하고 세계의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위치를 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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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진보적인 기술개발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실험을 하지 못했다는 취약점이 있지만 향후 미국과 밀접한 기술협력을 통해 문제

를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또한 공학규모의 실험장치인 PRIDE가 

구축되면 사용후핵연료 건식처리 기술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세계적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기술 실용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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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파이로건식처리 시스템의 임계안전설계 검토 [26]

파이로건식처리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고려해야 될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는 

공정장치의 임계안전설계 검토이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상용규모의 시설이 없고, 

고온공정의 특성상 물질흐름 및 화학적 반응 형태 등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 어려워 

임계안전설계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2006년도 JAEA에

서 수행된 금속연료리사이클시스템의 임계안전설계검토를 바탕으로 설계시 세부적

인 고려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임계안전설계 기본 고려사항 

「금속연료리사이클시스템의 임계안전설계검토(Ⅰ)」에서는 일본 전력중앙연구소와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와 공동연구인 「금속연료리사이클시스템의 설계평가」에서의 

전해정제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공정 및 기기설계의 특징을 근거로 하여 임계안

전설계의 기본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질량관리를 주체로 하면서 새롭게 제

안한 「화학형태관리」의 개념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임계안전설계를 실현하

는 일이고 임계안전성의 시점에서 본 개념의 성립가능성을 평상상태와 비교해서 지

극히 보수적인 모델을 사용한 해석계산에 의해 확인했다. 

그 속편인 본 보고서에서는 상기개념을 기초로 구체적인 핵적 제한 값 및 최대

허용한도에 대한 안과 그것을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실제로 공정에서 임계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사건을 추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이상

해석모델로 안전성평가를 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제시한 임계안전설계를 실현

하기위해 앞으로 해결이 필요한 기술적인 과제에 대해서 기술했다. 또 본 보고서에

서는 전 보고서의 발행이후에 설계연구에서 행한 변경(주로 전해정제조 크기의 대

형화)을 반영하고 있다. 표 13에 설계변경부분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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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부분 변경후 변경전

 기기크기의 대형화 

Sampling장치, 염/Cd 채취

용펌프 장치 및 교반장치

의 설치로 인해 대형화.

 폭   : 3820mm

 깊이 : 1220mm

 높이 :  950mm

폭   :  2720mm

깊이 :  1220mm

높이 :   950mm

 용융염사용량 기기크기의 

대형화에 따른 용융염 사

용량의 증대 (전    극면적

과의 관계에서 액위는 같

다).

1762L

(용융염 액위: 378mm)

  1254L

(용융염액위:378mm)

 용융염중 용해 HM량 용

융염 사용량의 증가에 따

른 재고량의 증가(전계제어

상의 이유이므로 농도는 

같다).

U    : 60kg

Pu   : 181kg

MA  : 13kg

U  : 43kg(23.7wt%)

Pu : 129kg(71.1wt%)

MA: 9.5kg(5.2wt%)

 로심연료와 경 블랭킷연

료의 혼합처리 Pu동위원소

의 균일화를 위해.

 로심연료와 경 블랭킷연

료를 양극유니트에서 받

아서 같은 전해정제조에

서 혼합처리 할 수 있다. 

로심연료(축 블랭킷부

분을 포함)용과 경 블랭

킷연료용으로 각각 전

용의 전해정제조를 사

용

표 13. 고려 대상 전해정제조의 설계변경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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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해정제조의 임계안전설계

가. 기본전략

뱃치식운전에 의해 고체 및 액체상 핵분열성물질을 포함하는 물질을 취급한다. 

고체에 관해서는 물질 조작장치로 이송, 액체에 대해서는 배관에 의해 이송을 할 

것. 특히 고체계 에서는 임계질량이 비교적 크고, 한편으로 안전형상크기가 적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기설계상의 합리성을 우선하고, 주된 임계안전관리방법으로

서 질량관리를 적용한다. 또 단일 유니트인 전해정제조 내에서 핵분열생성물질의 

채취하는 화학형태는 복수일 것, 그들 각 화학형태에 대한 추정임계질량은 크게 다

를 것, 다만 화학형태간의 이동(화학형태의 변화)을 공학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

문에 질량관리에 화학형태 관리를 같이 사용하였다. 

나. 임계안전설계

본 보고서에서는 핵적제한치, 최대허용한도 및 추정임계하한치를 아래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핵적제한치   : 임계관리 파라미터에 대해서 평상운전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값.

최대허용한도 : 단일 우발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있어서의 임계관리 파

라미터의 허용한도값, 즉 예상할 수 있는 어떠한 단일사고

가 발생했더라도 최대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안전설

계를 할 수 있다. 

추정임계한계치 : 임계해석코드 계산결과보다 미임계이면 추정되는 임계관리 

파라미터의 최대치, 구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

는 몬테카를로 계산코드에 의한 중성자 실효증배율의 계

산결과가 3σ의 오차를 포함하여 0.95이하가 되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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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계인자의 설정근거

여기에서는 전술하였던 핵적 제한값과 추정 임계 하한값에 대한 초안은 어떠한 

생각을 기초로 설정했는가를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또 여기에서 정량값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안전계수나 오차 등은 현시점에서 충분히 신뢰성을 갖는 값 혹은 완전

하게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정해진 값은 아니고, 금후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확인 

하여야 할 자료이라는 것을 미리 단정해 놓는다.

가. 용적(제한)

- 양극

    ① 공정중앙값

 양극바스켓 내부용적(치수)

  (3×10×24)×4+3×3×24=3096(cc)≒3.1L

    ② 핵적제한값: 가공시의 공차 및 제작정밀도 상의 여유를 보수적으로 평가

하여 사용하기전에 제한값을 설정한다. 또 부식단계와 내용연수, 허용되

는 변형여유를 고려한 핵적제한치를 설정한다. 핵적제한값을 초과하는 

변형 혹은 부식에 도달했을 때 바로 사용을 정지한다.

    ③ 최대허용한도: 용적의 이상을 검지할수있는 범위만큼의 여유를 설정한다. 

즉 핵적제한값을 초과하는 용적의 이상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그것을 검

지할 때까지 진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용적의 증대에 의해서도 임계가 

성립할 수 없도록 설계한다.

    ④ 추정 임계 하한값: 외부로심신연료 (Pu부화도, Pu동위원소비)에 해당하는 

HM-Zr합금(100%TD)의 추정임계하한용적(구형상)으로부터 

22.6L(55kg-Pu)가 양극바스켓 용적제한에 있어서의 최대허용한도 설정의 

목표가 된다. 

    ⑤ 비고: 양극바스켓의 용적확대에 대해서 상기와 같이 매우 여유가 큰 설

계로 되어있기(22.6/3.1= 7.3배) 때문에 사용 중 검사로서는 최악의 이상

한 변형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눈으로 봄) 정도로 괜

찮다고 생각한다. 또 양극바스켓은 교환가능부품(준소모품)이고, 적절한 

유지기준을 마련함으로서 합리적인 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 부

식에 대해서는 양극바스켓 외면치수(완전부식)에 있어서도 용적상의 임계

안전성은 확보할수있다. 용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두께를 1cm로 하더라도



- 90 -

(5×12×25)4+5×5×25 = 6625cc≒6.7L가되고, 추정임계하한치에 비해서 충

분히 적다. 

나. 액체Cd음극

    ① 공정중앙값: 음극도가니 내용적(치수대로)

   × ×  ≅ 

    ② 핵적제한값: 가공시의 공차 및 제작 정밀도상의 여유도를 보수적으로 평

가하여 사용하기 전에 제한값을 설정한다. 또 부식기간과 내용년수, 허용

할 수 있는 변형여유를 고려한 핵적 제한값을 설정한다. 핵적 제한 값을 

초과하는 변형 혹은 부식에 도달했을 때에는 즉시 사용을 정지한다. 

    ③ 최대허용한도: 용적의 이상을 검지 가능한 범위에서 여유를 설정한다. 즉 

핵적제한값을 초과하는 용적의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지할 

때까지 진행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용적의 증가에 의해서도 임계에 도

달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④ 추정임계하한치: PuCd6(Pu동위원소의 조성은 신연료 해당)의 추정임계하

한용적을 최대허용한도설정의 목표로 설정한다.

   80.0L (194kg-Pu)

  ⑤ 비고: 액체 Cd음극도가니의 용적확대에 대해서 대단히 여유가 많은 설계

가 되기(80.0/8.0=10배) 때문에 사용 중 검사에 있어서는 매우 비정상적

인 변형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지를 확인하는(눈으로 봄)정도로 충분

하다고 생각된다. 또 음극도가니는 교환가능부품(소모품)이고, 적절한 유

지기준을 설정함으로서 합리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부

식에 대해서는 도가니 외면치수(완전부식)에 있어서도 용적상의 임계안전

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음극도가니의 재료두께는 1cm이기 때문에 

   × ×  ≅ 가 되고 추정임계하한값에 비해서 충분히 적

다. 

다. 화학형태(관리+제약)

    ① 공정중앙값: 전해정제조에서 Pu등의 핵분열성핵종은 양극의 경우 HM-Zr

합금, 액체 Cd음극의 경우에 Cd금속간화합물, 용융염중의 이온 및 Cd 

pool중의 용해물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또 고체음극회수물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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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U금속이 있지만 U동위원소비가 발전소 운용준위로 제약 및 관리되

기 때문에 이것은 임계관리상의 핵물질이 아닌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

다. 또 용융염 중의 금속이온은 산소원자등과 결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용성물질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지만 

존재는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핵적 제한 값: 양극에서는 발전소에서 받아들이는 연료형태를 한정시킬 

수 있는 상태이고 그 화학형태를 HM-Zr합금(금속연료절단편)으로 제약한

다. 전해정제공정의 후 공정에서의 재가공을 고려한다면 U-Pu합금을 받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재 가공품을 용인하지 않는 

상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고체음극에서의 석출물은 

고체음극재료, 전극조작의 관리(욕염조성, 전압 및 전류값)를 통해서 U금

속 이외에는 석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액체 Cd음극에서의 석출물은 도

가니에 장입하는 반응매체의 종류(금속Cd) 및 전해조작의 관리를 통해서 

PuCd6이상의 핵적으로 심각한 화학형태가 석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Ar 

cover gas중의 불순물과 반응하여 생기는 불용성물질에 대해서는 그것의 

완전한 생성방지(Ar cover gas중의 불순물농도 “0”)는 공학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상적인 운전 상태에서도 그 물질의 존재를 고려한다.  

    ③ 최대허용한도: 불순물의 최대허용한도에 대해서는 장기 운전에서의 비정

상적인 축적과 분위기 이상 등으로 인한 급격한 생성에 대한 2가지 시나

리오를 고려하여 최대허용한도를 정한다(질량관리).

    ④ 추정 임계 하한 값: 화학형태관리는 주된 임계관리인자인 질량관리를 보

조하는 인자이다. 따라서 질량관리에 있어서의 추정 임계 하한 값을 정

할 때는 각 화학형태에 대응하는 값을 구한다.

    ⑤ 비고: 불순물에 대해서는 그것의 발생량을 저감하도록 노력한다거나 또 

비정상 발생을 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중요하다. 다만 완벽한 

발생방지는 공학적인 관점에서 어렵기 때문에 화학형태관리에만 의존하

는 설계는 비합리적이고, 질량관리의 대상으로 한다. 용융염에 있는 금속 

이온에 대해서 온도가 저하하는 등으로 인하여 용해도가 떨어지면 염화

물 등이 고체 상태로서 석출되어 균일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시

점에서는 충분히 낮은 농도에서 조업하고 있기 때문에 비균일화에 대하

여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거동을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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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질량(관리+제한)

(1) 양극(HM-Zr합금)

① 공정중앙값: 물질수지상의 평균 장입 질량은 1.14kg-Pu/양극(엄밀하게는 

1.1375 kg-Pu)이다. 이것은 양극에 장입하는 연료물질의 량이 뽑아내는 

량(액체Cd음극에 석출시키는 량)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

해져있다. 후술하는 액체Cd음극에서 Pu의 공정중앙값은 2.28kg이고, 전

해 공정을 한번 조작하는데 양극 4기와 액체음극 2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2.28×2)÷4=1.14kg으로 정해졌다.  

② 핵적 제한값: 공정물질수지에 대해서 양극장입량과 음극 석출량은 균형

이 잡히도록 설계되지만 Nernst의 식에 따른 실제 전해반응에서는 「반응

에 기여하는 개별 원소에 대해서, 양극 장입량=음극 석출량이 성립하는

지 알 수 없고, 「반응에 기여하는 전체 원소의 가수에 대해서 양극용해

량=음극석출량」이 된다.  전해전위가 일정하면 액체 Cd음극으로 석출하

는 물질의 조성은 양극장입물질의 조성이 아니라 음극근처의 용융염중의 

이온조성 및 음극계면상태에 의존한다. 따라서 양극에서는 U만 용해하더

라도 음극에서 Pu이 석출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양극에서 

Pu만을 제한하는 것은 음극에서의 과석출을 방지하는 데에는 그다지 의

미가 없다. 한편 양극에 장하하는 HM-Zr합금의 추정임계하한값(55kg-Pu)

과 공정중앙값(1.14kg-Pu)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양극

의 2뱃치 오장입에 해당하는 장입량의 변동을 비정상 과도변화로서 다루

지 않도록 여유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   ≅ 을 핵적 제한 값으로 한다. 추정 임계 하한 

값에서 보면 더 많은 량을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공정설계에서 필

요한 량보다 너무 과잉으로 취급하면 잠재적인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

에 상기와 같이 공정설계 값의 2배정도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최대허용한도: 외측로심 신연료 해당 3원합금을 바스켓의 용적 1뱃치에 

한가득 충전했을 때 장입질량을 최대허용한도로 설정한다. 

   

    ④ 추정임계하한치: 외측 로심 신연료 해당(Pu부화도, Pu동위원소비)하는 

HM-Zr합금(100%TD)의 추정임계하한 질량으로부터 55.0 kg-Pu가 양극바

스켓 질량제한에서의 최대허용한도설정의 목표가 된다. Cd음극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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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재작업을 할 것인지 승낙을 고려할 경우에는 상술되어있는 Pu부

화도관리와 관련하여 Pu부화도 70wt%의 U-Pu합금의 추정임계하한치를 

이용한다. 

    ⑤ 비고: 양극장입물인 HM-Zr합금은 공정관리(승락시의 칭량 및 시료채취분

석)에 의해서 질량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양극바스켓의 용적이 제한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최대 장입한도가 제한된다. 상기의 설계값에 대해서는 

HM-Zr합금의 질량관리상의 여유도는 매우 크다. 다만 바스켓에서 누출

되는 HM-Zr합금에 대해서는 상기의 어떠한 관리방법으로도 계량할 수 

없고, 공정물질수지에서의 재고량에 계상된다. 재고량의 허용한도는 후술

하는 불용성물질의 물질관리로서 취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누설율이 

일정해지면 1batch에 대해 승인하는 량이 증대하는 만큼 불용성물질의 

질량관리가 까다로워진다.

(2) 액체 Cd음극 (PuCd6)

    ① 공정중앙값: 물질수지상의 평균회수질량은 2.275kg-Pu/음극이다. 이것은 

양극 2기분량에 해당한다. 전해조작의 한 단위조작에서의 Pu의 처리량은 

4.5kg-Pu이고, 전해정제조에서의 들어가는 량은 4기의 양극바스켓에 나

눠서 행하였다. 한편 회수쪽인 액체 Cd음극은 한번에 1기만 전해정제조

에 장착할 수 없지만 1단위 조작 중에 교체시켜 줌으로서 4.5kg-Pu를 2

회에 걸쳐 회수할 수 있다. (2.275kg-Pu/음극)

    ② 핵적 제한값: 후공정의 음극처리장치에 칭량조작하는 만큼씩 보내지도록 

로심신연료에 해당하는 Pu동위원소비에 대한 Pu금속의 추정임계하한질

량 5.95kg-Pu에 안전계수 0.7을 곱해서 얻어진다. 

   × ≅ 을 핵적 제한값으로 설정한다. 이것으로부

터 이중으로 오석출(전해 전류값 비정상)되는 경우는 통상운전범위에 들

어가지는 않지만 염중 Pu/U비의 비정상으로 인해 Pu이 과잉석출(평상시

의 HM석출량 3.4875kg이 모두 Pu일 때)하는 것은 비정상사고에 해당되

지 않는다. 

   ③ 최대허용한도: 장입한 반응매체인 Cd가 음극도가니 한가득 충전되어 동

시에 모두 화학량론적으로 PuCd6로 되었을 때의 Pu질량(19.339kg-Pu)를 

기준으로 19kg-Pu를 최대허용한도로 한다. 이 량에 일치하더라도 PuCd6

의 추정임계하한질량이하이지만, 후 공정인 음극처리로 그대로 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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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금지한다. 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중으로 오석출이 발생할지라도 

임계에는 도달하지 않는다. 

    ④ 추정임계하한치: 로심신연료에 해당하는 Pu동위원소비에 있어서의 

PuCd6단체의 추정임계질량은 194kg-Pu가 된다. 

    ⑤ 비고: 액체 Cd음극회수물인 PuCd6는 전해조작(전해전위 및 전류치)에 의

해서 회수질량이 관리 또는 공학적으로 제한되면서 음극도가니의 용적이 

제한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최대회수한도가 제한된다. 핵적 제한치는 

PuCd6보다도 오히려 후공정(음극처리)에서 처리하는 U-Pu합금을 기준으

로 설정된다. 후공정에서의 화학형태는 평상시에는 PuCd6→U-Pu합금에 

해당하지만 엄밀하게 Pu부화도를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Pu단체를 가정한다. 따라서 로심신연료에 해당하는 Pu동위원소비에 들어

있는 Pu금속의 추정임계하한치(5.96kg-Pu)에 대해서 정해지는 음극처리

장치의 핵적제한치이하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기술개발에 의해 

Cd음극석출물의 U/Pu비를 높은 신뢰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

다면 음극처리공정에서 Pu부화도 관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액체 Cd

음극 회수량의 제한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후 공정으로 이송하기 

전에 직접 계량할 수 있는 값은 고화된 Cd상의 질량뿐이다. 전해정제조

에서 빼낸 Cd음극도가니에는 freeboard(乾舷, 여유높이)에 용융염도 따라

오지만 이것은 음극처리공정으로 옮기기 전에 기계적으로 분리시킨다. 

표준상태에서 회수 Cd상의 벌크질량은 

  로 된다. 

회수물중의 U, Pu, MA의 비율은 환경상태(셀전압, 용융염중의 U, Pu, 

MA의 원자수 밀도비이며 용융염-Cd계면상태 등)에 의존하고 경험적으로 

구해지고, 현재의 알고있는 지식에 근거하면 신뢰성이 높은 예측은 곤란

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꺼낸 Cd상에 대한 sampling에 의한 분석을 

할 경우 분석결과를 얻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발생하기에 추출견본의 

대표성의 문제도 있다. 따라서 제1차 관리지표로서 회수 Cd상의 벌크질

량이 30kg 인 Cd에 핵적제한치 4.1kg을 더하여 34.1kg를 넘는 경우에는 

표본추출로 보내고 상세한 Pu질량을 계량하지만 34.1kg이하이면 회수 

HM은 전량 Pu이었다고 하여도 핵적 제한치 이하이라고 이해하기 때문

에 분석하지 않고 공정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분기점으로  생각할 수 있

다.  다만 Cd자체가 휘발로 인해 소모되기 쉽기 때문에 Cd감소에 대응

하는 보상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Cd가 휘발하고 감소하면 벌크의 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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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는 Pu량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과제도 있다. 

마. 용융염중 용해 Pu(Pu ion 농도)

    ① 공정중앙값: 전해조건으로부터 

   HM농도: 10.67wt%/salt

   Pu/U비 : 3/1(중량비)→Pu농도:7.68wt%/salt를 구할 수 있다. 전해공정에

서는 양극에서의 용해와 음극에서의 석출이 동시에 일어나고 그 사이의 

전하 이동량은 평형이기 때문에 표준상태로서 용융되어있는 Pu량은 (전

해조작에 의해서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새로운 전해정제조의 표준

액위일 때의 용융염용적 1762L와 용융염의 밀도 1.7g/cc, 공정물질수지상

의 Pu농도 7.57wt%/salt로부터 227kg-Pu가 공정 중앙값에 해당한다.

    ② 핵적제한치: 여기에서는 본 제한치를 결정하는 논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업 중 공정변동을 5%, 계량오차에 대한 여유 한도폭을 1%로 가정하고 

227×1.05×1.01= 240kg-Pu를 핵적 제한값이라고 한다. 또 5% 및 1%라

는 값 자체에는 명확한 근거는 없고,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실제에 가

깝게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술개발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공정중앙값과의 차이는 13kg-Pu이고, 이것은 전해공

정의 1단위 조작 장입량(양극 4기분)의 2.8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제한 값에 저촉되기에는 2배치분량 이상에 해당하는 물질수지상의 불

일치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통상조업에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여유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③ 최대허용한도: 핵적 제한값에 대해서 다시 공정변동 등에 관한 불확실함

에 대한 여유를 5%로 가정하고, 240×1.05=252kg-Pu를 최대허용한도로 

한다. 또 여기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불확실함의 정량값으로서 어느 정도

를 예상하면 좋은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개발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형편이다. 

    ④ 추정 임계하한값: Pu농도가 25wt%/salt 와 한쪽으로 치우친 Pu농도이상

과 Pu동위원소조성이상(Pu-239만)을 고려했을 때 추정 임계하한값을 설

정하면 2557kg-Pu이 되고, 다시 Pu동위원소조성이 새 연료에 해당하면 

5483kg-Pu에 까지 증가한다. 또 이때 용적(추정임계하한용적)은 6016L에 

달한다. 이것은 평상시의 용융염 사용량의 3배 이상이 된다. 대형전해정

제조의 내용적이 5760L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극단적인 Pu농도의 용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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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으로 전해정제조 속이 가득 채워진다 하더라고 임계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⑤ 비고: 임계관리상은 질량관리가 주된 관리인자이지만 3톤이 넘는 고온의 

용융염을 직접 계량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용융염 중에 있는 농도와 

용융염 체적(액위)에 의해 간접법으로 계량 관리하는 상태가 된다. 한편 

공정관리상 용융염중에 있는 Pu농도는 항상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고 있

는 상태가 이상적이고, 동시에 변동요소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량

기술의 정밀도에 따라서 관리목표치(질량관리에 대해서의 핵적 제한치 

및 최대허용한도)가 결정된다. 용융염 중의 Pu량이 많아지는 만큼 불용물

질의 생성 등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용융염계에서의 추정임계하한치가 크다고 하더라도 대량의 Pu의 

존재를 허용하는 설계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바. 불용성물질(Pu산화물입자)

① 공정중앙값: 불용성물질은 공정에 일체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인 

운전상태에서는 제로상태가 이상적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운전시에는 불

용성물질의 재고량이 극히 적어지도록 할 수 있는 조작에 힘쓴다. 

    ② 핵적 제한값: 실제적인 불용성물질의 생성속도와 공정물질수지의 정밀도

(샘플링의 대표성, 화학분석의 정확성, 예측모델의 정확성등) 및 물질수지

를 확정할 때 시간간격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금속 전해법에 관

한 개발 현황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명확하게 정량적인 근거를 기초로 하는 구체적인 제한치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질수지에 있어서의 불명확한 량이 핵적제

한치에 도달하기 전에 전해정제조의 재고조사를 통해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불용성물질을 직접 검지 및 계량하는 기술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해정제조에 대한 물질수지에서 그것의 생성량을 평

가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간접적인 평가에서는 다양한 오차가 내포

되어져 있고, 또 파급되기 때문에 핵적 제한값을 설정하기위해서는 그러

한 오차를 통해서 검지할 수 없는 량이 생성된다고 전제 할 필요가 있

다. 여기에서는 본 제한 값을 정하는 논리를 확인하기위해서 용융염 중

에 있는 Pu계량에 대해서 1%정도의 오차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 때 계

량치가 xkg-Pu이라고 할 때 순수한 재고량은 0.99xX1.01x의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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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계량관리상 파악하고 있는 불용성물질량을 더해서 0.1xkg-Pu가 

실제로 불용성물질로 되어있어도 검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용융염중

에 존재하는 Pu량에 대한 평상시 공정제어상 변동(5%로 가정) 상한치를 

고려하고, 그 상한 값에서 우발적인 공정제어상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

는 량 및 계량오차 때문에 검지할 수 없는 량을 최대허용한도에서 뺀 값

을 핵적 제한치로 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이것의 의미하는 바는 후술하

는 3.10에서 기술하였지만 평상시에 존재를 허용할 수 있는 불용성물질

의 량이 20kg이고, 나머지 20kg중 10kg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에 대한 

여유(우발적사고를 검지할 때 까지 생성되는 불용성물질의 최대량)이고, 

다른 10kg는 계량오차에 가려져서 검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량이다. 

즉 계량관리에 의해서 확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불용성물질의 

량은 20kg-Pu이하이라면 공정제어에 기인하는 우발적인 비정상 상태로 

인해 용융염중에 용해되어있는 Pu의 10kg은 새롭게 불용성물질로 되었

다고 하고 한편 그 경우의 계량관리를 1%의 오차가 포함되어있다 할지

라도 실제 불용성물질의 전체량이 최대허용한도를 넘는 상태는 아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급격한 공정제어 이상으로 인해 10kg의 Pu이 불용성물

질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사고는 「복잡하지 않은 우발적사고」라고 간주

할 정도의 낮은 발생확률로 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반복하지만 여기에

서 사용된 계량오차1%와 평상시 공정제어상의 변동5% 및 우발적인 공

정제어상의 이상5%는 상기의 논리를 확인하기위해 가정한 값이고, 구체

적인 근거가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개발로 얻어지는 자료

를 기초로 바꿔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계량오차가 0.1%의 고정밀

도 계량기술개발이 성공한다고 하면 상기의 제한값은 38kg-Pu까지 확대

할 수 있다. 혹은 제한 값을 크게 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용융염

중에 있는 Pu이온의 총량을 줄이는 방법이고, 총량이 1/10의 전해정제조

이라면 10%의 계량오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20kg-Pu가 제한 값이 된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충분한 정밀도로 불용성물질의 생성량을 파악할 

수 없고, 혹은 단순한 사고에 의한 생성량이 최대허용한도를 넘을 가능

성이 있을 것 같은 때에는 전해정제조내에 존재하는 상태가 허용할 수 

있는 Pu의 전체량을 불용성물질의 최대허용한도이상으로 설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설계에서는 전해정제조중의 전체 Pu가 불용

성물질이 되더라도 미임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핵적 

제한치가 최대허용한도를 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제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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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위해 물리적인 상한 값이 주어진다. 또 물질

수지의 이력을 기초로 하여 간접적으로 발생량을 추측할 경우에는 계측

할 때마다 애매한 상황을 전파하는 상태(원천적 오류)가 되기 때문에 실

제로 공정 조업을 위해 적용할 때는 오차 전파를 생각한 상세한 계산 논

리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 

    ③ 최대허용한도: 고밀도40%TD의 PuO2분체(로심 신연료에 해당하는 Pu동

위원소비)의 추정 임계하한치에 안전계수 0.7을 곱한 값을 최대허용한도

로 설정한다. 57×0.7=39.9≅40kg-Pu 이것은 용융염중에 용융되어있는 

Pu 의 약30%에 해당한다. 급격한 석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량에 도달

하는 상태에서 반응을 정지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조작방법을 찾아야한다.

    ④ 추정임계하한치: 고밀도40%/TD인 PuO2분말(로심 신연료에 해당하는 Pu

동위원소비)의 추정임계 하한 량이다. 57kg-Pu를 채택한다. 

    ⑤ 비고: 불용성물질의 질량을 직접 계량하는 것은 (현시점의 기술적 지식경

험을 기초로 해서 생각하면) 공학적으로 곤란하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질량 관리는 전해정제공정에 대한 물질수지상으로 분명하지 않는 량이므

로 간접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들어간 량 이력(전체의 양극바

스켓에 의해 들어간 량)에서 재고량(현시점에서의 용융염 및 Cd풀중에 

있는 Pu용해량 )과 불출량 이력(전체 액체 Cd음극에 의한 회수량)을 빼

줌으로서 얻어지는 불분명한 량은 불용성물질을 생성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 불분명한 량은 실제 불용성 물질량 이외에 들어오고/내보내

는 계량오차를 포함하고 있고, 들어오고/내보내는 계량오차가 크다면 실

제로는 불용성물질은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 청소 요구회수가 증가하고 

공정의 운전효율을 저해시킨다. 또 불용성물질의 핵적 제한 값은 상기와 

같이 용융염 중에 있는 Pu량과 그것에 대한 계량이 불확실한 상태로 산

출되기 때문에 Pu재고량은 많은 만큼 또 계량의 불확실함이 큰 만큼 핵

적 제한 값은 작아지고, 원활한 조업은 곤란해진다(청소회수가 증가한다). 

불용성물질의 고밀도에 대해서는 그 값은 추정임계 하한 값의 설정에 커

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불용성물질에 대한 형태 및 

성상의 확실한 자료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상기의 40%TD의 고밀도는 

MOX연료제조공정에서의 tapping후의 밀도(green pellet)에 해당하는 값

이기 때문에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 Cd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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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정중앙값: Cd-pool은 용융염의 하측에 존재하는 약 1000kg의 액체 Cd

금속 층이다. 운전할 때를 제외하고는 Cd풀 중에 HM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 Cd풀 중에서 HM의 혼입으로서는 양극이나 음극에서의 탈락이나 

새어나오는 상태를 생각할 수 있다. 또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 음극의 단

락이 발생했을 때 액체 Cd음극과 마찬가지의 메카니즘에 의해서 용융염 

중에 있는 U이온 및 Pu이온이 환원되어 Cd풀 중으로 옮겨갈 수 있다. 

전자의 안에서 Cd에 용해하지 않은 형태에서의 물질은 Cd풀의 샘플링에 

의해서는 검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Cd풀중에 있는 량이 아니라, 불용해 

물질로서 취급할 수 있다. Cd풀 속에 재고로서 잡혀진 Pu의 상태는 금속

Cd에 용해되어 있는 상태 혹은 Cd와 화합물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이다. 

    ② 핵적제한치: 용융염 중에 있는 Pu의 핵적 제한치에 포함되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용융염 중에 재고량과 Cd풀중의 재고량의 합계가 용

융염에 대한 핵적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최대허용한도: 핵적제한치와 마찬가지로 용융염 중에 재고량과 Cd풀 중

의 재고량의 합계가 용융염에 대한 최대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다. 

    ④ 비고: Cd 풀속에 Pu이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Cd풀 중에 Pu

이 이행하는 원인으로서 예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평상시의 운전상태에서

는 Cd풀 중에 용해되어있는 U와 용융염 중에 있는 Pu이온의 분배평형에 

의한 것만 생각하고, 우발사고에서는 액체 Cd음극의 탈락 혹은 내용물의 

누설, 전극 단락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전류흐름이 발생한다. 이들의 어

떠한 사고도 액체 Cd음극을 전해정제조에 장전하고, 꺼냈을 때 비정상적

인 상태는 검지할 수 있다. 본 검토에서는 용융염과 Cd풀은 항상 접촉되

어 있는 상태이고, 물질의 이동을 방해하는 물리적인 장벽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용융염 중에 Pu가 존재하는 것인지 Cd 중에 존재하는지를 

구별하지 않는 값으로서 상기의 제한값을 설정했다. 또 Cd는 Pu포화농도

에서도 임계에 도달하지는 않는다.

아. Pu부화도(제약)

    ① 공정중앙값: Pu부화도를 제약할 수 있는 것은 양극바스켓에 장입하는 물

질인 절단 연료편 뿐이다. Cd음극회수물의 Pu부화도는 환경상태(셀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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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염중의 U, Pu, MA의 원자수 밀도비나 용융염-Cd계면상태 등)에 의

존해서 경험적으로 구해지고, 그 만큼 신뢰성이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신뢰하지는 못한다(Pu부화도 100wt%라고 가정한다). 양극에 있어서의 

Pu부화도의 공정중앙값으로서는 받아들인 연료 중 최대의 Pu부화도이고, 

이것은 외측로심연료의 값 17.2wt%로 된다.

    ② 핵적제한값: 양극에 대한 상기의 17,2wt%는 평형로심의 물질이고, 초기

장입로심 혹은 보다 고연소도를 목적으로 한 로심의 변경 등을 어디까지 

고려할 것인가에 따라서 핵적제한값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시점

에서는 잠정적인 여유도를 두고 20wt%로 한다. 

    ③ 최대허용한도: 양극장입물로서 액체Cd음극에서 회수한 HM합금을 실수

로 다시 작업한다고 가정하여, 2.275+(2.275+1.1375+0.075)= 6.38≅
70wt%을 최대허용한도로 한다. 이때 음극회수물은 음극처리시켜 Pu부화

도 및 Pu질량이 확정된 상태이고, 게다가 질량관리상의 핵적 제한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④ 추정임계하한치: 양극장입물로서 액체 Cd음극에서 회수한 HM합금을 잘

못하여 재작업하고, 한편 그 석출물의 Pu부화도가 공정중앙치에서 벗어

날 수 있다고 가정하여, 100wt%를 채택한다.

    ⑤ 비고: 잘못하여 재 작업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Pu부화도

를 Cd음극회수물의 공정중앙값을 기준으로 70wt%로 정했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Cd음극회수물중의 Pu부화도제어의 신뢰성이 높지 못하다. 따

라서 70wt%를 넘는 회수물이 얻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

다. 또 시스템설계에 대해서 전해 공정 이후의 중간제품을 전해공정으로 

재작업하는 일은 통상 조작 중이면 인정할 수 없다.  

자. 농도(관리)

    ① 공정중앙값: Pu농도와 용융염 밀도변화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안되

지(질산수용액계에 대한 밀도식인 Maimoni의 식과 같은 모양의 것이 필

요하지만 수용액계와 달리 넓은 온도범위-융점~조업온도까지의 정보가 

필요하다)만 현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신뢰성 높은 평가식은 존재하지 않

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안전측면에서 Pu농도증가로 인하여 체적이 팽

창하는 일은 없다고 하였다(비감속계이기 때문에 핵분열성 핵종수 밀도

가 높을수록 중성자 실효증배율은 높아진다). 전해조건에서 계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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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g-Pu/cc가 농도의 공정중앙치로 된다.

    ② 핵적제한치: 농도는 주로 임계관리인자인 질량을 관리하기위한 간접적인 

제어인자이다. 따라서 농도만으로 기저가 되는 제한 값을 설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항상 용적과 세트로 규정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구체적

인 값은 설정하지 않는다. 다만 화학 형태적 관리측면에서의 요청 때문

에 어떤 경우에도 포화 용해도 이하가 되어야한다. 

    ③ 최대허용도: 상기와 같이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값을 설정하지 않는다. 

    ④ 추정 임계하한치: 임계관리상은 질량관리가 주된 관리인자이지만 직접 

계량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용융염중의 농도와 용융염체적(액위)이므

로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Pu농도만으로는 구체적인 관

리 값을 한결같이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반드시 용적과 세트로 

취급한다. 한편 공정관리상 용융염중에 있는 Pu농도는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며, 또 변동요소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으로 계

량기술의 정밀도에 의해서 관리 목표치(질량관리에 대해서 핵적 제한값 

및 최대허용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⑤ 비고: 용융염 중 Pu농도는 Pu질량을 계량할 때 측정되는 값이다. 임계관

리상은 농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Pu질량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농도의 범위는 용적의 변동범위 및 측정오차의 수준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또 용융염중의 Pu농도는 전해조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액체 Cd음극회수물의 조성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용융염 중에 있는 

Pu질량의 핵적 제한 값을 현실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Pu계량기술(공정물

질수지)의 정밀도, 전해조작제어기술과 전해반응에 대한 감도를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다른 부단위의 화학형태에 비해서 그 계측오차가 임

계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계량기술의 오차

는 운용하는 안전 마진 설정상의 오차 허용치 이하이라는 사실을 미리 

증명하여 보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용해도를 초과하는 농도에서는 다른 

문제(화학형태 관리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LiCl-KCl에 대한 

Pu의 용해도를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차. 동위원소의 조성(제약)

 

    ① 공정중앙치: 전해정제공정에서는 동위원소의 농축 혹은 분리라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물질(받는 물질)의 동위원소비율의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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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엄격한 동위원소비율의 상태는 플랜트조업조건(플랜트에 받아들

이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연료사양)에 의해 제약된다. U에 대해서는 대

상으로하는 연료(평형로심 신연료)의 설계치로부터 234U/235U/236U/ 

238U = 0.06/0.01/0.03/99.9이기 때문에 재처리공정에서 취급하는 U는 

임계관리의 대상 밖이 된다. 또 U 동위원소조성은 열화우라늄(감손우라

늄) 해당하고 234U/235U/236U/ 238U= 0.00/0.3/0.0/99.7이었을 경우에도 

화학형태, Pu부화도에도 의존하지만 예를 들면 Pu부화도 50% MOX의 

중성자 실효증배율에 미치는 영향은 0.00수%의 정도의 값이다. (또 

0.93wt%이하의 농축도인 U는 단체상태로서는 임계에 도달되지 않는다. 

[ANS-8.1]) 또 Pu 및 MA에 대해서는 조사 후 냉각시킨 노심연료의 동위

원소비율이 표준이 된다. 

    ② 핵적 제한치: 완전히 조사되지 않은 연료까지를 받아들인다고 고려하여 

신연료에 해당하는 Pu동위원소비를 핵적 제한치로 한다. 

   238Pu/239Pu/240Pu/241Pu/242Pu=1/68/26/2.5/2.5 

    ③ 최대허용도: 최대허용도는 받아들인 연료의 종류(초기 장입연료 등)를 고

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238Pu/239Pu/240Pu/241Pu/242Pu = 0/80/10/10/0

    ④ 추정임계하한값: 임계관리인자로서의 동위원소 조성은 질량관리를 보조

할 수 있는 인자이기 때문에 핵종의 화학적 형태에 대해서 추정임계하한 

질량을 구할 때는 거듭해서 동위원소 조성 이상을 중첩시키면

238Pu/239Pu/240Pu/241Pu/242Pu=0/80/10/10/0 

       중첩되지 않을 경우에는

       238Pu/239Pu/240Pu/241Pu/242Pu=1/68/26/2.5/2.5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

다. 또 조사후 브랭킷연료만을 단독으로 전해정련할 때는 아래와 같은 

Pu동위원소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238Pu/239Pu/240Pu/241Pu/242Pu=0/95/5/0/0

    ⑤ 비고: Pu 동위원소비의 핵적 제한치를 신연료 해당하는 값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연료에 대한 연소도 신뢰도는 맞추지 않아도 된다. 또 

동위원소 조성관리는 다른 주된 임계관리인자에 종속되는 인자이기 때문

에 질량관리상의 관리목표치와 병행해서 의논할 필요가 있다. 또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승인가능) 연료의 Pu동위원소비는 로심설계에 의존하

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변동폭을 분명히 한 다음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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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고밀도(제약)

    ① 공정중앙값: 고밀도를 고려한 화학형태는 불용성물질(산화물입자)뿐이고, 

MOX연료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PuO2분말로 되어있는 고밀도이다. 2~3 

g/cc정도라고 추정한다. 

    ② 핵적제한치: 물리적인 제약이기 때문에 핵적 제한치를 설정하고, 그 값을 

직접 감시할 필요는 없다.

    ③ 최대허용도: 물리적인 제약이기 때문에 그 값을 직접 감시할 필요는 없

다.  여기에서는 전해정제공정의 환경 및 조작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도

달할 수 있는 최대의 고밀도를, 분말의 기계적인 압축을 통한 고밀도를 

참고하여 4.5g/cc라고 설정하였다. 이것은 MOX연료제조에서의 Tap 

density (green pellet density)에 해당하는 값이다. 임계안전관리상은 불

용해물의 고밀도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고밀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

인을 배제시킨다는 간접적인 방법을 행한다.

    ④ 추정임계하한치: 임계관리인자로서의 고밀도는 불용해물의 질량관리를 

보조할 수 있는 인자이기 때문에 불용해물의 추정임계하한 질량을 구할 

때 (고밀도 관리 이상을 중복시킬 때)에는 4.5 g/cc를 사용한다.

    ⑤ 비고: 용융염 중에서 생성할 수 있는 불용해물의 고밀도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MOX연료제조에서의 정보를 참고로하여 상기와 

같이 설정했다. 다만 산화물분말의 고밀도 자체가 입자의 크기와 형태에 

의존하고, 일율적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설정 값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불용해물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다. 

타.  감속도

    ① 공정중앙값: 전해 정제조 Ar 커버 가스로서 공급하는 Ar가스 중에 있는 

불순물농도는 

수분: 10ppm이하

산소: 10ppm이하

기타 질소등: 10ppm이하

      공급Ar가스는 Once through로 사용하고 유량은 36Nm3/h이다.  

 

    ② 핵적제한치: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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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최대허용한도: 고려하지 않는다.

    ④ 추정임계하한치: 고려하지 않는다. 

    ⑤ 비고: 공정에서 사용하는 물질 중 가벼운 핵종인 Li는 산란에 의한 감속

보다도 Li-6에 의해 흡수하는 쪽이 훨씬 큰 기여(음의 반응도)를 초래한

다. 전해 정제조 내부의 Ar분위기 관리계통은 외부의 Ar셀 분위기 관리

계통등과는 독립된 보다 고순도(수분농도 10ppm이하)의 물질이 사용되

며, 동시에 미세 정압의 운전에서 내부누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

였다. 또 외부의 알곤셀에서도 엄격한 습도관리(수분농도 100ppm이하, 

산소농도100ppm이하, 질소등 1000ppm이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감속재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 

파. 가용성중성자 흡수재

    ① 공정중앙값: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아니지만 용융염성분의 Li의 동

위원소 Li-6는 높은 중성자흡수단면적을 갖고 있다. 특히 농축되어진 Li을 

사용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천연적인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6Li/7Li = 

7.5/92.5 또 액체 Cd음극이나 Cd pool로 사용하고 있는 Cd의 동위원소 

Cd-113은 특히 열중성자에 대한 흡수단면적이 크다. 따라서 전해정제공정

에서의 중성자는 매우 확실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Cd와 같은 밀도가 

큰 물질은 흡수효과 보다도 반사체효과(양의 기여)가 커지는 경향이 있

고, 임계안전상 유용한 중성자흡수재로서의 움직임은 커지지 않는다. 

    ② 핵적제한값: 설정하지 않는다. 

    ③ 최대허용한도: 설정하지 않는다. 

    ④ 추정임계하한치: 설정하지 않는다. 

    ⑤ 비고: 용융염에 용해된 상태의 Pu에 대한 임계질량이 매우 큰 이유는 Pu

의 수밀도가 낮은 상태이고, 이 중성자 흡수단면적이 큰 Li-6가 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용융염에 용해되어 있는 화학형태에 대

한 임계안전성은 Li-6에 힘입은 바는 크지만 다른 화학형태에 대해서는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 또 용융염 중에 Pu농도가 핵적 제한치에 해당하

는 상태에서는 충분한 안전 마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Li-6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임계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또 평상상태의 전

해정제조는 충분하게 낮은 미임계상태이기 때문에 중성자속밀도도 적고, 

Li-6의 소모정도도 낮기 때문에, 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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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 불용해물의 핵적제한치 설정에 대한 사고방법

여기에서는 상술한 불용해물의 핵적제한치에 관해서 보다 자세하게 그것에 대해 

설정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그림 69. 측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불용해물의 생성허용량 [26]

 ① 불용성물질 발생량의 계량:  전해정제조내부의 우발적 이상으로 인해 불

용해물발생량(용융염중의 Pu가 어떤 이상으로 인해 침입한 불순물과 반

응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불용해성의 고체화합물량)은 용융염 중 및 Cd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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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용융되어있는 Pu의 질량(용해Pu량으로 칭한다)의 변화량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검지, 추정할 수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어느 측정시점 에

서의 순수한 용해 Pu량을 , 불확실성을 ±이라고 한다(그림 69). 용해

Pu의 측정치는 오차를 고려하여 목표값에 대해서 ±의 범위에 대한 변

동은 통상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에 있어서 불용해물의 생성이 

시작되고, 순수한 Pu용해량은 단조롭게 감소할 때를 생각할 수 있다. 또 

그때의 생성속도 는 연속 계량의 측정간격 에 대해서 변동량은 오차

에 가려져 알 수 없을 정도의 량 중에서 가장 큰 값이라고 할 수 있다

(  ). 에서의 측정값(겉보기 용해 Pu량)을 과소평가해서 

   , 에서의 측정값을 과대평가해서  를 얻을 경우 

실제의 불용해물 생성량은  인데도 측정상은 불용해물의 생성을 판

단 할 수 없고, 측정오차 범위 내에서 정상상태라고 판단해버린다. 이때 

발생을 검지할 수 없는 불용해물의 량은   으로부터 최대 이다. 

그 후 한층 더 불용해물의 생성이 진행되어 의 측정시점에서 순수한 

Pu 용해량이 까지 저하되었을 때, 그 측정값은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의 측정값은 과대평가한 쪽( )일 때. 추정되어진 불용

해물의 발생량은 과소평가 된다. 따라서 측정시점 에서의 겉보기 불

용해물질 발생량은    가되지만, 실제 불용

해물질 발생량은 측정시점   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다(여기에서   로부터 의 사이에 

의 불용해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가  

분명해지는 상태는 의 시점이고, 그 때의 순수한 불용해물 발생량이 

추정 임계 하한 값 이하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   ⇒≻ 즉, 측정간격을 에서 행할 때에 그 측정 오차

는 이상이며 불용해물이 생성하는 상태를 검지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또 연속되는 계량조작으로 인해서 불용해물의 생성을 검지할 수 

없는 량인  를 불용해물의 발생현상에 대한 계량관리상의 안전 마

진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고방법에서는 불용해물의 존재량을 제로 상태

에서 시작하고 있다. 처음 측정간격의 전후에서는 계측한 그 값은 허용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이 계측결과만으로 불용해물이 발생했었는지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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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 측정한 값이 고르지 않기 때문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다음의 측정간격 후의 측정결과에서 점차적으로 불용해물이 생성

되기 때문에 계측 값이 저하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의 조업

에서는 불용해물의 존재량을 항상 제로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그

러므로 통상 상태에서도 불용해물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평상시에 허용하는 불용해물의 량(즉 불용해물의 

핵적제한값)을 라고 가정하면  ≻ ⇒≻이라고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만큼 계량오차에 대응할 수 있는 요구는 엄

격해진다. 그런데 상기의 논리에서 설정되는 는 계량치의 신뢰성에 의

존한다. 현실에서는 여기에서 허락되는 신뢰폭 ±를 초과하는 과소 혹

은 과대평가하는 일도 당연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허용

오차를 초과하는 계량치의 관측에 의해서 상기에서 설정한 최대허용한도

를 넘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평가된 질량의 불규칙한 분포가 정규

분포에 따른다고 가정하고, 허용할 수 있는 신뢰성은 로 되도록 를 

설정하면 참 값이 평가 값을 초과할 수 있는 확률은 약 × 이다. 

따라서 평가값에 대한 과 평가는 2회 연속해서 발생할 확률이 

×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과소평가가 2회 연속해서 일어날 때이

고, 확률은 1/4로 떨어지고 × 가 된다. 측정빈도가 1회/일이면 

200일 운전/년의 조업에서 년간 측정회수는 200회이며, 따라서 확률은 

×/년이 된다(실제로는 1회의 샘플링으로 복수의 샘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낮은 확률이 된다). 50tHM/y플랜트에는 5기의 전해정

제조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플랜트 전체에서는 ×/년․플랜트의 

확률이고, 2중의 과소평가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플랜트설계수명(40

년)에 비해서 아주 적은 빈도이다. 또 다른 안전여유도(밀도나 형상, 반사

작용)등을 고려하면 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불용해물의 질량관리가 원인

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계사고는 기술적으로 발생을 가상하지 못할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임계안전설계에 과해지는 2중우발성원리에 의해 설계

되어 있으면 불용해물의 질량관리가 최대허용한도에 도달하는 것만으로  

임계에 도달하지는 않는다). 또 급격한 불용해물의 생성이라는 사고 그자

체가 단일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거듭해서 상기 계량상의 희귀

한 사고가 중복되는 일은 기술적으로 상상할 수 없다.

 ② 본설계에 대해서 일예로서 산출한 불용해물의 핵적제한값: 불용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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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량 평가에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되는 가에 대해서 정량적인 값

은 현단계에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는 상기의 를 만족하는 것

으로서 프로세스상의 변동±%, 계량의 불확실성 ±%를 가정하여 핵적 

제한 값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환산했다. 공정상에서 허용할 수 있는 일

상적인 용해할 때 Pu 용해량 상한 ×≈로부터 

  ×≈    최대허용한도  

로부터    즉, 불용해물의 이상발생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검지할 때까지의 최대 생성량 20kg-Pu(8e)를 고려하고, 수입/불출

차이로 인해서 알 수 없는 량이 불용해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하

면, 불명확한량이 20kg-Pu를 초과하면 사고로 인해서 생성할 수 있는 량

이 더해져서 최대허용한도를 초과할 가능성 있다.  따라서 수입/불출차로 

인한 불명확한량으로 인한 불용해물의 핵적제한 값을 20kg-Pu로 하였다. 

용융염중 Pu질량의 핵적 제한값과 측정값 및 참값의 관계를 그림 70에

서 볼 수 있다. 다만 이 모델에서는 측정간격으로부터 짧은 시간에서 불

용해물의 급격한 생성사고가 발생했을 때 검지하기 전에 추정임계 하한 

값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발적사고로인한 불용해물이 급격하

게 생성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진전속도를 평가하고, 그것과 

핵적 제한 값에서 측정시점의 최소간격 를 정해야할 필요가 있

다. 또 비정상적인 생성이 검지되었을 때 사고를 빠르게 정지시킬 수 있

는 방책이 미리 제공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만 상술한 계량오차 는 

추정임계하한치와 연관되어있고 정량값으로서 중량단위로 주어지기 때문

에 실제 계량시스템의 성능으로서의 상대적인 계량오차(%)는 용해 Pu량

이 많아지는 만큼 낮은 값이 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즉 용융염량이 커

지는 만큼 더욱더 용융염중의 Pu농도가 높아지는 만큼 고정밀도에 대한 

계량시스템 확립이 필수사항이 된다. 또 여기에서 말하는 불용해물의 핵

적 제한값으로는 조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서서히 축적되어지는 불

용해물의 평상시 허용량을 나타낸다. 천천히 축적된 불용해물량이란 전

해정제조에 수입/불출차(S/RD)의 누적치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1배치당 

S/RD가 0.1kg이라면 연속처리 가능한 배치수는 200회가 된다(200회의 

운전에서 볼 수 없는 불용해물량이 20kg에 달하기 때문에 전해정제조의 

크린아웃을 실시하여 재고량을 제로 상태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

한 S/RD는 수입량 및 빼낸 물질의 계량오차를 보수적인 쪽으로 포함시

킨다. S/RD의 내에 용융염중의 Pu로 이행한 것은 용융염중 Pu의 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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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염중 Pu질량의 공정변동)에 계상시키기 때문에 예상한 불용해물량에는 

본래 계상시키지 않지만 처리량(4.55kg-Pu)에 대응하여 용융염중에 존재

하는 평상시 재고량이 많은(227kg-Pu)상태이고 그것을 계량할 수 있는 

기술의 정밀도가 낮다(여기에서는 1%라고 가정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

문에 (오차폭이 처리량을 초과하기 때문에)S/RD가 전부 불용해물이라고 

가정한 상태로 했다.

그림 70. 용융염 중 Pu의 변동허용폭과 핵적제한값 [26]

 ③ 실제의 설계에 있어서의 허용량의 설정: 지금까지의 검토에서는 처음에 

요구처리능력에서 정해진 Pu농도, 및 기기설계상의 용량에서 통상적인 

재고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정한 상태에서 설정한 계량오차 및 운전변

동범위를 사용하여 허용량을 구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계량오차 및 

운전의 변동범위도 그 시점에서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근거가 불충분한 값을 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또 추정임계 하

한 값도 물리적으로 같은 뜻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상기와는 반대로 이들 

계량오차 및 추정임계 하한 값이므로 그 시점의 기술적 능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인정하는 재고량이라는 것만 정해진다. 그것을 기초로 

기기설계 및 처리능력을 정하는 것이다. 또 추정임계하한치는 일종의 물

리적정수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Pu용해량을 얼마나 정확하면서도 신속

하게 계량할 것인가가 불용해물에 대한 핵적제한치의 합리화, 또는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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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사용허가량 증대와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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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국제사회가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한 투명성을 강조하고 원자력을 오직 평화적으

로 사용하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원자력만이 21세기에 닥쳐 올 에너지 문제를 현실

적으로 해결해 줄 가장 중요한 열쇠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서 우리나라가 파이로건식처리기술을 미래의 핵주기공정기술로 결정하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해 가고 있는 현실은 국제 환경의 정치적 

여건에 대한 선택이라기보다 우리의 미래를 자주적으로 이끌어 가야만하는 필연적

으로 선택해야 할 최선의 기술로 평가할 수가 있다.

파이로건식처리 기술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나아가 가까운 미래에 실용화가 

이루어지면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고 난 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규모를 

기존의 직접처분에 비해 100배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그마한 규모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만 확보하더라도 앞

으로 100년 이상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문제를 쉽게 해결 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파이로건식처리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큰 혜택은 이 기술이 고속로와 

결부될 때 고준위폐기물의 관리기간을 수 십 만년에서 수백 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

어 지질학적 예측 가능 범위 안에서 처분장 부지를 선정할 수 있는 등 고준위폐기

물 관리의 안정성이 대폭 높아지게 되며, 이로 인해 후손에게 핵 쓰레기를 대 물림

한다는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킬 수 있다. 또 파이로건식처리 기술은 현존하는 사용

후핵연료 처리 기술 중 가장 핵확산 저항성이 뛰어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갈

망하는 국제사회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기도 하다.

그러나 파이로건식처리기술을 상용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

이 아직 산적해 있다. 첫째, 상용시설의 경험이 세계적으로 전무하므로, 이에 대한 

시설설계, 계량, 임계관리 및 물질 흐름에 대한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 둘째, 고준위 

폐기물 발생량이 습식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이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처리시 발생되는 잉여우라늄의 처리방안도 신중이 고려

할 때에 폐기물 발생량 감용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개념의 파이로건식처리공정 기술 및 염폐기물 처리기

술은 이러한 단점을 대부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본 공정이 공학규

모의 시설인 PRIDE에서 운전 검증이 이루어지고 장래에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

한 실험이 진행된다면 향후 고속로의 연료로 재활용함과 동시에, 고준위폐기물의 

부피를 대폭 감용함으로써 환경친화적으로 자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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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113 -

참고문헌

1) B.R. Westphal and R.D. Mariani, Uranium Processing during the Treatment 

of Sodium-Bonded Spent Nuclear Fuel, JOM, 52(9) 21-25.

2) S.D. Herrmann, S.X. Li and B.R. Westphal, Electrolytic Reduction of Fast 

Reactor MOX Fuel at Bench Scale, 2008 International Pyroprocessing 

Research Conference, Jeju, 24-28 August 2008.

3) George Zheng Chen, Derek J. Fray and Tom W. Farthing, Nature 407, 

361-364. 

4) OECD 2004 NEA No. 5427, Pyrochemical Separations in Nuclear 

Applications.

5) Arai, Y. et al., Fabrication and Electrochemical Behavior of Nitride Fuel for 

Future Applications,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vol.344, 2005, p.180-185.

6) Mitsuo Akabori, Kazuo Minato, Yasuo Arai, Nitride Fuel and Pyrochemical 

Process Developments for Transmutation of Minor Actinides in JAERI, 

Actinide and Fission Product Partitioning & Transmutation, Eighth 

Information Exchange Meeting, Las Vegas, Nevada, USA, 9-11 November 

2004.

7) O. Shiraia, T. Katob, T. Iwaia, Y. Araia and T. Yamashitaa, Journal of Physics 

and Chemistry of Solids, Volume 66, Issues 2-4, February-April 2005, Pages 

456-460 , Electrochemical behaviors of PuN and (U, Pu)N in LiCl–KCl 

eutectic melts

8) Shelly X. Li and Steven D. Herrmann, Electrochemical Analysis of Rare Earth 

Constituents in U/Pu Collected by a Liquid Cadmium Cathode, 2008 

International Pyroprocessing Research Conference, Jeju, 24-28 August 2008.

9) Y. Sakamura and T. Omori,Electrolytic, Reduction and Electrorefining of 

Uranium for Developing the Pyrochemical Reprocessing of Oxide Fuels,  

2008 International Pyroprocessing Research Conference, Jeju, 24-28 August 

2008.

10) M. Iizuka, K. Uozumi and T. Tsukada, Engineering-scale electrorefining test 

with U-Zr alloy anode containing simulating fission product elements, 

2008 International Pyroprocessing Research Conference, Jeju, 24-28 

August 2008.

11) A.V. Bychkov, O.V. Skiba, M.V. Kormilitsyn, Current Status of Development 



- 114 -

in Dry Pyro Technologies Reprocessing of SNF. RIAR experience and 

view,2008 International Pyroprocessing Research Conference, Jeju, 24-28 

August 2008.

12) Jean-Paul Glatz , Rikard Malmbeck, Eric Mendes, Pavel Soucek, Grouped 

Actinide Recycling by Molten Salt Electrorefining, 2008 International 

Pyroprocessing Research Conference, Jeju, 24-28 August 2008.

13) L. Cassayre et. al., Pyrochemistry within the FP7 ACSEPT Project, 2008 

International Pyroprocessing Research Conference, 24-28 August 2008.

14) Jan Uhlir and Martin Marec다, Development of Fluoride Volatility 

Reprocessing Technology, 2008 International Pyroprocessing Research 

Conference, Jeju, 24-28 August 2008.

15) K. Nagarajan et. al., Pyroprocess Research Activities in India, 2008 

International Pyroprocessing Research Conference, Jeju, 24-28,  August 

2008.

16) Y.H. Kang, J.H. Lee, S.C. Hwang, J.B. Shim, E.H. Kim, S.W. Park, 

Electrodeposition characteristics of uranium by using a graphite 

cathode, Carbon, 44/14 (2006) 3142-3145

17) J.H. Lee et. at., Performance Evaluation of a High Throughput 

Electrorefiner for a Spent Metallic Nuclear Fuel, 2008 International 

Pyroprocessing Research Conference, 24-28, Jeju,  August 2008.

18) 이한수 외, High-throughput 전해정련시스템 개발,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 

2008 연차실적 계획서.

19) 안도희 외, TRU 회수 전해제련시스템 개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008 

연차실적 계획서.

20) Y.Z. Cho, S.K. Byun, H.S. Lee and I.T. Kim, Concentration of Cs and Sr 

elements involved in a LiCl waste salt by melt crystallization, 2008 

International Pyroprocessing Research Conference, Jeju, 24-28 August 

2008.

21) Hee-Chul Yang,  Hee-Chul Eun,  Yung-Zun Cho, Han-Soo Lee  and  

In-Tae Kim, Fundamental study on the salt distillation from the mixtures 

of rare earth precipitates and LiCl-KCl eutectic salts, 2008 International 

Pyroprocessing Research Conference, Jeju, 24-28 August 2008.

22) Michael Simpson, Shelly Li, Dee Vaqden and Brian Westphal, Idaho 



- 115 -

National Laboratory Pyroprocessing Activities in Support of KAERI-10, 

Phase I Report, December 5, 2006 to May 5, 2007.

23) 소듐냉각 고속로 일문일답, Rev. 0, 2007. 12. 26

24) 황성찬, 강영호, 이종현, 박성빈, 이한수, 전지활성물질로서의 악티나이드의 

유효이용, KAERI/TS-229/2008

25) K. Saito, et al., "Conceptual Design Study and Evaluation of Advanced 

Reprocessing Plants in the Feasibility Study on Commercialized FR Cycle 

System in Japan, Global-2005, Paper No. 502

26) 황성찬, 이종현, 강영호, 박성빈, 이한수, 김응호, 금속연료리사이클시스템의 

임계안전설계검토(Ⅱ), KAERI/TS-223/2007



서 지 정 보 앙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변호 표준보고서변호 INIS 주제코 c 

KAERI(TR-3792/2009 

제목 /부제 선진핵연료주기 기술보고서 

- 파이로건식저리공정 현황 및 과저1 -

연구잭입자 및 부서명 황용수 / 국제 전략부 

연구자및부서영 이종현 / 충남대 

출판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행년 2009. 07 

퍼1 0 1 지 115 P‘ 도 표 있음( ), 없음( 크 기 Cm. I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0 ), 비공개( 

비밀여부 
보고서증류 

대외비 ( )‘ - 급비밀 

연구위탁기관 계약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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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고 

진환경적。로 관리하고 고길되는 우라늄 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선결요건이다 

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리 기술인 파이로끄로세싱이 

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파이로끄로세싱 기술 개발에 작수하였다 특히 2008년 12 

월 정부가 원자력위원회에서 승인한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에 따르연 

파이로n로세싱 기술 실증을 위해 오는 2011년까지 파이로n로세싱 일관공정 모의 시험 

시설인 PRIDE(Pyroproces5 Integrated Inactive DEmonstration Facility)를 한국원자력연구 

원 내에 구죽휠 계획이다- 파이로건식저리 기술개발이 가까운 미래에 실용화가 이루어지 

면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고 난 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분장의 규모를 기존의 직접 

처분에 비해 100배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기술이 고속로와 결부될 때 고준위폐기 

물의 관리기간을 수 십 만년에서 수백 년。로 단죽시킬 수 있어 지질학적 예즉 가능 범 

위 안에서 처분장 부지를 선정할 수 있는 등 고준위폐기물 관리의 안정성이 대폭 높아 

지게 될수 있다 그러나 파이로건식처리기술을 상용화 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점들 

이 있다 첫째， 상용시설의 경험이 세계적 。로 전무하디로 이에 대한 시설설져1. 계랑， 임 

계관리 및 물질 흐름에 대한 자료 축적이 멸요하다 둘째， 고준위 폐기물 발생량이 습식 

에 비해 많은 것。로 알려져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저리시 발생되는 잉여우라늄의 저리방안도 신중이 고려할 때에 폐기물 발생랑 감용 효 

과가 극대화 될 것。로 판단된다， 죄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개념의 

파이로건식저리공정 기술 및 염폐기물 처리기술은 이러한 단점을 대부분 극복힐 수 있 

는 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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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어내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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