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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국내에서는 국제  투명성  경쟁력을 확보한 핵연료주기 기술의 완성을 

목표로 하여, 고연소도 고성능 핵연료 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

술 개발, 그리고 원자력 시설 제염ㆍ해체 기술  고 폐기물 장기 리 기술 개

발을 추진 에 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을 하여는 독성이 강하고 반감기가 악티

나이드에 한 공통 기반(cross-cut)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제 1 세부과제에서는 고온 용융염매질에서 악티나이드 원소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법을 개발하고, 고온 용융염 내에서의 다양한 악티나이드  란

타나이드에 한 화학거동을 측정하기 한 기화학/분 학 일체형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로 공정개발을 한 기  데이터를 제공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제 2 세부과제에서는 주요 악티나이드 (U, Np, Pu, Am, Cm) 원소들이 포함된 

수용액의 화학  조성을 알아야 하므로 어떤 종류의 화합물이 어떤 조건에서 얼

마만큼의 양으로 존재하는지를 조사하는 화학종 규명 (chemical speciation) 연구

를 수행하 다.

 제 3 세부과제에서는 ‘국부연소특성 규명’, ‘핵연료/피복  화학결합 (FCCI)'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연소핵연료 국부연소특성 규명 

연구’를 수행하 다. 

제 4 세부과제에서는 핵확산 항성과 친환경성을 가지는 새로운 SF 리 기술을 

사용하는 악티나이드 해도 감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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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Nuclear fuel cycle, Actinides, Molten salt, Colloids, 

Spent fuel, Local burnup, radiotoxicity reduction, 

carbonat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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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핵연료주기 악티나이드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핵연료주기 악티나이드 연구는 핵연료주기 연구 분야에서 공통 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매질  환경에서의 악티나이드에 한 거동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련 열역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한 연구이다. 특히 이로 공정기술 개발

과 련하여 고온 용융염 환경 하에서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있는 다양한 란타나

이드  악티나이드의 화학  거동이해  특성 측정기술과 같은 요소기술 개발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제 1 세부과제에서는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 악티나이드 원

소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법을 개발하고, 이를 응용하여 이로 공

정개발을 한 새로운 신기술과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 다.  이에 따라 기화학

  분 학  측정기술을 동시에 이용하여 이와 같은 고온 용융염 내에서의 다양

한 악티나이드  란타나이드에 한 화학거동을 측/해석할 수 있는 기화학/분

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를 통해 고온 용융염 환경 하에서 사용

후핵연료에 포함되어있는 다양한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의 열역학  자료를 생

산하 다. 

국내 원자력발 소 운 으로 된 사용후핵연료의 효율 인 리와 이용, 그리

고 방사성폐기물의 안 한 처리와 처분이 심각한 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는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건설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의 리에 

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기 하여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악티나

이드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핵연료주기와 련된 기술을 개발하기 해서는 악티나

이드 화학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고  방사성 폐기물 리‧처분 

련 기술  조사핵연료 화학시험 련 기술을 개발하기 해서는 수용액 내 악티

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내 악티나이드 정량분석기술 개발

이 필수 이다.

제 2 세부과제인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과제에서는 연구 상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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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주요 악티나이드 원소 (U, Np, Pu, Am, Cm) 이온은 다양한 산화수를 가지며 

지하수 등의 수용액 내에서 매우 특이하고 복잡한 물리‧화학  거동을 보인다.  이

러한 복잡한 거동을 이해하기 해서는 먼  이들 원소들이 포함된 수용액의 화학

 조성을 알아야 하므로 어떤 종류의 화합물이 어떤 조건에서 얼마만큼의 양으로 

존재하는지를 조사하는 화학종 규명 (chemical speciation) 연구를 수행하 다.

   제 3 세부과제에서는 핵연료의 건 성 평가와 핵연료 성능평가 코드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기 해 ‘고연소핵연료 국부연소특성 규명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는 ‘국부연소특성 규명’, ‘핵연료/피복  화학결합 (FCCI)'  ‘잔류핵분

열생성기체 측정시스템 구축’의 세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수행하 다. 고연소 핵연료

에 한 기술 개발은 원 의 경제성 향상을 해서 출력변화 없이 핵연료를 교환하

지 않고 오랜기간 동안 사용하는 고연소․장주기 운 에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원 운  기단계에는 연소도가 33 GWd/tU 정도이던 것이 지 은 연소

도 50∼60 GWd/tU까지 증가하 으며, 미래에는 연소도 100 GWd/tU 이상이 될 것

으로 상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국가원자력연구개발 사업으로 고연소도 혹은 

고연소도 핵연료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고연소핵연료의 개발은 핵연

료의 건 성, 안 성 분석, 차폐설계 등을 지원할 실험 자료들을 필요로 한다. 

    제 4 세부과제에서는 알칼리 탄산염 매질 계의 비산성 온 산화용해-침출  

침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후핵연료 (SF)로부터 TRU을 포함한 부분의 FP 핵종

은 침  고형물로 불용해시키면서, U만을 선택 으로 용해-침출시키고, 이후 용해

된 U만을 처층 처분 가능 수 의 고순도로 침  회수함으로서, 핵확산 항성과 친

환경성을 가지는 새로운 개념의 SF 리 기술을 사용하는 악티나이드 해도 감

화 시스템 개발을 하고자 연구를 수행하 다.  종래의 습식 공정에서 사용하는 고

온 고농도 질산 매질 하에서 SF를 용해하는 개념 신, 먼  상온의 탄산염 매질 

하에서 SF로부터 U만을 U-carbonato complex 형태로 선택 으로 용해시키고, 나

머지 MA와 기타 FP등은 불용해 잔사물 (Insoluble residual) 는 수산화물 

(Hydrolysate)로서 동시에 침강/침 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SF의 용해 단계

에서 기존의 고온 강산을 사용하지 않고 온 알칼리 탄산계에서 U만을 선택 으

로 용해시키고 나머지 MA  RE, 기타 FP 등의 원소들은 혼합 침 물 상태로 만

듦으로서 핵확산 항성을 가지며 부식문제를 배제시킬 수 있어 조업의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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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화학 연구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에 한 연구를 수행하기 해서 다양한 화학환경조 이 

가능한 고온용융염매질에서 기화학  분 화학 연구에 합한 하드웨어 인 라

를 설계/제작하 다.  한 구축된 인 라를 활용하여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 란타나

이드  악티나이드 이온의 기화학 /분 학  특성 규명 연구를 수행하 다.  본 

과제에서  수행한 연구 내용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으로 

기화학과 분 학  측정이 가능한 기화학/분 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을 구성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화학종에 한 기화학  특성을 측정

하 다.  한 용융염 내 란타나이드 원소의 형 특성을 측정하여 란탄족 원소들의 

화학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 자료를 확보하 으며,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흡

 특성을 측정하여 고온 용융염 공정에서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한 가능성을 타

진하 다.  뿐 만 아니라 기화학/분 학 일체형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화수 조 에 

따른 용융염내 화학종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착수하 다.  

□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국내에서는 우라늄을 상으로 화학종 규명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나 재까지 

리 몰(10
-3
 M) 정도의 농도에서 상용 분 도계(spectrophotometer)를 이용한 연

구에 한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극미량 농도 (trace concentration, 10
-6
 M 이하) 

조건의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에 필요한 첨단 이  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 다.  시간분해 이  유도 형  분  (TRLFS, time-resolved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시스템을 구축하여 10
-6
-10

-9
 M 농도의 악티나이

드 화학종을 규명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 다.  한  단계 연구에서 

구축한 이  유도 열 검출 (LIBD, laser-induced breakdown detection)  이

 유도 열 분  (LIBS,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시스템을 이용

하여 나노미터 크기의 미세 악티나이드 콜로이드를 측정함으로써 용해도 상수를 실

시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 다. TRLFS 기술을 용할 수 

없는 루토늄 (Pu) 원소에 해서는 액체 도  모세 (LWCC, liquid waveguide 

capillary cell)을 이용한 고감도 흡수 분  시스템을 구축하여 Pu 가수분해 화학종 

규명에 한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 다.  사용후핵연료 내 악티나이드 정량분석기

술 개발과 련해서는 질량분석  알 분 학을 이용하여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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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를 생산하고자 하 다.

이와 같은 첨단 이  분  시스템을 구축하여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명하고, 

사용후핵연료 내 악티나이드 정량분석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악티나이드 화학의 

연구기반을 확립하고자 하 다. 

□ 고연소핵연료 국부연소특성 규명 연구

   첫 번째 분야는 연소도에 따른 특성을 연구하기 해 동 원소 분포  핵연료 

가장자리(rim)에서의 구조변화에 한 특성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고연소 시 핵

연료 반경을 따라 핵연료의 조성이 불균일하게 변화한다. 지 까지 사용해 온 화학

 용해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측정은 핵연료 내 핵분열성 물질의 감손을 

정확한 측을 가능하게 하지만 반경에 따른 국부  연소특성에 한 정보를 제공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의 심에서 가장자리까지 반경방향의 동 원

소 분포와 결정구조 변화 분석을 해 방사선차폐 LA-ICP-MS 시스템과 

micro-XRD 시스템을 사용하 다.   

   원자로의 가동조건에서 세슘 핵종을 비롯한 휘발성핵종들은 증기이동 혹은 열확

산 과정을 통해 핵연료/피복  틈새로 모이게 되고, 핵연료 기질인 UO2 혹은 피복

 안쪽 층과 화학반응을 하여 2차상을 형성하거나 핵연료/피복  화학결합을 야기

한다. 특히 핵분열생성비가 큰 세슘핵종의 경우 고연소 이력을 갖는 사용후핵연료 

펠릿의 가장자리에서 Cs-U-O 혹은 Cs-Zr-O로 추정되는 고농도의 세슘화합물 들

이 발견되고 있으나 이들 화합물들이 핵연료의 연소거동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두 번째 부분은 이들 2차상 형성  이들 2차상

이 핵연료/피복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에 한 규명연구이다.

    핵연료의 연소과정에서 생성된 핵분열생성기체는 부분 핵연료 조직 내 기포, 

공극  결정립계에 잔류되어 있다. UO2에 한 Kr, Xe의 용해도가 매우 낮아 매

질 내에 용존된 상태로 존재할 확률은 매우 낮다. 생성된 핵분열생성기체의 일부는 

핵연료 조직을 이탈하여 핵연료  내 자유공간으로 방출된다.  핵연료 조직 내 잔

류핵분열생성기체는 기포의 생성  확 를 가져오며 미세구조를 변화시켜 핵연료

의 열 도도 하와 소결체의 팽창을 일으킬 수 있다.  한 핵분열생성기체의 방

출은 핵연료  내압을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핵분열생성기체의 거동은 핵연료  

피복 의 건 성에 요한 의미를 지니며, 핵분열생성기체의 총 발생량, 핵연료 내 

방출율  핵연료 조직 내 잔류율 등은 신규 개발한 핵연료  상용 핵연료의 허가 

연소도 결정 시 매우 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고방사성 시료인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양, 조성  동 원소분포

에 한 정량 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측정기술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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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기반을 확보하기 해 방사선차폐 핵연료융해시스템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정량분석 시스템을 구축이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내용이다. 

□ 악티나이드 해도 감화 기술 개발

    비산성 산화용해-침출  침  분리기술을 사용하는 악티나이드 해도 감화 

기술 개발에서는 ① 알칼리 탄산염 용액 매질의 온 산화에 의한 U의 선택  용

해-침출 기술, ② 침 법에 의한 U의 고순도 분리 기술, ③ 처분 안정성 해 핵종

의 선택  제거/공제거 기술, ④ 탄산염 용액에서 용해된 U의 분리 ⑤ salt-free 사

용 탄산염 재순환 기술 등의 단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 하 다.

   SF의 처리를 한 비산성 온 산화 용해-침 분리 기술에서는 사용되는 탄산

염 계 매질의 산화-용해 침출과 침 법이 갖는 내재  특징에 의해 다  핵확산 

항성을 갖는다. 한 용매추출법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그리고 사용되는 탄산염 

계를 salt-free 방법으로 재순환시킴으로서 용매추출법을 기반으로 하는 습식 공정

이 갖는 다량의 유기폐액의 발생과 화재 가능성이 원천 으로 배제하여, 공정의 단

순화, 조업 안정성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국 실정에 부

합하는 핵확산 항성과 환경친화성 특징을 갖는, 이 에 알려진 기술과는 차별화

된 새로운 개념의 공정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화학 연구

본 연구에서는 악티나이드 용융염 취 시설  분 측정 시스템 구축, 용융

염 산도에 따른 란탄계 화학종의 흡 특성 측정 등을 수행하 으며, pseudo 기

극의 산도 보정기술을 개발하 다.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산화/환원 반응 측정

을 한 측정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악티나이드 용융염의 분  특성  기화학

 특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일체형 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산화수 조 , 산화/환원 열역학 자료생산, 분 특성 측정 등을 수행하 다. 

 고온 용융염 내 안정한 작업 극 재료 개발하 고 이 모든 기술을 이용하

여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 원소의 산화/환원 를 측정하 다.  기존의 방법

신, HOPG를 작업 극으로 사용하여 우라늄의 착 산화환원 반응 류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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튬의 환원 류에 인한 방해 없이 깨끗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넵티늄 이온의 

경우 텅스텐 극을 작업 극으로 사용하여 Np
3+
/Np

4+
의 산화환원반응의 순환

압 류 곡선을 측정하 다.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산화/환원반응의 순환 압 류 곡선 측정  해석을 

통해 고온 용융염 내 란타나이드 이온  우라늄, 넵티늄 이온과 같은 악티나이

드 원소의 겉보기 (apparent standard potential)뿐만 아니라 결합 깁스 자유

에 지 등 열역학 자료를 생산하 다. 

용융염 온도  매질변화에 따른 란타나이드 이온의 형 특성 측정을 하

다. 고온용융염매질에서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 이온의 형 측정은 보고된 사

례가 없다. 본 연구를 통해 Eu
2+
, Eu

3+
, Sm

3+
, Tb

3+
에 해 최 로 형 신호 측정

에 성공하여 형 신호를 통해 용융염매질에서 란타나이드 이온의 물리화학  거

동을 조사할 수 있었다.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 이온의 흡 상을 실시간

으로 측정하 다. 용융염 조성  산도변화에 따른 란타나이드 이온의 흡 특성 

측정을 통하여 분 자료를 생산하 고, 란타나이드 이온의 산화상태에 따른 흡

특성의 변화 상을 규명하 다.  한, 표 인 악티나이드 원소인 우라늄  넵

티늄 이온의 흡 스펙트럼을 실시간 측정하 다.  그 결과, 최 로 고온용융염 매

질에서 4f-5d, 5f-6d 궤도간 이 상을 규명하 다.  나아가, 기화학/분 학 일

체형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라늄  넵티늄 이온의 기화학  산화수 조   

기화학  환경변화에 따른 분 특성변화의 실시간 연속 모니터링에 성공하 다. 

□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이  유도 충격 에 의해 탐사 이 편향(deflection)되는 학  신호를 비

식,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인 ‘탐사 (probe beam)을 이용한 LIBD 

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 LIBD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료 내에 형성되는 극미량의 

U(VI) 나노입자를 민감하게 검출하 고, U(VI) 가수분해물의 용해도 한계를 넘어서

는 U(VI) 농도  pH 조건을 결정하 다.

   LIBD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한 크기(> 5 nm)와 농도(> 수십 ppt)의 입자가 생

성되면 열확률이 증가하는데, 이 상을 측함으로써 U(VI) 가수분해물의 용해

도 한계를 넘어서는 U(VI)의 농도와 pH 조건을 결정하 다.  한, 서로 다른 농도

의 U(VI) 이온을 함유한 시료의 열확률 측정 결과로부터 용해도곱(solubility 

product) 상수를 결정하 다.  ‘LWCC(Liquid Waveguide Capillary Cell)를 이용한 

흡수 분  측정 시스템’을 로  박스 내부에 설치하 다. LWCC를 이용한 고감도 

흡수 분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각 악티나이드 화학종에 한 정량 분석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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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농도 검정 곡선을 확보하 다.  한, 흡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약 산성  

성 조건에서 시료 내 존재하는 루토늄 화학종의 자발 인 변화를 측정하 다.

   분별 채취  방사선 계측을 이용한 CE(Capillary Electrophoresis) 시스템을 구

성하고 An(III) 화학종 규명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 다. 한, 

U(VI)-PDA 시스템의 용액 내 3성분 착물 생성특성을 측정하고, 속산화물 계면의 

숙성이 흡착에 미치는 향 측정하 으며, 속산화물의 결정성이 흡착에 미치는 

향 측정하여 결정성 α-Al2O3에서는 picolinate가 3성분 표면착물을 생성하지 못하

며 수용성 착물 생성에 의해 Eu(III) 이온의 흡착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Kaolinite에 한 흡착 특성, 다양한 조건에서의 Am(III)와 Eu(III)의 흡착특성 

비교를 수행하 으며, ‘시간분해 이  유도 형  시스템’을 구성하 고, 증배

(PMT) 신에 ICCD (Intensified Chrage Coupled Device) 검출기를 부착한 분 계

도 별도로 구성하 다. 섬유 다발(fiber bundle)을 제작하여 형 신호 수집효율

(collection efficiency)  양자효율(quantum efficiency)을 개선시킨 결과 나노 몰 

농도의 우라늄 화학종을 구분할 수 있는 고감도 분  시스템을 확보하 다.

   더불어 U(VI) 가수분해 화학종을 구분하기 해 pH가 1-6.5 사이인 수용액 시

료를 사용하여 U(VI) 화학종의 형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화학종의 종류에 따른 형

 장  수명 측정값을 정리하 다.

   핵연료의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 생산과 련하여 
239
Np 첨가법에 의한 

237
Np 

정량기술을 개발하 다. 한, 알   질량분석법에 의한 Pu 동 원소 정량기술 검

증하 으며 알 분 법에서 측정값과 인증값이 10.3~2.7 ng 범 에서 높은 상 계 

(γ2 ; 0.99963)를 나타냄을 확인하 다.  연소도 35.6 ∼ 62.0 GWd/tU 핵연료 9개 

시료에 해 
238
Pu, 

239
Pu, 

240
Pu, 

237
Np, 

241
Am, 

242
Cm  

244
Cm 동 원소를 정량하여 

고연소 사용후핵연료의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를 생산하 다.

□ 고연소핵연료 국부연소특성 규명 연구

   30∼60 GWd/tU 연소도에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동 원소 비 분포 변화 측

정을 통해 U, Pu, Np, Am, Cm, Mo, Cs, Nd  휘발성 핵종에 한 연소도별 분포

특성 자료를 확보하 다. 33.3, 41.0  57.6 GWd/tU에서 U, Pu, Np, Am, Cm, Mo, 

Cs, Nd에 한 연소도별 측정신뢰도를 구하 으며, 동 원소 비 측정의 상 표 편

차는 연소도별, 핵종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Mo 경우 고연소핵연료에서 

측정재 성 시험결과 상 표 편차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각각의 

핵분열샐성물 특성별로 고용성 원소와 속침 물 특성에 따라 핵연료 내에서의 존

재형태를 측하여 균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한 시험을 일부 수행하 으며 향후 

차기단계 연구를 통해 상세 연구를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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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EN2 code로부터 얻은 연소도에 따른 동 원소 비의 상 계를 활용하여 

사용후핵연료의 동 원소 비 측정치로부터 반경방향의 국부연소도 변화를 측하

다. ORIGEN2 code로부터 얻은 연소도에 따른 동 원소 비의 상 계 식을 얻고, 

239
Pu/

235
U, 

237
Np/

235
U, 

243
Am/

235
U  

244
Cm/

235
U 동 원소에 따른 상수값을 얻어, 측

정결과에 용함으로써 국부연소도를 측하 다. 동 원소 비 분포 측정결과로부

터 얻은 국부연소도로부터 측된 평균연소도 결과와 화학용해방법(Nd-148 법)으로 

얻은 평균연소도와 비교한 결과 용해법보다 약간 높은 결과를 보 으나 비교  잘 

일치함을 확인하 다.

   사용후핵연료 심에서 외부표면까지 격자상수변화 확인  구조변화 측정을 

한 시스템의 검출기 차폐(고방사성 시료의 바탕값 세기 향 제거)  시료홀더 차

폐 등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 다.  그 결과 문제가 되던 사용후핵연료의 바탕값을 

1/300까지 으며, 강한 감마에 지를 방출하는 사용후핵연료에도 용 가능함을 

확인하 다. 이 시스템을 사용후핵연료의 반경방향 격자상수 변화를 확인하는데 활

용하여 측정 자료를 확보하 다.

  피복  표면의 유착거동을 모사하기 해 UCs2Ox/ZrO2, UO2/Zr( 속분말)  

UCs2Ox/Zr( 속분말)의 상호간 반응성을 모사하여 UCs2Ox/Zr( 속분말)의 경우 

U-Zr-O 화합물이 생성됨을 확인하 다.  UO2, U-Cs-O/Zry-4, Zirlo, high Nb-Zry 

간 반응성 시험결과, 표면에서 2단계 반응 추정되는 유착거동을 확인하 다.  한, 

Cs2Ox/Zr 열  특성 측정 결과 UCs2Ox + Zr  → UOx + UZrOx + ZrOx + O2 + Cs

의 반응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U1-yGdyO2/Zry-4의 확산  실험에서 고연소에 의해 

y값이 커지면 산소분압(⊿Go)이 커져 피복  산화 진가능성 확인하 다.  이와 더

불어 사용후핵연료와 피복 의 경계면 실측결과, 57.6 GWd/tU까지 UO2  Zr 이외

에 다른 특성 피크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SEM/EDS/WDS를 통해 결합반응층이 

생성됨을 확인하 다.

    사 극자 질량분석기(HPR-20 QIC System: 1000 series 9 mm PIC Detector) 

설치하고, 기체주입장치 설계, 제작  성능시험을 수행하 으며, 극미량기체의 정

량  주입기술 확립하 다.  잔류 핵분열생성기체 추출시스템 구축을 한 방사선

차폐 러 박스 설계하고, 사용후핵연료 융해  잔류 핵분열기체 추출용 차폐 

로 박스  부속 설비 구축을 완료하 다. 

   기체 설속도 등 성능평가, 표 검정곡선 작성, 정량 차를 확립하고 흔 농도의 

희귀기체(크립톤, 제논) 정량분석 차를 확립하 고, 시스템 검출한계 목표치인 50 

ppb Kr, Xe을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핵연료 융해장치 구성  융해 최

조건 확립하고, 시편의 융해 시 Kr, Xe 회수율 평가를 해 이온주입법을 이용 알

루미늄 박 에 Kr, Xe 주입한 기 시편 제조하여 고체 내 Kr, Xe의 정량  추출, 



- 13 -

포집조건 확립을 통해 미량 핵연료 내 잔류핵분열기체의 정량  회수방법을 확립하

다. 한, 방사선차폐시스템의 차폐능 검사  모의시편을 이용한 시스템 성능평

가를 통해 미량 핵분열기체 측정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완료하 다. 

□ 악티나이드 해도 감화 기술 개발

   SF로부터 U만을 회수하기 하여 제안된 탄산염 공정의 핵확산 항성의 특징인 

SF 내 TRU 핵종 산화물의 불용해성을 입증하기 한 TRU의 화학  특성 평가하

으며, 탄산염 용액계에서 SF 내 산화물 산화상태 평가, 열역학  해석  

speciation simulation에 의한 TRU 산화물 용해도 평가  TRU 표 핵종으로 

NpO2의 고농도 탄산염 계에서 실제 용해도 측정을 통해 탄산염 용액계에서 악티나

이드 핵종 용해 특성 연구를 수행하 다. 탄산염 용액 계에서 SF의 RE, TE의 용액 

화학  용해 특성 평가, P-산화물에 한 용해화학 특성  공침출 특성 규명 등

의 탄산염 용액계에서 FP-산화물의 산화용해 연구를 수행하 다.  SF로부터 U 만

을 회수하기 한 탄산염 공정에서 U의 산화용해 특성 기 자료 확보  실험을 

통한 가능성 확인하 으며, SIMFUEL로부터 FP, U의 용해도  U의 용해속도 평

가, U의 용해성  TRU를 제외한 기타 주요 핵종의 용해성 평가를 한 

SIMFUEL의 제조  재료 특성 평가, UO2  SIMFUE 극의 해 용해 특성 평

가, UO2  SIMFUE 극의 공    pH에 따른 U 용해속도 측정을 통해 탄

산염 용액계에서 우라늄산화물 산화 용해 연구를 완료하 다.

   고농도 탄산염 계에서 처분 해 핵종의 선택  침   공침  제거 연구를 수

행하 으며, SF로부터 U만을 회수하기 제안된 탄산염 공정에서 사용된 탄산염의 

salt-free 재순환 기술에 의한 제안 공정의 친환경성을 입증하 고, 탈탄산화 특성 

 탄산염 회수 기술을 개발하 다. 

   탄산염계 용 U의 선택  흡착제 합성을 한 copoymer acrylonitrile- 

divinylbenzene (AN-DVB)  divinylbenzene-amidoxime (DVB-AO)와 resin 합성하

여 Amidoxime 수지에 의한 탄산염 용액계에서 U의 흡착-용리를 평가하고 탄산염 

계에서 고효율 침  방법에 의한 U 회수 평가하여 탄산염 용액계에서 우라늄 분리 

연구를 수행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용융염 매질에서 악티나이드의 물리․화학 특성 특정을 통하여 악티나이드 이

온 의 5f 자의 구조와 거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용융염 내 악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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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드 화학거동에 향을 주는 속산화물에 한 기화학, 분 학, 물리화학  

정보, 그리고 특성 측정기술을 확립할 수 있었고 향후 더욱 다양한 측정 실험을 수

행 할 수 있는 토 를 구축하 다.  연구 수행과정에 과정에 생산된 데이터  측

정방법론은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 개발과 련하여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 

악티나이드  기타 속의 해정련  제련기술 실증에 활용될 수 있다.

   악티나이드 용융염 화학연구는 고온화학 (pyro-chemical)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기술개발에 필요한 기반  공통 요소기술을 포함하므로 그 

효과는 핵연료주기기술개발과 그 맥을 함께 한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에서 

고방열 핵종 (Cs과 Sr)을 분리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고 폐기물의 부피 감소와 

그에 따른 해도 감, 그리고 처분장 공간의 효과 인 활용에 기여할 수 있게 되

어 국내 핵연료주기  과정의 기술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이로 

공정 련 연구와 연계된 기술개발 분야와의 긴 한 조 체제를 지속 으로 유지함

으로써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극 화 할 계획이다. 

   미세 콜로이드 분석 LIBD 시스템  련 기술을 핵연료주기 분야의 타 과

제인 ‘고 폐기물 장기 리기술 개발’ 과제에 이 할 정이며, 이 한 측정 시스

템은 KURT(한국원자력연구원 지하동굴실험실)에 설치되어 실제 지하수에 함유된 

콜로이드 입자분석에 이용될 것이다. 고감도 이  분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

할 수 있는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능력 바탕으로 핵연료주기 분야의 타 과제와의 

력 체체를 구축하여 타 과제에서 필요한 악티나이드 분  핵심자료 제공하게 될 

것이다. 

   방사선 차폐 리 용발시스템을 ICP-MS와 연결하여 사용후핵연료 의 동

원소 비를 측정하 으며, 방사선 차폐 micro-XRD로 rim effect와 핵연료 피복 의 

화학거동을 측정하 다. 측정된 자료는 고연소도나 고연소도 핵연료의 인허가나 

실용화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은 미세 자공학, 

나노물질, 반도체 등 미세 역 측정이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르코늄 합 들의 산소에 한 반응성 측정결과는 향후 원자력 재료개발에서 

지속 인 심의 상일 수밖에 없는 Zircaloy의 산화 부식 해석  사고 연구

에서 고온 환경 Zircaloy 거동 해석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UO2  고연

소핵연료 모사 화합물인 세슘 우라네이트와 분말 상태 Zr, ZrO2의 혼합물 간 반응

성 시험결과  연소도 모사 핵연료에 의한 Zircaloy 합 에 한 확산  시험결과

는 핵연료/피복  틈새에서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계면 화학반응들의 해석 자료

로써 활용될 것이다. 한, 본 연구를 통해 제작 설치한 방사선차폐핵연료융해시스

템은 조사핵연료의 융해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측정에 사용될 것이다. 

     비산성 온 산화용해-침  분리기술은 기술 자체가 태동 단계에 있어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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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으로 충분한 연구 가치가 있으며, 이 기술 개발에 의해 SF로부터 TRU를 

불용해시키며 U만을 고순도로 회수할 수 있어, 증하는 U 수요에 응함과 동시

에 SF  부분을 차지하는 U을 높은 핵확산 항성의 방법으로 회수하여 고  

폐기물 처분부지 능을 증 시킬 수 있어 원자력 기반 기술 확보에 직, 간 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외에도 선행 핵연료 주기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우라늄 혼합 폐기

물의 처리에 사용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단 기술인 침 기술  해 

기술 등은 일반 환경 산업에도 직  활용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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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Research on Actinides in Nuclear Fuel Cycle

Ⅱ. Objectives  

□ Research on the Actinide Chemistry in Molten Salt 

    Development of measurement and evaluation technology of electrochemical 

reactions in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media is very essential to understand 

the chemical behavior of actinides and lanthanides an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pyrochemical process.  The electrochemical/spectroscopic 

integrated measurement system is a powerful tool to provide electrochemical 

parameters and thermodynamic parameters of actinides and lanthanides in molten 

salts.  By developing new methods such as absorption and fluorescence 

spectroscopic techniques as well as electrochemical techniques, deep 

understanding of the chemical behavior of actinide and lanthanide elements in 

pyrochemical process is possible.  In this work, electrochemical and 

thermodynamic parameters of actinides and lanthanides in molten salts were 

produced for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pyrochemical processes. 

□ Research on the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A demand for the safe and effective management of spent nuclear fuel and 

radioactive waste generated from nuclear power plant draws increasing attention 

with the growth of nuclear power industry.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establish the basis of research on the actinide chemistry by using advanced 

laser-based highly sensitive spectroscopic systems. Researches on the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are prerequisite fo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related to nuclear fuel cycles, especially, such as the safe management of high 

level radioactive wastes and the chemical examination of irradiated nuclear 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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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upporting these technologies, laser-based spectroscopies have been 

performed for the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 in an aqueous solutions and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actinide isotopes in spent nuclear fuels. 

□ Research on the Local Burnup Characteristics of High Burnup Nuclear 

Fuel

   A fuel burnup has recently reached 55 GWd/tU by extended fuel cycle and 

higher 
235
U-enrichment from 33 GWd/tU, and it is expected to be higher than 

100 GWd/tU in the future.  The high burnup and/or ultrahigh burnup nuclear 

fuel is developing under the national nuclear R & D program. The high burnup 

nuclear fuel requires an experimental database to support the fuel integrity, a 

safety analysis, and a shielding design.  Therefore, "Research on the local 

burn-up characteristics of high burnup nuclear fuels" was carried out under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to make database that can be used 

for evaluation of fuel integrity and verification of fuel performance code.  This 

work can be divided by three tasks as 'characterization of local burnup 

properties', 'fuel/cladding chemical interaction (FCCI)' and 'development of 

measurement system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retained fission gas'. 

□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Reduction of Actinide Radiotoxic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roject is to develope a system for the 

reduction of actinide radiotoxicity by using only oxidative dissolution-leaching 

and precipitation techniques in an alkaline carbonate media as a new concept to 

manage the spent nuclear fuel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 highly enhanced 

proliferation-resistance and more environmental friendliness, where the uranium 

is dissolution-leached alone from a spent nuclear fuel in a carbonate media, 

while the TRU oxides and most of the fission products remain undissolved, and 

then the dissolved uranium is recovered as a uranium precipitate with a high 

purity level enough for the uranium to be buried near the surface. 

  The process is considered to have a good possibility of reducing the waste 

volume for the treatment of the spent nuclear fuel, because the process did not 

use any solvent extraction method which generates a lot of organic and aqueous 

wastes and because the carbonate solution can be easily recycled rather than 

aci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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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cope and Content

  

□ Research on the Actinide Chemistry in Molten Salt 

 The electrochemical/spectroscopic integrated measurement system was designed 

and set up for spectro-electrochemical measurements of lanthanide and actinide 

ions in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media.  The contents of the study can be 

divided into four parts. The first part is regarding preparation of 

electrochemical/spectroscopic integrated measurement system including glove box 

system. By utilizing the established system electrochemical measurements of 

lanthanide and actinide ions in molten salt media was performed.  In addition, 

fluorescence spectroscopy was applied for the speciation of the lanthanides in 

high temmperature molten salt media.  The electronic absorption measurements 

of lanthanide and actinide ions in molten salt media were also performed in 

order to have access to the real-time monitoring technique for molten salt case 

and to have a information regarding the chemical reaction.  Finally, an 

electrochemical/spectroscopic integrated system has been applied for the 

measurement of the oxidation states of  the chemical species in the molten salt 

media. 

□ Research on the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establish the basis of research on the 

actinide chemistry by using advanced laser-based highly sensitive spectroscopic 

systems. Researches on the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are prerequisite fo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related to nuclear fuel cycles, especially, such as 

the safe management of high level radioactive wastes and the chemical 

examination of irradiated nuclear fuels.  For supporting these technologies, 

laser-based spectroscopies have been performed for the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 in an aqueous solutions and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actinide 

isotopes in spent nuclear fuels. In this project, researches on the following 

subjects have been accomplished.

(1) Development of TRLFS system for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2) Development of technique for measuring solubility of actinides using LIBD

(3) Chemical speciation of plutonium complexes by using a LWC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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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velopment of techniques for the measurement of actinides using LIBS

(5) Development of a CE system for the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6) Evaluation on the chemical reactions between An-HA-KA

(7)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adsorbed on metal oxides surfaces

(8) Determination of actinide source terms of spent nuclear fuels

□ Research on the Local Burnup Characteristics of High Burnup Nuclear 

Fuel

    The goal of first task is to make the database of spatial distribution of 

isotopes and structural changes of the pellet periphery (rim) to investigate 

burnup dependent properties. At high burnups, the composition of a nuclear fuel 

changes in a non-homogeneous manner throughout the radius.  The chemical 

analysis of a spent fuel burnup based on the dissolution method provides an 

accurate estimation of a fissile material depletion in a nuclear fuel, but it cannot 

provide information about a local burnup throughout the radius.  Therefore, for 

the analysis of isotopic distribution and structural changes from core to rim of 

the spent nuclear fuel, a radiation shielded LA-ICP-MS system and the 

micro-XRD system were used, respectively.  

   During the operation of nuclear power reactor, the volatile fission products 

including cesium are known to be accumulated at the fuel/cladding gap, and 

these could react with UO2 and/or cladding to give rise to the formation of 

secondary phases or chemical bonding. Regarding the high burnup and longer 

operation, the amount of these compounds should increase at the gap.  These 

compounds could give unexpected effect on burnup behavior. Therefore, research 

on the interaction behavior between fuel and cladding were carried out.

    Most of the fission gases that are produced by irradiation of nuclear fuel 

are retained in bubbles, voids, and/or grain boundaries of fuel matrix.  Due to 

the low solubility of krypton and xenon in UO2 matrix, some of them are 

escaped from fuel matrix and then released into the free volume of a fuel rod. 

Those behaviors of fission gas affect on the integrity of a nuclear fuel as well 

as of clad.  It is regarded that the fission gases are very important factors to 

determine the maximum burnup of commercial nuclear fuel.  The total 

generation yield of fission gas is required to determine the quantitative data on 

retained and released fraction of fission gas. Therefore, in this work the 



- 20 -

radiation shielded fusion system for an irradiated fuel was fabricated and the 

quantitative analysis system for small gas sample as well. 

□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Reduction of Actinide Radiotoxicity

     In this project to develope a system for the reduction of actinide 

radiotoxicity by using only oxidative dissolution-leaching and precipitation 

techniques in a non-acidic media, a few unit techniques that need to be 

configured in the system was developed and tested, which were ① a technique 

for a selective oxidative dissolution-leaching of uranium in a carbonate media at 

room temperature, ② a technique for a high purity precipitation of uranium, ③ a 

technique for a removal of environmentally-detrimental elements, and ④ a 

technique for separation of uranium dissolved in the carbonate solution ⑤ a 

technique for a salt-free electrolytic recovery of the carbonate salt used in the 

system.  The present system can favorably enhance proliferation resistance due 

to the intrinsic characteristics that result from using only oxidative-leaching and 

precipitation techniques in a carbonate media without using any solvent 

extraction in acid, and has beneficial features in that an enormous amount of 

organic waste liquid, a problem with the solvent extraction, is principally not 

generated.  Accordingly, compared to the existing wet processes using solvent 

extraction, the present system using a salt-free recycle of the carbonate salt 

used in the system can minimize the waste generation, primarily eliminate a fire 

possibility due to the organic vapor caused by using organic solvent extractant. 

Consequently, the technical idea proposed by this project can simplify the 

working processes and enhance the operation stability while minimizing the 

waste generation.  The present system,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processes, is considered as a new concept to meet the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environmental friendliness necessary for an actual Korean situation.

Ⅳ. Results

□ Research on the Actinide Chemistry in Molten Salt 

Efforts to develop a spectro-electrochemical measurement system for use in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media under controlled atmosphere have been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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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erformance test was successful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various 

spectro-electrochemical experiments.  For stable and accurate electrochemical 

measurements under severe conditions, suitable pseudo reference electrodes and 

calibration technique of oxide ion acidity were developed in this work.  

A compact electrochemical cell and electrode system was also developed for 

the minimization of reactants, and consequently minimization of radioactive 

waste generation. By applying these equipments, oxidation and reduction 

behavior of lanthanide and actinide ions in molten salt media have been made.  

Also, thermodynamic parameter values are determined by interpreting the results 

obtained from electrochemical measurements.  

   Until now, little is known on the fluorescence measurement in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media.  In this study, Eu
2+
, Eu

3+
, Sm

3+
, Tb

3+
 ions 

exhibited characteristic fluorescence signal in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media.  The dependency of fluorescence signal on temperature and types of salt 

has been studied. 

UV-VIS measurement provided the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e 

oxidation states of lanthanide and actinide ions in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media.  Strong 4f-5d, 5f-6d transition lines were identified for certain lanthanide 

and actinide ions, that provides an sensitive probe for monitoring the related 

electrochemical pyro-processes.  A spectroscopic measurement have been found 

to be effective to monitor the changes in oxidation states by controlling the 

electrochemical potential on a real time base.   

□ Research on the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In this project, researches on the following subjects have been accomplished.

(1) Development of TRLFS system for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The speciation sensitivity in the order of 10
-9
 M concentration of U(VI) 

compounds has been achieved at the excitation wavelength of 266 nm. The 

fluorescence spectrum and lifetime of UO2
2+
 ions and its hydrolysis species 

were carefully measured.

(2) Development of technique for measuring solubility of actinides using LIBD

    A new LIBD system by using an optical probe beam deflection method has 

been developed, which is advantageous for investigating radioactive actinides 

placed in an isolated glove box because of its capability for nondestructiv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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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  measurement.  It is possible to more easily quantify the size of a 

nanoparticle. As an application, traces of uranium colloidal particles generated 

by the reaction of a uranium hydrolysis were detected. 

(3) Chemical speciation of plutonium complexes by using a LWCC system

    A sensitive absorption measurement system using a LWCC has been 

developed which is a good application method for quantitative analysis of 

elements having small molar absorption coefficient as well as being highly 

radioactive or expensive such as actinide elements.  As an application, trace 

amount of Pu(V) was determined during the investigation of hydrolysis of 

Pu(VI).

(4) Development of techniques for the measurement of actinides using LIBS

    LIBS has been applied to quantify trace elements contained in glass matrix. 

Results obtained from multielement analysis using LIBS would be valuable 

data in the research field of a radioactive waste processing.

(5) Development of a CE system for the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A CE system has been constructed and its applicability to a speciation of 

actinide was tested.

(6) Evaluation on the chemical reactions between An-HA-KA

    The adsorption reactions such as KA-HA, KA-Am, HA-Am and 

KA-HA-Am have been investigated for the evaluation of safety in radioactive 

waste disposal. The adsorption reaction of kaolinite, humic acid and americium 

gives very important information on solubility and environmental behavior of 

actinides in aqueous solution.

(7)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adsorbed on metal oxides surfaces

    The effect of organic acids on the adsorption of U(VI) onto oxide surfaces 

(TiO2(anatase), SiO2(amorphous) and Al2O3(amorphous)) has been investigated. 

(8) Determination of actinide source terms of spent nuclear fuels

    Determination method for 
237
Np by alpha and gamma spectrometry using 

isotope dilution technique with 
239
Np as a spike has been developed. The 

measurement data between alpha spectrometry and mass spectrometry agreed 

within 7% for 
239
Pu and 

240
Pu. The isotopic contents of actinide elements were 

measured for PWR spent fuel samples of 35.56-53.9 GWd/MtU and of 

54.647-61.998 GWd/MtU. The measurement data were compared with the 

calculation by Origen-2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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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on the Local Burnup Characteristics of High Burnup Nuclear 

Fuel 

   Chemical dissolution methods were used for the burnup determination of a 

PWR nuclear fuel irradiated to a high burnup in power reactors. The total 

burnup was determined from a measurement of the Nd isotope burnup monitors. 

The results obtained by the mass spectrometric measurement of the Nd isotope 

monitors were compared with those by the ORIGIN code.

   A radiation shielded LA-ICP-MS system and the micro-XRD system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isotopic distribution and structural changes from core to 

rim of the spent nuclear fuel pellet, respectively. By LA-ICP-MS system, radial 

distribution of actinides, fission products (Mo, Cs and Nd) and volatile elements 

with respect to 
235
U were measured successfully. For a comparison, a computer 

code (ORIGEN2) was also used to calculate the isotope ratios. The measured 

values agreed comparatively well with that of the calculated one. Since a spent 

fuel reference material does not exist,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ed data was 

determined by the reproducibility of the isotope ratios measured at the same 

radial position. The measured 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 values depends 

on the elements and the burnup of the specimens.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changes were investigated concerning a spent 

fuel pellet discharged from pressurized light water reactor (PWR) by radiation 

shielded X-ray diffraction (XRD) system. The lattice parameters of the 

irradiated fuel revealed the larger values than that of non-irradiated UO2 (fcc, a 

= 547 pm) due to the radiation damage during operation of a nuclear reactor. 

Although the contraction was not very clear, the lattice contraction was 

observed at the rim region of 57.6 GWd/tU fuel. 

   From the the simulated experiments of FCCI, it was concluded that the 

oxidation of inner surface of zircaloy cladding could be caused by the oxidizing 

ability of some phases like U-Cs-O rather than by UO2. The spent fuel 

involving the interface and cladding outer surface was measured by radiation 

shielded micro-XRD system and shielded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equipped with an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e) and a WDS (wavelength 

dispersive spectroscope). From these elemental profile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interaction layer of zirconium oxide was produced by the oxygen uptak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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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adding from the fuel. The outer layer of cladding was proved to be 

zirconium oxide, and this region represents the corrosion layer of the cladding 

caused by the oxygen diffusion from the cooling water. 

   For a quantitative analysis of retained fission gas, the radiation shielded 

fusion system for an irradiated fuel was fabricated. The krypton and xenon 

reference specimen in a solid matrix were prepared by ion implantation method 

and their recovery by inert gas fusion process were carried out. It was found 

that the Kr or Xe could be recovered almost 100% (96%～108%) by this 

method. Thu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methods of quantitative and/or 

qualitative analysis of retained fission gas in an irradiated fuel was developed 

successfully.

□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Reduction of Actinide Radiotoxicity

   On the basis of all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research, a new process using 

carbonate media to recover U alone from spent nuclear fuel was finally 

suggested in alternation of the original process named COL (Carbonate-based 

Oxidative Leaching) process, which was evaluated to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 highly enhanced proliferation-resistance and more environmental friendliness. 

However, in order for the COL technology to apply SF, the verification of 

insolubility of TRU element oxides with real SF sample and the evaluation of 

the unit technologies consisting of the COL process in views of engineering 

should be carried out furthermore. 

 

Ⅴ. Applications

□ Research on the Actinide Chemistry in Molten Salt 

The electrochemical/spectroscopic integrated measurement system and 

experiences and data obtained during the course of this study can be directly 

applied to understand the chemical reactions and redox behavior of actinide and 

lanthanide ions in molten salts, eventually for to support  pyrochemical process 

of spent nuclear fuel. 

Also, the electrochemical & spectroscopic technique developed in this study 

may be extended  for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measurement  technology 



- 25 -

for the real time monitoring of the  pyrochemical processes of spent nuclear 

fuel, which is still a challenging problem. 

□ Research on the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The relative long-term investigation of actinide species improved our 
comprehension about the complicated actinide chemistry in aqueous solutions 

such as redox reaction, hydrolysis, polymerization, precipitation and so on.   

Results obtained from multielement analysis using LIBS would be valuable data 

in the research field of a radioactive waste processing, and the CE system 

developed in this work will be used as a complementary method for 

identification of actinide species. 

   The adsorption data of Eu(III) and Am(III) ions against pH in the presence 

of picolinate onto a kaolinite, aged TiO2, amorphous Al2O3, and crystalline α

-Al2O3 could be used as an chemical analogue for a measurement of Am(III) ion 

chemical behavior. The experimental data obtained can also be used for better 

understanding of actinide reactions on the water-solid interface and contributed 

to establish a reliable migration modeling of actinides. 

    The data of actinide source terms will be used for understanding an 

irradiation behavior of fuels in a reactor and for studying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spent fuels. Moreover, these data will be used for a code 

verification to predict the contents of components in spent fuels after more data 

and more reliability will be obtained. In addition, these source term data will be 

used for a burn-up credit related with the spent fuel management such as 

storage and transportation.

□ Research on the Local Burnup Characteristics of High Burnup Nuclear 

Fuel

   Radiation shielded laser ablation system in conjunction with ICP-MS was 

applied to measure the isotopic ratio in a spent nuclear fuel, and radiation 

shielded micro-XRD system enables us to obtain informations about rim effect 

and chemical behavior of fuel cladding. The measured data can contribute to 

provide database needed for authorization and practical use of the high burnup 

and/or the ultra high burn-up fuel.  In addition, it can be applicable to the other 

industries such as microelectronics, nano material science and semiconductor to 

analyze micro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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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xperimental results on the reactivity of zircaloy against oxygen will be 

applied to the interpretation of zircaloy corrosion and of high temperature 

oxidation behavior under the severe accident conditions. The experimental results 

on the reactivity of cesium uranate against zirconium compounds through the 

thermal analysis and the diffusion couple experiment will be applied to the 

interpretation of fuel-pellet chemical interaction for the integrity evaluation of 

high burnup or ultra high burnup  fuel.

   The radiation shielded nuclear fuel fusion system and measurement system 

for small gas sample which were fabricated in the project will be applied for 

measurement of retained fission gas in an irradiated fuel. 

□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Reduction of Actinide Radiotoxicity 

     The project itself using the technique of a oxidative dissolution-leaching 

and precipitation of uranium in carbonate is still in a premature stage, so that it 

is worth perusing from the view of academia and technology. Moreover, because 

the technology to be developed in the present project is aimed at a recovery of 

uranium, which occupies most of spent nuclear fuel, alone from a spent nuclear 

fuel with the TRU elements being kept undissolved, it may cope with the 

rapidly growing demand for uranium throughout the world, and it may expand 

the capability of a disposal site for high level waste in a secure 

proliferation-resistant way. Therefore, the technology to be developed is 

considred to be able to provide direct and indirect contributions to establish the 

necessary nuclear basic  technology in Korea. The technology will be used to 

treat various uranium-bearing solid wastes to be generated in front-end fuel 

cycle, and the unit technologies such as precipitation and electrolytic techniques 

consisting of the suggested process may be applied to other ordinary 

environment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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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국내에서는 국제  투명성  경쟁력을 확보한 핵연료주기 기술의 완성을 목표

로 하여, 사용후핵연료 부피감용  독성 감을 한 이로 공정 개발, 고연소도 

고성능 핵연료 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술 개발, 그리고 원자력 시설 

제염ㆍ해체 기술  고 폐기물 장기 리 기술 개발을 추진 에 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을 하여는 독성이 강하고 반감기가 긴 악티나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시

료를 취 하게 되므로 이에 한 공통기반(cross-cut)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핵연료주기 연계 악티나이드 공통기반기술 개발을 해 핵연료주기 연계 

악티나이드 화학특성 측정기술 개발을 연구목표로 하여 다음의 세부목표에 해 연

구를 수행하 다.

  - 용융염 내 기화학/분  측정 기반기술 개발

  - 악티나이드 이  분  화학기술 개발

  - 고연소핵연료 국부연소특성 DB 구축

  - 비산성 온 산화 용해/침  단  기술 개발

상기의 세부목표별로 세부과제가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과제별 개요를 아래에 간략

히 기술하 으며, 세부과제별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하 다.

제1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화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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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공정 화학반응 해석  진단  



- 30 -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화학연구에서는 고온 용융염 환경 하에서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있는 다양한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의 화학  거동  특성을 기화학

  분 학  기술을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자

료생산을 주목 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이로 공정기술개발과 

한 연계 계를 유지하여 공정 과제에서 요구하는 요소기술을 개발할 뿐만 아니

라, 기 /기반 라메타  열역학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있다.  한, 용융염 

내 기화학/분  측정 기반기술 개발,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화학반응 실시간 측정기

술 개발,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화학거동 측/해석 기술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제2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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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후핵연료 장기 리  처분 안 성 측에 기여  

   원자력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 원자력발 소 운 으로 된 사용후핵연

료의 효율 인 리와 이용, 그리고 방사성폐기물의 안 한 처리와 처분이 심각한 

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에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건설되고 있

으며, 사용후핵연료의 리에 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기 하여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악티나이드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핵연료주기와 련된 기술

을 개발하기 해서는 악티나이드 화학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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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 폐기물 리‧처분 련 기술  조사핵연료 화학시험 련 기술을 개

발하기 해서는 수용액 내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내 

악티나이드 정량분석기술 개발이 필수 이다.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과제에서 연구 상으로 선정한 주요 악티나이

드 원소 (U, Np, Pu, Am, Cm) 이온은 다양한 산화수를 가지며 지하수 등의 수용

액 내에서 매우 특이하고 복잡한 물리‧화학  거동을 보인다.  이러한 복잡한 거동

을 이해하기 해서는 먼  이들 원소들이 포함된 수용액의 화학  조성을 알아야 

하므로 어떤 종류의 화합물이 어떤 조건에서 얼마만큼의 양으로 존재하는지를 조사

하는 화학종 규명 (chemical speciation)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우라늄을 상으로 화학종 규명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나 재까지 

리 몰(10
-3
 M) 정도의 농도에서 상용 분 도계(spectrophotometer)를 이용한 연

구에 한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극미량 농도 (trace concentration, 10
-6
 M 이하) 

조건의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에 필요한 첨단 이  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 다.  시간분해 이  유도 형  분  (TRLFS, time-resolved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시스템을 구축하여 10
-6
-10

-9
 M 농도의 악티나이

드 화학종을 규명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 다.  한  단계 연구에서 

구축한 이  유도 열 검출 (LIBD, laser-induced breakdown detection)  이

 유도 열 분  (LIBS,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시스템을 이용

하여 나노미터 크기의 미세 악티나이드 콜로이드를 측정함으로써 용해도 상수를 실

시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 다.  TRLFS 기술을 용할 수 

없는 루토늄 (Pu) 원소에 해서는 액체 도  모세 (LWCC, liquid waveguide 

capillary cell)을 이용한 고감도 흡수 분  시스템을 구축하여 Pu 가수분해 화학종 

규명에 한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 으며, 사용후핵연료 내 악티나이드 정량분석기

술 개발과 련해서는 질량분석  알 분 학을 이용하여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의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를 생산하고자 하 다.  이와 같은 첨단 이  분  시

스템을 구축하여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명하고, 사용후핵연료 내 악티나이드 정량

분석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악티나이드 화학의 연구기반을 확립하고자 하 다.

제3   고연소핵연료 국부연소특성 규명 연구

   원 운 의 경제성 향상을 해 고연소  고연소도 핵연료의 개발이 진행되

고 있다. 고연소도 핵연료 개발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한 건식 재순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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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의 개발에 있어서 고연소 핵연료 개발의 인허가 차나 실용화에 필요한 핵연

료의 건 성 평가를 한 화학특성 자료가 요구된다.  이와 련하여 발 효율을 

높이기 하여 핵연료를 고연소 시킬 때의 핵연료 거동  안 성 분석과 련된 

연구들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고연소 핵연료의 국부연소특성 DB를 

구축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연소특성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고연소, 고성능의 새로운 국산 핵연료의 개발을 해서는 개발된 핵연료의 건

성과 안 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고연소도 핵연료의 경우 화학  연소

특성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해서는 온도구배에 따른 핵연료의 치별 연소특성

과 같은 미시  측정자료도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기 해서 핵연료의 

치별 연소특성과 같은 미시  측정자료의 생산과, 핵분열생성기체의 발생량 정량을 

해 핵연료 취 이 가능한 잔류기체 화학측정시스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내 악틴족 원소  핵분열생성물의 동 원소 분포 

분석  결정구조 측정기술을 확립함으로써 연소도별 국부특성에 한 자료를 성공

으로 생산하 으며 이를 통해 고연소․장주기 핵연료에 한 특성 평가  향후 

개발되는 새로운 핵연료들의 건 성 평가를 한 화학 시험․평가에 활용함으로써 

핵연료 개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 잔류 핵분열기체의 정량을 한 방사선 

차폐 미량기체 측정 시스템 개발을 성공 으로 수행하여 핵분열생성기체의 발생량

에 한 정보를 자체 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새로운 국산핵연료의 

개발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단된다.

피복관 산화

핵연료/피복관
화학결합

Core to Rim 
국부연소특성

미세영역 구조변화미세영역 구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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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GWd/Ut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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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s)

Oxygen

피복관 접촉피복관 접촉

gapUO2 Z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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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체 표면 기포 밀집소결체 표면 기포 밀집

핵연료핵연료 건전성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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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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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UO2 Zr(s)gapUO2 Zr(s)

FP 동위원소 비 분포FP 동위원소 비 분포

FG 동위원소 비 분포FG 동위원소 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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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후핵연료 건 성 평가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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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악티나이드 해도 감화 기술 개발 

용매추출 기반

방사화학

분리 기술개발

HLW  장수명

방사성 독성 제거

기술 개발

활용
고준위 처분

습-건식 Hybrid 
시스템

잔사물 위해도 저감화 (차기 단계)잔사물 위해도 저감화 (차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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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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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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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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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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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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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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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 용액 재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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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결정화
(화학 침전)
(냉각 침전)

U

흡
착

탄산염 산화용해

(화학 산화)
(전해 산화)

처분 저해 핵종 제거
(Cs, Tc)

UREX와
기술적

목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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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1)

Pyro A

(2012년 이후)
  

 ⇒  방사성 해도 감화로 핵확산 항성, 친환경성 핵연료주기 지원

   사용후핵연료로부터 SF의 부피의 부분을 차지하는 U만을 선택 으로 분리하

여 U을 C-class 수 으로 처분할 수 있다면 고  폐기물 처분장의 부지능을 크

게 증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습식공정을 최 로 제시하 다. 탄산염 용액 계를 사

용하는 공정에서는 종래의 습식 공정에서 사용하는 고온 고농도 질산 매질 하에서 

SF를 용해하는 개념 신, 먼  상온의 탄산염 매질 하에서 SF로부터 U만을 

U-carbonato complex 형태로 선택 으로 용해시키고, 나머지 MA와 기타 FP등은 

불용해 잔사물 (Insoluble residual) 는 수산화물 (Hydrolysate)로서 동시에 침강/

침 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SF의 용해 단계에서 기존의 고온 강산을 사용하

지 않고 온 알칼리 탄산계에서 U만을 선택 으로 용해시키고 나머지 MA  

RE, 기타 FP 등의 원소들은 혼합 침 물 상태로 만듦으로서 개발 기술은 1차  핵

확산 항성을 가지게 되며 한 부식문제를 배제시킬 수 있어 조업의 안정성을 크

게 높일 수 있다. SF 용해에서 산을 사용하지 않고 알칼리 탄산염 용액과 같은 매

질을 사용하면, 알칼리 탄산 매질에 용할 수 있는 추출제는 없어 용매추출법에 

의한 Pu 분리가 어려워지게 되므로 탄산염 용액 계의 사용 자체는 높은 핵산 항

성을 갖게 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용해 후, 고려되는 후속 공정에서도 탄산염 용액의 

알칼리도 조 을 통한 U 침 법을 사용하여 U을 용액으로부터 고순도로 분리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개발하려는 기술 자체가 기존에 잘 알려진 PUREX 는 UR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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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공정에서 사용하는 분리 기술인 용매추출과 기술  유사성(analogy)과 없어 

유사 기술의 개발의 가능성이 없어지므로 개발 기술 자체가  다른 핵확산 항성

을 강화하게 한다. 일반 으로 침 법은 고순도 분리는 가능하지만 용매추출법과는 

다르게 선택성이 없어 그 방법 자체가 핵확산 항성을 가진다. 따라서 사용후핵연

료의 처리를 한 탄산염 매질의 비산성 온 산화 용해-침 분리 시스템은 이를 

해 사용되는 용액 계와 용방법에 의해 다  핵확산 항성을 갖는 내재  핵

확산 항성 (Intrinsic proliferation-resistance) 특성과 동시에 용매추출 법이 가지

는 유기물에 의한 폐기물 발생이 원천 으로 없고, 사용되는 탄산염은 쉽게 재순환

이 가능하여 일반  습식 공정에 비하여 액체  유기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화 되

고, 유기 증기에 의한 화재 험성이 근본 으로 배제되어 공정의 단순화와 조업의 

안정성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가 이루어 질 수 있어, 한국 실정에 합한 사용후

핵연료 리 기술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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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세계 선진국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우라늄 속으로 환원시켜 구 처분하거나 

재활용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는 지표수 는 지하수 조건에서의 악티나이드 화학 

거동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사용후핵연료 화학특성 평가에 련된 정

량기술을 1990년  에 확립한 후, 이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매질의 방사성 물

질 화학특성 평가기술 개발을 한 연구로 확장시키고 있다. 

제1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화학 연구

 일본 CRIEPI에서는 용융염 매질에서 사용후핵연료의 환원  해 정련기술을 

상당부분 확립한 후, 이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 내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화

학특성 평가에 필요한 연구로 확장 이다.  미국, 러시아 등 원자력 선진국에서도 

용융염 매질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하여 정 하고 고도화된 기술을 계속 개발

하고 있으나 자세한 연구결과들은 발표하지는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기술은 각 나라의 목 과 특성에 따라 자체 으로 련기술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Minor Actinide (MA) 등 장수명 핵종에 한 처분방법으로 분리 변환방법

이 세계 각국에서 검토되고 있으나 연구개발이 구체화됨에 따라서 평가의 기 가 

되는 용융염  MA의 기  화학특성에 한 정보가 불충분한 실정이며, 속 환

체 내 존재할 것으로 상되는 란탄족원소 혼합산화물들이 해정련 공정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세계 으로도 미미한 수 이다.  MA 원소에 한 고

온 분 학 , 고온 기화학   고온 열역학  기본 데이터는 공정조건에 따라 

가변 이므로 용융염 매질 기반의 각국의 로그램에 맞는 특수 데이터의 생산은 

스 일 업  실용화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필수 불가결한 기술  요소가 되고 있

다.  국내에서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한 “방

사화학 기반연구” 과제 내 “핵연료주기 화학측정기술 개발” 세부과제에서 용융염 

내 주요 성분 용해도 측정 등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화학 연구” 과제에서는 후속 으로 용융염 기화학/분 학 일체형시스템 등의 연

구 진행으로, 국제 으로 우수한 연구결과를 국제 련학회  해외 학회지에 발표

함으로써, 세계 으로 인정받는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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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1999년에 일본에서 개최된 OECD/NEA 워크 에서는 이  형 , 이  음

향 흡수 분 , 이  유도 라즈마 이용 콜로이드 측정기술 등을 용한 악티나

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사례가 발표되었고, 이 를 이용하는 고감도 분 기술을 

원자력 분야에 보다 범 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에 해 논의를 한 바가 있다.  

2009년 재 미국(LANL), 랑스(CEA), 독일(INE), 일본(JAEA) 등의 원자력 련 

연구기 에서는 이러한 첨단 이  분 기술을 사용하여 악티나이드 원소의 열역

학 상수에 한 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에 열거한 외국 연구 기 에서는 20년 

이상 꾸 히 악티나이드 화학거동 연구를 통하여 악티나이드 이동 측에 필요한 

열역학 자료를 확보하고 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용연구를 수행

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재까지도 화학종 측정기술의 한계 때문에 2성분 착물

(binary complex)만을 고려하는 단순평형계의 조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황이

며, 한 가장 기본 인 용해도, 가수분해, 산화-환원 등에 한 자료마  측정기술

의 개발에 맞추어 재측정  재해석함으로써 지속 으로 자료를 보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악티나이드 원소의 보유량, 상 원소를 취 할 수 있는 인력, 시설 

등의 측면에서 여건이 제한 이므로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지 않았다. 산성 매질 속의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양이 10-3-10-4 M 범 인 거시 

농도 (macro concentration, 10-5 M 이상) 조건에서 자외선/가시 선 장 역의 

분 도계(spectrophotometer)를 이용한 화학종 규명 연구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된 바가 있으나, 우라늄 원소를 상으로 한 연구에 한정되었다. 본 과제의 1단

계('07년-'09년) 연구에서 10-6-10-9 M 농도의 극미량 화학종을 구분할 수 있는 시

간분해 이  유도 형  (TRLIF, Time-Resolved Laser-Induced Fluorescence) 장

치를 구축하여 그 성능을 검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 으며, 본 연구에서 개

발한 TRLIF 장치는 U(VI), Cm(III), Am(III)의 화학종 규명에 용할 수 있으며, 

10-9 M 농도의 U(VI) 가수분해 화학종 규명을 실증함으로써 장치의 성능을 확인하

다. 한, LIBD (Laser-Induced Breakdown Detection) 기술을 더욱 발 시켜 콜

로이드 입자의 특성을 비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으며, 악티나이

드 화학종의 용해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데 이용하 다. 그 결과로 콜로이드 입

자, 악티나이드 화학종  주변 매질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용해도  착물 형성 

련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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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고연소핵연료 국부연소특성 규명 연구 

 핵주기 비용 감을 해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이미 80년 부터 고연소핵연료를 개

발하기 시작하여 련된 많은 실험들을 수행하 으며, 가압경수로 핵연료의 경우 

Westinghouse (WH), FRAMATOM ANP가 고연소 핵연료 개발을 이끌고 있고, 국

내에서도 원 연료(주),  KAERI에서 고연소  고연소 핵연료를 개발 에 있

다. 따라서 발 효율을 높이기 하여 핵연료를 고연소 시킬 때의 핵연료의 거동 

 안 성 분석과 련된 연구들이 요구되고 있다. 

   EC-JRC 산하 ITE 연구소에서는 Laser ablation ICP-MS 측정시스템을 이용한 

조사핵연료의 경방향 동 원소 분포측정, EPMA를 이용한 핵연료 내 핵분열생성기

체 분포  국부연소도 측정 등의 연소특성 평가기술을 확보하고, micro-XRD 시스

템을 개발하여 조사핵연료 rim 역에서의 격자상수변화에 해 약 100 GWd/tU까

지 자료를 확보한 상태이다. 사용후핵연료에 잔류하는 핵분열기체의 분석을 해 

덴마크의 RISO와 EC-JRC 산하 ITU에서는 조사핵연료를 NaNO3와 함께 용융염을 

만들어 약 500 ℃에서 용융시키는 방법과 사 극자질량분석기를 사용하여 방출기체

량의 측정에 사용하고 있으며, Battelle과 PNL은 HBEP (High Burn-up Effect 

Program) 실험을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기존 핵분열기체 방출 모형으로 고연소 핵

연료의 거동을 측할 수 있는지, 핵연료 재료조직이 연소 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에 해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U-Pu 합 의 Pu과 피복 의 철 성분이 410 ℃에서, U과 철은 725 ℃에서 공정

합 을 만드는 특성 때문에 속연료에 한 핵연료/피복 의 화학결합 연구가 

ANL을 비롯하여 여러 원자력 선진국에서 수행되고 있다. 한, 연료성분들의 피복

 입계 침투, 운 온도 보다 낮은 온도에서 용융되는 조성을 지니는 역이 생기

기 때문에 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합 연료와 피복  재료 사이에 생기는 

반응층을 규명하고 반응층의 액화온도를 규명하기 한 실험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산화우라늄 연료의 경우 사고와도 련하여 연료의 온도가 격히 상승될 

때 일어나는 화학결합에 하여 피복 의 산화  용융, 산화우라늄 연료와 

Zircaloy 피복 과의 공융혼합물 형성, Zr-U-O의 용융물 형성, 연료로부터 피복

으로의 산소의 확산 등에 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과거에는 사용후핵연료의 화학측정은 연소도 측정에 국한되어 고

연소 핵연료에서 나타나는 rim 역과 같은 국부연소도를 측정은 어려움. 특히 

산코드의 검증을 해 고연소 핵연료의 핵분열생성물의 핵종생성  TRU 핵종 생

성에 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반경  축방향의 핵분열생성물 분포측정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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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고 있으나 기존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2004-2006)을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의 국부 연소특성을 확인하기 해 Laser 

ablation ICP-MS 시스템  micro-XRD 측정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본 연구를 통

해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화학시험 용성 평가를 수행하고, 련 특성 자료들

을 생산하기 시작하 다. 

   사용후핵연료 내 잔류핵분열기체의 양이나 조성, 동 원소분포에 한 정량 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측정기술의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잔류된 핵분열기체를 분

석하기 해 1단계에서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 고 향후 사용후핵연료 내 핵분열기

체생성량에 한 특성자료의 생산이 이루어질 정이다.

제4   악티나이드 해도 감화 기술 개발

    미국, 랑스,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GEN-IV GNEP 로그램을 통해 

고속로 는 ABR(Advanced Burner Reactor)등을 이용하여 SF를 재순환시키기 

해 핵확산 항성을 유지하며 U 고순도 분리  TRU를 공분리하는 기술과 이 과

정에서 발생되는 고 폐기물 (HLW: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SF 포함)내 

함유된 U과 고방사성 독성(high radiotoxicity)의 TRU (Pu, MA 등), 고방열성 핵종 

(Cs, Sr, Ba 등)  처분 환경 해 핵종 (Np-237, Tc-99, I-129 등) 등을 고효율/

고순도로 제거하여 방사성 해도의 극 감화  HLW의 화를 목표하는 SF 

리를 한 다양한 습식분리 고도화 공정 (AAP : Advanced Aqueous Process)을 

개발하고 있으며, 궁극 으로는 HLW의 발생량 감소로 HLW의 처분 부지 이용률 

극 화  이로 인한 처분 비용의 감화를 통한 원자력 에 지의 안정  공  시

스템 구축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들 원자력 선진국들에서는 각국의 원자력 환경에 맞게 다양한 습식 분리 공정

이 개발되고 있으며 기본 으로 여러 형태의 유기 추출제를 사용하는 용매추출 기

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후로 미국, 일본에서 SF로부터 량의 

U을 제거하는데 있어 용매추출법이 가지는 회수율 이 아닌 고순도 분리 

에서의 어려움과 다량의 유기 폐기물 발생과 유기 용매의 발화 가능성 등에 의한 

조업 안 성 문제를 극복하기 하여 최근 미국의 UREX, 일본의 NEXT 공정 등에

서는 침 법에 의한 U의 분리를 개발하려는 공정의 첫 단계에 도입하는 방법이 

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일본은 완 히 용매추출 기술을 배제하여 탄산염 

용액 계에서의 SF의 용해 산화  알칼리 침 법에 의한 습식 분리 공정도 개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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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칼리 탄산염 매질을 이용한 U 만의 온 산화용해와 U만의 고순도 고효율 분

리  처분 해성 핵종의 분리에 의한 SF의 부피 감용화 (처분부지 효율 증진 등)

을 목 으로 하는 본 과제에서 추구하려는 연구의 부분은 일부 실험을 통해 그 

가능성만을 제시되었을 뿐, 아직까지는 알칼리 탄산염 용액 계에서의 침  기술 개

발을 한 실증 실험이나 련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지하 처분장에서의 SF 용해 는 장

수명 핵종의 지 이동 거동 규명을 목 으로 농도의 탄산염 매질에서 U과 TRU, 

기타 FP 등에 한 용해도와 용해 속도 평가 등 련 용액 화학과 련된 기본 특

성 연구는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고농도의 탄산염  고 알칼리 용액

에서의 U의 용해  U의 침 과 련한 분야는  세계 으로 거의 새롭게 시작되

는 실험실  태동단계 분야로 아직 련 연구 자료는 매우 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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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연구내용  결과물은 다음에 세부과제별로 간략히 정리하 으며, 세부과제별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하 다. 

제1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화학 연구

 ◦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 기/분 화학 동시측정시스템 구축  운용기술을 확보

하고 단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 이온에 해 실시간 흡 스펙트럼 실시간 

측정하 다. 

 ◦ 악티나이드 용융염 취  러 박스는 산소농도  수분농도가 고온 용융염 연

구에 합하게 제어될 수 있도록 악티나이드 용융염 취  방사선 차폐 러

박스 설계/제작하 다.

 ◦ 제작한 고온 용융염 취  러 박스의 성능 시험을 수행하 다.  실제로 수분 

 산소 함량은 측정 센서가 검출한계 이하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여러 종류의 

측정 센서를 사용하여 상호 비교시험을 통하여 실증하 다.  러 박스 내 수

분 함량은 1 ppm이하 산소 함량은 10 ppm이하로 유지됨을 확인하 다. 

 ◦ 고온 용융염 내 안정  기화학  측정 시스템 구축은 수분  산소 1%이하

의 아르곤 분 기의 러 박스와 용융염 시료의 온도를 400 ℃에서 900℃까지 

조 할 수 있는 용융염 반응기에 소형 기화학 측정셀을 이용하여 구축하 으

며, 본 시스템에 하여 기화학  성능 평가를 해 용융염의 바탕 순환 압

류곡선을 얻었다.

 ◦ 고온 화학공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화학 , 물리  성질  용융염 내 원소의 

확산계수, 깁스 자유에 지 등은 각 원소의 회수 속도, 반응성  효율을 결정

짓는 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악티나이드  란타나이드 원소들의 확산계수, 

형식 , 깁스 자유에 지를 계산․도출하 다.

 ◦ 용융염 내에서의 란타나이드 원소들에 한 기화학 특성  분 특성을 측정

하는 용융염 반응장치의 설계를 완료한 후 실제 제작․성능 시험을 수행하

다. 제작된 반응장치는 러 박스와 연결된 후에도 아르곤 분 기 유지에 문

제가 없었으며, 외부 기와는 완벽하게 차단되었음을 확인하 다. 

 ◦ 고온 용융염 내 안정  기화학  측정 시스템 구축은 수분  산소 1%이하

의 아르곤 분 기의 러 박스와 용융염 시료의 온도를 400 ℃에서 900℃까지 

조 할 수 있는 용융염 반응기에 소형 기화학 측정셀을 이용하여 용융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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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티나이드 기화학 측정 시스템 구축  성능 시험을 수행하 다.

 ◦ 기화학  산화환원 신호 를 이용하여 각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 원소 

이온의 형식 (apparent standard potential)를 도출하고, 용융염 내 악티나이

드 환원  측정하 다.

 ◦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 기-분 학 동시측정시스템 구축  운용기술 확보하고 

단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 이온에 해 실시간 흡 스펙트럼 실시간 측정하

다.  한, 용융염 내 U  Np의 기화학  산화수 조   분 특성 연속 

모니터링을 수행하 다.

제2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 이  유도 충격 에 의해 탐사 이 편향(deflection)되는 학  신호를 비

식,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인 ‘탐사 (probe beam)을 이용

한 LIBD 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 LIBD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료 내에 형성

되는 극미량의 U(VI) 나노입자를 민감하게 검출하 고, U(VI) 가수분해물의 

용해도 한계를 넘어서는 U(VI) 농도  pH 조건을 결정하 다.

  ◦ LIBD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한 크기(> 5 nm)와 농도(> 수십 ppt)의 입자가 

생성되면 열확률이 증가하는데, 이 상을 측함으로써 U(VI) 가수분해물

의 용해도 한계를 넘어서는 U(VI)의 농도와 pH 조건을 결정하 다. 한, 서

로 다른 농도의 U(VI) 이온을 함유한 시료의 열확률 측정 결과로부터 용해

도곱(solubility product) 상수를 결정하 다.

  ◦ ‘LWCC(Liquid Waveguide Capillary Cell)를 이용한 흡수 분  측정 시스템’을 

로  박스 내부에 설치하 고, 마이크로 몰 (10-6 M) 농도의 악티나이드 화

학종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LWCC를 이용한 고감도 흡수 

분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각 악티나이드 화학종에 한 정량 분석이 가능

하도록 농도 검정 곡선을 확보하 다.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검출 한계는 마이

크로 몰 농도로 상용화된 분 도계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할 때, LWCC를 

이용한 흡수 분  시스템의 경우 약 30 배 이상 우수한 검출 한계를 나타내

었다. 

  ◦ 흡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약 산성  성 조건에서 시료 내 존재하는 루

토늄 화학종의 자발 인 변화를 측정하여 시료 내 루토늄 침 이 존재하지 

않는 약 산성 조건에서 Pu(VI)이 100% Pu(V)로 환원됨과 달리 루토늄 침

을 함유하고 있는 성 조건의 시료에서 Pu(VI)의 환원반응이 지연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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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VI) 가수분해 화학종도 오랜 시간 안정하게 존재함을 확인하 다.

  ◦ 분별 채취  방사선 계측을 이용한 CE(Capillary Electrophoresis) 시스템을 

구성하고 An(III) 화학종 규명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 음. 

  ◦ U(VI)-PDA 시스템의 용액 내 3성분 착물 생성특성 측정하고, 속산화물 계

면의 숙성이 흡착에 미치는 향 측정하 으며, 속산화물의 결정성이 흡착

에 미치는 향 측정하여 결정성 α-Al2O3에서는 picolinate가 3성분 표면착물

을 생성하지 못하며 수용성 착물 생성에 의해 Eu(III) 이온의 흡착을 방해한

다는 사실을 밝혔다.

  ◦ Kaolinite에 한 흡착 특성, 다양한 조건에서의 Am(III)와 Eu(III)의 흡착특성 

비교를 수행하 다. 여러 가지 속산화물에 한 Eu(III)와 Am(III)의 흡착 

특성을 비교했을 때 Eu(III)과 Am(III)은 유사한 흡착특성을 보임으로써 

Eu(III)을 Am(III)의 화학종 규명 연구에 한 유사체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

인하 다.

  ◦ 1‘시간분해 이  유도 형  시스템’을 구성하 고, 증배 (PMT) 신에 

ICCD (Intensified Chrage Coupled Device) 검출기를 부착한 분 계도 별도

로 구성하 고, 섬유 다발(fiber bundle)을 제작하여 형 신호 수집효율

(collection efficiency)  양자효율(quantum efficiency)을 개선시킨 결과로 

나노 몰 농도의 우라늄 화학종을 구분할 수 있는 고감도 분  시스템을 확보

하 다.

  ◦ U(VI) 가수분해 화학종을 구분하기 해 pH가 1-6.5 사이인 수용액 시료를 

사용하여 U(VI) 화학종의 형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화학종의 종류에 따른 

형  장  수명 측정값을 정리하 다.

◦ 핵연료의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 생산을 해 
239
Np 첨가법에 의한 

237
Np 정

량기술을 개발하 다. 한, 알   질량분석법에 의한 Pu 동 원소 정량기

술 검증하 으며 알 분 법에서 측정값과 인증값이 10.3~2.7 ng 범 에서 

높은 상 계 (γ2 ; 0.99963)를 나타냄을 확인하 다.

◦ 연소도 35.6 ∼ 62.0 GWd/tU 핵연료 9개 시료에 해 
238
Pu, 

239
Pu, 

240
Pu, 

237
Np, 

241
Am, 

242
Cm  

244
Cm 동 원소를 정량하여 고연소 사용후핵연료 악

티나이드 선원항 자료를 생산하 다.

제3   고연소핵연료 국부연소특성 규명 연구 

  ◦ 30∼60 GWd/tU 연소도에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동 원소 비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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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통해 U, Pu, Np, Am, Cm, Mo, Cs, Nd  휘발성 핵종에 한 연소

도별 분포특성 자료를 확보하 다.

  ◦ 33.3, 41.0  57.6 GWd/tU에서 U, Pu, Np, Am, Cm, Mo, Cs, Nd에 한 연

소도별 측정신뢰도를 구하 으며, 동 원소 비 측정의 상 표 편차는 연소도

별, 핵종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다. 

  ◦ Mo 경우 고연소핵연료에서 측정재 성 시험결과 상 표 편차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각각의 핵분열샐성물 특성별로 고용성 원소와 속침

물 특성에 따라 핵연료 내에서의 존재형태를 측하여 균일성 여부를 확인

하기 한 시험을 일부 수행하 으며 향후 차기단계 연구를 통해 상세 연구를 

수행할 정이다.

  ◦ ORIGEN2 code로부터 얻은 연소도에 따른 동 원소 비의 상 계를 활용하

여 사용후핵연료의 동 원소 비 측정치로부터 반경방향의 국부연소도 변화를 

측하 다. ORIGEN2 code로부터 얻은 연소도에 따른 동 원소 비의 상

계 식을 얻고, 
239
Pu/

235
U, 

237
Np/

235
U, 

243
Am/

235
U  

244
Cm/

235
U 동 원소에 따

른 상수값을 얻어, 측정결과에 용함으로써 국부연소도를 측하 다.

  ◦ 동 원소 비 분포 측정결과로부터 얻은 국부연소도로부터 측된 평균연소도 

결과와 화학용해방법(Nd-148 법)으로 얻은 평균연소도와 비교한 결과 용해법

보다 약간 높은 결과를 보 으나 비교  잘 일치함을 확인하 다.

  ◦ 사용후핵연료 심에서 외부표면까지 격자상수변화 확인  구조변화 측정을 

한 시스템의 검출기 차폐(고방사성 시료의 바탕값 세기 향 제거)  시료

홀더 차폐 등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 다. 그 결과 문제가 되던 사용후핵연료

의 바탕값을 1/300까지 으며, 강한 감마에 지를 방출하는 사용후핵연료

에도 용가능함을 확인하 다. 이 시스템을 사용후핵연료의 반경방향 격자상

수 변화를 확인하는데 활용하여 측정자료를 확보하 다.

 ◦ 피복  표면의 유착거동을 모사하기 해 UCs2Ox/ZrO2, UO2/Zr( 속분말)  

UCs2Ox/Zr( 속분말)의 상호간 반응성을 모사하여 UCs2Ox/Zr( 속분말)의 

경우 U-Zr-O 화합물이 생성됨을 확인하 다. 

 ◦ UO2, U-Cs-O/Zry-4, Zirlo, high Nb-Zry 간 반응성 시험결과, 표면에서 2단

계 반응 추정되는 유착거동을 확인하 다. 한, Cs2Ox/Zr 열  특성 측정 결

과 UCs2Ox + Zr  → UOx + UZrOx + ZrOx + O2 + Cs의 반응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U1-yGdyO2/Zry-4의 확산  실험에서 고연소에 의해 y값이 커지면 

산소분압(⊿Go)이 커져 피복  산화 진가능성 확인하 다.

 ◦ 사용후핵연료와 피복 의 경계면 실측결과, 57.6 GWd/tU까지 UO2  Zr 이

외에 다른 특성 피크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SEM/EDS/WDS를 통해 결합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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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층이 생성됨을 확인하 다.

   ◦ 사 극자 질량분석기(HPR-20 QIC System: 1000 series 9 mm PIC 

Detector) 설치하고, 기체주입장치 설계, 제작  성능시험을 수행하 으며, 

극미량기체의 정량  주입기술 확립하 다.

   ◦ 미량 핵분열생성기체 시료의 정량  측정시스템 완성하고, 차폐체 mock-up 

장치 구성, 원격조종기 구입  시험운 , Mock up 장치 구성  성능 확인

실험을 수행하 다. 한, 차폐 로 박스 설치 허가를 취득하 다. 

  ◦ 잔류 핵분열생성기체 추출시스템 구축을 한 방사선차폐 러 박스 설계하

고, 사용후핵연료 융해  잔류 핵분열기체 추출용 차폐 로 박스  부속 

설비 구축을 완료하 다. 

  ◦ 기체 설속도 등 성능평가, 표 검정곡선 작성, 정량 차를 확립하고 흔 농도

의 희귀기체(크립톤, 제논) 정량분석 차를 확립하 다. 시스템 검출한계 목

표치인 50 ppb Kr, Xe을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 핵연료 융해장치 구성  융해 최 조건 확립하고, 시편의 융해 시 Kr, Xe 회

수율 평가를 해 이온주입법을 이용 알루미늄 박 에 Kr, Xe 주입한 기 시

편 제조하여 고체 내 Kr, Xe의 정량  추출, 포집조건 확립을 통해 미량 핵

연료 내 잔류핵분열기체의 정량  회수방법을 확립하 다. 한, 방사선차폐

시스템의 차폐능 검사  모의시편을 이용한 시스템 성능평가를 통해 미량 

핵분열기체 측정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완료하 다. 

제4   악티나이드 해도 감화 기술 개발 

  ◦ SF로부터 U만을 회수하기 하여 제안된 탄산염 공정의 핵확산 항성의 특징

인 SF 내 TRU 핵종 산화물의 불용해성을 입증하기 한 TRU의 화학  특

성 평가하 으며, 탄산염 용액계에서  SF 내 산화물 산화상태 평가, 열역학

 해석  speciation simulation에 의한 TRU 산화물 용해도 평가  TRU 

표 핵종으로 NpO2의 고농도 탄산염 계에서 실제 용해도 측정을 통해 탄산

염 용액계에서 악티나이드 핵종 용해 특성 연구를 수행하 다.

  ◦ 탄산염 용액 계에서 SF의 RE, TE의 용액 화학  용해 특성 평가, P-산화물

에 한 용해화학 특성  공침출 특성 규명 등의 탄산염 용액계에서 FP-산

화물의 산화용해 연구를 수행하 다.

  ◦ SF로부터 U 만을 회수하기 한 탄산염 공정에서 U의 산화용해 특성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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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확보  실험을 통한 가능성 확인하 으며, SIMFUEL로부터 FP, U의 용

해도  U의 용해속도 평가, U의 용해성  TRU를 제외한 기타 주요 핵종

의 용해성 평가를 한 SIMFUEL의 제조  재료 특성 평가, UO2  

SIMFUE 극의 해 용해 특성 평가, UO2  SIMFUE 극의 공   

 pH에 따른 U 용해속도 측정을 통해 탄산염 용액계에서 우라늄산화물 산

화 용해 연구를 완료하 다.

  ◦ 고농도 탄산염 계에서 산화용해-침출된 처분 해 핵종 (Cs, Tc 등)의 선택  

침 제 선정 평가, NaTPB  TPPCl에 의한 Cs, Tc의 선택  침  제거 거

동 규명, 산화용해-침출/침  동반 계에서 Cs, Tc의 공침  제거 특성 평가

를 통한 처분 해 핵종의 선택  침   공침  제거 연구를 수행하 다.

  ◦ SF로부터 U만을 회수하기 제안된 탄산염 공정에서 사용된 탄산염의 salt-free 

재순환 기술에 의한 제안 공정의 친환경성을 입증하 고, 탄산염 용액계에서 

U의 선택  용해 시 동반 용해되는 일분 불순물 이온의 탄산염 용액으로부

터 분리  탄산염의 재순환 기술을 평가하 으며, 탈탄산화 특성  탄산염 

회수 기술을 개발하 다. 

  ◦ 탄산염계 용 U의 선택  흡착제 합성을 한 copoymer acrylonitrile- 

divinylbenzene (AN-DVB)  divinylbenzene-amidoxime (DVB-AO)와 resin 

합성하여 Amidoxime 수지에 의한 탄산염 용액계에서 U의 흡착-용리를 평가

하고 탄산염 계에서 고효율 침  방법에 의한 U 회수 평가하여 탄산염 용액

계에서 우라늄 분리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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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련분야 활용계획

제1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화학 연구

    제 1 세부과제에서는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 기화학 특성 측정, 흡수분  특

성 측정 뿐 만 아니라 형 특성도 측정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러 박스와 기 /

작업 극을 설계 제작하여 성능실험을 성공 으로 마쳤다.  최상의 측정조건을 

제공하기 한 수분센서, 산소센서, 반응기, 아르곤 공   제어장치 등 다양한 

센서기술을 보완하여 고도의 기화학/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 화 설계  

제작을 완성하 다.  한 로 박스에 일체형 furnace-반응용기-분 기 트의 

효율  설계와 극의 소형화를 통해 효율 으로 기화학/분 화학 동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첨단 기화학. 분 화학 연구 수

행을 한 인 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에 기술한 반응 시스템/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이로 공정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다양한 기화학  측정을 통해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 이온의 산화환

원   열역학 상수 측정  새로운 기화학  상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하

여 이로 공정의 핵심 상들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단계 연구에서는 고

온 용융염 매질에서 Np과 같은 극미량, 고방사성 악티나이드 이온의 기화학/분

학  측정을 성공 으로 수행함으로써 본격 인 이로 공정 연구 개발과 련

한 악티나이드 연구의 장을 열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공정 효율을 제고시

킬 수 있는 다양한 상을 이해함으로써 공정개선을 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일정 류 압 (chronopotentiometry) 곡선, 직선훑기 압곡선 (linear 

sweep voltammetry; LSV), 노멀펄스 법 (normal pulse voltammetry, NPV), 

그리고 직각 법 (square wave voltammetry; SWV)을 측정을 시도하여  공

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의 발 을 확보하 다. 

분 학  측정은 극계면에서 일어나는 국부 인 상뿐 아니라 빛이 반응

하는 용융염 매질 체에서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 이온의 거동을 sub-nano 

수 에서 규명할 수 있는 첨단방법이다.  본 과제수행을 통해 Eu
2+
, Eu

3+
, Sm

3+
, 

Tb
3+ 
같은 란타나이드 이온의 형 을 세계 최 로 측정하 다.  시간분해 형 측

정법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체계 인 형 측정이 가능해질 경우 다양한 란타

나이드  악티나이드 이온이 공존하는 다성분 이온 계에서 특정 이온의 선택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이 경우 이로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최신의 안기술로 발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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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  측정을 통해 란타나이드  이온은 물론 U, Np 의 산화/환원종을 실시간 

측정하 다. 이를 통해 용융염 매질 역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의 속도,  

화학종의 반응 특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과정을 통해 용융염 매

질에서 일어나는 4f-5d, 5f-6d 원자 궤도 간 자 이를 최 로 규명하 다.  나

아가, 분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로 공정 과정 에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에 

일어나는 미세 물리 화학  환경변화를 근원 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이로 

공정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고, 련된 산화 환원 반응 상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에 기술한 기화학/분 학  실시간 측정법을 통해 이로 공정을 

한 심도있는 기술개발 지원이 가능해졌다. 

제2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제 2 세부과제에서는 고  방사성 폐기물 리‧처분 련 기술  조사핵연료 

화학시험 련 기술을 개발하기 해서 수용액 내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내 악티나이드 정량분석기술 개발을 수행하 다.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용 이  분  시스템 구축하여 일반 으로 지하수 환경

에서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용해도인 마이크로 몰 (10
-6
 M) 농도의 화학종을 규명할 

수 있는 나노 몰 (10
-9
 M) 농도의 감도를 지닌 시간분해 이  형  분 (TRLFS) 

기술을 개발하여 지하수 환경에서 U(VI), Am(III), Cm(III) 화학종의 복잡한 화학 

반응과 련된 귀 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의 안 성을 측하는데 있어 요한 미세 콜로이드 입자를 

측정하는 LIBD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용해도 측정기술 개발하 고, 이 LIBD 기술은 

지하수 환경에서 콜로이드 입자의 이동과 악티나이드 용해도에 계된 요한 자료

를 생산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더불어 1.0 m  투과 길이를 갖는 LWCC를 이용

하여 비교  간단하게 검출한계가 약 30배 제고된 고감도 흡수분 시스템을 이용하

면 몰흡 계수가 작아 일반 분 도계로 측정이 불가능한 시료뿐만 아니라 시료의 

양이 어 측정이 어려운 시료 한 흡수스펙트럼 측정이 가능하다. 개발된 악티나

이드 표  시료 제조기술  산화상태 유지기술은 다양한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열

역학 자료를 생산하는 연구의 기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미량의 악티나이드 화학

종을 측정하는 기술은 자연수  환경시료 의 악티나이드 원소 측정 등의 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 안정성 평가 연구의 기반기술로 이용될 수 있다.

   LIBS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성분 분석기술 개발하 으며, 이는  고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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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치한 물질의 정량분석에 원격 측정이 가능한 LIBS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기존의 확립된 정량분석 방법에 비해 장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LIBS를 이

용한 다 원소의 정량분석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 분야에 필요한 요한 자료를 제

공할 수 있다.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방법을 다양화하여 용 범 를 확장하고 신뢰도를 향

상시킬 필요가 있다. 모세 기이동 분리법은 분 학  방법이 용할 수 있는 

역, 감도, 신뢰도 등에서 가장 우수하여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의 보완실험이 필요

할 때 활용가능할 것이다. 한 휴믹산이 존재하는 경우 카올리나이트에 한 아메

리슘 흡착반응(KA-HA, KA-Am, HA-Am, KA-HA-Am)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한 안정성 평가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결과로부터 수용액에서 악티나이드 화합

물의 용해도  악티나이드 원소의 환경  거동에 한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휴믹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카올리나이트 표면에 한 아메리슘 흡착반응 메카

니즘 규명은 지하수 환경에서 악티나이드 원소의 이동을 측하는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 얻은 속산화물 계면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

명자료는 자연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악티나이드-계면 반응을 더욱 정확하게 이

해하고 높은 신뢰도를 갖는 핵종이동 측모델을 구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는 핵연료의 연소거동  조사핵연료의 

물리  화학특성 연구에 활용된다. 따라서 향후 이에 한 보다 많은 자료를 확보

하고 측정 자료의 신뢰도를 향상함으로써 이들 핵종의 함량을 측하는 코드 검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 본 선원항 자료는 사용후핵연료의 장, 수송 등 핵연

료 리업무 수행 시 연소이득(burnup credit) 용에 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   고연소핵연료 국부연소특성 규명 연구 

  방사선 차폐 LA-ICP-MS 시스템과 micro-XRD 시스템을 이용한 미세 역에서의 

국부연소특성 화학평가 자료는 미래핵연료주기와 연계된 속핵연료나 개발 인 

고연소도의 환형핵연료나 입자핵연료 등과 같은 새로운 핵연료 개발에 따른 조사

핵연료 건 성 평가에 활용되고, 개발된 핵연료 성능평가 코드의 검증에도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실온에서 1200℃에 이르는 온도범 에서 3종의 지르코늄 합 들의 산소에 한 

반응성 측정결과는 향후 원자력 재료개발에서 지속 인 심의 상일 수밖에 없는 

Zircaloy의 산화 부식 해석  사고 연구에서 고온 환경 Zircaloy 거동 해석 자

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UO2  고연소핵연료 모사화합물인 세슘 우라네이



- 49 -

트와 분말 상태 Zr, ZrO2의 혼합물 간 반응성 시험결과  연소도 모사 핵연료에 

의한 Zircaloy 합 에 한 확산  시험결과는 고연소도 혹은 고연소도 핵연료의 

건 성 평가를 해 필요한 자료로 핵연료/피복  틈새에서 발생되는 계면 화학반

응들의 해석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방사선차폐 핵연료융해시스템을 제작 설치하여 미량의 사용핵연료

를 off gas 발생 없이 깨끗하게 용해할 수 있는 clean 융해기술을 확보하게 됨으로

써 국내 원 에서 조사된 사용후핵연료의 잔류핵분열생성기체 조성의 정량  동

원소 분포 자료 생산에 활용될 정이다. 한국형 원자력발 소의 핵분열생성기체 

련 실험 자료를 축 하여 핵분열생성기체 련 코드 개발  개발된 코드의 검증

에 활용하고, 핵분열생성기체의 생성량  방출률에 한 축 된 자료는 원자력발

소의 허가 연소도 상한 설정에 요한 자료로 제공할 정이다.  

   사용후핵연료의 화학특성은 연소거동을 측하는 산 code의 검증  새로운 

핵연료 개발에 필요한 핵연료의 인허가 차  실용화 과정에 활용될 수 있다. 

제4   악티나이드 해도 감화 기술 개발 

    제 4 세부과제인 해도 감화 기술 개발 과제는 단  기술 개발 연구를 통하

여 탄산염 용액계를 한 SF로부터 U만을 회수하기 한 공정으로 COL 

(Carbonate-based Oxidative Leaching)이라고 명명된 새로운 개념의 공정을 최종 

제시할 수 있었다. 이 공정은 SF로부터 U만을 회수할 경우, 높은 환경친화성과 핵

확산 항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평가되었다. 그러나 COL 기술이 SF를 상으로 

용되기 해서는 실제 SF를 통한 TRU의 불용성의 입증  COL을 구성하는 단  

기술의 공학  평가 등 많은 연구가 사 에 수행되어야 한다. 

     비산성 온 산화용해-침  분리기술은 기술 자체가 태동 단계에 있어 학문

, 기술 으로 충분한 연구 가치가 있으며, 이 기술 개발에 의해 SF로부터 TRU를 

불용해시키며 U만을 고순도로 회수할 수 있어, 증하는 U 수요에 응함과 동시

에 SF  부분을 차지하는 U을 높은 핵확산 항성의 방법으로 회수하여 고  

폐기물 처분부지 능을 증 시킬 수 있어 원자력 기반 기술 확보에 직, 간 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외에도 선행 핵연료 주기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우라늄 혼합 폐기

물의 처리에 사용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단 기술인 침 기술  해 

기술 등은 일반 환경 산업에도 직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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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화학 연구

II. 보고서의 목   필요성

    이로 공정기술 개발과 련하여 고온 용융염 환경 하에서 사용후핵연료에 포

함되어있는 다양한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의 화학  거동이해  특성측정기술

과 같은 요소기술 개발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기화학/분 학 일체형 측정 시스

템은 기화학   분 학  측정기술을 동시에 이용하여 이와 같은 고온 용융염 

내에서의 다양한 악티나이드  란타나이드에 한 화학거동을 측/해석할 수 있

는 기 /기반 라미터  열역학  자료를 생산하기 한 실시간 동시측정 시스템

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 용융염매질에서 악티나이드 원소의 물리화학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법을 개발하고, 이를 응용하여 이로 공정개발을 한 

새로운 신기술과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 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범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에 한 연구를 수행하기 해서 다양한 화학환경조 이 

가능한 고온용융염매질에서 기화학  분 화학 연구에 합한 하드웨어 인 라

를 설계/제작하 다.  한 구축된 인 라를 활용하여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 란타나

이드  악티나이드 이온의 기화학 . 분 화학  특성규명 연구를 수행하 다.  

본 과제에서  수행한 연구 내용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으로 

기화학과 분 학  측정이 가능한 기화학/분 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을 구성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화학종에 한 기화학  특성을 측

정하 다. 한 용융염 내 란타나이드 원소의 형 특성을 측정하여 란탄족 원소들

의 화학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 자료를 확보하 으며,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흡  특성을 측정하여 고온 용융염 공정에서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한 가능성을 

타진하 다.  뿐 만 아니라 기화학/분 학 일체형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화수 조

에 따른 용융염 내 화학종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착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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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악티나이드 용융염 취 시설  분 측정 시스템 구축, 용융

염 산도에 따른 란타나이드 화학종의 흡 특성 측정 등을 수행하 으며, pseudo 

기 극의 산도 보정기술을 개발하 다.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산화/환원 반응 

측정을 한 측정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악티나이드 용융염의 분 특성  기

화학  특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일체형 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이를 이용

하여 산화수 조 , 산화/환원 열역학 자료생산, 분 특성 측정 등을 수행하 다. 

□ 기화학/분 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의 구성

기화학/분 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의 구성을 해서 방사선 차폐 러 박

스를 설계. 제작하여 성능시험을 마쳤다.  여기에 기화학/분 학 측정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악티나이드 고온 용융염 취 용 반응용기 설계  제작하여 러

박스에 일체화 하 으며,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기화학  특성을 측정하 으며, 

기화학 측정용 pseudo 기 극 산도 보정기술을 개발하 다.  한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기화학  측정셀을 소형화하여 획득이 어려운 악티나이드 사용량을 

이고, 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 다. 

□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기화학  특성 측정 

 고온 용융염 내 안정한 작업 극 재료를 개발하 으며, 이 모든 기술을 종

합하여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의 산화/환원 를 측정하 다.  기존의 방법

신, HOPG를 작업 극으로 사용하여 우라늄의 착 산화환원 반응 류를 리

튬의 환원 류에 인한 방해 없이 깨끗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넵티늄 이온의 

경우 텅스텐 극을 작업 극으로 사용하여 Np
3+
/Np

4+
의 산화환원반응의 순환

압 류 곡선을 측정하 다.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산화/환원반응의 순환 압 류 곡선 측정  해석을 

통해 고온 용융염 내 란타나이드 이온  우라늄, 넵티늄 이온과 같은 악티나이

드 원소의 겉보기 (apparent standard potential)뿐만 아니라 결합 깁스 자유

에 지 등 열역학 자료를 생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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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융염 내 란타나이드 원소의 형 특성 측정

용융염 온도  매질변화에 따른 란타나이드 이온의 형 특성 측정을 하

다.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 이온의 형 측정은 보고된 

사례가 없다. 본 연구를 통해 Eu
2+
, Eu

3+
, Sm

3+
, Tb

3+
에 해 최 로 형 신호 측

정에 성공하여 형 신호를 통해 용융염매질에서 란타나이드 이온의 물리화학  

거동을 조사할 수 있었다. 

□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흡  특성 측정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 이온의 흡 상을 실시간

으로 측정하 다. 용융염 조성  산도변화에 따른 란타나이드 이온의 흡 특성 

측정을 통하여 분 자료를 생산하 고, 란타나이드 이온의 산화상태에 따른 흡

특성의 변화 상을 규명하 다.  한, 표 인 악티나이드 원소인 우라늄  넵

티늄 이온의 흡 스펙트럼을 실시간 측정하 다. 결과, 최 로 고온용융염 매질에

서 4f-5d, 5f-6d 궤도간 이 상을 규명하 다.  나아가, 기화학/분 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라늄  넵티늄 이온의 기화학  산화수 조   기

화학  환경변화에 따른 분 특성변화의 실시간 연속 모니터링에 성공하 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의 용융염 매질에서 악티나이드의 물리․화학 특성 특정을 통하여 악

티나이드 이온 의 5f 자구조와 거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화학거동에 향을 주는 속산화물에 한 기화학, 분 학, 물

리화학  정보, 그리고 특성 측정기술을 확립할 수 있었고 향후 더욱 다양한 측

정 실험을 수행 할 수 있는 토 를 구축하 다.  연구 수행과정에 과정에 생산된 

데이터  측정 방법론은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 개발과 련하여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 악티나이드  기타 속의 해정련  제련기술 실증에 활용

될 수 있다.

악티나이드 용융염 화학연구는 고온화학 (pyrochemical) 공정을 기반으로 하

는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기술개발에 필요한 기반  공통 요소기술을 포함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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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효과는 핵연료주기기술개발과 그 맥을 함께 한다.  따라서 사용후핵연

료에서 고방열 핵종 (Cs과 Sr)을 분리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고 폐기물의 부

피 감소와 그에 따른 해도 감, 그리고 처분장 공간의 효과 인 활용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국내 핵연료주기  과정의 기술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이로 공정 련 연구와 연계된 기술개발 분야와의 긴 한 조 체제를 지

속 으로 유지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극 화 할 계획이다.

□ 기화학/분 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의 구성

측정은 모든 연구의 출발 이다.  기화학/분 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의 구

성  측정기술은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의 이로 공정 반의 기화학  반응

이해  모니터링 기술의 고도화를 한 발 으로 사용되는 기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해 이로 공정 기술개발을 한 다양한 기화학  상의 규명에 

활용될 정이다. 

□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기화학  특성 측정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소형화된 기 , 작업 극 개발을 통해 극 간의 간

섭 방해를 받지 않고 원하는 기 신호를 안정 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기화학 측정용 pseudo 기 극 산도 보정기술  다양한 작업 극은 

용융염 매질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고온 환경 하에서 정 한 측정이 요구되는 제

철․제련 분야의 기화학  측정기술의 고도화에도 바로 용될 수 있는 기술로 

용분야가 확 될 것이다. 

□ 용융염 내 란타나이드 원소의 형 특성 측정

본 연구를 통해  Eu
2+
, Eu

3+
, Sm

3+
, Tb

3+
에 해 최 로 형 신호 측정에 성

공하여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도 형 신호를 최 로 측할 수 있었다.  형 측정

은 고감도 측정이 가능한 상으로 미량이온의 실시간 측정 뿐 만 아니라 시간분

해 형 측정기법을 이용할 경우 다성분 이온 계에서 원하는 특정 원소의 선택  

특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로 공정 반응의 모니터링에 효과 으로 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본 연구수행을 통해 구축된 장치, 경험  자료는 다음단계에서

의 최첨단 측정기술,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 반응 모니터링 원천기술로 발 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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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흡  특성 측정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 이온의 흡 상의 실시간

으로 측정법은 극계면에서 일어나는 국부 인 상측정의 한계를 벗어나 용융

염매질 체에서 진행되는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 이온의 산화상태변화, 반응

진행도를 확인 할 수 있는 다용도 측정기술이다.  본 연구에서 규명한 란타나이

드   악티나이드 이온의 f-d 궤도 이는 농도변화에 매우 민감한 상으로 이

를 활용할 경우 특정원소의 고감도 측정  반응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나아가 

특정 이온의 산화-환원반응 모니터링을 한 인디 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비산소환경의 고온용융염매질은 특정 산화상태를 가지는 란타나이드  악

티나이드 이온의 제조를 한 이상 인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2가의 악티나이

드족 이온은 디스 이 련 분야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는 고부가․고기능 원

천 소재 물질이다.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 형 /흡  연구 결과는 새로운 자기

학 신소재 창출에도 효과 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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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Research on the Actinide Chemistry in Molten Salt

II. Objective and Impotance of the Project

Currently, a national R&D program for "Development of an advanced process 

technology for spent nuclear fuel"  is actively going on, those of which are based 

on molten salt related technologie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bove 

the R&D programs, development of chemical technologies for lanthanide and 

actinide elements in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media is required.  

Development of measurement and evaluation technology of electrochemical 

reactions in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media is very essential to understand 

the chemical behavior of actinides and lanthanides an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pyrochemical process.  The electrochemical/spectroscopic 

integrated measurement system is a powerful tool to provide electrochemical 

parameters and thermodynamic parameters of actinides and lanthanides in molten 

salts.  By developing new methods such as absorption and fluorescence 

spectroscopic techniques as well as electrochemical techniques, deep 

understanding of the chemical behavior of actinide and lanthanide elements in 

pyrochemical process is possible.  In this work, electrochemical and 

thermodynamic parameters of actinides and lanthanides in molten salts were 

produced for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pyrochemical processes.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e electrochemical/spectroscopic integrated measurement system was 

designed and set up for spectro-electrochemical measurements of lanthanide and 

actinide ions in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media.  The contents of the study 

can be divided into four parts.  The first part is regarding desig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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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ation of an electrochemical/spectroscopic integrated measurement system 

including a glove box system.  By utilizing the established system 

electrochemical measurements of lanthanide and actinide ions in molten salt 

media was performed.  In addition, fluorescence spectroscopy was applied for the 

speciation of the lanthanides in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media.  The 

electronic absorption measurements of lanthanide and actinide ions in molten salt 

media were also performed in order to have the access to the real-time 

monitoring technique for molten salt case and to have information about the 

chemical reaction of actinide ions.  Finally, the electrochemical/spectroscopic 

integrated system fabricated in this work was applied for the measurement of 

the oxidation states of  the chemical species in the molten salt media. 

IV. Results of Project

□ Design and fabrication of electrochemical/spectroscopic integrated 

measurement system

Efforts to develop the spectro-electrochemical measurement system for use in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media under controlled atmosphere have been made 

and performance test was successful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various 

spectro-electrochemical experiments.  For stable and accurate electrochemical 

measurements in severe conditions, suitable pseudo reference electrodes and 

oxide ion acidity calibration technique are developed.  

□ Electrochemical measurements of lanthanide and actinide ions in molten salt 

media

A compact electrochemical cell and electrode system were also developed for 

the minimization of reactants, and consequently minimization of radioactive 

waste generation. By applying these equipments, oxidation and reduction 

behavior of lanthanide and actinide ions in molten salt media have been made.  

Also, thermodynamic parameter values were also determined by interpreting the 

results obtained from electrochemical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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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orescence measurements of lanthanide ions in molten salt media

   Until now, little is known on the fluorescence measurement in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media.  In this study, Eu
2+
, Eu

3+
, Sm

3+
, Tb

3+
 ions 

exhibited their characteristic fluorescence signal in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media.  The dependency of fluorescence signal on temperature and types of salt 

has been studied. 

□ Electronic absorption measurements of lanthanide and actinide ions in molten 

salt media 

UV-VIS spectroscopic results provided the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e 

oxidation states of lanthanide and actinide ions in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media.  UV-VIS absorption measurements in the molten salt containing  various 

lanthanides as well as actinides were performed.  Strong 4f-5d, 5f-6d transition 

lines were identified for certain lanthanide and actinide ions, that provides an 

sensitive probe for monitoring the related electrochemical processes.  A 

spectroscopic measurement have been effective to monitor the changes in 

oxidation states by controlling the electrochemical potential on a real time base.  

 

V.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electrochemical/spectroscopic integrated measurement system and 

experiences and data obtained during the course of this study can be directly 

applied to understand the chemical reactions and redox behavior of actinide and 

lanthanide ions in molten salts, eventually for to support  pyrochemical process 

of spent nuclear fuel. 

Also, the electrochemical and spectroscopic technique developed in this study 

may also be extended  for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measurement  

technology for the real time monitoring of the pyrochemical processes of sp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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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fuel, which is still a challenging problem. 

□ Preparation of electrochemical/spectroscopic integrated measurement system

The electrochemical/spectroscopic integrated system provides an ideal 

environments for varieties of experiments where high temperature and controlled 

electrochemical atmosphere is required.  This technology will be used for further 

study for deepening the knowledge of actinide chemistry in molten salt media 

and widening the applications for pyrochemical process development.  

□ Electrochemical measurements of lanthanide and actinide ions in molten salt 

media

A compact electrochemical cell and electrode system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directly applicable for other fields such as conventional steel and 

electrorefining industry.  The redox behavior lanthanide and actinide ions and 

parameter values can be used as a feedback data for refining the existing 

pyrochemical process.  The new electrode system developed in this study will 

be applicable for electrochemical sensor development workable in extreme 

chemical conditions.

□ Fluorescence measurements of lanthanide ions in molten salt media

The feasibility study to detect fluorescence signal in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media was successful.  This has high impact for further 

applications. Fluorescence provides high sensitivity for specific lanthanide and 

actinide ions with very low concentration.  With time-resolved fluorescence 

method, it may be applicable for distinguishing desired specific ions among 

complex system where multi actinide and lanthanide ions are present.  This 

may be used as a promising option for real time monitoring the key elements 

in real pyrochemical process  

□ Electronic absorption measurements of lanthanide and actinide ions in molten 

sal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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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VIS spectroscopic results provided the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e 

oxidation states of lanthanide and actinide ions in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media.  Strong 4f-5d, 5f-6d transition lines were identified for certain lanthanide 

and actinide ions, that provides an sensitive probe for monitoring the related 

electrochemical processes.  A spectroscopic measurement have been effective to 

monitor the changes in oxidation states by controlling the electrochemical 

potential on a real tim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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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이로 공정기술 개발과 련하여 고온 용융염 환경 하에서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

어있는 다양한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의 화학  거동  특성과 같은 요소기술 개

발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기화학/분 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은 기화학   분

학  측정기술을 동시에 이용하여 이와 같은 고온 용융염 내에서의 다양한 악티나이

드  란타나이드에 한 화학거동을 측/해석할 수 있는 기 /기반 라미터  열역

학  자료를 생산하기 한 실시간 동시측정 시스템이다.

고온 용융염 에 포함된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 원소에 한 화학반응 메커니

즘을 규명하기 해서는 석  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분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으며 

용융염시료 취  장치 등을 포함하는 용융염 분 학/ 기화학 측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의 기화학 실험은 고온로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이를 해 

고온에서 안정한 기화학 셀  극물질 개발이 필요하며, 한 이 스 기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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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새로운 기 극용 계면물질이 필요하다.  특히 고온 용융염내에서는 거의 모든 

속들이 녹아나오기 때문에, 란타나이드/악티나이드 원소의 환원  측정을 해서 

고온 용융염 내 안정한 작업 극의 선정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고온 용융염내 

기화학 실험용 극은 주로 속을 사용해왔으나 고온 용융염의 화학  반응성 때문

에 속 극이 산화되어 용융염을 오염시키게 된다.  결국 이러한 부반응은 흡수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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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에서의 주반응과 상 극에서의 역반응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작업 극에서 기

화학반응이 일어나면 셀 내의 체 산화수를 0으로 유지하기 하여 상 극에서 그 

반응의 역반응이나 용융염의 분해반응이 일어난다.  즉, 하나의 compartment로 구성된 

기화학 셀은 용융염 내 원소의 산화수에 따른 농도가 거의 일정하며, 이를 방지하기 

하여 상 극을 작업 극 계에서 분리하여 두 개의 compartment를 구성하며 두 

compartment 사이를 기화학 으로 활성인 계면으로 분리해야한다.

용융염매질에서 기화학  측정기술과 분 학  실시간 측정기술을 결합시킴으로

써 이로 공정에서 란타나이드와 악티나이드 이온의 세부 반응  메커니즘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화학 측정 셀과 분 학 측정 셀을 결합시킨 새로운 일체형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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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용융염매질에서 기화학  방법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조 하면서 동시에 

진행되는 상을 실시간 분  측정함으로써 이로 공정의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 이

온의 거동  메커니즘을 심층 으로 규명할 수 있다.  한 개발한 일체형 측정 시스

템을 악티나이드 원소에 용하기 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 악티

나이드 이온의 흡수스펙트럼 측정을 통해 테스트한다. 

이로 공정의 속도를 결정짓는 요한 요소인 용융염 매질에서 악티나이드  란

타나이드의 확산계수, 깁스 자유에 지등의 열역학 자료 등은 악티나이드  란타나이

드 원소의 반응성, 안정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요한 변수로써 이로 공정의 효율 

증   공정 설계에 도움을  것으로 단되며, 이는 고온, 불활성 환경, 방사능환경 

하에서 미량측정기술로서 련 측정기술 고도화에도 효과가 높을 것이다. 

본 기화학/분 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로 

공정기술개발과 련하여 공정 과제에서 요구하는 LiCl/KCl 분극특성 자료 등의 기 /

기반 라메타  열역학  데이터베이스  란타나이드 혹은 악티나이드 원소에 한 

산화수 정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술도 포함하고 있다.

       . 용융염 내 기화학/분  측정 기반기술

       .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화학반응 실시간 측정기술

       .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화학거동 측/해석 기술

본 연구에서는 고온 용융염매질에서 기-분  측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치

를 설계/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 진행되는 란타나이드  악

티나이드 이온의 산화-환원반응과 련한 다양한 기화학/분 학  상을 측정하

다.  이를 통해 이로 공정을 효율 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물리화학  데이터 

생산, 첨단 측정기술 개발에 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본문에 상세

히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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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외 기술개발 황  수  분석

세계 원자력선진국에서는 그들이 과거에 계획한 핵연료주기에 군분리  소멸

처리 (partitioning and transmutation; P&T)를 통합하여 다양한 핵주기 시나리오

를 설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핵연료 주기의 국가 간 주도권 확보 과정에 경제성 

뿐 아니라 핵비확산성, 테러, 친환경, 안 /신뢰성 등이 융합되어 계획되고 있다.  

그 심에는 미국의 ANL, 일본의 CRIEPI와 JAERI 러시아의 RIAR, 유럽의 ITU, 

랑스 CEA, 국 BNFL, 체코,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에서 련 연구를 활발하

게 진행하고 있다. 한 용융염 기반의 형 원자력 로그램을 심으로 국가 간 

국제 력연구도 긴 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표 인 로 INPRO (IAEA), 

GEN-IV(USA주도), MICANET (EU)를 들 수 있다.  한, 사용후연료의 P&T에 

한 연구는 여러 기 에서 국가주도 로그램으로 진행 이다.  이러한 로그

램을 주도하는 주요 연구기 으로는 CEA/COGEMA (SPIN), JAERI/JNC/CRIEPI 

(OMEGA), JRC, KAERI (HYPER), OECD/NEA, RIAR (DOVITA) 그리고 

USDOE (ATW/AFCI)가 있다.

   러시아 RIAR (Research Institute of Atomic Reactors) 연구소에서는, 고속로 

(BOR-60)를 한 핵연료주기를 완성하기 하여 고온화학 군분리법을 이용하여 

톤 규모의 핵연료 재처리 과정을 성공 으로 구 시켰다.  이 과정에서 조사된 산

화물 연료는 염소화에 의하여 산소-염화물로 변환되고 그리고 연이어 용융염 매

질에서 기분해로 산화물 (UO2 or UO2-PuO2)로 변화된다.  마지막 단계로 용융

용액은 분별침  (fractional precipitation)에 의하여 희토류와 MA가 제거된다.  

러시아 RIAR 연구소는 이 공정의 성공을 기반으로 DOVITA (Dry reprocessing, 

oxide fuel, vitro-compact, integral, transmutation of actinide) 계획을 수립하여 

MA를 소멸시키는 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Am과 Cm은 침

되어 분리되는 반면 Np은 착단계에서 회수될 수 있다고 설정하 다.

미국 ANL (Argonne national Lab)은 세계최  나트륨냉각 고속로인 EBR-II 

(Experimental Breeder Reactor)로부터 발생된 사용후 속연료의 처리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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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화학 군분리 기술을 개발하고 용하 다.  IFR (Integral Fast Reactor; 일체

형고속로, 미국) 개념과 연계된 ANL의 해정련 공정개발의 선도 인 성과는 하

나의 기분해 단계에서 MA와 U, Pu을 함께 회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P&T의 

기술  가능성을 향상시켰고 다른 회원국에게서도 폭넓은 주목을 받았다. 염화물 

매질에서 해정련법은 ANL에서 수백 톤의 사용후 속핵연료를 처리를 통하여 

검증되었다.  HLLW에서 TRU를 추출하는 해 련공정과 호환될 수 있는 결과

를 제공하는 고온 화학법에 한 연구가 일본 CREPI에서도 있었다. 해정련공정

의 핵비확산성과 핵물질 안 보장에 련해서는 보고된 바 있다.  최근 ANL의 

기술개발은 경수로 사용후연료의 기환원과 같은 실험실규모의 새로운 공정 개

념연구로부터 고생산성을 가지는 공학규모의 우라늄 해정련 시설의 구 까지 

넓은 범 를 가진다.  LiCl-KCl 용융염에서 MA의 해정련에 한 연구에서 Am

의 낮은 회수율이 지 되었다.  이것에 한 원인으로는 두 공정단계의 감축과 

Am(II)의 disproportionation 반응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에 지성 (USDOE)의 

AFC 근법 (ATW)에서는 고온화학법의 사용과 실질 인 개발을 강조한다.  여

기에서 고온 화학법은 용해되지 않은 용액으로부터 TRU 추출, HLLW부터 발생

된 재 (ash) 뿐 아니라 산화물연료에 한 Li 환원, 그리고 해정련과 사용후 

ADS 타켓에 한 염소 휘발공정을 포함한다.

유럽연합 JRC/EC에서는 ADS에 한 AFC (연료 성형과 처리 공정) 연구개

발의 재 상황에 하여 비평 으로 분석하 다.  EC의 PYROREP 계획에 따라 

일본을 포함한 참여국 ( 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국, 체코)은 실험과 이론  방

법에 의하여 고온화학공정기술을 확 하여 MA에 한 기반 자료를 생산하는 몇 

개의 연구계획을 제안하 다.  한 EC는 AFC를 개발하는 고온화학공정법의 

용을 하여 몇 개의 작업그룹을 구성하 다.  해정련 공정에서 PuAl4 합 생성

에 의한 음극 탈분극효과를 활용하는 고체알루미늄 극의 사용에 한 연구가 

ITU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 극은 TRU의 음극 공 착 (co-deposition)을 진

시켜 란타나이드 성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 공정이 성공하면 고온 화학 공

정에서 악티나이드와 란타나이드 분리법을 확립시키는 요한 기술이 될 수 있다.  

랑스 CEA는 고온 화학공정단계에서 착, 산화물 침 , 액체 상태에서 염- 속 

추출 과정에서 U, Pu, Am의 거동을 연구할 수 있는 특별한 시설을 확보하 다. 

Escard와 Rycerz은 고온화학에 한 용융염 자료의 발 과 개발에 하여 정리하

다. 

일본 CRIEPI는 ITU/EC와 력하여 속정련공정과 HLLW로부터 악티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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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원소를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  일본은 국 AEA와도 력하여 TRU 

산화물의 Li 환원공정도 개발하 다. 한 UO2로 분리하는 단계에 한 산화물핵

연료의 Direct electro-winning과 TRU 합 을 형성시키는 기화학  환원 실험

이 CREPI에서 수행되었다.  JAERI는 IFR 속핵연료 주기와 유사한 MA를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질화물 핵연료주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핵연료주기는 원

자로에게 능동  안 기능을 부여하고 효율 으로 MA를 P&T 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도가 유망하다. JAERI는 TRU 질화물의 해정련에 하여 요

한 이론과 실험  시도를 수행하고 있다.  한 사용후핵연료 화학특성 평가에 

련된 정량기술을 1990년  에 확립한 후, 이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매질의 방

사성 물질 화학특성 평가기술 개발을 한 연구로 확장시키고 있다.  JNC는 고온

화학공정에서 공정개념과 용기술에 한 비교, 량처리 시 발생될 문제, 공정 

최 화 등을 포함하는 공정시스템에 한 공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 교

토 학에서는 불화  염화용융염 그리고 액체합  매질에서 란타나이드와 악티

나이드의 열역학  특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고온 용융염 매질조건에서의 악티나이드  란타나이드 원소의 거동에 한 

상이해  련 열역학  물리화학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

기 한 핵심기술이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의 분 학   기화학  측정기술이

다.  이를 응용함으로  핵물질 계량 리를 한 분석기술, 용융염 기반의 공정반

응도 측정, 고온용융염에서의 핵심물질의 물리화학  데이터 생산이 가능하다.  

미국, 일본을 심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우라늄 속으로 환원시켜 구 처분하거

나 재활용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속 환 공정에서 리튬

속에 의해 충분히 환원되지 않는 란타나이드 원소들은 리튬화합물과 혼합산화물

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정련 공정에 의하여 우라늄 속 환체를 

정제할 경우, 속 환체 내 존재할 것으로 상되는 란타나이드 원소 혼합 산화

물들이 해정련 공정에 미치는 향 (부정 인 는 정 인 역할)에 한 연구

는 세계 으로 아직까지 미미한 수 이다.  재는 란타나이드 원소 혼합산화물을 

속으로 완 히 환원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미국의 ANL에서만 수행되고 있다.  

미국, 국, 랑스 등 부분의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이미 확립된 정량기술에 

한 정량 신뢰도 향상을 하여 보다 정 하고 고도화된 기술로 계속 개발하고 있

으나, 자세한 연구결과들은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각 나라의 특

성에 따라 자체 으로 평가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앞서 언 한 용융염기반의 원자력 로그램의 실용화를 해서 주요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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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수 으로 선결되어야 한다.  그  용융염 기  데이터의 확충이 매우 시

하다.  특히 악티나이드, 그 에서도 MA (Minor Actinides) 원소에 한 고온 

분 학 . 고온 기화학 . 고온 열역학  기본 자료를 얻는 것이 요하다.  이

에 한 일반 인 자료는 IAEA를 심으로 국제 인 력으로 생산, 수집, 편집

될 것으로 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공정조건에 따라 가변 이므로 용

융염 매질 기반의 각국의 로그램에 맞는 특수 데이터의 생산은 스 일업  실

용화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필수 불가결한 기술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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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내용 연구수행 결과 비고

∙용융염내 주요 

성분 용해도 

측정

 - 상 : Li, U, 

U3O8, Cs, Sr, 

Ba

 - 온도 : 

650～750℃

 - Li2O농도 : 

0～8wt%

- 용해도 측정장치 제작 

- 온도에 따른 Li, U, U3O8, Cs, Sr, Ba 

용해도 측정

- Li2O 농도변화(0～8 wt%)에 따른 Li, 

U3O8, U 용해도 측정(650℃) 

- 수소부피 측정에 의한 Li 정량기술 확립 

(정확도 : < 1%, 정 도 : < 5%)

- 주요 성분의 

용해도 측정 

자료 생산

- 속 환 

공정 반응도 

분석 지원에 

활용

∙용융염내 방사성 

핵종 정량기술 

개발

 - 상 : Cs, Tc, 

Np, Am, Cm

- 용융염내 Cs, Tc, Np, Pu, FPs, Am, 

Cm 분리, 회수  정량 기술 확립

  ․ Cs, Tc, Np, Pu, FPs 정량 차서 확보 

  ․ Am, Cm 정량 차서 확보

- 용융염 내 

방사성핵종

의 정량 

목표치 달성

∙용융염 산도측정 

극 개발  

속 환율 

in-line 측정기술 

개발

- 용융염 산도측정 극 제작  성능 검

증

  ․ 극  측정결과, 가역성 확인

  ․Li/LiCl/Li2O 매질내 36시간 동안 안정

- 속 환율 in-line 측정기술 확립

- 산도 측정 

극을 제작

- 공정반응도

  in-line 

측정(특허출

제 2   국내 기술개발 황  수  분석

재 국내에서는 지속 가능한 원자력 발 을 하여 국제  투명성  경쟁

력을 확보한 핵연료주기 기술의 완성을 목표로,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심으로 

고연소도 고성능 경수로핵연료 개발,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제염해체  고

폐기물 장기 리에 필요한 원천기술  핵심기술의 개발을 추진 에 있다. 

 국내에서의 용융염 련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주로 수행하여 왔다. 

이는 취 시설이나 련기술의 미비로 인하여 타기 에서는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라 단된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한 “방사화학 기

반연구” 과제 내 “핵연료주기 화학측정기술 개발” 세부과제에서 수행한 용융염

련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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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도 증가에 따른 환원 류 상 계 

규명  
원) 

∙ 기화학  

방법에 의한 

산화우라늄 

환원공정 최 화

- 기화학  방법에 의한 우라늄산화물 

환원특성 규명 : U3O8 →UO2 →U 속 

(EXAFS 분석 결과 확인)  

- U3O8의 환원반응에 미치는 온도 향 규

명

- 기화학  환원에 미치는 극 향

  ․Pt  Au 산화 극은 용해

  ․C 극은 탄산이온을 생성, 환원반응 

방해

- 우라늄산화물의 속환원 메카니즘 규명

  ․환원반응은 Li2O의 역확산 속도에 의

존

- 속 환 

공정 효율화

∙란타나이드 원소 

(Nd, Gd, Y) 

혼합산화물의 

용해특성 규명

- 용융염내 해거동 반응장치의 제작  

구성

- Spectroscopic Measurement System 제

작  성능시험

- 란타나이드 원소 혼합산화물의 용해특성 

규명, 450℃ LiCl-KCl 용융염 매질

∙란타나이드 원소 

혼합산화물의 

용융염 내 

해거동 규명

- 용융염내 속 U과 CdCl2의 산화/환원

반응 측정

- 란타나이드  혼합산화물과 UCl3의 해

거동 규명

- 란타나이드  혼합산화물 합성  확인

∙산화물 사용후 

핵연료 속 

환체 해정련 

특성 검증

- 란타나이드  원소 혼합산화물 존재 하에

서 해정련 특성평가 기술 확립

- U 해거동에 미치는 리튬산화물의 

향 평가

- 용융염 매질 내 잔류 Ln 원소 분리 가

능성 규명

- 정해정련 

공정에 활용

속 환공정의 최종 생산물질인 속 환체는 방사성 물질로서 이에 한 

성분원소 정량기술은 국내 한국원자력연구원 외의 타 연구기 에서 개발/확보

된 바 없다.  원자력 장기사업의 1, 2 단계 연구과정에서 공정실증 시 물질수

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속 환체  LiCl 용융염 내 성분원소의 

정량기술이 구축된 바 있다. 

MA의 연소를 목표로 한 신형연료 등의 개발에서는 그의 제로 Actinide

의 기 물성 특히 화학특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기본 으로 요하며 그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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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항목 국내 연구개발 동향 분석
기술수  (%)

기 20 406080
10

0

○용융염 

분 특성/ 

기화학 

거동 연구

- Electrorefining 기술은 사용후 속

핵연료내 U과 Pu을 속으로 회수하

기 하여 개발된 기술임. 국내에서

는 란타나이드  혼합산화물이 해정

련공정에서의 화학거동에 해서는 

련연구가 진행 임. 

- KAERI에서는 용융염 화학반응연구

를 하여  일부 Ln 족 화합물의 분

 스팩트럼을 측정한 경험을 보유하

고 있으며, 기화학 측정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일본 교토 를 심으로 Pu, U,  

란타나이드 화합물에 하여 분 학

과 기화학 측정을 동시에 수행한 

보고가 있음. 

KAERI

ANL

KAEA

KYOTO

Univ.

○용융염 성 

 기 도 

특성 연구

- 용융염의 성도과 기 도도는 신

속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물리  

성질로 용융염 성분과의 한 상

계를 도출하면 좋은 측정인자 

KAERI

물의 합성법, 열물성 등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Actinide에서는 우라늄이 심

이며 MA에 해서는 보고는 충분치 않다.  이것은 MA를 취 할 수 있는 국

내 시설, 인력, 재원  환경이 극히 한정되기 때문이다.  핵연료주기 기술개발

에서 기  화학연구의 요성을 생각하면 이에 한 연구 환경을 개선하여 연

구를 추진하는 것이 단히 요하다.  

속 환체를 해정련 공정에 연계시키는데 필요한 용융염 내 란타나이드 

원소 혼합산화물의 형 장치를 이용한 분 학  특성에 한 연구와 용융염 내 

란타나이드 원소 혼합산화물의 효과 인 제거 방법에 한 연구에 해서 아직

까지 국내외에서는 발표된 자료가 거의 없는 창의 이고 독보 인 연구로서 성

공 으로 수행될 경우 고온 건식 용융염 공정기술의 국제 인 우 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 된다.

- 국내연구개발 동향  선진국 기술격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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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로 활용할 수 있음. 국내 일

반 산업계에서의 용융염의 성도과 

기 도도

  측정기술은 일정수 을 보유하고 있

음. 

- 국외에서는 용융상태의 화합물의 분

자구조연구를 하여 성과 기

도도를 이용하 음. 특히 Li 지분

야에서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음. 

- 국내외 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연

구에 성도와 기 도도를 본격

으로 용한 는 찾아보기 어려움. 

 ITU

JAEA

○용융염 내 

악티나 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 용융염내 산화환원 , 기 도

도, 도 등매질 조건에 따라 생성되

는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측정하는 

기술이다. 국내에서는 화학반응에 

한 특성 측정등은 부분 으로 수행

되고 있음.

- 미국, 일본 등 핵연료주기에 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주요국가는 악

티나이드 화학종 규명기술을 상당 수

 보유하고 있음.

KAERI

 ITU

JAEA

ORNL

속 환 공정으로부터 얻어진 속 환체의 열역학  특성을 고려한 “ 속

환체 해․정련 용성 검증” 연구는 보다 효율 인 해‧정련 공정기술 개발을 

유도하여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물질을 재활용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단된다.  불활성기체 분 기에서 수행되었던 기존의 해‧정련 공정과는 달리, 산

화물(Li2O)이 존재함으로써 란타나이드 원소 혼합산화물을 함유한 속 환체에 

해정련 공정을 용하는 경우 란타나이드  혼합산화물이 해정련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본 연구를 통하여 란타나이드 원소 혼합

산화물의 용융염 내 용해특성  해거동을 규명하고, 이들이 해정련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여 속 환체의 해‧정련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미국 ANL에서 

개발한 기존의 해‧정련 기술 보다 개량된 공정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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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티나이드 용융염 연구는 용융염에서의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화학 특성과 

거동에 한 기 연구와 후행핵연료주기에 연계된 공정개발 사업에서 필요한 기

반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자는 악티나이드 기 연구이므로 지속 으로 국가주

도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후행핵연료주기와 련된 연구개발은 국제원자력기

구 등 국제원자력 사회로부터의 기술개발 범 에 한 합의가 요구된다.  재 진

행 인 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등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한 정부방침에 따라 향후 연구방향이 수정 보완될 여지가 많다고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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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결과 

제 1   기화학/분 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 개념 설계

1.  기화학/분 화학 동시측정 시스템 기본 개념 설계

일체형 기화학/분 학 시스템은 고온 용융염을 취 할 수 있는 로 박스와 

고온 용융염 반응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융염 반응장치는 기화학 측정 시스

템과 분 학 측정 시스템으로 나  수 있다.

고온 용융염 반응장치는 기로에 분  측정이 가능한 석  창을 만들어 분

측정용 원이 기화학 셀에 담겨진 용융염 시료를 투과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기화학 측정 시스템은 기화학 측정이 가능한, 작업 극, 기 극, 상

극이 포함된 기화학  3 극 시스템으로 구성하 다.  분 학 구성은 자외선 

 가시 선 역의 빛이 투과할 수 있는 분 셀을 기본으로 하여 이를 고온 용

융염 기화학 시스템에서 실험이 가능하게 변형하여 사용하 다.  

Fig. 1-1은 일체형 반응 시스템의 개략 인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기화

학 측정용 3 극을 일체형 석  셀의 쪽에 배치하여 아래에 원에서 나온 빛

이 방해받지 않고 투과할 수 있게 설계하 다.

Fig. 1-2는 기화학/분 학 일체성 셀의 설계  실제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인 UV-Vis 분 용 석 셀을 석 과 연결하여 로 박스 내 고온 용융

염 실험용 고온로에 장착 가능하게 하 다.

이 스 에 AgCl이 포함된 LiCl-KCl을 녹여 넣고 Ag 선을 꼽아 상 극

으로 사용함으로써 작업 극과 상 극을 분리한 2 compartment 셀을 제작하

다.  즉 이는 이 스 유리를 이온 교환체 계면으로 사용한 것으로 작업 극에서 

산화수가 변환된 생성물이 상 극에 닿아 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함으로

써 순수한 한 가지 산화수의 악티나이드 양이온 원소를 만들 수 있게 하 으며 

이의 흡 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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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극으로는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이 스 기반 소형 Ag|Ag
+
 기

극을 사용하 으며 작업 극으로는 산화물이 발생할 수 있는 속 물질 극을 

사용하지 않고 산화물이 생성되지 않는 유리질 탄소 극, HOPG 등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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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chematic and picture of spectro-electrochemical measurement system 
in molten sal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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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chematic and picture of spectro-electrochemical cell for molten sal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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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온 용융염 취  로 박스 설계  제작

가. 개요

고온 용융염내 화학측정 연구를 해서는 산소와 수분을 제어할 수 있는 실험 

환경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해서는 산소 

농도  수분 농도가 고온 용융염 연구에 합하도록 설계된 러 박스를 사용

하여야 하며, 우라늄 등의 핵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차폐  900
o
C의 고온까지 온

도조 이 용이한 반응장치를 제작하여 러 박스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응 장치는 실제로 900℃ 정도의 고온으로 유지될 경우 러 박스도 온도가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 시에 용융염 반응장치와 러 박스 

사이의 interfacing adapter flange에 냉각수가 흐르도록 하여 온도 상승효과를 최

소화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악티나이드 용융염 취  방사선 차폐 러 박스 설계

고온 용융염내 화학측정 연구를 한 러 박스를 기존에 사용하던 러 박

스의 문제 을 조사하고  보완함은 물론, 용융염 실험 성능 조건에 알맞게 설계

하 다.

본 러 박스는 산소농도  수분농도가 고온용융염 연구에 합하도록 제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인체공학 인 개념을 도입하여 실험자가 러 박스

를 편하게 할하기 용이한 각도 (45도)로 설계 (Fig. 1-3 참조) 하 다.  

러 박스 정화장치가 본체와 분리되어 공간을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내부는 두개의 독립 인 공간으로 나 어 한쪽에는 용융염실험을 한 

반응용기를 부착시키고, 다른 한쪽에는 시료 비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한 두개의 Antechamber  작은 chamber의 길이를 길게 하여(600 mm) 기

다란 형태의 극 등을 손쉽게 입출입 할 수 있도록 하 고, 큰 chamber의 길이

는 여서(400 mm) 개폐 시 진공  아르곤 충  시간을 단축하도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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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악티나이드 용융염 취  방사선 차폐 러 박스 제작  성능시험

 제작된 러 박스는 본체, chiller, 수분센서, 산소센서, 반응기, 아르곤 공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1-4 참조)

러 박스의 제어장치 화면을 통해 압력조   정화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수분함량  산소함량을 상시 모니터링 하도록 하 다.   

러 박스 내 수분함량은 1 ppm이하 산소함량은 10 ppm이하로 유지됨을 확

인하 다. (Fig. 1-5 참조)  실제로 수분  산소함량은 측정센서가 읽지 못할 정

도로 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여러 종류의 측정센서를 사용하여 상호 비

교시험을 통하여 실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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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Design of glove box for actinide experiment in molten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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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hoto of glove box for Actinid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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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온 용융염 반응장치 설계  제작

가. 용융염 분   기화학 측정용 고온 실험장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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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를 나타냈다. 본 장치는 고온 용융염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용융염의 종류에 

따라 합한 온도를 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설계상 최 온도는 약 900
o
C 

이다.  한 온도 상승  하강속도를 향상시키기 해서 반응용기에 부착된 

furnace를 두 부분으로 나 어서 설치되도록 하 다.

본 반응장치는 기화학 특성 측정, 흡수분  특성 측정 뿐 만 아니라 형 특

성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해서 90도의 각도로 각각 3 개의 

viewport를 설치하도록 하 다. 한 각각의 viewport는 주변에 냉각수를 순환시

켜 viewport에 열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 다.

본 장치가 실제로 900℃ 정도의 고온으로 유지될 경우 러 박스도 온도가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 시에 용융염 반응장치와 러 박스 

사이의 interfacing adapter flange에 냉각수가 흐르도록 하여 온도 상승효과를 최

소화 하도록 하 다.

한 실제로 용융염에 가해지는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해서 3 개의 

thermocouple을 장착하도록 하 으며, 그  하나는 용융염 반응 셀에서 수 mm 

정도의 거리에 설치하여 실제 온도와 최 한도록 근 한 온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용기의 내경은 다양한 형태의 반응 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기 해서 60 mm 정도로 설계하 다.



- 43 -

    

Fig. 1-5. Photo of controller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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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High-temperature experimental apparatus for the electrochemical and 

spectroscopic measurements in molten sal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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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Design of high-temperature experimental apparatus for the 

electrochemical and spectroscopic measurements in molten 

sal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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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융염 분   기화학 측정용 고온 실험장치 성능시험

용융염 반응장치의 설계를 완료한 후 실제 제작, 성능 시험을 수행하 으며, 

Fig. 1-8에 러 박스에 장착된 반응 시스템을 나타내었다.  제작된 반응장치는 

러 박스와 연결된 후에도 아르곤 분 기 유지에 문제가 없었으며, 외부 기와

는 완벽하게 차단되었음을 확인하 다.    

반응 셀에 장착되는 부분에는 tube형 셀 혹은 평면모양의 셀이 안정 으로 

장착되어서 가열될 수 있도록 cell cavity를 설치하 으며, 이를 통하여 재 성이 

있는 분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본 반응장치를 활용하여 용융염내에서의 란타나이드 원소들에 한 기화학 

특성  분 특성을 측정하는데 성공하 으며, 온도 제어 정확도는 ± 2
o
C 정도로 

확인되었다.   

본 장치를 900℃ 이상으로 가열하여 사용하 을 경우에도 당  설계한 바

로 분 측정용 viewport에는 열  손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 으며, 장시

간의 고온실험을 수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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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Installation of high-temperature experimental apparatus for the 

electrochemical and spectroscopic measurements in molten sal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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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화학/분 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 설계  제작

가. 용융염 분 측정시스템 설계  구성 

용융염 내에서의 란타나이드 원소  악티나이드 원소들에 한 화학특성을 

규명하기 해서 용융염 분 측정시스템을 구축하 다. 

상기개념을 토 로 구체 인 용융염 분 특성 측정 장치를 구성하 으며, 이

를 Fig. 1-9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 측정시스템은 원, 송용 학계, 분 신호 

측정 센서 시스템, 학테이블 등으로 구성되었다. 원으로는 일반 인 원과 

이  원이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하 다.  일반 인 원으로는 200 nm~400 

nm 정도의 장을 발생시키는 deuterium lamp와 300 nm~1,000 nm 정도의 장

을 발생시키는 tungsten lamp로 구성하 다.  

Fig. 1-9에는 질소 이 로 구축된 형 측정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다.  이

와 송용 학계는 새로 제작된 학테이블에 설치하여 진동 등과 같은 잡신

호 요인들을 최 한도로 제거되도록 하 다.   

흡  검출기로는 Ocean Optics사의 USB 2000과 USB 4000을 사용하 으며, 

원과 detecting system이 180
o
 가 되게 설치하고 반응기 자체에도 이와 동일하

게 port를 부착하고 석  창을 설치함으로써 실시간 분 측정이 가능하게 하 다.  

분 신호는  fiber를 통하여 분 센서에 달되도록 하 으며,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분 기의 제어  분 신호 측정을 수행하 다. 

반응기 내부에 놓일 quartz cell은 Fig. 1-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긴 quartz 

tubes(분 용; 1cm 지름, 기화학용; 4 cm 지름)를 흡 (2면이 투명)용 1 cm 규

격 셀 (Hellma Gmbh & Co. KG)에 수소를 이용한 특수가공으로 부착하 다. 

나. 용융염 기화학 측정시스템 설계  구성 

(1). 기화학 측정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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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기화학 셀을 한 furnace는 러 박스 하단에 연결되어 있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시켰다. (Fig. 1-11 참조)

러 박스 내부의 산소  수분 농도는 10 ppm 이하로 조 하 으며 기화

학 셀 용기로는 quartz tube를 사용하 다.  모든 는 Keithley Model 6514 

electrometer (input impedance = 2×10
14 Ω)를 이용해서 측정하 다.

Fig. 1-12는 기-분  동시측정을 해 설계된 로 박스-반응용기-분 기 

일체형 장치를 나타낸다. 

앞서 기술한 용융염 반응장치의 성능을 개선하기 하여, Fig. 1-13 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용융염 반응장치는 일정온도 유지를 하여 convection 방지 

gasket을 보강하 으며, 악티나이드 기화학을 한 소형셀 사용을 해 20mm

로 설계하 고, 형   흡 실험을 한 quartz window의 탈부착이 쉽도록 개선

하여 제작하 다. 

  (2). 극 구성  기화학측정 

     기화학측정  극구성에 한 부분은 3장 2 에 상세히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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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Spectroscopic measurement system for measuring absorption of molten 

salt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s (especially at hig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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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0. Photo of cells for spectroscopy and electrochemical measurement. 

      

Fig. 1-11. Schematic of the electrochemical cell system in molten sal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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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2. Integrated electro-spectrochemical measurement system for use in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media under controlled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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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3. Schematic of spectro-electrochemical measurement system in molten 
sal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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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기화학  특성 측정

1.  기 극개발  기화학  측정 셀의 소형화

 가.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기화학  측정 셀의 소형화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화학연구는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를 목 으로 수행하

기 때문에 주로 우라늄과 같은 악티나이드 원소를 반응 물질로 사용한다. 이러한 

악티나이드 원소는 방사성을 띠는 원소로써 실험 후 생성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해

야한다. 뿐만 아니라 넵티늄과 같은 악티나이드 원소는 구입하기가 쉽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가격이 무 비싸기 때문에 실험에 사용되는 양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하지만 일반 인 기화학 실험에서 사용되는 기화학  셀은 약 50 ml 이상의 

용액을 이용하여 측정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용질의 양은 수 그램 단 로 수십 그

램 이상의 폐기물을 생성한다. 이 양을 악티나이드 원소에 용한다면 고방사성 

폐기물이 무 많아지며 구입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다. 이러한 문제 을 이기 

해서는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실험의 기화학  셀 크기를 소형화한 새로운 디

자인이 필요하다.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실험용 기화학  셀은 500 ℃의 고온, 용융염의 극한 

환경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셀의 소형화에 있어 몇 가지 구조 인 제한 을 안고 

있다. 첫째, 재질은 고온에서 안정한 재료로 만들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약 700 ℃

의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안정할 뿐만 아니라 고온의 용융염에서 반응성이 없는  

재료이어야 한다. 일반 인 기화학 셀은 이 스 유리를 사용하여 만들지만 

이 스 유리는 약 600 ℃이상에서 안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하지

만 석 은 1670 ℃에 녹기 때문에 본 실험을 수행하는 온도 역에는 안정하다. 

한 고온 용융염의 염화물과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기화학  셀 재

료로 사용하 다. 둘째, 소형화 된 고온 용융염 용 기화학  셀 내에 소형화로 

인한 극간의 상호 간섭이 없어야 한다. 기화학  측정 시스템은 작업 극, 기

극, 상 극의 삼 극을 기본으로 한다. 각 극 표면은 해질 내에서 기

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거리가 무 가까우면 측정 반응물의 이동을 방해할 뿐

만 아니라 반응 에 극 계면에서 발생한 생성물의 농도의 과잉으로 인해 셀 

내에 국부 인 농도 집 상을 일으켜 결국은 기화학 측정 시스템의 측정 신

뢰성을 잃게 한다.



- 55 -

즉, 본 연구에서는 먼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실험을 해, 실험을 통해 부

수 으로 생산되는 U, Np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극간의 간섭이 없는 극소형 

기화학 셀을 설계/제작하 다.

Fig. 2-1에 나타낸 일반  기화학  셀의 도식도와 같이 기존에는 25～

40mm 직경의 석 을 사용하 으나 직경 10mm이하로 이고 극간의 간섭을 

피하기 해 기 극의 소형화  코 기술을 이용한 극 소형화에 한 연구

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교토 의 야마나 교수 그룹에서 개발된 i.d. 13 mm의 

기화학셀보다 더 소형화된 i.d. 8 mm의 석 재질의 기화학 반응셀을 실제로 사

용하여 기화학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 용융염 매질(LiCl-KCl eutectic)

의 양을 1g 이하로 일 수 있었다.

한 사용되어지는 극의 소형화를 해 가는 극선을 사용하고 그 극선

간의 간섭  쇼트를 방지하기 해 각 선들을 이 스 을 이용하여 분리하

다.

    1) 용융염을 기본 해액으로 한 소형 3 극 셀의 소형화 설계

      기존의 셀 설계를 유지하면서 소형화하는 경우 (Fig. 2-2(a)), 극 취

 시  셀 구성 시 휘어짐으로 인한 극들간의 유격 변화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기화학 실험의 재 성 하를 야기한다. 한, 실험  해액의 류 등에 의

한 극 흔들림으로 인해 실험 결과의 신뢰성 하  극 단락의 가능성을 지

닌다. 

이러한 셀 치수 감소를 통한 소형화의 문제 을 개선하고자, 석 (quartz 

plate)을 기재로 하고, 그 에 박막 극이 증착된 형태의 셀을 Fig. 2-2(b) 와 

같이 고안하 다. 석  에 극 (Mo) 박막 코  후 그림과 같이 셀에 장착하

면 석 이 극 물질의 지지  역할을 하여 극간 유격이 변하지 않고, 극 

흔들림  극 단락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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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chematic and picture of electrochemical measurement system in 
molten sal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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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2. (a) Microcell design according to conventional way, (b) microcell 

design with electrode plate, (c) microcell design with electrode 

coating inside of quartz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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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을 극 기재로 한 설계의 문제: (1) 석 의 두께 만큼 셀 유효 부피

가 손실됨 (2) 석 과 석 의 기하학  모양 차이로 인해 극이 코 되지 

않은 석  뒤쪽의 부피가 손실됨.  이러한 문제는 석  내부를 극의 기재로 

사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즉, Fig. 2-2(c) 와 같이 석  내부에 Mo 등의 극 재료를 박막형으로 직

 코 하면, 작동 극  응 극으로 인한 셀 내부 부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셀 소형화에 가장 합한 형태가 될 수 있다.

  2) 석  (quartz plate) 을 극 기재로 한 소형 3 극 셀 제작

스퍼터링 법에 의해 석  에 Mo 을 코 하 다. 코  막의 두께는 략 

3 μm 이고, (110) 면으로 결정이 우선 방향화되어 있음을 XRD 측정을 통해 확인

하 다. (Fig. 2-3 참조)

증착된 박막에 요구되는 가장 요한 특성은 고온의 용융염 내에서의 내구성, 

즉, 용융염 내에서 Mo와 석  사이의 착력이다. 최 의 Mo를 코 을 얻기 

해 석  기재의 표면 특성에 변화를 주었다. 석  세척 후 바로 Mo를 코

한 경우, 용융염에 방치시 석 과 Mo 사이의 계면 착력이 취약하여 극 물

질의 탈리가 찰되었다(Fig. 2-4(a)). 석 을 라즈마 표면 처리한 후 Mo를 

코 하여 용융염에 방치한 경우, 석 /Mo 계면 착력 개선으로 극 물질 탈

리가 히 어드는 것을 확인하 다. (Fig. 2-4(b)). 석 에 표면거칠기를 생

성한 후 Mo 를 코 한 경우에도 라즈마 처리한 경우와 유사한 정도의 계면 

착력 개선 효과가 있었다. (Fig. 2-4(c))

후속 연구에서는 뒤의 2가지 경우 (Figs. 2-4(b) 와 (c)) 에 해, 석 의 두

께를 여 셀 내부의 유효 부피 (두개의 석  사이의 간격) 를 확보한 후 기 

화학 실험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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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2-3. SEM images of Mo electrodeposition on quartz plate with sputting 

technique (a) top view (b) side view and (c) XRD patterns for Mo 

electro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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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2-4. Photos of Mo coated quartz plate (a) without surface roughness 

treatment, (b) with surface roughness treatment after molten salts 

experiment for 8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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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  (quartz tube) 내부를 극 기재로 한 소형 3 극 셀 제작

 스퍼터링 법을 통해 석  내부에 박막 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질을 

무 해 도 을 이용하여 Mo를 코 하고자 하 으나, Mo 단독 도 의 어려움  

합  형태의 도  시 Mo 수율 하로 인해 무 해- 해 혼합 도 을 시도하

다.  

기본 으로 석  내에 Cu 무 해 도 , 그 에 Mo-Ni 해 도 , 열처리

를 통한 Cu-Ni 율 고용체 생성, 화학  에칭을 통한 Cu-Ni 의 선택  제거, 최

종 으로 석  에 Mo 층 획득의 실험 과정을 따랐다.  

무 해- 해 혼합 도 의 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해, 석  내부에 용

시키기  석  에 Cu 무 해/Mo-Ni 해 도 을 시행하 다(Fig. 2-5). 

해 도  층이 균일하게 형성되었으며, EDX 측정 시 Cu, Mo  Ni 이 주 성분으

로 찰되었다.

무 해- 해 혼합 도 을 석  내부에 용하여, 열처리  선택  에칭을 

수행한 결과 Fig. 2-6 와 같은 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성분 분석 결과 잔

존 박막 층에 Ni 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 도도가 기화학 실험을 

수행하기에는 비교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후속 연구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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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2-5. (a) Cu/Mo-Ni thin film on quartz plate by electroless-electrochemical 

deposition (b) SEM image (top view) and (c) EDX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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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Photos of microcell coated by electroless(Cu)-electrochemical 

deposition(Mo-Ni)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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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온 용융염 기화학 측정용 석 을 기반으로 한 기 극 개발

일반 으로 용융염의 기화학  측정에 있어서 기 극으로 Ag|Ag
+
 극을 

사용한다.  이 극은 450℃~600℃의 고온 용융염 용액에서, 얇은 막을 쉽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이온 도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온도 범 에서는 

좋은 기 극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스 유리는 600℃ 이상의 온도에서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600℃ 이상의 고온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온에서의 안정한  값 확보를 하여 새로운 기

극을 제조하여 안정 인 값을 확보하 다.

첫째, 기존의 이 스 유리의 안으로써 수정 유리와 텅스텐 산화막 분극 

(텅스텐  극)을 사용하여 기 극을 제조하 다.   Fig. 2-7은 제조한 텅

스텐  극의 도식도를 보여 주고 있다.  텅스텐 선을 불꽃을 이용하여 산화시

켜 그 표면에 산화막 제조한 후 수정  끝에 넣고 합하 다

 제조한 텅스텐  극의 성능을 시험하기 하여 여러 고온 용융염에서 텅

스텐  극과 이 스  기 극 사이의 차를 측정하여 Fig. 2-8에 나

타내었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극사이의 차는 거의 없는 0을 나

타내고 있으며 약간의 차는 두 극에 들어가 있는 AgCl의 농도차 는 

이 스  기 극의 변형에서 기인하 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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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7.  Conceptual new design (a) and photo (b) of quartz reference electrode 
with tungsten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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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Potential differences between quartz based reference electrode 
and pyrex based reference electrode in molten salt media at 
variou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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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한 텅스텐  기 극의 안정성을 시험하기 하여 고온에서 시간에 따

른 변화를 측정하여 Fig. 2-9에 나타냈다.  이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한 텅

스텐  기 극은 700℃ 용융염 내에서 12시간이상 안정한 값을 나타내었다.

Fig. 2-10 은 750℃ 용융염에서 12 시간 실험 한 후 기 극의 사진을 보여

주고 있다. 수정 을 사용하여 극을 제조한  두 극은 안정하 으나 이

스 을 사용한 극은 이 스 유리의 낮은 녹는 (820℃) 때문에 변형되었고 

기야 깨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Fig. 2-11은 수정 을 이용하여 Ag|Ag
+
 기 극을 제조하여 여러 온도의 용

융염에서 측정한 순환 압 류곡선이다.  낮은 온도에서 아주 큰 노이즈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다.  이 결과는 수정  끝의 부

착된 공 형태의 얇은 수정막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온 도도가 증가하기 때

문이다.  즉, 사용된 얇은 수정막이 낮은 온도에서 기화학  측정을 한 충분

한 이온 도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온 도도의 향상을 해 수정  끝에 Fig. 2-7에서 보인 것처럼 

텅스텐 산화막이 입 진 텅스텐 을 삽입하여 다시 순환 압 류 곡선을 측정하

여 Fig. 2-12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는 Fig. 2-11보다 상 으로 낮은 온도

인 468℃에서도 잡신호가 없는 아주 깨끗한 결과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텅스텐  기 극이 여러 온도 용융염에서의 기화학  측정을 

한 기 극으로써의 좋은 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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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Quartz based reference electrode and pyrex based reference electrode 
in molten salt media at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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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ip-Quartz tube-based Ag/Ag+

Quartz tube-based Ag/Ag+

Pyrex tube-based Ag/Ag+

(a)

(b)

(c)

Fig. 2-10. Photos of various electrode after 12 hours experiment in molten salt 
at 750℃ (a) W-tipped quartz, (b) quartz tube (c) pyrex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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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Cyclic voltamograms by using a quartz based reference electrode 
(Ag/Ag

+
) as a reference at variou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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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2. Cyclic voltamograms by using a quartz based reference electrode 

(Ag/Ag+) at variou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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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융염 내 란타나이드 산화환원  측정

가. 작업 극 후보재료 성능 평가

고온 LiCl-KCl 용융염은 고온의 극한 환경으로 이 용액 내에서 기화학  

실험을 수행할 안정한 물질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화학  

시스템은 삼 극계로써 세 개의 극이 필요하다. 특히 삼 극  작업 극은 

속 는 탄소 극을 많이 사용하는 데 이러한 고온의 염화물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속이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 용융염 내 작업 극의 재료로서  몰

리 덴, 텅스텐, 늄, 유리질 탄소를 선정하여 직  고온 용융염 내에서 기화학

 실험을 수행하여 이 재료들의 작업 극으로써 사용 가능성을 조사하 다.

Fig. 2-13은 기화학  활성 원소가 없는 450℃ 용융염 내에서 텅스텐 극

을 작업 극으로 사용하여 측정한 순환 압 류 곡선이다.  +1.2 V～-2.4 V 넓은 

역의 창에서 기화학  충 류만이 찰되었다.  음의 방향 주사에서 

-2.4 V보다 음의 역에서 다음 반응 즉, Li
+
의 기화학  도 에 기인한 환원 

류가 날카롭게 증가하 다.  양의 방향 주사에서는 도 된 Li의 기화학  산

화 류가 찰되었다.

   →   

한 양의 역, 양의 방향 주사커 에서 아래 반응식의 염소 음이온의 산화

반응이 +1.3 V 역에서, 음의 방향 주사커 에서 환원반응 류가 +1 V 역에

서 찰되었다.  이 결과는 텅스텐 작업 극이 고온 용융염 내에서 자체 산화환원

반응이 없다는 것을 보여 다. 

 →   


Fig. 2-14는 기화학  활성 원소가 없는 450℃ 용융염 내에서 늄 극을 

작업 극으로 사용하여 측정한 순환 압 류 곡선이다.  +1.2 V～-2.4 V 넓은 

역의 창에서 기화학  충 류만이 찰되었다.  이는 텅스텐 극에서 얻

은 결과와 일치하 다.  즉 넓은 역의 LiCl-KCl 창에서 용융염 해질의 

기본 반응인 염소발생, 리튬환원반응을 제외한 어떤 반응도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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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5은 기화학  활성 원소가 없는 468℃, 용융염 내에서 몰리 덴 

극을 작업 극으로 사용하여 측정한 순환 압 류 곡선이다.  텅스텐을 사용하

을 때와 같은 경향성의 곡선을 보여주고 있지만, Li
+
의 환원반응, 기화학 도  

반응의 류 형태가 날카롭지 못하고 넓게 퍼져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극/용

융염 계면 상에 항이 크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Fig. 2-16는 몰리 덴 극을 작업 극으로 사용하여 고온 용융염 내에서 실

험한 후 얻은 사진이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극 표면이 기 은빛 

색깔에서 검은 색의 산화막 색깔로 변하 다.  즉, 이 결과와 Fig. 2-15의 결과를 

종합하면 몰리 덴 작업 극 표면의 산화막이 극/용융염 계면의 항을 증가

시켜 극과 용융염 사이의 자이동 반응을 방해하는 것으로 측할 수 있다.

따라서 몰리 덴을 작업 극으로 사용할 시에는 깨끗한 백그라운드 결과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고온 용융염 내에서의 기화학  작업 극으로서 몰리

덴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 텅스텐과 늄은 고온 용융염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극 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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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Cyclic voltammogram obtained from a tungsten wire in LiCl-KCl at 
450℃, scan rate = 100 m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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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Cyclic voltammogram obtained from a rhenium wire in 
LiCl-KCl at 450℃, scan rate = 200 m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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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5. Cyclic voltammogram obtained from a molybdenum wire in 
LiCl-KCl at 486℃, scan rate = 100 m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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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6. Photo of molybdenum wires after electrochemical experiments in 

LiCl-KCl eutectic at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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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7. Cyclic voltammograms obtained from glassy carbon (a) and HOPG 
(b) in LiCl-KCl melt with EuCl3 at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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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극은 기화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극 물질로써 그 안정성, 넓은 

창 등의 장 을 가지고 있다.  탄소 극  유리질 탄소 극이 특히 많이 사

용되고 있는데 이는 단단하고 불활성의 특성 때문이다.  Fig. 2-17은 EuCl2가 녹

아 있는 고온 LiCl-KCl 용융염에서 유리질 탄소, HOPG을 작업 극으로 사용하

여 얻은 순환 류 압 곡선이다.  유리질 탄소의 경우 Eu
2+/3+
의 산화환원 류 피

크가 잘 나타나고 있으나 리튬의 탄소 극 내부 침투 환원 류가 -1.2 V에서 시

작되기 때문에 그 창이 매우 좁다.  용융염에서도 안정한 탄소 극의 장 을 

취하기 하여 창을 넓이기 해서 본 과제에서는 HOPG를 작업 극으로 사

용하여 시험 용 하 다.  그 결과 HOPG 극에서는 리튬의 환원반응이 약 200 

mV, 음으로 이동하 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으로, 탄소 극의 장 을 유지하

며 창을 확장할 수 있는 극으로 HOPG가 좋은 극 재료임을 알 수 있었

다.

나. 란타나이드 원소를 이용한 고온 용융염 기화학 셀의 안정성 평가

지 까지 고온 용융염 내 극 재료를 선정, 직  용융염 내 기화학  측정

법을 이용하여 고온 용융염 용 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 하 다. 이 장

에서는 이러한 재료를 극으로 사용하고 고온 용융염 내 란타나이드 이온을 녹

여 란타나이드 이온의 기화학  거동을 직  측정함으로써 본연구에서 개발한 

고온 용융염 용 기화학  측정 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 다. 

우선 Fig. 2-15에서 보여  깨끗한 백그라운드 순환 압 류곡선을 얻은 후 

소량의 란타나이드 원소를 용융염에 첨가하 다.  Fig. 2-18과 2-19 은 소량의 

NdCl3와 GdCl3를 소량 용융염에 첨가한 후 450℃에서 측정한 순환 압 류 곡선

이다.  Fig. 2-18에서 -2.08 V에서 아래 반응식 즉, Nd
3+
의 기도  반응에 기인

한 환원 류가 시작되어 약 -2.14 V에서 신호 류를 나타났다.   한 양의 주사 

방향에서 도 된 Nd
0
가 다시 Nd

3+
 로 산화되는 반응이 -2.02 V에서 찰되었다.

   →  

Gd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2-19에서 Gd
3+
가 -2.0 V에

서 Gd의 도  반응에 기인한 환원 류가 시작되어 -2.15 V에서 신호 류를 나

타낸다. 양의 주사방향에서 도 된 Gd 속이 -2.05 V에서 산화되기 시작하여 

-1.9 V에서 신호 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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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구축한 기화학  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하여 각각의 실험을 

여러 번 수행하여 구축된 고온용 용융염 내 기화학 측정시스템의 측정 정 도

를 계산하여 표 2-1과 2-2에 나타내었다.  측정 정 도가 각각 0.3 %(상 표 편

차)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발표된 문헌과 일치할 뿐만 아

니라 더 깨끗하고 신호 분리가 분명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온 용융염 내 악티나

이드 기화학 측정용 기화학 측정 시스템으로써 구축된 본 과제의 시스템이 

안정 임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시스템을 그 로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기화학 

측정에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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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8.  Cyclic voltammogram obtained from a W wire in LiCl-KCl melt 
with NdCl3 at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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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9.  Cyclic voltammogram obtained from a W wire in LiCl-KCl melt 
with GdCl3 at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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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Precision of redox potential measurement of NdCl3 in LiCl-KCl 

eutectic

             
   산 화 환 원 RP (평 균) 범 

Nd-py-2 -2.007 V -2.163 V -2.085 V
-1.5 ～ -2.4 V 

100 mV/S

Nd-py-4

-1.998 V -2.156 V -2.077 V
-1.5 ～ -2.4 V 

100 mV/S

-1.993 V -2.147 V -2.07 V 
-1.5 ～ -2.4 V 

100 mV/S

Nd-py-5

-1.995 V -2.145 V -2.07 V
-1.5 ～ -2.4 V 

100 mV/S

-1.995 V -2.143 V -2.069 V
-1.5 ～ -2.4 V 

100 mV/S

Nd-py10 -2.013 V -2.129 V -2.071 V
-1 ～ -2.45 V 

25 mV/S

Nd-py19 -2.011 V -2.127 V -2.069 V
-1 ～ -2.45 V 

25 mV/S

Nd-py29 -2.009 V -2.127 V -2.068 V
-1 ～ -2.45 V 

25 mV/S

Nd-py39 -2.008 V -2.128 V -2.068 V
-1 ～ -2.45 V 

25 mV/S

Nd-py49 -2.006 V -2.127 V -2.068 V
-1 ～ -2.45 V 

25 mV/S

표 편차 0.007457 0.013473 0.005568

상 표 편차 0.372 % 0.63 % 0.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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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Precision of redox potential measurement of GdCl3 in LiCl-KCl 

eutectic

산 화 환 원 RP (평 균) 범 

Gd-sep10 

-py10
-1.956 V -2.110 V -2.033 V

-1 to -2.45V 

50 mV/S

Gd-sep10 

-py11
-1.958 V -2.107 V -2.033 V

Gd-sep10 

-py12
-1.959 V -2.106 V -2.033 V

Gd-sep10 

-py13
-1.959 V -2.106 V -2.033 V

Gd-sep10 

-py14
-1.959 V -2.104 V -2.032 V

Gd-sep10 

-py15
-1.959 V -2.104 V -2.032 V

Gd-sep10 

-py16
-1.959 V -2.103 V -2.031 V 

Gd-sep10 

-py17
-1.959 V -2.102 V -2.031 V 

Gd-sep10 

-py18
-1.959 V -2.102 V -2.031 V

Gd-sep10 

-py19
-1.959 V -2.103 V -2.031 V

표 편차 0.000966 0.002541 0.000914

상 표 편차 0.049 % 0.121 % 0.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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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란타나이드 산화환원  측정

구축한 기화학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온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이온의 

기화학  측정을 수행하기 에 고온 용융염 내 여러 종류의 란타나이드 원소의 

산화환원 를 측정하 다.  Fig. 2-15에서 보여  깨끗한 백그라운드 순환 압

류곡선을 얻은 후 소량의 란타나이드 원소를 용융염에 첨가하 다.  Fig. 2-20

은 소량의 EuCl2를 소량 용융염에 첨가한 후 450℃에서 텅스텐 극을 작업 극

으로 사용하여 측정한 순환 압 류 곡선이다.  이 결과는 에서 측정한 탄소

극과 다르게 리튬원소의 산화환원 류가 -1.5 V 역이 아닌 텅스텐 극의 특

징인 -2.5 V 역에서 나타난다. 한 염소기체 발생 산화반응 역시 +1.3 V에서 

증가함을 보여 다.  Eu의 반응 류는 +0.3 V 의 에서 아래 반응식 즉, 

Eu
2+/3+
의 산화환원 반응에 기인한 류가 측정되었다.

   ↔ 

이 결과는 노이즈가  없으며 유로피움 양이온의 산화환원 류가 칭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알려진 유로피움의 기화학  거동과 일치한다. 

다른 란타나이드 원소로써 Ce와 Yb를 선정하여 고온 용융염 내 기화학

 반응을 측정하 다.  Fig. 2-21은 소량의 CeCl3와 YbCl3가 포함된 450 ℃의 용

융염에서, 텅스텐 극을 작업 극으로 사용하여 Ce의 착, Yb
3+/2+
 산환환원 반

응을 측정한 순환 압 류 곡선이다.  Ce는 고온 용융염 창내에서 착 반응

에 기인한 산화환원 류가, Yb의 경우 +2가와 +3가 이온의 산화환원 반응의 

류가 나타난다. Ce는 -2.1 V에서 환원 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15 V 역에

서 환원신호 류를, -1.98 V에서 착된 Ce 원소의 산화 신호를 나타낸다.  Yb

의 경우 -0.6 V와 -0.45 V 역에서 Yb +2/+3가의 산화환원 신호를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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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0. Cyclic voltammogram obtained from a W wire in LiCl-KCl melt with 
EuCl2 at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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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 Cyclic voltammograms obtained from a W wire in LiCl-KCl melt 
with CeCl3 and YbCl3 at 450 ℃



- 88 -

지 까지 고온 용융염 용 기화학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여러 가지 란

타나이드 원소의 고온 용융염 내 기화학  반응을 측정하 다.  측정된 기화

학  산화환원 신호 를 이용하여 각 란타나이드 원소 이온의 겉보기 표

(apparent standard potential)를 구하여 표 2-3에 나타냈다.  Eu와 Yb의 경우 

용융염 내 속 양이온들의 산화환원에 해당하는 값이며 Nd, Ce, Gd의 착반응

에 해당하는 값을 나타낸다.  이 착 값들은 알려진 것처럼 서로 매우 

가깝게 나타났다.

Table 2-3. Apparent standard potential of lanthanides obtained from W in 

LiCl-KCl eutectic

Eu Yb Nd Ce Gd

E0*(V) 0.28 -0.54 -2.11 -2.08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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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산화환원  측정

지 까지 고온 용융염 용 기화학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여러 가지 란

타나이드 원소의 고온 용융염 내 기화학  반응을 측정하 다. 이 장에서는 본 

과제의 실제 측정 원소로 설정한 악티나이드 원소의 기화학  거동을 조사하

다. 앞에서 수행한 환경에 란타나이드 신 악티나이드를 용융염에 첨가하여 순환

압 류곡선 측정을 수행하 다.  Fig. 2-22은 HOPG와 유리질 탄소를 작업 극

으로 사용하여 우라늄이 포함된 LiCl-KCl 용융염에서 측정한 순환 압 류곡선이

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U
3+/4+
의 산화환원반응 류는 -0.3 V 역에서 잘 나타나

고 있다. 하지만 우라늄의 착 반응의 경우, 유리질 탄소를 작업 극으로 사용했

을 때는 리튬의 환원반응 때문에 우라늄의 착반응이 방해를 받아 착 피크가 

날카롭지 않았다. HOPG를 작업 극으로 사용했을 때는 우라늄의 착 산화환원 

반응 류가 리튬의 환원 류에 인한 방해 없이 깨끗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45 V)에서 아래 반응식 즉, U
3+
의 착 반응에 기인한 환원 류가 시작되

었으며 피크 류는 약 -1.5 V에서 찰되었다.

양의 주사 방향에서 도 된 U
0
가 다시 U

3+
 로 산화되는 반응이 -1.5 V에서 시작

되어 -1.35 V에서 피크를 나타내고 있다.

   →  

한 양의 주사 방향 -0.4 V에서 U
3+
의 산화반응, 즉 아래 반응이 시작하고 -0.26 

V에서 피크 값을 나타내었다.

 →   

음의 주사방향 -0.2 V에서  반응의 역반응에 기인한 환원 류가 시작하고 신호 

류가 -0.38 V에서 찰되었다.

 다른 악티나이드 원소로써 Np를 선정하여 Np의 고온 용융염 내 기화학

 거동을 조사하 다.  Np 원소의 용융염 내에서 기화학  산화환원반응 

를 측정하기 해 U와 같은 실험환경에서 기화학  실험을 수행하여 Fig. 2-22 

～ 2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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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 Cyclic voltammograms obtained from HOPG (a) and glassy carbon 
(b) in LiCl-KCl melt with UCl3 at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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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2은 NpCl3를 용융염에 첨가한 후 450 ℃에서 텅스텐 극을 작업

극으로 사용하여 측정한 순환 압 류 곡선이다.  -1.58 V에서 아래 반응식 즉, 

Np
3+
의 기도  반응에 기인한 환원 류가 찰되었으며 신호 류는 약 -1.62 

V에서 찰되었다.  양의 주사 방향에서 도 된 Np
0
가 다시 Np

3+
 로 산화되는 반

응이 -1.65 V에서 시작되어 -1.54 V에서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  

Fig. 2-24 는 NpCl3가 포함된 450 ℃의 용융염에서, 텅스텐 극을 작업 극

으로 사용하여 Np
3+
/Np

4+
의 산환환원 반응을 측정한 순환 압 류 곡선이다.  양

의 주사 방향 0.25 V에서 Np
3+
의 산화반응, 즉 아래 반응이 시작하고 0.55 V에서 

신호 값을 나타내었다.

 →   

음의 주사방향 0.6 V에서  반응의 역반응에 기인한 환원 류가 시작하고 신호 

류가 0.37 V에서 찰되었다.

기화학  산화환원 피크 를 이용하여 각 악티나이드 원소 이온의 겉보

기 표 (apparent standard potential)를 구할 수 있다.  가역 인 용해/용해 

계에서 형식 는 환원 신호와 확산 계수로서 다음 식으로 표 된다.


  

   









 



이 식에서 


는 형식 , Ep,1a, Ep,1c는 각각 산화 , 환원 의 신호

, R은 기체상수, T는 온도, n은 자수, F는 패러데이상수, D는 확산계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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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3. Cyclic voltammogram obtained from a tungsten wire in LiCl-KCl melt 
with NpCl3 at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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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4. Cyclic voltammogram obtained from a tungsten wire in LiCl-KCl melt 
with NpCl3 at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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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역 인 비용해/용해 계에서의 CV 결과로부터 형식 를 다음 식으로 계

산할 수 있다.


   


   



이 식에서 


는 형식 , Ep,2c는 환원반응의 신호 , R은 기체상수, T는 

온도, n은 자수, F는 패러데이 상수, XU3+는 U
3+ 의 몰분율, D는 확산계수

이다.

 식들에 구해진 값들을 입해 보니 U3+, U4+  Np3+, Np4+의 형식 (E0*)는 

각각 -2.67 V, -1.57 V, -2.71 V, -0.78 V vs. Cl2/Cl
- 을 얻을 수 있었다.

4.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산화/환원 열역학 자료 생산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산화/환원반응의 순환 압 류 곡선 해석을 통해 반응

의 확산계수  열역학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  Fig. 2-25은 소량의 UCl3를 소량 

용융염에 첨가한 후 450℃에서 HOPG 극을 작업 극으로 사용하여 측정한 순

환 압 류 곡선이다.  (-1.45 V)에서 아래 반응식 즉, U3+의 기도  반응

에 기인한 환원 류가 시작되었으며 신호 류는 약 -1.52 V에서 찰되었다.  

양의 주사 방향에서 도 된 U0가 다시 U3+ 로 산화되는 반응이 -1.48 V에서 시작

되어 -1.33 V에서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  

Fig. 2-25(a)는 주사속도에 따른 류변화를 나타내는데 주사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신호 류뿐만 아니라 체 인 류가 증가하 다.  Fig. 2-25(b)는 환원

류 신호의 주사속도 의존도를 보여 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신호 류가 주사속

도의 제곱근에 선형 비례 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라늄의 착반응이 우라

늄 양이온의 확산에 의해 착 반응이 제한됨을 나타낸다.   Fig. 2-25(c)는 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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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UCl3이 포함된 450 ℃의 용융염에서, HOPG 극을 작업 극으로 사용하여 

U
3+
/U
4+
의 산화환원 반응을 여러 주사속도에서 측정한 순환 압 류 곡선이다.  

양의 주사 방향 -0.4 V에서 U
3+
의 산화반응, 즉 아래 반응이 시작하고 -0.2 V에

서 신호 값을 나타내었다.

 →   

음의 주사방향 -0.15 V에서  반응의 역반응에 기인한 환원 류가 시작하고 

신호 류가 -0.38 V에서 찰되었다.  Fig. 2-25(a)와 같이 이 산화환원 반응 역

시 주사속도에 따른 류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주사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신호 

류가 증가하 다.  Fig. 2-25(d)는 Fig. 2-25(c)에서 얻은 산화환원 류 신호의 

주사속도 의존도를 보여 다.  이 결과 역시 주사속도의 제곱근에 선형 비례 계

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U
3+
의 산화 반응이 용융염내의 확산에 의해 류가 제

한됨을 의미한다. 

 다른 악티나이드 원소로서 Np의 용융염내에서 기화학  거동 즉, 기

화학  산화환원반응, 확산 계수 등을 측정하기 해 U과 같은 실험환경에서 

기화학  실험을 수행하여 Fig. 2-26에 나타내었다.  Fig. 2-26(a)는 NpCl3를 용

융염에 첨가한 후 450 ℃에서 텅스텐 극을 작업 극으로 사용하여 측정한 순환

압 류곡선이다.  -1.58 V에서 아래 반응식 즉, Np
3+
의 기도  반응에 기인한 

환원 류가 찰되었으며 신호 류는 약 -1.62 V에서 찰되었다.  양의 주사 

방향에서 도 된 Np
0
가 다시 Np

3+
 로 산화되는 반응이 -1.65 V에서 시작되어 

-1.54 V에서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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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5.  Scan rate dependence of cyclic voltammograms (U0/+3) obtained from 

HOPG in LiCl-KCl eutectic containing UCl3 at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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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5.  Scan rate dependence of cyclic voltammograms (U
+3/+4
) obtained from 

HOPG in LiCl-KCl eutectic containing UCl3 at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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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6. Scan rate dependence of cyclic voltammograms (Np
0/+3
) obtained from 

W in LiCl-KCl eutectic containing NpCl3 at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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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6. Scan rate dependence of cyclic voltammograms (Np
+3/+4
) obtained from 

W in LiCl-KCl eutectic containing NpCl3 at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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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6(b)는 주사속도에 따른 류변화를 나타내는데 주사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신호 류뿐만 아니라 체 인 류가 증가하 다.  Fig. 2-26(c)는 NpCl3

가 포함된 450 ℃의 용융염에서, 텅스텐 극을 작업 극으로 사용하여 Np
3+
/Np

4+

의 산화환원반응을 측정한 순환 압 류 곡선이다.  양의 주사방향 0.25 V에서 

Np
3+
의 산화반응, 즉 다음반응이 시작하고 0.55 V에서 신호값을 나타내었다.

 →   

음의 주사방향 0.6 V에서  반응의 역반응에 기인한 환원 류가 시작하고 

신호 류가 0.37 V에서 찰되었다.  Fig. 2-26와 같이 이 산화환원 반응 역시 

주사속도에 따른 류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주사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신호 류

가 증가하 다.  Fig. 2-26(d)는 Fig. 2-26(c)에서 얻은 환원 류신호의 주사속도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 2-26(b)와 (d)는 주사속도의 제곱근에 선형 비례 

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한 Np
3+
와 Np

4+
의 환원 반응이 용융염내의 확산에 

의해 류가 제한됨을 의미한다.

한, 란타나이드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된 악티나이드의 기화학  산화환

원 신호 를 이용하여 각 악티나이드 원소 이온의 겉보기 (apparent 

standard potential)뿐만 아니라 결합 깁스 자유에 지를 구할 수 있다. 

U
3+ 

 Np
3+
의 산화환원 반응 결과 즉, 산화환원 류 신호의 주사속도 의존도

를 측정하여 그린 직선에서 기울기 값을 이용하여 U
3+/4+
  Np

3+/4+
 이온의 용융

염 내에서 확산계수를 획득하 다. U
3+
와 U

4+
의 확산계수를 계산해본 결과 그 값

은 DU3+ = 0.53 × 10
-5
 cm

2
/s, DU4+ = 0.38 × 10

-5
cm

2
/s 으로 나타났다. 이 값들은 

최근에 발표된 문헌 값(DU3+=0.552 × 10
-5
cm

2
/s)과 거의 일치하 으며 U

3+
보다 

U
4+
의 값이 더 은 것은 U

4+
의 더 높은 산화수에 의해 복잡한 화합물이 만들어

져서 용융염 내에서 그 이동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Np
3+/4+
의 확산계수를 계산해본 결과 그 값은 DNp3+ = 1.03 × 10

-5
 cm

2
/s, DNp4+ 

= 0.85 × 10
-5
cm

2
/s 으로 나타났다. 이 값은 최근에 발표된 문헌 값(DNp3+=1.00 × 

10
-5
cm

2
/s)과 거의 일치하 다.

한 U, Np 염화물의 결합 깁스자유에 지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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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얻어진 결과 값들을  식에 입해 본 결과 UCl3, UCl4  NpCl3, NpCl4의 

결합 깁스 자유에 지는 각각 739, 147, 784, 76 kJ/mol을 얻었으며, 얻어진 결과 

값들을  식에 입해 본 결과를 표 2-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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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Diffusion coefficients, apparent standard potentials, and Gibbs 

free energies of actinides

D(1×105 cm2/s) E0*(V) ∆G(-kJ/mol)

U(III) 1.59 -1.3 739

U(IV) 1.46 -0.3 147

Np(III) 1.03 -1.5 784

Np(IV) 0.85 0.6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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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용융염 내 란타나이드 원소의 형 특성 측정

 1. 용융염 온도에  따른 형 특성 측정

 가.  LiCl-KCl 용융염내에서 형 측정 실증을 한 기  실험

형 은 시료가 빛을 흡수하여 들뜬상태가 된 후 에 지가 낮은 상태로 떨어

지면서 내는 빛으로 이온 내부의 자상태에 한 정보와 함께 산화상태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형 은 고감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량의 농도에도 측정이 

용이한 장 을 지니고 있다.  LiCl-KCl 용융염 내에서 란타나이드 이온들의 4f-4f 

이에 의한 형 을 측정하기 해 실온에서부터 완 히 녹은 상태인 450
o
C까지 

온도를 변화하면서 측정하 다. 분 시스템을 이용하여 러 박스의 아르곤 조건

하에서 시료를 비하고 형 을 측정하 다.  란타나이드이온의 자 여기를 해 

원으로 337 nm의 질소 이 를 사용하 다.

용융염 내 란타나이드 화학종 형 측정 실증을 한 기  실험으로써, 온도의 

향에 따른 LiCl-KCl 용융염 내 EuCl3의 형  스펙트럼을 450
o
C에서 완 히 시

료를 녹인 후 온도를 실온까지 내리면서 측정하 으며, Fig. 3-1에 그 결과를 나

타내었다.

Fig.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37 nm의 질소 이 로 여기 시켰을 경우 

Eu(II) 화학종에 한 형 신호는 약 425 nm 부근에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

다.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 흡  연구 실험은 최근 문헌에 보고된 바 있으나 형  

실험 결과는 무하다.  본 실험 결과는 아직까지 공식 으로 발표되지 않은 용융

염 조건에서의 최 의 형 신호 측정결과이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높은 온도의 LiCl-KCl 용융염 내에서 EuCl3가 완 히 녹

았을 때, Eu(III)의 일부가 Eu(II)로 환원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 에서 형

  흡 계수가 큰 Eu(II)의 피크가 427 nm에서 찰되고 Eu(III) 형  피크는 

찰되지 않았다.   

LiCl-KCl 용융염내 EuCl3의 형  스펙트럼을 실온에서 자세히 분석하면,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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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에 해당하는 He-Cd laser 피크와 427 nm에 해당하는 Eu(II)뿐만 아니라, 674 

nm에 해당하는 2nd order laser 피크와 854 nm에 해당하는 2nd order Eu(II) 피

크도 찰 되었다. (Fig.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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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Fluorescence spectra of EuCl3 in a LiCl-KCl eutetic molten salt media 

at variou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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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 Fluorescence spectra of EuCl3 in LiCl-KCl eutetic media measured 

at room temperature (λexc = 337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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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iCl-KCl 용융염내에서 실온에서부터 450
o
C까지 실시간 Eu

2+
와 Eu

3+
 형  측정

이로 공정의 해정련 과정에서 450
o
C의 LiCl-KCl 용융염에 녹아있는 악티

나이드 이온들이, 극의 음극에 순수 악티나이드 속으로 회수가 가능한데, 이 

때 용융염에 녹아있는 란타나이드 원소들이 악티나이드 회수율  순도에 요한 

향을 끼친다. 따라서 고온의 용융염에 녹아있는 란타나이드들의 거동을 이해하

는 것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europium 을 상으로 온도의 변화에 따

른 형  특성과 분 화학 거동을 살펴보았다. 

고온에서 europium 이온들의 실시간 형  측정을 하여 Fig. 3-3에서 보여

지듯이 펄스형 N2 이  (LSI, 337 nm excitation)를 excitation 원으로 사용하고  

SpectroPro 2300i-PMT 검출기 (350 nm - 1 μm range detection)를 사용하 다.  

형 신호는  fiber를 통하여 형 검출기에 달되도록 하 으며, 컴퓨터 시스템

을 활용하여 형 기의 제어  형 신호 측정을 수행하 다.  반응기 내부에 놓일 

quartz cell은 긴 1cm 지름의 quartz tubes를 4면이 투명한 형 용 1 cm 규격 

Cell (Hellma Gmbh & Co. KG)에 수소를 이용한 특수가공으로 부착하 다.   

Fig. 3-4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자체 제작된 형 셀은 실온이나 고온 ( 를 

들면 420oC)에서 찰범 의 장에서 어떠한 형 도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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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 Spectroscopic measurement system (a) and quartz fluorescence cell(b) 
for measuring fluor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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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Fluorescence measurement results of the manufactured quartz cell at 
low (86oC) and high (420oC) temperatures respectively (λexc = 337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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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uCl3를 LiCl-KCl 용융염에 완 히 녹인 후 온도를 실온이나 고온 

(450
o
C)에서 올리거나 내리면서 그 변화를 찰하면, 각각의 온도변화에 따른 

Eu
2+
와 Eu

3+
의 신호 변화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출발물질이 Eu3+인 EuCl3임에도 불구하고, 고온의 LiCl-KCl 용융염에서는 부

분 으로 Eu2+로 자체 환원된다.  이는 고온, 환원 환경 하에서 Eu2+의 열역학  

안정도가 증가가기 때문이다.  결국, Eu2+와 Eu3+가 용융염내에서 존재함이 형  

신호를 측정함으로써 확인되었다.  Eu3+가 Eu2+ 로 환원되는 과정을 흡 스펙트럼 

측정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Eu3+가 Eu2+ 로 스스로 환원되는 과정의 

흡수분 연구내용은 3장 4 에 기술하 다. 

Fig. 3-5(a)의 략 425 nm에서 보여 지는 Eu
2+
신호는 이온의 최외각 자가 

4f
6
5d
1
(t2g)의 여기된 상태에서 

8
S7/2의 바닥상태로 이완되면서 방출되는 것으로 형

이 매우 강한 단일 신호를 보여 다.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형  신호의 세기가 어들기는 하지만, 450
o
C까지 특

성신호 검출이 가능하 다.

신호의 세기가 360oC부근에서 갑자기 어들기 시작했고, 380oC부터는 그 세

기가 극히 미약하기는 했으나 450oC까지 신호 검출이 가능하다. (Fig. 3-5(b) 참

조).  Fig. 3-5에 나타낸 온도증가에 한 경향은 온도감소 때에도 동일하게 측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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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Fluorescence spectra of EuCl3 in the LiCl-KCl molten salt measured in 
the range of room temperature to 465

o
C - focus on Eu

2+
 signal part (λ

exc = 337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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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의 온도를 올리면서 측정한 형  스펙트럼의, 580와 650 nm사이에서 

보여지는 신호들은 Eu3+의 형 인 신호들로써 5D0로부터 
7FJ  (J = 0,1,2,3,4)의 

로의 이에 해당되는 신호들이다. 

각각의 형 신호에 한 자세한 명명은 Fig. 3-7에서 보여지듯이, Cd-He 이

를 이용하여 EuCl3를 LiCl-KCl 용융염에 완 히 녹인 후, 실온에서 측정한 결

과와 비교하여 더 잘 설명되어질 수 있다.   

Fig. 3-5의 Eu
2+
 신호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Fig. 3-6의 Eu

3+
 경우도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형  신호의 세기가 체 으로 어들고, 360
o
C부근에서 갑자기 

어들기 시작하 다.  380
o
C부근에서 신호 모양이 변했고, 400

o
C부터 그 세기가 

극히 미약하 다.  역시 Fig. 3-6의 온도증가에 한 경향은 온도감소 때에도 동

일하게 측되었다. 이는 상온에서 가열하면서 용융염매질에서 이온이 란타나이드 

이온이 겪는 물리  환경을 반 한다. 고체상태의 란타나이드이온은 격자구조안에 

고정되어 있고 정상 인 형 을 나타내지만 360 
o
C 이상 올라가면서 시료가 녹기 

시작하면 400 
o
C 까지는 활발하지는 않지만 운동성을 가진다. 고제와 액체의 

간상태의 유동성을 가진다. 이 경우 란타나이드 이온은 주변의 이온, 원자와 충돌

이 가능하게 된다. 이온이 충돌하면 들뜬상태의 자는 여기에 지를 잃어버리고 

재빨리 이완되어 형 특성을 잃어버린다. 400 
o
C 이상 환경하에서는 이온이 완

히 녹은 용융염상태에 존재하기 때문에 운동성이 활발하여 부분의 들뜬 자에

지를 이완과정을 통해 잃어버리게 된다. 그 결과, 온도가 증가할수록 형 신호

가 어들다가 결국에는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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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Fluorescence spectra of EuCl3 in the LiCl-KCl molten salt measured in 

the range of room temperature to 465
o
C - focus on Eu

3+
 signal part (λ

exc = 337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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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Fluorescence spectra of EuCl3 in the LiCl-KCl molten salt measured 

at  room temperature using Cd-He laser source - focus on Eu
3+
 

signal part (λexc = 32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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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융염매질에 따른 형 특성 측정 

매질을 LiCl-KCl 용융염에서 LiCl로 바꾸고 EuCl3를 매질에 완 히 녹인 후 

온도를 실온이나 고온 (683oC)에서 올리거나 내리면서 그 변화를 찰하면, 각각

의 온도변화에 따른 Eu2+의 신호 변화를 뚜렷이 볼 수 있다. (Fig. 3-8 참조)

LiCl의 녹는 이 605
o
C로 LiCl-KCl 용융염의 녹는 온도 357

o
C보다 높은 계

로 반응기의 온도를 683
o
C까지 올리면서 측정하 다. 

330
o
C까지 형 세기가 지속 으로 감소하다가 510

o
C까지는 증가하며, 680

o
C까

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온도를 내리면서 측정할 때도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Fig. 3-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체 으로 장이동이 찰되었다. 

이는 앞서 기술한 Eu(III)/Eu(II) 환원 상이 온도에 향을 받기 때문일 것으로 

단된다. 매질변화에 따른 형 신호 향은 매질변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녹는 

 변화, 즉 온도변화에 따른 효과 요인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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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Fluorescence spectra of EuCl3 in the LiCl molten salt measured in the 

range of room temperature to 683
o
C - focus on Eu

2+
 signal part (λexc 

= 337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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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9. Fluorescence spectra of EuCl3 in the LiCl molten salt measured in the 

range of room temperature to 683
o
C - observation of Eu

2+
 wavelength 

shifting (λexc = 337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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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용융염 내 란타나이드 원소 (Eu2+, Eu3+, Sm3+, Tb3+) 형 특성 측

정자료 생산

  가. 사용한 europium의 종류 변화에 따른 형 특성 측

사용한 europium의 화합물을 EuCl3에서 Eu2O3로 바꾸고 LiCl-KCl 매질에 완

히 녹인 후 온도를 실온이나 고온 (450oC)에서 올리거나 내리면서 Eu2+와 Eu3+

의 신호 변화를 찰하 다. (Fig. 3-10).

LiCl-KCl 용융염 매질에 녹아있는 Eu2O3의 Eu
2+
의 형 은 LiCl-KCl 용융염 

매질에 녹아있는 EuCl3의 Eu
2+
의 형 (Fig. 3-5)의 경우와 거의 같은 경향을 보여

다. 이는  Eu2O3 의 용해도가 다른 란타나이드 산화물보다 가장 높고 용해에 

의해 생성된 Eu
3+
일부가  Eu

2+
 로 환원된 환원종에 의한 형 신호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Fig. 3-6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은 Eu
3+
의 형  신호는 찰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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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Fluorescence spectra of the Eu2O3 dissolved in LiCl-KCl molten salt 
measured in the range of room temperature to 465oC (λexc = 337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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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온 용융염 매질에서의 Sm
3+
의 형  분석 실증 

Eu과 함께 Sm 은 사용후 핵연료 리 차원에서 매우 요한 원소다. 우라늄

의 핵분열에 의한 발생량이 다른 란타나이드 원소에 비해 많을 뿐 아니라 성자

흡수 단면 이 크기 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 Sm과 함께 상온에서 형 특성이 잘 

알려진 Tb을 상으로 고온용융염 매질에서 형 특성을 측정하 다.    Sm
3+
와 

Tb
3+
의 형  측정을 해서는, Sm

3+
와 Tb

3+
을 LiCl-KCl 매질에 완 히 녹인 후 

450 W Xe램  (Oriel 66021)나 He-Cd 이  (Kimmin, 325 nm excitation)를 

excitation 원으로 사용하고, Hamamatsu R955 PMT를 장착한 Edinburgh FS920 

형 기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측정하 다. 

Fig. 3-11에서 보여 지듯이, 425 nm에서의 Eu2+신호와 563 nm에서 708 nm사

이의 다수의 형  신호들이 찰되며, 4G5/2 에서 6HJ (J = 5/2,7/2,9/2,11/2) 

로의 이와 련된 방출 신호들인 것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특이한 은,  Sm
3+
의 신호라고 여겨지는 미확인 신호가 다양한 스펙

트럼 비교분석결과   Eu
2+
에 의한 것임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용웅염시료  Sm 

출발물질 시약에 존재하는 미량의 Eu 불순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Eu
2+
의 형 계수가 Sm

3+
의 형 계수보다 훨씬 커서, LiCl-KCl 용융염에 극미

량으로 존재하는 Eu
2+
의 형 이 Sm

3+
형 보다 훨씬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Tb

3+

의 형 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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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Fluorescence spectra of SmCl3 in the LiCl-KCl molten salt at room 
temperature (λexc = 325 nm) ; (b) is 10 time blow up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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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온 용융염 매질에서의 Tb3+의 형  분석 실증 

Fig. 3-12에서 보여지듯이, 역시 425 nm에서의 Eu
2+
신호와 490 nm에서 671 

nm사이의 다수의 신호들이 찰되었다.

490 nm에서 671 nm사이의 다수의 신호들은 5D4 에서 7FJ (J = 

0,1,2,3,4,5,6) 로의 4f-4f 이와 련된 것으로, 각각 490 (5D4 -> 
7F6), 547 

(545와 550 nm에서 이 선; 5D4 -> 
7F5), 586 (

5D4 -> 
7F4), 623 (

5D4 -> 
7F3), 650 

(5D4 -> 
7F2)과 671 (

5D4 -> 
7F6) nm에서 방출신호들이 확인되었다.

   라. LiCl-KCl 용융염 자체의 형  측정 

LiCl-KCl 용융염 자체내 존재하는 란타나이드 불순물 확인을 해 ICP-MS 

(Inductively Couple Plasma-Mass Spectroscopy, Varian)를 사용하 다.  

LiCl-KCl 용융염 자체만으로도 Eu
2+
신호가 찰되었다. (정제를 하지 않고 사용

함). 

Fig. 3-13에서 보여지는 LiCl-KCl 용융염 자체내 존재하는 Eu
2+
신호는, 미량

의 불순물로 용융염 자체내에 존재하는 Eu
2+
이거나 고온의 용융염에서 불순물로 

존재하는 Eu
3+
의 Eu

2+
로의 자체환원에 의한 결과에 의한 것이다.

ICP-MS 측정결과 europium은 65.3 ppb 농도로 LiCl-KCl 용융염 자체내에 

불순물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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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Fluorescence spectra of TbCl3 in the LiCl-KCl molten salt at room 
temperature (λexc = 325 nm) ; (b) is 10 time blow up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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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Fluorescence spectra of only the LiCl-KCl molten salt at room 
temperature (λexc = 32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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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용융염 내 란타나이드원소의 흡 특성 측정

 1. 용융염 내 란타나이드 이온의 흡 특성 측정 

흡 측정은 이온의 산화상태, 농도를 측정하기 한 가장 일반 인 분 측정

법이다. 고온용융염매질에서 흡 측정을 해서는 빛의 진행방향을 섬유다발을 

통해 유도를 함으로써 측정이 가능하다. 이를 이용하면 고온의 반응용기안에서 진

행되는 산화환원반응  반응도 등 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

게 된다. 일반 속이온들과 달리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 이온의 흡 특성을 결

정짓는 요인은 4f, 4f 궤도의 자의 상태이다.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 원소를 특

징짓는 4f  5f 궤도의 건자에서는 2가지 이가 가능하다.

첫째, 4f-4f 이 (intra-configurational transitions)는 양자역학 으로 지된 

이로서 흡수분 띠 측이 어려우며, 측이 되더라도 흡수세기가 약하다. 

둘째, 4f-5d 이 (inter-configurational transitions)는 양자역학 으로 허용된 

이이기 때문에 흡수세기가 매우 강하다. 하지만, 부분의 분 학  흡수가 UV 

혹은 더 에 지가 큰 vacuum UV 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한 분 장치가 

없으면, 제한 으로만 측이 가능하다.   

본 흡수분  스펙트럼 측정실험은 효율 인 해정련공정 개발  운 을 

한 측정기술 기 자료를 생산하는데 목 이 있다. 따라서 해정련공정과 련된  

LiCl-KCl eutectic 용융염을 심으로 분 측정실험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6개의 상원소 (Nd, Gd, Y, La, Eu, Ce)에 해 흡수분  측

정실험을 하 다. 이후의 모든 흡 실험은 3장 1 에 기술한 러 박스내에서 

기-분  일체형 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LiCl-KCl eutectic 혼합물은 (LiCl : 

KCl 몰비 = 59/41) 되도록 만들어 사용하 다. 러 박스내부는 Ar 으로 채워 

비활성분 기를 유지하 고 산소  수분의 양은 2 ppm 이하로 유지하 다. 흡

실험에 사용한 석  셀은 3장 3 에 언 한 형 측정용 셀과 동일하며 4면 투명 

신, 2면 투명 사각석 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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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f-f 이에 의한 흡수분  스펙트럼 측정 

6개 상원소에 UV-VIS 스팩트럼을 측정한 결과 Nd(III)에 해서만 f-f 

이에 의한 흡수띠가 측되었다. 14개 란타나이드 원소  Nd의 경우 4f-4f 이

가 가장 민감한 흡수 (hypersentitive)를 나타낸다. Nd 은 Ce과 함께 사용후 핵연

료에 가장 발생량이 많은 란타나이드 원소이다. 부분 란타나이드 이온의 4f-4f 

이는 양자역학 으로 지인 이인 이유로 흡수세기가 약하여 가시 선- 외

선 장 역에서 측된다.

Fig. 4-1에는 Nd(III) 의 온도의존 (450°～ 650℃) 흡수분  스펙트럼을 측정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Nd의 경우 흡수분  스펙트럼 

패턴의 온도의존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열-냉각 과정 에 가역 인 

흡수 스페트럼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f-4f 이는 온도변화에 크게 

향을 받자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350 nm 이하의 단 장 역에서 온

도 변화에 따르는 흡수패턴의 변화가 나타난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세기가 증가

하면서 장 장쪽으로 이동한다.  이는  Nd 이온의 자흡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용융염 매질 자체에 의한 자이동에 의한 흡수효과로 타나난 것이다.  용융염매

질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하이동 (Charge Transfer) 에 의한 흡수스펙트럼변화

는 3장-4 -다 에 상세히 기술하 다.    

    

   나. f-d 이에 의한 흡수분  스펙트럼 측정 

f-d 이에 한 분 학  정보를 얻기 해서 상기 6개 상원소에 해 f-d 

이에 의한 흡수분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4-2  4-3에 나타내

었다. 

Fig. 4-2에는 Ce(III) 의 4f-5d 이스펙트럼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UV 

역에서 강한 f-d 이 흡수띠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 다. f-d 이는 양자역

학 으로 허용된 이 (allowed transition)에 의한 것으로 흡수세기가 매우 크다. 

하지만,  Ce(III)을 제외한 3가 란타나이드 원소의 f-d 이에 의한 흡수띠는 에

지가 매우 낮은 VUV 역에서 흡수가 일어나서 일반 UV-VIS 분 법으로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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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e(III) 주 의 염소이온의 배 로 인한 결정장 

분리 (혹은 리간드장 분리)에 의해 f-d 흡수 이는 2개로 분리되는데 그림 4-2에 

나타난 흡수띠는 에 지상태가 낮은 장 장부분만 나타낸다. 에 지가 높은 단

장쪽 흡수띠는 190 nm 이하에 나타나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었다. 14개의 란타나

이드 이온  +3가 상태의 4f-5d 흡수스펙트럼을 일반 UV-VIS-NIR 분 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Ce(III)가 유일하다. 하지만 환원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2

가 (Divalent) 란타나이드 이온의 4f-5d 이에 의한 흡수띠는 UV-VIS 범 에서 

측정이 가능하다. 좋은 가 Eu(II), Sm(II), Yb(II) 이다.  

Fig. 4-3에는 Eu(II) 의 흡수분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는데 4f-5d 이에 의

한 강한 이  (doublet) 흡수띠가 UV 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doublet 흡수띠의 간격으로부터 용융염매질에서 5d 궤도의 결장장 분리 

(crystal field splitting) 상  값을 측정 할 수 있다. 이는 Eu(III) 시료를 사용

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환원분 기의 고온 용융염매질에서 

Eu(II) 상태가 열역학 으로 안정화되어 Eu(III) → Eu(II) 자체환원반응이 일어나

기 때문이다. 앞서 형 측정에서 타나난 상도 이를 뒷받침 한다. 환원반응은 염

소이온의 자를 +3가 란타나이드 이온에 주면서 반응에 의해 자를 잃은 염소

이온은 염소기체로 변하게 된다. 

이와같은 Eu(III) → Eu(II) 자체환원반응의 반응율은 실시간으로는 분석이 어

렵지만, 냉각된 고체시료를 샘 링하여 자스핀공명 분 법을 용하면 

Eu(III)/Eu(II) 환원율을 결정할 수 있다.  그 결과, Eu(III)/Eu(II)의 비율은 1:1  

즉, 약 50% 정도가 환원종으로 존재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한 당  상원소들 이외에도 +2가 상태로 존재함이 알려진  

Sm(II)  Yb(II) 에 해 추가 으로 4f-5d 이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SmCl3, YbCl3 를 출발물질로 LiCl-KCl 용융염에서 흡수스펙트럼을 축정하여 그 

결과를 Fig. 4-5에 나타내었다.  Fig.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온 용융염 매질

에서 Eu의 경우와 같이 Sm(III), Yb(III)가 +2가 상태로 환원되는 self-reduction 

상을 실시간 분 측정 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u, Sm, Yb 의 환원종이 안

정화됨은 최외곽은 4f 자의 배치(configuration)과 련이 있음이 밝 졌으며 그 

안정도는 Eu > Sm ≥ Yb 순으로 측되었다.  안정도는 환원율을 반 한다.  

이같은 Eu, Sm, Yb +2가 이온의 안정성은 7개의 4f 궤도를 채우는 자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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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configuration)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자의 안정화에 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궤도에 지, 4f 자간 짝짓기(paring) 에 지, 4f 간 교환 

(exchange)에 지항을 들 수 있는데, Eu, Sm, Yb +2 이온의 경우에 안정화에

지가 최 상태를 나타낸다.  결론 으로, 짝짓기에 지 항이 최소가 되는 7개의 

4f 궤도 자가 각각의  4f 궤도를 채우는, 4f
7
 자배열을 가지는 Eu(II) 의 경우 

가장 안정하게 된다. 

F-d 이에 의한 흡수띠의 온도의존성 실험에서 f-d 이에 의한 흡수띠는 

온도의존성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250 nm 역에서 큰 온도의존성을 나타내었

다. 이는 융융염매질 자체에서 일어나는 하이동(Charge Transfer)에 의한 흡수

띠 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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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a). UV-VIS Spectra of Nd(III) in LiCl-KCl eutectic mixture and its 

temperature dependency upon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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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b). UV-VIS Spectra of Nd(III) in LiCl-KCl eutectic mixture and its 

temperature dependency upon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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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2. UV-VIS Spectra of Ce(III) in LiCl-KCl eutectic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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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3(a). UV-VIS Spectra of Eu(II) in LiCl-KCl eutectic mixture.



- 133 -

200 400 600 800 1000
 

 

A
bs

or
ba

nc
e 

(a
rb

)

Wavelength (nm)

Eu2+ (Conc. < 1.0x10-4 mole/L)

Ce3+ (Conc. < 1.0x10-4 mole/L)

Eu

Ce

Fig. 4-3(b). UV-VIS Spectra of Eu(II) and Ce(III) in LiCl-KCl eutectic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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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 In-situ monitoring of Eu3+ → Eu2+ self-redu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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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UV-VIS Spectra of  Yb(II)(a) and Sm(II)(b) generated from 

corresponding trivalent ions in a LiCl-KCl eutectic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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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iCl-KCl 용융염 매질내부의 하이동 (Charge Transfer) 에 의한 흡수스펙

트럼 규명

 

용융염 매질 자체는 무색투명한 맑은 해질용액이다. 이는 가시 선 역에

서 빛흡수가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Fig.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LiCl-KCl 고온 용융염내부에서 하이동에 의한 흡수띠가 ～250 nm 부근의 UV 

역에서 나타난다.  정확한 UV-VIS 분 측정을 해서는 바탕매질의 흡 특성

규명이 필요하다.  이에 LiCl  LiCl-KCl 용융염의 흡 특성을 측정한 결과, 온

도가 상승함에 따라 ～250 nm UV 역에서 흡수가 일어나며 온도증가에 따라 

흡수띠 세기가 비례하여 증가함과 동시에  낮은 에 지 역으로 이동하는 

(red-shift) 상이 나타났다.  이는 염소이온의 자이동에 의한 CT (Charge 

Transfer) 반응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다시 온도를 떨어뜨리면 CT 흡수띠는 

감소하며 흡수띠의 정   쇼울더는 원래 치로 되돌아 오는 가역 상을 나타낸

다. 

따라서 이온의 흡수띠가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온도의존 효과는 이상과 같은 

하이동에 의한 흡수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결과를 바탕으로 란타나이드 

(Eu(II), Ce(III)) 이온의 온도의존 스펙트럼상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었다. (Fig. 

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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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UV-VIS Spectra due to the Charge Transfer(CT) absorption of 

LiCl-KCl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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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a). Temperature dependency of UV-VIS spectra of Eu(II) in LiCl-KCl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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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b). Temperature dependency of UV-VIS spectra of Ce(III) in  LiCl-KCl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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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흡  특성 측정

가. 고온용융염매질에서 우라늄이온 분 특성 실시간 측정

악티나이드 이온의 고온용융염매질에서의 흡수분 연구는 우라늄에 해 보

고된 바 있지만, 스펙트럼만 보고되었을 뿐 스펙트럼의 해석은 보고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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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II) 이온의 분 특성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 다.

U(III)는 자구조는 최외각의 5f 자궤도에 3개가 배치된 5f
3
 자구조를 가

진다.  400~600 nm 역에서 나타난 강한 흡수띠는 5f
3
 자구조에서 상할 수 

있는 5f-6d 이에 의한 것이다. 란타나이드 이온의 단 장 UV 역에서 일어나

는  4f-5d 이에 비해 장 장쪽으로 이동하여 나타났다.  육안으로는 짙은 포주

주색을 띤다.  이는 4f-5d 자 이의 에 지 gap 이 5f-6d 이에 지보다 큼을 

의미한다.  원자핵에서 거리가 먼 자 이임을 감안할 때 쉽게 설명이 가능한 

상이다.  우라늄원자의 심 양성자핵에서 멀리 떨어진 5f-6d 궤도간 이가 상

으로 원자핵에서 거리가 가까운 란탄족의 4f-5d 궤도간 이보다 낮은 에 지

에서 쉽게 일어남을 의미한다.  악티나이드에서 일어나는 5f-6d 이에 의한 흡수

띠는 보고된 바 없었지만, 최근에 고체상태의 결정격자 내부의에서 U(III)의 5f-6d 

이가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고온용융염에서 흡수도 이를 뒷받침

한다.  Fig. 4-8의 5f-6d 흡수띠는 고온용융염매질에서 측된 최 의 악티나이드 

원소의 5f-6d 이 상이다.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다른  5f-5f 이에 의한 흡수띠는 원칙 으로 지

된 이로서, 허용된 5f-6d 이에 비해 세기가 상 으로 약해 700-900 nm 

역에서 미약한 신호로 나타났다. (Fig. 4-8 참조) 

흡수분 측정법을 이용하면 이로 공정에서 우라늄의 산화환원거동을 실시

간으로 측할 수 있다.  이로 공정의 해환원 공정에서 우라늄은 U(III) 이온

종으로 존재한다.  U(III)의 5f-6d 이를 이용하면 해정련과정에서 U(III)의 산

화/환원 과정과 공정의 진행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U(III) 이온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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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6d 흡수띠는 미량의 U(III) 농도변화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해

정련공정의 진행을 감시하는 탐침 (probe)의 역할 을 한다. 

U(III) 의 흡수스펙트럼을 이용하여 해정련공정의 주요반응 모니터링에 

용하 다. 이로 공정의 주공정인 우라늄 속 환체의 해정련 공정에서 기 

U(III) 농도를 유지시키기 해 U(III) 이온을 생성시켜야 한다.  LiCl-KCl 450 ℃ 

조건에서, 아래와 같은 우라늄 속과 CdCl2 와의 치환 반응을 통해 U(III)를 생

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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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의 진행을 흡 측정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Fig. 4-9 

참조) 생성반응은 빠른 속도로 정량 으로 진행되었다. 

그림에서 반응이 진행될수록 Baseline 이 증가하는 이유는 반응결과 생성된 

Cd 미세입자가 Cl2 기체발생과 함께 용융염의 류에 의해 매질 체에 떠돌며 산

란시키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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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Electronic Absorption Spectra of U(III) in LiCl-KCl at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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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On-line UV-VIS monitoring of U(III) formation process in  LiCl-KCl 

at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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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온용융염매질에서 넵티늄 이온 분 특석 실시간 측정

넵티늄 이온의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 연구사례는 시료 획득과 고방사능으로 

인한 실험  제약으로 인해  세계 으로 매우 드물다.  Np 이온은 수용액 조건

에서 +3 ～ +7 가의 산화상태로 존재가능한 것으로 할려져있다. (Fig. 4-10 참조)  

용융염 매질조건에서는 +3, +4, +5 가의 산화상태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으로 보고된 사례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넵티늄 출발물질로 Np(IV)Cl4를 제조하여 사용하 다. 국 

National Physical Laboratory에서 구입한 NpCl4 표 선원을 9 M HCl 용액에 녹

인 후 약하게 가열하면서 불활성 기체를 불어넣어주면서 NpCl4 분말을 제조하여 

흡  실험에 사용하 다. 

LiCl-KCl 용융염을 450 ℃에서 녹인 후 앞서 비한 Np 화합물 분말을 미량

씩 가해주면서 스펙트럼의 변화를 측정하 다.

이로 공정의 해환원  Minor Actinide (M.A) 회수공정에서 Np 이온은 

LiCl-KCl 450℃ 조건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LiCl-KCl 용융염 450℃ 조건에서 흡

수스펙트럼을 측정하 다. 

흡수 스첵트럼은 강하고 약한 흡수띠를 동시에 보여 다.  ～ 300 nm 역에

서 형 인 아주 강하고 폭이 넓은 흡수띠가 측되었는데 이는 우라늄에서와 

같이 5f-6d 이에 의한 것으로 미루어 해석할 수 있다. (Fig. 4-11 참조)  즉, 앞

서 우라늄(III)에서와 같이 미량농도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흡수띠를 나타내는 것

으로부터 5f-6d 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 측된 최 의 넴

티늄 이온의 5f-6d 이 데이터로서 Np 이온의 5f 궤도 자가 6d 궤도로 이할 

때 (interconfigurational transition) 흡수하는 에 지에 해당한다.

Np 이온의 5f-6d 이는 양자역학 으로 허용된 이이므로 미량의 농도임에

도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U(III) 보다는 훨씬 이에 지가 크게 나타났

다.  400～700 nm 역의 흡수띠는 5f-5f 내부 자 궤도간 (in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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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al) 자 이에 의해 나타난다.  이 이는 양자역학 으로 지된 

이이므로 5f-6d 이에 비해 약하게 측되었다.  넵티늄의 5f-5f 이 한 

U(III)에 비해 이에 지가 큰 것으로 (낮은 장 ) 나타났다.  더 정확한 해석

은 Np(V)와 U(III) 간의 5f-6d  5f-5f  에 지 계산을 통해 밝 질 수 있을 것

이다. 

우라늄, 넴티늄, 루토늄 등 악티나이드 이온의 산화환원종 변화는 가시 선

역의 빛을 흡수하는 5f 자 상태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색깔변화로 쉽게 확

인 할 수 있다 (그림 4-10참조).  Fig. 4-12 는 Np 을 함유하는 LiCl-KCl 용융염

의 고온  상온 사진이다.  가시 선 역 흡수특성은 Np(+5)에 가깝게 나타났다. 

반응출발 물질로 Np(+4)를 사용하 으나 용융염 매질에서 Np(V)O2
+
 와 

Np(IV) 가 공존하며, NpO2
+
 가 주된 이온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4-13 참조)  

이는 실제로 NpCl4 산 용액으로 부터 Np(IV)분말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종 질소

로 purging 과정을 거쳤음에도 산소와 하여 산화물을 형성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 으로 를 조 하면 각각 Np(IV)  Np(III) 상태로 만들 수 있

다.  이 경우 Fig. 4-12의 하늘색 Np(V) 색깔이 사라지고 은 노랑색으로 변한

다.  반면에 짙은 색의 U(III)의 1 자 산화종인 U(IV)는 매우 은 연두색을 

띤다.  정확한 U, Np 이온의 산화수 speciation  산화환원 거동 규명을 기화

학/분 학 일체형 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하여 3장-4 -다 에서 상세히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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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10. Colour change of aqueous Np ion species in various 

oxidation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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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UV-VIS spectra of Np ion in LiCl-KCl at 450 ℃ (a) 5f-6d 

transitions (b) 5f-5f tran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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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4-12.  LiCl-KCl eutectic  mixture containing Np ion (a: 450℃, b: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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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13. UV-VIS spectra of Np ions in LiCl-KCl eutectic at 450 ℃ with 

varying concentrations (a) Np(V)O2
+
 (b) Np

4+
.



- 150 -

 3.  기화학  산화수 조  하에서의 분 특성 실시간 모니터링

가.  용융염 내 Eu 기화학  산화수 조   분  특성 모니터링

   구축한 고온 용융염용 기화학/분 학 일체형 시스템의 성능 시험을, 450 

℃ LiCl-KCl 용융염에, 란타나이드 원소이며 산화수에 따른 양이온이 분 학 으

로 활성인 Eu
2+
를 녹여 기화학  환경에 따른 흡  스펙트럼의 변화를 측정함

으로써 수행하 다. Fig. 4-14는 고온 LiCl-KCl 용융염에 소량의 EuCl2를 첨가하

여 유리질 탄소를 작업 극으로 사용하여 측정한 순환 압 류곡선이다. +0.3 V

역에서 Eu
2+/3+
의 산화환원 류가 찰되며 이 반응의 형식 는 +0.28 V로 측

정되었다. 즉 작업 극에 +0.28 V보다 양의 를 가하면  Eu
2+
가 극표면에 

자를 잃어 Eu
3+
가 되는 산화반응이 일어나며 반 로 음의 를 가하면 용액 

의 Eu
2+
는 안정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만약 용액 에 Eu

3+
가 존재한다면 

극표면으로부터 자를 받아 Eu
2+
로 환원반응이 일어난다.

Eu
2+
 이온의 UV-VIS 흡 은 4f-5d 에 지 간 흡수 이에 의해 200 ~ 

400nm 장 의 넓은 선폭의 흡수를 나타낸다. 이를 기화학 으로 산화시키면

서 +2가 양이온을 +3가 양이온으로 변환시키면서 스펙트럼의 변화를 측정하 다.  

Fig. 4-15는 Eu
2+
를 산화시키면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흡  스펙트럼이다.  Eu(II) 

→Eu(III) 산화과정의 UV 스펙트럼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380 nm 역의 흡

도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330 nm 역의 흡 도에서 멈춰 더 이상 감소하지 않았

다. 즉,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여도 Eu
2+ 
농도감소는 보이지만 여 히 강한 Eu

2+
에 

의한 흡수띠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기화학  산화과정은 극계면에서 진행

되는 상이지만 용융염 체 bulk에서는 산화생성물이 Eu
2+
로 되돌아가려는 특

성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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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 Cyclic voltammogram obtained from GC in LiCl-KCl melt with EuCl2 

at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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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ation of Eu

2+
 ion in LiCl-KCl at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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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융염 내 U 기화학  산화수 조   분  특성 모니터링

이로 공정의 해환원공정에서 부분 우라늄이온은 +3가 이온으로 존재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능을 확인한 기화학/분 학 일체형 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라늄 양이온을 기화학  방법으로 산화수를 조 하면서 UV-VIS 스펙트럼을 

측정하 다.

Fig. 4-16은 용융염에 녹아있는 U
3+
 이온을 기화학 으로 산화시켜 얻는 

U
4+
 이온의 UV-VIS 스펙트럼과 반응 후 은 기화학/분 학 일체형 셀의 사진

이다.  이 스펙트럼은 670 nm에서 주신호를 나타내며 455 nm, 605 nm 역에서 

한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문헌에서 알려진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며 

흡 계수가 U
4+
보다 약 200 배 크다고 알려진 U

3+
 이온에서 찰되는 480 nm  

570 nm에서 신호가 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용융염내 모든 U
3+
이온이 U

4+
 이

온으로 환되었음을 나타내었다.  기화학  산화반응 후 U
4+
 이온이 녹아있는 

용융염은 사진에서 보인 것처럼 매우 은 연두색 띈다.

Fig. 4-17은 기화학/분 학 일체형 시스템을 이용하여 U
3+
를 U

4+
로 산화시

키는 과정  일체형 고온로의 석  창을 통하여 찰한 색 변화를 나타내었다.  

기 U
3+
 이온은 짙은 포도주 빛깔을 띠는 반면, 기화학  산화반응 후 U

4+
 

이온의 셀은 원의 색깔을 띠고 있다. 이는 U
4+
이온이 투명한 은 연두색이기 

때문이다.

앞서 기술한 U(III) → U(IV) 과정의 스펙트럼 변화를 연속 으로 실시간 측

정하여 Fig. 4-18에 나타내었다. 기 480 nm 와 570 nm 역에서 주신호를 보

여주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두 신호와 체 인 흡 도가 감소함을 보

여주고 있다. 약 1200  두 신호는 거의 없어졌으며 670 nm 역의 U(IV)의 주

신호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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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 UV-VIS spectrum and apparent color of U(IV) ion obtained by 

oxidation reaction of U(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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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Color change during electrochemical oxidation of U(III) to U(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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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18. Continuous monitoring of UV-VIS spectra during U(III) →U(IV) 

oxid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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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화반응이 완결된 후 다시 기화학  방법으로 U(IV)를 U(III)로 환원

시키면서 측정한 스펙트럼을 Fig. 4-19에 나타내었다.  환원반응을 통하여 460 

nm와 560 nm 역의 U(III) 주신호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과정은 산화

과정보다 훨씬 빨리 일어났다.  이를 통하여 용융염 내에서 U(III)가 U(IV) 보다 

안정한 산화상태임을 확인하 다. 한 U(III) ↔ U(IV) 산화환원반응은 가역  

반응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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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9. Continuous monitoring of UV-VIS spectra during U(IV) →U(III) 

reduction process  



- 159 -

다.  용융염 내 Np 기화학  산화수 조   분  특성 모니터링

다른 악티나이드 원소로써 Np를 선정하고 구축한 일체형 시스템을 이용하

여 기화학  산화수 조 과 흡  측정을 동시에 수행하 다. 용융염 매질에서  

Np 은 +3, +4, +5 산화상태로 존재한다. 기화학  방법으로 이 산화수를 변화시

켜 각각의 산화수 변화에 따른 Np 흡 스펙트럼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 다. 

기화학  환원실험 결과 진한 산용액 NpCl4 시약으로 환원조건하에서 제조한 

Np 화합물은 고온 용융염에서도 부분 넵투닐 이온(NpO2
+
), 즉 +5가 이온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다.

Np
5+
 (NpO2

+
)를 기화학 으로 환원시키면 Np

4+
 상태를 거쳐 Np

3+
 상태로 

환원된다.  Fig. 4-20는 기/분  동시측정법을 이용한 Np 의 산화-환원반응의 

실시간 모니터링 과정을 나타내었다. 

환원반응이 종료되면 Fig. 4-21처럼 노란 색을 띠는 Np
3+
로 변하 다. 하늘색 

빛깔을 띠는 NpO2
+ 
가 노랑색깔을 띠는 Np

3+
로 환원된 것을 확인하 다. 

Np
3+
를 다시 산화시키면 (NpO2

+
)로 되돌아가지 않고 Np

4+
 상태에서 산화반응

이 완결되었다.  이는 Np(V)의 환원반응에서 산소가 완 히 제거되어 NpO2
+
로 

되돌아 갈 수 없음을 의미하여, Np
5+
 상태는 매우 불안정함을 시사한다.     

Np(V) Np
4+
와 Np

3+
 이온종은 겉보기에는 색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 다.  하지만 

350 - 500 nm 역에서 스펙드럼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Np(IV) ↔ Np(III) 산화

환원반응은 가역반응이며 +3 가에서 +4 가로 산화반응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  

이는 inert 환경의 고온용융염에서 Np 은 +4 상태가 가장 안정함을 나타낸다.  

Fig. 4-22는 Np
4+
 ↔ Np

3+
 산화환원과정을 흡 스펙트럼으로 모니터링한 것으로 

두 산화상태의 가역  변환과정을 보여주는 isobestic point 가 ～370 nm 역에

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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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20.  Real Time Monitoring of Spectro-electrochemical reaction of Np ion 

in LiCl-KCl at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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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 UV-VIS spectrum and picture of Np(III) ion in LiCl-KCl at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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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Monitoring of UV-VIS spectral change due to Np(IV) ↔ Np(III) 

redox reaction in LiCl-KCl at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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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을 한 용융염매질에서 이로 로세스는 LiCl 기반의 

고온용융염매질에서 악티나이드  란타나이드 이온의 분리  정제과정을 의미

한다.  고온용융염매질에서 악티나이드 이온의 분 측정  기화학  측정기술

은 이로 로세스의 성공  확립을 한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악티나이드 원소에 한 흡 연구를 통해 이로 공정에서 악티나이드 이온

의 거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확보하 다.  이 기술을 이용하

여 이로 로세스 공정과 련한 주요 상을 실시간으로 규명,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 다. 

한, 방사성을 띠는 미량의 Np 이온의 흡수분 측정에 성공함으로써 향 후 

더욱 다양한 악티나이드 원소에 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발

을 마련하 다.  루토늄의 경우 5f-6d 이가 상되기 때문에 Np 보다 더 쉽

게 흡수분 법을 통해 산화.환원 반응의 규명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단

된다. 

하지만, 지 까지 수행한 연구는 용융염매질에 단일 이온종이 존재하는 경우

의 기화학/분  측정 결과이다.  실제 이로 공정은 다양한 원소와 이온종이 

공존하는 복합계이다.  복합계의 기화학/분 화학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기 측

할 수 있기 해서는 먼 , 단일성분계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일성분계를 

뒤어 넘어, 이성분계 나아가 다성분계 연구를 통해 실제 이로 공정에서의 산화

환원반응 규명, 분 학 . 열역학  상을 설명하고 측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온 용융염 하의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 이온이 공존하는 다성분계  복합계로 

련 연구의 확장. 심화과정이 향 후 나아갈 방향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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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 기화학 특성 측정, 흡수분  특성 측정 뿐 만 아니라 

형 특성도 측정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러 박스와 기 /작업 극을 설계 제

작하여 성능실험을 성공 으로 마쳤다.  최상의 측정조건을 제공하기 한 수분센

서, 산소센서, 반응기, 아르곤 공   제어장치 등 다양한 센서기술을 보완하여 

고도의 분 / 기화학측정이 가능하도록 최 화 설계  제작을 완성하 다.  

한 로 박스에 일체형 furnace-반응용기-분 기 트의 효율  설계와 극의 

소형화를 통해 효율 으로 기화학/분 화학 동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

다.  

이를 바탕으로, 향 후 첨단 기화학. 분 화학 연구 수행을 한 인 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에 기술한 반응 시스템/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이로 공정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다양한 기화학  측정을 통해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 이온의 산화환

원   열역학 상수 측정  새로운 기화학  상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하

여 이로 공정의 핵심 상들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단계 연구에서는 고

온 용융염 매질에서 Np과 같은 극미량, 고방사성 악티나이드 이온의 기화학/분

학  측정을 성공 으로 수행함으로써 본격 인 이로 공정 연구 개발과 련

한 악티나이드 연구의 장을 열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공정 효율을 제고시

킬 수 있는 다양한 상을 이해함으로써 공정개선을 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일정 류 압 (chronopotentiometry) 곡선, 직선훑기 압곡선 

(linear sweep voltammetry; LSV), 노멀펄스 법 (normal pulse voltammetry, 

NPV), 그리고 직각 법 (square wave voltammetry; SWV)을 측정을 시도하

여  공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의 발 을 확보하 다. 

분 학  측정은 극계면에서 일어나는 국부 인 상뿐 아니라 빛이 반응

하는 용융염매질 체에서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 이온의 거동을 sub-nano 

수 에서 규명할 수 있는 첨단방법이다.  본 과제수행을 통해 Eu
2+
, Eu

3+
, Sm

3+
, 

Tb
3+ 
같은 란타나이드 이온의 형 을 세계 최 로 측정하 다.  시간분해 형 측

정법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체계 인 형 측정이 가능해질 경우 다양한 란타

나이드  악티나이드 이온이 공존하는 다성분 이온 계에서 특정 이온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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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경우 이로 공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 할 수 있는 최신의 안 기술로 발 하여 용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단

된다. 

흡  측정을 통해 란타나이드  이온은 물론 U, Np 의 산화/환원종을 실시간 

측정하 다.  이를 통해 용융염 매질 역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의 속도,  

화학종의 반응 특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과정을 통해 용융염매

질에서 일어나는  4f-5d, 5f-6d 원자 궤도간 자 이를 최 로 규명하 다.  나

아가, 분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로 공정 과정 에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에 

일어나는 미세 물리 화학  환경변화를 근원 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이로 

공정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고, 련된 산화 환원 반응 상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에 기술한 기화학/분 학  실시간 측정법을 통해 이로 공정을 한 심

도있는 기술개발 지원이 가능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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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본 연구의 용융염 매질에서 악티나이드의 물리․화학  특성 측정을 통하여 

악티나이드 이온 의 5f 자구조와 거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용

융염 내 악티나이드 화학거동에 향을 주는 속산화물에 한 기화학, 분

학, 물리화학  정보, 그리고 특성 측정기술을 확립할 수 있었고 향후 더욱 다양

한 측정  실험을 수행 할 수 있는 토 를 구축하 다.  연구 수행과정에 과정에 

생산된 데이터  측정방법론은 사용후핵연료 차세 리공정개발과 련하여 고

온 용융염 매질에서 악티나이드  기타 속의 해정련  제련기술 실증에 활

용될 수 있다.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화학특성 측정  화학반응 해석기술을 확립함으로써 

용융염 련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상치 못한 상에 한 원인규명, 용융염 

공정에서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출되는 양에 한 한계치 설정, 그리고 방사능 

테러 시 물질 추  등 제반분야에 폭넓게 활용되므로 용융염 분야의 산업재해에 

한 안 성 확보와 함께 국가원자력기술에 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악티나이드 용융염 화학 연구는 고온화학 (pyro-chemical)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기술개발에 필요한 기반  공통 요소기술을 포함하

므로 그 효과는 핵연료주기기술개발과 그 맥을 함께 한다.  따라서 사용후핵

연료에서 고방열 핵종 (Cs과 Sr)을 분리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고 폐기물의 

부피 감소와 그에 따른 해도 감, 그리고 처분장 공간의 효과 인 활용에 기여

할 수 있게 되어 국내 핵연료주기  과정의 기술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

다.  국내 이로 공정 련 연구와 연계된 기술개발 분야와의 긴 한 조 체제를 

지속 으로 유지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극 화 할 계획이다.

 본 연구수행을 통해 얻어진 결과의 활용계획  활용가능성을 각 연구분야

에 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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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화학/분 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의 구성: 

측정은 모든 연구의 출발 이자 심이다. 일체형 측정 시스템의 구성  측

정기술은 고온 용융염매질에서의 이로공정 반의 기화학  반응이해  모

니터링 기술의 고도화를 한 발 으로 사용되는 기 핵심이다. 이 기술을 이용

해 이로공정 기술개발을 한 더욱 다양한 기화학  상의 규명  자료생

산에 활용될 정이다.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기화학  특성 측정: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소형화된 기 , 작업 극 반응기를 통해 부분응의 

방해를 받지 않고 원하는 기 신호를 안정 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

었다.  기화학 측정용 pseudo 기 극 산도 보정기술  다양한 작업 극은 

용융염 매질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고온환경하에서 정 한 즉정이 요구되는 제

철,제련분야  원 수화학같은 극한환경하에서의 기화학  측정기술의 고도화 

 각종 센서개발에도 바로 용될 수 있는 기술로 향후 용분야가 확 될 수 

있을 것이다. 

     용융염 내 란타나이드 원소의 형 특성 측정:

 형 측정은 고감도 측정이 가능한 상으로 미량이온의 실시간 측정 뿐 만 

아니라 시간분해 형 측정기법을 이용할 경우 다성분이온계에서 원하는 특정 원

소의 선택  특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개발에 성공  용이 이루어질 경우 

이로공정반응의 모니터링에 효과 으로 용될 수 있는 최신 안 기술이다. 본 

연구수행을 통해 구축된 장치, 경험, 데이터는 다음단계에서의 최첨단 측정신기술  

고온용융염매질에서 반응모니터링  원천기술로 발 시킬 정이다.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흡  특성 측정: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 이온의 흡 상의 실시간

으로 측정법은 극계면에서 일어나는 국부 인 상측정의 한계를 벗어나 용융

염매질 체에서 진행되는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 이온의 산화상태변화, 반응

진행도를 확인 할 수 있는 다용도 측정기술이다. 본 연구에서 규명한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 이온의 f-d 궤도 이는 농도변화에 매우 민감한 상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 특정원소의 고감도 측정  반응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나아가 특정 

이온의 산화-환원반응 모니터링을 한 인디 이터, 탐침으로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168 -

제 6 장  참 고 문 헌 
1) T. Kim, H. Cho, I. K. Chio, J. K. Kang, K. Y. Jee, “EPR and luminescence 

studies of Eu(II) magnetically diluted in LiCl-KCl salt”,  J. Luminescence. 

127, 731-734 (2007)

2) T. Kim, H. Cho, I. K. Chio, J. Kang, K. Song, K. Y. Jee, “Application of a 

chronoamperometric measurement to the on-line monitoring of a lithium metal 

reduction for uranium oxide”,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375, 275-279 

(2008)

3) H. Im, Y. K. Jung, Y. Cho, J. Kang, K. Song, "Fluorescence Spectroscopic 

Characteristics of Tb
3+
 and Sm

3+
 in LiCl-KCl Molten Salt", Electrochemistry, 

Vol. 77, No. 8,  (2009)

4) S. K. Min, S. Bae, Y. J. Park, K. Song, "Electrochemical behavior of UCl3 

and GdCl3 in LiCl-KCl molten salt", J. korean electrochemical society, 12(3), 

276-281 (2009)

5) T. Nagai, A. Uehara, T. Fujii, O. Shirai, N. Sato, H. Yamana, "Redox 

equilibrium of U
4+
/U
3+
 in molten NaCl-2CsCl by UV-Vis spectrophotometry 

and cyclic voltammetry", J. Nucl. Sci. Tech., 43(12), 1025-1031 (2005)

6) H. Cho, T. Kim, Y. J. Park, H. Im, K. Song, “Electronic Absorption Spectra 

of Sm(II) and Yb(II) Ion in a LiCl-KCl Eutectic Melt at 450℃”,  Journal of 

luminescence. 130, 280-282 (2010)

7) Y. J. Park, T. Kim, H. H. Cho, Im, Y. Jung, K. Song, K. Y. Jee, “EPR 

Investigation on a Quantitative Analysis of Eu(II) and Eu(III) in LiCl/KCl 

Eutectic Molten Salt”,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29(1), 

127-129 (2008)

8) S. Cotton, "Lanthanide and Actinide Chemistry", John Wiley & Sons, Ltd. 

(2006).

9) H.-J. Im, Y.-K. Jung, Y.-H. Cho, J.-G. Kang, and K. Song, "Fluorescence 

Spectroscopic Characteristics of Tb
3+
 and Sm

3+
 in LiCl-KCl Molten Salt", 

Electrochemistry, 77, 670 (2009). 

10) V. Ramesh Kumar, K. V. Narasimhulu, N. O. Gopal, J. L. Rao, and R. P. S. 

Chakradhar, "EPR and optical investigations of Eu
2+
-doped BaFCl phosphor", 

Physica B, 348, 446 (2004). 



- 169 -

11) W. T. Carnall, Jan. P. Hessler, and J. Wagner, Jr. "Transition Probabilities 

in the Absorption and Fluorescence Spectra of Lanthanides in Molten 

Lithium Nitrate-Potassium Nitrate Eutectic" J. Chem. Phys., 82, 2152 (1978).

12) N. Arnaud and J. Georges, "Comprehensive study of the luminescent 

properties and lifetimes of Eu
3+
 and Tb

3+
 chelated with various ligands in 

aqueous solutions: influence of the synergic agent, the surfactant and the 

energy level of the ligand triplet" Spectrochim. Acta Part A, 59, 1829 (2003).

13) R. C. Ropp, "Luminescence and the Solid State", Elsevier (1991).

14) W. T. Carnall, P. R. Fields, and B. G. Wybourne, "Spectral Intensities of the 

Trivalent Lanthanides and Actinides in Solution. I. Pr
3+
, Nd

3+
, Er

3+
, Tm

3+
, 

and Yb
3+
", J. Chem. Phys., 42, 3797 (1965).

15) P. Dorenbos, "Thermal quenching of Eu
2+
 5d-4f luminescence in inorganic 

compounds", J. Phys.: Condens. Matter, 17, 8103 (2005)

16) T. Fujii, T. Nagai, N. Sato, O. Shirai, and H. Yamana, "Electronic absorption 

spectra of lanthanides in a molten chloride II. Absorption characteristics of 

neodymium(III) in various molten chlorides", J. Alloys Compd. 393, L1-L5 

(2005).

17) J.-G. Kang, M.-K. Nah and Y. Sohn, "Luminescence from KCl co-doped 

with Eu
2+
 and Eu

3+
 ions" J. Phys.: Condens. Matter, 12, L199 (2000)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3093/2009

제목 / 부제 용융염내 악티나이드 화학연구 보고서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송규석 ; 원자력화학연구부

연 구 자 및 부 서 명
박용준, 조영환, 배상은, 임희정, 연제원, 이명호, 이창헌,

정의창, 하영경, 지광용, 박경균, 김원호, 김종윤, 최광순

; 원자력화학연구부

출 판 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행년 2010

페 이 지 p. 도 표 있음( O ), 없음( ) 크 기 A4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O ), 비공개( )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비밀여부 대외비( ), __ 급비밀

연구위탁기관 계약번호

초록 (15-20줄내외)

파이로 공정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고온 용융염 환경 하에서 사용후핵연료

에 포함되어있는 다양한 란타나이드 및 악티나이드의 화학적 거동 및 특성과

같은 요소기술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 용융염 매

질에서 전기화학/분광학 측정이 가능하도록 전기화학/분광학 일체형 측정 시

스템을 설계/제작하여 전기화학적 및 분광학적 측정기술을 개발하였다. 본

기술을 이용하여 고온 용융염 내에서의 다양한 악티나이드 및 란타나이드에

대한 화학거동을 모니터링 할 뿐 아니라 다양한 화학반응을 예측/해석할 수

있는 기초/기반 파라미터 및 열역학적 자료를 생산하였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용융염, 악티나이드, 핵연료주기, 사용후핵연료, 우라늄,

염화리튬, 란타나이드 , 고온화학, 전기화학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n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RR-3093/2009

Title / Subtitle
Research on the Actinide Chemistry in Molten Salt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Kyseok Song ; Nuclear Chemistry Research Division

Researcher and

Department

Yong Joon Park, Young Hwan Cho, Sang-Eun Bae,

Hee-Jung Im, Jewon Yeon, Myung Ho Lee, Chang Heon

Lee, Eui Chang Jung, Young Kyung Ha, Kwang Yong Jee,

Kyung Kyun Park, Wonho Kim, Jongyun Kim, Kwang

Soon Choi

; Nuclear Chemistry Research Division

Publication

Place
Daejeon Publisher KAERI

Publication

Date
2009

Page p. 60 Ill. & Tab. Yes( O ), No ( ) Size A4.

Note

Open Open( O ), Closed( )

Report Type Technical Report
Classified

Restricted( ), ___Class

Documen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

The electrochemical/spectroscopic integrated measurement system was

designed and set up for spectro-electrochemical measurements of lanthanide

and actinide ions in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media. A compact

electrochemical cell and electrode system was also developed for the

minimization of reactants, and consequently minimization of radioactive waste

generation. By applying these equipments, oxidation and reduction behavior

of lanthanide and actinide ions in molten salt media have been made. Also,

thermodynamic parameter values are determined by interpreting the results

obtained from electrochemical measurements. Several lanthanide ions

exhibited fluorescence properties in molten salt. Also, UV-VIS measurement

provided the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e oxidation states of

lanthanide and actinide ions in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media.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molten salt, actinide, nuclear fuel cycle, spent nuclear

fuel, uranium, lithium chloride, lanthanide,

pyrochemistry, electrochemistry


	표 제 지
	제 출 문
	보고서 요약서
	요 약 문
	목 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화학 연구
	제2절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제3절 고연소핵연료 국부연소특성 규명 연구
	제4절 악티나이드 위해도 저감화 기술 개발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화학 연구
	제2절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제3절 고연소핵연료 국부연소특성 규명 연구
	제4절 악티나이드 위해도 저감화 기술 개발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화학 연구
	제2절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제3절 고연소핵연료 국부연소특성 규명 연구
	제4절 악티나이드 위해도 저감화 기술 개발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 활용계획
	제1절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화학 연구
	제2절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제3절 고연소핵연료 국부연소특성 규명 연구
	제4절 악티나이드 위해도 저감화 기술 개발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화학 연구
	제 출 문
	보고서 요약서
	요 약 문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수준 분석
	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수준 분석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전기화학/분광학 일체형 측정 시스템 개념 설계
	제 2 절 용융염 내 악티나이드 전기화학적 특성 측정
	제 3 절 용융염 내 란타나이드 원소의 형광특성 측정
	제 4 절 용융염 내 란타나이드원소의 흡광특성 측정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제 6 장 참 고 문 헌

	서 지 정 보 양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