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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 기술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피복관으로부터 연료를 회수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후속공정에

원료물질을 제공하며, 파이로공정전 휘발성핵분열생성물을 제거하므로써, 후속공정을

단순하게 하는 또한, 휘발성핵분열생성물을 안전하게 포집하는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을

개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일에 집중하여 수행한다.

○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이 후속 파이로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도 휘발

성산화공정의 성능목표 수립

○ 파이로공정관련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포집 성능 최적화

○ 파이로공정관련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의 조업변수 개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후속공정인 전해환원 공정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다공성 용기에 넣어 사용하

고 있었으나 LiO2 농도에 문제가 있어 이의 개선을 필요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공

성 그래뉼을 제조하여 mesh wire 용기에 넣어, 전해환원 공정에 사용할수 있게 하였

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주요 핵종인 Cs, Tc, I, Br 등을 선 제거하여 전해환원공정

의 염 사용횟수 증대, 전해환원 전극 방해핵종 감소, 결정화법으로 전해환원 LiCL 염

회수 공정 실현 가능하도록 하였다. Cs, Tc, I의 선택적 포집을 구현하여 고준위 폐기

물을 감소도록 하였고 Tc-99, I-129의 소멸처리 기술이 도입될 경우 GTCC 이상 폐기

물도 감소되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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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3년간 수행한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후속 파이로 공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

- 분말 입도가 전해환원에 미치는 영향 및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의 입자 구조

- 탈피복 방법에 따른 영향 평가

- 핵분열 생성물 분리시점 영향 평가

-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의 방사능, 붕괴열 분석

-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의 핵확산 저항성 분석

-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의 차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휘발성 산화공정 목표 정립

- 휘발성산화공정 운전 조건에 따른 핵분열생성물 휘발자료 분석 및 평가

- 휘발성산화공정 운전 조건에 따른 입자크기 자료 분석 및 평가

- 휘발성산화공정 성능 목표 도출

• 휘발성 산화공정의 최적 조업변수 도출

- INL 핫셀 실험장치 조건(고온산화, 진공)설정을 위한 회전로형 휘발성산화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 분말 충전밀도 증대용 진동충전기 설계

- 휘발성산화공정 운전 조건별 산화 및 휘발 실험 및 평가

- INL 핫셀 실험 장치 조건(고온산화, 진공)설정을 위한 SIMFUEL 이용

휘발성산화공정 조건별 입도제어 실험 및 평가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INL핫셀에서 휘발성산화 공동실험

• 배기체 처리공정 최적 조업변수 도출

- INL 핫셀 실험장치 조건(고온산화, 진공)설정을 위한 배기체처리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 INL 핫셀 실험장치 조건(고온산화, 진공)설정을 위한 비방사능 물질 이용 단일

핵종(Cs, Ru, Mo, Tc(Re)) 포집실험

- INL 핫셀 실험 장치 조건(고온산화, 진공)설정을 위한 비방사능 물질 이용

혼합 핵종(Cs, Ru, Mo, Tc(Re)) 포집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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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L 핫셀 실험 장치 조건 설정을 위한 신규 필터이용 핵종 (Cs, Tc(Re)등)

포집 실험

- INL 핫셀 실험장치용 배기체처리 필터 제작 및 공급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INL 핫셀에서 배기체 포집 공동실험

IV. 연구개발 결과

3년간 수행한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후속 파이로 공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

- 분말 입도가 전해환원에 미치는 영향 및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의 입자 구조

▪입자 크기가 10mm 일 경우 36시간, 2-3mm일 경우는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됨.

▪본 연구의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에서는 전해환원공정의 wire mesh 용기에 사

용가능하고, 전해환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주먹밥 구조의 우라늄 산화물

입자 제조 가능성을 제시

- 탈피복 방법에 따른 영향 평가

▪1인치(2.54 cm)로 shearing하여 rod-cut을 만들어 전해환원한 경우와

mechanical slitting에 의해 그레인을 만들어 전해환원한 경우, 고도 휘발성산

화공정을 거친 입자로 전해환원한 경우를 비교함

▪Shearing하여 rod-cut을 만들 경우 wire mesh 용기에 사용 곤란한 미세분이

16% 정도로 너무 많음.

▪1인치 Rod-cut을 그대로 전해환원 할 경우 실제 핵연료 부분은 1cm 정도로

이 경우 실험결과 36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됨.

▪Mechanical slitting에 의해 얻은 알갱이는 최대 1cm 정도로 전해환원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분쇄공정과 체질공정이 추가로 요구

될 것임.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의 경우 주먹밥구조의 응집체 제조로 전해환원시간 단축

이 예상됨. Cs, H-3, I, Tc 등의 기체상 핵분열생성물의 선택적 포집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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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핵분열 생성물 분리시점 영향 평가

▪본 과제에서 고려한 경우는 rod-cut 이용공정 경우, fragment 이용공정 경우,

고도 휘발성산화공정 경우, 저온 휘발성산화공정 경우로 생각

▪고방열 핵종 Cs을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에서 제거할 경우 전해환원공정의

LiCl 염의 사용횟수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장수명핵종 Tc, I를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에서 제거하여 선택적으로 Tc, I를

포집할 경우 이는 GTCC 폐기물이되나, 향후 소멸처리 기술이 도입된다면

GTCC폐기물이 저준위폐기물로 될 수 있음.

▪Se, Te, I, Br 4가지 핵종은 전해환원공정의 전극을 부식하는 핵종으로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에서 이들 핵종을 제거해주면 전해환원공정 전극을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임

-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의 방사능, 붕괴열 분석

▪연소도 45,000 MWD/MTU, 초기농축도 4.5%인 PWR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

ORIGEN-ARP 코드로 분석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에 의한 방사능 감소비율은 원자로 방출핵연료는 26%,

5년 냉각된 핵연료는 43%, 20년 냉각된 핵연료의 경우는 46%임.

▪붕괴열 감소 비율은 원자로 방출 연료의 경우 39%, 5년 냉각 사용후연료는

57%, 20년 냉각된 연료는 49%임.

-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의 핵비확산성 검토

▪INL 핫셀 실험결과 1,200℃, 진공 열처리시에도 Pu, Np, Am 등 TRU 핵종이

휘발되지 않음.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에 의한 방사능 감소비율과 DUPIC공정의 방사능

감소비율 비슷

▪TRU 거동특성과 방사능 감소비율을 볼때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의

핵비확산성은 DUPIC공정과 같이 크다고 판단됨.

- 고도휘발성산화공정 방사능감소가 차폐에 미치는 영향해석

▪고도휘발성산화공정의 선원항 평가: 감마스펙트럼의 경우 약 6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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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칼로 방법을 통한 차폐재 두께에 따른 외부 표면선량 평가:

일반콘크리트 경우 12%, 고밀도콘크리트의 경우 28% 차폐두께 감소.

◯ 휘발성 산화공정 성능목표 정립

- 휘발성산화공정 성능 목표 도출

▪전처리공정의 4가지 경우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본과제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도휘발성 산화공정(500℃ 산화탈피복 후 1200℃ 열처리) case 3가

전해환원속도, product 특성, 취급성, 핵분열생성물 제거 등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 종합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음.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의 3가지 분야의 성능목표는 입도제어에 있어 mm이상의

입자를 생산하고 이를 INL핫셀에서 실증하는 것이 필요함. 핵분열생성물의

제거는 현 실험실 규모 INL 핫셀 자료(#11, #12, #13)가 대체로 만족스러움.

다만, 열처리 온도와 진공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함. 배기체처리 분야에 있

어서는 Cs와 Tc의 선택적 분리효율이 99% 이상이 되도록 함.

◯ 휘발성 산화공정의 최적 조업변수 도출

- 0.2∼1.5 kg U3O8분말/batch를 처리할 수 있는 회전형 휘발성 산화장치 설계

및 제작하였음

- 진동충전중에 진동수 및 진폭 조절이 가능한 분말 충전밀도 증대용 진동충전기

를 설계하였음

- 열역학적 자료를 이용하여 열처리 분위기 및 온도에 따른 금속 및 Cs 화합물

의 산화 및 휘발 거동을 분석하여, 열처리분위기별 각 핵분열생성물을 99% 휘

발시키는데 요구되는 온도조건을 평가하였음

- 대용물질 이용하여 산화실험을 하여 핵분열생성물의 산화공정조건을 설정 :

700℃, 3시간, 산소분위기

-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 (RuO2) 휘발율 제거율 증대를 위한 공정 설정 :

1200℃, 3시간, 압력 : 7.6∼76 torr

- 회전형 휘발성 산화장치 및 SIMFUEL 이용 입도제어 실험 결과, 1 mm이상

그래뉼이 최대 84%까지 회수됨

- UO2 그래뉼의 겉보기 기공율은 65%로 전해물이 침투가 용이한 다공성 구조임

- UO2 그래뉼을 전해환원실험 결과 U금속전환율은 99% 이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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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휘발성산화장치의 재질(Inconel 합금)의 융점 및 고온 부식성을 고려

하면, 휘발성 산화공정의 최적 운전조건은 4단계로 구성됨 :

1) 산화분위기하 500℃에서 UO2 소결체를 산화하여 U3O8 분말 제조, 2) 산화분

위기하 700℃에서 귀금속을 산화 및 Tc을 휘발제거, 3) 알곤분위기하 1200℃에

서 U3O8 분말을 그래뉼화 및 Cs 화합물을 휘발제거, 4) 4%H2-Ar 분위기하

1000℃에서 UO2+x 그래뉼을 UO2 그래뉼로 환원

- 사용후 LWR 및 MOX 핵연료를 이용하여 INL과 총 9회 휘발성 산화실험을 수

행하여 산화탈피복, 핵종휘발율, 분말입도 특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음

◯ 배기체 처리공정 최적 조업변수 도출

- 배기체처리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 PWR 사용후핵연료(초기농도: 4.5wt.%, 연소도: 45,000 MWd /tU, 냉각기간:

25년)를 선정하여 처리규모 200g/batch의 고온․진공용 배기체 처리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함

▪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 시제품의 성능시험은 단위포집장치의 온도, 진공

도, 기밀성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 설계조건을 모두 만족함

- 비방사능 물질 이용 단일 핵종 포집실험

▪ 진공조건하 포집온도 1100 ℃에서 석탄회필터를 이용하여 CsNO3로부터 휘

발된 세슘의 포집효율은 포집온도 1000℃와 비교하여 약 10배 증가함

▪ 칼슘필터를 이용하여 RuO2로부터 휘발되는 루테늄의 포집량은 무게분석과

XRD 분석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SEM-EDX 분석으로 루테늄이 포집된

것을 확인함

▪ Ca-II 필터를 이용하여 7.6 torr의 진공조건하 몰리브데늄을 포집한 결과 포

집효율은 99.9% 이상이고 몰리브데늄은 CaMoO4 형태로 포집됨

▪ Ca-II 필터를 이용하여 76 torr의 진공조건하 레늄을 포집한 결과 포집효율

은 약 99%이고 레늄은 Ca(ReO4)2․2H2O 형태로 포집됨. 7.6 torr 이하의 진

공도에서 레늄의 포집성은 감소함

▪ Ca-II 필터를 이용하여 7.6 torr의 진공조건하 Te의 포집효율은 99.9% 이상

이고 텔루륨은 Ca3TeO6, CaTeO3 형태로 포집됨

▪ Ca-II 필터를 이용하여 7.6 ～ 76 torr의 진공도에서 안티몬의 포집성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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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약함. 안티몬은 CaSb2O6및 CaSb2O7 형태로 포집됨.

- 비방사능 물질 이용 혼합 핵종 포집실험

▪ Ca-II 필터를 이용하여 7.6 torr의 진공조건하 혼합핵종(Mo, Te, Sb, Re)의

포 집효율은 99.9% 이상임. 대부분분의 혼합핵종이 첫번째 칼슘필터에

포집되었 고 이의 포집량은 0.80 g-mixed species/g-filter 임

▪ Ca-II 필터에 포집된 혼합핵종 중 몰리브데늄은 CaMoO4, 안티몬은

CaSb2O6MgSb2O6, 텔루륨은 Ca3TeO6, 레늄은 Ca(ReO4)2․2H2O 형태로

포집됨

- 신규 필터이용 핵종 포집 실험

▪ 상압 ∼ 7.6torr의 진공도에서 석탄회-II 필터를 이용한 세슘의 포집효율은

99%임, 세슘은 CsAlSi2O6 형태로 포집됨

▪ 상압 ∼ 7.6torr의 진공도에서 Ca-II 필터를 이용한 레늄의 포집효율은 99%

임. 레늄은 Ca(ReO4)2․2H2O 형태로 포집됨.

▪ 석탄회필터-II와 Ca-II 필터를 이용하여 공기분위기하 각각 포집온도 100

0℃, 800에서 세슘과 레늄을 분리 포집함. 따라서 세슘 및 테크네튬의 선택

적 포집 기술을 확보함

- INL 핫셀 실험장치용 배기체처리 필터 제작 및 공급

▪ INL-KAERI간 협력약정에 따라 INL 배기체 처리장치에 사용할 Cs, Ru, I

포집필터를 KAERI측에서 제조하여 1차로 1set (2007. 11), 2차로 3set

(2008.1) 및 3차로 1set (2009. 5)제조하여 INL 측에 공급함.

▪ KAERI 측에서 INL 핫셀 실험용 포집필터에 대한 작업자의 건강 유해/위험

성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된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작성하

여 포집필터와 함께 INL 측에 제공하여 Belsium reactor-3 spent fuel의

DEOX 실험에 사용하도록 제공하였음.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INL핫셀에서 배기체 포집 공동실험

▪ Test #14 실험결과 MOX 사용후핵연료의 산화는 육안상으로 미미하였고 불

완전한 탈피복, fly ash filter에 Cs과 미량의 Tc이 동시 포집됨.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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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책으로 Cs, Tc 분리 성능이 개선된 fly ash filter-II의 개발이 요구됨.

▪ Test #19 배기체 포집실험 후 석탄회필터를 감마 스캐닝한 결과 137Cs이

ash filter 10단 이내에서 매우 양호하게 잘 흡착된 것으로 분석됨.

▪ Test #21은 필터의 포집량을 최대화하기 위한 배기체 처리실험을 실시함.

대부분의 사용후핵연료는 산화되었으나 상당량의 cesium pertechnetate가 형

성되어 Zone 1과 Zone 2 튜브사이에 침적됨. 이의 원인은 운전 조건과 필터

매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Tc을 활발히 휘발시키기 위해서는 산화조

건을 700℃로 운전하는 것이 요구됨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에서는 SIMFUEL과 회전로를 이용 그래뉼 제조 가능성을 보였음. 향후, 새

로운 I-NERI 과제 혹은 한미공동 연구를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이용 INL핫셀에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회전로에서 사용후핵연료봉을 탈피복하고, 핵종휘발하며, 그래

뉼을 제조하는데 본과제 결과를 활용하고자 함. 또한, 주변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 사

용후핵연료 그래뉼을 이용 INL 핫셀에서 전해환원 및 전해정련 하고자 함.

국내에서는 원자력중장기연구의 고도 전처리단위공정연구에 본 연구 결과를 반영하

여 PRIDE 시설 원료물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임. ESPF의 물질수지 작성,

ESPF 휘발성산화장치 설계/제작, 배기체처리장치 설계/제작에도 활용할 예정임.

현재는 보류되었지만, 미국의 후행핵연료주기 실증 및 상용 시설(연간 2000톤 규모

의 처리용량)이 현실화 될 경우 이 시설의 전처리공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함께 노력하고, 기존 연구팀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여 후행핵주기 관련연구를 계

속해서 협력·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할 계획임.



- ix -

SUMMARY

(영 문 요 약 문)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for Treatment of Spent Fuel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work is to develop an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that

provides a means to recover fuel from the cladding, to prepare fuel for subsequent

processing, to simplify downstream processes by removing volatile fission products

prior to pyroprocess, and to safely trap volatile fission products. The proposed

work focuses on three areas: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advanced voloxidation on

pyroprocessing of spent oxide fuel with a determination for a path forward,

optimization of the off-gas trapping capabilities for fission products with respect to

pyroprocessing, and development of operational parameters for advanced

voloxidation with respect to pyroprocessing.

B. Necessities of the Project

There was a LiO2 problem in electroredution process, where fine powder was

used with a porous ceramic crucible as a raw material. Therefore, this study

manufactures porous granules larger than 1mm. This can make wire mesh

container be used in electroreduction process and can solve LiO2 problem. Also,

preremoval of main nuclides, Cs, Tc, I can increase usable number of salt in

electroreduction process, can help for salt crystalliztion process. Preremoval of I,

Br, Se, Te can help for electrode damage control. Selective trapping of Cs, Tc,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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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provide a mean to decrease the amount of high level waste and GTCC waste

with introduction of transmutation of Tc-99 and I-129.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s as follows:

A.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advanced voloxidation on pyroprocessing

of spent oxide fuel with a determination for a path forward

- Effect of particle size on oxide reduction and particle structure

- Assessment of decladding options for pyroprocessing

- Effect of removal timing of fission products

- Analysis of radioactivity and decay heat of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 Proliferation resistance of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 Effect of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on shielding

B. Establish performance objectives for advanced voloxidation with

respect to the downstream effects

- Performance objectives for advanced voloxidation

C. Development of operational parameters for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 Design and manufacture of lab-scale rotary voloxidizer in order to

determine the operational conditions (high temperature oxidation or vacuum)

of INL voloxidizer in hot cell

- Design of vibropacking equipment for enhancing packing density of uranium

oxides powder

- Experiment and evaluation of oxidation and vaporization using surrogate

materials according to operational conditions of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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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iment and evaluation of particle size control of uranium oxides using

SIMFUEL in order to determine the operational conditions (high

temperature oxidation or vacuum) of INL voloxidizer in hot cell

- Experiment on voloxidation using spent LWR and MOX fuel in ILN hot cell

D. Optimization of Off gas treatment technology

- Design and fabrication of an off-gas treatment system for a rotary

voloxidizer in KAERI

- Experiment on single-component using non-radioactive material

- Experiment on multi-component using non-radioactive material

- Experiment single-component using newly developed filter

- Fabrication of off-gas filters and supply for a voloxidizer in INL hot cell

- Hot experiments on trapping of gaseous fission products from spent fuel

IV. Results of the Project

The results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A.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advanced voloxidation on pyroprocessing

of spent oxide fuel with a determination for a path forward

- Effect of particle size on oxide reduction and particle structure

▪The references shows that it will take 36 hrs for 10 mm particles to be

electro-reduced, and will take 12 hrs for 2-3mm particles to be

electro-reduced.

▪This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showed that it can manufacture the

porous granule particles, which has rice-ball structure. Granules can be

used in the wire mesh container and can reduce the electro-reduction

time.

- Assessment of decladding options for pyro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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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 three cases. Case 1 is for 1 inch rod-cuts made by chopping of

fuel elements. Case 2 is for fragments by mechanical slitting. Case 3 is

for granules made by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In case 1, fine fraction portion(16%) is too much, which cannot be used in

wire mesh container. In this case, real fuel length may be 1 cm, which

means that it will take 36 hrs to be electro-reduced.

▪Fragments by mechanical slitting may be at the maximum 1cm. It will

take too much for them to be electro-reduced. So, additional attrition and

sieving process will be needed.

▪In case of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electro-reduction time may be

short due to porous granules having rice-ball structure. It is possible to

trap Cs, H-3, I, and Tc selectively in the advanced voloxidation system.

- Effect of removal timing of fission products

▪4 cases were reviewed, which are a rod-cut utilization case, a fragment

utilization case, advanced voloxidation case, and a low temperature

voloxidation case.

▪In case that highly radioactive Cs is removed in the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it can increase the usable number of LiCl salt in

electro-reduction process.

▪In case that long-lived Tc and I are removed and trapped selectively by

filters in the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these filters can be GTCC

wastes. If transmutation technology will be introduced in the future, these

GTCC waste can be low level waste.

▪4 nuclides (Se, Te, I, Br) are known as electrode corrosion nuclide in the

electro-reduction process. If these nuclides are to be removed in the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it can be helpful for protecting electrodes

of the electro-reduction process.

- Analysis of radioactivity and decay heat of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The ORIGEN-ARP code was used for analysis of radioactivity and decay



- xiii -

heat of the spent PWR fuel (initial concentration : 4.5%, burn-up : 45,000

MWD/MTU)

▪Radioactivity reduction ratio of discharged fuel is 26% and that of 5 year

cooling fuel is 43%, and that of 20 year cooling fuel is 46%.

▪Decay heat reduction ratio of discharged fuel is 39% and that of 5 year

cooling fuel is 57%, and that of 20 year cooling fuel is 49%.

- Proliferation resistance of the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INL hot experiment showed that TRU such as Pu, Np, Am, etc was not

volatilized even after heat treatment under 1,200℃ and vacuum condition.

▪Radio-activity reduction ratios of AVP process and DUPIC process are

almost same.

▪In view of TRU behaviour and radio-activity reduction ratio, proliferation

resistance of AVP are considered to be the same as that of DUPIC

process.

- Effect of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on shielding

▪Source term evaluation of AVP: ∼67% reduction of gamma spectrum

▪Evaluation of external surface dose rate with shielding thickness thru

Monte Carlo method

: General concrete : 12% reduction in shielding thickness, high density

concrete : 28% reduction in shielding thickness

B. Establish performance objectives for advanced voloxidation with

respect to the downstream effects

- Performance objectives for advanced voloxidation

▪Evaluation results of 4 cases showed that case 3 (the low-temperature

voloxidation taken to 1200
o
C under vacuum, so called advanced process)

was chosen as the best option for head-end process of pyroprocessing.

Case 3 got good points in electro-reduction rate, product characteristics,

handling properties, removal of fission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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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objective of particle size control is to produce larger particles

than 1 mm. It is needed to verify particle size controllability in INL hot

cell. Removal rates of fission products are largely satisfactory, which were

obtained in INL hot experiments(#11, #12, #13). However, heat treatment

temperature and vacuun degree lowering are needed to be lowered. In the

area of off-gas treatment, selective separation efficiency of Cs and Tc

should be over 99%.

C. Development of operational parameters for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 Design and manufacture of lab-scale rotary voloxidizer treating 0.2∼1.5 kg

U3O8 powder/batch

- Design of vibropacking equipment for enhancing packing density of uranium

oxides powder : enabling the control of vibration frequency and amplitude

during vibropacking

- In order to evaluate operational parameters of an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oxidation and vaporization behaviors of low melting point and

noble metals, and Cs compounds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thermal

treatment atmosphere and temperature by using thermodynamic data and

program. Thermal treatment condition was described for 99% volatilization

of metals and Cs compounds.

- Establishment of process conditions for oxidation of surrogate materials :

at 700℃ for 3 h in oxygen

- Establishment of vaporization conditions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vaporization rate of semi-fission products(such as RuO2) : at 1200℃ for 3 h

under pressure range from 7.6 to 76 torr

- Recovery rate of UO2+x particles higher than 1 mm using rotary voloxidizer

and U3O8 SIMFUEL powder could be obtained upto 84%.

- Fabrication of porous UO2 granule with apparent porosity of 65%

- Electro-reduction test of UO2 granules were performed. The shapes of

granules were kept well even after test. Conversion ratio of uranium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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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99%.

- According to analysis of KAERI works, the operation conditions for

advanced voloxiation process may be consisted of the following four steps;

1) oxidation of UO2 pellet into U3O8 powder at 500
oC in oxidative

atmosphere, 2) additional oxidation of noble metal alloy and/or vaporization

of Tc at 700oC in oxidative atmosphere, 3) granulation of U3O8 powder and

vaporization of Cs compounds at 1200oC in an atmosphere of argon, and 4)

reduction of UO2+x granules into UO2 granules at 1000
oC in an atmosphere

of 4%H2-Ar.

- Acquisition of data for oxidative decladding, vaporization rate of fission

products, and particle size from experiment on voloxidation using spent

LWR and MOX fuel in ILN hot cell

D. Optimization of Off gas treatment technology

- Design and fabrication of an off-gas treatment system for a rotary

voloxidizer in KAERI

▪The OTS (Off-gas Trapping System)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on

a lab-scale based on the estimated amount of fission products evolved

from the oxidation process of the 1 batch (200 g) of PWR spent oxide

fuel (4.5 wt% U-235 enrichment, 45,000 MWD/MTU and 5-years cooling)

under high temperature and vacuum

▪Performance evaluation of off-gas trapping system was conducted in

terms of temperature, vacuum degree, leak test. etc. It showed a good

agreement with the design criteria of this system

- Experiment on single-component using non-radioactive material

▪Trapping efficiency of cesium volatilized from CsNO3 using fly ash filter

at 1100℃ under a vacuum condition was increased 10 times, in

comparison with 1000℃

▪The trapping amount of Ru by using calcium filter under a vacuum

condition was little analyzed. SEM-EDX analysis indicated that Ru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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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pped on the surface of the filter as a 45 wt.% of Ru

▪The trapping efficiency of Mo by using Ca-II filter under a vacuum of 7.6

torr was 99.9%. According to XRD analysis on molybdenum compound

trapped Ca-II filter indicated that CaMoO4 phase was formed.

▪The trapping efficiency of Re by using calcium filter under a vacuum of

76 torr was 99%. According to XRD analysis on rhenium indicated that

Ca(ReO4)2∙2H2O phase was formed. The trapping efficiency of Re by

using calcium filter was decreased less than a vacuum of 7.6 torr

▪The trapping efficiency of Te by using Ca-II filter under a vacuum of 7.6

torr was 99.9%. According to XRD analysis on molybdenum compounds

trapped Ca-II filter indicated that Ca3TeO6 and CaTeO3 phases were

formed.

▪The trapping amount of Sb by using Ca-II filter under a vacuum of 7.6

was little analyzed. According to XRD analysis on antimony compounds

trapped Ca-II filter indicated that CaSb2O6 and CaSb2O7 were formed

- Experiment on multi-component using non-radioactive material

▪The trapping efficiency of mixed species by using Ca-II filter under a

vacuum of 7.6 torr was 99.9%. A majority of the mixed species was

trapped on the 1st filter. The mixed species trapping quantity of the

1st filter was 0.80 g-mixed species/g-filter.

▪According to XRD analysis on Mo, Sb, Te, Re compounds trapped Ca-II

filter indicated that CaMoO4, CaSb2O6, MgSb2O6,Ca3TeO6, Ca(ReO4)2․2H2O

were formed.

- Experiment single -component using newly developed filter

▪The trapping efficiency of Cs by using fly ash-II filter under a vacuum

from atmospheric pressure to 7.6 torr was 99%. According to XRD

analysis on cesium compound trapped fly ash-II filter indicated that

CsAlSi2O6 phase was formed

▪The trapping efficiency of Re by using fly ash-II filter under a vac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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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tmospheric pressure to 7.6 torr was 99%. According to XRD analysis

on rhenium compound trapped Ca-II filter indicated that Ca(ReO4)2․2H2O

phase was formed

▪Gaseous cesium and rhenium were separately trapped at the trapping

temperature of 1000℃ for fly ash filter-II and 800℃ for Ca-II filter in air

atmosphere.

- Fabrication of off-gas filters and supply for a voloxidizer in INL hot cell

▪KAERI supplied 5 sets of filter(fly ash filter, Ca filter, AgX) for INL hot

experiments( 1st supply (1 set, (November, 2007)), 2nd supply (3 set,

(January, 2008)), 3rd supply (1 set, (May, 2009))

▪KAERI supplied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to INL staffs

- Hot experiments on trapping of gaseous fission products from spent fuel

▪Oxidation of MOX fuel was minimal based on visual, difficulty in

decladding, and incomplete off-gasing of Cs and Tc for Test #14.

Development of new filter media was needed to trap separately gaseous

cesium and rhenium

▪Radioactive 137Cs was trapped within 10th fly ash filter for Test #19

▪Test #21 was performed to maximize the amount of volatiles collected on

the filter media and test filters with new formulations of calcia content.

although a majority of the fuel was well oxidized, a significant amount of

cesium pertechnetata formed and deposited in the tubing between Zone 1

and Zone 2. Separation of Cs and Tc may not be possible with given

filter media efficiency. So, oxidation step at 700℃ may be needed to

volatile Tc actively.

V. Proposal for Further study and Applications

This study shows that manufacturing granules can be possible using SIMFUEL

and rotary voloxidizer. In the near future, this report results will be utilized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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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INERI project or a new ROK-US project, in which decladding, removal of

fission products and fabrication of granules might be conducted in INL hot cell

using rotary voloxidizer. If possible, it is required that electro-reduction and

electro-refining activities are performed using SF granules in INL hot cell.

In Korea, this R&D results are supposed to be incorporated into the project

"Advanced Head-end Unit Process Development", which is one of the long term

R&D projects. So, we are going to properly supply the PRIDE electro-reduction

process with feed material. And, the results will utilized in material balance of

ESPF, design & manufacture of ESPF voloxidzer and ESPF off-gas trapping units.

Though it's delayed now, for the time when the plan of commercial

plant(capacity: 2,000ton-SF/yr) for back-end fuel cycle would come into realization,

we are going to try with INL team so that our technology would be applied for

head-end process. And we also keep human network and cooperation with the

existing US R&D team so that R&D on back-end fuel cycle can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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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피복관으로 부터 분리하

는 탈피복 공정, 이를 후속공정(습식인 경우 UREX 공정, 건식인 경우

Pyroprocessing 공정)에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핵분열생성물을 제거하

고, 후속공정에 적합한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것이 요구됨. 또한, 상기 전처리공정으로

부터 휘발되는 기체상 핵분열 생성물을 안전하게 포집하는 배기체처리 공정 기술개발

이 요구됨. 이러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기술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1. 기술적 측면

- 저온(약 500℃)에서 휘발성 산화(voloxidation) 시켜 분말화 하는 세단-휘발-용해

공정 (chop, voloxidation and leach process) 중의 기존 휘발성 산화공정에서는 삼중수

소만 제거하고 분말을 질산에 용해시켰다. 이 공정 조건에서는 삼중수소만 제거되고

Cs은 물론 I, Kr, Xe, C-14 핵종도 거의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후속 건식공정 중 하나

인 전해환원(electrowinning) 공정에서 이들 제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 그러나, Pyroprocessing 공정에서도 장수명 핵종(Tc-99, I-129, C-14 등), 고방열

핵종(Cs 등), 귀금속 핵종(Mo, Rh, Te 등) 등을 전처리 공정에서 사전 제거할 경우 후

속공정의 방사능 감소, 염폐기물 처리공정의 효율 및 경제성 향상 등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 휘발성산화공정에서의 세슘 선제거로 전해환원공정의 염사용 횟수가 늘어나 경제

성이 향상되며, 염폐기물처리시 요오드의 사전제거로 인해 염폐기물중 세슘, 스트론튬

제거 경막 결정화법이 가능토록 한다.

- 한편, 이 공정을 통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물질로 부터 휘발된 장수명 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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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99, I-129, C-14 등), 고방열 핵종(Cs 등), 귀금속 핵종(Mo, Rh, Te 등) 등 기체상

핵분열생성물을 안전하게 포집할 필요가 있다.

- 전극 방해 핵종인 요오드의 경우 전해환원반응기의 폐기물 염상(salt phase)으로

이동하여 LiI를 형성하리라 예상되나, 아직 이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개

발되지 않았다.

- 본 과제가 시작한 2007년 11월, 전해환원 공정에서는 미세 분말 형태의 U3O8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의 충전밀도는 약 2 g/cc로서 전해환원 공정의 처리량을 증대시

키는 데 제한이 따르고, 분말 취급으로 인한 분진 확산, 다공성 세라믹 용기 사용에

따른 용기내 산소이온의 축적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공성 입자 형태로 바꾸어 전해환원 속도도 높이고, 충전밀도를 증대시켜 전해환원

공정의 처리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 2003년 6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4차 한미원자력상설공동위원회의 의

결에 따라 DUPIC과제를 제외한 연구과제에서 한국내 사용후핵연료 형질변경 연구는

금지되었다. 따라서, INERI과제의 경우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실험 연구는 미국에서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미국 INL 연구소의 핫셀, 사용후핵연료 물질 화학분석 기술, 원격 취급기술을 최

대한 활용하여 KAERI개발 원천기술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즉, SIMFUEL을 이용한

원천기술은 한국 KAERI에서 개발하고 미국 INL에서는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사용

후핵연료를 이용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 국내에서는 경․중수로 연계(DUPIC)핵연료기술개발과제,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기술개발과제, 사용후핵연료 건식재가공 기술개발과제를 통해 기체상 핵

분열생성물 포집, 휘발성산화, 핵분열 생성물 누출 특성 분석, 산화탈피복, 기계적 탈피

복에 대한 원천기술 및 기반기술을 개발해오고 있다.

- 이에, 미국 DOE(산하 INL, ORNL 연구소)는 KAERI의 기술력을 인정하여 2004

년 6월부터 3년간 한국 KAERI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휘발성 산화공정개발”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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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휘발성 산화공정에서 세슘, 요오드, 테크네튬, 루테늄 등의

핵분열 생성물의 제거 가능성 및 이 핵종들의 안전 포집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후속 pyroprocess의 효율 증대, 폐기물 량 감소 등 중요한 가능성을 시사 하였

다.

- 2006년 11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BINERIC 회의에서 본 연구결과는 매우 전망이

좋은 바, 향후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연구는 습식공정을 위한 연구보다

pyroprocess를 위한 휘발성 산화공정을 개발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또한, 연구 범위를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뿐만아니라 미국 보유 고속로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도 포함하라

는 주문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pyroprocess를 개발하고 있는 미국 INL과 한

국의 KAERI가 공동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연구범위도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서 고속

로 사용후핵연료까지 넓히게 되었다.

2. 경제․산업적 측면

- 미국의 AFCI 프로그램에서는 연간 사용후핵연료 2,000 톤 처리규모의 전처리공

정 건설을 계획하였었지만, 오바마 행정부들어서 보류되었다. 그러나, 향후, 미국의 원

자력 여건이 좋아저 다시 전처리공장 건설이 추진된다면, 본 과제의 연구결과와 상호

협력 신뢰, 구축된 인맥을 바탕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

라 판단 된다.

- 입도 조절 등으로 충전 밀도 향상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전해환원 공정의 처리

용량 증대로 공정의 경제성 향상이 예상된다.

- 전해환원 공정, 전해정련 공정, 염폐기물 처리 공정 등의 공정 효율 증대로 인한

전체 파이로(pyroprocessing) 공정의 경제성 향상이 예상된다.

- 본 공정의 Cs, I, noble metal 등의 핵종 선제거 기술은 건식공정 뿐만 아니라 습

식공정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습식처리, 혹은 건식처리에 관계없이 미국의 전처

리 공정에 적용이 가능하다.



- 4 -

- 핵종별 배기체 처리 기술은 고속로 금속핵연료 노심제조, 방사성 폐기물 유리화

등의 산업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사회․문화적 측면

- 한미원자력상설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DUPIC 연구범위외의 사용후핵연료 이

용 실험은 한국에서 불가. 따라서, pyroprocess 용 휘발성산화공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는 본 과제와 같이 INERI 과제 형태로 미국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실험을 수행

하여야 한다.

- 지난 INERI 연구를 통해 양국 간 (KAERI, INL, ORNL) 신뢰가 어느 정도 구축

되었고 사용후핵연료 취급분야의 공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사료된다.

- 본 연구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휘발성산화기술, 핵종제거 등 민감한 기술의 국

제교류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관련 민감 기술에 대한 국제 원자력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 본 연구를 통해 한미간 신뢰구축 및 정보교환의 장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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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다음과 같다.

•파이로 공정 효율 제고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 개발

-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포집 성능 최적화

- 휘발성 산화공정의 조업변수 최적화

2. 주요 연구내용

본 과제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속 파이로 공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

- 휘발성 산화 분말 입도조절에 따른 전해환원조 충전밀도 영향평가

- 탈피복 방법에 따른 영향 평가

• 휘발성 산화공정 목표 정립

- 휘발성산화공정 운전 조건에 따른 핵분열생성물 휘발자료 분석 및 평가

- 휘발성산화공정 운전 조건에 따른 입자크기 자료 분석 및 평가

- 휘발성산화공정 성능 목표 도출

• 휘발성 산화공정의 최적 조업변수 도출

- INL 핫셀 실험장치 조건(고온산화, 진공)설정을 위한 회전로형 휘발성산화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 분말 충전밀도 증대용 진동충전기 설계

- 휘발성산화공정 운전 조건별 산화 및 휘발 실험 및 평가

- INL 핫셀 실험 장치 조건(고온산화, 진공)설정을 위한 SIMFUEL 이용

휘발성산화공정 조건별 입도제어 실험 및 평가

-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INL핫셀에서 휘발성산화 공동실험

• 배기체 처리공정 최적 조업변수 도출

- INL 핫셀 실험장치 조건(고온산화, 진공)설정을 위한 배기체처리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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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제작

- INL 핫셀 실험장치 조건(고온산화, 진공)설정을 위한 비방사능 물질 이용 단일

핵종(Cs, Ru, Mo, Tc(Re)) 포집실험

- INL 핫셀 실험 장치 조건(고온산화, 진공)설정을 위한 비방사능 물질 이용

혼합 핵종(Cs, Ru, Mo, Tc(Re)) 포집실험

- INL 핫셀 실험 장치 조건 설정을 위한 신규 필터이용 핵종 (Cs, Tc(Re)등)

포집 실험

- INL 핫셀 실험장치용 배기체처리 필터 제작 및 공급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INL 핫셀에서 배기체 포집 공동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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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제 1 절 휘발성 산화공정 기술개발 현황

1. 연구 동향 개요

저온(약 500℃)에서 휘발성 산화(voloxidation) 시켜 분말화 하는 삼단-휘발성산화-

용해 공정 (chop, voloxidation and leach process) 중의 기존 휘발성 산화공정에서는

삼중수소만 제거하고 분말을 질산에 용해시켜 공정을 개발하였다. 이 공정 조건에서는

삼중수소만 제거되고 Cs은 물론 I, Kr, Xe, C-14 핵종도 거의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후속 건식공정 중 하나인 전해환원(electrowinning) 공정에서 제거해야 하는 부담이 있

다.

그러나 전해환원 공정은 650℃ 고온의 리튬 염화물 분위기에서 수행되는바 이 공정

의 배기체에는 다양한 염화물(LiCl, CsCl 등)의 미량 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Kr, Xe,

C-14 핵종 포집은 물론 Li, Cs 등의 안전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때, 요오드의

경우 전해환원반응기의 폐기물 염상(salt phase)으로 이동하리라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처리방법은 정립되지 않고 있다.

KAERI-INL에서는 공동으로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을 개발을 하고 있으며 기존 휘

발성 산화공정 채택 시에 제거되지 않는 Cs, Kr, Xe, C-14, I, Ru, Tc, Mo 등 귀금속

(noble metal)들을 제거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최근에 전해환원용 처리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원료입자 조건으로는 전해질의 침

투가 용이한 다공성 구조, 충전율을 높일 수 있는 형태, 그리고 mm 단위 정도의 크기

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전해환원 중에 미소입자들이 분리되어 전해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우라늄 금속전환체에 전해질이 부착되어 동반제거를 감소시키는 형태가 요

구되고 있다.

2.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가. 국외 동향

사용후핵연료 휘발성 산화공정인 Voloxidation 공정은 미국 ORNL에서 처음 개발하

였으며, 초기에는 사용후핵연료 산화를 통한 분말화 및 습식 용해조 용액내 방사능을

줄이기 위하여 트리튬을 사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음. 따라서 Voloxidation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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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건은 대부분 500℃ 산화분위기였으며, 이 경우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분열기체중

트리튬 방출율(제거율)은 100%인 반면 기타 핵분열기체(C-14, I-129, Kr-85 등)의 방

출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JAEA는 1992년 습식 재처리 질산 용해공정의 NOx 분위기 하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 등의 제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용해공정 전 저온 휘발성 산화공정을 도

입하였음. 회전로(rotary kiln)를 사용한 500 ℃의 휘발성 산화공정에서 성공적으로

U3O8 분말화 하였으며 대부분의 삼중수소를 제거하였다[2.1.2.1].

2000년 중반 제 4세대 (Gen-IV) 원자력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수행중에 있는

AFCI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프로그램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시

기존에 사용한 Voloxidation 공정 적용시 핵분열기체 방출율이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

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등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전처리 공정으로서 고도 휘발성 산화

공정(Advanced Voloxidation Process)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미국 INL은 PWR 사용후핵연료 전처리 공정의 휘발성 산화공정과 고방사성 배기

체 처리에 관하여 한국의 KAERI, 미국의 ORNL과 I-NERI 과제로 2004년 6월부터 3

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휘발성 산화공정 조건을 변화시켜 가면서 다양한 핵분

열 생성물 제거 거동을 분석하였다[2.1.2.2].

2007년 11월부터 미국 INL은 파이로 공정에 적용할 목적으로 산화 탈피복율 최대,

적정 입도 유지, 고방사능 핵종인 세슘 제거, 장수명 핵종인 I-129, Tc-99, C-14 제거

가 가능한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을 한국 KAERI와 INERI과제로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ORNL에서는 UREX+ 공정을 위해 전처리 과정으로 Rotary-Kiln형태의 5 kg 규모

사용후핵연료 처리용 Voloxidizer를 이용하여 600℃까지 산화 탈피복, 분말화, 휘발성

핵종을 제거하고 있으며, I 핵종의 휘발 제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산화처리 온도를 증

가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2.1.2.3].

일본 NDC와 MHI사에서는 산화탈피복・분말화인 공정 PULDOX(PULverization

and Decladding technology of the spent OXide fuel by the dry pyrochemical) 공정

을 개발하여 분말제조 공정온도별 분말의 입도에 따른 1000℃의 감압하에서 핵종휘발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미세입자의 분말에서 Cs 핵종의 휘발율이 높음을 보였다[2.1.2.4].

일본의 CRIEPI에서는 연료입자의 전해환원 처리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SIMFUEL을

이용하여 1000℃의 공기분위기하에서 휘발성 산화처리를 한 후에 얻은 분말을 성형

및 소결하여 펠렛형 원료입자를 제조하였다[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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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동향

KAERI는 휘발성 산화공정, 공정 중 핵분열 생성물 거동 특성 분석, 발생된 기체상

핵분열 생성물 포집에 관하여 미국 INL, ORNL과 2004년 6월 1일부터 3년간 계획으로

I-NERI 과제로 공동 연구 중에 있으나,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실험

은 한미 공동상설위원회 결정에 따라 미국 INL 핫셀에서 수행하기로 하였다.

KAERI는 DUPIC 핵연료 제조를 위해 약 500℃에서 산화 실험을 수행하여 Kr 제

거율이 약 30% 이하, C-14의 제거율이 약 10% 이하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화 환원

(OREOX) 공정 중 Kr, C-14의 거동에 대하여 연구하여 대부분의 Kr, C-14이 제거됨

을 확인하였다. 소결 공정중의 세슘의 거동에 대하여 연구하여 대부분의 세슘이 방출

됨을 확인하였다[2.1.2.6].

한국 원자력연구원내 DFDF 핫셀에서 건식 재가공 조건에 따른 사용후핵연료내 핵

분열기체 방출거동 평가 특성 시험이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27,300 ～ 65,000

MWd/tU 연소도 범위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1차 산화 공정(500 ℃에서

산화) 및 OREOX(Oxidation and Reduction of Oxide Fuel)공정 (450 ℃에서 산화,

700 ℃에서 환원)으로부터 85Kr 및 14C 핵분열기체의 방출 거동을 실험적으로 측정하

고, 산화-환원 분위기 및 연소도의 영향을 비교 평가하였다.

국내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산화/환원 열처리 조건별 세슘 방출 거동 분석 연구

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유일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DFDF 핫셀내에 세슘 방출거동

을 on-line 측정 시스템을 구성하고,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출된 K23 집합체중 연

소도 65,000 MWd/tU인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K23-M03)를 이용하여 열처리 온도 변

화에 따른 세슘 방출율 (fractional release percent)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확보하였

다[2.1.2.7].

KAERI에서는 SIMFUEL를 이용하여 전해환원용 그래뉼형 및 펠렛형 원료입자를

제조하는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 10 -

제 2 절 배기체 처리기술개발 현황

1. 연구 동향 개요

고온 공정인 건식 재가공 공정의 배기체처리와 관련하여 1992년 미국에서 LWR 사

용후핵연료를 건식 처리하는 AIROX(Atomics International Reduction and Oxidation)

공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및 처리방법에 관하여 일부 기술되어

있으나, 기술 보유 수준은 기초 연구단계 수준으로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과

관련된 각 공정별 폐기물 처리방안, 처리조건, 처리효율 등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며

기술 수준은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과 관련된 배기체 처

리 기술은 현재 캐나다, 미국, 일본 등에서 일부 연구하고 있으나 배기체 처리기술의

핵심기술인 세슘, 루테늄 및 테크네튬 포집기술에 관한 KAERI의 국내 및 국외로의

특허 등록으로 인한 기술 선점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우수한 대체 배기체 처리기술의

출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2.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가. 국외 동향

캐나다 AECL은 1996년부터 건식 재가공 공정의 OREOX 및 소결로 배기체 처리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세슘의 포집물질로 Kenturky Stone 및 Redart Clay를 포집재

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산화 및 환원 분위기 변화, 포집 온도, 유속, 최대 포집

용량 등에 관한 세슘 포집 실험을 수행하였다[2.2.2.1, 2.2.2.2]. 미국의 westing house에

서는 melt-dilute 공정 시 발생하는 세슘을 처리하기 위해서 glass frit, activated

alumina 와 zeolite-based molecular sieves의 포집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activated

alumina가 가장 강력히 세슘을 포집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미국의 Westing house에

서는 activated alumina 와 zeolite 4A를 이용하여 melt-dilute 공정시 발생하는 세슘을

처리한 결과 세슘의 포집매질로서 zeolite 4A가 우수하다고 발표하였다[2.2.2.3]. 그밖에

일본, 미국, 독일 등에서는 유리화 공정, 소각 공정 등 고온 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Cs, Ru, C-14, I, Kr, Xe, H-3 등의 배기체 처리 및 공정기술개발을 제거 효율, 재활

용성, 처분 안전성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 저감과 이에 따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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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처분 비용이 절감되는 기술 및 기존 기술의 개선 연구를 병행하여 각 현장에 적합

한 포집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 INL과 ORNL에서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전처리 공정의 휘발성 산화공정과

고방사성 배기체 처리에 관하여 한국의 KAERI와 I-NERI과제로 2004년 6월부터 3년

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다(1차 INERI과제). 이 과제에서 미국 INL은 파이로 공정에

적용할 목적으로 산화 탈피복율 최대, 적정 입도 유지, 고방사능 핵종인 세슘 제거, 장

수명 핵종인 I-129, Tc-99, C-14 제거가 가능한 고온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을 수행하

였으며, ORNL은 UREX+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 상기 핵종 외에 추가로 Mo, Ru, Pd

등을 제거하기 위한 고온 휘발성 산화공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상기

과제에서 배기체 실험장치를 공동으로 설계, 제작하고 INL핫셀에 설치하여 고온 진공

분위기하에서 Cs, Tc, I 등 핵종이 성공적으로 휘발되고, 성공적으로 포집됨을 확인하

였다[2.2.2.4].

ORNL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600℃이하에서 산화하는 저온 휘발성산화

실험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공정 중 배출되는 휘발성핵종 Kr/Xe, H-3, C-14, I 등

의 배기체 처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2.2.2.5].

나. 국내 동향

원자력 연구소 건식공정 고방사성 핵물질처리 기술개발과제에서는 DFDF 시설 내

에 설치되어 있는 OREOX로 및 소결로 배기체 처리 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DFDF 시

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OREOX로 및 소결로 배기체 처리 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2000

년 3월부터 2007년 현재까지 원활히 운영 중에 있음.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는 조

사후시험시설(PIEF) 9405 핫셀 내에 설치된 OREOX 소결로에서 배출되는 배기체 처

리 장치를 설계, 운전, 제염 및 해체한 경험과 know-how를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석탄회를 이용한 방사성 세슘의 포집 방법”에 관한 특허를 한국(0192128),

일본(2902587), 프랑스(2740705)에 등록한 바 있고, “산업 배기가스 중의 루테늄 화합

물의 제거 방법과 포집재”에 관한 특허 역시 한국(198976), 일본(3002158)에 등록하였

다. 상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석탄회와 이트리아 혼합재를 사용한 휘발성 세슘과

루테늄 화합물의 동시 포집 방법”에 관한 특허도 한국(0332981)에 등록한 바 있다. 더

불어, 세슘 포집에 사용되는 석탄회를 배기가스 중의 중금속 즉, 카드뮴, 루비듐 등의

제거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 기술을 한국(6161)에 특허 등록하였다. 또한 “휘

발성 레늄 또는 테크네튬 화합물 포집제 및 이를 이용한 포집방법”에 관한 특허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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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655586)에 등록한 바 있다. 그 외 방사성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칼슘필터를 개발하

여 “이산화탄소 포집재, 그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포집방법”에 관한 특허도 한국

(54451)에 출원하였다.

KAERI에서는 즉, 200 gHM/batch 규모 회전로형 휘발성산화장치를 개발하고,

SIMFUEL과 상기 회전로를 이용하여 다공성 입자 제조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특허

출원 하였다. 또한, 실험실규모 선택적 배기체처리 실험장치를 개발하고 Cs, Tc, I 핵

종의 선택적 포집이 가능한 필터를 개발하여 상기 배기체 처리장치를 이용 선택적 포

집가능성을 확인하여 이를 특허 출원 하였다.

건식 재가공 핵연료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기체 처리 관련 기술은 현재 캐나다,

미국, 일본 등에서 일부 연구하고 있으나 배기체 처리기술의 핵심기술인 세슘 및 루테

늄 포집기술에 관한 국내 및 국외로의 특허 등록으로 인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우수

한 대체 배기체 처리기술의 출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배기체 처리 관련 기술 개

발의 향상을 위해서는 배기체 처리물질 내 각 핵종의 분석, 방사능 분석 등에 관한 분

석기술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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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후속 파이로 공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

1. 분말 입도가 전해환원에 미치는 영향 및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의 입자 구조

가. 분말입도와 전해환원

전해환원의 출발물질로는 UO2, U3O8, UO3 등 다양한 우라늄 산화물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절단공정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 rod-cut, 기계적 슬리팅 공정 혹은 레이저

슬리팅 공정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 알갱이(grain), 휘발성산화공정을 거쳐 나온 분말

들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우라늄산화물을 전해환원공정에 적용

하기 위해서는 입도가 전해환원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공정설계를 위하

여 매우 중요하다.

만약, 입도가 너무 작다면 미세 분말을 취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말의 미세

분은 wire mesh를 통하여 빠져나와 전해환원조의 염을 오염 시킬 수 있다. 또한, 입도

가 너무 크다면, 전해환원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Karell 과 Gourishankar

[3.1.1.1]은 부스러진 UO2 알갱이와 피복관에 둘러싸인 UO2 rod를 이용하여 전해환원

실험을 수행하였다. 부스러진 UO2 알갱이의 전해환원시간은 12 시간, UO2 rod의 전해

환원 시간은 36 시간 걸렸다. Herrmann 등[3.1.1.2]의 경우는 45μm( <325 mesh) 이하

의 미세분말이 염 용액을 오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45μm( >325 mesh)이상의 분말

만 wire mesh 용기에 장전하여 사용하였고, 미세분은 화학분석에 사용하였다.

Simpson 과 Herrmann[3.1.1.3]은 shrinking core model을 사용하여 전해환원 반응

에 대하여 모델링 하였다. 용융된 LiCl에 용해된 Li 가 UO2와 반응하여 다공성인 금속

을 형성한다.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다공성 층의 두께도 증가한다. 관찰된 반응속도는

층을 통한 리튬의 확산속도에 종속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Karell 등

[3.1.1.4]의 자료를 그들의 모델에 적용하여 UO2 펠렛이나 부스러진 UO2 알갱이 모두

잘 적용된다고 하였다.

한편, Karell 등[3.1.1.4]은 45 μm이하의 U3O7 미세분말을 이용하여 다공성

stainless steel crucible에서 전해환원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20시간이 걸렸다. 이는 다

공성 crucible의 벽두께로 인한 LiO2 확산 저항 때문에 환원시간을 감소시키지 못했다

고 하였다. 따라서 LiO2 농도 측면에서 wire mesh 용기가 다공성 용기보다 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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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된다.

나.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의 입자구조

고도 휘발성산화공정(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이하 AVP라 칭함)에서 생산

된 입자 모양은 그림 3.1.1.1 에 보이는 바와 같이 주먹밥 구조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즉, 작은 우라늄산화물 알갱이들이 서로 달라붙어 구형의 주먹밥 모양을 이룬다고 여

겨진다. 응집체 크기는 약 50μm 이상 10 mm이하로 조절될 수 있고, 알갱이 크기는

약 10 μm∼20μm 로 조절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LiO2 제거에 저항이 없다면 (예

를 들면, wire mesh 용기의 사용 등) 전해환원 시간은 크게 감소되리라 예상된다. 전

해환원시간은 우라늄 산화물이 알갱이 크기에 종속된다. AVP공정에서 생산된 UO2는

다공성 응집체를 형성한다. 이 응집체의 밀도는 약 5 g/cc으로 보이며 open porosity

는 약 50%로 생각된다. Simpson과 Herrmann의 model[3.1.1.3], shrinking core

model[3.1.1.10]에 따르면 1 cm 구형 알갱이와 100 μm 구형 알갱이의 계산된 환원시간

비율은 10,000이다. 만약, 1 cm 구형 알갱이가 18시간이 걸린다면, 100 μm 알갱이는

0.1 분 걸릴 것이다. 여기에서 Karell과 Gourishankar[3.1.1.1]이 1cm clad UO2 pellet

가 36시간 걸린다고 보고하였지만 이 계산에서는 18시간으로 보고 계산하였다. 또한,

AVP공정에서 나온 응집체 중 알갱이 크기는 보수적으로 100 μm으로 보았다. 전해환

원 시간에 기여하는 다른 인자 즉 산화물 장입, 장치 세팅, 운전, 장치 해체 및 생산품

회수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전해환원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

2. 탈피복 방법에따른 영향 평가

가. Rod-cut 자체로 전해환원

Rod-cut 자체로 전해환원하는 방법은 유망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rod-cut을 만들

기 위해서는 실험실에서 다이아몬드 톱이나, 튜브 cutter가 사용되기도 한다. 상용공장

에서는 shearing 기술이 보편화 되어있다. Karell 과 Gourishankar[3.1.1.1], Karell 등

[3.1.1.4]도 전해환원에 사용할 그들의 시편을 만들기 위하여 shearing 특성을 고려하였

다. 2.54cm의 rod-cut을 만들 때 UO2의 약 50%가 빠지므로 피복관이 쌓인 시편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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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1cm로 보고 만들어 사용하였다.

Davis 등[3.1.1.8]에 의하면 사용후 LWR 연료를 shearing하면 40 μm이하분이 최대

15.1%, 50 μm이라분이 최대 18.1%라고 보고하였다. 전해환원에는 325 mesh sieve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 sieve의 opening 크기는 44μm이다. 44μm를 기준으로 하면 16.6%

가 된다. 즉 이 부분은 325 mesh sieve에 사용할 수 없다. 이는 화학분석에 이용하거

나 다공성 용기에 담아 사용하여야 한다. 이점이 rod-cut 자체로 전해환원 하였을 때

의 하나의 단점이 된다.

Karell 과 Gourishankar [3.1.1.1], Karell 등[3.1.1.4]은 길이 1 cm, 외경 0.95 cm의

clad UO2 fuel rod를 이용하여 전해환원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환원시간이 36시간 이

였다. 한편, 부서진 UO2 알갱이의 경우 약 12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피복관이 유효

반응면적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실험결과로 부터, 피복관 내부의 상대적으

로 큰 입자가 chopped fuel의 환원 시간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Zr은 핵연료 matrix에 고용체로 있다[3.1.1.9]고 여겨지며 ORIGEN 코드로 계산한

spent PWR fuel(45,000 MWD/MTU, initial enrichment 4.5%, 5 yrs cooling)의 Zr 무

게는 약 5 kg/MTHM로 세슘(약 3 kg/MTHM) 보다도 많다. Herrmann 등[3.1.1.2,

3.1.1.5, 3.1.1.6]과 Park[3.1.1.7]에 따르면, 화학분석에 의해 전해환원조의 염으로 부터

Zr이 검출되지 않았다. 사용후 PWR 연료 1 HMTU이 전해환원될 때 약 256kg의 피

복관이 salt와 접촉한다. 이는 5 kg/MTHM과 비교할 때 매우 큰 값이다. (256/5=51)

피복관으로부터 Zr의 용출 특성을 알기위해서는 별도의 실험이 필요하다. 참고로,

Karell 등[3.1.1.4]은 stainless steel cladding으로 실험하였는데 전해환원후에도 피복관

의 손상이 없었다.

요약하면, rod-cut 산화물의 환원은 너무 많은 시간이 요한다. 또한, wire mesh에

쓰기에는 shearing 공정에서 나온 분말은 미세분이 너무 많다. 또한, H-3, Tc, I의 거

동 특성을 알아야 하는데 이에대한 정보가 거의 발표되지 않았다. 즉, 이기술을 적용

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많다.

나. 기계적 슬리팅에의한 fragment의 전해환원 및 고도 휘발성산화공정 응집체의

전해환원 특성

기계적 슬리팅에 의해서는 상당히 큰 사용후핵연료 알갱이를 얻을 수 있다. 45 μm

이하의 미세분말도 무시할 만하다. 그러나 그레인 구조와 배기체처리 효율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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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우선, grain의 입자밀도는 이론 밀도의 약 93% 이다. 즉 기공도는 7%정도 이

다. 반면, AVP공정의 응집체는 이론 밀도의 50% 정도이고 기공도도 약 50%일 것이

다. 이것은 두 경우 환원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의 경우 최대 그레인 크

기가 1 cm로 추정되며 후자의 경우는 최대 그레인이 100 μm이하일 것이다. Simpson

과 Herrmann의 모델[3.1.1.3], shrinking core model[3.1.1.10]에 의하면 1 cm 구형 알갱

이와 100 μm 구형 알갱이의 계산된 환원시간 비율은 10,000이다. 만약, 1 cm 구형 알

갱이가 18시간이 걸린다면, 100 μm 알갱이는 0.1 분 걸릴 것이다. 여기에서 Karell과

Gourishankar[3.1.1.1]이 1 cm clad UO2 pellet가 36시간 걸린다고 보고하였지만 이 계

산에서는 18시간으로 보고 계산하였다. 또한, AVP공정에서 나온 응집체 중 알갱이 크

기는 20μm 정도로 예상되나 보수적으로 100 μm으로 보았다. 전해환원 시간에 기여하

는 다른 인자 즉 산화물 장입, 장치 세팅, 운전, 장치 해체 및 생산품 회수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전해환원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 사실을 실험으

로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

또한, 핵분열생성물의 거동도 알아야 한다. 전해환원조에서 휘발성핵종 (Kr, Xe)은

상부로 날아갈 것이다. 그러나 삼중수소는 염쪽으로 이동하리라 예상된다. 좀 더 자세

한 거동은 연구가 필요하다. 장수명핵종(I-129, Tc-129)의 거동도 반드시 이해해야 한

다. Tc는 다른 귀금속(Ru, Mo, Rh, Pd)과 같이 행동하리라 판단되나 요오드는 염쪽으

로 이동되어 LiI가 형성되리라 본다. 염으로부터 LiI에 대한 분리방법, 이의 처분방법

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고 INL의 경우는 미량 TRU, 세슘, 요오드 등 함유 염을 제올

라이트, glass frits와 섞어 sodalite로 만들어 고준위폐기물로 처분하는 연구가 진행되

었다[3.1.4.1]. 반면, AVP의 경우 그림 A111처럼 삼중수소는 HT를 HTO 형태로 전환

하여 분자체로 포집하는 단위공정을 이용할 예정이며, 테크네튬은 칼슘필터로 포집하

며, 요오드는 Ag-X 필터로 포집할 예정이다. 기계적 슬리팅에서 나온 그레인을 전해

환원 할 경우 세슘은 염쪽으로 이동한다. 세슘 등을 포함한 염의 처리법은 상기의 방

법[3.1.4.1]이 있고, 최근에는 melt crystallization[3.1.4.2]법, 제올라이트 흡착법[3.1.4.3]

이 있다. 한편, AVP의 경우 기체상세슘을 800∼1000℃에서 석탄회 필터로 포집하고,

이 포집 필터는 필터 그대로 용기에 넣어 보관하거나 석탄회 잉곳으로 만들어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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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분열 생성물 분리시점 영향 평가

본 연구에서 생각하는 핵분열생성물은 Kr, Xe, C-14, H-3 와 같은 휘발성핵종, Cs,

Tc, I과 같은 준휘발성 핵종(I은 경우에 따라 휘발성핵종으로 분리되기도 함)을 의마한

다. 본 공정에서 고려한 경우는 rod-cut 이용공정 경우, fragment 이용공정 경우, 고도

휘발성산화공정 경우, 저온 휘발성산화공정 경우로 생각 하였다.

가. 공정 경우별 특성 분석

앞에서 설명한 4가지 경우에 있어 각 핵종별 거동을 분석하여 표 2.1.3.1에 나타

내었다.

표 2.1.3.1 각 공정경우별 핵종 거동 특성

rod-cut 이용

공정

fragment 이용

공정 경우

고도 휘발성산

화공정 경우

저온 휘발성산

화공정

H-3

대부분 전해환

원공정에서 휘

발

대부분 전해환

원공정에서 휘

발

100% 휘발 100% 휘발

Kr, Xe, C-14

대부분 전해환

원공정에서 휘

발

대부분 전해환

원공정에서 휘

발

100% 휘발

30% 정도휘발,

나머지는 전해

환원공정에서

휘발

Cs

대부분 전해환

원공정에서 염

으로 이동

대부분 전해환

원공정에서 염

으로 이동

95%이상 휘발

10% 미만, 나

머지는 전해환

원공정에서 염

으로 이동

Tc
전해정련에서

제거해야함

전해정련에서

제거해야함
90%이상 휘발

1% 미만, 전해

정련에서 제거

해야함

I, Br

대부분 전해환

원공정에서 염

으로 이동, 전

극 부식

대부분 전해환

원공정에서 염

으로 이동, 전

극 부식

99%이상 휘발
1%미만, 전극

부식

Se, Te

대부분 전해환

원공정에서 염

으로 이동,

대부분 전해환

원공정에서 염

으로 이동

50% 정도 휘발
1% 미만, 전극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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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종별 관점

(1) 세슘

세슘을 처리하는 기준 공정으로 INL세라믹 폐기물공정으로 하였다. INL 공정에서

는 Cs, Sr, TRU, I 가 함유된 LiCl-KCl 염을 제올라이트와 섞어 sodalite 세라믹 형태

로 제조한다. 이 폐기물은 고 방열핵종(Cs, Sr), TRU를 함유하고 있어 고준위 폐기물

로 분류된다.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에서 제거할 경우 일정기간 저장후 class C 저준위

폐기물이 된다.

뿐만 아니라, 고방열 Cs을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에서 제거할 경우 전해환원공정의

LiCl 염의 사용횟수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테크네튬

테크네튬을 처리하는 기준 공정으로 INL 금속 폐기물공정으로 하였다. INL 공정에

서는 Tc가 함유된 noble metal을 SUS 피복관, 지르코늄과 섞어 금속폐기물 형태로 제

조한다. 이 폐기물은 고 방열핵종(Co-60), TRU를 함유하고 있어 고준위 폐기물로 분

류된다.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에서 Tc를 제거하여 선택적으로 Tc을 포집할 경우 이는

GTCC 폐기물이되나, 향후 소멸처리 기술이 도입된다면 GTCC폐기물은 저준위폐기물

이 될 가능성 높다.

(3) 요오드

요오드를 처리하는 기준 공정으로 INL세라믹 폐기물공정으로 하였다. INL 공정에

서는 Cs, Sr, TRU, I 가 함유된 LiCl-KCl 염을 제올라이트와 섞어 sodalite 세라믹 형

태로 제조한다. 이 폐기물은 고 방열핵종(Cs, Sr), TRU를 함유하고 있어 고준위 폐기

물로 분류된다.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에서 I를 제거하여 선택적으로 I을 포집할 경우 이

는 GTCC 폐기물이되나, 향후 소멸처리 기술이 도입된다면 GTCC폐기물은 저준위폐

기물이 될 것이다.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에서 요오드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요오드는 대부분 CsI 형태로

전해환원 염에 삽입되어 현재 개발 중인 결정화법에의한 LiCl 회수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 즉, CsI의 용융점 621℃이고 LiCl의 용융점은 610℃ 으로 매우 근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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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화법으로 분리가 어려우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에서 CsI의 제

거는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4) Se, Te, I, Br

Se, Te, I, Br 4가지 핵종은 전해환원공정의 전극을 부식하는 핵종으로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에서 이들 핵종을 제거해주면 전해환원공정 전극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에서 I, Br은 99%이상, Se, Te은 50% 이상 제거가능

하리라 본다.

4.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의 방사능, 붕괴열 분석

가. 계산 근거

PWR 사용후연료 (연소도 45,000 MWD/MTU, cooling time 5 년, 초기 농축도

4.5%)에 대하여 방사능, 붕괴열을 OREGEN-ARP code로 분석하였다. voloxidizer 의

batch size는 100 kg UO2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기준은 the integrated pyroprocess

process (10 MTHM/yr) 설계기준 연료를 따랐다.

나. PWR 사용후연료

짧은 반감기 핵종으로 인하여 초기 냉각기간에는 냉각에 따라 방사능과 붕괴열이

급격히 감소되며 그 후는 서서히 줄어든다. 그림 3.1.4.1은 사용후연료의 주요 방사성

원소를 나타냈다. 크게 Cs group((Cs-134 and Cs-137), Ba-137m (Cs-137의 딸 핵

종)), Sr 그룹(Sr-90, Y-90(Sr-90의 딸 핵종)), Pu group (Pu-238, Pu239, Pu-240,

Pu-241 and Pu-242), 및 기타 그룹(Kr, Ru, Rh, Pm and Eu, etc)의 4가지 그룹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1.4.2는 PWR 사용후연료의 원소별 무게분포를 나타내었다.

2,000 g/MTHM이상 되는 핵분열생성물에는 Mo, Ru, Xe, Cs, Ba 이 있고, 1,000

g/MTHM 이상인 원소에는 Sr, Tc, Pd, Sm가 있다. 그림 3.1.4.3은 주요 붕괴열발생

원소를 나타내고 있는데. 100 watts/MTHM 이상인 원소에는 Sr, Y, Rh, Cs, Ba, Pu,

Cm 이 있다.



- 20 -

다.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중의 저감율

핵분열생성물 제거율은 KAERI, INL의 실험결과[3.1.4.1, 3.1.4.2]에 기초를 두고 표

3.1.4.1 조건으로 가정되었다. Cs의 제거율은 98%, Kr, Xe, H-3, C-14, I-129는 100%.

Tc, Ru, Rh, Te, Mo, Rb의 제거율은 각각 92%, 98%, 83%, 53%, 62%, 96%다. 핵분열

생성물의 제거율을 고려하여 AVP후 사용후핵연료물질의 방사능 저감율이 계산되었다.

방사능 저감을 계산하기위하여 두개의 영년평형이 고려되었다. 하나는 Cs-137과

Ba-137간의 연년평형이고 또 하나는 Ru-106과 Rh-106 사이의 영년평형이다. Cs-137

과 Ba-137m의 반감기는 30년과 2,6분이다. Ru-106과 Rh-106은 각각 368일과 30초이

다. 즉, 이것은 Cs-137과 Ru-106이 제거된다면 Ba-137과 Rh-106의 방사능이 그들의

짧은 반감기로 인하여 AVP된 사용후핵연료 물질로부터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1.4.4는 AVP에 의한 cooling 시간에 따른 방사능 저감율을 나타내고 있다.

방사능 저감율은 방출핵연료의 경우 26%이고 3년 이상 냉각된 핵연료부터는 43%에서

50%로 증가된다. 5년 냉각된 핵연료는 43%의 저감율을 보이고 있다. AVP공정이 파

이로프로세싱 공정에 적용될 경우 방사능 저감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간 저장하는 것

보다 적정기간 이상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DUPIC 공정의 방사능 저감비율

은 AVP 공정의 방사능 저감비율과 거의 같다. DUPIC공정에서는 소결공정에서 세슘

이 99%이상 방출된다.

그림 3.1.4.5는 AVP공정에 의한 붕괴열 저감율을 나타낸다. 붕괴열 저감율은 원자

로 방출핵연료의 경우 39%이고 5년 냉각 핵연료의 경우 57%, 10년 이상 냉각된 핵연

료는 40-50%로 감소한다. 붕괴열 저감율 관점으로만 본다면 5년 냉각된 사용후핵연료

의 경우 AVP공정의 효과가 커 보이나 적정 사용후핵연료 냉각기간을 정하기위해서는

방사능 수준, 붕괴열 발생수준, 방사능 저감율, 붕괴열 저감율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라. 휘발성 산화 처리된 물질의 방사능과 발열량

그림 3.1.4.6은 고도 휘발성 산화 처리된 물질의 방사능을 나타내었다. 원료 사용후

핵연료의 냉각기간에 따라 감소하였다. 5년 냉각된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22,800

Ci/batch 였고 20년 냉각된 경우는 11,100 Ci/batch로 5년 냉각된 경우의 48.7%이다.

그림 3.1.4.7은 고도 휘발성 산화 처리된 물질의 붕괴열을 나타내었다. 원료 사용후핵

연료의 냉각기간에 따라 방사능과 마찬가지로 감소하였다. 5년 냉각된 사용후핵연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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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59.2 watts/batch 고 20년 냉각된 경우는 31.3 watts/batch로 5년 냉각된 경우의

52.9%이다.

그림 3.1.4.8은 고도 휘발성 산화 처리된 물질의 주요 방사능 원소를 나타내었다. 주

요 방사능 원소에는 Sr, Y, Pm, Pu이 있다. 이 중 Sr과 Y는 전해환원공정에서 염쪽으

로 이동된다. 그림 3.1.4.9는 고도 휘발성 산화 처리된 물질의 무게 측면의 주요 원소

를 나타내었다. 양이 많은 주요 원소에는 Sr, Y, Mo, Pd, Ba, Sm, Np, Pu, Am이 있

다. 그리고, 그림 3.1.4.10은 주요 붕괴열 발생 원소들을 나타내었는데 주요 붕괴열 발

생 원소들에는 Sr, Y, Eu, Pu, Am, Cm 등이 있다.

마. 배기체의 방사능과 발열량

그림 3.1.4.11은 냉각기간이 다른 핵연료를 처리했을 때의 배기체로 나가는 방사능

을 나타내었다. 사용후핵연료 냉각기간에 따라 배기체의 방사능도 감소하였다. 5년

냉각 연료의 배기체 방사능은 19,300 Ci/batch 이였고, 20년 냉각 배기체의 방사능은

8,380 Ci/batch로 5년 냉각 연료 경우의 43%였다. 그림 3.1.4.12는 냉각기간에 따른

배기체의 붕괴열을 나타낸 것으로 냉각기간에 따라 붕괴열도 감소하였다. 5년 냉각연

료의 배기체 붕괴열은 59.6 watts/batch이고, 20년 냉각 연료의 붕괴열은 9.2

watts/batch로 5년 연료의 15%이다.

배기체의 주요 방사능 원소를 그림 3.1.4.13에 나타내었다. Cs이 가장 높은 방사능

을 나타내었으며, 전체의 약 86%를 차지했다. Kr과 Ru도 상당히 방사능이 높은 핵종

이다. 그림 3.1.4.14는 배기체 중 무게를 차지하는 주요 원소를 나타내었는데,

100g/batch를 넘는 주요 원소로는 Ru, Cs, Xe, Mo가 있다. (Xe 36%, Cs 19%, Ru

15%, Mo 14%) Kr, Rh, Te, I, Tc, Rb도 양이 많은 핵종이다. 주요 붕괴열 발생 원소

를 그림 3.1.4.15에 나타내었다. Cs의 붕괴열은 46 watts/batch로 가장 붕괴열을 많이

내는 핵종이고 전체의 97%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3.1.4.16과 같은 배기체 처

리 시스템이 AVP 공정[3.1.4.1, 3.1.4.2] 개발의 일환으로 KAERI와 INL에 의해 개발되

고 있다.

AVP의 역할은 방사능 감소, 붕괴열 감소, Cs 처리의 용이성, 요오드처리, Tc 처리,

전해환원공정의 처리용량 증대[3.1.4.5]의 관점에서 파이로프로세싱 공정에 매우 중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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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결 론

이 보고서에서는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에 의한 방사능, 붕괴열의 감소가 연구되었다.

분석은 연소도 45,000 MWD/MTU, 초기농축도 4.5%인 PWR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에 의한 계산된 방사능 감소비율은 원자로 방출핵연료는 26%,

3년 이상 냉각된 핵연료는 43%에서 50%로 증가 되었다. 계산된 붕괴열 감소 비율은

원자로 방출 연료의 경우 39%에서 5년 냉각 사용후연료는 57%로 증가하였고, 10년 이

상 냉각된 연료는 40%에서 50%로 감소하였다. 세슘은 방사능, 붕괴열, 양 측면에서 고

도 휘발성산화공정 배기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종이다.

    표 3.1.4.1 Removal percent (%) of fission products by the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H-3 C-14 Kr-85 I-129 Cs Tc Ru Rh Te Mo Rb

100 100 100 100 98 92.3 97.6 82.7 53.3 61.7 96

 

그림 3.1.4.1 Major radioactive elements of the spent PWR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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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4.2 Major abundant fission products of the spent PWR fuel

  그림 3.1.4.3 Major heat generating elements of the spent PWR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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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 Activity reduction ratio by the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그림 3.1.4.5 Decay heat reduction ratio by the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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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4.6 Radioactivity of the voloxidized material with cooling

time

그림 3.1.4.7 Decay heat of the voloxidized material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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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8 Major radioactive elements of the voloxidize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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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9 Major rich elements of the voloxidize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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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0 Major decay heat generating elements of the voloxidized
material

그림 3.1.4.11 Radioactivity of off-gas with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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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2 Decay heat of off-gas with cooling time

그림 3.1.4.13 Major radioactive elements of off-gas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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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4.14 Major rich elements of off-gas stream

그림 3.1.4.15 Major decay heat generating elements of off-gas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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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6 Schematic diagram of off-gas treatment system for the

Advanced Voloxid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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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pping methods and conditions might change with further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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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휘발성산화공정의 핵비확산성 검토

어떤 공정의 핵비확산성을 검토하는 일은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매우 어렵고 까다로우며 신중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서는 DUPIC공정을 기준으로 핵비확산성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다.

DUPIC공정은 핵비확산저항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왔다[3.1.5.1]. 즉,

DUPIC 핵연료 제조공정 중 TRU가 분리되지 않으며 단지 세슘의 99%만 소결공정에

서 휘발된다. 이럴 경우 DUPIC공정의 방사능 저감율은 약 45% 정도 예상된다

[3.1.5.2].

한편,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의 INL 사용후핵연료이용 1,200℃, 진공분위기에서 열처

리한 후 TRU(Pu, Np, Am)의 화학분석 결과 휘발되지 않았다. Cs의 경우 고도 휘발

성산화공정에서 최대 98%정도의 휘발이 예상된다.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의 방사능 저

감비율은 앞에서 기술되었다시피 약 45% 정도로 예측된다[3.1.5.3]. 이 결과는 듀픽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물론, Tc와 Mo, Te, Se는 DUPIC 공정에 비해 더 휘발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은 DUPIC과 비슷한 핵비확산성을 갖는

다고 판단된다.

6. 휘발산화공정의 차폐해석

본 연구에서는 휘발산화 공정[3.1.6.1-3.1.6.4]으로 감마선 방출 핵종 들이 다량 제거

되며 이러한 효과가 공정시 차폐 효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정량적인 계산을 통해

분석하였다. 우선 ORIGEN-ARP 코드[3.1.6.5]를 이용하여 기준 선원항 계산을 수행하

였다. 선원항으로 선정된 핵연료는 일반적인 경수로 핵연료로 그 사양은 다음과 같다.

- U-235 초기 농축도 : 4.5 wt%

- 연소도 : 45 GWD/tHM

- 냉각기간 : 5년

- 기준량 : 100 kgU

- 출력밀도 : 30 MW/t

ORIGEN-ARP 계산에 이용한 중성자 에너지 군은 44군으로 44GrpENDF5 라이브

러리를 이용하였고, 감마 에너지 군은 18군으로 18GrpSCALE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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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1.6.6, 3.1.6.7].

표 3.1.6.1은 선원항의 무게변화를 냉각기간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표 3.1.6.2는 선

원항의 방사능 변화를 냉각기간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표 3.1.6.3은 선원항의 방출열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차폐계산을 위해서는 중성자 및 감마선에 대한 스펙트럼은 그

림 3.1.6.1과 3.1.6.2에 나타내었다. 표 3.1.6.4와 3.1.6.5는 중성자 및 감마선에 대한 스펙

트럼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휘발산화공정으로 제거되는 핵종별 비율은 표 3.1.6.6에

나타내었다. H-3, C-14, Kr-85, I-129는 100% 제거된다고 가정하였으며 Cs는 98% 제

거되는데, 주로 Cs-137의 감마 방출 핵종으로 약 667 keV에서 주된 피크가 발생한다.

또한 Cs-137과 그 모핵종인 Ba-137m도 같이 제거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Ba-137m은 베타붕괴로 Cs-137이 되며 그 반감기는 약 2.6 분이다. 그리고 Ru는 약

97.6% 제거되는데, Ru-106이 주된 감마 방출핵종으로 약 512 keV에서 주된 피크가

발생하여 Rh-106으로 붕괴되며 반감기는 약 368일이다.

휘발산화 공정에 따른 중성자 스펙트럼의 변화는 거의 없으며 주로 감마선의 스펙

트럼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ORIGEN-ARP를 이용하여 제거된 핵종을 고려하여 그림

3.1.6.3을 도시화하였다. 특히 주된 방사선원인 Ba-137m과 그 자핵종인 Cs-137과

Ru-106과 Rh-106이 제거된 경우에 대한 스펙트럼의 변화를 살펴보면 0.4 MeV에서

0.6 MeV의 감마선원이 1.56E+14 photons/s에서 1.64E+13 photons/s로 약 90% 감소하

고 0.6 MeV에서 0.8 MeV의 감마선원은 5.42E+15 photons/s에서 2.36E+14 photons/s

로 약 96% 감소하며, 0.8 MeV에서 1.0 MeV에서는 6.91E+14 photons/s에서 9.82E+13

photons/s으로 약 86% 감소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휘발산화공정으로 인한 총 방사능량은 5년 냉각 기준으로 7.59E+04 Ci에서

4.30E+04 Ci로 약 43% 감소하며 감마 스펙트럼의 경우 1.31E+16 photons/s에서

4.26E+15 photons/s로 약 6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된 방사능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MCNPX 코드를 이용하여 차폐계산을 수

행하였다[3.1.6.7, 3.1.6.8]. 그림 3.1.6.4에서 보듯이 간단한 직육면체 구조를 근사하여 선

원이 내부에 있을 경우 감마 차폐체인 콘크리트 두께에 대한 민감도 계산을 수행하였

다. 총 1E+7 입자에 대해 몬테칼로 모사를 수행하였으며 F2 tally와 FS 카드를 이용하

여 최대 표면 선량을 계산하였다. 계산에 이용된 조산 변환 인자는 ICRP-74(1995)로

그 자료는 표 3.1.6.7에 나타내었다. 차폐재로는 일반 콘크리트와 고밀도 콘크리트를

고려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양은 표 3.1.6.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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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5는 MCNPX로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콘크리트의 차폐재 두께

변화에 따른 중성자와 감마선에 대한 선량률을 나타내고 있다. 핵물질 이송시 용기의

외부 선량은 2mSv/hr로 이를 기준으로 차폐재의 두께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콘크리

트의 두께에 따라 중성자보다 감마에 대한 영향이 크며 고밀도 콘크리트가 더욱 우수

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휘발산화공정의 전과 후를 비교하면 일반 콘크리트의

경우 휘발산화공정에 의해 85 cm에서 75 cm 로 약 12%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고밀도 콘크리트의 경우 54 cm에서 39 cm로 약 28%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이득은 선량 이득에 비해 작은데 그 이유는 휘발산화공정 후에도 여전히 Pu-241,

Y-90, Sr-90 등 높은 방사능 방출 핵종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산의 검증을

위해 감마선 차폐 계산용 상용 코드인 M-Shield[3.1.6.9]를 이용하여 일반콘크리트의

경우 차폐 계산을 수행하였다. M-Shield는 점 선원을 가정하여 1차원 계산을 수행하

였으며 선원은 ORIGEN 파일에서 입력을 받아 이용하였다. 비교 결과는 그림 3.1.6.6

에 나타내었는데, 휘발산화공정 전에는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휘발산화공정

후의 결과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두 코드간의 Geometry 차이와 이용한 라이브러리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상

한다.

이상으로 휘발산화공정에 대한 차폐 평가를 수행하였다. ORIGEN-ARP 코드를 이

용하여 선원항을 계산하였으며, 휘발산화공정으로 인한 감마 스펙트럼은 약 67%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단한 차폐 모델에 대하여 MCNPX 코드를 이용하여 계

산을 수행하여 차폐이득을 구한 결과 고밀도 콘크리트를 이용한 경우 약 28% 효과를

가져 옴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MCNPX 계산의 검증을 위해 M-Shield 코드를 이용하

여 계산을 수행하여 비교한 결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결론적으로 휘발산화공정에

의한 차폐 두께감소 효과는 감마 스펙트럼 감소로 인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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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1 냉각기간에 따른 핵종별 무게변화 (g)

Year 1 5 10 20 50 100

U-238 9.24E+04 9.24E+04 9.24E+04 9.24E+04 9.24E+04 9.24E+04
U-235 1.07E+03 1.07E+03 1.07E+03 1.08E+03 1.08E+03 1.08E+03

Pu-239 6.31E+02 6.31E+02 6.31E+02 6.31E+02 6.30E+02 6.30E+02
U-236 6.01E+02 6.01E+02 6.01E+02 6.02E+02 6.02E+02 6.04E+02
Xe-136 2.94E+02 2.94E+02 2.94E+02 2.94E+02 2.94E+02 2.94E+02
Pu-240 2.58E+02 2.58E+02 2.59E+02 2.60E+02 2.61E+02 2.60E+02
Xe-134 2.06E+02 2.06E+02 2.06E+02 2.06E+02 2.06E+02 2.06E+02
Nd-144 1.67E+02 1.81E+02 1.81E+02 1.81E+02 1.81E+02 1.81E+02

Ce-140 1.77E+02 1.77E+02 1.77E+02 1.77E+02 1.77E+02 1.77E+02
Ba-138 1.76E+02 1.76E+02 1.76E+02 1.76E+02 1.76E+02 1.76E+02
La-139 1.66E+02 1.66E+02 1.66E+02 1.66E+02 1.66E+02 1.66E+02
Ce-142 1.55E+02 1.55E+02 1.55E+02 1.55E+02 1.55E+02 1.55E+02
Pr-141 1.53E+02 1.53E+02 1.53E+02 1.53E+02 1.53E+02 1.53E+02
Xe-132 1.52E+02 1.52E+02 1.52E+02 1.52E+02 1.52E+02 1.52E+02

Cs-133 1.52E+02 1.52E+02 1.52E+02 1.52E+02 1.52E+02 1.52E+02
Mo-100 1.27E+02 1.27E+02 1.27E+02 1.27E+02 1.27E+02 1.27E+02
Am-241 1.48E+01 4.27E+01 7.06E+01 1.09E+02 1.51E+02 1.53E+02
Mo-98 1.13E+02 1.13E+02 1.13E+02 1.13E+02 1.13E+02 1.13E+02
Zr-96 1.10E+02 1.10E+02 1.10E+02 1.10E+02 1.10E+02 1.10E+02
Nd-143 1.09E+02 1.09E+02 1.09E+02 1.09E+02 1.09E+02 1.09E+02

Zr-94 1.06E+02 1.06E+02 1.06E+02 1.06E+02 1.06E+02 1.06E+02
Ru-102 1.06E+02 1.06E+02 1.06E+02 1.06E+02 1.06E+02 1.06E+02
Tc-99 1.05E+02 1.05E+02 1.05E+02 1.05E+02 1.05E+02 1.05E+02
Mo-97 1.04E+02 1.04E+02 1.04E+02 1.04E+02 1.04E+02 1.04E+02
Ru-101 1.04E+02 1.04E+02 1.04E+02 1.04E+02 1.04E+02 1.04E+02
Mo-95 1.03E+02 1.03E+02 1.03E+02 1.03E+02 1.03E+02 1.03E+02

Nd-146 9.65E+01 9.65E+01 9.65E+01 9.65E+01 9.65E+01 9.65E+01
Ba-137 1.19E+01 2.63E+01 4.25E+01 6.98E+01 1.22E+02 1.58E+02
Nd-145 9.06E+01 9.06E+01 9.06E+01 9.06E+01 9.06E+01 9.06E+01
Zr-92 8.87E+01 8.87E+01 8.87E+01 8.87E+01 8.87E+01 8.87E+01
Zr-91 8.31E+01 8.32E+01 8.32E+01 8.32E+01 8.32E+01 8.32E+01
Np-237 6.92E+01 6.94E+01 6.99E+01 7.13E+01 7.77E+01 8.99E+01

Ru-104 7.16E+01 7.16E+01 7.16E+01 7.16E+01 7.16E+01 7.16E+01
Pu-242 6.83E+01 6.83E+01 6.83E+01 6.83E+01 6.83E+01 6.83E+01
Cs-135 6.58E+01 6.58E+01 6.58E+01 6.58E+01 6.58E+01 6.58E+01
Zr-93 6.45E+01 6.45E+01 6.45E+01 6.45E+01 6.45E+01 6.45E+01
Y-89 6.43E+01 6.44E+01 6.44E+01 6.44E+01 6.44E+01 6.44E+01
Rh-103 6.01E+01 6.01E+01 6.01E+01 6.01E+01 6.01E+01 6.01E+01

Xe-131 5.33E+01 5.33E+01 5.33E+01 5.33E+01 5.33E+01 5.33E+01
Cs-137 1.63E+02 1.49E+02 1.32E+02 1.05E+02 5.25E+01 1.65E+01
Total 1.00E+05 1.00E+05 1.00E+05 1.00E+05 1.00E+05 1.00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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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1 5 10 20 50 100
Cs-137 1.42E+04 1.29E+04 1.15E+04 9.14E+03 4.57E+03 1.44E+03

Ba-137m 1.34E+04 1.22E+04 1.09E+04 8.63E+03 4.31E+03 1.36E+03
Y-90 1.03E+04 9.30E+03 8.22E+03 6.43E+03 3.07E+03 8.96E+02
Sr-90 1.03E+04 9.29E+03 8.22E+03 6.42E+03 3.07E+03 8.96E+02

Pu-241 1.66E+04 1.37E+04 1.07E+04 6.62E+03 1.55E+03 1.39E+02
Am-241 5.07E+01 1.47E+02 2.42E+02 3.74E+02 5.19E+02 5.23E+02
Pu-238 4.94E+02 4.85E+02 4.67E+02 4.31E+02 3.41E+02 2.30E+02
Cm-244 4.58E+02 3.93E+02 3.24E+02 2.21E+02 7.01E+01 1.03E+01
Pu-240 5.85E+01 5.87E+01 5.88E+01 5.90E+01 5.93E+01 5.91E+01
Kr-85 1.12E+03 8.61E+02 6.23E+02 3.27E+02 4.69E+01 1.85E+00

Pu-239 3.92E+01 3.92E+01 3.92E+01 3.92E+01 3.91E+01 3.91E+01
Sm-151 5.51E+01 5.34E+01 5.14E+01 4.76E+01 3.78E+01 2.57E+01
Eu-154 8.88E+02 6.43E+02 4.30E+02 1.92E+02 1.70E+01 3.01E-01

H-3 5.98E+01 4.77E+01 3.60E+01 2.05E+01 3.80E+00 2.29E-01
Np-239 3.41E+00 3.41E+00 3.41E+00 3.41E+00 3.40E+00 3.38E+00
Am-243 3.41E+00 3.41E+00 3.41E+00 3.41E+00 3.40E+00 3.38E+00
Tc-99 1.80E+00 1.80E+00 1.80E+00 1.80E+00 1.80E+00 1.80E+00

Cm-242 1.37E+03 4.02E+00 1.26E+00 1.19E+00 1.03E+00 8.04E-01
Am-242m 1.59E+00 1.56E+00 1.52E+00 1.45E+00 1.25E+00 9.76E-01
Am-242 1.58E+00 1.55E+00 1.51E+00 1.44E+00 1.24E+00 9.72E-01
Cm-243 3.03E+00 2.74E+00 2.43E+00 1.91E+00 9.19E-01 2.72E-01

Cd-113m 3.66E+00 3.00E+00 2.35E+00 1.44E+00 3.29E-01 2.82E-02
Pu-242 2.70E-01 2.70E-01 2.70E-01 2.70E-01 2.70E-01 2.70E-01
Eu-155 3.21E+02 1.78E+02 8.47E+01 1.93E+01 2.27E-01 1.38E-04
U-234 1.34E-01 1.39E-01 1.46E-01 1.59E-01 1.91E-01 2.31E-01
Zr-93 1.62E-01 1.62E-01 1.62E-01 1.62E-01 1.62E-01 1.62E-01

Sn-121m 2.92E-01 2.78E-01 2.61E-01 2.30E-01 1.58E-01 8.39E-02
Sn-121 2.27E-01 2.16E-01 2.02E-01 1.78E-01 1.22E-01 6.51E-02
Nb-93m 2.06E-02 4.30E-02 6.61E-02 9.97E-02 1.45E-01 1.60E-01

Se-79 9.14E-02 9.13E-02 9.13E-02 9.13E-02 9.13E-02 9.12E-02
Eu-152 1.07E+00 8.68E-01 6.69E-01 3.98E-01 8.36E-02 6.20E-03
Cs-135 7.58E-02 7.58E-02 7.58E-02 7.58E-02 7.58E-02 7.58E-02
Sn-126 7.08E-02 7.08E-02 7.08E-02 7.08E-02 7.08E-02 7.08E-02

Sb-126m 7.08E-02 7.08E-02 7.08E-02 7.08E-02 7.08E-02 7.08E-02
Np-237 4.88E-02 4.89E-02 4.93E-02 5.03E-02 5.48E-02 6.34E-02

표 3.1.6.2 냉각기간에 따른 핵종별 방사능변화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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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233 4.88E-02 4.89E-02 4.93E-02 5.03E-02 5.48E-02 6.34E-02
Cm-245 4.12E-02 4.12E-02 4.12E-02 4.11E-02 4.10E-02 4.09E-02
U-236 3.89E-02 3.89E-02 3.89E-02 3.89E-02 3.90E-02 3.91E-02
U-237 3.96E-01 3.27E-01 2.57E-01 1.58E-01 3.72E-02 3.32E-03

Pm-147 1.46E+04 5.07E+03 1.35E+03 9.64E+01 3.48E-02 6.36E-08
Total 2.60E+05 7.59E+04 5.42E+04 3.91E+04 1.77E+04 5.63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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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1 5 10 20 50 100
Y-90 5.68E+01 5.15E+01 4.55E+01 3.56E+01 1.70E+01 4.96E+00

Ba-137m 5.26E+01 4.79E+01 4.27E+01 3.39E+01 1.69E+01 5.34E+00
Am-241 1.69E+00 4.89E+00 8.08E+00 1.25E+01 1.73E+01 1.75E+01
Pu-238 1.64E+01 1.61E+01 1.55E+01 1.43E+01 1.13E+01 7.61E+00
Cs-137 1.58E+01 1.44E+01 1.28E+01 1.02E+01 5.08E+00 1.60E+00
Sr-90 1.19E+01 1.08E+01 9.54E+00 7.46E+00 3.56E+00 1.04E+00

Cm-244 1.60E+01 1.37E+01 1.14E+01 7.74E+00 2.45E+00 3.61E-01
Pu-240 1.82E+00 1.83E+00 1.83E+00 1.84E+00 1.85E+00 1.84E+00
Pu-239 1.22E+00 1.22E+00 1.22E+00 1.22E+00 1.22E+00 1.22E+00
Eu-154 8.06E+00 5.84E+00 3.90E+00 1.74E+00 1.55E-01 2.74E-03
Am-243 1.10E-01 1.10E-01 1.10E-01 1.10E-01 1.09E-01 1.09E-01
Kr-85 1.67E+00 1.29E+00 9.35E-01 4.90E-01 7.04E-02 2.78E-03

Pu-241 5.26E-01 4.34E-01 3.41E-01 2.10E-01 4.93E-02 4.41E-03
Cm-242 5.00E+01 1.47E-01 4.58E-02 4.35E-02 3.75E-02 2.93E-02
Cm-243 1.11E-01 1.01E-01 8.90E-02 6.97E-02 3.36E-02 9.97E-03
Np-239 8.63E-03 8.62E-03 8.62E-03 8.61E-03 8.59E-03 8.55E-03
Pu-242 7.98E-03 7.98E-03 7.98E-03 7.98E-03 7.98E-03 7.98E-03
U-234 3.85E-03 4.01E-03 4.21E-03 4.57E-03 5.51E-03 6.65E-03

Sm-151 6.48E-03 6.28E-03 6.04E-03 5.60E-03 4.44E-03 3.02E-03
Np-237 1.39E-03 1.40E-03 1.41E-03 1.43E-03 1.56E-03 1.81E-03
Am-242 1.82E-03 1.79E-03 1.74E-03 1.66E-03 1.43E-03 1.12E-03
Cm-245 1.37E-03 1.37E-03 1.37E-03 1.37E-03 1.37E-03 1.36E-03
U-236 1.05E-03 1.05E-03 1.05E-03 1.05E-03 1.06E-03 1.06E-03

Sb-126m 9.18E-04 9.18E-04 9.18E-04 9.17E-04 9.17E-04 9.17E-04
Tc-99 9.01E-04 9.01E-04 9.01E-04 9.01E-04 9.01E-04 9.01E-04
U-238 7.86E-04 7.86E-04 7.86E-04 7.86E-04 7.86E-04 7.86E-04
Eu-152 8.16E-03 6.63E-03 5.11E-03 3.04E-03 6.38E-04 4.74E-05

Am-242m 6.42E-04 6.30E-04 6.14E-04 5.85E-04 5.05E-04 3.95E-04
Cd-113m 3.98E-03 3.27E-03 2.56E-03 1.56E-03 3.58E-04 3.06E-05
Cm-246 3.46E-04 3.45E-04 3.45E-04 3.45E-04 3.43E-04 3.41E-04
Sb-126 1.83E-04 1.83E-04 1.83E-04 1.83E-04 1.83E-04 1.83E-04
Eu-155 2.50E-01 1.38E-01 6.58E-02 1.50E-02 1.76E-04 1.07E-07

Pa-234m 1.52E-04 1.52E-04 1.52E-04 1.52E-04 1.52E-04 1.52E-04
Pa-233 1.24E-04 1.24E-04 1.25E-04 1.28E-04 1.39E-04 1.61E-04

H-3 2.02E-03 1.61E-03 1.22E-03 6.93E-04 1.28E-04 7.71E-06

표 3.1.6.3 냉각기간에 따른 핵종별 방출열 변화 (W)



- 38 -

Po-216 4.15E-05 1.13E-04 1.57E-04 1.65E-04 1.25E-04 7.59E-05
Sn-126 1.10E-04 1.10E-04 1.10E-04 1.10E-04 1.10E-04 1.10E-04
Rn-220 3.85E-05 1.05E-04 1.45E-04 1.53E-04 1.16E-04 7.04E-05
Ra-224 3.48E-05 9.49E-05 1.31E-04 1.39E-04 1.05E-04 6.37E-05
Po-212 3.45E-05 9.40E-05 1.30E-04 1.37E-04 1.04E-04 6.31E-05
Total 1.08E+03 2.41E+02 1.63E+02 1.28E+02 7.72E+01 4.16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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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1 냉각기간에 따른 감마 스펙트럼 변화

그림 3.1.6.2 냉각기간에 따른 중성자 스펙트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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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Lower Energy (eV) Upper Energy (eV) Neutrons/sec
1 1.000E-11 - 3.000E-09 3.62E-06
2 3.000E-09 - 7.500E-09 1.01E-05
3 7.500E-09 - 1.000E-08 7.29E-06
4 1.000E-08 - 2.530E-08 6.28E-05
5 2.530E-08 - 3.000E-08 2.43E-05
6 3.000E-08 - 4.000E-08 5.81E-05
7 4.000E-08 - 5.000E-08 6.59E-05
8 5.000E-08 - 7.000E-08 1.52E-04
9 7.000E-08 - 1.000E-07 2.72E-04

10 1.000E-07 - 1.500E-07 5.49E-04
11 1.500E-07 - 2.000E-07 6.53E-04
12 2.000E-07 - 2.250E-07 3.60E-04
13 2.250E-07 - 2.500E-07 3.80E-04
14 2.500E-07 - 2.750E-07 4.00E-04
15 2.750E-07 - 3.250E-07 8.54E-04
16 3.250E-07 - 3.500E-07 4.53E-04
17 3.500E-07 - 3.750E-07 4.69E-04
18 3.750E-07 - 4.000E-07 4.85E-03
19 4.000E-07 - 6.250E-07 5.01E-03
20 6.250E-07 - 1.000E-06 1.05E-02
21 1.000E-06 - 1.770E-06 2.81E-02
22 1.770E-06 - 3.000E-06 5.89E-02
23 3.000E-06 - 4.750E-06 1.07E-01
24 4.750E-06 - 6.000E-06 9.01E-02
25 6.000E-06 - 8.100E-06 1.73E-01
26 8.100E-06 - 1.000E-05 1.78E-01
27 1.000E-05 - 3.000E-05 2.76E+00
28 3.000E-05 - 1.000E-04 1.74E+01
29 1.000E-04 - 5.500E-04 2.48E+02
30 5.500E-04 - 3.000E-03 3.15E+03
31 3.000E-03 - 1.700E-02 4.26E+04
32 1.700E-02 - 2.500E-02 3.59E+04
33 2.500E-02 - 1.000E-01 5.59E+05
34 1.000E-01 - 4.000E-01 4.03E+06
35 4.000E-01 - 9.000E-01 8.79E+06
36 9.000E-01 - 1.400E+00 8.78E+06
37 1.400E+00 - 1.850E+00 7.03E+06
38 1.850E+00 - 2.350E+00 6.62E+06
39 2.350E+00 - 2.480E+00 1.43E+06
40 2.480E+00 - 3.000E+00 5.11E+06
41 3.000E+00 - 4.800E+00 9.28E+06
42 4.800E+00 - 6.430E+00 2.64E+06
43 6.430E+00 - 8.190E+00 8.39E+05
44 8.190E+00 - 2.000E+01 2.89E+05

Total 5.55E+7

표 3.1.6.4 중성자 선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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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5 휘발산화 공정전후의 감마 선원 분포

Grou
p

Lower energy 
(eV)

Upper energy 
(eV)

Before 
voloxidation
(Photons/sec)

After 
voloxidation
(Photons/sec)

1 1.00E-02 - 5.00E-02 3.19E+14 2.08E+14
2 5.00E-02 - 1.00E-01 9.16E+13 6.74E+13
3 1.00E-01 - 2.00E-01 7.39E+13 5.83E+13
4 2.00E-01 - 3.00E-01 2.10E+13 1.61E+13
5 3.00E-01 - 4.00E-01 1.45E+13 1.09E+13
6 4.00E-01 - 6.00E-01 1.56E+14 1.64E+13
7 6.00E-01 - 8.00E-01 5.42E+14 2.36E+13
8 8.00E-01 - 1.00E+00 6.91E+13 9.82E+12
9 1.00E+00 - 1.33E+00 1.93E+13 1.36E+13

10 1.33E+00 - 1.66E+00 5.58E+12 1.37E+12
11 1.66E+00 - 2.00E+00 2.24E+11 5.44E+10
12 2.00E+00 - 2.50E+00 4.54E+11 3.40E+11
13 2.50E+00 - 3.00E+00 1.55E+10 6.64E+08
14 3.00E+00 - 4.00E+00 1.43E+09 3.42E+07
15 4.00E+00 - 5.00E+00 1.93E+06 1.93E+06
16 5.00E+00 - 6.50E+00 7.73E+05 7.73E+05
17 6.50E+00 - 8.00E+00 1.52E+05 1.52E+05
18 8.00E+00 - 1.00E+01 3.22E+04 3.22E+04

Total 1.31E+15 4.26E+14

표 3.1.6.6 휘발산화공정으로 핵종 제거비율

Isotope H-3 C-14 Kr-85 I-129
Removal rate 

(%)
100 100 100 100

Element Cs Tc Ru Rh
Removal rate 

(%)
98 92.3 97.6 82.7

Element Te Mo Rb
Removal rate 

(%)
53.3 61.7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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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3 휘발산화 공정 전후의 감마 스펙트럼 분포

그림 3.1.6.4 휘발산화 공정의 차폐계산 MCNPX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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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7 조사선량 변환 인자 (ICRP-74)

DE0
(MeV)

DF0 
(mSv/hr)/(photons/s)

0.01 2.20E-07
0.015 2.99E-06
0.02 3.78E-06
0.03 2.92E-06
0.04 2.30E-06
0.05 1.98E-06
0.06 1.84E-06
0.08 1.91E-06
0.1 2.20E-06

0.15 3.20E-06
0.2 4.32E-06
0.3 6.48E-06
0.4 8.57E-06
0.5 1.05E-05
0.6 1.24E-05
0.8 1.58E-05
1 1.87E-05

1.5 2.48E-05
2 3.10E-05
3 4.00E-05
4 4.82E-05
5 5.58E-05

표 3.1.6.8 콘크리트 차폐재 사양

General Concrete High Density Concrete

Density (g/cm3) 2.30 4.80

Composition
(wt%)

H: 0.6, C: 17.5, O: 41.0
Mg: 3.3, Al: 1.1, Si: 3.5
K: 0.1, Ca: 32.1, Fe: 0.8

H: 0.5, C: 0.79, O: 14.52
Na: 0.09, Mg: 0.17, Al: 

0.42
Si: 1.88, K: 0.09, Ca: 6.20

Fe: 75.08, S: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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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5 차폐재 두께 변화에 따른 선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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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6 일반 콘크리트 차폐재에 대한 MCNPX와 M-Shield 차폐 계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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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CES

A. ORIGEN-ARP INPUT  (Before voloxidation, 4.5wt%, 100kg)

'This SCALE input file was generated by
'OrigenArp Version  5.00  May 21, 2004
=arp
17x17
4.5
3
500
500
500
30
30
30
1
1
1
0.7295
ft33f001
end
#origens
0$$ a4 33 a11 71 e t
17x17 library, interpolated to 4.500000 wt% -- ft33f001
3$$ 33 a3 1 44 a16 2 a33 18 e t
35$$ 0 t
56$$ 10 10 a6 3 a10 0 a13 4 a15 3 a18 1 e
57** 0 a3 1e-05 0.3333333 e t
Cycle 1 -b45
1 MTU
58**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6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6$$ a1 2 a5 2 a9 2 e 
73$$ 922340 922350 922360 922380 
74** 40.05 4500 20.7 95439.25 
75$$ 2 2 2 2 
t
17x17 library, interpolated to 4.500000 wt% -- ft33f001
3$$ 33 a3 2 44 a33 18 e t
35$$ 0 t
56$$ 10 10 a6 3 a10 10 a15 3 a18 1 e
57** 500 a3 1e-05 0.3333333 e t
Cycle 2 -b45
1 M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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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6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900 950 1000  
66$$ a1 2 a5 2 a9 2 e t
17x17 library, interpolated to 4.500000 wt% -- ft33f001
3$$ 33 a3 3 44 a33 18 e t
35$$ 0 t
56$$ 10 10 a10 10 a15 3 a18 1 e
57** 1000 a3 1e-05 0.3333333 e t
Cycle 3 -b45
1 MTU
58**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60** 1050 1100 1150 1200 1250 1300 1350 1400 1450 1500  
66$$ a1 2 a5 2 a9 2 e t
54$$ a8 1 a11 0 e
56$$ a2 9 a6 1 a10 10 a15 3 a17 2 e
57** 0 a3 1e-05 e 
95$$ 1 t
decay1
1 MTU
60** 0.001 0.003 0.01 0.03 0.1 0.3 1 3 4  
61** f0.05 
65$$ 
'Gram-Atoms   Grams   Curies   Watts-All   Watts-Gamma
 3z   1   0   0   3z   3z   3z   6z 
 3z   1   0   0   3z   3z   3z   6z 
 3z   1   0   0   3z   3z   3z   6z 
81$$ 2 0 26 1 a7 200 e
82$$ 2 2 2 2 2 2 2 2 2 e
83**
 1.0000000e+07 8.0000000e+06 6.5000000e+06 5.0000000e+06 4.0000000e+06
 3.0000000e+06 2.5000000e+06 2.0000000e+06 1.6600000e+06 1.3300000e+06
 1.0000000e+06 8.0000000e+05 6.0000000e+05 4.0000000e+05 3.0000000e+05
 2.0000000e+05 1.0000000e+05 5.0000000e+04 1.0000000e+04 e
84**
 2.0000000e+07 8.1873000e+06 6.4340000e+06 4.8000000e+06
 3.0000000e+06 2.4790000e+06 2.3540000e+06 1.8500000e+06 1.4000000e+06
 9.0000000e+05 4.0000000e+05 1.0000000e+05 2.5000000e+04 1.7000000e+04
 3.0000000e+03 5.5000000e+02 1.0000000e+02 3.0000000e+01 1.0000000e+01
 8.1000000e+00 6.0000000e+00 4.7500000e+00 3.0000000e+00 1.7700000e+00
 1.0000000e+00 6.2500000e-01 4.0000000e-01 3.7500000e-01 3.5000000e-01
 3.2500000e-01 2.7500000e-01 2.5000000e-01 2.2500000e-01 2.0000000e-01
 1.5000000e-01 1.0000000e-01 7.0000000e-02 5.0000000e-02 4.0000000e-02
 3.0000000e-02 2.5300000e-02 1.0000000e-02 7.5000000e-03 3.0000000e-03
 1.0000000e-05 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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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f0 t
end
=opus
LIBUNIT=33
TYPARAMS=GSPECTRUM
UNITS=PHOTONS
TIME=YEARS
NPOSITION=10 11 12 13 end
end

 

B. ORIGEN-ARP INPUT  (After voloxidation, 4.5wt%, 100kg)

'This SCALE input file was generated by
'OrigenArp Version  5.00  May 21, 2004
=arp
17x17
4.5
3
500
500
500
30
30
30
1
1
1
0.7295
ft33f001
end
#origens
0$$ a4 33 a11 71 e t
17x17 library, interpolated to 4.500000 wt% -- ft33f001
3$$ 33 a3 1 44 a16 2 a33 18 e t
35$$ 0 t
56$$ 10 10 a6 3 a10 0 a13 4 a15 3 a18 1 e
57** 0 a3 1e-05 0.3333333 e t
Cycle 1 -b45
1 MTU
58**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6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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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a1 2 a5 2 a9 2 e 
73$$ 922340 922350 922360 922380 
74** 40.05 4500 20.7 95439.25 
75$$ 2 2 2 2 
t
17x17 library, interpolated to 4.500000 wt% -- ft33f001
3$$ 33 a3 2 44 a33 18 e t
35$$ 0 t
56$$ 10 10 a6 3 a10 10 a15 3 a18 1 e
57** 500 a3 1e-05 0.3333333 e t
Cycle 2 -b45
1 MTU
58**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6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900 950 1000  
66$$ a1 2 a5 2 a9 2 e t
17x17 library, interpolated to 4.500000 wt% -- ft33f001
3$$ 33 a3 3 44 a33 18 e t
35$$ 0 t
56$$ 10 10 a10 10 a15 3 a18 1 e
57** 1000 a3 1e-05 0.3333333 e t
Cycle 3 -b45
1 MTU
58**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60** 1050 1100 1150 1200 1250 1300 1350 1400 1450 1500  
66$$ a1 2 a5 2 a9 2 e t
54$$ a8 1 a11 0 e
56$$ a2 9 a6 1 a10 10 a14 5 a15 3 a17 2 e
57** 0 a3 1e-05 e 
95$$ 1 t
decay1
1 MTU
60** 0.001 0.003 0.01 0.03 0.1 0.3 1 3 4  
61** f0.05 
65$$ 
'Gram-Atoms   Grams   Curies   Watts-All   Watts-Gamma
 3z   1   0   0   3z   3z   3z   6z 
 3z   1   0   0   3z   3z   3z   6z 
 3z   1   0   0   3z   3z   3z   6z 
81$$ 2 0 26 1 a7 200 e
82$$ 2 2 2 2 2 2 2 2 2 e
83**
 1.0000000e+07 8.0000000e+06 6.5000000e+06 5.0000000e+06 4.0000000e+06
 3.0000000e+06 2.5000000e+06 2.0000000e+06 1.6600000e+06 1.3300000e+06
 1.0000000e+06 8.0000000e+05 6.0000000e+05 4.0000000e+05 3.0000000e+05
 2.0000000e+05 1.0000000e+05 5.0000000e+04 1.0000000e+04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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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0000000e+07 8.1873000e+06 6.4340000e+06 4.8000000e+06
 3.0000000e+06 2.4790000e+06 2.3540000e+06 1.8500000e+06 1.4000000e+06
 9.0000000e+05 4.0000000e+05 1.0000000e+05 2.5000000e+04 1.7000000e+04
 3.0000000e+03 5.5000000e+02 1.0000000e+02 3.0000000e+01 1.0000000e+01
 8.1000000e+00 6.0000000e+00 4.7500000e+00 3.0000000e+00 1.7700000e+00
 1.0000000e+00 6.2500000e-01 4.0000000e-01 3.7500000e-01 3.5000000e-01
 3.2500000e-01 2.7500000e-01 2.5000000e-01 2.2500000e-01 2.0000000e-01
 1.5000000e-01 1.0000000e-01 7.0000000e-02 5.0000000e-02 4.0000000e-02
 3.0000000e-02 2.5300000e-02 1.0000000e-02 7.5000000e-03 3.0000000e-03
 1.0000000e-05 e
 t
56$$ 0 0 a10  1 e t 
56$$ 0 0 a10  2 e t 
56$$ 0 0 a10  3 e t 
56$$ 0 0 a10  4 e t 
56$$ 0 0 a10  5 e t 
56$$ 0 0 a10  6 e t 
56$$ 0 0 a10  7 e t 
56$$ 0 0 a10  8 e t 
56$$ 0 0 a10  9 e t 
54$$ a8 1 a11 0 e
56$$ a2 4 a6 1 a10 -9 a14 5 a15 3 a17 2 e
57** 4 a3 1e-05 e 
95$$ 1 t
Cycle 3 Down - b45
1 MTU
60** 5 10 15 20  
61** f0 
65$$ 
'Gram-Atoms   Grams   Curies   Watts-All   Watts-Gamma
 3z   3z   1   0   0   3z   3z   6z 
 3z   3z   1   0   0   3z   3z   6z 
 3z   3z   1   0   0   3z   3z   6z 
79** f1 a1  0 a6  0 a36  0 a37 0.04 a42 0.38 a43 0.08 a44 0.02 a45 0.02
 a52 0.47 a53  0 a55 0.02 a56 0.02  e
 81$$ 2 0 26 1 a7 200 e
82$$ 2 2 2 2 e
83**
 1.0000000e+07 8.0000000e+06 6.5000000e+06 5.0000000e+06 4.0000000e+06
 3.0000000e+06 2.5000000e+06 2.0000000e+06 1.6600000e+06 1.3300000e+06
 1.0000000e+06 8.0000000e+05 6.0000000e+05 4.0000000e+05 3.0000000e+05
 2.0000000e+05 1.0000000e+05 5.0000000e+04 1.0000000e+04 e
84**
 2.0000000e+07 8.1873000e+06 6.4340000e+06 4.8000000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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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000e+06 2.4790000e+06 2.3540000e+06 1.8500000e+06 1.4000000e+06
 9.0000000e+05 4.0000000e+05 1.0000000e+05 2.5000000e+04 1.7000000e+04
 3.0000000e+03 5.5000000e+02 1.0000000e+02 3.0000000e+01 1.0000000e+01
 8.1000000e+00 6.0000000e+00 4.7500000e+00 3.0000000e+00 1.7700000e+00
 1.0000000e+00 6.2500000e-01 4.0000000e-01 3.7500000e-01 3.5000000e-01
 3.2500000e-01 2.7500000e-01 2.5000000e-01 2.2500000e-01 2.0000000e-01
 1.5000000e-01 1.0000000e-01 7.0000000e-02 5.0000000e-02 4.0000000e-02
 3.0000000e-02 2.5300000e-02 1.0000000e-02 7.5000000e-03 3.0000000e-03
 1.0000000e-05 e
 t
56$$ 0 0 a10  1 e t 
56$$ 0 0 a10  2 e t 
56$$ 0 0 a10  3 e t 
56$$ 0 0 a10  4 e t 
56$$ f0 t
end
=opus
LIBUNIT=33
TYPARAMS=GSPECTRUM
UNITS=PHOTONS
TIME=YEARS
NPOSITION=10 11 12 13 end
End

 

C. MCNPX INPUT  (Before voloxidation, photon shielding)

Volixidation Test for Gamma Shield
    1   1   -3.288           -1         imp:p=1     $Fuel
    2   2   -0.001225  1  -2 11  -12 21 31 -32 imp:p=2     $Air
    3   3   -2.2994    2  -3 13  -14 33 -34   imp:p=4     $Concrete
    4   3   -2.2994    3  -4 13  -14 33 -34   imp:p=8     $Concrete
    5   3   -2.2994    4  -5 13  -14 33 -34   imp:p=16     $Concrete
    6   3   -2.2994    5  -6 13  -14 33 -34   imp:p=32     $Concrete
    7   3   -2.2994    6  -7 13  -14 33 -34   imp:p=64     $Concrete
    8   3   -2.2994    7  -8 13  -14 33 -34   imp:p=128     $Concrete
   12   3   -2.2994   22  -2 12  -14 33 -34   imp:p=1     $Concrete
   13   3   -2.2994   22  -2 13  -11 33 -34   imp:p=1     $Concrete
   14   3   -2.2994   11 -12 22  -21 33 -34   imp:p=1     $Concrete
   15   3   -2.2994   21  -2 11  -12 32 -34   imp:p=1     $Concrete
   16   3   -2.2994   21  -2 11  -12 33 -31   imp:p=1     $Concrete
    9   0              8: -13 :14 : -22: -33: 34   imp:p=0     $void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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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o  19.36
   2    PX  19.36
   3    PX  39.36 
   4    PX  59.36 
   5    PX  79.36 
   6    PX  89.36 
   7    PX  99.36 
   8    PX  119.36
   9    PZ  -2.
  10    PZ   2.
  11    PZ  -100.
  12    PZ   100.
  13    PZ  -200.
  14    PZ   200.
  21    PX  -100
  22    PX  -200
  31    PY  -100.
  32    PY   100.
  33    PY  -200.
  34    PY   200.

C      MAT1, Spent fuel density =3.288 g/cc
c m1   8000  -0.1185   92000  -0.8815 
c before
c M1  8016 -0.1185  92238 -0.8171  &
c   92235 -0.0095  92236 -0.0053 &
c   94239 -0.0056  94240 -0.0023 &
c   94241 -0.0012  93237 -0.0006 &
c   94242 -0.0006  95241 -0.0004 &
c   94238 -0.0003  92234 -0.0002 &
c   95243 -0.0002 &
c   40000 -0.0041  39089 -0.0006 &
c   54000 -0.0062  52000 -0.0006 &
c   43099 -0.0009  38000 -0.0010 &
c   62000 -0.0010  &
c   44000 -0.0026  45000 -0.0005 &
c   37000 -0.0004  59000 -0.0013 &
c   46000 -0.0016  60000 -0.0049 &
c   42000 -0.0040  57000 -0.0015 &
c   36000 -0.0004  53000 -0.0003 &
c   64000 -0.0001  63000 -0.0002 &
c   55000 -0.0033  58000 -0.0029 &
c   48000 -0.0001  56000 -0.0020 &
c   47000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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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fter
M1  8016 -0.1185  92238 -0.8171  &
   92235 -0.0095  92236 -0.0053 &
   94239 -0.0056  94240 -0.0023 &
   94241 -0.0012  93237 -0.0006 &
   94242 -0.0006  95241 -0.0004 &
   94238 -0.0003  92234 -0.0002 &
   95243 -0.0002  &
   40000 -0.0041  39089 -0.0006 &
   54000 -0.0062  &
   38000 -0.0010  &
   62000 -0.0010  &
   44000 -0.0001  &
   59000 -0.0013  &
   46000 -0.0016  60000 -0.0049 &
   42000 -0.0040  57000 -0.0015 &
   36000 -0.0004  &
   64000 -0.0001  63000 -0.0002 &
   55000 -0.0001  58000 -0.0029 &
   48000 -0.0001  56000 -0.0020 &
   47000 -0.0001
C    MAT2  Air, density =0.001225 g/cc
M2     7014  -0.76   8016  -0.24
C  Concrete (Oak Ridge) d=2.2994 g/cc
M3    1001  -0.006    6000  -0.175
      8016  -0.410
     12000  -0.033   13027  -0.011
     14000  -0.035   19000  -0.001
     20000  -0.321   26000  -0.008
sdef   pos 0 0 0 dir 1 vec 1 0 0 rad d2 erg d1 
c sdef   pos 0 0 0 rad d2 erg d1 
si1 L 0.03
      0.075
      0.15
      0.25
      0.35
      0.5
      0.7
      0.9
      1.17
      1.50   
sp1   0.488
      0.158
      0.13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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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26
      0.039
      0.055
      0.023
      0.032
      0.003
si2   0  19.36
sp2   -21 0
c   mSv/hr ICRP-74 (1995), 1g base 
DE0    0.01  0.015 0.02  0.03  0.04  0.05  0.06  0.08  0.10
       0.15  0.20  0.30  0.40  0.50  0.60  0.80  1.00  1.50
       2.00  3.00  4.00  5.00
DF0    2.20E-7 2.99E-6 3.78E-6 2.92E-6 2.30E-6 1.98E-6 1.84E-6 1.91E-6 2.20E-6
       3.20E-6 4.32E-6 6.48E-6 8.57E-6 1.05E-5 1.24E-5 1.58E-5 1.87E-5 2.48E-5
       3.10E-5 4.00E-5 4.82E-5 5.58E-5
c print
nps  10000000
MODE p 
c phys:n 100 1 1
c prdmp 2j 0 1
F12:P  3
F22:P  4
F32:P  5
F42:P  6
F52:P  7
F62:P  8
FS12 -9 -10
FS22 -9 -10
FS32 -9 -10
FS42 -9 -10
FS52 -9 -10
FS62 -9 -10
c cut:p j 0.001

 

D. MCNPX INPUT  (After voloxidation, photon shielding)

Volixidation Test for Gamma Shield
    1   1   -3.288           -1         imp:p=1     $Fuel
    2   2   -0.001225  1  -2 11  -12 21 31 -32 imp:p=2     $Air
    3   3   -2.2994    2  -3 13  -14 33 -34   imp:p=4     $Concrete
    4   3   -2.2994    3  -4 13  -14 33 -34   imp:p=8     $Concrete
    5   3   -2.2994    4  -5 13  -14 33 -34   imp:p=16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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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3   -2.2994    5  -6 13  -14 33 -34   imp:p=32     $Concrete
    7   3   -2.2994    6  -7 13  -14 33 -34   imp:p=64     $Concrete
    8   3   -2.2994    7  -8 13  -14 33 -34   imp:p=128     $Concrete
   12   3   -2.2994   22  -2 12  -14 33 -34   imp:p=1     $Concrete
   13   3   -2.2994   22  -2 13  -11 33 -34   imp:p=1     $Concrete
   14   3   -2.2994   11 -12 22  -21 33 -34   imp:p=1     $Concrete
   15   3   -2.2994   21  -2 11  -12 32 -34   imp:p=1     $Concrete
   16   3   -2.2994   21  -2 11  -12 33 -31   imp:p=1     $Concrete
    9   0              8: -13 :14 : -22: -33: 34   imp:p=0     $void region
   
   1    so  19.36
   2    PX  19.36
   3    PX  39.36 
   4    PX  59.36 
   5    PX  79.36 
   6    PX  89.36 
   7    PX  99.36 
   8    PX  119.36
   9    PZ  -2.
  10    PZ   2.
  11    PZ  -100.
  12    PZ   100.
  13    PZ  -200.
  14    PZ   200.
  21    PX  -100
  22    PX  -200
  31    PY  -100.
  32    PY   100.
  33    PY  -200.
  34    PY   200.

C      MAT1, Spent fuel density =3.288 g/cc
c m1   8000  -0.1185   92000  -0.8815 
c before
M1  8016 -0.1185  92238 -0.8171  &
   92235 -0.0095  92236 -0.0053 &
   94239 -0.0056  94240 -0.0023 &
   94241 -0.0012  93237 -0.0006 &
   94242 -0.0006  95241 -0.0004 &
   94238 -0.0003  92234 -0.0002 &
   95243 -0.0002 &
   40000 -0.0041  39089 -0.0006 &
   54000 -0.0062  52000 -0.0006 &
   43099 -0.0009  38000 -0.0010 &
   62000 -0.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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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00 -0.0026  45000 -0.0005 &
   37000 -0.0004  59000 -0.0013 &
   46000 -0.0016  60000 -0.0049 &
   42000 -0.0040  57000 -0.0015 &
   36000 -0.0004  53000 -0.0003 &
  64000 -0.0001  63000 -0.0002 &
55000 -0.0033  58000 -0.0029 &
48000 -0.0001  56000 -0.0020 &
47000 -0.0001
c after
M1  8016 -0.1185  92238 -0.8171  &
c   92235 -0.0095  92236 -0.0053 &
c   94239 -0.0056  94240 -0.0023 &
c   94241 -0.0012  93237 -0.0006 &
c   94242 -0.0006  95241 -0.0004 &
c   94238 -0.0003  92234 -0.0002 &
c   95243 -0.0002  &
c   40000 -0.0041  39089 -0.0006 &
c   54000 -0.0062  &
c   38000 -0.0010  &
c   62000 -0.0010  &
c   44000 -0.0001  &
c   59000 -0.0013  &
c   46000 -0.0016  60000 -0.0049 &
c   42000 -0.0040  57000 -0.0015 &
c   36000 -0.0004  &
c   64000 -0.0001  63000 -0.0002 &
c   55000 -0.0001  58000 -0.0029 &
c   48000 -0.0001  56000 -0.0020 &
c   47000 -0.0001
C    MAT2  Air, density =0.001225 g/cc
M2     7014  -0.76   8016  -0.24
C  Concrete (Oak Ridge) d=2.2994 g/cc
M3    1001  -0.006    6000  -0.175
      8016  -0.410
     12000  -0.033   13027  -0.011
     14000  -0.035   19000  -0.001
     20000  -0.321   26000  -0.008
sdef   pos 0 0 0 dir 1 vec 1 0 0 rad d2 erg d1 
c sdef   pos 0 0 0 rad d2 erg d1 
si1 L 0.03
      0.075
      0.15
      0.25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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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0.7
      0.9
      1.17
      1.50   
sp1   0.244
      0.070
      0.056
      0.016
      0.011
      0.119
      0.414
      0.053
      0.015
      0.004
si2   0  19.36
sp2   -21 0
c   mSv/hr ICRP-74 (1995), 1g base 
DE0    0.01  0.015 0.02  0.03  0.04  0.05  0.06  0.08  0.10
       0.15  0.20  0.30  0.40  0.50  0.60  0.80  1.00  1.50
       2.00  3.00  4.00  5.00
DF0    2.20E-7 2.99E-6 3.78E-6 2.92E-6 2.30E-6 1.98E-6 1.84E-6 1.91E-6 2.20E-6
       3.20E-6 4.32E-6 6.48E-6 8.57E-6 1.05E-5 1.24E-5 1.58E-5 1.87E-5 2.48E-5
       3.10E-5 4.00E-5 4.82E-5 5.58E-5
c print
nps  10000000
MODE p 
c phys:n 100 1 1
c prdmp 2j 0 1
F12:P  3
F22:P  4
F32:P  5
F42:P  6
F52:P  7
F62:P  8
FS12 -9 -10
FS22 -9 -10
FS32 -9 -10
FS42 -9 -10
FS52 -9 -10
FS62 -9 -10
c cut:p j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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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휘발성 산화공정 목표 정립

1. 개요

휘발성산화공정이 Idaho National Laboratory (INL)과 KAERI (Korea Atomic

Energy Institute)에서 파이로공정의 전처리공정으로 연구되고 있다. 산화물 환원공정

과 전해정련공정은 사용후산화물핵연료 파이로공정의 중요 단계이다. 휘발성산화공정

의 세가지 중요한 특성이 다루어졌다. 이것은 입도, 피복관으로부터 핵물질의 분리 즉

탈피복, 핵분열생성물의 제거이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4가지의 가능한 경우를

서술했고, 각 경우를 전해환원 속도, 제품의 특성, 염 이송 등의 항목으로 비교하였다.

각 경우 가장 좋거나, 효율적일때 3점, 가장 나쁘거나, 비효적일때 1점을 주었다.

가장 좋은 경우로 선정된 공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공정의 성능

목표를 입도제어, 핵분열생성물 제거, 배기체 처리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2.. 4 가지 경우의 평가

가. 고려된 경우들

전처리공정의 4가지 경우 즉 Case 1: 세단(chopping)한 사용후핵연료 rod-cut을 직

접 전해환원하는 경우, Case 2: 세단후 저온 휘발성 산화처리하는 경우, Case 3: 세단

후 저온 휘발성산화하고, 1,200℃에서 열처리하는 고도 휘발성 산화하는 경우, Case 4:

기계적 탈피복하고 저온 휘발성산화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검토하였다.

나. 평가 기준

다음과 같은 10개의 기준이 평가하는데 사용되었다.

•전해환원 속도

•rod-cut 특성 (e.g. 입자 크기, 밀도)

•후속공정의 피복관 간섭

•후속공정으로의 염 이송(carryover)

•핵분열생성물의 제거 정도 및 시점 영향

•핵물질 제어와 계수 검증성(accountability verification)

•제품 취급 용이성(저장과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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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관에 잔류한 TRU와 관련되어 폐기물 감소 가능성

•궁긍적 처분성

•시간, 경비의 항목으로 공정도의 복잡성

다. Case 1

이 경우 휘발성산화단계는 파이로공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세단 단계 후 산화

물연료가 전해환원 공정에 직접 공급된다. 휘발성산화는 사용후핵연료 물질의 입자 크

기를 상당히 줄이기 때문에, 휘발성 산화하지 않은 물질에 대해 공학규모 산화물 환원

장치[3.2.2.1]에서 수행된 시험결과를 기준으로 볼때 전해환원속도는 최소 3 지수인자만

큼 감소가 예상된다. 휘발성 산화한 물질과 하지 않은 물질의 실험실규모 test 결과는

산화분말과 비슷한 입자크기를 갖도록 기계적 탈피복만한 물질 형태를 고려했을때 전

해환원속도에 관하여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다[3.2.2.2]. 휘발성산화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장점은 UO2와 U3O8 형태의 전하량 균형의 쉬움, 세단 연료의 벌크 밀도(bulk

density)가 커서 취급시 부피가 적음이다.

휘발성산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세단후 연료는 피복관과 같이 전해환원조에 주

입된다. 금속으로 환원된 연료가 담긴 rod-cut 은 전해환원조로부터 전해정련조로 옮

겨진다. 피복관이 없이 처리하면 피복관(zircalloy)의 두 공정중의 염들과 잠재적 부반

응을 최소하는 장점이 있다.

몇가지 잠재적으로 휘발가능한 핵분열생성물이 조작중에 반응기내에 침적될 수 있

다. 이 보고서에서는 Kr, Xe, H-3, I, Cs, Tc 핵분열생성물 특히 준휘발성 핵종이 중

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들 핵종은 세단이나 휘발성산화공정 중에도 충분히 제거되기 않

는다는 연구결과[3.2.2.3-3.2.2.7] 때문이다. 몇 개의 다른 휘발성 핵분열생성물도 취급

되어야 하지만, 앞에서 제시된 핵분열생성물의 관계도나 유사성 때문에 여기서는 논의

되지 않았다. 즉, Rb, Te, Ru, C-14 등이다. Case 1을 고려하면, 이러한 준휘발성 핵분

열생성물이 거의 방출되지 않고 연료 구조내에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이다.

라. Case 2

Case 2의 주된 목적은 전해환원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연료를 탈피복해서 고운

입자로 만드는 것이다. 충분한 탈피복율을 갖고, 고운 분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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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온도(∼500℃) 만이 요구된다. 저온 휘발성산화의 한가지 단점은 입자가 너무 작

다는 것이다. 이 입자를 전해환원이나 이송하는 조작 중 가둠(containment)에는 상당

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휘발성 산화된 분말은 잘 균질화 되어서, 계량관리 목적

으로 쉽게 시료채취할 수 있다. 반면, 세단된 연료는 축방향 편차를 갖기 쉽다[3.2.3.2].

저온 휘발성산화의 또 다른 장점 혹은 단점은 앞에서 언급한 준휘발성핵종의 제거

문제이다. Kr, Tc, Cs의 제거율은 10-30%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3.2.2.3, 3.2.2.6]. 반

면에, 삼중수소의 거의 100%이다[3.2.2.4]. Xe의 제거율은 Kr과 비슷하다고 예상된다.

이들 기체상 분자의 약 5-10%만이 그레인 경계에 있기 때문이다[3.2.2.8, 3.2.2.9]. 요

오드는 CsI로서 세슘 제거와 관련이 있으나, 세슘보다는 양이 적다. 그래서, 요오드 제

거율은 저온 휘발성산화시 10% 미만으로 예측된다[3.2.2.10, 3.2.2.11]. 이러한 핵분열생

성물이 저온 휘발성산화공정에서 제거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연료내 남아있게

되어 후속 공정에서 다시 처리해야만 한다.

마. Case 3

Case 3의 초점은 탈피복과 분말화를 위해 저온 휘발성산화공정을 수행하고 난후,

진공하 온도를 올려 앞에서 언급한 준휘발성 핵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그림

3.2.2.1). Case 3에 대해, 두 단계 공정 즉 500℃ 저온 휘발성산화 후 연료 물질과 피복

관을 분리하는 것이 고온에서 피복관의 산화를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 저온 휘발성산

화공정은 탈피복을 위해 고온 휘발성산화는 핵종제거와 그래뉼 제조를 위해 필요하다.

두 단계 조작은 Case 1과 Case 2에 비해 전체 공정도에 복잡성을 줄 수도 있다.

1,200℃ 진공조건에서 대부분의 Cs, I, Tc이 제거[3.2.2.7, 3.2.2.10] 되었기 때문에 Sr

만이 AFCI/GNEP 공정도[3.2.2.12]에 따르면 유일한 문제의 핵종이 된다. Sr도 ∼160

0℃ 매우 고온에서는 분리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3.2.2.13]. 이렇게 된다면

AFCI/GNEP 공정도를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다. Sr 제거를 무시하더라도, Cs 이 완

전히 제거되면 약 50%의 방사능 저감이 예상된다[3.2.2.14]. 고온 휘발성산화공정에 의

한 요오드의 완전한 제거는 전해환원에 또 다른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의 전해

환원 실험결과는 아직 정확한 결과는 안 나왔지마는[3.2.2.2] 아마도 요오드에 의한

백금전극의 오염이 제시되었다. Tc, Cs, I 가 완전히 제거된다고 보면, 이들 핵분열생

성물은 직접 파이로 폐기물 형태(금속과 세라믹)에 직접 포함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들 폐기물 형태가 그들의 궁극적 목적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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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Fission product disposition following voloxidation for case 3

바. Case 4

Case 4는 기계적 탈피복후 저온 휘발성산화하는 경우다. 기계적탈피복은 피복관으

로부터 연료물질의 제거를 촉진하기위해 슬리팅(slitting) 혹은 분쇄(crushing)를 포함

한다. 이 경우는 휘발성산화 하지 않은 물질의 전해환원을 위해 INL에서 행한 방법과

유사하다. 또한, 연료봉을 다중 축 슬리트에 의해 탈피복한 KAERI의 경우와도 비슷하

다. 이 경우의 단점은 약간의 미세분말이 탈피복 결과 생길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

은 미세분말의 취급문제를 일으킬 수 도 있다.

피복관이 휘발성 산화공정전 제거되기 때문에 전해환원 원료물질의 오염이 다른 3

경우 처럼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계적 탈피복은 연료물질 제거에 특히

TRU량을 줄이는데 산화탈피복 만큼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3.2.2.7]를

고려하면, 500℃에서 피복관없이 산화처리할 경우 핵분열생성물 제거는 Case 2보다 약

간 좋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Case 3보다는 덜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 Case 1의 추가 검토

Rod-cut 자체로 전해환원하는 방법은 유망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rod-cut을 만들

기 위해서는 실험실에서 다이아몬드 톱이나, 튜브 cutter가 사용되기도 한다. 상용공장

에서는 shearing 기술이 보편화 되어있다. Karell 과 Gourishankar [3.2.2.15], Kar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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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3.2.2.16]도 전해환원에 사용할 그들의 시편을 만들기 위하여 shearing 특성을 고려

하였다. 2.54cm의 rod-cut을 만들 때 UO2의 약 50%가 빠지므로 피복관이 쌓인 시편

길이를 1cm로 보고 만들어 사용하였다.

Davis 등[3.2.2.17]에 의하면 사용후 LWR 연료를 shearing하면 40 μm이하분이 최

대 15.1%, 50 μm이라분이 최대 18.1%라고 보고하였다. 전해환원에는 325 mesh sieve

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 sieve의 opening 크기는 44μm이다. 44μm를 기준으로 하면

16.6%가 된다. 즉 이 부분은 325 mesh sieve에 사용할 수 없다. 이는 화학분석에 이용

하거나 다공성 용기에 담아 사용하여야 한다. 이점이 rod-cut 자체로 전해환원 하였을

때의 하나의 단점이 된다.

Karell 과 Gourishankar [3.2.2.15], Karell 등[3.2.2.16]은 길이 1 cm, 외경 0.95 cm의

clad UO2 fuel rod를 이용하여 전해환원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환원시간이 36시간이였

다. 한편, 부서진 UO2 알갱이의 경우 약 12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피복관이 유효반

응면적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실험결과로 부터, 피복관 내부의 상대적으로

큰 입자가 chopped fuel의 환원 시간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Zr은 핵연료 matrix에 고용체로 있다[3.2.2.18]고 여겨지며 ORIGEN 코드로 계산한

spent PWR fuel(45,000 MWD/MTU, initial enrichment 4.5%, 5 yrs cooling)의 Zr 무

게는 약 5 kg/MTHM로 세슘(약 3 kg/MTHM) 보다도 많다. Herrmann 등[3.2.2.19,

3.2.2.20, 3.2.2.21]과 Park[3.2.2.22]에 따르면, 화학분석에 의해 전해환원조의 염으로 부

터 Zr이 검출되지 않았다. 사용후 PWR 연료 1 HMTU이 전해환원될 때 약 256 kg의

피복관이 salt와 접촉한다. 이는 5 kg/MTHM과 비교할 때 매우 큰 값이다. (256/5=51)

피복관으로부터 Zr의 용출 특성을 알기위해서는 별도의 실험이 필요하다. 참고로,

Karell 등[3.2.2.16] 은 stainless steel cladding으로 실험하였는데 전해환원후에도 피복

관의 손상이 없었다.

요약하면, rod-cut 산화물의 환원은 너무 많은 시간이 요한다. 또한, wire mesh에

쓰기에는 shearing 공정에서 나온 분말은 미세분이 너무 많다. 또한, H-3, Tc, I의 거

동 특성을 알아야 하는데 이에대한 정보가 거의 발표되지 않았다. 즉, 이 기술을 적용

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많다.

아. Case 2 와 Case 3 의 비교

기계적 슬리팅에 의해서는 상당히 큰 사용후핵연료 알갱이를 얻을 수 있다. 45 μm

이하의 미세분말도 무시할 만하다. 그러나 결정립 구조와 배기체처리 효율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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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우선, 결정립의 입자밀도는 이론 밀도의 약 93% 이다. 즉 기공도는 7%정도

이다. 반면, AVP공정의 응집체는 이론 밀도의 50% 정도이고 기공도도 약 50%일 것

이다. 이것은 두 경우 환원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의 경우 최대 그레인

크기가 1 cm로 추정되며 후자의 경우는 최대 그레인이 100 μm이하일 것이다.

Simpson 과 Herrmann의 모델[3.2.2.23], shrinking core model[3.2.2.24]에 의하면 1 cm

구형 알갱이와 100 μm 구형 알갱이의 계산된 환원시간 비율은 10,000이다. 만약, 1

cm 구형 알갱이가 18시간이 걸린다면, 100 μm 알갱이는 0.1 분 걸릴 것이다. 여기에

서 Karell과 Gourishankar[3.2.2.15]이 1cm clad UO2 pellet가 36시간 걸린다고 보고하

였지만 이 계산에서는 18시간으로 보고 계산하였다. 또한, AVP공정에서 나온 응집체

중 알갱이 크기는 20μm 정도로 예상되나 보수적으로 100 μm으로 보았다. 전해환원

시간에 기여하는 다른 인자 즉 산화물 장입, 장치 세팅, 운전, 장치 해체 및 생산품 회

수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전해환원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

또한, 핵분열생성물의 거동도 알아야 한다. 전해환원조에서 휘발성핵종 (Kr, Xe)은

상부로 날아갈 것이다. 그러나 삼중수소는 염쪽으로 이동하리라 예상된다. 좀 더 자세

한 거동은 연구가 필요하다. 장수명핵종(I-129, Tc-129)의 거동도 반드시 이해해야 한

다. Tc는 다른 귀금속(Ru, Mo, Rh, Pd)과 같이 행동하리라 판단되나 요오드는 염쪽으

로 이동되어 LiI가 형성되리라 본다. 염으로부터 LiI에 대한 분리방법, 이의 처분방법

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고 INL의 경우는 미량 TRU, 세슘, 요오드 등 함유 염을 제올

라이트, glass frits와 섞어 sodalite로 만들어 고준위폐기물로 처분하는 연구가 진행되

었다[3.2.2.25]. 반면, AVP의 경우 Fig. A111처럼 삼중수소는 HT를 HTO 형태로 전

환하여 분자체로 포집하는 단위공정을 이용할 예정이며, 테크네튬은 칼슘필터로 포집

하며, 요오드는 Ag-X 필터로 포집할 예정이다. 기계적 슬리팅에서 나온 그레인을 전

해환원 할 경우 세슘은 염쪽으로 이동한다. 세슘 등을 포함한 염의 처리법은 상기의

방법[3.2.2.25]이 있고, 최근에는 melt crystallization[3.2.2.26]법, 제올라이트 흡착법

[3.2.2.27]이 있다. 한편, AVP의 경우 기체상세슘을 800∼1000℃에서 석탄회 필터로 포

집하고, 이 포집 필터는 필터 그대로 용기에 넣어 보관하거나 석탄회 잉곳으로 만들어

처분할 수 있다.

자. 요 약

4가지 전처리 경우가 파이로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서 표 3.2.2.1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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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a Case 1 Case 2 Case 3 Case 4

Reduction Rate 1 3 3 3 

Product Characteristics 3 1 3 1 

Contamination by Cladding 1 2 2 3 

Salt Carryover 3 1 1 1 

Fission Product Removal Rate/Timing 1 2 3 2 

Sampling for MC&A 1 3 3 3 

Product Handling 3 1 3 1 

TRU Content of Cladding 1 2 2 1 

Ultimate Disposition 1 1 2 1 

Flowsheet Complexity 3 2 1 2 

Totals 18 18 23 18 

내었다. 1은 가장 효과적이지 않거나 비우호적임을 나타내고 3은 가장 효과적이거나

이익이 있는 경우를 나타내었다. Case 3의 종합 점수가 4가지 경우 중 가장 높았다.

이것은 본 연구의 방향이 옮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과제는 입도제어, 핵분열생성물 제

거, 선택적 배기체처리를 추구한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 KAERI와 INL은 고도 휘

발성산화공정을 PRESENT(Particle size control, fission product REmoval, SElective

Nuclide Trapping) 공정이라고 명명하였다. 본 PRESENT 공정은 파이로공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표 3.2.2.1 Comparison of voloxidation effects on pyro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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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향 정립

가. 핵분열생성물 제거

LWR 사용후핵연료로부터 고도휘발성산화공정에 의한 핵분열생성물 제거에 대한

실험결과를 표 3.2.3.2에 나타내었다. Cs의 제거율은 98%, Kr, Xe, H-3, C-14, I-129의

제거율은 거의 100%이다. Tc, Te, Mo, Rb의 제거율은 각각 92%, 53%, 62%, 96%이

다. 그러나, 1,200℃는 고온으로 본 휘발성산화장치 재료인 Inconel 601에 부담되는 온

도이다. 따라서, 좀더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검토가 필요하다. 1,200℃에서

Inconel 재료의 산화를 막기위해 진공조건이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휘발성산화장치

내면의 부식을 막을 수 있었지만 장치 외부의 산화를 막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공기

분위기에서 장시간 사용에는 외부부식의 문제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막기 위

해서는 불활성분위기에서 운전하거나, 좀더 고온에서도 견디는 재질의 도입을 검토해

야 한다.

표 3.2.2.2 Removal rates (%) of fission products by the PRESENT process

H-3 C-14 Kr-85 I-129 Cs Tc Te Mo Rb

100 100 100 100 98 92.3 53.3 61.7 96

나. 입도 제어

SIMFUEL을 이용한 우라늄산화물의 입도제어 실험결과는 매우 전망이 좋다. 200

g-HM/batch 규모 단축 베어링형 회전형 반응기를 이용 최대 20 mm 다공성 우라늄

산화물이 얻어졌다. 이 다공성 우라늄의 전해환원 실험결과 전반적으로 전해환원이 잘

되었으며, 우라늄의 전해환원율도 99.6%로 매우 좋았다. 그러나, 단축 베어링형 회전로

는 고온에서의 조업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래서, 두축 베어링형 회전로를 회전로를 다

시 설계 제작하였다. 이를 그림 3.2.3.1에 나타내었다.

새로운 장치를 이용한 운전이 원활했다. 따라서, 전해환원 공정의 mesh 용기에 사

용과 취급이 편리하도록 1mm 이상 구형 입자를 제조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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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두축 베어링형 회전로형

휘발성산화장치

다. 핵분열생성물 포집

INL 핫셀에서 배기체처리 실험험결과 주요핵종인 Cs, Tc, I 의 선택적 가능성을 보

였다[3.2.3.1]. 포집필터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새로운 필터를 개발하여 성능 실험 중

에 있다. 진공도에 따라 포집 효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진공도가 증가함

에 따라 배기체포집 효율이 감소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집온도의 상승이

필요하였다. 또한, 진공대신 Ar 불활성 분위기를 도입하면 포집효율이 향상되고 배기

체처리장치 운전이 더 효율적임을 알았다.

라. 운전 조건의 변경 검토

고도 휘발성산화장치 및 배기체처리장치의 원활한 운전을 위해서는 진공대신 불활

성분위기의 도입이 필요하다. 단지, 이 경우 핵종제거에 문제만 없으면 된다. INL핫셀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핵종인 Cs, Tc, I 의 제거율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표

3.2.3.1에는 비진공하의 INL 핫셀에서 행한 DEOX test 2, 5, 10d 의 실험 결과를 정리

하여 나타내었다. INL 핫셀에서 정적인 조건하 공기분위기에서 1250℃까지 온도를

올렸다가 내린 10d의 경우를 보면 Cs의 제거율이 87% 였다. Cs와 고융점이라 생각되

는 Cs 화합물(Cs와 Mo 화합물) 의 용융점은 958℃이하이다. 본 과제에서 제시하는

1200℃, 10시간동안 분말의 움직임을 제공하는 즉 물질 및 열전달이 활발한 회전로에

서 운전시에는 세슘 제거율이 95%이상으로 예상된다.

Tc의 경우 600℃에서 운전한 DEOX 2에서는 71%, 700℃에서 운전한 DEOX 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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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74%의 제거율을 보였다. 700℃ 산소분위기하 3시간 운전과 1200℃ Ar 분위기 10시

간 운전을 기준으로 하는 본 연구의 경우 Tc 제거율은 90% 이상 되리라 예상한다. I

의 경우 주요 화합물은 CsI로 용융점은 621℃, 끓는점은 1,280℃로 1,200℃, Ar 분위기

에서 10시간 유지하면 99%이상 제거되리라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주요핵종인 Cs, Tc, I의 경우 운전조건을 진공에서 Ar 분위기로 바꾸

어도 핵종제거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회전로 운전용이, 배기체 포집효율 향

상과 같은 장점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2.3.1 INL 핫셀에서 DEOX 2, 5, 10d 실험 결과

라. 결 론

전처리공정의 4가지 경우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본과제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

도휘발성 산화공정(500℃ 산화탈피복 후 1200℃, 진공하 열처리) Case 3가 전해환원속

도, product 특성, 취급성, 핵분열생성물 제거 등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 종합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것은 진행되고 있는 연구방향(입도 제어, 핵분열생성물 제

거, 선택적 핵종 포집)이 옳음을 의미한다.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의 3가지 분야의 성능목표는 입도제어에 있어 mm이상의 입자

를 생산하고 이를 INL핫셀에서 실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분열생성물의 제거는 현

실험실 규모 INL 핫셀 자료(#11, #12, #13)가 대체로 만족스럽다. 배기체처리 분야에

있어서는 진공도가 증가할수록 포집효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공이

배기체 포집과 휘발성산화장치 운전에 어려움을 주므로 진공대신 불활성개스의 도입

이 필요하며, 불활성가스 분위기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핵종제거율은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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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휘발성 산화공정의 최적 조업변수 도출

1. INL 핫셀 실험장치 조건(고온산화, 진공)설정을 위한 회전로형 휘발성산화 실험

장치 설계 및 제작

가. 개요

INL 핫셀의 산화실험 장치는 수직형으로 핵분열생성물을 휘발제거하기 위해

1200℃, 약 1 torr 이하의 진공하에서 운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온도에서

진공을 유지하는 수평형 휘발성 산화장치의 기능에다 전해환원 공정의 처리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분말의 형태와 입도로 분말특성을 제어하기 위해 분말의 텀블링이

가능하도록 회전기능을 추가한 고온 진공 회전로형 산화실험 장치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회전형 산화실험 장치로부터 배출되는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을 포집하는

고정형인 배기체 포집장치와 연결하기 위해 산화장치에 실린더를 하나 더 추가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장치를 설계․제작하였다.

나. 단일 롤러형 회전로

(1) 성능 및 용량 설계 기준

• 목적 : SIMFUEL을 이용한 산화탈피복, 분말화, 핵분열생성물 휘발 및 포집,

분말특성(입도 및 형태) 제어

• 주요 기능 : 산화탈피복, 고온/진공 핵분열생성물 휘발, 분말특성 제어

• 기기 성능

- 진공 : < 1 torr

- 온도 : ～1200oC (INCONEL alloy 600)

- 휘발성 산화처리로 회전속도 : Max. 12 rpm

• 휘발성 산화처리로의 용량 계산

- 용량기준 : 200 gU/batch

- 용량계산

‣UO2 펠렛

- UO2 펠렛 밀도 : 10.2 g/cm
3 (10.96 g/cm3*93% 이론밀도. PWR 핵연료)

- UO2 무게 : 230 g/b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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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피복관 (Zircaloy-4)

- Zircaloy-4 : OD 9.5 mm X ID 8.96 mm

- 피복관 절단 길이 : 50 mm L

- 절단 피복관의 수 : 5 개 (부피 : 19 cm3)

‣ U3O8 분말

- U3O8 분말 : 239 g/batch

- U3O8 분말의 벌크밀도 : 1.58 g/cm3

- U3O8 분말의 부피 : 151 cm
3

‣산화탈피복로의 용량

- 산화탈피복로 치수 : 60 X L 130 mm (부피 : 360 cm3)

- 산화탈피복로에 대한 핵연료 피복관의 부피비: ～ 5%

‣휘발성 산화처리로의 용량

- 치수 : 134 X L 170 mm (부피 : 3,850 cm3)

- 휘발성 산화처리로에 대한 U3O8 분말의 부피비 : ～ 4%

(2) 설계 및 제작

약 1200℃, 1 torr의 고온진공 공정에 의해서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을 휘발제어하

는 연구는 한국과 미국 간의 I-NERI 과제로 수행되고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회전로형 휘발성 산화실험 장치는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온도의 한계(약 815℃) 및

진공을 유지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성능향상 및 추가

기능을 부여하여 고온진공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를 설계를 수행하였다.

- 산화탈피복 기능 추가

- 배기체 실험장치와 접속

- 온도 : 약 1200℃(Inconel 재질)

- 진공도 : < 1 torr

- 반응로 회전속도 : 최대 60 rpm

고온진공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는 회분식으로 tumbling시키면서 산화탈피복을

한 후에 다공판을 통해 분말을 산화처리로에 수집하고 피복관을 제거한다. 진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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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면서 분말을 tumbling 시켜 핵분열생성물을 휘발제거하는 동시에 분말의

입자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휘발성 산화처리로의 재질로는 인코넬 600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융점이

1354～1413℃이 낮으나 1177℃까지 산화저항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고온 산화장비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그림 3.3.1.1은 고온진공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도를 나타낸

것으로 휘발성 산화처리기(산화탈피복기, 산화처리기), 산화처리기의 회전부, 진공유지

및 배기체 처리장치와 연결부, 온도센서 및 반응성 가스 주입구로 4개의 모듈

구성하였다.

그림 3.3.1.1 고온진공 휘발성 산화공정 실험장치도

진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전부(산화탈피복기, 산화반응기)와 고정부로 분리하였으

며 고정부로는 휘발성 산화처기로 Guide를 설치하도록 하였다(그림 3.3.1.2). 회전부와

고정부간의 진공은 내열성 O-ring에 의해서 유지된다(그림 3.3.1.3). 회전부와 고정부

간에 베어링을 설치하여 회전부의 원활한 회전과 장치무게에 의해 생기는 응력을 분

산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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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회전 및 고정부

그림 3.3.1.3 회전/고정부간의 진공유지 O-ring

배기체가 배관에 응축되지 않도록 휘발성 산화처리기 후단에 보조 가열기를 설치하

였다. 분말배출이 용이하도록 반응기의 끝부분을 Cone 형태로 하였으며 여기에 인코

넬 재질의 Mesh와 인코넬 평판을 타공하여 설치하였다(그림 3.3.1.4). 반응기와 반응

기체 공급배관 및 온도센서간의 분리가 원활하도록 socket 형태의 접속부를 갖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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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그림 3.3.1.5). 그리고 가열기의 유지보수를 위해 단일체가 아닌 좌우 분리형으로

선정하였다(그림 3.3.1.6).

그림 3.3.1.4 분말배출용 Mesh

그림 3.3.1.5 온도센서/가스라인 산화처리기 분리 그림 3.3.1.6 보수시 가열기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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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7은 설계하여 제작된 장치를 사진으로 나타낸 것이다. 제작후 각 부분을

검사한 결과 설계 사양을 충분히 만족하였다.

그림 3.3.1.7 휘발성 산화실험장치 전체도

그림 3.3.1.8은 산화처리기 및 산화탈피복기와 이들을 고정형 실린더에 삽입 및 제

거를 위한 도구인 sliding 실린더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Sliding 실린더에는 가스를 주

입하기 위한 3개의 홀과 비접촉의 온도센서를 설치할 수 있는 홀을 가공하였으며 각

각의 실린더에는 진공을 유지하기 위해 Viton 제품의 오링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3.3.1.8 산화처리기 및 탈피복기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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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는 산화처리기 내부에서 분말을 유동시켜 분말간의 접촉을 원활하도록

등축방향으로 6개의 Lifter Blade와 산화처리기에 진공이 가해지도록 하고 열처리 중

의 분말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산화처리기의 끝 부분에 덮게인 Mesh와 타공판을

각각 제작하였다. 산화분말의 회수는 이와 같은 덮개를 제거한 후 수행하도록 제작되

었다.

그림 3.3.1.9 Lifer blade, Mesh 및 타공판

그림 3.3.1.10은 회전축에 온도센서와 반응성 가스라인을 부착하기 위해서 각각 슬

립링 및 로터리 조인터를 설치하여 이들이 회전하지 않도록 하였다. 회전동력의 전달

은 V-벨트 풀리 형태를 선택하여 고온에서 인코넬의 국부적인 열팽창계수차에 의해

생기는 응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그림 3.3.1.10 온도센서 및 반응성 가스라인 부착을 위한 슬립링 및 로터리조인터



- 75 -

그림 3.3.1.11은 휘발성 산화실험 장치와 배기체 처리실험 장치를 연결한 고도 휘발

성 산화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두 장치의 연결부에는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응축

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열기를 설치하였다. 분말 입도제어 실험시에는 분리될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림 3.3.1.11 고도 휘발성 산화장치 시스템

그림 3.3.1.12는 고도 휘발성 산화시스템의 통합제어반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3.3.1.13은 각 장비의 가동과 데이터 취득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나타낸 컴퓨터 화면

이다. 그림 3.3.1.14는 실시간으로 공정변수 자료를 획득하여 나타내는 컴퓨터 화면이

며 이는 엑셀 파일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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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2 통합제어반 그림 3.3.1.13 공정제어 및 자료취득 프로그램화면

그림 3.3.1.14 실시간 공정변수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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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기 형태 원통형

반응기 재질 INCONEL alloy 601

반응기 크기 ϕ200 x 200 L (mm)
최대 온도 ∼1200oC

회전속도 ∼12 rpm

회전 시스템 기어 모터, sprocket and chain, double roller

틸팅 각도 +30°, -40°

배기체 포집장치와 연결 특수형 rotary joint

다. 이중 롤러형 회전로

(1) 성능 및 용량 설계 기준

·용량 증대 : 0.2 kg/batch에서 최대 1.5 kg/batch로 증대

·틸팅시스템 : 휘발성 산화장치 반응기에 분말 또는 소결체를 장입 및

반응기로부터 입자 회수

·특수형 rotary joint : 배기체 포집장치와 연결

표 3.3.1.1 이중 롤러형 회전로

 

(2) 설계 및 제작

회전형 휘발성 산화장치는 회전형 반응기, 구동 시스템과 롤러, 틸팅시스템, 특수형

로터리조인트, 배기체 응축방지를 위한 가열 코일이 있다(그림 3.3.1.15). 틸팅시스템은

반응기에 분말 또는 소결체를 장입하고 반응이 끝난 후에 반응기로부터 입자를 회수

하기 위해서 설치하였다(그림 3.3.1.16). 휘발성 산화장치의 틸팅은 기어 모터에 의해

이루어 진다. 휘발성 산화장치의 하부에 레일 설치하여 장입 및 회수시에 전후진 이동

이 가능하게 하였다. 전후진 구동은 압축공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회전형 휘발성 산화

장치를 고정형 배기체 처리장치에 연결할 수 있도록 특수형 로터리 조인터를 고안하

였다(그림 3.3.1.17). 연결 관을 감싸고 있는 가열 코일은 휘발성 산화장치의 반응기로

부터 증발되는 배기체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림 3.3.1.18은 제작된 휘

발성 산화장치의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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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ILTING SYSTEM 12 CHAIN SPROCKET

5 DRIVING SYSTEM 11 ROLLER

4 ROTARY VOLOXIDIZER 10 OFF-GAS TUBE

3 HEATING UNIT 9 SPECIAL ROTARY JOINT

2 INSULATION 8 HEATING COIL

1 FRAME 7 ROTARY JOINT

그림 3.3.1.15 이중 룰러 회전형 휘발성 산화장치

 

(a) 장입 (b) 회수

그림 3.3.1.16 틸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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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7 특수형 로터리 조인트

그림 3.3.1.18 이중 롤러형 휘발성 산화장치

2. 분말 충전밀도 증대용 진동충전기 설계

진동충전중에 진동수(진동주파수) 및 진폭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여 분말충전밀도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그림 3.3.2.1). 진동부재에 진동운동을 전달하는 회전축

을, 일측의 단면이 원형으로 형성되고 타측으로 갈수록 장축과 단축의 길이의 비가 점

차 커지는 타원형의 단면을 갖는 타원형 캠축으로 형성하고, 이송부재를 통해 상기 진

동부재가 상기 타원형 캠축 상에서 이동 가능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진동부재의 진동운

동 중에도 상기 타원형 캠축의 위치에 따른 이심률의 변화에 따라 진동부재의 진폭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구동상태를 그림 3.3.2.2에 나타내었다. 먼저 구동부재(50)의 구동에 의해 타원형 캠

축(40)이 회전되면, 타원형 캠축(40)의 외주면에 접촉되는 진동전달축(22)의 롤러(241)

도 회전하게 되는데, 상기 롤러(241)가 타원형 캠축(40) 상에서 좌측의 단면이 원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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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면에 접촉되는 경우에는 진동전달축(22)에 진동이 발생되지 않게 된다. 진동을 발

생시키기 위해 작업자의 이송핸들(32)을 조작하면 진동전달축(22)이 이송스크류(31)를

따라 우측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진동전달축(22)의 롤러(241) 또한 타원형 캠축(40)

상에서 단면에 원형인 외주면에서 단면이 타원형인 외주면으로 이동 접촉되어 진동전

달축(22)에 진동이 발생하게 된다. 즉, 상기 타원형 캠축(40)은 좌측의 단면이 원형으

로 형성되고 우측으로 갈수록 장축과 단축의 길이의 비가 점차 커지는 타원축으로 형

성되기 때문에 타원형 캠축(40) 상에서 단면이 원형인 외주면에 롤러(241)가 접촉되면

진동이 발생하지 않다가, 롤러(241)가 우측으로 이동하여 단면이 타원형인 외주면에

접촉하게 되면 진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타원형 캠축(40) 상의 단면이 타원형인 외주

면에서 장축에 롤러(241)가 접촉되면 진동전달축(22)이 상측으로 이동하고, 타원형 캠

축(40)이 회전하여 단축에 롤러(241)가 접촉되면 진동전달축(22)의 상부에서 지지되는

탄성스프링(25)에 의해 진동전달축(22)은 하측으로 이동하여, 상기 과정이 반복됨으로

써 진동운동이 발생한다.

작업조건에 따라 진동판(21)의 진폭을 가변시킬 경우에는 작업자가 이송핸들(32)을

다시 조작하여 진동전달축(22)을 이송스크류(31)에서 더 우측방향으로 이동시켜 진동

전달축(22)의 롤러(241)를 타원형 캠축(40)의 외주면 상에서 더 우측방향으로 이동 접

촉시킨다.

상기 타원형 캠축(40)은 상술한 바와 같이 우측으로 갈수록 타원형의 장축과 단축

의 길이의 비가 커져 이심률이 변화되기 때문에 타원형 캠축(40)의 외주면에 접촉되는

진동전달축(22)의 롤러(241)가 우측방향으로 이동 접촉할수록 진동전달축(22)의 진폭이

더 커지게 되며, 이로 인해 진동판(21)에 더 큰 진동운동을 전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업자는 이송핸들(32) 조작으로 진동전달축(22)의 진폭을 조

절하여 진동판(21)을 통해 목적물(60)에 진동을 전달할 수 있고, 진동전달축(22)의 진

동 중에도 진폭을 가변시킬 수 있게 된다.

구형 그래뉼이 제조 가능해지고, 전해환원 용기가 딱딱한 마그네시아에서 딱딱하지

않은 메쉬 용기로 특히 날개형 메쉬 용기로 바뀜에 따라 진동충전이 필요 없게 되어,

본 연구에서는 UO2 분말의 충전밀도를 높이는 진동충전기는 설계만 하였다. 본 과제

제조 그래뉼은 넓은 크기분포를 갖기 때문에 구형도를 높이면 충전밀도를 크게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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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본체 프레임 11 가이드 슬릿

12 베어링 20 진동부재

21 진동판 22 진동전달축

221 관통공 23 가이드 너트

24 접촉부재 241 롤러

242 고정핀 25 탄성 스프링

26 가이드 홀더 30 이송 부재

31 이송 스크류 311 나사산
32 이송 핸들 40 타원형 캠축
50 구동 부재 60 용기

그림 3.3.2.1 진폭조절 가능 진동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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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3.2.2 진동충전기의 작동상태

3. 휘발성산화공정 운전 조건별 산화 및 휘발 실험 및 평가

가. 열역학적 계산에 의한 핵분열생성물의 산화 및 휘발 특성 분석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의 운전조건을 평가하기 위해서 열역학적 자료를 이용하여 열

처리 분위기 및 온도에 따른 금속 및 Cs 화합물의 산화 및 휘발 거동을 분석하였다.

열처리 온도 및 분위기에 따른 저융점 금속, Cs, Cs2Te, Cs화합물 및 귀금속의 산화에

필요한 산소분압은 열역학적 데이터베이스인 HSC의 Gibbs 자유에너지 변화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분위기 가스의 산소분압은 SOLGASMIX를 이용하여 계산하였

다. 금속 및 Cs 화합물의 산소분압도로부터 열처리 분위기 및 온도에 따른 존재상에

대한 자료를 얻었다. 이 자료와 HSC 및 참고문헌의 Gibbs 자유에너지 변화 자료를

이용하여 열처리 분위기 및 온도에 따른 기화성 화학종의 증기압을 계산하였다.

산소분압 및 증기압의 계산에 있어 열처리 온도는 휘발성 산화공정에서 주로 적용

되고 있는 500～1400℃, 열처리 분위기 또한 휘발성 산화공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산소, 공기, Ar(0.001% H2O), 4%H2-Ar(0.001% H2O)로 하였다.

(1) 산화특성

열처리 분위기 가스를 포함하여 열처리 온도에 따른 저융점 금속, Cs, Te, Cs2Te

및 귀금속의 산화에 필요한 산소분압을 계산하여 결과를 그림 3.3.3.1에 나타내었다.

SOLGASMIX를 이용하여 계산한 Ar(0.001% H2O) 및 4%H2-Ar(0.001% H2O) 가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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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분압은 각각 log O  및 log O 였
다.

Ag의 경우에는 Ag(s,l)를 Ag2O(s,l)로 산화시키기 위해서 101.3 kPa 이상의 산소분압

이 요구된다. 따라서 101.3 kPa의 압력에서 Ag(s)는 열처리분위기와 관계없이 Ag(s)

또는 Ag(l)로 존재하게 된다. In(s), Sb(s) 및 Sn(s)은 산소 및 공기뿐만 아니라 Ar분위기

에서도 모두 산화물상태로 존재하며, In(s) 및 Sn(s)은 고상의 산화물 그리고 Sb(s)는 액

상 또는 고상의 산화물로 존재한다. Cd(s)은 산소 및 공기중에서 CdO(s)로 존재하며,

Ar분위기에서는 CdO(s) 또는 Cd(g)로 존재한다. Rb(s)는 산소 및 공기분위기에서

Rb2O3(s,l) 또는 Rb(g)로 존재하며, Ar분위기에서는 Rb(l) 또는 Rb(g)로 존재한다.

4%H2-Ar분위기에서는 In(s)과 Sn(s)은 액상의 금속상태이나, Sb(s)는 고상 또는 액상의

금속상태로 존재하며, Cd(s) 및 Rb(s)는 액상 및 기상의 금속상태로 존재한다.

Cs(s)는 산소 및 공기분위기에서 산화되어 Cs2O2(s) 또는 Cs2O2(l)및 Cs2O(l)로 존재하

며, Cs2O2(l)는 공기분위기하의 985℃이상에서는 Cs2O(l)로 열분해 되며, 산소분위기하의

1120℃ 이상에서는 Cs2O(l)로 열분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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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 저융점 금속, Cs, Te, Cs2Te, 귀금속의 산화에 필요한 산소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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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분위기에서 Cs는 1295℃까지는 Cs2O(l)로 이 이상에서는 Cs(g)로 존재한다.

4%H2-Ar분위기에서는 670℃까지는 Cs(l)로 이 이상에서는 Cs(g)상태로 존재한다.

Cs2Te(s)는 산소 및 공기분위기에서 Cs2TeO4(s)로 존재하며, Ar분위기에서는

Cs2TeO3(s)로 존재한다. 그리고 Cs2Te(s,l)는 H2 분위기에서 안정한 상태로 존재함을

HSC의 GIBBS Equilibrium Compositions를 사용하여 주 반응생성물을 조사한 결과로

알 수 있었다. Te(s)는 산소 및 공기분위기에서는 액상 및 고상의 TeO2로 존재한다.

Ar분위기에서 612℃까지는 TeO2(l)로 존재하나, 613∼987℃에서는 Te(l), 988∼1244℃에

서는 Te(g)로 존재한다. 그리고 4%H2-Ar분위기의 500∼987℃에서는 Te(l), 988∼1244℃

에서는 Te(g)로 존재한다.

CsI(s,l) 및 CsBr(s,l)가 각각 CsIO3(s) 및 CsBrO3(s)로 산화하는데 필요한 산소분압은

101.3 kPa 이상이 된다. 따라서, 101.3 kPa의 압력에서 운전되는 휘발성

산화공정에서는 CsIO3(s) 및 CsBrO3(s)를 얻을 수 없다. HSC의 GIBBS Equilibrium

Compositions를 사용하여 CsI(s,l) 및 CsBr(s,l)와 열처리분위기 가스와의 반응생성물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O2 분위기에서는 CsI(s,l)는 안정하게 존재하나, CsBr(s,l)은

Cs2O(l)와 OBrO(g)로 열분해 된다. Ar 및 H2 분위기에서 CsI(s,l)은 Cs(l,g)와 I3(g)로

열분해되나 CsBr(s,l)은 안정하게 존재한다.

4%H2-Ar중에 H2(g)와 Cs2MoO4(s)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주 반응생성물을 GIBBS

Equilibrium Compositions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주 반응생성물은 고체상태인

MoO2(s)와 Mo(s), 기체상태인 CsOH(g)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예상된다.

CsMoOslHg MoOsCsOHg
MoOsHg MosHOg

산소 및 공기분위기하에서는 Mo(s)는 MoO3(s,l), Tc(s)는 TcO2(s), Ru(s)는 RuO2(s)로

산화되어 존재한다. PdO(s) 및 Rh2O3(s)은 열분해 되어 Pd(s) 및 Rh(s)로 전환된다.

PdO(s)는 산소분위기에서 847℃, 공기분위기에서는 780℃에서 열분해 된다. Rh2O3(s)은

산소분위기에서 1141℃, 공기분위기에서는 1035℃에서 열분해 된다.

Ar가스의 산소분압에서는 Mo(s)가 MoO3(s)로 산화되며 802℃에서는 MoO3(l)로 된

후에 992℃ 이상에서는 MoO2(s)로 열분해 된다. Tc(s)는 TcO2(s)로 산화된 상태로

존재하며, Ru(s)는 RuO2(s)로 존재하다 589℃ 이상에서는 Ru(s)로 열분해 된다. Pd(s) 및

Rh(s)는 금속상태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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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2-Ar 분위기에서 귀금속은 모두 금속상태로 존재한다.

Tc(s) 및 Ru(s)가 각각 저융점인 Tc2O7(l) 및 RuO4(l)로 산화하는데 필요한 산소분압은

그림 3.3.3.2와 같다. Ru(s)가 RuO4(l)로 산화하는데 필요한 산소분압은 101.3 kPa

이상이나, Tc(s)는 산소 및 공기중에서 Tc2O7(l)로 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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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 Tc 및 Ru를 각각 Tc2O7(l) 및 RuO4(l)로 산화하는데 필요한 산소분압

열처리 분위기 및 온도에 따른 저융점 금속, Cs, Te, Cs2Te, 귀금속의 존재 상 및

상태를 표 3.3.3.1-3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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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1 열처리 분위기 및 온도에 따른 저융점 금속의 존재 상 및 상태

Elements Atmosphere Phase and State Temperature (℃)

Ag
PO2>101.3 kPa Ag2O(s) 500≤T<815

Ag2O(l) 815≤T≤1400

O2, air, Ar, 4%H2-Ar Ag(s) 500≤T<962
Ag(l) 962≤T≤1400

Cd

O2, air CdO(s) 500≤T≤1400

Ar CdO(s) 500≤T<1156
Cd(g) 1156≤T≤1400

4%H2-Ar Cd(l) 500≤T<765
Cd(g) 765≤T≤1400

In O2, air, Ar In2O3(s) 500≤T≤1400
4%H2-Ar In(l) 500≤T≤1400

Rb

O2

Rb2O3(s) 500≤T<570
Rb2O3(l) 570≤T<1015

Rb(g) 1015≤T≤1400

Air
Rb2O3(s) 500≤T<570
Rb2O3(l) 570≤T<961

Rb(g) 961≤T≤1400

Ar, 4%H2-Ar Rb(l) 500≤T<688
Rb(g) 688≤T≤1400

Sb
O2, air, Ar

Sb2O3(s) 500≤T＜570
Sb2O3(l) 570≤T≤1400
Sb4O6(s) 500≤T＜656

4%H2-Ar Sb(s) 500≤T＜631
Sb(l) 631≤T≤1400

Sn O2, air, Ar SnO2(s) 500≤T≤1400
4%H2-Ar Sn(l) 500≤T≤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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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2 열처리 분위기 및 온도에 따른 Cs, Cs2Te, Te의 존재 상 및 상태

Elements   
and Cs2Te

Atmosphere Phase and State Temperature
(℃)

Cs

O2

Cs2O2(s) 500≤T<594
Cs2O2(l) 594≤T<1120
Cs2O(l) 1120<T≤1400

Air
Cs2O2(s) 500≤T<594
Cs2O2(l) 594≤T<985
Cs2O(l) 985≤T≤1400

Ar Cs2O(l) 500≤T<1296
Cs(g) 1296≤T≤1400

4%H2-Ar Cs(l) 500≤T<671
Cs(g) 671≤T≤1400

Cs2Te
O2, air Cs2TeO4(s) 500≤T≤727

Ar Cs2TeO3(s) 500≤T≤727
4%H2-Ar Cs2Te(s) 500≤T≤727

Te

O2,air TeO2(s) 500≤T<733
TeO2(l) 733≤T<1245

Ar
TeO2(s) 500≤T＜613

Te(l) 613≤T<988
Te(g) 988≤T<1245

4%H2-Ar Te(l) 500≤T<988
Te(g) 988≤T<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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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3 열처리 분위기 및 온도에 따른 귀금속의 존재 상 및 상태

Elements Atmosphere Phase and State
Temperature

 (℃)

Mo

O2, air
MoO2(s) 500≤T≤1400
MoO3(s) 500≤T＜802
MoO3(l) 802≤T≤1400

Ar

MoO2(s) 500≤T≤1400
MoO3(s) 500≤T＜802
MoO3(l) 802≤T＜992
MoO2(s) 992≤T≤1400

4%H2-Ar Mo(s) 500≤T≤1400

Tc O2, air, Ar TcO2(s), 500≤T≤1400
4%H2-Ar Tc(s) 500≤T≤1400

Ru

O2, air RuO2(s) 500≤T≤1400

Ar RuO2(s) 500≤T<589
Ru(s) 589≤T≤1400

4%H2-Ar Ru(s) 500≤T≤1400

Rh

O2
Rh2O3(s) 500≤T<1141

Rh(s) 1141≤T≤1400

Air Rh2O3(s) 500≤T<1035
Rh(s) 1035≤T≤1400

Ar, 4%H2-Ar Rh(s) 500≤T≤1400

Pd

O2
PdO(s) 500≤T<847
Pd(s) 847≤T≤1400

Air PdO(s) 500≤T<780
Pd(s) 780≤T≤1400

Ar, 4%H2-Ar Pd(s) 500≤T≤1400

Tc O2, air Tc2O7(s) 25≤T<119
Tc2O7(l) 119≤T<312

Ru  PO2>101.3 kPa RuO4(l) 25≤T<40

(2) 휘발특성

(가) 핵분열생성물의 99% 휘발에 상당하는 증기압 결정

열역학적 자료로부터 핵분열생성물이 99% 휘발되는 온도는 실험에 의해 측정된

MoO3(s)가 99% 휘발될 때 증기압으로 결정하였다. 산소분위기하에서 상당직경이 0.27

㎛인 Mo(s) 분말을 이용하여 열중량 분석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의하면 785℃로 가열하

는 동안에 MoO3(s)로 완전히 전환되었으며 MoO3(s)의 융점(802℃)이하인 785℃에서 등

온산화를 한 결과 2시간 만에 99% 이상이 휘발하였다(그림 3.3.3.3). 785℃에서

MoO3(s)가 Mo3O9(g)로 휘발될 경우에 증기압은 137 Pa(log pvap(Pa)=2.14)이였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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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37 Pa의 증기압을 핵분열생성물이 99% 증발하는 조건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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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 Mo(s) 분말의 산화 및 휘발거동

(나) 휘발특성

기화성 화학종의 증기압은 열처리 분위기 및 온도에 따른 존재 상 및 상태(표

3.3.3.1-3), HSC의 Gibbs 자유에너지 변화, 열역학 문헌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열처

리 온도 및 분위기에 따라서 고액상의 금속 및 산화물로부터 휘발되는 화학종 중에

가장 증기압이 높은 화학종의 증기압을 그림 3.3.3.4∼7에 나타내었다. 그림 3.3.3.8∼10

은 HSC 및 문헌에서 조사한 Cs 화합물로 부터 휘발되는 화학종의 증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가스 흐름을 이용하는 발산법(transpiration technique)에 의한 Cs 화합물로부

터 휘발되는 화학종의 증기압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대부분의 증기압 자료는 진공을

이용하는 Knudsen cell에 의해 측정되었다.

J. McFarlane과 J. C. LeBlanc[3.3.3.1]은 Cs2Te(s,l)(융점 : 850℃)로부터 휘발되는 화

학종의 증기압을 크누센 분출방법(Knudsen effusion method)을 이용하여 질량분광계

로 측정하였다.

표 3.3.3.4 Cs2Te(s,l)로부터 휘발되는 화학종의 증기압

Gaseous species Vapor pressure Temperature range(oC)
Cs ln p(Pa)=22.9-22600/T(K) 477-927
Te ln p(Pa)=22.1-25900/T(K) 717-937

CsTe ln p(Pa)=21.9-25400/T(K) 782-937
Cs2Te ln p(Pa)=18.2-21400/T(K) 77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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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A. Semenov 등[3.3.3.2]이 Knudsen effusion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하여 고

상의 Cs2TeO4(s)와 Cs2TeO3(s)의 휘발 거동을 연구하였다. Cs2TeO4(s)는 597℃이상에서

Cs2TeO3(s)로 열분해 된다. 따라서 727∼807℃에서 Cs2TeO3(s)로부터 휘발되는

Cs2TeO3(g)의 증기압은 다음과 같다.

log Pa   ×TK , 727≤T(℃)≤807

R. P. Tangri 등[3.3.3.3]은 운반 가스로 건조 산소를 사용하여 발산법에 의해

Cs2MoO4(l)(융점 : 957℃)의 휘발거동을 연구하였다. 산소분위기에서 Cs2MoO4(g)의 증기

압은 다음과 같다.

log kPa  ± ±TK , 957≤T(℃)≤1037

Yamawaki 등[3.3.3.4]이 Knudsen effusion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하여 고상 및

액상의 Cs2MoO4(s,l)의 휘발 거동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고상에서의 Cs2MoO4(g)의 증

기압은 다음과 같다.

log Pa   ×TK , 862≤T(℃)≤947

액상에서의 Cs2MoO4(g)의 증기압은 다음과 같다.

log Pa   ×TK , 957≤T(℃)≤972

S. Bharadwaj 등[3.3.3.5]은 Cs2O(g)와 Cesium Uranates의 열역학적 자료를 이용하

여 Cs2O(g)의 증기압을 계산하였다(표 3.3.3.5).

표 3.3.3.5 Cesium Uranate와 평형상태에서의 Cs2O(g)의 평형증기분압

Reaction Cs2O(g)
))Pa((log OCs2

p

727oC 927oC 1127oC

(g)27(s)224(s)2 OCsOUCsUO2Cs +® -12.39 -7.79 -4.39

(g)217(s)547(s)22 OCsOU2CsOU5Cs +® -15.29 -10.09 -6.39

(g)27(s)2217(s)52 OCsOUCsOU4Cs +® -18.09 -12.69 -7.99

J. Huang 등[3.3.3.6-7]은 D2 가스를 이용하여 환원분위기에서 Cs2UO4(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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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2U4O12(s)로부터 휘발되는 화학종의 증기압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3.3.6과

같다.

표 3.3.3.6 Cs2UO4(s)와 Cs2U4O12(s)로부터 휘발되는 화학종의 증기압

Gaseous species
Vapor pressure, ln p(Pa)=a+b/T(K)

Cs2UO4(s),600≤T(oC)≤1100 Cs2U4O12(s),1000≤T(oC)≤1300

Cs(g)
a = 15.43 ± 0.10
b = -18430 ± 118

a = 23.41 ± 0.40
a = -32762.3 ± 579

CsOD(g)
a = 8.03 ± 0.35

a = -12809 ± 450
a = 11.32 ± 0.91

a = -20780.5 ± 1346

또한 J. Huang 등은 진공하에서 Cs2UO4(s)와 Cs2U4O12(s)로부터 휘발되는 화학종의

증기압을 측정하였다.

Cs2UO4(s)로부터 Cs(g)의 증기압은 다음과 같다.

log kPa  ± ±TK , 600≤T(℃)≤11100

Cs2U4O12(s)로부터 Cs(g)의 증기압은 다음과 같다.

log kPa  ± ±TK , 1000≤T(℃)≤1300

산소분위기에서는 In2O3(s), SnO2(s), Rh(s) 및 Pd(s)를 1400℃에서도 휘발제어하기가

어려우나 Ag(s) 및 다른 산화물들은 1200℃에서 99% 휘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분

위기는 산화분위기와 거의 동일하나, 산화물로 존재하는 RuO2(s)를 휘발제어하기 위해

서는 열처리 온도를 1300℃로 증가시켜야 한다.

Ar분위기에서는 TcO2(s), Ru(s), Rh(s), Pd(s)는 1400℃에서도 휘발제어하기가 어려우

며, SnO2(s) 및 In(l)을 99% 이상 휘발제어 하기 위해서는 열처리 온도를 1400℃로 하여

야 한다. 이상의 산화물이나 금속을 제외하고는 1200℃에서 열처리 하면 99% 이상

휘발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H2-Ar분위기에서는 Mo(s), Tc(s), Ru(s), Rh(s) 및 Pd(s)를 1400℃에서도 휘발제어하

기가 어려우며, 또한 Ag(l) 및 In(l)을 99% 이상 휘발제어 하기 위해서는 열처리 온도를

1300℃로 하여야 한다. 이상의 금속을 제외하고는 1200℃에서 열처리 하면 99% 이상

휘발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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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화합물의 휘발거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진공과 Ar 분위기는 유사한 산소분압을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Ar 및 4%H2-Ar내 H2O(g)은 Cs 화합물과 반응하지 않는다

고 가정하였다.

4%H2-Ar 분위기에서 Cs2MoO4(s,l)는 고상인 MoO2(s) 또는 Mo(s)와 기상인 CsOH(g)

로 분해된다. 따라서 열분해에 의해 생성된 Mo(s)는 1400℃에서도 99%이상 휘발제어

될 수 없다. Cs2MoO4(s,l)로부터 휘발되는 Cs2MoO4(g)의 증기압 자료를 외삽하면

Cs2MoO4(l)의 99%가 1256℃에서 휘발될 수 있음을 보였다. 3.3.3.다 항에 기술한

Cs2MoO4(s) 휘발실험에 의하면 산소 및 공기분위기에서는 1200℃내에서 99% 이상 휘

발되었다. Cs2TeO4(s) 및 Cs2TeO3(s,l)은 Cs2TeO3(s,l)로부터 휘발되는 Cs2TeO3(g)의 증기압을 외

삽하면 1000℃내에서 휘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4%H2-Ar 분위기에서는 Cs2Te(s,l)로

부터 휘발되는 Cs2Te(g)의 증기압을 외삽하면 1482℃에서 휘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Cs2Te(g)의 증기압이 Cs2MoO4(g)의 증기압보다 높다. 따라서 4%H2-Ar 분위기에서

Cs2Te(s,l)는 1200℃에서 99% 휘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Cesium Uranate 내 Cs은 1400℃의 모든 분위기에서 99%이상 휘발제어가 어렵다.

진공과 Ar의 산소분압이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4%H2-Ar 및 Ar 분위기에서 휘발되는

기화성 화학종의 증기압이 공기에서의 화학종의 증기압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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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4 산소분위기에서 휘발 화학종의 증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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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5 공기분위기에서 휘발 화학종의 증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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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6 Ar 분위기에서 휘발 화학종의 증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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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7 4%H2-Ar 분위기에서 휘발 화학종의 증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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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0 Cesium Uranate 휘발 화학종의 증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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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이상 휘발제거 되는 증기압인 log pvap(Pa)=2.14 기준으로 하여 핵분열생성물

을 99% 휘발제거하기 위한 열처리분위기별 열처리온도를 요약하면 표 3.3.3.7과 같

다.

표 3.3.3.7 열처리분위기별 금속 및 화합물의 99% 휘발 온도

Groups Metals and 
compounds O2 Air Ar 4%H2-Ar

Low-melting point metal

Ag 500 500 500 1300
Cd 1200 1200 800 500
In ≫1400 ≫1400 1400 1300
Rb 500 500 500 500
Sb 600 600 500 800
Sn ≫1400 ≫1400 1400 ≫1400

Cs, Te, Cs compounds

Cs 700 700 800 500
Te 700 700 800 600
CsI 800 800 500 500

CsBr 700 700 800 800
Cs2Te <1200 <1200 <1200 <1200

Cs2MoO4 1200 1200 1100

>500, CsOH(g)

≫1400, 
MoO2(s),Mo(s)

Noble metals

Mo 800 800 800 or 1000 ≫1400

Tc 500 500 ≫1400 ≫1400
Ru 1200 1300 ≫1400 ≫1400
Rh ≫1400 ≫1400 ≫1400 ≫1400
Pd ≫1400 ≫1400 ≫1400 ≫1400

나. 단일성분 귀금속의 산화 특성

휘발성 산화공정에서 온도 및 시간과 같은 산화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산화실험은

사용후핵연료에 백색 포접물(Inclusion)로 관찰되는 금속석출물을 형성하는 산화저항성

있는 귀금속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귀금속의 입자크기는 산화 저항성 및 산화기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금속석출물의 입자크기는 문헌조사에 의하면 LWR

핵연료의 경우에는 0.01～0.5 ㎛이다[3.3.3.8-9]. 표 3.3.3.8은 본 실험에 사용된 금속분

말들의 상당직경을 나타낸 것이다. 상당직경은 비표면적과 밀도 자료로부터 구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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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0.02∼ 1 ㎛ 이하였다. 귀금속의 산화동안 무게변화는 열중량분석기(TGA)로 측정

하였으며 산화는 500～1,000℃에서 5시간동안 하였다. 산화제로는 산소를 사용하였으

며 유량은 45 ml/m로 하였다. 그리고 가열 및 냉각 온도는 각각 5 ℃/min 및 20 ℃

/min으로 하였다. 금속의 산화물로의 산화전환율은 Mo, Ru, Rh가 각각 MoO3, RuO2,

Rh2O3로 전환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표 3.3.3.8 단일성분 귀금속 분말특성

Metals Particle size     
(mm)

Specific surface area  
(m2/g)

Equivalent diameter  
(Aeq,mm)

Mo 1~2a) 2.17 0.27
 < 45b) 0.59 1.00

Ru Blacka) 23.86 0.02
 < 45b) 1.02 0.49

Rh Blacka) 50.08 0.01
 < 45b) 6.19 0.08

a)
Received

b) Sieved
c) Calculated by specific surface area and theoretical density

500∼800℃ 온도범위에서 산화전환율을 그림 3.3.3.11에 나타내었다. 금속의 상변환

은 표 3.3.3.9에 나타내었다. Ru 및 Rh 분말의 산화전환율은 금속분말 입자의 상당직

경과 비표면적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반면에 Mo 분말은 미미하게 영향을 주었

다. 동일한 온도 및 시간에서 초기 비표면적당 무게이득 관점에서 보면 귀금속 분말은

Mo > Ru > Rh 순으로 우선적으로 산화되었다.

상당직경이 0.27 µm인 Mo 분말은 500℃, 4시간 내에 MoO3 분말로 완전히 산화되

었다. 또한 Mo 분말은 600℃로 가열하는 동안에 완전히 산화되었다. 그러나 상당직경

이 1 µm인 Mo 분말은 500℃, 5시간동안 산화하여도 완전히 MoO3로 전환되지는 않았

다. 그러나 600℃에서는 1시간 내에 완전히 산화되었다.

상당직경이 0.02 µm인 Ru 분말은 600℃에서 2시간동안에 그리고 700℃에서는 1시

간 내에 89% 산화된다. 산화전환율 89% 이상에서는 산화시간이 길어져도 더 이상 무

게 증가가 없었다. 그러나 X선 회절분석에 의하면 RuO2 단일상이 생성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상당직경이 0.49 µm인 Ru 분말의 경우에는 온도증가에 따라서 산화전

환율은 5에서 7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X선 회절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100

0℃에서만 단일상의 RuO2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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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직경이 0.01 µm인 Rh 분말은 500℃ 5시간동안 63% 산화되었다. 600℃ 이상에

서는 Rh 또는 Rh2O3가 석영 및 알루미나 도가니와 반응을 하였으나, 5시간 반응후에

반말을 X선 회절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단일상의 Rh2O3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상당직경이 0.08 µm인 Rh 분말은 온도증가에 따라서 5에서 84%로 지속적 증가

하며 800℃ 이상에서는 X선 회절분석에 의해 Rh2O3 단일상이 생성됨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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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1 산화온도에 따른 산화전환율

600∼1000℃ 범위에서 귀금속 분말의 산화 및 증발 거동을 표 3.3.3.9에 나타내었다.

귀금속 산화물은 MoO3 > RuO2 > Rh2O3 순서대로 빨리 증발하였다. 700℃, 5시간동

안 MoO3 분말은 초기 Mo 입자크기에 무관하게 48% 휘발하였다. MoO3 분말은 100

0℃로 가열하는 동안 99% 휘발하였다. 상당직경이 0.02 µm인 Ru 분말은 600℃에서

RuO2의 휘발과 동시에 Ru의 산화에 의해 RuO2로 완전히 전환됨을 X선 회절분석으로

알 수 있었다. 상당직경이 0.49 µm인 Ru는 보다 높은 온도인 1000℃에서 휘발과 산화

에 의해 완전히 산화되었다. 상당직경이 0.08 µm인 Rh의 경우에는 1000℃에서 Rh2O3

가 휘발됨을 열중량분석기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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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9 귀금속 분말의 산화 및 휘발거동

Metals
Equivalent 
diameter   
(Aeq,mm)

600oC 700oC 800oC 900oC 1000oC

Mo 0.27 TG : Ox TG : Vap TG :Vap1.00 TG : Ox TG : Ox/Vap

Ru

0.02
TG : Ox                 

XRD : RuO2

TG : Ox/Vap                             XRD : 
RuO2

0.49 TG : Ox TG : Ox
TG : Ox   

XRD : Ru/RuO2

TG : Ox/Vap 
XRD : Ru/RuO2

TG : Ox/Vap  
XRD : RuO2

Rh

0.01 XRD : Rh2O3

0.08 TG: Ox
TG: Ox   XRD 

: Rh/Rh2O3
TG : Ox           XRD : Rh2O3

TG : Ox/Vap 
XRD : Rh2O3

사용후 PWR 핵연료에서 Mo, Ru, Rh에 의해 생성된 금속석출물의 대표적인 조성

은 Mo0.45Ru0.45Ph0.1이다. 공기분위기에서 Mo0.45Ru0.45Pd0.1중에 Mo가 우선 산화되어

700℃에서 휘발됨을 보였다[3.3.3.10]. 따라서 산소분위기에서 700℃에서 금속석출물을

산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다. 저증기압 핵분열생성물의 휘발 특성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휘발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열처리 조건에 따른 증발율

에 영향을 저증기압의 모의 핵분열생성물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저증기압인 RuO2,

Rh2O3 및 Cs2MoO4를 산소분압, 압력, 온도 및 시간과 같은 휘발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서 선정하였다.

그림 3.3.3.12는 1000∼1200℃의 공기 및 산소분위기에서 RuO2, Rh2O3 및 Cs2MoO4

의 휘발율을 나타낸 것이다. RuO2, Rh2O3 및 Cs2MoO4의 무게 감소는 열중량분석기로

측정하였으며 가스 유량은 45 ml/min로 하였다. 가열 및 냉각 속도는 각각 20 및 2

0℃/min로 하였다. 증발속도의 크기는 Cs2MoO4 > RuO2 > Rh2O3 순서였다. Rh2O3의

증발속도는 Cs2MoO4 및 RuO2에 비해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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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2 공기 및 산소분위기에서 RuO2, Rh2O3 및 Cs2MoO4의 휘발율

진공중에서 RuO2와 Rh2O3의 휘발속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0.76∼76 torr의 압력에서

1000∼1200℃, 5시간동안 열중량분석기로 측정하였다. 가열 및 냉각 속도는 각각 20

및 20℃/min로 하였다. 시차열분석에 의하면 Rh2O3은 1200℃로 가열하는 동안 Rh로

열분해 되었다. 열분해온도는 공정압력이 낮을수록 감소하였다(그림 3.3.3.13). 따라서

Rh2O3은 0.76∼76 torr의 압력에서는 거의 휘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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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3 압력에 따른 Rh2O3 의 열분해 온도



- 101 -

그림 3.3.3.14는 1000∼1200℃에서 압력에 따른 RuO2의 휘발율을 나타낸 것이다. 진

공하에서 RuO2의 휘발율은 산소에서 보다 매우 높았다. 0.76 torr에서는 RuO2는 Ru로

완전히 전환됨을 X선 회절분석에 의해 알 수 있었다. 반면에 7.6에서 76 torr의 압력에

서는 압력이 낮을수록 휘발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76 torr 압력과 1200℃애서 RuO2는

3시간내에 완전히 휘발된다. 또한 7.6 torr 압력과 1100℃에서는 3시간 내에 완전히

휘발되며, 7.6 torr 압력과 1200℃에서는 2시간 내에 완전히 휘발되었다. 진공중에

RuO2는 RuO2(g)로 증발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1200℃, 7.6∼76 torr의 압력에서 3시간동안 열처리를 하면 RuO2(s)로부터

휘발되는 RuO2(g)의 증기압보다 큰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휘발제거가 될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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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4 압력에 따른 RuO2의 휘발율

4. INL 핫셀 실험 장치 조건(고온산화, 진공)설정을 위한 SIMFUEL 이용 휘발성산

화공정 조건별 입도제어 실험 및 평가

가. 단일 롤러형 회전로 이용 입도제어

(1) UO2+x SIMFUEL 그래뉼 제조

입도제어 실험에는 연소도 60,000 MWd/tU의 모의 사용후핵연료 및 단일 롤러형

회전로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입도제어를 위한 열처리 단계 및 회전로의 회전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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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과 같다. U3O8 SIMFUEL 분말은 SIMFUEL 소결체를 산소분위기하

500℃에서 3시간동안 산화시켜 제조하였으며, 회전로의 회전속도는 3 rpm으로 하였다.

그 다음에 SIMFUEL 분말을 산소분위기에서 5 ℃/min으로 700℃까지 가열하여

이온도에서 3시간동안 유지하였으며 회전속도는 3 rpm으로 하였다(그림 3.3.4.1).

열처리분위기를 Ar분위기로 전환한 후에 SIMFUEL 분말을 5 ℃/min으로 1100℃까지

가열하여 이온도에서 3시간 유지하였으며 이 단계 동안 회전속도는 1 rpm으로

유지하였다. 냉각은 Ar분위기를 유지하면서 10 ℃/min으로 냉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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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 열처리 단계 및 회전속도

그림 3.3.4.2는 휘발성 산화공정에 의해 얻은 생성물을 나타낸 것으로, 휘발성 산화

공정동안 U3O8 SIMFUEL 분말이 회전에 의해 그래뉼로 변형됨을 알 수 있었다. SEM

분석에 의하면 그래뉼은 다공성 구조(3.3.4.3(a))를 가지며 소결에 의해 미소결정들이

연속적으로 잘 결합된 구조를 보였다(3.3.4.3(b)).

그림 3.3.4.2 SIMFUEL 그래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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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3 SIMFUEL 그래뉼의 SEM 형상

(2) UO2 SIMFUEL 그래뉼 제조

UO2 그래뉼을 제조하기 위해서 우선 UO2+x 그래뉼을 그림 3.3.4.4에 나타낸 열처리

단계 및 회전속도에 의해서 제조하였다. X선 회절분석 결과에 의하면 1100℃에서 3시

간 열처리 하여 얻은 그래뉼의 주상은 U3O8 이였다. UO2 그래뉼 제조는 UO2+x 그래뉼

을 알루미나 관형로 장입한 후에서 1200℃로 도달할 때 까지 Ar 분위기로 열처리 한

후에 1200℃에서 4%H2-Ar 분위기로 전환하여 5시간동안 환원처리를 하였다. 열처리

및 환원에 의해 얻은 그래뉼에 대해서 X선 회절분석을 하여 결정구조를 분석하였으

며, 전자주사현미경으로 표면 형상을 분석하였다. 그래뉼의 벌크밀도 및 겉보기 기공

율은 수침법에 의해서 측정하였다(ASTM-C830).

그림 3.3.4.5는 환원 전후에 그래뉼의 X선 회절형태 및 SEM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주상이 UO2 SIMFUEL 그래뉼인 다공성 구조를 가진다. 크기가 약 5 µm인 미소결정

들이 환원동안 소결에 의해 잘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원단계 동안 U3O8(밀

도 : 8.4 g/㎤)이 UO2(밀도 : 10.96 g/㎤)로 전환될 때 격자변형에 의해 30% 부피감소

가 일어나나 환원 그래뉼에서 균열이 생성되지 않았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3.3.4.5(c)). 그래뉼간(그림 3.3.4.5(b))의 목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U3O8 분말이

1100℃에서 회전동안 소결에 의해서 근접한 미소결정간의 결합과 미소결정의 성장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미소결정은 환원단계 동안 더욱 소결된 형상을 보인다(그림

3.3.4.5(d)).

XRD 분석결과 성공적으로 UO2 그래뉼을 제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열처리 및

환원 그래뉼의 벌크밀도는 각각 2.69 및 3.10 g/㎤이였다. 열처리 및 환원 그래뉼의 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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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기공율은 각각 65 및 69%였다. 사용후핵연료 보다 매우 다공성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기공은 전해환원동안 그래뉼내 산소격자에 벌크전해물로 이동하는 확산경로를

제공한다. 따라서 고전류효율과 고금속전환율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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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 열처리 단계 및 회전속도

그림 3.3.4.5 SEM 형상 및 XRD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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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O2 SIMFUEL 그래뉼 1차 시험 전해환원

그래뉼을 650℃의 용융 1wt% Li2O-LiCl에서 전해환원실험을 하였다. 그래뉼을 담

은 스틸 바스켓과 백금판을 각각 음극 및 양극으로 사용하였다. 환원된 U 그래뉼 사

진을 그림 3.3.4.6에 나타내었다. 금속전환 분석결과(표 3.3.4.1)에 의하면 U의 금속전환

율은 99%이상이며, 희토류 산화물도 46에서 78%까지 금속형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다공성 그래뉼은 전해환원공정에 원료물질로 이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3.4.6 UO2 SIMFUEL 그래뉼의 금속전환체

표 3.3.4.1 UO2 SIMFUEL 그래뉼의 금속전환체의 화학분석 결과

Analysis

no.

Element

U Nd Y La Ce Zr Mo Ru Pd Rh

1
Metal 0.996 0.52 0.78 0.46 0.47 0.65 0.72 0.88 1 1

Oxide 0.004 0.48 0.22 0.54 0.53 0.35 0.28 0.12 - -

2
Metal 0.996 0.53 0.74 0.50 0.51 0.55 0.78 0.86 1 0.67

Oxide 0.004 0.47 0.26 0.50 0.49 0.45 0.22 0.14 - 0.33

나. 이중 롤러형 회전로 이용 입도제어

(1) UO2+x SIMFUEL 그래뉼 제조

입도제어 실험에는 연소도 30,000 및 35,000 MWd/tU의 모의 사용후핵연료 및 이중

롤러형 회전로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입도제어를 위한 열처리 조건 및 회전로의

회전속도는 표 3.3.4.2와 같다. U3O8 SIMFUEL 분말은 SIMFUEL 소결체를

Voloxidizer에 장입한 후에 공기분위기하 500℃에서 5시간동안 산화시켜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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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로의 회전속도는 3 rpm으로 하였다. 상온에서 U3O8 SIMFUEL 분말층의

운동모드는 CCTV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가열 및 냉각 속도는 각각 5 및 10

℃/min로 하였다.

표 3.3.4.2 UO2+x 그래뉼 제조 실험 조건

Test

No.

Starting

material

Charged

weight

(kg)

Heat treatment conditions
Rotational

velocity

(rpm)

Powder

bed motion
c)

Temp.

(
o
C)

Holding

time

(h)

Atmo-

sphere

1
U3O8 SIMFUEL

powder
a) 0.2 1150 5 Ar 2 Slumping

2
U3O8 SIMFUEL

powderb)
1.0 1150 5 Ar 3 Slumping

3
U3O8 SIMFUEL

powderb)
1.0 1150 5 Ar 7 Rolling

a)Oxidation of SIMFUEL pellets with equivalent burn-ups of 30,000 MWd/tU
b)
Oxidation of SIMFUEL pellets with equivalent burn-ups of 35,000 MWd/tU
c)Observation by CCTV camera at room temperature

Voloxidizer를 회전시켜 얻은 UO2+x 입자를 Sieve Shaker를 이용하여 입도분석하

였다. 입도분석은 Sieve Shaker(Retsch AS400)를 사용하여 100 rpm에서 15분 동안

수행하였다. UO2 입자들은 주로 0.5～20 mm 사이에 분포한다(그림 3.3.4.7). 2차 시험

에서 1 mm 이상의 입자가 84%까지 얻어 졌으며 또한 0.5 mm 이상의 입자는 3회의

시험에서 모두 90%까지 얻을 수 있었다. 1 mm 및 0.5 mm 이상 입자의 회수율은 표

3.3.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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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7 UO2+x SIMFUEL 입자의 입도분포: (a) 빈도, (b)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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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3 입자 회수율

Test No. Recovery rate
Ps>1 mm Ps>0.5 mm

1 71% 90%
2 84% 90%
3 80% 93%

그림 3.3.4.8(a)은 열처리동안 U3O8 분말을 회전시켜 얻은 1 mm 이상의 입자를 나

타낸 것이다. 그래뉼의 입자의 원형도는 실체현미경(Stereoscopic Microscope)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3.4.8(b)에 나타내었다. 그래뉼의 평균원형도는

0.8∼0.93 범위에 걸쳐있다. 그래뉼의 겉보기 기공율을 수침법으로 측정하였으며 겉보

기 기공율은 39.5∼47.7%이였다(그림 3.3.4.9(a)). 그림 3.3.4.9(b)는 시험 1에서 얻은 크

기 1∼2 mm의 그래뉼의 SEM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뉼은 다공성 구조를 가지며

미소결정들 간의 결합이 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뉼내 미소결정의 크기는 2∼

10 µm이였다. 이러한 미소결정은 전해환원 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0.5

0.6

0.7

0.8

0.9

1.0
(b)

 

 

Ci
rc

ul
ar

ity

Particle Size (mm)

 : 1st Test
 : 2nd Test
 : 3rd Test

≤10≤5 5<Ps2<Ps1<Ps≤2

(a) (b)

그림 3.3.4.8 그래뉼의 형상 및 원형도; (a) 형상, (b) 원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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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9 그래뉼의 겉보기 기공율 및 SEM 형상; (a) 기공율, (b) 형상

(2) UO2 그래뉼 제조 및 2차 시험 전해환원

(가) UO2 그래뉼 제조

UO2 소결체를 회전 Voloxidizer에 장입하고 500℃에서 5시간동안 공기로 산화시켜

U3O8 분말을 제조하였다. 회전로의 회전속도는 3 rpm으로 하였다. UO2 그래뉼은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제조하였다. 2단계 열처리 동안 Voloxidizer의 회전속도는 2

rpm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1 단계 : U3O8 분말 그래뉼화, 1150℃, 5시간, Ar분위기

․2 단계 : UO2+x 그래뉼 환원, 1150℃, 10시간, 4%H2-Ar분위기

그림 3.3.4.10은 본 시험에서 얻은 생성 입자들의 입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UO2

입자들은 주로 0.5～10 mm 사이에 분포한다. 0.5 mm 및 1 mm 이상의 입자는 각각

92.5 및 79.3%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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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0 전해환원 시험용 UO2 입자의 입도분포: (a) 빈도, (b)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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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1은 빈도가 가장 높은 크기 2～5 mm의 그래뉼을 촬영한 것이며 이러한

크기의 그래뉼의 원형도를 실체현미경(Stereoscopic Microscope)으로 측정한 결과

원형도는 0.9～0.92가 되었다. 그래뉼의 벌크 밀도 및 겉보기 기공율은 각각 3.73

g/㎤(이론밀도의 34%) 및 65% 였다. 그림 3.3.4.12는 크기 2～5 mm의 그래뉼의 SEM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뉼은 다공성이며 미소결정들이 연속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다.

그림 3.3.4.11 UO2 그래뉼 형상

그림 3.3.4.12 UO2 그래뉼의 SEM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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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시험 전해환원

그래뉼을 650℃의 용융 1wt% Li2O-LiCl에서 전해환원실험을 하였다. 그래뉼을 담은

스틸 바스켓(그림 3.3.4.13(a))과 백금판을 각각 음극 및 양극으로 사용하였다. 환원된

U 그래뉼 사진을 그림 3.3.4.13(b)에 나타내었다. U의 금속전환율은 99% 이상이

되었다. 따라서 다공성 그래뉼은 전해환원공정에 원료물질로 이용될 수 있음을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a) (b)

그림 3.3.4.13 UO2 그래뉼의 금속전환체

5.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INL핫셀에서 휘발성산화 공동실험

가. 핵종 휘발실험

시험 #13b에서는 BR-3 Element I-316을 길이 2.5 cm로 절단하였으며 6개의 절단

핵연료피복관을 사용하여 휘발성 산화실험을 수행하였다. 전에 사용했던 알루미나 도

가니는 핵분열생성물과 반응을 하여 인코넬 재질의 도가니를 사용하였다. 시험 #13b의

휘발성 산화실험은 표 3.3.5.1에 나타낸 조건에 따라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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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1 LWR 휘발 시험 조건 (시험 #13b)

Conditions Test 13b

Zone 1 Dehydration

Pre-Heat of Zones 1, 2, & 3

Zone 1 Temperature

Zone 2 Temperature

Zone 3 Temperature

Zone 4 Oxidation Temperature

Atmosphere during Heat of Zone 4

Atmosphere during Hold of Zone 4

Flowrate of Gas

Hold at Oxidation Temperature with Oxygen

Hold at Oxidation Temperature with Vacuum

Atmosphere during Hold of Zone 4 to 1200℃

Pressure during Heat of Zone 4 to 1200℃

Duration of Hold at 1200℃

Post-Heat of Zones 1, 2, & 3

Segment Length(s)

Yes

150℃

600℃

1000℃

500℃

Oxygen

Oxygen/Vacuum

1 scfh

2 hrs

4 hrs

Vacuum

< 2000 mTorr

1 hr

Yes

2.5 cm

실험 후에 도가니 Holder에서 핵연료 Holder와 바스켓을 제거한(그림 3.3.5.1(a)) 다

음에 핵연료 Holder를 제거하여 관찰한 결과 핵연료는 완전히 산화되어 미세 분말로

변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3.5.1(b)). 핵분열생성물의 제거율을 평가하기

위해서 산화분말 시료를 화학분석을 하였다. 화학분석은 ICP-OES, ICP-MS, 감마분광

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핵종의 휘발율은 표 3.3.5.2와 같다.

(a) (b)

그림 3.3.5.1 피복관 및 산화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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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sion Product  
Test #13b 
Removal 

Test #13b 
Trapping 

Mo 95% 0% 
Tc 98%  3%  
Ru 97% 0% 
Rh 82% 0% 
Te 28% 4% 
Rb 88% 59% 
Cs 97% 51% 

 

표 3.3.5.2 핵종 휘발율 자료(시험 #13b)

사용후 MOX 핵연료를 이용하여 산화탈피복과 휘발성 산화실험(시험 #14, 15, 16)

을 수행하였다. 총 실험은 3회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사용후 MOX 핵연료는

EBR-II 집합체 X365B로부터 두 개의 element, P45A09와 PB45B11을 사용하여 수행

하였다. Element P45A09로부터 얻은 산화생성물은 전해환원실험을 위한 원료 물질로

사용될 예정이다. 집합체 X365B는 29.3 wt.%(HM 기준) Pu을 함유하며 EBR-II에서

18 at.% 연소되었다.

시험 #14에서는 Element P45A09의 절반을 3 cm씩 절단하여 6개의 절단 핵연료 피

복관(약 46 g)을 사용하여 휘발성 산화실험을 수행하였다. 핵연료피복관을 수직

Holder(그림 3.3.5.2(a))에 놓고 Holder를 바스켓(그림 3.3.5.2(b)) 위에 올려놓는다. 산

화동안 핵연료의 팽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핵연료내에 구멍을 크게 하였다. 그 다음에

핵연료 Holder 및 바스켓을 도가니 Holder(그림 3.3.5.2(c))에 놓고 산소가스가 바스켓

의 중심을 통해 위로 흐르도록 하였다. 휘발성 산화운전 조건은 표 3.3.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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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3.5.2 반응용기 구성: (a) fuel holder, (b) basket, (c) crucible holder, (d)

loaded MOX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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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3 MOX 휘발 시험 조건 (시험 #14, 15, 16)

Test Test Test
Conditions 14 15 16

Zone 1 Dehydration @ 200C ~15 hrs ~15 hrs ~15 hrs
Pre-Heat of Zones 1, 2, & 3 Yes Yes Yes

Zone 1 Temperature 250C 240C 350C
Zone 2 Temperature 600C 800C 800C
Zone 3 Temperature 1000C 1000C 1000C

Zone 4 Oxidation Temperature 500C 600C 600C
Atmosphere during Heat of Zone 4 Oxygen Oxygen Oxygen
Atmosphere during Hold of Zone 4 Oxygen/Vacuum Oxygen Oxygen

Flowrate of Gas 1 scfh 1 scfh 1 scfh
Hold at Oxidation Temperature with Oxygen 2 hrs 3 hrs 3 hrs
Hold at Oxidation Temperature with Vacuum 4 hrs 0 hrs 1 hrs
Atmosphere during Heat of Zone 4 to 1200C Vacuum Vacuum NA

Pressure during Heat of Zone 4 to 1200C <100 mTorr <10 mTorr NA
Duration of Hold @ 1200C 1 hr 1 hr NA

Post-Heat of Zones 1, 2, & 3 Yes Yes Yes
Segment Length(s) 3 cm 3, 2, & 1 cm 3 cm

감마 스캐닝후에 휘발성 산화 반응용기에서 제거한 MOX 핵연료의 형상은 그림

3.3.5.3과 같다. 반응용기내에 미세한 분말이 미량만 관찰되었으며 또한 피복관 손상

이 없었다. 불완전한 산화에 의해 피복관에서 핵연료는 쉽게 제거되지 않았다.

이는 피복관의 극한 인장강도(UTS: ultimate tensile strength) 매우 높아서 완전한

산화탈피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산화탈피복 시험에 사용된 피복관 재질의

특성은 표 3.3.5.4와 같다. 시험 #14, 15, 16에 사용된 피복관의 재질은 D9으로 Ti를 첨

가한 것을 제외하고 316SS와 매우 유사하다. 피복관 재질이 304SS인 MOX 핵연료의

산화탈피복은 ORNL에서 수행되었다. 지르칼로이 피복관의 LWR 핵연료 및 304SS 피

복관의 MOX의 산화탈피복은 잘 이루어졌다. 표 3.3.5.4에서 보듯이, D9 피복관의 인

장강도는 지르코니아 및 304SS 피복관보다 매우 높다. 그리고 피복관 파쇄를 위해 적

용되는 힘은 두배가 된다. 집합체 X365B의 고 연소도로 조사중에 D9 피복관의 팽윤에

의해 탈피복이 더욱 어려워진다.

그림 3.3.5.3 시험 #14 후 MOX 핵연료피복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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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4 피복관 특성 비교

BR-3 LWR EBR-II MOX Fuel* EBR-II MOX Fuel
Property Oxide Fuel X051B X365B

Clad Type Zr-4 304SS D9 (316SS)
Clad OD (mm) 9.50 6.35 5.84

Clad Thickness (mm) 0.57 0.38 0.38
Ave. Burnup (a/o) 4.5 5.4 17.7

Pu (%) NA 25.0 29.3
Tumbling/Agitation No Yes No
Clad UTS (MPa) <200 ~350 ~500

Force to Split Clad (N)** 18000 21000 36000
* Early MOX Voloxidation Study (ORNL/TM-7498)
** Derived from Hoop Stress (Pressure*radius/thickness)

포집필터 및 배관(Zone 4의 배관만)에 대하여 화학분석을 하였으며 핵종의 휘발율

을 ORIGEN 2.1로 계산한 실험에 사용된 핵연료내 핵종의 양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표 3.3.5.5). 핵종의 휘발율이 낮은데 이는 D9 피복관의 파열이 없어서 MOX 핵연료

가 완전히 산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표 3.3.5.5 핵종 휘발율(시험 #14)

Fission Product Zone 1 Zone 2 Zone 3 Below Zone 4 Total
I (mg) 8 NA NA NA 8 (19%)

Cs (mg) NA ND 115 4 119 (27%)
Rb (mg) NA 1 18 <1 19 (34%)
Tc (ug) NA 22 31 1 54 (0%)

NA = Not Analyzed
ND = Not Detected

시험 #15에서는 Element P45A09의 절반인 45g(MOX핵연료+피복관)을 사용하여

휘발성 산화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14의 사용된 핵연료를 완전히 산화시키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탈피복하여 바스켓에 추가하였다. 피복관 절단 길이를 3종류로

하여 MOX 핵연료의 산화탈피복을 향상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14보다

산화온도는 500℃에서 600℃로 올리고 산화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보다 길게

하였다.

그림 3.3.5.4(a), (b)는 실험후에 각각 절단길이 1 cm 및 3 cm 피복관을 사진

촬영한 것으로 파복관이 절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연료 홀더에 장입된 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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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피복관 가운데 1개(절단길이 2 cm)만 절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산화온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피복관 절단길이 보다 산화탈피복공정에 중요한 영향인자로

여겨진다. 피복관의 대부분이 절개되었으나 핵연료 분말은 약 50%가 얻어졌다. 이러한

조건에서 핵연료 분말을 얻기 위해서는 기계적 탈피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D9

피복관의 MOX 핵연료는 휘발성 산화실험도안 1200℃로 온도증가에 의해서 피복관이

용융될 것으로 예상된다. 600℃에서 산화후에는 피복관과 핵연료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a) (b)

그림 3.3.5.4 휘발성 산화실험 후 핵연료피복관의 형상(시험 #15)

시험 #16에서는 Element P45B11의 절반을 3 cm씩 절단하여 6개의 절단 핵연료

피복관을 사용하여 산화탈피복 실험을 수행하였다. 산화탈피복 실험은 시험 #15와

동일하게 600℃, 3시간동안 하였으며 1200℃에서 핵종휘발 실험은 수행하지 않았다.

핵연료 산화분말은 시험 #15보다 피복관으로 부터 쉽게 분리되었다(그림 3.3.5.5).

완전히 산화탈피복을 위해서는 기계적 교반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3.5.5 산화탈피후 핵연료피복관 형상(시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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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19에서는 BR-3 사용후핵연료봉 길이를 3 cm로 절단하여 1200℃ 진공하에서

1시간동안 유지한 후(표 3.3.5.6)에 얻은 우라늄 산화물 입자들에 대하여 입도분석을

하였다. 입도분석 결과 입자크기는 45 µm 이하가 약 45%, 4 mm 이상은 약 25%가

되었다(그림 3.3.5.6).

표 3.3.5.6 LWR 휘발 시험 조건 (시험 #19)

Conditions Test 19

Zone 1 Dehydration

Pre-Heat of Zones 1, 2, & 3

Zone 1 Temperature

Zone 2 Temperature

Zone 3 Temperature

Zone 4 Oxidation Temperature

Atmosphere during Heat of Zone 4

Atmosphere during Hold of Zone 4

Flowrate of Gas

Hold at Oxidation Temperature with Oxygen

Hold at Oxidation Temperature with Vacuum

Atmosphere during Hold of Zone 4 to 1200℃

Pressure during Heat of Zone 4 to 1200℃

Duration of Hold at 1200℃

Post-Heat of Zones 1, 2, & 3

Segment Length(s)

Yes

150℃

600℃

1100℃

500℃

Oxygen

Oxygen/Vacuum

1 scfh

3 hrs

Vacuum

< 6000 mTorr

1 hr

Yes

3.0 cm

그림 3.3.5.6 입자크기 분포도(DEOX 시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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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21에서는 BR-3 사용후핵연료 봉을 길이 3 cm로 절단하여 188 g을 사용하여

휘발성 산화실험을 수행하였다. 핵연료 Holder에 충전된 핵연료피복관이 많아 측면으

로 약간 나와 있다(그림 3.3.5.7.(a)). 핵연료 Holder를 바스켓의 상부에 올려놓은 다음

도가니 Holder에 장착시켰다. 도가니 Holder는 바스켓의 중앙을 통해 산소가스가 흐르

도록 하였다. Zone 4에 도가니 Holder를 장입한다. 휘발성 산화실험 조건은 시험 #19

와 거의 동일하게 하였다.

(a) (b)

그림 3.3.5.7 절단봉 장입 및 산화분말

그림 3.3.5.7(b)는 휘발성 산화실험 후 핵연료 Holder내 핵연료 절단봉의 사진으로

체작업에 의해 핵연료 산화분말은 피복관에서 쉽게 분리되었다. 산화분말의 약 70%가

45 µm 이하의 미세분말이었다. 기기분석을 위해 45 µm 이하의 미세분말에 대하여 3

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2개 시료는 화학분석용 그리고 1개 시료는 SEM-EDS 분석

을 위해 사용하였다. Tc, Mo, Cs, Rb, Te, Ru, Rh에 대한 화학분석을 수행하였으며 I

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효과적인 용해절차가 없어서 분석을 하지 않았다. 화학분석

결과 핵종의 휘발율은 표 3.3.5.7과 같다. Mo, Ru, Rh의 높은 휘발율은 용해과정중에

Mo, Ru, Rh등이 용해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분석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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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 Mo Cs Rb Te Ru Rh
% Removal 97 80 95 87 59 98 93

표 3.3.5.7 핵종 휘발율(시험 #21)

SEM-EDS 분석을 수행한 분말의 미세조직은 그림 3.3.5.8과 같다. 10 µm 크기의

U3O8 입자위에 Nodule 형태의 약 1 µm의 입자는 주로 U, Rh, Ru 및 소량의 Mo로 구

성되어 있었다. SEM 관찰과 EDS 분석결과에 의하면 석출물을 용해과정중에 용해되

지 않고 잔류하였으며 용해액만 분석되어서 높은 휘발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3.3.5.8 SEM-EDS 관찰 사진

휘발성 핵종의 물질 수지를 계산하여 표 3.3.5.8에 나타내었다. 표 3.3.5.8에서 OUT

OTS는 필터(Zone 2와 3)와 Zone 1과 2사이에 배관도 포함한 분석결과다. OUT <45

µm는 시료채취기준으로 계산을 하였고, OUT >45 µm은 완전히 산화되지 않았기 때

문에 산화전 초기핵연료의 조성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분석오차, 시료손실, Zone 2와

3 필터의 전수 분석을 하지 않은 것(10단중 앞 6단 분석)을 고려하면 Tc, Cs, Rb, Te

의 물질수지는 비교적 양호하다. 반면에 Mo, Ru, Rh의 물질수지는 SEM-EDS 분석에

의해 관찰되는 석출물이 완전히 용해되지 않아서 잘 일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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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UT OUT OUT* Mass
 Volatile BR-3 Fuel OTS <45 um >45 um Balance

(mg) (mg) (mg) (mg) (%)
Tc-99 127.99 83.82 2.65 39.26 98.23%

Cs-137 129.55 72.93 4.34 39.74 90.33%
Rb-85 27.31 13.73 2.33 8.38 89.48%
Te-128 12.49 2.78 4.08 3.83 85.60%
Mo-95 156.08 1.01 21.18 47.88 44.89%
Ru-101 144.69 0.00 2.01 44.38 32.07%
Rh-103 57.75 0.01 2.75 17.72 35.47%

 *   Calculated assuming same composition as IN

표 3.3.5.8 휘발 핵종의 물질수지

나. 입도제어 시험

시험 #17에서는 BR-3 사용후핵연료를 기계적으로 탈피복한 후에 115 g을 3개로 나

눠 내경 1/2“의 알루미나 도가니에 넣은 후에 열처리를 하기 위해 Zone 2, Zone 3,

Zone 4에 주입하였다. 기계적 탈피복은 핵연료 피복관을 2.54 cm로 절단한 후에 핵연

료에 힘을 가하여 피복관에서 핵연료를 분리하였다(그림 3.3.5.9). 입도제어를 위한 열

처리는 진공상태에서 각각 800℃, 900℃ 및 1000℃로 가열하였다. 이 온도에서 산소를

주입하여 1시간동안 유지한 후에 냉각하였다. 산화분말이 도가니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 Screwdriver와 같은 물리적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이러한 열처리 공정에

서 얻은 분말에 대하여 입도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3.5.10과 같다. 시험 #18

에서는 고온에서의 분말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 #17에서 얻은 분말을 Ar 분위기

하에 1200℃로 재가열하여 이 온도에서 1시간동안 유지하였다. 재가열하여 얻은 분말

을 입도분석을 하여 그림 3.3.5.10에 나타내었다.

그림 3.3.5.9 기계적 탈피복 피복관(Hull) 및 핵연료 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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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10 입자크기 분포도(DEOX 시험 #17과 #18)

시험 #17에서는 온도에 따라서 입자크기분포에 큰 차이가 없다. 시험 #17과 #18을

비교하였을 때 시험 #18에서는 작은 입자가 증가하며 입자크기분포는 크게 변하지 않

는다. 직경이 작은 알루미나 도가니로부터 산화분말을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온

도변화에 따른 입자크기는 대표성이 없으며 또한 물리적 제거에 의해서 대표성이 없

다. 따라서 두 시험의 입도분석 자료는 거의 동일하다 볼 수 있다. 입도분석을 위해

서는 산화분말이 쉽게 제거되고 제거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큰 용기를 사용

해야 한다. 또한 체질동안 입자크기를 감소시키기 않도록 체질조건을 최소로 해야 한

다.

시험 #20에서는 큰 알루미나 도가니와 시험 #18의 잔류 분말을 가지고 입도제어 실

험을 수행하였다. 도가니를 Ar분위기에서 1200℃로 가열한 후에 1시간 유지하였다. 도

가니를 뒤집고 가볍게 쳐서 산화분말을 분리하였다. 실험동안 손상되지 않은 응집된

입자들이 많이 관찰되었다(그림 3.3.5.11). 전의 체작업에 의한 입자크기 감소를 제한

하기 위해서 진동테이블 위에 쌓아둔 체에 산화분말을 넣고 체질을 하여 입도분석을

하였다. 시험 전후에 입도분석을 한 결과를 그림 3.3.5.12에 나타내었다. 체작업에 의해

진입자크기(True Particle Size)는 아니나, 입자크기가 증가하였으며 45 μm이하의 입자

는 36%에서 14%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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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11 입자사진(DEOX 시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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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12 입자크기 분포도(DEOX 시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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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배기체 처리공정 최적 조업변수 도출

1. INL 핫셀 실험장치 조건 설정을 위한 배기체 처리장치 설계 및 제작

가. 회전로형 휘발성 산화공정 배기체 실험장치 설계

200 gHM/batch 규모의 휘발성 산화 공정에서 방출되는 핵종을 포집할 수 있는 배

기체 실험장치를 제작하기 위하여 먼저 설계를 수행하였다. pyroprocessing 공정의 기

준 핵연료인 PWR(초기농도: 4.5wt.%, 연소도: 45,000 MWd /tU, 냉각기간: 25년)을 선

정하여 본 배기체 처리장치의 설계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배기체 처리장치의 처리용

량 기준은 200g/batch 이었다. 처리대상 사용후핵연료의 이력를 기준으로

ORIGEN-ARP (Automatic Rapid Processing)를 이용하여 휘발성 산화 공정 중 발생

되는 휘발성 및 준휘발성 핵종의 총량을 표 3.4.1.1과 같이 계산하였다.

휘발성 산화공정은 공기분위기에서 운전되므로 휘발핵종의 화학적 형태는 산화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휘발성 산화공정의 공정조건이 처리온도 500～1200℃, 진공조건

범위에서 운전이 예상되므로 휘발이 예상되는 휘발성 및 준휘발성 핵종으로서 표

3.4.1.2에 제시된 것처럼 Cs, Tc, Ru, Te, Rh, Mo, I, H, C, Kr, Xe 을 선택하였고 Rh

을 제외한 휘발 대상 핵종들이 전량(100%)이 휘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배기체 처리장치의 흐름도를 그림 3.4.1.1에 제시하였다.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재가공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 중에 배출되는 배기체는 먼저 석탄회 세

라믹필터가 장착된 세슘포집장치를 이용하여 방사선 및 붕괴열이 높은 Cs과 Rb, Cd,

Mo 핵종들을 처리한다. 그런 다음 Ca-based filter가 장착된 루테늄 포집장치를 이용

하여 Ru, Tc, C-14, Te 핵종들을 처리한다. 최종적으로 첨착 제올라이트가 장착된

요오드 제거장치로 배기가스 중 요오드화합물을 포집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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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oxidation

temp.

Removal percent of target fission products

Cs Tc Ru Te Rh Mo I H-3 C-14 Kr Xe

1200℃, <1

torr
100 100 100 100 8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3.4.1.2 Removal percent of target fission products by voloxidation process

Nuclides
Mass Major

isotopesg %

Cs 0.692 13.81 137

Tc 0.206 6.10 99

Ru 0.594 18.25 106

Te 0.128 3.01 125m

Rh 0.109 2.52 101, 102

Mo 0.908 25.63 93

I 0.061 1.15 129

H 1.8E-05 0.00 3

C 0.0120 0.83 14

Kr 0.101 1.90 85

Xe 1.424 26.80

Total 4.243 100 100.00

표 3.4.1.1 Nuclides and mass generated from

voloxid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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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그림 3.4.1.1 Flow diagram of off-gas treatment system for

voloxidation process

(1) 단위포집 공정별 주요 설계 원칙

- Voloxidation 공정의 포집대상 핵종을 Cs, Rb, Cd, Mo, Sb, Ru, Tc, Te, C-14

및 I 10 종으로 한다.

- 포집방식은 건식 고온 화학적 흡착방식이며, Cs, Rb, Cd, Mo, Sb 핵종은 fly

ash filter (porous inorganic filter), Ru, Tc, C-14, Te 핵종은 Ca filter (porous

inorganic filter), 그리고 I의 포집은 AgX로 포집하며, 최적포집 온도가 각각

1000℃, 800℃ 및 150℃가 되도록 설계한다.

- Voloxidation 공정의 한 batch 크기는 200g의 사용후핵연료(4.5 wt.%, Burn-up

: 45,000 MWd/MTHM로 하며, 포집대상 핵종 전량(100%)이 휘발 공정 중

휘발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포집제의 양을 결정한다.

- 포집장치에 연결되는 모든 배기가스 이송배관은 각각의 휘발 핵종들이 배관

내부에 응축 및 침적되지 않도록 끓는점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 매 실험마다 핵종 휘발특성 및 필터의 성능실험을 수행하기로 한다.

- 각 필터 unit는 축방향 포집농도 분포를 알기 위하여, 단위길이별로 독립적인

화학분석이 가능한 구조를 채택한다.

- Filter는 외경 1인치의 상용 튜브를 이용하며, 실험실에서 분리 및 제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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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2)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에 사용될 포집제의 특성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에는 Fly ash filter, Calcium filter 및 Silver

impregnated zeolite(AgX)를 사용할 예정이며 이들의 포집특성은 표 3.4.1.3과 같다.

(3) 단위 배기체 포집공정별 기체이송 배관 유지온도

휘발성 산화 장치에서 휘발되는 준휘발성 핵종들은 각 포집장치에 도달하기 전에

끓는점 이하로 냉각될 경우 배관내부에 응축되거나 축적되어 기체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 포집장치별 제거대상 핵종의 끓는점 이상으로 배관의 온도를 유

지해야만 한다. 따라서 포집대상 핵종들이 이송될 배관의 최소 유지온도는 표 3.4.1.4

에 기술한 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설계하였다.

Equipment
Trapping

Media
Design Base Remarks

Cs(Rb, Cd,
Mo) trapping

unit
Fly ash filter

Capacity : 250 mg-Cs /g-bed

Velocity : < 20 cm/sec

Temperature : 800℃

Specific surface area : 9.31 m2/g

Porosity : 27 %

packing density : 0.5 g/cc

Disk type

Tc(Ru/C-14,
Te) trapping

unit
Calcium filter

Capacity : 120 mg-Tc/g-bed

Velocity : < 20 cm/sec

Temperature : 800℃

Porosity : 30 %

Packing density : 0.3 g/cc

Disk type

I trapping
unit

Silver
impregnated

zeolite

Capacity : 200 mg-I2/g-bed

Velocity : < 20 cm/sec

Temperature : ~ 150℃

Ag content : 10 wt.%

Packing density : 0.65 g/cc

Granular type

표 3.4.1.3 Characteristics of trapping media to be used off-gas trapp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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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connection pipe Pipe temp. (℃)

Connection pipe between DEOX outlet and

Cs(Rb, Cd, Mo) trapping unit
over 650℃

Connection pipe between Cs(Rb, Cd, Mo) trapping

unit and Tc(Ru, C-14, Te) trapping unit
over 310℃

Connection pipe between Tc(Ru, C-14, Mo)

trapping unit and Iodine trapping unit
over 180℃

표 3.4.1.4 Minimum operation temperatures of each connection pipe

in off-gas trapping system

(4)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 설계시방 요약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 제작에 반영한 단위공정 포집장치, 포집제, 포집대상핵

종, 단위공정 포집장치 온도 상승능력, 운전 온도 및 포집제의 특성을 고려한 각 포집

매질의 내경, 높이, 고압속도 및 접촉시간을 요약하여 표 3.4.1.5에 제시하였다.

Trapping

unit

Trapping

media

FPs to be
trapped

Design temp.,
℃

Operating
temp., ℃ Design spec.

Cs (Rb, Cd,
Mo) trapping
unit

Fly ash

filter
Cs, Rb, Cd ~ 1,200 1000

D = 2.0cm

BH = 20.0cm

SV = 11.5cm/sec

CT= 1.7sec

Tc, (Ru C-14,
Te ) trapping
unit

Calcium filter
Tc, Ru, C-14

~1,000 800

D = 2.0cm

BH = 20.0cm

SV = 8.0cm/sec

CT = 2.5sec

I

trapping unit
AgX I ~500 150

D = 2.0cm

BH = 10.0cm

SV = 3.8cm/sec

CT = 2.6sec

표 3.4.1.5 Summary of design specification for off-gas trapping system

* D: diameter, BH: bed height, SV: superficial gas velocity, CT: contac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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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 설계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의 제작을 위한 단위공정 포집장치의 설계도는 다 음 그

림 3.4.1.2부터 그림 3.4.1.5 제시하였다.

그림 3.4.1.2. Part assembly drawing of furnace.

그림 3.4.1.3. Assembly drawing of trapping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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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 Assembly drawing of trapping container.

그림 3.4.1.5. Design drawing of iodine trapping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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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전로형 휘발성 산화공정 배기체 실험장치 제작

(1)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 시제품 주요 단위공정 사양

배기체 단위공정 포집장치 설계사양을 근거로 포집장치 시제품을 제작하였으며, 주

요 단위공정의 사양, 제작된 장치의 사진 및 성능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주요 구성품

(가) 배기체 가열 장치 및 가열장치 제어반

(나) Cs Trapping part

(다) Ru Trapping part

(라) I Trapping part

(3) 주요 구성품에 대한 상세한 제작사양

(가) 배기체 가열 장치 및 가열장치 제어반

- Wire Kanthal Furnace & Control System

◦ Vertical Tube Furnace (3 Zone)

· Power : 1Kw, 220V, 단상(3 Zone) = 총 3Kw

· Max Temp : 1050℃, Nor : 850℃

· Chamber Size : ∅80 × H180 (3 Zone)

· Body : A) STS304 1.5T, 3T, 5T (표면처리)

· Heating Element : Kanthal A-1 금속전기저항 발열체로 고온과

내마모성에 강하고 Heater의 표면부하밀도를

최대한 낮추어서 제작되어야한다.

◦ Control System

· Case : 고급렉함 (Nic-543N) W435 * H221 * D360

· T.P.R Unit(E.S.T 35A)에 의한 P.I.D Control(4-20MMA)= 3EA

· Thermo Couple "K" Type = 6EA(Indicator용 포함)

· T.I.C : UP351-00(Yokogawa) = 3EA

· Digital Display, P.I.D Mode,

· Program 2 Pattern, 10 Segments

· Indicator : Ut130-An (Yokogawa) = 3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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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Meter : Dp6-Na105(Hanyoung),

· Fuse, Relay, Lamp Switch 등으로 구성된다.

· Insulation : Ceramic Board : 1260℃ * 600 * 900 * 50T

· Temperature Control Accuracy : ±5℃

· Heat-Up Time to Maximum Temperature : 30min

(나) SIC Furnace & Control System

◦ Model : Vertical Tube Furnace

· Power : 5.4Kw, 220V, 단상

· Max Temp : 1250℃, Nor : 1200℃

· Chamber Size : W200 × D200 × H250

· Body : A) Sus304 1.5T, 3T (표면처리)

· Heating Element : S.I.C 비금속전기저항 발열체로 고온과 내마모성에

강하고 Heater의 표면부하밀도를 최대한 낮추어서 제작되어야

한다(Trans 포함).

· Size : ∅12 * 200 * 500 1Ea당 55V, 1200W * 6EA(직병렬결선)

◦ Control System

· Case : 고급렉함 (Nic-543N) W435 * H221 * D360

· T.P.R Unit(E.S.T 40A)에 의한 P.I.D Control(4-20MMA) = 1EA

· T.P.R Unit(E.S.T 35A)에 의한 P.I.D Control(4-20MMA) = 2EA

(Heating Band 용)

· Thermo Couple "R" Type = 2EA(Indicator용 포함)

· T.I.C : Up351-00 (Yokogawa) = 1EA

Digital Display, P.I.D Mode, Program 2Pattern,

10Segments

· Indicator : Ut150-Rn (Yokogawa) = 1EA

· Heating Band용 T.I.C : Ut150-An (Yokogawa) = 2EA

· V/Meter : Dp6-Na105(Hanyoung)

· A/Meter : Dp6-Na209(Hanyoung), C/T(200:5)

· Fuse, Relay, Lamp Switch, 등으로 구성된다.

· Insulation : Ceramic Board : 1260℃ * 600 * 900 * 50T : 6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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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erature Control Accuracy : ±5℃

· Heat-Up Time to Maximum Temperature : 1Hrs

· Trans : 220V/110V, 8.2KVA, 단상

(다) Cs Trapping part

- 본 장치는 Cs을 포집하는 부분으로 Ring type container와 Spacer

를 플랜지 접속을 통해 기밀을 유지하며, 내부 온도 약 1200℃에서 도

건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Ring type container, Wire mesh, Spacer 및 플랜지의 재질은 STS

321로 한다.

- Ring type container, Wire mesh, Spacer 및 플랜지와의 접속부분

은 기밀을 유지하도록 기계가공을 하여야 한다.

- 장치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TIC와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TI를 설치한다.

- 플렌지 상부에 설치되는 배관에는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샘플 채

취 장치를 설치한다.

(라) Ru Trapping part

- 본 장치는 Ru을 포집하는 부분으로 Ring type container와 Spacer를

플랜지 접속을 통해 기밀을 유지하며, 내부 온도 약 800℃에서도 건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Ring type container, Spacer 및 플랜지의 재질은 STS 321로 한다.

- Ring type container, Spacer 및 플랜지와의 접속부분은 기밀을 유지

하도록 기계가공을 하여야 한다.

- 장치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TIC와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TI를 설치한다.

- 플렌지 상부에 설치되는 배관에는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샘플 채취장치를

설치한다.

(마) I Trapping part

- 본 장치는 I을 포집하는 부분으로 Mesh type container와 Space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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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지 접속을 통해 기밀을 유지하며, 내부 온도 약 200℃에서도

건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Mesh type container, Spacer 및 플랜지의 재질은 STS 321로 한다.

- 장치의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TIC와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TI를 설치한다.

- 플렌지 상부에 설치되는 배관에는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샘플 채취장치를

설치한다.

(4) 제작된 장치의 주요 구성품 외관 (그림 3.4.1.6 ～ 그림 3.4.1.0 참조)

그림 3.4.1.6 Off-gas trapp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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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7 Connection heater between voloxidizer and

off-gas trapping system.

그림 3.4.1.8 Control system of

off-gas trapp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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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9 Heating part of Cs, Ru, and I trapping units in off-gas trapping

system

그림 3.4.1.10 Inner part of Cs, Ru, and I trapping

units in off-gas trapp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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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L 핫셀 실험장치 조건 설정을 위한 비방사능 물질 이용 단일 핵종 포집실험

가. 비방사능 물질 포집용 배기체 처리장치

비방사능 물질 배기체 포집용 OTS(Off-gas Trapping System)장치의 설계기준은

pyroprocessing 공정의 기준 핵연료인 PWR(초기농도 : 4.5wt.%, 연소도: 45,000

MWd/tU, 냉각기간: 5년) 로서 1 bactch 기준은 200 gHM 이었다. 실험에 사용된 배

기체 처리시스템은 4개의 독립된 가열존으로 구성된 수평형, split tube 이었다. 배기체

처리시스템은 그림 3.4.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방사능 물질 산화를 위한 voloxidizer,

세슘, 루비듐, 몰리브데늄 포집용 세슘 포집 zone, 레늄, 루테늄, 텔레륨, 안티몬 포집용

레늄 포집zone 및 요오드 포집 zone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포집실

험은 voloxidizer의 가열영역에서 배기체 발생원을 기화시키고 세슘 포집 zone, 레늄

포집 zone 및 요오드 포집 zone의 각 가열영역에서 각 처리핵종 포집에 필요한 필터

를 포집통에 장착하여 기화된 배기체를 포집하였다. 그림 3.4.2.2에 voloxidizer 및 각

포집용기를 제시하였다. Voloxidizer와 세슘 포집 통의 재질은 고온부식 방지를 위해

inconel 601, 레늄 및 요오드 포집용기는 304를 이용하였다. 또한 분위기 가스를 조절

할 수 있는 가스공급 시스템과 100 m torr 용량 이하의 진공펌프를 OTS에 구성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그림 3.4.2.1 Off-gas trapp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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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 The assembly of voloxidizer and trapping

containers

나. Mo 포집실험(Ⅰ)

한국형 pyroprocessing 배기체 처리시스템의 설계기준인 PWR 사용후핵연료 200 g

에 존재하는 Mo의 양을 기준으로 MoO3를 기체상 몰리브데늄의 공급원으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약의 무게를 측정 한 후 이를 alumina crucible (50 ml) 내에 넣었다.

그런 다음 alumina crucible을 voloxidizer 내부에 넣었다. 표 3.4.2.1에 배기체 발생 시

약 및 사용량을 나타내었다.

포집 온도조건은 그림 3.4.2.3에 나타낸 것처럼 승온 1 시간 후에 세슘 포집 zone은

1000 ℃, 루테늄 포집 zone은 800 ℃에 도달하도록 setting한 후 6 시간 유지시켰다.

각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voloxidizer의 온도를 1 시

간 동안 500 ℃에 도달하도록 하여 3 시간 유지시킨 다음 1 시간 후에 1200 ℃에 도

달하도록 하여 1 시간 유지시켰다. 이때 voloxidizer의 온도가 500 ℃로 승온 및 등온

구간에는 공기를 0.5 liter/min 유량으로 흘려보낸 후 1200 ℃로 승온과 동시에

vacuum 펌프를 작동하여 2.6 torr의 진공을 유지하면서 포집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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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gent Weight, g Remark

MoO3 1.362 Mo : 0.908

표 3.4.2.1 Source material of test (Ⅰ)

그림 3.4.2.4에 진공조건 (2.6 torr)하 몰리브데늄 포집 후 석탄회필터의 모습을 나타

내었다.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석탄회필터 10단 모두 필터표면의 색변화는 없었다. 몰

리브데늄 포집후 필터의 무게는 약간 증가하였다. 석탄회필터에 소량의 몰리브데늄이

포집된 이유는 진공분위기하 voloxidizer에서 휘발된 몰리브데늄의 공탑속도가 너무 커

fly ash filter와 몰리브데늄의 접촉시간이 짧아 이로 인한 반응속도의 감소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진공도에 따른 몰리브데늄과 fly ash filter의 반응 특성에

대한 추가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석탄회필터 1단의 표면 성분을 SEM-EDX

로 분석하였다. 그림 3.4.2.5의 SEM 결과에서 나타낸 것처럼 Mo 포집 후 석탄회필터

표면의 상은 포집전 석탄회필터의 상과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EDX를 이용하

여 SEM의 표면 성분을 분석한 결과 Mo 농도는 47 wt.% 로서 필터표면에 몰리브데

늄이 상당량 포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몰리브데늄 포집 후에 나타나는 석탄회필터의 결정구조 및 미세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석탄회필터 1단을 XRD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그림 3.4.2.6에 제시된

것처럼 XRD 피크들 중에 몰리브데늄 화합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 XRD 피크들 중에

몰리브데늄 화합물 피크가 없는 이유는 석탄회필터에 소량의 몰리브데늄이 포집되어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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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 Temperature profile for off-gas trapping test (Ⅰ)

그림 3.4.2.4 Photograph of fly ash filters after trapping molybdenum

for test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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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Weight% Atomic%

O 22.51 49.35

Al 5.60 7.29

Si 11.47 14.33

Na 0.72 1.10

Mg 0.69 1.00

Ca 8.78 7.69

Fe 3.34 2.10

Mo 46.87 17.14

Totals 100.00 100.00

그림 3.4.2.5 SEM-EDX analysis of 1'st fly ash filter after trapping gaseous

molybdenum under vacuum condition for test (I)



- 141 -

그림 3.4.2.6 XRD patterns of 1'st fly ash filter after trapping gaseous

molybdenum under vacuum condition for test (I)

다. Cs 포집실험(Ⅱ)

한국형 pyroprocessing 배기체 처리시스템의 설계기준인 사용후핵연료 200 g에 존

재하는 Cs의 양을 기준으로 CsNO3을 기체상 세슘의 공급원으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CsNO3의 무게를 측정 한 후 이를 alumina crucible (50 ml) 내에 넣었다. 시약의 무게

를 측정 한 후 이를 alumina crucible (50 ml) 내에 넣었다. 그런 다음 alumina

crucible을 voloxidizer 내부에 넣었다. 표 3.4.2.2에 배기체 발생 시약 및 사용량을 나

타내었다. 포집 온도조건은 그림 3.4.2.3과 동일하였다.

Reagent Weight, g Remark

CsNO3 1.025 Cs : 0.699

표 3.4.2.2 Source material of test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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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7에 진공조건 (2.7 torr)하 세슘 포집 후 석탄회필터의 모습을 나타내었

다.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석탄회필터 6단까지 필터표면의 색이 갈색에서 검갈색으로

변하였다. 무게분석을 통해 석탄회필터 1 ～ 6단 내에서 CsNO3에서 휘발되는 세슘이

약 9%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탄회필터에 소량의 세슘이 포집된 이유는

진공분위기하 voloxidizer에서 휘발된 세슘의 공탑속도가 너무 커 fly ash filter와 세슘

의 접촉시간이 이 짧아져 이로 인한 반응속도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2.7 Photograph of fly ash filters after trapping cesium for test (Ⅱ)

석탄회필터 1단의 표면 성분을 SEM-EDX로 분석하였다. 그림 3.4.2.8의 SEM 결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탄회필터의 표면이 결정상이 bulk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 또한 EDX를 이용하여 SEM의 표면 성분을 분석한 결과 Cs 농도는

10 wt.% 로서 소량의 세슘이 필터표면에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슘 포집 후에 나타나는 석탄회필터의 결정구조 및 미세 구조변화를 분석하

기 위해서 석탄회필터 1단을 XRD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그림 3.4.2.9에 제시된 것처

럼 세슘화합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 XRD 피크들 중에 세슘화합물 피크가 없는 이유는

석탄회필터에 소량의 세슘이 포집되어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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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Weight% Atomic%

O 31.76 49.95

Al 11.34 10.57

Si 26.61 25.64

Na 1.44 1.58

Mg 1.80 1.86

Ca 9.60 6.03

Fe 5.50 2.49

Cs 9.95 1.88

Totals 100.00 100.00

그림 3.4.2.8. SEM-EDX analysis of 1'st fly ash filter after trapping gaseous

cesium under vacuum condition for test(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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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9 XRD patterns of 1'st fly ash filter after trapping

gaseous cesium under vacuum condition for test (Ⅱ)

라. Cs 포집실험 (Ⅲ)

한국형 pyroprocessing 배기체 처리시스템의 설계기준인 사용후핵연료 200 g에 존

재하는 Cs의 양을 기준으로 CsNO3을 기체상 세슘의 공급원으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CsNO3의 무게를 측정 한 후 이를 alumina crucible (50 ml) 내에 넣었다. 그런 다음

OTS 장치의 voloxidizer 내부에 시약을 넣은 alumina crucible을 넣었다. 표 3.4.2.2에

배기체 발생 시약 및 사용량을 나타내었다.

포집 온도조건은 그림 3.4.2.10에 나타낸 것처럼 승온 1 시간 후에 세슘 포집 zone

은 1100 ℃, 루테늄 포집 zone은 800 ℃에 도달하도록 setting한 후 6 시간 유지시켰

다. 각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voloxidizer의 온도를 1

시간 동안 500 ℃에 도달하도록 하여 3 시간 유지시킨 다음 1 시간 후에 1200 ℃에

도달하도록 하여 1 시간 유지시켰다. 이때 Voloxidizer의 온도가 500 ℃로 승온 및 등

온 구간에는 공기를 0.5 liter/min 유량으로 흘려보낸 후 1200 ℃ 로 승온과 동시에

vacuum 펌프를 작동하여 0.2 torr의 진공을 유지하면서 포집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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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0 Temperature profile for off-gas trapping

test (Ⅲ)

그림 3.4.2.11에 진공조건 (0.2 torr)하 세슘 포집 후 석탄회필터의 모습을 나타내었

다.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석탄회필터 9단까지 필터표면의 색이 갈색에서 검갈색으로

변하였다. 무게분석을 통해 석탄회필터 1～9단 내에서 CsNO3에서 휘발되는 세슘이

약 99%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탄회필터 1단의 표면 성분을 SEM-EDX로

분석하였다. 그림 3.4.2.12의 SEM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탄회필터의 표면이 결정

상이 bulk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EDX를 이용하여 SEM의

표면 성분을 분석한 결과 Cs 농도는 22 wt.%의 세슘이 필터표면에 포집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앞의 test (Ⅱ) 실험결과와 비교해볼 때 포집온도가 증가할수록 세슘

의 포집효율이 약 10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석탄회필터를 이용한 세

슘의 포집은 포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속도가 증가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석탄회

필터의 세슘 포집반응은 흡열반응에 의한 화학 흡착반응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슘 포집 후에 나타나는 석탄회필터의 결정구조 및 미세 구조변화를 분석하

기 위해서 석탄회필터 1단을 XRD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그림 3.4.2.13에 제시된 것

처럼 세슘이 석탄회 필터가 기체상 세슘과 반응하여 새로운 화합물인 pollucite(CsAlSi2O6)

형태로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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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1 Photograph of fly ash filters after trapping cesium for test (Ⅲ)

Element Weight% Atomic%

O 41.24 66.89

Al 4.11 3.95

Si 12.59 11.64

Na 0.78 0.88

Mg 3.44 3.67

Ca 7.83 5.07

Fe 7.54 3.51

Cs 22.47 4.39

Totals 100.00 100.00

그림 3.4.2.12 SEM-EDX analysis of 1'st fly ash

filter after trapping gaseous cesium in vacuum

condition for test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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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3 XRD patterns of 1'st fly ash filter after trapping

gaseous cesium under vacuum condition for test (Ⅲ)

마. Cs 포집실험 (Ⅳ)

한국형 pyroprocessing 배기체 처리시스템의 설계기준인사용후핵연료 200 g에 존재

하는 Cs의 양을 기준으로 CsNO3을 기체상 세슘의 공급원으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CsNO3의 무게를 측정 한 후 이를 alumina crucible (50 ml) 내에 넣었다. 그런 다음

O의 voloxidizer 안에 시약을 넣은 alumina crucible을 넣었다. 표 3.4.2.2에 배기체 발

생 시약 및 사용량을 나타내었다.

포집 온도조건은 그림 3.4.2.10에 나타낸 것처럼 승온 1 시간 후에 세슘 포집 zone

은 1100 ℃, 루테늄 포집 zone은 800 ℃에 도달하도록 setting한 후 6 시간 유지시켰

다. 각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voloxidizer의 온도를 1

시간 동안 500 ℃에 도달하도록 하여 3 시간 유지시킨 다음 1 시간 후에 1200 ℃에

도달하도록 하여 1 시간 유지시켰다. 이때 Voloxidizer의 온도가 500 ℃로 승온 및 등

온 구간에는 공기를 0.5 liter/min 유량으로 흘려보낸 후 1200 ℃로 승온과 동시에

vacuum 펌프를 가동하여 76 torr의 진공을 유지하면서 포집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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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4에 진공조건 (76 torr)하 세슘 포집 후 석탄회필터의 모습을 나타내었

다.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석탄회필터 9단까지 필터표면의 색이 갈색에서 검갈색으로

변하였다. 무게분석을 통해 석탄회필터 1 ～ 9단 내에서 CsNO3에서 휘발되는 세슘이

약 99%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4.2.14는 Test(Ⅱ), Test(Ⅲ) 그리고 Test(Ⅳ)의 결과를 취합한 것으로 진공분

위기하 석탄회필터 각 단에 대한 세슘 포집량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Test(Ⅲ)와 Test(Ⅳ)의 실험결과를 비교해 볼 때 포집온도 1100℃, 0.2 torr에

서 76 torr의 진공도에서 세슘의 포집 효율은 변화가 없었다.

그림 3.4.2.14 Photograph of fly ash filters after trapping cesium for test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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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5 Cesium trapping quantity of fly ash filters after

trapping gaseous cesium under vacuum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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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Mo와 Cs 포집실험 (Ⅴ)

한국형 pyroprocessing 배기체 처리시스템의 설계기준인 사용후핵연료 200 g에 존

재하는 Mo와 Cs의 양을 기준으로 MoO3와 CsNO3를 기체상 몰릴브데늄과 세슘의 공

급원으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MoO3와 CsNO3의 무게를 측정한 후 이들을 혼합하여

alumina crucible (50 ml) 내에 넣었다. 그런 다음 OTS 장치의 voloxidizer 안에 시약

을 넣은 alumina crucible을 넣었다. 표 3.4.2.3에 배기체 발생 시약 및 사용량을 나타

내었다.

포집 온도조건은 그림 3.4.4.3에 나타낸 것처럼 승온 1 시간 후에 세슘 포집 zone은

1000 ℃, 루테늄 포집 zone은 800 ℃에 도달하도록 setting한 후 6 시간 유지시켰다.

각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voloxidizer의 온도를 1 시

간 동안 500 ℃에 도달하도록 하여 3 시간 유지시킨 다음 1 시간 후에 1200 ℃에 도

달하도록 하여 1 시간 유지시켰다. 이때 Voloxidizer의 온도가 500 ℃로 승온 및 등온

구간에는 공기를 0.5 liter/min 유량으로 흘려보낸 후 1200 ℃로 승온과 동시에

vacuum 펌프를 가동하여 0.13 torr의 진공을 유지하면서 포집실험을 수행하였다.

Reagents Weight, g Remarks

MoO3 1.362 Mo : 0.908

CsNO3 1.025 Cs : 0.699

표 3.4.2.3 Source material of test ( )

그림 3.4.2.16에 진공조건 (0.13 torr)하 몰리브데늄과 세슘 포집 후 석탄회필터의 모

습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석탄회필터의 앞단 쪽에 필터표면의 색이 갈

색에서 연 갈색으로 변하였다. 무게분석을 통해 석탄회필터 1～10단 내에서 MoO3와

CsNO3에서 휘발되는 몰리브데늄과 세슘이 약 56%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탄회필터 1단의 표면 성분을 SEM-EDX로 분석하였다. 그림 3.4.2.17의 SEM 결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석탄회필터 표면의 상이 상당히 포집 전과 다른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EDX를 이용하여 SEM의 표면 성분을 분석한 결과 Mo 농도는 58 wt.%

이고 Cs 농도는 21 wt.%로서 몰리브데늄과 세슘이 필터표면에 잘 포집되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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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몰리브데늄과 세슘 포집 후에 나타나는 석탄회 필터의 결정구조 및 미세 구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석탄회필터 1단을 XRD로 분석한 결과 그림 3.4.2.18에 제시된

것처럼 몰리브데늄은 powellite (CaMoO4), 세슘은 pollucite (CsAlSi2O6) 형태로 포집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몰리브데늄이 powellite (CaMoO4) 상으로 포집된 이유는 세

슘이 pollucite (CsAlSi2O6)를 형성하기 위해서 aluminosilicate와 먼저 반응함으로서 몰

리브데늄이 aluminoimrh과 반응할 기회가 없어 석탄회필터 내 calcium과 반응하여

powellite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2.16 Photograph of fly ash filters after trapping molybdenum

and cesium for test(Ⅴ)

Element Weight% Atomic%

O 14.70 48.59

Al 2.04 4.00

Si 1.88 3.54

Na 0.41 0.94

Mg 0.09 0.19

Ca 1.38 1.83

Fe 0.79 0.75

Mo 57.62 31.77

Cs 21.10 8.40

Totals 100.00 100.00

그림 3.4.2.17 SEM-EDX analysis

of 1'st fly ash filter after

trapping gaseous molybdenum

and cesium under vacuum

condition for test(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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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8 XRD patterns of 1'st fly ash filter after trapping gaseous

molybdenum and cesium under vacuum condition for test (Ⅴ)

바. Ru 포집실험 (Ⅵ)

한국형 pyroprocessing 배기체 처리시스템의 설계기준인 사용후핵연료 200 g에 존

재하는 Ru의 양을 기준으로 RuO2를 기체상 루테늄의 공급원으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약의 무게를 측정 한 후 alumina crucible(50 ml) 내에 넣었다. 그런 다음 OTS 장치

의 voloxidizer 내부에 시약을 넣은 alumina crucible을 넣었다. 표 3.4.2.4에 배기체 발

생 시약 및 사용량을 나타내었다.

포집 온도조건은 그림 3.4.2.19에 나타낸 것처럼 승온 1 시간 후에 세슘 포집 zone

은 800 ℃, 루테늄 포집 zone은 600 ℃에 도달하도록 setting한 후 5.5 시간 유지시켰

다. 각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voloxidizer의 온도를

1.5 시간 동안 1200 ℃에 도달하도록 한 후 4 시간 유지시켰다. 이때 Voloxidizer의 온

도를 1200 ℃로 올리면서 동시에 vacuum 펌프를 가동하여 7.6 torr의 진공을 유지하

면서 포집실험을 수행하였다. Voloxidizer에서 휘발된 루테늄이 루테늄 포집 zone까지

가는 거리가 멀어 루테늄이 각 연결라인에 응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

해 세슘 포집 zone에 칼슘필터를 충전하여 루테늄을 포집하였다.



- 152 -

Reagent Weight, g Remark

RuO2 0.783 Ru : 0.595

표 3.4.2.4 Source material of test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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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9 Temperature profile for off-gas trapping

system (Ⅵ)

그림 3.4.2.20에 진공조건 (7.6 torr)하 루테늄 포집 후 칼슘필터의 모습을 나타내었

다.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칼슘필터 1단 필터표면이 검갈색으로 변하였다. 칼슘필터 1

단의 표면 성분을 SEM-EDX로 분석하였다. 그림 3.4.2.21의 SEM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칼슘필터의 표면에 결정상이 형성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EDX를 이용하

여 SEM의 표면 성분을 분석한 결과 Ru 농도는 45 wt.%로 칼슘필터 표면에 포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루테늄 포집 후에 나타나는 칼슘필터의 결정구조 및 미세 구조변화를 분석하

기 위해서 칼슘필터 1단을 XRD로 분석하였으나 그 결과 그림 3.4.2.22에 제시된 것처

럼 루테늄화합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voloxidizer에서 휘발된 루테늄이 칼슘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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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량 포집되어 분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2.20 Photograph of calcium filters after trapping ruthenium for

test (Ⅵ)

Element Weight% Atomic%

O 27.92 60.67

Al 0.36 0.47

Si 0.53 0.65

Na 0.00 0.00

Mg 0.00 0.00

Ca 26.10 22.63

Fe 0.25 0.16

Ru 44.85 15.43

Totals 100.00 100.00

그림 3.4.2.21 SEM-EDX analysis of

1'st calcium filter after trapping

gaseous ruthenium under vacuum

condition for test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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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2 XRD patterns of 1'st calcium filter after

trapping gaseous ruthenium under vacuum

condition for test (Ⅵ)

사. Re 포집실험 (Ⅶ)

한국형 pyroprocessing 배기체 처리시스템의 설계기준인 사용후핵연료 200 g에 존

재하는 Re의 양을 기준으로 Re을 기체상 루테늄의 공급원으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

약의 무게를 측정 한 후 alumina crucible(50 ml) 내에 넣었다. 그런 다음 OTS 장치의

voloxidizer 내부에 시약을 넣은 alumina crucible을 넣었다. 표 3.4.2.5에 배기체 발생

시약 및 사용량을 나타내었다.

그림 3.4.2.23에 나타낸 것처럼 포집 온도조건은 승온 1 시간 후에 세슘 포집 zone

은 800 ℃, 루테늄 포집 zone은 600 ℃에 도달하도록 setting한 후 4 시간 유지시켰다.

각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voloxidizer의 온도를 1 시

간 동안 560 ℃에 도달하도록 한 후 3 시간 유지시켰다. 이때 Voloxidizer의 온도를

560 ℃로 올리면서 동시에 vacuum 펌프를 가동하여 76 torr의 진공을 유지하면서 포

집실험을 수행하였다. Voloxidizer에서 휘발된 레늄이 포집 zone까지 가는 거리가 멀어

레늄이 각 연결라인에 응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슘 포집 zone에

칼슘필터를 충전하여 루테늄을 포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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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gent Weight, g Remark

Re 0.206 Re2O7 : 0.268

표 3.4.2.5 Source material of test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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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3 Temperature profile for off-gas

trapping system (Ⅶ)

그림 3.4.2.24에 진공조건하 레늄 포집 후 칼슘필터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

타낸 것처럼 칼슘필터 1단 필터표면이 노란색으로 변하였다. 칼슘필터 1단의 표면 성

분을 SEM-EDX로 분석하였다. 그림 3.4.2.25의 SEM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칼슘필

터의 표면은 매끈한 형태의 표면은 매끈한 형태의 형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EDX를 이용하여 SEM의 표면 성분을 분석한 결과 Re 농도는 10 wt.%로 칼슘필터

표면에 포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레늄 포집 후에 나타나는 칼슘필터의 결정구조 및 미세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서 칼슘필터 1단을 XRD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림 3.4.2.26에 제시된 것처럼 레늄은

calcium rhenium oxide hydrate(Ca(ReO4)2․2H2O) 형태로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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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4 Photograph of calcium filters after trapping rhenium for

test (Ⅶ)

Element Weight% Atomic%

O 34.21 48.83

Al 0.00 0.00

Si 0.00 0.00

Na 0.00 0.00

Mg 0.00 0.00

Ca 26.32 15.00

Fe 29.04 34.90

Re 10.43 1.28

Totals 100.00 100.00

그림 3.4.2.25 SEM-EDX analysis of

1st calcium filter after trapping

gaseous rhenium under vacuum

condition for test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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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6 XRD patterns of 1st calcium filter after trapping gaseous

rhenium under vacuum condition for test (Ⅶ)

아. 포집실험 요약 (표 3.4.2.6 참조)

(1) 2.6 torr의 진공조건하 석탄회필터를 이용하여 MoO3로부터 휘발되는 몰리브데

늄의 포집량은 상당히 적었다. 따라서 진공도에 따라 몰리브데늄과 fly ash filter의 반

응특성에 대한 추가실험이 요구된다.

(2) 진공조건하 포집온도 1100 ℃에서 석탄회필터를 이용하여 CsNO3로부터 휘발된

세슘의 포집효율은 포집온도 1000 ℃와 비교하여 약 10배 증가하였다.

(3) 칼슘필터를 이용하여 RuO2로부터 휘발되는 루테늄의 포집량은 무게분석과

XRD 분석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SEM-EDX 분석으로 루테늄이 포집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4) 칼슘필터를 이용하여 Re으로부터 휘발되는 레늄의 포집량은 무게분석으로는 확

인할 수 없었으나 XRD로부터 레늄은 calcium rhenium oxide hydrate (Ca(ReO4)2․

2H2O) 형태로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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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
Reagent Filter Volatile con. at furnace

Trapping

temp. of

filter

Trapping

efficiency

Ⅰ MoO3

Fly ash

filter

10 units

Air,0.5ℓ/min(500℃,3hrs)→

Vacuum(2.6torr,1200℃,1hr)
1000℃ -

Ⅱ CsNO3

Fly ash

filter

10 units

Air,0.5ℓ/min(500℃,3hrs)→

Vacuum(2.7torr,1200℃,1hr)
1000℃ 9%

Ⅲ CsNO3

Fly ash

filter

10 units

Air,0.5ℓ/min(500℃,3hrs)→

Vacuum(0.2torr,1200℃,1hr)
1100℃ 99%

Ⅳ CsNO3

Fly ash

filter

14 units

Air,0.5ℓ/min(500℃,3hrs)→

Vacuum(76torr,1200℃,1hr)
1100℃ 99%

Ⅴ

MoO3 Fly ash

filter

10 units

Air,0.5ℓ/min(500℃,3hrs)→

Vacuum(0.13torr,1200℃,1hr)
1000℃ 56%

CsNO3

Ⅵ RuO2

Calcium

filter

12 units

Vacuum(7.6torr,1200℃,4hrs) 800℃ -

Ⅶ Re

Calcium

filter

10 units

Vacuum(76torr,560℃,3hrs) 800℃ -

표 3.4.2.6 Summary of inactive experiments at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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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L 핫셀 실험장치 조건 설정을 위한 비방사능 물질 이용 혼합 핵종 포집실험

가. Mo 포집실험(Ⅰ)

한국형 pyroprocessing 배기체 처리시스템의 설계기준인 PWR 사용후핵연료 200 g

에 존재하는 Mo의 양을 기체상 몰리브데늄의 공급원으로 이용하였다. MoO3 1.362 g

을 alumina crucible(50 ml) 내에 넣은 후 voloxidizer 내부에 이를 장입하였다. 포집

온도조건은 그림 3.4.3.1에 제시된 것처럼 승온 1시간 후에 칼슘필터를 장착한 Cs 포집

zone의 온도는 800℃, 포집온도 유지를 위해 Re 포집 zone의 온도는 600℃에 도달하

도록 한 후 6시간 유지시켰다. 각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

고, voloxidizer의 온도를 1시간 동안 500℃에 도달하도록 한 후 3시간 유지, 그런 다음

1시간 동안 1200 ℃에 도달하도록 한 후 1시간 유지시켰다. 이때 voloxidizer의 온도가

500℃로 상승하면 동시에 vacuum 펌프를 가동하여 7.6 torr의 진공을 유지하여 포집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후 몰리브데늄의 휘발률은 99.9%이었다. 그림 3.4.3.2에 7.6 torr 진공하 몰리브

데늄 포집 후 Ca-II 필터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Ca-II 필터 1～

2단에 걸쳐 색변화가 관찰되었다. 그림 3.4.3.3은 몰리브데늄 포집 후 Ca-II 필터의 무

게 변화량을 나타낸 것으로 필터의 무게증가는 1단부터 5단 까지, 무게 감소는 6단부

터 10단 까지 나타났다. 1단 및 2단의 필터의 몰리브데늄 포집능은 각각 0.73

g-Mo/g-filter 및 0.11 g-Mo/g-filter 로서 필터 1～2단에 몰리브데늄이 상당량 포집되

었다. 또한 몰리브데늄 포집 후에 나타나는 Ca-II 필터의 결정구조 및 미세 구조변화

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터 1단을 XRD로 분석한 결과 그림 3.4.3.4에 나타낸 것처럼 몰

라브데늄이 CaMoO4 형태로 포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Re 포집실험(Ⅱ)

배기체 처리시스템의 설계기준인 사용후핵연료 200 g에 존재하는 Re의 양을 기체

상 레늄의 공급원으로 이용하였다. Alumina crucible(50 ml) 내에 Re 0.206 g을 넣은

후 voloxidizer 내부에 이를 장입하였다. 그림 3.4.3.1에 나타낸 것처럼 포집 온도조건

은 칼슘필터 10개를 장착한 Cs 포집 zone의 온도는 800℃, 포집온도 유지를 위해 Re

포집 zone의 온도는 600℃에 도달하도록 한 후 6시간 유지시켰다. 각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voloxidizer의 온도를 1시간 동안 500℃에 도달

하도록 한 후 3시간 유지시켰다. 이때 voloxidizer의 온도가 500℃로 상승하면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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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uum 펌프를 가동하여 7.6 torr의 진공을 유지하여 포집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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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1 Temperature profile for Mo trapping
experiment

그림 3.4.3.2 Photograph of Ca-II filters after trapping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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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3 Weight measurements of filter sampled for

test #I

10 20 30 40 50 60 7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qq

q

q

qq
q

q

q

q

 

 

q: Powellite (Ca(MoO4))

In
te

ns
ity

 2q [deg.]

그림 3.4.3.4 XRD patterns of first Ca-II filters after trapping

gaseous Mo



- 162 -

그림 3.4.3.6에 7.6 torr 진공하 레늄 포집 후 Ca-II 필터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

에 나타낸 것처럼 칼슘필터 1～6단에 걸쳐 필터표면이 검노랑색으로 변하였다. 그림

3.4.3.7은 레늄 포집 후 Ca-II 필터의 무게 변화량을 나타낸 것으로 필터의 무게증가가

9단 까지 나타났다. 따라서, Ca-II 필터의 Re 포집은 7.6 torr 진공하에서 Re과 CaO의

접촉시간이 짧아 뒤로 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레늄 포집 후에 나타나는 칼슘필터

의 결정구조 및 미세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칼슘필터 1단을 XRD로 분석한 결

과 레늄은 calcium rhenium oxide hydrate (Ca(ReO4)2․2H2O) 형태로 포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4.3.5 Photograph of Ca-II filters after trapping Re

그림 3.4.3.6 Weight measurements of filter sampled for test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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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7 XRD patterns of first Ca-II filter after trapping

gaseous Re

다. Sb 포집실험(Ⅲ)

배기체 처리시스템의 설계기준인 사용후핵연료 200 g에 존재하는 Sb의 양을 기준

으로 기체상 안티몬의 공급원으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Alumina crucible(50 ml) 내에

Sb2O3 0.642 g 을 넣은 후 voloxidizer 내부에 이를 장입하였다. 포집 온도조건은 그림

3.4.3.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승온 1시간 후에 칼슘필터를 장착한 세슘 포집 zone은 80

0℃, 레늄 포집 zone은 600 ℃에 도달하도록 한 후 6.5시간 유지시켰다. 각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voloxidizer의 온도를 1.5시간 동안 120

0℃에 도달하도록 한 후 5시간 유지시켰다. 이때 voloxidizer의 온도가 500℃로 상승하

면 동시에 vacuum 펌프를 가동하여 7.6 torr의 진공을 유지하여 포집실험을 수행하였

다.

그림 3.4.3.9에 7.6 torr하 안티몬 포집 후 Ca-II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Ca-II 필터 1～8단에 걸쳐 필터 표면이 노란색으로 나타났다. 그림 3.4.3.1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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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몬 포집 후 Ca-II 필터의 무게 변화량을 나타낸 것으로 필터의 무게증가가 7단 까

지 나타났고 실험 후 필터 채취 중 1, 9 및 10단 필터의 균열이 생겨 정확한 무게 분

석은 할 수 없었다. 다. Ca-II 필터의 Sb 포집은 7.6 torr 진공하에서 Sb과 CaO의 접

촉시간이 짧아 뒤로 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티몬 포집 후에 나타나는 Ca-II 필터

의 결정구조 및 미세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터 1단을 XRD로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그림 3.4.3.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안티몬은 CaSb2O6, CaSb2O7 형태로 포집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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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8 Temperature profile for Sb trapping experiment

그림 3.4.3.9 Photograph of Ca-II filters after trapping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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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10 Weight measurements of filter sampled for test#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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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11 XRD patterns of first Ca-II filter after trapping

gaseous Sb



- 166 -

라. Te 포집실험 (Ⅳ)

배기체 처리시스템의 설계기준인 사용후핵연료 200 g에 존재하는 Te의 양을 기준

으로 기체상 텔루륨의 공급원으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Alumina crucible(50 ml) 내에

TeO2 0.16g 을 넣은 후 voloxidizer 내부에 이를 장입하였다. 포집 온도조건은 그림

3.4.3.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승온 1시간 후에 칼슘필터를 장착한 세슘 포집 zone은 80

0℃, 레늄 포집 zone은 600 ℃에 도달하도록 한 후 6.5시간 유지시켰다. 각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voloxidizer의 온도를 1.5시간 동안 120

0℃에 도달하도록 한 후 5시간 유지시켰다. 이때 voloxidizer의 온도가 500℃로 상승하

면 동시에 vacuum 펌프를 가동하여 7.6 torr의 진공을 유지하여 포집실험을 수행하였

다.

그림 3.4.3.12에 7.6 torr하 텔루륨 포집 후 Ca-II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

낸 것 처럼 Ca-II 필터 1～2단에 걸쳐 필터 표면의 색이 연녹색으로 나타났다. 그림

3.4.3.13은 텔루륨 포집 후 Ca-II 필터의 무게 변화량을 나타낸 것으로 필터의 무게증

가는 1단부터 5단 까지 나타났고 무게분석 결과 텔루륨의 포집효율이 99.9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1단의 텔루륨 포집능은 각각 0.11 g-Te/g-filter 로서 필터 1단에 텔루륨

의 대부분이 상당량 포집되었다. 텔루륨 포집 후에 나타나는 Ca-II 필터의 결정구조

및 미세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터 1단을 XRD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텔루

륨은 Ca3TeO6, CaTeO3 형태로 포집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그림 3.4.3.12 Photograph of Ca-II filters after trapping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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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13 Photograph of Ca-II filters after trapping Te

마. 혼합 핵종(Mo, Re, Sb, Te) 포집실험 (Ⅴ)

배기체 처리시스템의 설계기준인 사용후핵연료 200 g에 존재하는 Mo, Re, Sb, Te

의 양을 기준으로 표 3.4.3.1에 제시된 시약을 기체상 혼합 핵종의 공급원으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Alumina crucible(50 ml) 내에 이들 시약을 넣은 후 voloxidizer 내부에

이를 장입하였다. 포집 온도조건은 그림 3.4.3.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승온 1시간 후에

칼슘필터를 장착한 세슘 포집 zone은 800℃, 레늄 포집 zone은 600 ℃에 도달하도록

한 후 6.5시간 유지시켰다. 각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voloxidizer의 온도를 1.5시간 동안 1200℃에 도달하도록 한 후 5시간 유지시켰다. 이

때 Voloxidizer의 온도가 500℃로 상승하면 동시에 vacuum 펌프를 가동하여 7.6 torr

의 진공을 유지하여 포집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4.3.14에 7.6 torr하 혼합 시약 포집 후 Ca-II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

타낸 것처럼 Ca-II 필터 1～2단에 걸쳐 필터 표면의 색이 검회색으로 나타났다. 그림

3.4.3.15는 혼합핵종포집 후 Ca-II 필터의 무게 변화량을 나타낸 것으로 필터의 무게증

가는 1단부터 4단까지 나타났고 무게분석 결과 혼합핵종의 포집효율이 99.9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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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gents Weight, g

MoO3 1.362

Re 0.206

Sb2O3 0.642

TeO2 0.16

표 3.4.3.1 Source material of test ( )

그림 3.4.3.14 Photograph of Ca-II filters after trapping Mo, Re, Sb, and Te

그림 3.4.3.15 Photograph of Ca-II filters after trapping Mo, Re, Sb,

and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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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L 핫셀 실험장치 조건 설정을 위한 신규 필터이용 핵종 포집실험

가. Re 포집실험

한국형 pyroprocessing 배기체 처리시스템의 설계기준인 사용후핵연료 200 g에 존

재하는 Re의 양을 기체상 레늄의 공급원으로 이용하였다. Alumina crucible(50ml) 내

에 Re 0.206 g을 넣은 후 voloxidizer 내부에 이를 장입하였다.

그림 3.4.3.1에 나타낸 것처럼 포집 온도조건은 승온 1시간 후에 세슘 포집 zone은

800℃, 루테늄 포집 zone은 600℃에 도달되도록 한 후 6시간 유지시켰다. 각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voloxidizer의 온도를 1시간 동안 500℃

에 도달되도록 한 후 3시간 유지시켰다. 이때 voloxidizer의 온도가 500℃로 상승하면

동시에 vacuum 펌프를 가동하여 76 torr의 진공을 유지하여 포집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4.4.1에 진공조건하 레늄 포집 후 칼슘필터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

타낸 것처럼 칼슘필터 1단 필터표면이 검회색으로 변하였다. 레늄 포집 후에 나타나는

칼슘필터의 결정구조 및 미세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칼슘필터 1단을 XRD로 분

석한 결과 그림 3.4.4.2에 나타낸 것처럼 레늄은 calcium rhenium oxide hydrate

(Ca(ReO4)2․2H2O)형태로 포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Mo 포집실험

한국형 pyroprocessing 배기체 처리시스템의 설계기준인 PWR 사용후핵연료 200 g

에 존재하는 Mo의 양을 기준으로 기체상 몰리브덴의 공급원으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MoO3 1.362g 을 alumina crucible(50 ml) 내에 넣은 후 voloxidizer 내부에 이를 장입

하였다. 포집 온도조건은 승온 1시간 후에 세슘 포집 zone은 800℃, 레늄 포집 zone은

600℃에 도달되도록 한 후 6시간 등온시켰다. 각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

한 것을 확인하고, voloxidizer의 온도를 1시간 동안 500℃에 도달하도록 한 후 3시간

등온시켰다. 또한 voloxidizer의 온도가 500℃로 상승하면 동시에 vacuum 펌프를 가동

하여 76 torr의 진공을 유지하여 포집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4.4.3에 76 torr하 몰리브덴 포집 후 Ca-II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Ca-II 필터 1～3단에 걸쳐 색변화가 관찰되었다. 몰리브덴 포집후 Ca-II 필터 1～3

단의 몰리브덴 포집능은 각각 0.31 g-Mo/g-filter, 0.19 g-Mo/g-filter 및 0.12 g-Mo/g-filter

로서 필터의 무게가 상당량 증가하였다. 또한 몰리브덴 포집 후에 나타나는 Ca-II 필터의

결정구조 및 미세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터 1단을 XRD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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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1 Photograph of Ca-II filters after trapping Re under a vacuum

condition of 76 torr

몰라브데늄은 그림 3.4.4.4에 타난 것처럼 Powellite(CaMoO4) 상으로 포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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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3 Photograph of Ca-II filters after trapping Mo under a vacuum

condition of 76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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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4 XRD patterns of Ca-II filter after trapping Mo under a vacuum

condition of 76 torr

다. Sb 포집실험

PWR 사용후핵연료 200 g에 존재하는 Sb의 양을 기준으로 기체상 안티몬의 공급

원으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Alumina crucible(50ml)내에 Sb2O3 0.642 g을 넣은 후

voloxidizer 내부에 이를 장입하였다. 포집 온도조건은 승온 1시간 후에 첫 번째 zone

은 800℃, 두 번째 포집 zone은 600℃에 도달되도록 조정한 후 6.5시간 유지시켰다. 각

각의 포집 zone이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voloxidizer의 온도를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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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5 Photograph of Ca-II filters after trapping Sb under a vacuum

condition of 76 torr

동안 1200℃에 도달하도록 한 후 5시간 유지시켰다. 이때 voloxidizer의 온도가 500℃

로 상승하면 동시에 vacuum 펌프를 가동하여 76 torr의 진공을 유지하여 포집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4.4.5에 76 torr하 안티몬 포집 후 Ca-II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

낸 것처럼 Ca-II 필터 1～10단에 걸쳐 필터 표면이 노란색으로 나타났다. 안티몬 포집

후에 나타나는 Ca-II 필터의 결정구조 및 미세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터 1단

을 XRD로 분석하였다. 그림 3.4.4.6에 나타낸 것처럼 분석 결과 안티몬은 Ca2Sb2O7 및

Mg2Sb2O7 형태로 포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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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6 XRD patterns of Ca-II filters after trapping gaseous

Sb under a vacuum condition of 76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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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L 핫셀 실험 장치용 배기체 처리필터 제작 및 공급

가. INL 핫셀 배기체 처리장치 필터 공급

INL-KAERI간 협력약정에 따라 INL 핫셀 배기체 처리장치에 사용할 Cs, Tc, I 포

집필터를 KAERI측에서 제조하여 1차로 2007년 11월 1 set, 2차로 2008년 1월에 3

sets, 그리고 3차로 2009년 5월에 1set을 제작하여 INL 측에 공급하였다. 각 차수별로

공급한 각 필터의 일련 번호 및 무게 등을 표 3.4.5.1 ～ 3.4.5.9 에 제시하였다. 또한

그림 3.4.5.1부터 그림 3.4.5.3까지 각 차수별 INL 측에 공급한 필터의 사진을 제시하였

다.

No.
Ring container,

g

Filter weight,

g

Sealing material,
g

Total weight,

g

F6-1 14.182 0.726 0.357 15.265

F6-2 14.208 0.854 0.434 15.496

F6-3 14.168 0.803 0.481 15.452

F6-4 14.135 0.834 0.468 15.437

F6-5 14.176 0.848 0.379 15.403

F6-6 14.162 0.827 0.365 15.354

F6-7 14.160 0.766 0.521 15.447

F6-8 14.032 0.858 0.402 15.292

F6-9 14.164 0.874 0.491 15.529

F6-10 14.220 0.874 0.468 15.562

표 3.4.5.1 Fly ash filter weight for filter supply #1

* The weight of label is not included in the measurement. Or, each label should be removed from

the ring befor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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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Ring container,

g

Filter weight,

g

Sealing material,

g

Total weight,

g

C6-1 14.237 1.303 0.382 15.922

C6-2 14.022 1.311 0.382 15.715

C6-3 14.027 1.156 0.409 15.592

C6-4 14.152 1.193 0.382 15.727

C6-5 14.182 1.160 0.366 15.708

C6-6 14.121 1.267 0.334 15.722

C6-7 14.263 1.173 0.499 15.935

C6-8 14.085 1.098 0.614 15.797

C6-9 14.132 1.217 0.413 15.762

C6-10 14.148 1.098 0.438 15.684

표 3.4.5.2 Calcium based filter weight for filter supply #1

* The weight of label is not included in the measurement. Or, each label should be removed from

the ring before experiment.

No Ring container, g Filter weight, g Total weight, g

I6-1 22.223 2.683 24.906

I6-2 21.926 2.734 24.660

I6-3 22.078 2.760 24.838

I6-4 21.965 2.711 24.676

I6-5 22.174 2.794 24.968

I6-6 21.938 2.621 24.559

표 3.4.5.3 AgX weight for filter supply #1

* The weight of label is not included in the measurement. Or, each label should be removed from

the ring befor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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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1 Photograph of the filters for filter suppl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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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Ring container,

g

Filter weight,

g

Alumina paper,

g

Total

weight, g
F7-1 14.299 1.336 0.153 15.788
F7-2 14.276 1.482 0.149 15.907

F7-3 14.266 1.403 0.149 15.818
F7-4 14.228 1.356 0.155 15.739
F7-5 14.269 1.145 0.157 15.571
F7-6 14.301 1.555 0.158 16.014
F7-7 14.300 1.283 0.148 15.731
F7-8 14.247 1.244 0.152 15.643

F7-9 14.195 1.521 0.153 15.869
F7-10 14.300 1.414 0.154 15.868
F8-1 14.224 1.326 0.159 15.709
F8-2 14.267 1.363 0.149 15.779
F8-3 14.219 1.350 0.160 15.729
F8-4 14.210 1.271 0.159 15.640

F8-5 14.283 1.176 0.165 15.624
F8-6 14.404 1.389 0.157 15.950
F8-7 14.211 1.520 0.151 15.882
F8-8 14.242 1.389 0.160 15.791
F8-9 14.210 1.239 0.168 15.617
F8-10 14.209 1.383 0.154 15.746

F9-1 14.255 1.203 0.157 15.615
F9-2 14.224 1.248 0.150 15.622
F9-3 14.350 1.486 0.147 15.983
F9-4 14.203 1.395 0.148 15.746
F9-5 14.234 1.195 0.156 15.585
F9-6 14.393 1.332 0.162 15.887

F9-7 14.271 1.368 0.154 15.793
F9-8 14.201 1.295 0.158 15.654
F9-9 14.174 1.423 0.150 15.747
F9-10 14.308 1.315 0.151 15.774

표 3.4.5.4 Fly ash filter weight for filter supply #2

* The weight of label is not included in the measurement. Or, each label should be removed from

the ring befor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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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Ring container,

g

Filter weight,

g

Alumina paper,

g

Total

weight, g

C7-1 14.367 1.252 0.159 15.778

C7-2 13.937 1.193 0.165 15.295

C7-3 14.222 1.271 0.164 15.657

C7-4 14.237 1.346 0.158 15.741

C7-5 14.375 1.114 0.150 15.639

C7-6 14.354 1.156 0.160 15.670

C7-7 14.208 1.172 0.160 15.540

C7-8 14.361 1.026 0.159 15.546

C7-9 14.383 1.086 0.163 15.632

C7-10 14.223 1.269 0.155 15.647

C8-1 14.208 1.257 0.149 15.614

C8-2 14.215 1.168 0.144 15.527

C8-3 14.218 1.212 0.151 15.581

C8-4 14.205 1.212 0.139 15.556

C8-5 14.247 1.395 0.107 15.749

C8-6 14.211 1.195 0.155 15.561

C8-7 14.299 1.169 0.150 15.618

C8-8 14.218 1.277 0.146 15.641

C8-9 14.213 1.170 0.153 15.536

C8-10 14.341 1.254 0.128 15.723

C9-1 14.323 1.156 0.123 15.602

C9-2 14.173 1.081 0.160 15.414

C9-3 14.228 1.249 0.146 15.623

C9-4 14.408 1.223 0.159 15.790

C9-5 14.232 1.317 0.156 15.705

C9-6 14.223 1.122 0.157 15.502

C9-7 14.599 1.281 0.139 16.019

C9-8 14.240 1.149 0.151 15.540

C9-9 14.375 1.215 0.130 15.720

C9-10 14.229 1.267 0.155 15.651

표 3.4.5.5 Calcium based filter weight for filter supply #2

* The weight of label is not included in the measurement. Or, each label should be removed from the ring

befor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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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g container, g Filter weight, g Total weight, g

I7-1 22.199 3.277 25.476

I7-2 22.220 3.319 25.539

I7-3 22.067 3.381 25.448

I7-4 22.108 3.325 25.433

I7-5 22.094 3.330 25.424

I7-6 21.981 3.410 25.391

I8-1 22.059 3.284 25.343

I8-2 22.215 3.229 25.444

I8-3 22.027 3.347 25.374

I8-4 22.301 3.232 25.533

I8-5 22.144 3.296 25.440

I8-6 22.062 3.161 25.223

I9-1 22.154 3.320 25.474

I9-2 21.978 3.306 25.284

I9-3 22.333 3.257 25.590

I9-4 22.098 3.213 25.311

I9-5 22.089 3.253 25.342

I9-6 22.128 3.280 25.408

표 3.4.5.6 AgX weight for filter supply #2

* The weight of label is not included in the measurement. Or, each label should be removed from

the ring befor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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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Ring container,

g

Filter weight,

g

Alumina paper,

g

Total weight,

g

F10-1 14.116 1.242 0.173 15.531

F10-2 14.254 1.227 0.171 15.652

F10-3 14.137 1.225 0.179 15.541

F10-4 14.134 1.276 0.164 15.574

F10-5 14.220 1.284 0.129 15.663

F10-6 14.148 1.281 0.162 15.591

F10-7 14.165 1.277 0.163 15.605

F10-8 14.187 1.231 0.183 15.601

F10-9 14.227 1.285 0.164 15.676

F10-10 14.194 1.260 0.189 15.643

그림 3.4.5.2 Photograph of the filters for filter supply #2

표 3.4.5.7 Fly ash filter weight for filter supply #3

 * The weight of label is not included in the measurement. Or, each label should be removed from

the ring befor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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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Ring container,

g

Filter weight,

g

Alumina paper,

g

Total weight,

g

C10-1 14.258 1.111 0.146 15.515

C10-2 14.183 1.175 0.119 15.477

C10-3 14.207 1.130 0.094 15.431

C10-4 14.168 1.140 0.107 15.415

C10-5 14.224 1.135 0.097 15.456

C10-6 14.218 1.169 0.116 15.503

C10-7 14.162 1.196 0.101 15.459

C10-8 14.151 1.123 0.133 15.407

C10-9 14.217 1.195 0.133 15.545

C10-10 14.237 1.164 0.148 15.549

No
Ring container,

g

Filter weight,

g

Total weight,

g

I10-1 22.373 3.020 25.393

I10-2 22.389 3.045 25.434

I10-3 22.459 3.062 25.521

I10-4 22.403 3.126 25.529

I10-5 22.368 3.090 25.458

I10-6 22.417 3.094 25.511

표 3.4.5.9 AgX for filter supply #3

표 3.4.5.8 Calcium filter weight for filter supply #3

 * The weight of label is not included in the measurement. Or, each label should be removed from

the ring before experiment.

  

  * The weight of label is not included in the measurement. Or, each label should be removed from

the ring before experiment.

 



- 181 -

그림 3.4.5.3 Photograph of the filters for filter supply #3

나. INL 핫셀 배기체 공급용 필터의 Material Safety Data Sheet

KAERI 측에서 INL 핫셀 실험용 포집필터에 대한 작업자의 건강 유해/위험성에 대

한 내용 등이 포함된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작성하여 포집필터와 함께

INL 측에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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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SAFETY DATA SHEET
Date Printed : 2006. 07.05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I)
Version 1.0

Section 1 - PRODUCT IDENFICATION

PRODUCT GROUP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PRODUCT NAME : Fly Ash Filter
SYNONYMS : Not Applicable 
MOLECULAR WEIGHT : Not applicable
CHEMICAL FORMULAR : Not applicable
CAS NUMBER : Not Applicable. 
GENERAL USE : Cesium, Rubidium, and Cadnium Gas Trapping Filter

Section 2 - COMPOSITION / INFORMATION ON INGREDIENTS

INGREDIENTS
Wt. %

SiO2 + Al2O3                      ~ 90
Fe2O3                              ~ 5
Others                             < 5

Section 3 - HAZARDOUS IDENTIFICATION

EMERGENCY OVERVIEW 
None

POTENTIAL HEALTH EFFECTS 
ACUTE EFFECTS 

Eye: Mechanical irritation. 
Skin: Mechanical irritation. 
Ingestion: May act as obstruction if swallowed. 
Inhalation: Unknown 

CHRONIC EFFECTS 
There has been no increased incidence of respiratory disease in studies examining 
occupationally exposed workers 
Eye: None 
Skin: None 
Ingestion: None 

Section 4 - FIRST AID MEASURES

(1) Fly ash filter의 MSDS

PRODUCT NAME: Fly Ash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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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EXPOSURE
If swallowed, wash out mouth with water provided person is conscious. Call a 
physician.

INHALATION EXPOSURE
If inhaled, remove to fresh air. If not breathing give artificial respiration. If 
breathing is difficult, give oxygen.

DERMAL EXPOSURE
In case of contact, immediately wash skin with soap and copious amounts of     

   water.
EYE EXPOSURE

In case of contact, immediately flush eyes with copious amounts of water for at 
least 15 minutes.

Section 5 - FIRE FIGHTING MEASURES

FLASH POINT : N/A
AUTOIGNITION TEMP : N/A
FLAMMABILITY : N/A
EXTINGUISHING MEDIA : N/A
UNUSUAL AND EXPLOSION HHAZARD(S) : N/A

Section 6 - ACCIDENTAL RELEASE MEASURES

METHODS FOR CLEANING UP
Clean up material for disposal. Dampen with water mist to control filter particles 
removal

Section 7 - HANDLING AND STORAGE

HANDLING
User Exposure: Do not breathe dust. Avoid contact with eyes, skin, and clothing.

STORAGE
Suitable: Keep tightly closed. Store in a cool dry place.

SPECIAL REQUIREMENTS
Hygroscopic.

Section 8 - EXPOSURE CONTROLS

ENGINEERING CONTROLS : None known
SKIN AND HAND PROTECTION

Gloves are recommended 
OTHE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None known 
OTHER INFORMATION : None

Section 9 - PHYSICAL/CHEMICAL PROPERTIES

pH  :  N/A
BP/BP Range : N/A
MP/MP Range : > 1200°C
Freezing Point :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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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or Pressure : N/A
SG/Density : 1.06 g/cm3
Bulk Density : 0.45 g/cm3
Water Content : N/A
Flash Point : N/A
Explosion Limits : N/A
Flammability : N/A
Autoignition Temp : N/A
Solubility : N/A
N/A = not available

Section 10 - STABILITY AND REACTIVITY 

STABILITY
Materials are stable.

CHEMICAL INCOMPATIBILITIES
React with hydrogen fluoride and strong acids.

HAZARDOUS DECOMPOSITION PRODUCTS : No information found
CONDITIONS TO AVOID : Moisture

Section 11 - TOXICOLOGY

ROUTE OF EXPOSURE

Skin Contact : May cause skin irritation.
Skin Absorption : May be harmful if absorbed through the skin.
Eye Contact : Causes eye irritation.
Inhalation: Harmful if inhaled. Material is irritating to mucous membranes and 
upper respiratory tract.
Ingestion: May be harmful if swallowed.

SIGNS AND SYMPTOMS OF EXPOSURE : N/A

Section 12 - ECOLOGICAL INFORMATION

ECOTOXICOLOGICAL INFORMATION: No information available. 
DISTRIBUTION

Aluminum oxide and silica are naturally occurring and are widely distributed in 
igneous rock. Secondary deposits in sedimentary rock may be found. 

CHEMICAL FATE INFORMATION
The relative inertness of these materials indicate that they may be highly 
persistent in the environment. No information regarding any negative effects of 
this persistence has been noted.

Section 13 - DISPOSAL INFORMATION 

DISPOSAL METHOD 

Clean filters can be discarded as non-hazardous material.

Section 14 - TRANSPORT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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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
Proper Shipping Name : None
Non-Hazardous for Transport : This substance is considered to be non-hazardous 
for transport.

IATA
Non-Hazardous for Air Transport: Non-hazardous for air transport.

Section 15 - Regulatory Information

No information

Section 16 - OTHER

DISCLAIMER
For R&D use only. Not for drug, household or other uses.

WARRANTY
The above information is believed to be correct but does not purport to be all 
inclusive and shall be used only as a guide.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based on the present state of our knowledge and is applicable to the product with 
regard to appropriate safety precautions. It does not represent any guarantee of 
the properties of th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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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SAFETY DATA SHEET
Date Printed : 2006. 07.05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I)
Version 1.0

Section 1 - PRODUCT IDENFICATION

PRODUCT GROUP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PRODUCT NAME : Calcium Based Filter
SYNONYMS : Not Applicable 
MOLECULAR WEIGHT : Not applicable
CHEMICAL FORMULAR : Not applicable
CAS NUMBER : Not Applicable. 
GENERAL USE : Ruthenium, Technetium, and 14C Gas Trapping Filter

Section 2 - COMPOSITION / INFORMATION ON INGREDIENTS

INGREDIENTS
Wt. %

CaO                             ~ 50
SiO2 + Al2O3 + Others             ~ 50

Section 3 - HAZARDOUS IDENTIFICATION

EMERGENCY OVERVIEW 
DANGER! CAUSES SEVERE IRRITATION AND BURNS TO EVERY AREA 
OF CONTACT. HARMFUL IF SWALLOWED OR INHALED.

POTENTIAL HEALTH EFFECTS 
Inhalation of dust is highly irritating and possibly corrosive to the upper 
respiratory tract. May cause coughing, sneezing, labored breathing, and possibly 
burns with perforation of the nasal septum. 
Ingestion 
 Corrosive. May attack the esophagus. Abdominal pain, nausea, vomiting may     

  result.  
 May cause serious alkali burns in mouth and throat. Skin Contact 
 Irritant; may cause severe corrosive damage. Eye Contact 
 Severe irritant, may damage eye tissues. Causes redness, tearing, blurred vision,  

  pain.  
Chronic Exposure 
 Chronic inhalation of dust may cause inflammation of the respiratory passages,   

  ulcers of the mucous membranes, and possible perforation of nasal septum.
AGGRAVATION OF PRE-EXISTING CONDITIONS

(2) Calcium filter의 MSDS

PRODUCT NAME: Calcium Based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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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s with pre-existing skin disorders or eye problems or impaired respiratory 
function may be more susceptible to the effects ofthe substance.

Section 4 - First Aid Measures

ORAL EXPOSURE
If swallowed, wash out mouth with water provided person isconscious. Call a 
physician. 

INHALATION EXPOSURE
If inhaled, remove to fresh air. If not breathing give artificial respiration. If 
breathing is difficult, give oxygen.

DERMAL EXPOSURE
In case of contact, immediately wash skin with soap and copious amounts of     

   water.
EYE EXPOSURE

In case of contact, immediately flush eyes with copious amounts of water for at 
least 15 minutes.

Section 5 - FIRE FIGHTING MEASURES

FLASH POINT : N/A
AUTOIGNITION TEMP : N/A
FLAMMABILITY : N/A
EXTINGUISHING MEDIA : N/A
UNUSUAL AND EXPLOSION HHAZARD(S) : N/A

Section 6 - ACCIDENTAL RELEASE MEASURES

METHODS FOR CLEANING UP
Clean up material for disposal. Dampen with water mist to control filter particles 
removal.

METHODS FOR DISPOSAL
Dispose in an approved landfill.

Section 7 - HANDLING AND STORAGE

HANDLING
User Exposure: Do not breathe dust. Avoid contact with eyes, skin, and clothing.

STORAGE
Suitable: Keep tightly closed. Store in a cool dry place.

SPECIAL REQUIREMENTS
Hygroscopic.

Section 8 - EXPOSURE CONTROLS

ENGINEERING CONTROLS : None known
SKIN AND HAND PROTECTION

Gloves are recommended. 
OTHE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None known 
OTHERINFORMATION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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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9 - PHYSICAL/CHEMICAL PROPERTIES

pH : N/A
BP/BP Range : N/A
MP/MP Range : > 1200°C
SG/Density : 1.08 g/cm3
Bulk Density : 0.47 g/cm3
Flash Point :  N/A
Explosion Limits : N/A
Flammability : N/A
Solubility :  N/A
N/A = not available

Section 10 - STABILITY AND REACTIVITY 

STABILITY
Materials are stable.

CHEMICAL INCOMPATIBILITIES
React with water, hydrogen fluoride and strong acids.

HAZARDOUS DECOMPOSITION PRODUCTS: No information found
CONDITIONS TO AVOID : Moisture

Section 11 - TOXICOLOGY

ROUTE OF EXPOSURE
Skin Contact 
 May cause skin irritation.
Skin Absorption 
May be harmful if absorbed through the skin.
Eye Contact 
 Causes eye irritation.
Inhalation
 Harmful if inhaled. Material is irritating to mucous membranes and upper       
 respiratory tract.
Ingestion: May be harmful if swallowed.

SIGNS AND SYMPTOMS OF EXPOSURE : N/A

Section 12 - ECOLOGICAL INFORMATION

This material is expected to be toxic to aquatic life.
DISTRIBUTION

Aluminum oxide and silica are naturally occurring and are widely distributed in 
igneous rock. Secondary deposits in sedimentary rock may be found. 

CHEMICAL FATE INFORMATION
The relative inertness of these materials indicate that they may be highly 
persistent in the environment. No information regarding any negative effects of 
this persistence has been noted.

Section 13 - DISPOS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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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AL METHOD 
Transport to disposal area or bury. Review federal, provincial and local 
environmental
regulations.

Section 14 - TRANSPORTATION INFORMATION

DOT
Proper Shipping Name: None
Non-Hazardous for Transport: This substance is considered to be non-hazardous 
for transport.

IATA
Non-Hazardous for Air Transport: Non-hazardous for air transport.

Section 15 - REGULATORY INFORMATION

No information

Section 16 - OTHER

DISCLAIMER
For R&D use only. Not for drug, household or other uses.

WARRANTY
The above information is believed to be correct but does not purport to be all 
inclusive and shall be used only as a guide.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based on the present state of our knowledge and is applicable to the product 
with regard to appropriate safety precautions. It does not represent any guarantee 
of the properties of th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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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SAFETY DATA SHEET
Date Printed : 2006. 07.05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I)
Version 1.0

Section 1 - PRODUCT IDENFICATION

PRODUCT GROUP: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PRODUCT NAME: Silver–exchanged Zeolite (AgX), 1.7 ~ 2.36mm Bead
SYNONYMS : Not Applicable 
MOLECULAR WEIGHT : Not applicable
CHEMICAL FORMULAR : Not applicable
CAS NUMBER : Not Applicable. 
GENERAL USE: Radioiodine Gas Trapping Adsorbent

Section 2 - COMPOSITION / INFORMATION ON INGREDIENTS

INGREDIENTS
Wt. %

Ag content                       ~ 9

Support Material of 13X            91
others                             <0.1

Section 3 - HAZARDOUS IDENTIFICATION

EMERGENCY OVERVIEW
Harmful.
Harmful by inhalation. Irritating to eyes and respiratory system.
For additional information on toxicity, please refer to Section 11.

Section 4 - FIRST AID MEASURES

ORAL EXPOSURE
If swallowed, wash out mouth with water provided person is conscious. Call a 
physician.

INHALATION EXPOSURE
If inhaled, remove to fresh air. If not breathing give artificial respiration. If 
breathing is difficult, give oxygen.

DERMAL EXPOSURE
In case of contact, immediately wash skin with soap and copious amounts of     
water.

EYE EXPOSURE
In case of contact, immediately flush eyes with copious amounts of water for at 

(3) AgX의 MSDS

PRODUCT NAME: Silver-exchanged Zeolite(A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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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t 15 minutes.

Section 5 - FIRE FIGHTING MEASURES

FLASH POINT : N/A
AUTOIGNITION TEMP : N/A
FLAMMABILITY : N/A
EXTINGUISHING MEDIA

Suitable: Noncombustible. Use extinguishing media appropriate to surrounding fire 
conditions.

FIREFIGHTING
Protective Equipment: Wear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and protective 
clothing to prevent contact with skin and eyes.

EXPOSURE HAZARD(S)
Material: Irritant. Harmful dust.

Section 6 - ACCIDENTAL RELEASE MEASURES

PROCEDURE(S) OF PERSONAL PRECAUTION(S)
Wear respirator, chemical safety goggles, rubber boots, and heavy rubber gloves.

METHODS FOR CLEANING UP
Sweep up, place in a bag and hold for waste disposal. Avoid raising dust. 
Ventilate area and wash spill site after material pickup is complete.

Section 7 - HANDLING AND STORAGE

HANDLING
User Exposure: Do not breathe dust. Avoid contact with eyes, skin, and clothing.

STORAGE
Suitable: Keep tightly closed. Store in a cool dry place.

SPECIAL REQUIREMENTS
Hygroscopic.

Section 8 - EXPOSURE CONTROLS

ENGINEERING CONTROLS
Safety shower and eye bath. Mechanical exhaust require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Respiratory: Use respirators and components tested and approved under appropriate 
government standards such as NIOSH (US) or CEN (EU). Where risk assessment 
shows air-purifying respirators are appropriate use a dust mask type N95 (US) or 
type P1 (EN 143) respirator.
Hand: Compatible chemical-resistant gloves. Eye: Chemical safety goggles.

GENERAL HYGIENE MEASURES
Wash thoroughly after handling. Wash contaminated clothing before reuse.

Section 9 - PHYSICAL/CHEMICAL PROPERTIES

pH  :  N/A
BP/BP Range :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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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MP Range : N/A
Freezing Point : N/A
Vapor Pressure  : N/A
Vapor Density : N/A
Saturated Vapor Conc. : N/A
SG/Density :  0.92 g/cm3
Bulk Density : 0.7 g/cm3
Odor Threshold : N/A
Volatile% : N/A
VOC Content : N/A
Water Content : N/A
Solvent Content : N/A
Evaporation Rate : N/A
Viscosity : N/A
Surface Tension : N/A
Partition Coefficient : N/A
Decomposition Temp. : N/A
Flash Point :  N/A
Explosion Limits : N/A
Flammability : N/A
Autoignition Temp : N/A
Refractive Index : N/A
Optical Rotation : N/A
Miscellaneous Data : N/A
Solubility :  N/A
N/A = not available

Section 10 - STABILITY AND REACTIVITY 

STABILITY
Conditions of Instability: Moisture.
Conditions to Avoid: Moisture.
Materials to Avoid: Strong reducing agents.

HAZARDOUS DECOMPOSITION PRODUCTS
Hazardous Decomposition Products: Carbon monoxide, Carbon dioxide.

Section 11 - TOXICOLOGY

ROUTE OF EXPOSURE
Skin Contact: May cause skin irritation.
Skin Absorption: May be harmful if absorbed through the skin.
Eye Contact: Causes eye irritation.
Inhalation: Harmful if inhaled. Material is irritating to mucous membranes and 
upper respiratory tract.
Ingestion: May be harmful if swallowed.

SIGNS AND SYMPTOMS OF EXPOSURE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e chemical, physical, and toxicolog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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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not been thoroughly investigated.
May cause silicosis. Symptoms are characterized by a generalized fibrotic change, 
with the development of miliary nodules in the lungs. 
Additional symptoms include shortness of breath, decreased chest expansion, an 
increase in susceptibility to tuberculosis.

Section 12 - ECOLOGICAL INFORMATION

ECOTOXICOLOGICAL INFORMATION: No information available. 
DISTRIBUTION: Aluminum oxide and silica are naturally occurring and are widely 

distributed in igneous rock. Secondary deposits in sedimentary rock may be found. 
CHEMICAL FATE INFORMATION: The relative inertness of these materials 

indicate that they may be highly persistent in the environment. No information 
regarding any negative effects of this persistence has been noted.

Section 13 - DISPOSAL INFORMATION 

APPROPRIATE METHOD OF DISPOSAL OF SUBSTANCE OR PREPARATION
Dissolve or mix the material with a combustible solvent and burn in a chemical 
incinerator equipped with an afterburner and scrubber. Observe all federal, state, 
and local environmental regulations.

Section 14 - TRANSPORTATION INFORMATION

DOT
Proper Shipping Name: None
Non-Hazardous for Transport: This substance is considered to be non-hazardous 
for transport.

IATA
Non-Hazardous for Air Transport: Non-hazardous for air transport.

Section 15 - REGULATORY INFORMATION

EU ADDITIONAL CLASSIFICATION
Symbol of Danger: Xn
Indication of Danger: Harmful.
R: 20-36/37
Risk Statements: Harmful by inhalation. Irritating to eyes and respiratory system.
S: 26-36
Safety Statements: In case of contact with eyes, rinse immediately with plenty of 
water and seek medical advice. Wear sui표protective clothing.

US CLASSIFICATION AND LABEL TEXT
Indication of Danger: Harmful.
Risk Statements: Harmful by inhalation. Irritating to eyes and respiratory system.
Safety Statements: In case of contact with eyes, rinse immediately with plenty of 
water and seek medical advice. Wear sui표protective clothing.

UNITED STATES REGULATORY INFORMATION
SARA LISTE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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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This product is subject to SARA section 313 reporting requirements. 
This product is subject to SARA section 313 reporting requirements.

CANADA REGULATORY INFORMATION
WHMIS Classification: This product has been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hazard criteria of the CPR, and the MSDS contains all the 
information required by the CPR.

DSL: No
NDSL: No

Section 16 - OTHER

DISCLAIMER
For R&D use only. Not for drug, household or other uses.

WARRANTY
The above information is believed to be correct but does not purport to be all 
inclusive and shall be used only as a guide.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based on the present state of our knowledge and is applicable to the product with 
regard to appropriate safety precautions. It does not represent any guarantee of 
the properties of th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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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INL 핫셀에서의 배기체 포집 공동실험

가. DEOX TEST #14, 15

(1) MOX 사용후핵연료 이력

INL HFEF에서 MOX 사용후핵연료 이용 배기체 포집 공동실험의 산화실험은 총 2

회(Test #14, #15) 실시하였다. 이 실험의 목적은 INL이 보유하고 있는 EBR-II MOX

Fuel x365B를 voloxidization 공정에 적용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실험 목적은

voloxidization 공정을 통하여 MOX 사용후핵연료의 산화(oxidation), 탈피복 및 핵분열

생성물의 제거 및 포집에 대한 성능분석을 통해 MOX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최적 휘발

성 산화공정의 조건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사용후핵연료는 EBR-II

MOX 사용후핵연료로서 그 사양은 다음과 같다.

- Irradiated in EBR-II as X365B for HEDL (P-45)

- Average Burn-up 17.7 a/o with 24 yr Decay

- Initial Pu Content (Pu/U+Pu): 29.3%

- Initial U-235 Enrichment: 81.5%

- D9 Cladding with 0.230 in (0.58 cm) OD

(2) INL DEOX 시스템

OTS 실험장치는 실험장소인 INL HFEF 핫셀에 적합하도록 KAERI와 INL이 공동

으로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이 장치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rod-cuts를 장전하여 고온

으로 가열하여 휘발 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INCONEL voloxidizer (그림 3.4.6.1 참

조), Cs를 포집하는 fly ash filter, Tc를 포집하는 Ca filter, 그리고 I를 포집하는 AgX

filter로 구성된 배기체 trapping unit(그림 100 참조), 이를 가열하는 furnace unit(그

림 3.4.6.2 참조), 연결 배관 및 vacuum 장치, control uni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핫셀에서 OTS 장치의 원격 조립 및 해체를 위해 그림 3.4.6.3에 나타

낸 바와 같이 OTS 전용 전용장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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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1 Voloxidizer assembly

그림 3.4.6.2 Furnace and filter unit off

gas trapping unit of DEOX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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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3 Disassembly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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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방법

Test #14 실험 조건은 voloxidizer 내에서 절단한 핵연료를 산소분위기하 500℃에서

2시간 및 추가로 진공분위기하 500℃에서 4시간 동안 산화시켜 피복관과 핵연료의 분

리 및 분말화가 되도록 하였고, 이어서 1200℃, < 100 mTorr 진공조건에서 1시간 유

지시켜 핵연료로부터 핵종들이 휘발되도록 하였다. Test #15 실험조건은 voloxidizer

에서 절단한 핵연료를 산소분위기 600℃에서 3시간 동안 산화 및 1200℃, < 10

mTorr 진공조건하에서 1시간 유지시켜 수행하였다.

핵연료는 INL이 보유하고 있던 EBR-II MOX Fuel x365B를 사용하였으며, Test

#14는 핵연료봉을 3 cm로 6개 (약 35g), Test #15는 핵연료봉을 1, 2, 3 cm로 6개 (약

35 g)를 절단하여 voloxidizer에 장착한 후 간단한 기밀시험으로 건전성을 확인하고

OTS 장치를 heating unit와 조립하였다.

Test #14 배기체 포집실험 조건은, 먼저 AgX filter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200℃

에서 15시간 유지시켰다. 그 다음 argon gas를 흘려보내면서 승온 1 시간 후에 AgX

filter unit는 250℃, Ca filter unit는 600℃, Cs filter unit는 1000℃에 도달하도록

setting하였다. 각각의 filter uint가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voloxidizer의

온도를 1 시간 후에 500℃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filter uint 및 voloxidizer가

정해진 온도에 도달된 후 산소를 0.5 liter/min 유량으로 흘려보내며 2시간 산화시켜

탈피복 공정을 수행하였다. 그 다음 산소의 공급을 중단하고 voloxidizer가 1 시간 후

에 1,200℃가 되도록 가열하고 1,200℃ 도달한 이후부터 1시간 유지시켜 휘발 및 준휘

발성 핵종이 휘발되도록 하였다. 이때의 vacuum 조건은 약 < 100 mTorr가 되도록

하였다.

Test #15 배기체 포집실험 조건은, 먼저 AgX filter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200℃

에서 15시간 유지시켰다. 그 다음 argon gas를 흘려보내면서 승온 1 시간 후에 AgX

filter unit는 240℃, Ca filter unit는 800℃, Cs filter unit는 1000℃에 도달하도록

setting하였다. 각각의 filter uint가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voloxidizer의

온도를 1 시간 후에 600℃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filter uint 및 voloxidizer가

정해진 온도에 도달된 후 산소를 0.5 liter/min 유량으로 흘려보내며 3시간 산화시켜

탈피복 공정을 수행하였다. 그 다음 산소의 공급을 중단하고 voloxidizer가 1 시간 후

에 1,200℃가 되도록 가열하고 1,200℃ 도달한 이후부터 휘발 및 준휘발성 핵종이 휘

발되도록 하였다. 이때의 vacuum 조건은 약 < 10 mTorr가 되도록 하였다. 실험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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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한 후 voloxidizer의 가열을 중지하고, 1시간 경과한 후 Cs filter, Ca filter, AgX

filter의 스위치를 끄고 OTS 실험장치를 냉각시켰다. 표 3.4.6.1에 voloxidizer 및 배기

체포집 장치의 실험조건을 나타내었다.

실험 완료 후 배기체 실험장치는 감마스캐닝, 화학분석 등 후속 성능실험 분석을

위하여 해체하였다. OTS를 해체할 때에는 앞에서 언급한 해체장치에 OTS 장치를 안

착한 후 우선 voloxidizer를 해체하여 절단연료봉의 탈피복 및 산화정도를 확인하였다.

표 3.4.6.1. Experimental conditions for voloxidizer and OTS

(4) 실험 결과

Test #14의 경우 그림 3.4.6.4에 나타낸 것처럼 육안상으로 피복관이 제대로 갈라지

지 않았고 사용후핵연료의 산화는 미미하였다. 진공분위기하 500℃의 추가 산화 공정

은 절단연료봉의 탈피복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rucible내에는

아주 소량의 MOX 핵연료만 존재하였다. Test #15의 경우 그림 3.4.6.5에 나타낸 것처

럼 육안으로 2cm로 절단된 피복관을 제외하고 모든 피복관이 갈라졌다. 따라서 60

0℃ 산화조건에서 핵연료가 잘 산화되었고 탈피복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OTS 장치는 감마스캐닝을 위하여 같은 핫셀에 설치된 감마스캐닝 실험 장치로 이동

하였다. INL HFEF에서 수행한 2회의 감마스캐닝 실험 결과를 그림 3.4.6.6 및 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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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내었다.

Test #14의 결과는 voloidizer 내부 및 아래 tube에 세슘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voloidizer 아래 tube 부분에 세슘이 검출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voloxidizer와

cesium trapping unit 사이의 tube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휘발된 Cs은 fly ash

filter의 처음 5단에 매우 양호하게 잘 흡착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3.4.6.2에 test#14

필터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Cs과 Rb의 상당량이 MOX 핵

연료 내에 그리고 Tc은 전량 MOX 핵연료 내에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Fly ash

filter에 Cs과 Tc이 동시 포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Fly ash filter에 Tc이 포집된 원인

을 개선하기 위한 필터의 성능 개선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est #15의 감마 스캐닝 결과 경우 그림 3.4.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공 조건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휘발성가스들이 휘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필터의 화학분석은 수

행되지 않았다.

그림 3.4.6.4 Photographs after decladding

(Test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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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5 Photographs after

decladding (Test #15)

그림 3.4.6.6 OTS gamma scan result for test#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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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7 OTS gamma scan result for test #15

표 3.4.6.2 Filter analyses summary for test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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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8 Operating conditions of test #15

나. DEOX TEST #19

(1) 실험방법

EBR-Ⅱ BR-3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하여 HIP (Hot Isostatic Press) 실험을 위해

요오드가 포집된 폐 AgX를 공급하기 위해 배기체 처리실험을 실시하였다.

Test #19 배기체 포집실험 조건은 그림 3.4.6.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먼저 AgX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200℃, < 1 mTorr 진공조건에서 약 12시간 유지시켜 AgX로부

터 수분이 제거되도록 하였다. 그 다음 argon gas를 흘려보내면서 AgX filter unit는

250℃, 승온 1 시간 후에 Ca filter unit는 800℃, Cs filter unit는 1100℃에 도달하도

록 운전하였다. 각각의 filter uint가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voloxidizer

의 온도를 1 시간 후에 500℃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filter uint 및 voloxidizer

가 정해진 온도에 도달된 후 산소를 1 liter/min 유량으로 흘려보내며 3시간 산화시켜



- 204 -

탈피복 공정을 수행하였다. 그런 다음 산소의 공급을 중단하고 voloxidizer가 1 시간

후에 1,200℃가 되도록 가열하고 1,200℃ 도달한 이후부터 1시간 유지시켜 휘발 및 준

휘발성 핵종이 휘발되도록 하였다. 이때의 vacuum 조건은 약 < 1 mTorr가 되도록

하였다. 세 개의 각 필터존의 온도는 voloxidizer의 온도가 300℃이하로 떨어지기 전

까지 각 필터의 적정온도로 유지되었다.

(2) 실험방법

Test #19 후 각각의 필터와 crucible assembly는 HFEF내 gamma-scanner로 이송

되어 Cs-137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gamma-scan 결과를 그림 3.4.6.10에 제시하였다.

ORIGEN code의 계산치를 근거로 볼 때 zone 3 (석탄회필터)에 Cs이 40% 정도 포집

된 것으로 보이나 zone 4 (crucible assembly)에 대부분의 Cs이 잔존하였다. 불완전

산화 또는 다른 문제점을 보였던 전의 시험 결과(Test #14, #15)를 분석해 보면

zone 3 (석탄회필터)에 포집된 세슘의 양은 확실히 40% 이상으로 보인다. Test #14

및 #15의 결과와 비슷하게 zone 4 아래에 적은 양의 Cs이 검출되었다. 이의 원인은

cooldown cycle동안에 back migration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6.11에 나타낸 것처럼 zone 4의 gamma scan을 더욱 자세히 분석하면

crucible 내 세슘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핵연료가 완전히 탈피복 되지 않았음

이 명백해진다. 불완전한 탈피복은 그림 3.4.6.12에 나타낸 것처럼 zone 4의 crucible을

해체함으로서 확인되었다. Crucible의 fuel holder를 제거한 결과 핵연료와 피복관이 분

리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확한 fuel holder의 사용으로 핵연료의 산화시

피복관의 부피팽창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는 내경이 조금 작은

Mox fuel holder를 알지 못하고 사용하여 그림 3.4.6.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holder 내

에 LWR 피복관이 고착되었다.

핵연료가 산화되는 동안 부피팽창이 일어남으로서 핵연료는 피복관으로부터 제거되

고 남아 있는 핵연료의 산화가 계속 진행된다. 따라서 핵연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

기 때문에 불완전한 산화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석탄회 및 칼슘필터의 시료채취

와 이들 필터 zone의 해체는 불완전한 산화로 인해 수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HIP

(Hot Isostatic Press) 실험을 위해 오드가 포집된 폐 AgX 시료는 채취하였다. 그림

3.4.6.14에 오드가 포집된 폐 AgX 사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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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9 Operating parameters for DEOX test#19

그림 3.4.6.10 Gamma scan of OTS including zone 4 following DEOX

test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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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11 Gamma scan detail of zone 4 following DEOX test #19

그림 3.4.6.12 Zone 4



- 207 -

그림 3.4.6.13 MOX fuel holder with LWR clad

그림 3.4.6.14 Br-3 cladding stuck in MOX fuel holder following DEOX

test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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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EOX TEST #21

(1) 실험방법

KAERI 측에서 공급한 새필터를 이용하여 필터 포집량을 최대화하기 위한 배기체

처리실험을 실시하였다.

Test #21 배기체 포집실험 조건은 그림 3.4.6.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먼저 AgX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200℃, < 1 mTorr 진공조건에서 약 12시간 유지시켜 AgX로부

터 수분이 제거되도록 하였다. 그 다음 argon gas를 흘려보내면서 AgX filter unit는

250℃, 승온 1 시간 후에 Ca filter unit는 800℃, Cs filter unit는 1100℃에 도달하도

록 운전하였다. 각각의 filter uint가 정해진 온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voloxidizer

의 온도를 1 시간 후에 500℃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filter uint 및 voloxidizer

가 정해진 온도에 도달된 후 산소를 1 liter/min 유량으로 흘려보내며 3시간 산화시켜

탈피복 공정을 수행하였다. 그런 다음 산소의 공급을 중단하고 voloxidizer가 1 시간

후에 1,200℃가 되도록 가열하고 1,200℃ 도달한 이후부터 1시간 유지시켜 휘발 및 준

휘발성 핵종이 휘발되도록 하였다. 이때의 vacuum 조건은 약 < 1 mTorr가 되도록

하였다. 세 개의 각 필터존의 온도는 voloxidizer의 온도가 300℃이하로 떨어지기 전

까지 각 필터의 적정온도로 유지되었다.

그림 3.4.6.15 Operating parameters for DEOX tes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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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결과

Test #21 완료 후 각각의 필터와 crucible assembly는 HFEF내 gamma-scanner로

이송되어 Cs-137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gamma-scan 결과를 그림 3.4.6.16에 제시하였

다. 상당한 양의 세슘이 zone 3와 zone 1과 2 사이에서 검출되었다. Zone 1과 2 사

이의 세슘의 양은 Test #12의 세슘의 양보다 3배 이상이었다. 배기체 핵종분석을 위해

Zone 1과 2 사이의 튜브배관 8.5 cm를 잘라 시료 채취하였다. 전에 확립한 1µg

Cs-137은 50 counts에 해당되는 경험법칙에 근거하여 약 40mg의 Cs-137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Zone 2와 4에 약간의 세슘이 검출되었다.

그림 3.4.6.17에 crucible holder 내 산화된 핵연료 segments의 사진을 제시하였다.핵

연료는 피복관으로부터 쉽게 산화되었다. 세가지 종류의 각 필터를 해체한 사진이 그

림 3.4.6.18에 제시되었다.

그림 3.4.6.16 Gamma scan of OTS including Zone 4 following DEOX Tes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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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17 Post test

photographs of fuel in

crucible holder

a)

b)

c)

그림 3.4.6.18 Photographs of filters upon disassembly for a)Zone 1,

b)Zone 2. and c)Zon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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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19와 3.4.6.20에 Zone 3와 2의 필터 화학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Zone

3내 석탄회필터에 포집된 Rb 과 Cs-137은 전의 실험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Zone 2의 칼슘필터 첫단에 Tc이 상당량 포집되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적게 분석되었

다. 전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튜브 내 Cs과 Tc의 양은 최소 6배 이상이었다.

Zone 1과 2 사이의 tube 시료에서는 약 180 mg의 Cs과 Tc이 약 1:1 몰비로 분석

되었다. 이들 결과는 침적된 화학종이 cesium pertechnetate (CsTcO4) 로 추정된다.

따라서 CsTcO4 이 형성되어 Zone 1과 2 사이 튜브에 침적된 것으로 보인다. CsTcO4

는 pollucite(CsAlSi2O6)와 calcium pertechnetate(CaTcO4) 보다 안정한 핵종으로서 석

탄회필터와 칼슘필터에 반응하지 못하고 통과하여 TGT 기능이 있는 Zone 1과 2 사

이에 침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6.19 Chemical analyses results for zone 3 following tes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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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20 Chemical analyses results for zone 2 following tes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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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

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후 속
파이로
공 정
흐름도
영 향
평가자
료 생
산

•분말 입도가 전해환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에 적합한 입자 구조 확립

-주먹밥 구조의 우라늄 산화물 입자 제시

•탈피복 방법에 따른 영향 평가

-1인치(2,54 cm)로 shearing하여 rod-cut을 만들어 전

해환원한 경우와 mechanical slitting에 의해 그레인

을 만들어 전해환원한 경우,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을

거친 입자로 전해환원한 경우를 비교함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의 방사능, 붕괴열 분석

-고도휘발성산화공정의 방사능, 붕괴열은 각각 약

45%, 50%정도 감소함

•고도휘발성산화공정 방사능감소가 차폐에 미치는

영향해석

-몬테칼로 방법을 통한 차폐재 두께에 따른 외부

표면선량 평가: 일반콘크리트 경우 12%,

고밀도콘크리트의 경우 28% 차폐두께 감소.

25 100

•주먹밥구조

•방사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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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 WMD/MTU

•차폐분석

휘발

성

산화

공정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INL핫셀에서 배기체 포

집 공동실험

-배기체 포집실험 후 석탄회필터를 감마 스캐닝한

결과 137Cs이 ash filter 10단 이내에서 매우

양호하게 잘 흡착됨

35 100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본 연구의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달성도 등을 표 4.1.1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부연구 목표는 후속 파이로 공정 흐름도 영향 평가자료 생

산, 휘발성 산화공정의 배기체 처리장치 조업변수 최적화, 휘발성 산화공정의 조업변

수 최적화 등 3가지이다. 전 항목에 걸쳐 당초 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사료된다.

표 4.1.1 세부 연구 목표 및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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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기

체

처리

장치

조업

변수

최적

화

-세슘, 테크네튬, 요오드 포집에대해 화학분석을

수행함

•비방사능 물질을 이용한 진공, 고온조건에서 단

일 핵종(Cs, Ru, Mo, Tc(Re)) 포집실험

-진공조건하 포집온도 1100 ℃에서 석탄회필터를 이

용하여 CsNO3로부터 휘발된 세슘의 포집효율은 포

집온도 1000 ℃와 비교하여 약 10배 증가함

•비방사능 물질 이용 혼합(Cs, Ru, Mo, Tc(Re)) 포

집실험

-7.6 torr의 진공조건하 Ca-II 필터를 이용하여 혼합

핵종을 포집한 결과 포집효율은 99.9% 이상

•배기체처리 필터 제작 및 공급

-INL-KAERI간 협력약정에 따라 INL 배기체 처리장

치에 사용할 Cs, Ru, I 포집필터를 KAERI측에서

제조하여 1차로 1set (2007. 11) 와 2차로 3set

(2008. 1)을 각각 제조하여 INL 측에 공급함.

-INL-KAERI간 협력약정에 따라 KAERI측에서 INL

배기체 처리장치에 사용할 Cs, Ru, I 포집필터를 각

각 1set 씩 제조하여 (2009. 5) INL 측에 공급함.

•세슘분석

•Cs 포집

온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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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성분계

포집

•필터공급

휘발

성

산화

공정

의

조업

변수

최적

화

•고온, 진공 회전로형 휘발성산화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용량계산 : 200 gU/batch

-성능요건 : 온도 1200℃ (재질: 인코넬 600재질), 진

공 < 1 torr, 반응로 회전속도 60 rpm, 산화탈피복

기능, 배기체 실험장치와 연결

-U3O8 분말 입도제어를 위해 산화처리로에 회전기

능 부여

•고온, 진공 배기체처리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포집대상 핵종을 Cs, Rb, Cd, Mo, Sb, Ru, Tc,

Te, C-14 및 I의 10 종으로 함

-처리대상 핵연료는 Pyroprocessing 공정의 기준 핵

연료인 PWR(초기농도: 4.5wt.%, 연소도: 45,000

MWd /tU, 냉각기간: 25년)로 하였으며, 처리규모는

200g/batch로 설계

•휘발성 산화공정 운전 조건에 따른 핵분열생성물

휘발자료 분석 및 평가

40 100

•단축베어링형

회전로

•배기체처리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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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평형 증기압 자료 분석 :

Tc2O7 > Cs > Cs2O > Cs2O2 > CsBr > CsI >

MoO3 > TeO2 > RuO2 > Cs2Te > Cs2MoO4 >

Cs2UO4 순서임.

-Mo, Ru, Rh분말을 이용하여 500~1000℃의 산소분

위기에서 5시간동안 산화 실험을 수행한 결과 산화

율은 Mo > Ru > Rh 순서

•TGA, 관형로, SIMFUEL을 이용한 응집 가능성

실험

-공기분위기, 1000~1200℃에서 4~16시간 열처리결과

: 1000℃에서 입자간 목생성, 1100℃ 이상에서 입자

성장, 온도에 따른 입도제어 가능

-진공분위기(약 1torr), 1200℃에서 1시간 열처리결과

: 입자성장 및 O/U가 낮은 화합물 형태를 보임

•휘발성 산화공정 운전조건에 따른 입자크기 자료

분석 및 평가

-분말입도제어를 위해 연소도 30 및 60 GWd/tU의

SIMFUEL 소결체와 비회전 알루미나 관형로를 이

용하여 500℃ 및 700℃에서 3시간동안 2단계 산화

처리를 한 후에 1200℃의 알곤분위기하에서 3시간

동안 열처리를 하여 생성된 분말응집체를 sieving하

여 입도, 벌크밀도, 탭밀도를 측정

•휘발성산화공정 성능목표 도출

-전처리공정의 4가지 경우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결

과 본과제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도휘발성 산화공정

(500℃ 산화탈피복 후 1200℃, 진공하 열처리) case

3가 전해환원속도, product 특성, 취급성, 핵분열생

성물 제거 등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 종합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음.

• 휘발성 산화공정 최적 조업변수 평가

-열역학적 계산에 의한 공정조건 평가 : 증기압자료

및 실험결과 자료 이용 99% 이상 휘발 열처리 분위

기에 따른 온도조건 설정

•회전형반응기와 Bi2O3분말을 이용한 입도조절 조

업변수 확립

•SIMFUEL 이용 휘발성 산화공정 조건별

Groups Metals and 
compounds  O2 Air Ar 4%H2-Ar 

Low-melting point metal 

Ag 500  500 500 1300 
Cd 1200  1200 800 500 
In ≫1400 ≫1400 1400 1300 
Rb 500 500 500 500 
Sb 600 600 500 800 
Sn ≫1400 ≫1400 1400 ≫1400 

Cs, Te, Cs compounds 

Cs 700 700 800 500 
Te 700 700 800 600 
CsI 800 800 800 500 

CsBr 800 800 800 800 
Cs2Te <1200 <1200 <1200 <1200 

Cs2MoO4 1200 1200 1100 
>500, CsOH( g) 

≫1400, MoO2(s)  , Mo( s) 

Noble metals 

Mo 800 800 800 or 1000 ≫1400 
Tc 500 500 ≫1400 ≫1400 
Ru 1200 1300 ≫1400 ≫1400 
Rh ≫1400 ≫1400 ≫1400 ≫1400 
Pd ≫1400 ≫1400 ≫1400 ≫1400 

 

•증기압자료

분석

•응집현상

관찰

•정적상태

입자분포

•비교분석표

•99% 휘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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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제어 실험

(1) 입도제어 1

-단축형 베어링 회전형 휘발성 산화장치와 연소도

60 GWd/tU 소결체를 이용하여 1차 시험으로 회전

속도를 3 rpm으로 하여 500℃ 및 700℃에서 3시간

동안 2단계 산화처리를 하고, 회전속도를 1 rpm으

로 내린 다음에 1100℃의 알곤분위기에서 3시간동

안 열처리를 한 실험결과에 의하면 최대 9 mm의

타원형(주로 계란 모양)인 U3O8 그래뉼이 얻어짐.

-전해환원 예비시험 결과에 의하면 금속우라늄으로

환원율이 99.6%로 매우 높았음.

-고온진공에서 감압에 의해 장치에 기계적 부하가

걸림.

(2) 입도제어 2

-그래뉼의 구형도를 높이고 소결체 또는 산화분말의

장입과 그래뉼의 배출이 용이하도록 양축 회전형

휘발성 산화장치로 설계 및 제작을 하였음.

-주요입자분포 : 0.5~20 mm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

-입자 회수율 : 90~93%(0.5 mm이상 입자),

71~84%(1mm이상 입자)

-결정입자 크기: 2~10 µm

-1 mm 이상 입자(그래뉼) 평균 구형도 : 0.8 ~ 0.93

-전해환원 실험결과 99% 이상 U로 환원되었음

•Bi2O3그래뉼

•UO2그래뉼

절단면

•전해환원1

•U3O8그래뉼

•전해환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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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분야 기여도

본 연구 과제의 전신인 1차 INERI 과제는 한·미간 후행핵연료주기 민감기술 분야

협력의 최초의 과제로서 KAERI, INL, ORNL이 2004년부터 3년간 수행하였고, 주로

산화공정 및 고온 열처리 공정 조건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준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의

방출 거동 평가, 이들 배기체를 포집할 수 있는 포집재 개발 및 포집조건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1차 INERI 과제 기간 중 각각의 기관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종

합 배기체 실험장치인 INL OTS (Off-gas Trapping System)을 구축하였으며, INL

HFEF (Hot Fuel Examination Facility)에서 INL에서 보관중이었던 Belsium reactor-3

spent fuel을 사용하여 배기체 포집실험 및 핵종 휘발실험을 수행하여 만족할 만한 결

과를 얻었다.

본 과제는 1차 INERI 과제를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와 양 기관 간 상호신뢰를 바탕

으로 2007년 11월부터 3년간 신규 INERI 과제로 특히 pyroprocessing 공정에 초점을

맞추어 파이로공정을 집중개발하고 있는 INL과 KAERI 양기관이 수행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pyro 공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으므로, 어떻게 파이로공정

전처리 단위공정을 구성할 것인가를 4가지 경우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전해환원 원료

물질 특성, 취급성 등 10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이중 본 연구과제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이를 집중 개발하기로 하였

다.

본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은 2008년 11월 미국 Reno에서 열린 제 2차 진도점검회

의에서 입도제어, 핵종제거, 선택적 배기체처리를 주요 목표로하는 PRESENT(Particle

size control, REmoval of fission products, SElective Nuclide Trapping) 공정으로 양

기관이 명명하기로 하는 등 동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입도제어 측면에서는 소결체를 분말화하여 응집 실험한 결과 1mm 이상 그래뉼

이 84% 얻어졌음. 핵종휘발측면에서는 Cs 제거율 95%이상, Tc 제거율 95%이상, I 제

거율 99% 이상 달성되었다. 이는 후속 파이로 공정의 공정효율 향상 등 상당한 이득

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택적 배기체처리 기술은 소멸처리 기술개발이 병행된

다면 고준위폐기물, GTCC 폐기물양을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용후핵연료 물질을 직접이용 그래뉼을 제조해서 이를 전해환원하는 실험이 다

음 단계 연구에서 요구된다. 한국에서는 JD 때문에 동 실험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

미공동연구나 INERI과제을 통해 INL 핫셀에서 동 실험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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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L 과제책임자와는 합의된 상태이다.

또한, 본 과제를 통해 1,200℃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에서도 Pu, Am, Np 등 TRU

핵종이 휘발되지 않았음을 보였다. 단지, 세슘의 방출로 인해 방사능이 약 45%정도 감

소할 뿐이다. 이는 핵확산저항성이 있다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듀픽공정과 세슘 감소

율, TRU 핵종 미분리 측면에서 동일하다. 여하튼, 본 과제는 미국 INL의 우수한 화학

분석 능력을 통해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의 핵확산저항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미국 INL핫셀에서 수행한 한국 KAERI에서 개발한 기술 즉, 회전로를 이용한 전

해환원 원료입자 제조기술, 선택적 배기체처리기술은 지적재산권 소유문제로 인해 중

장기과제에서 출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관련 기술은 중장기과제(고도

전처리 단위공정 기술개발과제)에서 국내 4건 출원, 국외 2건 출원하였다.



- 219 -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에서는 SIMFUEL과 회전로를 이용 그래뉼 제조 가능성을 보였다. 향후, 새

로운 I-NERI 과제 혹은 한미공동 연구를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이용 INL핫셀에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회전로에서 사용후핵연료봉을 탈피복하고, 핵종휘발하며, 그래

뉼을 제조하는데 본과제 결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주변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

사용후핵연료 그래뉼을 이용 INL 핫셀에서 전해환원 및 전해정련 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원자력중장기연구의 고도 전처리단위공정연구에 본 연구 결과를 반영하

여 PRIDE 시설 원료물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SPF의 물질수지 작성,

ESPF 휘발성산화장치 설계/제작, 배기체처리장치 설계/제작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보류되었지만, 미국의 후행핵연료주기 실증 및 상용 시설(연간 2,000톤 규모

의 처리용량)이 현실화 될 경우 이 시설의 전처리공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함께 노력하고, 기존 연구팀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여 후행핵주기 관련연구를 계

속해서 협력·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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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미국의 경우 배기체처리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이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ORNL의 Jubin 박사가 위원장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파이로 공정을 위한 전처리공정

에서는 고도 휘발성산화 산화공정을 통해 방사성이 높은 세슘, 장수명핵종 Tc-99,

I-129의 제거와 전해환원에 용이하도록 그래뉼 형태의 입자 제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습식공정을 위한 전처리공정 연구는 회전형 휘발성 산화장치를 이용 저온에

서 분말화하고 휘발성가스인 Kr, Xe, H-3, C-14, I의 휘발 및 포집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요오드의 경우 휘발성산화공정에서 일부 날아가고 용해공정에서 대부분

날아가서 요오드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습식 전처리에서도 본 연구의 고도 휘발성산화공정을 채택한다면 요오드를

전처리공정에서 선택적 효율적으로 잘 포집할 수 있고 분말이 아닌 그래뉼로 사용후

핵연료 물질을 취급할 수 있게 되는 등 많은 잇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

당초 습식공정의 목표는 세슘뿐만 아니라 습식공정에 방해가 되는 요오드, 몰리브

데늄 등 핵종의 제거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들의 제거를 위해서도 습식 전처리

공정에 고도 휘발성 산화공정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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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차 PRM 회의록

Date: April 17, 2008

To: Distribution

From: Jang Jin Park,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enneth Bateman, Idaho National Laboratory

Subject: Meeting Minutes for the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INERI) Program Review on

“Development of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for

Treatment of Spent Fuel”

The first program review meeting for the INERI Project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was held Thursday, April

17, at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in Daejeon, Korea. The

meeting was attended by representatives from each of the cooperating

organizations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and Idaho

National Laboratory (INL).

The purpose of this meeting was to discuss the progressive status of each

task described in the INERI proposal. The meeting included presentations by

representatives from each organization, tour of Off-gas Treatment Lab and

Remote Equipment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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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eting began with self-introduction of each attendant, followed by

agenda review by Jang Jin Park and presentation from each party. After the

presentation, a technical discussion was made to review and adjust further

action items for the project. The action items, general comments, and

suggestions drawn from the meeting are listed in the following.

KAERI presentations

(1) J. J. Park reviewed activities including supply of 4 sets of filter, etc.

since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2) J. J. Park proposed to name the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as

ADVIK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developed by INL and

KAERI)

(3) J. W. Lee summarized the development of voloxidation

equipment(rotary type 200 gHM/batch) at KAERI and explained the

possibility of particle size control of U3O8.

(4) Y.H. Kim gave presentation about design concept of high throughput

voloxidizier for engineering-scale pyroprocessing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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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L presentations

(1) K. J. Bateman introduced experimental results for the third LWR

test performed at the INL with the new OTS which included

analytical chemistry and gamma scanning.

(2) K. J. Bateman also summarized MOX test results performed at the

INL.

Action Items

(1) INL will review the naming and patent application of the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and will notify the results before May 30.

(2) Next PRM is proposed for August 28-29, 2008 at Jeju island,

following the IPRC 2008.

(3) KAERI will supply ORIGIN calculations using better input data

supplied by INL.

(4) KAERI recommended LWR particle size as top priority for next

series of INL testing.

(5) KAERI will supply additional OTS filters to support KAERI-10

testing. Data from the analysis will be shared between INL and

KAERI.

(6) This project needs to collaborate with the KAERI-10 project and

work with them to establish the operating parameters during

voloxidation.

(7) INL will supply data from test 13B to KAERI.

(8) INL will supply ORNL-TM-7498 article to KAERI.

Distribution:

K. M. Goff, INL

M. F. Simpson, INL

B. R. Westphal, INL

K. J. Bateman, I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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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C. Song, KAERI

J. J. Park, KAERI

G. I. Park, KAERI

J. W. Lee, KAERI

J. M. Shin, KAERI
Y.W. Kim, KAERI
J.H. Jung,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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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차 PRM 회의록

Date: November 12, 2008

To: Distribution

From: Jang Jin Park,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Brian Westphal, IdahoNationalLaboratory

Subject: Meeting Minutes for the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INERI) Program Review on

“Development of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for

Treatment of Spent Fuel”

The second program review meeting for the INERI Project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was held Wednesday,

November 12, at Grand Sierra Resort and Casino in Reno Nevada, USA.

The meeting was attended by representative from each of the cooperating

organizations-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and Idaho

National Laboratory (INL).

The purpose of this meeting was to discuss the progressive status of each

task described in the INERI proposal, and to prepare the presentation

material for INERI review held at Reno during Nov 13-14, 2008.

The meeting began with presentation from each party. After the

presentation, joint presentation material for the INERI review was made by

combining two progress results. Also, a technical discussion was made to

review and adjust further action items for the project. The action items,

general comments, and suggestions drawn from the meeting are listed in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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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s

(1) J.J.ParkandB.Westphaldiscussedhowtocombinetwoprogressresults.

(2) INL explained a potential opportunity to collarborate with ANSTO,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waste dispositioning of the filter media.

KAERI will evaluate the opportunity.

(3) If INL wants improved fly ash filters, KAERI will support INL

based on request after consent of KAERI management.

(4) J. J. Park asked if INL will make a shearing apparatus for hot

voloxidation test or not. Chopping equipment currently exists at the

INL and they will determine if this equipment is adequate for BR-3

fuel.

(5) J. J. Park asked if INL will make a rotary kiln for hot test or not.

INL replied that this equipment is dependent on funding for the

remainder of FY09 and FY10.

Action Items

(1) The acronym PRESENT (Particle size control, REmoval of fission

products, SElective Nuclide Trapping) was agreed upon by both INL

and KAERI as giving the best description of the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This acronym will be used on future papers,

reports, etc.

(2) Next PRM is tentatively proposed to be held in INL in April 21-23,

2009. If necessary, both will visit ORNL voloxidation facilty.

(3) The fourth PRM is proposed to be held at GLOBAL 2009 in

September 2009.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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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M. Goff, INL

M. F. Simpson, INL

B. R. Westphal, INL

K. J. Bateman, INL

K. C. Song, KAERI

J. J. Park, KAERI

G. I. Park, KAERI

J. W. Lee, KAERI

J. M. Shin, KAERI

Y.W. Kim, KAERI

J.H. Jung,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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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3차 PRM 회의록

 

June 2, 2009

To: Distribution

From: Jang Jin Park, KAERI

Brian Westphal, INL

Subject: Meeting Minutes from the Third Program Review Meeting for the

I-NERI on “Development of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for the

Treatment of Spent Fuel”

The third program review meeting (PRM) for the joint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I-NERI) project on the development of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was held at the Idaho National Laboratory (INL) on

June 1-2, 2009. In attendance were representatives from the participating

laboratories;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nd the Idaho

National Laboratory. The purpose of the meeting was to discuss the

progress of activities associated with the joint I-NERI project. The meeting

included informal discussions by the participating laboratories and tours of

the Hot Fuel Examination Facility and Fuel Conditioning Facility located at

the INL Materials and Fuels Complex. An agenda for the PRM and a

photograph of participants are included:

Discussions were held between KAERI and the INL on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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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 Jae Won Lee discussed results on particle size testing with SIMFUEL.

Both the oxidation and reduction cycles were tested as well as

temperature variations.

· Jang Jin Park reviewed the recent project activities, including the

trapping of inactive Cs, Re, and Mo on fly ash filters with different CaO

contents.

· An update on the DEOX experimental testing in the Hot Fuel

Examination Facility (HFEF) was given by Brian Westphal, specifically

on particle size testing.

· Discussions were held with ANSTO representative Bruce Begg, Brian

Westphal (INL), Ken Bateman (INL), and KAERI representatives

concerning potential collaboration. A draft MOU is attached.

Action Item List:

1) KAERI requests (again) to assess capability of FCF choppers for

preparing BR-3 spent oxide fuel for DEOX testing to determine

differences in fuel preparation methods.

2) KAERI discussed possibility of rotary kiln equipment for future

testing in hot cell.

3) Next PRM will be held at GLOBAL 2009 pending attendance by

KAERI and INL.

4) The next BINERIC review meeting will be held at Jeju ,South Korea

on September 23 and 24, 2009. KAERI will represent the joint

I-NERI project with slides being provided by INL.

5) KAERI will provide data on repeated filter loadings, i.e. reuse of

filters to maximize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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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K.J. Bateman

J.W. Lee

J.J. Park

D.L. Wahlquist

B.R. Westp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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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4차 PRM 회의록

April 22, 2010

To: Distribution

From: Jang Jin Park, KAERI

Brian Westphal, INL

Subject: Meeting Minutes from the Fourth Program Review Meeting for the

I-NERI on “Development of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for the

Treatment of Spent Fuel”

The fourth program review meeting (PRM) for the joint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 (I-NERI) project on the development of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was held at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on April 21-22, 2010. In attendance were

representatives from the participating laboratories;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nd the Idaho National Laboratory. The purpose of the

meeting was to discuss the progress of activities associated with the joint

I-NERI project. The meeting included tours of the IMEF, DFDF, ACP,

Electro-reduction laboratory (Transportation & Container Building), rotary

voloxidizer (Advanced Fuel Science Building) located at the KAERI.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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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for the PRM and a photograph of participants are included:

Discussions were held between KAERI and the INL on the following

subjects:

· Jae Won Lee discussed experimental results on granule fabrication using

modified rotary voloxidizer. The recovery ratio of over 1 mm granules

was ~84%.

· Jin Myeong Shin reviewed the recent project activities, including

experimental results of optimum trapping capacity, etc.

· An update on the DEOX experimental testing in the Hot Fuel

Examination Facility (HFEF) was given by Brian Westphal, specifically

on off-gas trapping and collection quantities for Test #21.

· Potential future collaboration areas related to the waste forms from the

voloxidation process was presented by Ken Bateman.

· During tours of various facilities Dennis Wahlquist discussed the designs

of current and future voloxidation equipment and potential remote

operability issues.

· Jung Won Lee presented an overview of the R&D plans in Korea as

well as potential collaborations in the waste area of pyroprocessing and

remote fuel fabrication.

Action Item List:

1) INL will assess the capability of an existing mock-up chopper to size

BR-3 spent fuel for future DEOX testing.

2) KAERI, with INL support, will propose to extend the 3 year I-NERI

collaboration from September 2010 to September 2011 in order to

complete the design and operation of a rotary voloxidizer in HFEF.

3) KAERI will perform cold tests with CsReO4 to determine its

attributes.

4) The next PRM is scheduled for September 20-24, 2010 with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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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s 2010 conference.

Distribution:

K.J. Bateman

D.L. Wahlquist

B.R. Westphal

J.C. Wass

Jae Won Lee

Jung Won Lee

J.M. Shin

K.C. Song

J.J.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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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5차 PRM 회의록

November 10, 2010

To: Distribution

From: Jang Jin Park, KAERI

Brian Westphal, INL

Subject: Meeting Minutes from the Fifth Program Review Meeting for the

I-NERI on “Development of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for the

Treatment of Spent Fuel”

The fifth program review meeting (PRM) for the joint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Research Initiative(I-NERI) project on the development of advanced

voloxidation process was held at the Rivierahotel (LasVegas) with ANS

meeting on November 09-10,2010. In attendance were representatives from

the participating laboratories;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nd the Idaho National Laboratory. The purpose of the meeting was to

discuss the progress of activities associated with the joint I-NERI project.

The meeting included informal discussions by the participating laboratories.

A photograph of participants is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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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s were held between KAERI and the INL on the following

subjects:

· Jang Jin Park reviewed the recent project activities, including granule

manufacturing experiment using unirradiated natural UO2 pellets and off

gas treatment experiment on the trapping of inactive Cs and Re.

· An update on the DEOX experimental testing in the Hot Fuel

Examination Facility (HFEF) was given by Brian Westphal.

· Two PIs discussed and made presentation material for the 2011

BINERIC review.

Action Item List:

1) KAERI and INL will cooperate to make final technical report of the

INERI project, which should be submitted to DOE & NRF in January

2011.

2) Two PIs (Jang Jin Park and Brian Westphal) agreed to jointly

propose new 2011 INERI project on hot cell application of rotary

voloxid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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