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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이로 로세싱 이해를 한 정보기반구축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 이로 로세싱 특허기술의 세부 분야별, 국가별, 출원인별, 

연도별 등 특허기술 동향  원천 특허 기술 원천기술 악

- 이로 로세싱에 한 우수 특허기술 창출과 성과확산을 

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필요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 이로 로세싱 련 기술 동향과 시장성 조사.

- 이로 로세싱 련 특허자료를 기술 분류로 수집하여 특

허기술의 기술 분야별, 국가별, 출원인별, 연도별 정량분석.

- 각 세부 기술 분야 별로 원천 핵심 특허를 악하고 이들 특

허들의 특허 권리 심층 분석. 

- 국가별 핵심 원천 특허 확보 기술 경합 비교 분석.

- 각종 특허 지표(TS, PFS 등) 분석, 기술 발 도, 참여기업 

변화, 향후 망 등 정성분석

- 기술 분야별 원천, 핵심 특허 확보 가능성 여부와 회피 설계 

등 특허 확보 략 연구. 

Ⅳ. 연구개발결과 

- 이로 로세싱 련 특허 기술분류  특허자료를 획득하여 

국가별, 출원인별, 년도별 동향을 분석함.

- 정량분석 결과를 반 하여 핵심특허를 도출하고 이들 특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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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권리분석을 수행함.

- 각각의 핵심특허에 한 청구항 분석을 수행하여, 기술 분야

별 원천, 핵심 특허 확보 가능성 여부와 회피 설계 등 특허 확

보 가능성 등에 한 종합 인 의견을 제시함.

- TS지수, PFS-CPP지수, 기 -응용 과학지수, TCT-NPR 분

석, 국가 간 지식흐름 분석 등의 각종 특허지표분석  기술발

도, 주요 기업별 세부분석 등의 분석을 수행함. 

- 추가 논문분석 수행함.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건의사항

특허분석결과를 통해 이로 로세싱과 련된 기술의 수

  해외기술동향 등을 악 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함으로

서 복되는 연구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재 개발진행 이거

나 개발계획 인 연구의 수행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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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Title

Construction of Information Base for Understanding 

Pyroprocessing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Project

- This project is intented to understand the trends of 

patented technologies and a patented technology of origin 

relating to patented technologies of pyroprocessing according 

to the respective detailed fields, countries, applicants, years 

and so on. 

- It is required to suggest ways available to create excellent 

patent technologies relating to pyroprocessing and spread the 

results thereof.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Examining the trends of technologies and marketability 

relating to pyroprocessing 

- Collecting patent data relating to pyroprocessing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echnologies and performing 

quantitative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pective technology 

fields, countries, applicants and years of the patented 

technologies

- Understanding core patents of origin according to the 

respective detailed technology fields and deeply analyzing 

their paten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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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ng core patents of origin according to the respective 

countries and comparing and analyzing their technologies in 

competition with each other

- Carrying out qualitative analysis such as analyzing all 

sorts of patent indexes (TS, PFS, etc.), the possibilities of 

technologies, change in relevant companies and future 

prospects 

- Researching a possibility to secure essential patents of 

origin according to each technology field and a strategy to 

secure patents using as evasive designs

Ⅳ. Result of Project 

- Obtaining the classification of patented technologies and 

patent data relating to pyroprocessing and analyzing the 

trends of the technologies according to each country, 

applicant and year

- Deducting core patents by reflecting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and analyzing the rights of the patents 

- Suggesting overall comments to a possibility to obtain 

essential patents of origin according to each technology field 

as well as patents using evasive designs by analyzing the 

respective claims of the essential patents

- Analyzing various kinds of patent indexes such as TS 

index, PFS-CPP index, basic-applied science index, 

TCT-NPR analysis, analyzing knowledge streams between 

countries, and the possibilities of technologies, and 

performing detailed analysis according to important 

companies 

- additionally analyzing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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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rough the results of the patent analyses, the levels of  

technologies and trends of foreign technologies relating to 

pyroprocessing can be understood. Furthermore, repeated 

researches can be minimized by utilizing the results, and it 

is also considered that it would be very helpful to set the 

direction of a research which is developed or will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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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장 서론

제 1  기술개요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개요

가. 이로 로세싱의 기본구성

  경수로에서 사용하고 난 핵연료는 일정 기간 물속에 장하여 그 방사능  

발열량이 어든 후, 고온 해분리를 하여 해당 처리시설로 운반된다. 그리고 

핵연료 집합체를 방사선 차폐 공간 내에서 해체하고, 연료  단, 피복  제거, 

피복 과 이산화우라늄(UO2) 펠렛의 분리 등 일련의 기계  처리 과정을 거친

다. 그 다음, 고온(500 ℃ 이상)의 공기 분 기 하에서 UO2를 U3O8로 산화시켜 

분말화하는 Voloxidation 공정을 거친다. 우라늄 이외에도 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의 속원소 성분들은 이 과정에서 산화수 상태가 더 증가한다.

  그 다음은 이러한 산화물 분말을 출발 물질로 하여 용융염 매질 내에서 산화

물 환원공정, 우라늄 해정련공정, TRU 해제련 공정 등을 거치는데 이 일련

의 공정은 곧 수용액의 사용을 일체 배제하고 건식법에만 의존하여 처리된다. 이

는 핵확산 항성 핵연료주기 기술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랑스, 러시아 등지에서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TRU 제

품은 앞으로 개발될 차세  원자로의 연료 물질로 사용함과 동시에 거기에 포함

된 장수명 핵종을 소멸시켜,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담을 이는 일석이조의 효과

를 기 하고 있다.

  최종 제품의 하나로 얻어지는 TRU가 루토늄, 랩투늄, 아메리숨, 그리고 큐

리움 등의 혼합물로 얻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공을 거치지 않는 한 이 상태

로는 핵확산에 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제품

에 소량의 희토류 원소군(RE) 이 불순물로 함유되어 있어 그로 인하여 방사선 

가 높을 뿐만 아니라 큐리움에 의한 성자선량 한 PUREX 법의 제품에 

비하여 수십~수백 배가 높아 일반인들이 쉽게 근할 수 없으므로 자기방호(self 

-protection)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 밖에도 공정이 단순하고, 유

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의 냉각기간이 짧아도 무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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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공정에서는 유기용매의 사용이 없음), 습식 공정에 비하여 핵임계 안 성

이 높다는 도 모두 PUREX법과 비교하여 장 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식처리기술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산화물→ 속 

처리이며,  하나는 산화물→산화물 처리가 그것이다. 이는 미래에 등장할 새로

운 원자로가 어떤 형태의 연료를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어느 방법이 채택될 것

인가가 결정될 것이다. 즉, 그 연료가 속 형이면 자의 기술이 용될 것이고 

그 연료가 산화물이면 후자의 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재 국내

에서는 차세  원자로의 형태로서 자(산화물→ 속처리)의 형태를 채택하고 있

다.

나. 이로 로세싱의 공정순서

(1) 기계  처리 공정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차폐 공간 내부로 이송하여 집합체를 해체하고 연료

을 일정한 길이(약 25 cm)로 단하며 단된 연료 을 단기 날로 쪼개어 피

복 과 펠렛을 분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기계  처리라 부른다. 이 처리 작업

은 모두 공기 분 기의 차폐 공간 내에서 이루어진다. 피복 으로부터 털어낸 연

료 펠렛은 다음 공정인 U3O8 분말화 공정으로 넘어가며 피복 과 집합체 부품은 

지하 차 (바퀴가 달려 일 를 움직이는 소형 운반차량)를 이용하여 속폐기

물 처리 공정으로 이송된다.

(2) Voloxidation 공정

  UO2는 일정 화학반응에 의하여 U3O8 로 산화되면서 분말형태로 바 다. 이는 

반응물의 비표면 이 크게 증가하여 다음 공정인 해환원에서 반응속도와 환

율을 높여주는 효과를 갖는다.  이 과정에서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 핵분열생성

물(트리륨, 크립톤, 제논  요오드 등)의 부분과 일부의 속 원소(세숨, 루테

늄  테크네륨) 등이 산화되어 휘발성 화합물로 환됨으로써 반응기에 공 된 

공기와 함께 폐기가스(Off-gas) 처리공정으로 유출된다. 이 때 U3O8 분말이 공기

를 따라 비말 동반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반응기 내부압을 용이하게 제어하기 

해서는 공 되는 공기의 유속을 어느 한계치 이하로 조 해 주어야 한다. 이 산

화반응에서 기체상 핵분열생성물과 일부 속원소 산화물들은 기체상으로 유출

되는데, 이때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조건은 온도이며, 이러한 온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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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3) 산화물 해환원 공정

  앞서 언 한 산화물→ 속 공정에서는 산화물로된 연료물질을 해정련에 앞

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 산화물을 속 형태로 바꾸기 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즉, 화학 인 환원법과 기 인 환원법이 그것인데, 기  환원법

을 일 로 설명하도록 한다. 기  환원법에서는, 일반 으로 해질로써 

LiCl-Li2O 용액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양극  음극으로는 백   마그네시

아 멤 인 등이 각각 사용될 수 있다. 

  만약, 해질로써 LiCl-Li2O 용액이 사용되고, 양극  음극으로 백   마

그네시아 멤 인 등이 각각 사용된다면, 이에 따른 해환원의 반응기구는 아

래와 같다.

 

〈음극반응〉

Li+ + e- → Li ................................... (1)

MxOy + 2yLi → xM + yLi2O ....... (2)

  악틴족 원소, 귀 속류, 그리고 희토류 등의 속산화물들(MxOy)은 반응(2)과 

같이 환원되어 속 형태(M)로 환된다. 생성된 Li2O 는 다음과 같이 용융염 

내에서 리된다.

2Li2O → 4Li+ +2O
2-
 ......................... (3)

  이 가운데 Li+ 는 음극으로, O
2-
 는 양극으로 이동하므로 반응 (1)~(3) 의 과정

이 순환 으로 반복되면서 환원반응이 일어난다. 이 때 Cs, Sr, Ba와 같이 반응

성이 강한 알칼리  알칼리토 속 산화물들은 (4)식과 같이 속염화물로 바

어 용융염에 용해된다.

CS2O + 2LiCl → Li2O + 2CsCl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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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반응〉

O
2- 

→ O2 ↑ + 2e- ................................ (5)

  이 과정에서 부분의 알칼리  알칼리토 속류는 염화물로 환되어 용융

염상으로 이들은 용융염 재생 시 폐기물로 제거된다. , 음극처리과정에서 부

분의 희토류 원소는 용탕 에 뜨는 부유물(dross)로 제거되므로 이들도 폐기물 

처리 과정으로 이송되며 이에 미량 동반되는 악틴족은 회수되어 해정련공정으

로 재순환된다. 따라서 속 형태로 바  부분의 우라늄, 우라늄 원소, 귀

속류  일부 희토류 원소 혼합물은 다공성 여과기에 의하여 LiCl 용융염으로부

터 분리된다. 그리고 이 간 제품은 다음공정인 해정련공정의 공 물로 제공

된다.

(4) 해정련공정

  속 형태로 환된 연료물질로부터 우라늄을 선택 으로 분리, 회수하기 하

여 해정련 방법을 이용한다. 먼  앞 공정에서 넘어온 연료물질을 해조의 양

극 바스켓에 장입한다. 그 다음 고온(500 ℃)의 해조(LiCI-KCl 공융염 해 

질; 융  352 ℃)에서 기분해를 통하여 우라늄 속을 음극에 착시킨다. 이 

때 20-40 wt% ( 착물의 무게 비율)의 용융염이 착물에 포함된다. 즉, 양극에

서 음극으로 이동하는 속은 먼  양극 표면에서 산화되어 양이온이 되고 이 

양이온이 해매질을 통하여 음극 쪽으로 이동하여 음극 표면에서 자를 받아 

속형태로 환원/ 착된다. 이 때 각종 속은 아래 표와 같이 그 고유의 산화/

환원  (Gibbs free energy)가 있고 그것이 원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

를 이용하여 원소 그룹별로 선택  분리가 가능하다. 본 해정련공정에서는 우

라늄만 회수하는 것이 그 목 이기 때문에 양극음극 사이의 를 히 조정

하여 TRU가 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라늄의 일부와 TRU는 아

직도 용융염 에 남아 있으므로 이들을 회수하기 하여 용융염은 다음 공정인 

해제련공정으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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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고유의 산화/환원 >

(5) 해제련공정

  해정련공정에서 아직도 용융염에 남아 있는 일부 우라늄과 TRU를 분리, 회

수하기 하여 수행하는 2차 해조작이 해제련이다. 그 원리는 앞의 해정련

공정과 동일하지만 이 경우에는 액체음극( : 카드륨)을 사용하여 U/TRU를 혼

합물 상태로 함께 분리해내는데 이 때 희토류 원소(RE)들의 일부도 TRU 제품

에 동반되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카드뮴 상에서 TRU와 RE의 

Gibbs 자유에 지가 충분한 차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TRU 

그룹 내에는 큐리움이 포함되어 성자 선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량의 RE가 

불순물로 포함되어 있어 γ-방사선 를 높이게 되는데 결과 으로 이들이 바

로 그 핵확산 항성을 높여주는 실마리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연료 물질로서의 

품  측면에서 보면 불순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선량(γ-선  

성자선)과 발열량이 커서 낮은 품 를 갖는다.  이로 인하여 핵연료 가공과 취

도 차폐공간 내에서 수행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불순물로 인하여 장차 

미래형 원자로 내에서 연료로 사용될 때에 성자 효율이 그만큼 하될 것이므

로 미래형 원자로는 바로 이 을 감안하여 설계되어야할 것이다.

(6) 착물 회수 공정

  본 공정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착물이 회수 상물이다. 첫 번째는 해정련

공정에서 얻어지는 우라늄이고 두 번째는 해제련공정에서 얻어지는 

U-TRU-RE의 흔합물이다. 그런데 자는 착물 내에 20-40 wt%의 용융염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융염을 증발시켜 제거하고 증발 후 남는 우라늄을 

제품으로 얻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0.2~0.5 torr의 진

공 조건에서 용융염은 700 ℃ 근처에서 증발이 시작되어 약 900 ℃까지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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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증발율을 나타내었다. 우라늄은 그 융 이 1134 ℃로 900 ℃보다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0.2 torr에서 미량이 동반 증발되는 상을 보 으나 0.5 torr에서는 우

라늄 증발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진공도가 50 torr인 경우에는 용융염이 모두 

다 증발하지 못하고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진공도, 온도, 처리 시간 등 운 조

건의 최  조합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해제련공정에서는 착물이 액체 카드뮴 내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뮴만 증발시키면 나머지 속 흔합물을 제품으로 회수할 수가 있다. 카드뮴

의 비 이 767 ℃로 우라늄이나 TRU의 비 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카드뮴의 증

발제거방법이 가능하다.

(7) 우라늄 주조 공정

  우라늄 주조 공정은 속 형태로 회수된 우라늄 착물로부터 혼합된 용융염

을 증발시켜 제거한 후 남아 있는 우라늄을 고온(1300 ℃)에서 녹여 속 용탕으

로 만든 후 주조장치에 공 하여 일정한 형태로 성형시키는 공정을 말한다. 우라

늄 속의 융  이 1134 ℃ 이나 조업온도는 여유를 두어 그 보다 더 높은 1300 

℃ 로 유지시킨다. 우라늄 용탕 도가니의 재질은 지 도 개발단계에 있으며 흑연 

도가니를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니 -지르코니아 는 이트리아(Yttria:Y2O3) 등

으로 코 하여 우라늄과의 반응을 방지하는 방법이 연구 에 있다. 주조액은 소

정 용기에 부어넣고 냉각시켜 잉곳(Ingot)으로 고형 화시킨 후 용기를 한다. 

우라늄 속은 강한 반웅성 물질이므로 용해  주조 과정은 모두 다 불활성 분

기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회수한 우라늄이 핵 연료  품 가 되기 해서는 

탄소  산소의 함유량이 2000 pp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8) 폐기가스 처리 공정

  사용후핵연료의 고온 처리 과정에서는 휘발성 성분이 기화되는데 이는 곧 기

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이며 한 처리 방법을 동원하여 방사성 가스를 포집, 고

정화시켜야 한다. 특히 Voloxidation 공정에서 많은 성분이 기상으로 방출되는데 

세숨, 크립톤, 제논, 테크네륨, 루테늄, 요오드, 트리륨, 탄소 등이 이에 해당하는 

성분이다. 따라서 기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이들을 포집/고정화 시키는 기술이 

여러 가지로 연구되고 있다. 방사성 가스의 발생, 포집  고정화에 해서는 다

음과 같은 주요 특성을 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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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숨은 Fly ash로 만든 여과기률 이용하여 650 ℃에서 부분 흡착시킬 수 

있다.

- 크립톤과 제논은 극 온 증류 (cryogenic distillation) 방법을 비롯하여 용매

에 의한 흡수, 고체 흡착제에 의한 흡착 동의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 테크네륨은 산화성 분 기에서 Tc2O7 형태(비  311 ℃)로 바 며 고온에서 

그 일부가 휘발하여 기체폐기물에 포함된다.

- 루테늄은 산화성 분 기에서 RU04 (비  25.4 ℃)로 바 며 이는 온에서

도 쉽게 기화되며 900 ℃ 에서 yttria 여과기에 흡착시켜 제거할 수 있다.

- 요오드는 은으로 치환된 제올라이트(AgX)에 흡착되므로 150 ℃에서 거의 

량 고정화시킬 수 있다(200-250 mg I/g AgX).

- 트리륨은 450 ℃에서 CuO 는 SDBC(Styrene Divinyl Benzene 

Copolymer) 매를 사용하여 삼 수소수로 환시킨 후 이를 분자체 

(molecular sieve)에 흡수시킨다.

(9) 염 재생 공정

  해환원공정에 사용되는LiCl 염과 해정련공정에 사용되는 LiCl/KCl 염은 

일부분씩 연속 으로 계외로 뽑아내어 재생시킨 후 다시 연속 으로 계내로 순

환시키는 개념을 구상하고 있다. 재까지는 인산염이나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여 

수명이 다한 용융염을 고화 처리하는 기술이 알려져 있다.

(10) 폐기물 처리 공정

  고온 해분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는 집합체 부품， 피복  등 속폐

기물, 사용이 끝난 LiCl염, LiCI-KCl 염 등 용융염 폐기물, 폐기가스로 발생하는 

기체폐기물, 각종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2차 폐기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용융

염 폐기물은 고  폐기물에 해당하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미국과 러

시아 등에서 개발되고 있다.

  먼  미국의 알곤연구소(ANL)에서는 두 가지의 유리고화 방법에 하여 연구

를 수행한 바 있다. 즉, 용융염 폐기물에 소결성 유리분말(Glass frit)을 첨가하여 

유리 형태로 용융, 고화시키는 방법과 용융염을 Zeolite 기공 내에 내포시킨 다

음, 소결성 유리분말을 첨가하고 고온 가압시키는 고화 방법이다.

  한편, 러시아의 국립원자로연구소(RIAR)에서는 용융염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

는 핵분열생성물을 인산나트륨(Na3PO4)에 의하여 인산염으로 침 시킨 후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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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유리분말을 첨가하여 유리 형태로 용융, 고화시키는 방법을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아직도 실용화시킬 수 있는 기술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더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  측면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은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우라늄  루토늄 등을 분

리해 뽑아내는 과정으로, 크게 습식처리와 건식처리로 구분된다.

  먼 , 습식처리 기술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루토늄을 단독으로 분리해 

낼 수 있어서 국제 으로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재의 국제 핵 비확산 체제 하

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가 재활용 기술을 개

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특히 이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경제  타당성

이나 폐기물 감축 측면에서의 회의 인 시각이 존재한다.

  한편 건식처리기술은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루토늄만을 순수하게 분리할 

수 없어 핵무기로의 용이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이러한 건식처리기술  하나

로 ‘ 이로 로세싱 기술’이 있는데, 이로 기술은 우라늄, 루토늄 등 유용한 

핵물질을 회수해 향후 개발될 고속로의 연료를 만드는 기술로서 이럴 경우 우라

늄의 활용률을 100배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림 1-1] 건식 처리 개념도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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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속로에서 독성이 높은 고독성 핵물질  장반감기 핵물질을 함께 태워 

고독성 핵물질은 소멸시키고 장반감기 핵종은 단반감기 핵종으로 변환시킴으로

써 고  폐기물 리 기간을 30만 년에서 300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에서 고열을 방출하는 핵종을 별도로 분리· 리함으로써 폐기물처

분장의 면 을 100분의 1로 축소할 수 있으며, 원자력 발 에 따른 폐기물의 양

도 20분의 1로 일 수 있다.

나. 경제/산업  측면

  사용후핵연료 리의 어려움은 반감기가 긴 방사성 핵종들의 존재에 따른 오

랜 리기간, 이러한 리기간  지질학 , 사회 경제학  등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측 불확실성, 만일의 경우 일부 핵종이 기치 않게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인간  환경에게  수 있는 피해 등에 한 불안감 등에 기인

한다.

  향후 총 38기의 원  가동이 상되고 2030년 이후에도 력 수요가 지속 으

로 증가해 재 계획보다 원 이 더 많이 운 될 경우 우리나라에는 10만톤 이

상의 사용후핵연료가 세기 말까지 발생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재 처분장 부지를 확정한 스웨덴, 핀란드의 처분장 장량의 10여배, 

이미 230억 달러를 투입했고 계획 로라면 총 960억 달러가 상되었던 미국 유

카산 처분장이 6만3천톤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목 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리 사업의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다. 사회/문화  측면

  사용후핵연료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미래의 자원으로서 일정 가치를 가지

고 있다. 실제 천연 우라늄내 원자력 발 에 사용되는 우라늄 235의 함유율이 

0.71%인데 반해 사용후핵연료 내에는 이보다 많은 양의 우라늄 235와 함께 루

토늄 239도 핵반응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이러한 핵물질들은 한 처리를 통

해 미래의 에 지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 인 측면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리를 어렵게 하는 면도 존재

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내에는 방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핵물질들이 상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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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이러한 핵물질  일부는 방사성 붕괴에 걸리는 반감기가 수십만 년 

이상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용후핵연료를 리하는 데는 과학

인 어려움과 함께 사회  수용성이 항상 문제로 존재해 왔다.

   핀란드의 경우 재 4기의 원자력발 소를 운 하고 있는데, 1980년  반부

터 극 인 사회  화를 통해 원자력발 소가 치한 올킬루오토에 처분장 

부지를 확정하 으며, 12기의 원자력발 소를 운 해 오던 스웨덴도 2009년 6월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 부지로  처분장과 원자력발 소가 치한 지역을 

확정하 다. 그러나 처분장 안 성에 한 과학  연구개발에 막 한 비용을 투

입한 독일의 경우 이미 오래 에 사업이 취소되었고, 유카산 처분장을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 오던 미국 역시 오바마 정권 취임 이래 2009년 4월 사업을 단하

기에 이르 다.

  향후 우리나라의 안정 인 력 공 을 한 원자력 발  뿐 아니라 재까지

의 원자력발 소 운 으로만 이미 1만 톤 이상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한 국내 

실정을 고려할 때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단순히 원자력계가 직면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가장 요한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  지

질학 으로 안정한 화강암반과 같은 결정질 암반이 잘 발달되어 있어 사용후핵

연료 처분에 따른 기술 인 안 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좁은 국토 면 과 특히 사용후핵연료 수송상 실질 인 처분장 부지로 

고려되는 연안 지방의 높은 인구 도와 이에 따른 처분장 부지 확보 문제의 어

려움, 사용후핵연료에 한 막연한 두려움을 고려해 볼 때 과학 인 측면에서 국

제 사회의 핵확산 우려를 충분히 불식하면서 사용후핵연료 리에 도움이 될 뿐

만 아니라 에 지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 이익을 해 당연할 것이다. 재 세계

으로 원자력 이용의 선진국으로서의 국제 사회 기여와 환경 보호를 해서도 

향후 국민  지지와 국제 사회와의 긴 한 조 하에 연구 개발을 추진하기 

해서 2008년 12월 국내 원자력 련 의사 결정 최상  기구인 원자력 원회는 

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추진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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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  연구개발 과제 선정 시 합리 인 의사결정을 지

원할 수 있는 특허동향분석결과의 제공

- 국가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장기 연구개발과제 기획수립시 특허동향조사 

결과 반 을 통한 기획의 내실화 유도

- 성과 심  연구개발과제 발굴이 가능하도록  세계 특허동향 조사를 통

한 기술개발 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선택과 집 의 합리 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

○ 특허정보의 활용․확산을 한 인 라 구축

- 원자력발 분야에 한 심층  특허분석을 통해 특허정보분석 결과를 산․

학․연에 제공함으로써, 특허정보활용을 통한 기술 신 추진 유도

○ 국가 연구개발사업 기획시 특허동향조사 모델의 수립  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 특허동향조사를 연계시켜 특허정보의 유용성 

검증  특허정보활용 제도화 조기정착

제 2 연구개발 목표  내용

1. 연구개발의 목표

  이로 로세싱 특허기술의 세부 분야별, 국가별, 출원인별, 연도별 등 특허기

술 동향분석  핵심특허에 한 세부분석 등의 분석을 통해 원천기술을 악하

여, 이로 로세싱에 한 우수 특허기술 창출과 성과확산을 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연구개발 내용

가. 세부내용

(1) 이로 로세싱 련 기술 동향과 시장성 조사

(2) 이로 로세싱 련 특허자료를 기술 분류로 수집하여 특허기술의 기술 분

야별, 국가별, 출원인별, 연도별 정량분석

(3) 각 세부 기술 분야 별로 원천 핵심 특허를 악하고 이들 특허들의 특허 권

리 심층 분석

(4) 국가별 핵심 원천 특허 확보 기술 경합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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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종 특허 지표(AI, CR, TS, PFS, NPR 등) 분석, 기술 발 도, 참여기업 변

화, 향후 망 등 정성분석

(6) 기술 분야별 원천, 핵심 특허 확보 가능성 여부와 회피 설계 등 특허 확보 

략 연구

나. 추진 략  방법

(1) 특허/시장성 분석

(가) 특허․논문 분석

① 특허․논문 사  비조사

㉮ 지원기 의 문가들이 요청한 세부분야별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사  특

허․논문Raw-data 확인  기술 정성 검토

② 특허․논문 분석 임 확정

㉮ 특허․논문 분석 항목, 특허분쟁정보, 분석 상 국가, 검색구간  검색 데이

터베이스 등을 결정

㉯ 특허검색의 경우 WIPS 등의 유료 데이터베이스  각국 특허청DB를 활용하

며, 논문검색의 경우 SCI(Scientific Citation Index)  NDSL 등을 활용하여 

검색

③ 특허․논문 검색

㉮ 확정된 Tech tree와 검색식(키워드)을 이용하여 특허․논문 검색

④ 유효데이터 추출

㉯ 기술획득 략을 한 최종 분석 상에 포함될 특허․논문 추출(노이즈 제거)

⑤ 특허․논문 요지서 작성

㉮ 특허․논문에 해 기술분류, 서지사항, 기술내용, 표도면, 분쟁정보, 기술

요도 등에서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작성

⑥ 메이  기업의 포트폴리오 분석

㉮ 주요 메이 의 요소기술별 특허 소유분포(해당기업의 연구개발 략)를 분석

하여 경쟁기업의 포트폴리오를 악

⑦ 기술요소별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 요소기술( 분류 는 소분류 벨)별로 핵심이 되는 특허․논문의 분포를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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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동연구 황 분석

㉮ 공동연구 황을 조사하여 주요 메이  기업들의 연구개발 력 황을 악

⑨ 특허분쟁 황분석

㉮ 사업 상과제 분야에서 특허분쟁이 발생된 사례를 조사 분석

(2) 지재권 포트폴리오 설계

(가) 핵심특허 선정

① 핵심특허  요소기술별 원천특허 선정

㉮ 사업 상과제에서 응 략을 수립해야할 핵심특허 추출

㉯ 요소기술별 원천특허 도출

(나) 기술별 유망기술 도출

① 메이  기업의 기술개발 방향 측

㉮ 주요 메이 의 과거  재의 특허 략을 악하여 향후 특허 포트폴리오

의 변화 추이를 측

② 참여기업의 역량분석과 기회 측(SWOT 분석)

③ 기술별 유망 포트폴리오 도출

㉮ 요소기술별로 향후의 연구개발을 집 해야할 유망기술을 측

(3) IP 획득 략 수립

(가) IP 획득 략 수립

① 핵심원천특허 획득 략 수립

㉮ 신규사업 추진시 미래 시장 선 을 한 지재권 확보 략 제시

② 략특허 획득 략 수립

㉯ 해당 기술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략 특허 획득 방안 제시

③ 특허 보강 략 수립

㉮ 사업화 이후 시장 선 을 한 지재권 보당 략 제시

(나) 외부기술 도입 여부 등의 략 제시 

① 핵심․원천 특허에 한 기술이 , 라이센싱, M&A 등의 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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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D 과제 도출  유형 분석을 통한 R&D 략제시

① R&D 과제에 한 유형분석을 통하여 국가 R&D 는 자체 R&D 략 제시

(라) 지재권 략 청사진 제시

① 기술획득 략 보고서 작성

㉮ 기술획득 략 수립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사업 상과제의 기술이 추구해야할 

지재권 략 청사진을 구체 으로 제시

다. 연구개발 추진체계

(1) 기술 정보 수집  분석방안

  

(가) 특허  논문 조사

① 개요 : 해당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목 에 맞춰 선행기술조사, 특허동향조사 

등의 선행특허(논문)조사를 수행

② 선행기술조사 : 출원 진행에 앞서 청구범 를 충분히 검토하여  권리범 의 

회피를 한 기재내용의 보정사항을 제시하기 하여 기술의 사상과 기술 구

의 효과, 기술내용의 목 에 따라 조사기 을 설정하여 국내외의 특허정보 

 공지·공연한 논문정보들을 모두 검색하는 조사

③ 특허동향조사

㉮ 특허동향조사의 수행 흐름 

단계 주 요 내  용

1 특허조사 분석방향 설정, 분석 임, 범 , 키워드, 기술분류

2
특허조사를 통한 분석 상특허추출, 조사결과 검수  분석용 

DB구축

3 정량분석 실시(국가별, 기술별 등)

4 주요기술 정성분석(문제특허발굴 등)

5 특허조사 결과 검수  업체 활용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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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별 수행 내용

ⅰ) 특허분석 방향 설정

ⅱ) 분석 상 특허추출

ⅲ) 정량분석  정성분석 특허맵 작성

o 정량분석

- 각종 건수 추이  다각화 분석 

- 특허쉐어, 출원인별  기술분류별 분석

-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 특허 당 인용지수(Cites per Patent), 기술 

향력 지수(Current Impact Index), 기술력 지수(Technical strength), 기

술 의존도(Ratio of Dependency), 기술 자립도(Technology Independence) 

등과 같은 각종 지표별 분석

- 주요국 특허출원건수 추이  유율 분석 시

- 내·외국인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출원건수-출원인수 포트폴리오로 본 국가별 기술의 발 치

- 세부기술의 특허 유율  증가율에 따른 포트폴리오 분석

- 세부기술의 기술 분야별 출원동향 

- 세부기술의 (출원기간)구간별 출원동향

- 세부기술의 각 국가별 출원 등록 황

-  세계 국가별 주요 출원인

o 정성분석

- 핵심 기술 분야의 요특허를 주로 분석함

- 핵심 기술의 변화를 악하고 각각의 기술변화에 해당하는 특허를 집

으로 분석함

-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기본기술  특허망 확인, 장래기술 측 등의 결

과를 도출함

- 분쟁이 진행 인 특허와 향후 분쟁 가능성이 엿보이는 특허에 한 심층

인 특허분석을 실시함

- 국제표 과 련 있는 특허 한 별도로 분류하여 특허권리 범  분석 등

을 수행함

- 외국 경쟁사별 요특허를 분석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효과

으로 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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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릭스 분석을 통하여 외국 경쟁사별 공백기술을 악함 

- 기술성, 표 성, 시장성, 상용성 는 권리성 평가를 통해 핵심특허로 선정

된 특허에 해서 별도의 권리 분석을 실시함

- 선정된 최상  그룹의 특허에 해 별도의 권리 분석을 실시함

(2) 핵심특허 선정방안

(가) 핵심특허 도출  선정

  핵심특허선정  분석을 하여 정석 인 분석 자료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이러한 자료 이외의 해당 기 , 타 기업/기  등의 정보, 

INTERNET, 학술지, 정기간행물, 각종 회 등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등도 참조한

다.

<정성 인 핵심특허 도출>

a. 수요기 의 개발 목표(구체 인 사양)

b. 등록된 특허  최근 공개된 특허

c. 표   규격 련 특허 필수 으로 사용해야 할 기술

d. 미국특허는 피인용 횟수가 많은 특허 해당 기술에서 선도 기술

e. 패 리 특허수가 많은 특허

f. 특허 청구항 수가 많은 특허

g. 공동 출원인수가 많은 특허

h. 해당 기술 분류의 선원 특허

i. 공동 발명자가 많은 특허

※ 선정된 핵심특허  개발기술과 직 으로 련되는 순으로 등 별 분류한 

기 ( )

<우선순  상 특허 비고>

A : 원천기술로서 권리범 가 넓고 핵심기술이 되는 특허 기본특허

B : 응용기술로서 해당 세부기술 분야에 용 가능한 특허 개량특허

C : 기술의 다양성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특허 개량특허

D : 특정 모델에 국한하여 필요한 기술로서, 활용범 가 좁은 특허 개량특허

E : 해당 세부기술분야는 아니지만, 련 기반기술에 한 특허 참고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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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종 으로는 확보한 모든 정보들을 통해서 의에 의하여 정하고 아래 사항

도 참조함

㉮ 주요출원인, 기업, 주요 소기업 련 특허를 도시하여 체 경쟁구도  

기술발 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련기술의 주요특허를 분석

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특허를 시계역 으로 요약하여 일목요연하게 기술흐름 악 도모

㉰ 개발장애요인 특허, 요(문제)특허에 하여 특허요지를 요약/정리함

㉱ 각국 특허에서 주요기업의 주요기술 역 사항과 공백기술을 악하여 국제경

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와 취약 을 보강해야 할 기술 분야 악

(3) 특허·논문 검색  분석 략

(가) 분석방향

① 기본 분석 방향

㉮ 제시된 기술 분야에 한 지원기 과의 의를 통해 분석 방향이 결정되면 

이를 토 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함

㉯ 구체 인 분석은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으로 분류하여 련 기술 분야의 선행

기술 기본조사 자료를 통하여 다각 인 방면에서 기술동향 분석, 미래기술개발 

방향설정, 기술체계상 향후 개발 시 발 이 측되는 기술 분석을 실시함

② 세부 분석 방향

■ 1단계 : 기술 숙지  검색식 도출

■ 2단계 :  노이즈 제거  리스트 작성

■ 3단계 : 주요 공보 추출

■ 4단계 : 정량/정성분석 실시

㉮ 정량분석

o 기술 분류에 따른 국가별, 연도별  출원인별 동향조사는 기본 으로 포함

시킴

o 주어진 조건(상기 국가별, 연도별, 출원인별 는 연구기 이 원하는 조건 

등)에 따라 데이터를 정렬한 후, 해당 조건에 한 건수를 토 로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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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다각 인 통계분석을 실시

o 주요 출원인에 한 심층특허분석을 실시

o 국내  해외기술의 상 계에 한 비교분석을 실시

o 각종 특허지표에 따른 분석을 실시

※ 특허지표분석

지표 의미 분석항목

특허활동 지수(AI) 특허활동도  기술 신 집 도 특허 건수

특허당 인용도지수(CPP)
단 신성과의 평균  

요도· 향력

인용 계

(citation)

특허 향지수(PII)
단 신성과의 평균  

요도· 향력

기술 향지수(CII)
과거 5년의 신성과가 재 

미치는 향력

기술력지수(TS)
질 , 양 측면이 모두 반 된 

기술경쟁력

기술순환주기지수(TCT) 기술 신활동의 속도

과학연계지수(SL) 기 과학과의 연계도

특허 당 청구항수

(AvgClaims)
실질 인 신성과의 양 규모

특허청구항

(Claim)

시장 확보력지수

( 특허 패 리규모, PFS )

신성과인 특허의 지역  

보호범

특허패 리 수

(Family)

o 특허활동지수(AI : Activity Index)

  특정 연구주체가 체특허건수를 상으로 특정 기술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

로 AI가 1보다 큰 경우는 특허집 도가 높고, 1보다 작은 경우는 특허집 도가 

낮은 것을 의미함

- 동일 기간 내에 경쟁사간의 AI값 비교 가능

- 연도별로 AI값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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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o 특허 당 피인용수(CPP : Cites per Patent)

  분석 상의 특허가 이후의 기술 신활동에 어느 정도의 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특정연도에 등록된 특허들이 이후의 특허들에 의해 평균 으

로 인용된 회수를 의미함

- CPP 값이 높을수록 주요특허(기본특허, 원천특허)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o 특허 향지수(PII : Patent Impact Index)

  특정 국가 는 기업의 기술 신성과의 질 수 을 평가하기 해 사용 될 수 

있는 지표임

- 체특허들이 평균 으로 인용되는 회수에 해 특정국가 는 출원인의 특

허가 인용되는 회수의 상  비율을 의미함

여기서,

o 기술 향지수(CII : Current Impact Index)

  재 향지수(CII)는 분석 상으로 삼고 있는 특정 주체의 과거 5년 동안의 기

술 신성과가 재시 (연도)에 미치고 있는 기술  향력에 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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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여기서,

o 기술력지수(TS : Technology Strength)

  특정한 국가 는 출원인의 기술  역량을 살펴보기 해 사용되는 지표임

- 기술력지수를 통해 개별 기술성과들의 평균  수 (CII값)과 기술성과에 

한 양 인 측면(특허건수)이 모두 고려된 특정국가 는 출원인의 기술역량

에 한 정보를 제공

여기서,

o 기술순환주기지수(TCT : Technology Cycle Time)

  기술발 의 속도, 즉, 신활동의 속도에 한 정보를 제공함

- 기술 수명 주기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됨

- 기술 분야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컨 , 선박기술 분야와 같은 통  

산업부분은 상 으로 크게 나타나며, 정보통신분야는 상 으로 작게 나

타남

여기서,

  TCT = 인용된 특허들의 발행연도와 인용한 특허의 발행연도와의 차이 값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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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값을 의미함

o 과학연계지수(SL, Science Linkage)

  특허에 담겨진 기술이 과학 역의 연구 성과들과 얼마나 한 련을 맺고 

있는가를 나타냄

- 기 기술개발에 주력하는가, 아니면 응용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는 지수로서, 기술개발활동의 방향성 는 성격을 규명함

- SL지수는 NPR(Non-Patent References)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기도함

- 미국특허공보상의 인용문헌 “Other Publication”부분의 과학기술논문의 개수

를 추출하여 계산되는 지수

여기서,

o 시장확보력지수(PFS : Patent Family Size)

  특허 패 리의 규모는 직 으로는 해당특허의 지역  보호범 를 나타내며, 

간 으로는 해당특허가 가지는 기술  요성과 신성과로서의 가치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 기타 지표 분석

o 기술 의존도(Ratio of Dependency)

  내국인과 외국인의 특허출원 건수비를 이용하여 기술 분야별로 내국인의 기술

보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

o 기술 자립도(Technology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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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연구주체(기업)가 출원한 특허를 그 특정 연구주체(기업)에서 어느 정도 

인용하 는지를 살펴보는 지표

㉯ 정성분석

o 지원기업과의 조를 통해 추출된 주요 공보에 한 권리분석을 실시

o 기본 인 서지사항(발명의 명칭, 출원인, 출원국, 출원/공개/등록번호, 기술분

류, 법 상태)  기술요약, 표도면, 분석결과 등의 사항을 기재

o 독립청구항에 한 세부 인 분석을 실시하고, 필요시 종속항에 한 분석도 

병행하여 실시

o 필요시 우선권 기 출원, 가출원, CIP 출원, 인용공보  논문,  Family 특허 

등의 사항을 기재

<특허 정성분석의 개요>

o 데이터를 내용 으로 악하고 분석

o 기술특성 혹은 출원인 특성을 고려한 분석 필요

o 기술동향분석

- 기술발 도 혹은 기술 개도

- 인용 계를 통한 분석

o 권리범 분석

- 기술  유사성을 고려한 권리망 분석

- 특허 청구범 의 심층 분석

o 연구개발 사양/비교 상제품과의 침해분석

<핵심특허 발굴>

o 핵심특허의 선별

- 핵심특허의 선별은 특허지도의 작성목 , 수요자의 요구 는 요 기술 

분야를 한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일반 임

- 그러나 특정 기술 분야가 한정되지 않는 등 핵심특허의 선별기 이 없는 

경우에는 미국특허를 심으로 인용  피인용 특허가 많은 특허로 선별하

거나 많은 국가에 출원한 특허를 기 으로 선별하기도 함

- 그밖에 분쟁을 가장 많이 일으켰던 특허를 핵심특허로 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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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특허분석 범   기

1. 분석 상 특허1)

  본 연구과제에 한 RAW데이터 추출결과 약 1500건의 RAW데이터가 추출되

었으며, 이에 한 1차  2차 노이즈 제거결과 총 238건의 최종 분석데이터가 

도출됨. 1차 노이즈 제거 과정에서는 특허의 제목  도면, 요약 등의 정보를 통

해 노이즈 제거작업이 수행되었음. 한편, 1차 노이즈 제거 과정에서는 2명 이상

이 동시에 노이즈 제거작업을 수행하여 상호 크로스 체크를 실시함. 2차 노이즈 

제거 과정에서는 문 원의 검증을 통해 이루어짐. 특히, 2차 노이즈 제거작업

은 해당 분야를 공한 다수의 석사과정 이상 연구원들의 조를 통해 특허 

문을 확인하여 본 과제와 련이 있다고 단되는 특허만을 선별하 으며, 최종

으로 문 원인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양자공학과 윤종일 교수의 검증을 

통해 수행되었음. 

자료 구분 국 가 체분석구간 상특허

공개  등록특허

한국 ~ 2010.03(검색일) 30

일본 ~ 2010.03(검색일) 99

유럽 ~ 2010.03(검색일) 19

미국 ~ 2010.03(검색일) 90

합계 238

[표 1-1]  국가별 분석구간  특허건수

※ 정량분석구간: 한국, 미국공개, 일본, 유럽 → ~2008(출원년도),  미국등록 → ~2009(등

록년도)  

※ 정성분석구간: 체분석구간 상 (~2010.03(검색일))

1) ∘ 분석 상특허 추출방법 : 국제특허분류, 키워드  주요출원인 검색 등을 통해 RAW데이터를 추출한 후, 

입수된 RAW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부인력에 의한 크로스체크를 통해 노이즈를 제거함(요약, 도면, 타

이틀 등의 기본 인 데이터를 토 로 노이즈 제거). 이후, 문 원의 검증을 통한 2차 노이즈 제거를 

실시하여 최종 분석데이터를 도출함.

∘ 본 연구과제에 한 RAW데이터 추출결과 약 1500건의 RAW데이터가 추출되었으며, 이에 한 1차  

2차 노이즈 제거결과 총 238건의 최종 분석데이터가 도출됨.

∘ 본 연구과제에 한 최종 분석데이터는 비교  은 건수의 데이터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이로 로세

싱 기술에 한 특허출원이 부분 국가 연구기 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시장형성이 활발하지 못하

며, 특히, 주요출원국가인 미국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핵처리기술 연구에 한 외부제약에서 자유롭

기 때문에 건식처리기술에 비해 처리공정이 수월한 습식처리기술에 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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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소분류

분석 상 건수

한국 일본
미

국

유

럽

합

계

이로 로세싱

처리 

해환원

처리공정 5 3 9 2 19

해환원공정 5 13 8 8 34

해정련 해정련공정 5 58 29 3 95

해제련  

폐기물처리

해제련공정 4 10 13 1 28

폐기물처리공정 11 15 31 5 62

합 계 30 99 90 19 238

분류 소분류 기술범 (개요)

이로

로세싱

처리공정

  기계  처리 공정  Voloxidation 공정 

등이 포함되며, 폐연료 을 단한 후 U3O8 로 

산화된 분말을 형성한다. 이는 반응물의 비표

면 이 크게 증가하여 다음 공정인 해환원에

서 반응속도와 환율을 높여주는 효과를 갖는

다.

해환원공정

  산화물로된 연료물질을 해정련에 앞서 환

원시키는 공정으로서, 산화물을 속 형태로 

바꾸기 해서는 크게 화학 인 환원법과 기

인 환원법이 있다.

해정련공정
  속 형태로 환된 연료물질로부터 우라늄

을 선택 으로 분리, 회수하기 하여 해정

   단, 분석데이터의 양이 어 분석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분석구간을 임의로 

조정하여 분석을 실시함.

2. 분석 상 기술분류

[표 1-2]  분석 상기술분류

3. 분석 상 기술범

[표 1-3]  분석 상기술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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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방법을 이용한다. 고온의 해조에서 기

분해를 통하여 우라늄 속을 음극에 착시킨

다. 이 때 각종 속은 그 고유의 산화/환원 

(Gibbs free energy)가 있고 그것이 원소

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용하여 원소 

그룹별로 선택  분리가 가능하다.

해제련공정

  해정련공정에서 아직도 용융염에 남아 있

는 일부 우라늄과 TRU를 분리, 회수하기 하

여 수행하는 2차 해조작이 해제련이다. 그 

원리는 앞의 해정련공정과 동일하지만 이 경

우에는 액체음극( , 카드뮴)을 사용하여 

U/TRU를 혼합물 상태로 함께 분리해내는데 

이 때 희토류 원소(RE)들의 일부도 TRU 제품

에 동반될 수 있다.

폐기물처리공정

  착물 회수 공정, 우라늄 주조 공정, 폐기가

스 처리 공정, 염 재생 공정, 폐기물 처리 공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분류 소분류 검색 키워드(국문  문)

이로

로세싱

처리 

해환원

1. 국제특허분류

G21B* or G21C* or G21D* or G21F* or G21G* or 

G21H* or G21J* or G21K*

2. 키워드

[(방사성폐기물* or (방사성 adj 폐기물) or 사용후

핵연료 or (사용후 adj (핵연료* or 핵폐기물*)) or 

핵폐기물* or (핵 adj (폐기물* or 재활용*)) or 

((nuclear* or radioactiv*) near (waste* or 

reprocess*))) or (방사성폐기물* or (radioactiv* adj 

waste*) or (방사성 adj 폐기물) or 사용후핵연료 or 

(사용후 adj (핵연료* or 핵폐기물*)) or 핵연료* or 

4.  기술분류별 키워드

[표 1-4] 기술분류별 검색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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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원료* or 핵폐기물* or (핵 adj (연료* or 원료* 

or 폐기물*)) or nuclear-fuel* or nuclear-material* 

or (nuclear* near (fuel* or material* or waste*))) 

near (재활용* or reprocess*) or ( 이로 로세싱* 

or 이로 로세스* or pyroprocess* or 

pyro-process* or (pyro* adj process*) or 건식처리

* or 건식정련* or (pyrochemical* adj process*) or 

(PYROX adj process*) or ((PYRO-metallurg* or 

pyrometallurg*) adj process*) or 방사성폐기물* or 

(radioactiv* adj waste*) or (방사성 adj 폐기물) or 

사용후핵연료 or (사용후 adj (핵연료* or 핵폐기물

*)) or 핵연료* or 핵원료* or 핵폐기물* or (핵 adj 

(연료* or 원료* or 폐기물* or 재활용*)) or 

nuclear-fuel* or nuclear-material* or (nuclear* 

near (fuel* or material* or waste* or 

reprocess*)))] and [ 해환원* or 기분해* or 

(electro* near (reduction* or reduce*)) or 

(nuclear* and (electrochemical* or 

electro-chemical* or (electro* near chemical*))) or 

속 환* or metallizing* or metallize* or (( 극* 

or 음극* or 양극* or electrode* or cathode* or 

anode* or 셀 or cell) near (소결체* or sintering* 

or sintered* or pellet* or powdered* or 

powdering*)) or zeolite* or LiCl—Li or ((pyro* or 

이로* or waste* or reprocess*) and (연료 * or 

(nuclear and ((fuel adj assembly*) or (fuel adj 

rod*))))) or voloxidation* or actinide*]

해정련

1. 국제특허분류

G21B* or G21C* or G21D* or G21F* or G21G* or 

G21H* or G21J* or G21K*

2. 키워드

[(방사성폐기물* or (방사성 adj 폐기물) or 사용후

핵연료 or (사용후 adj (핵연료* or 핵폐기물*)) or 

핵폐기물* or (핵 adj (폐기물* or 재활용*)) or 

((nuclear* or radioactiv*) near (wast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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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ocess*))) or (방사성폐기물* or (radioactiv* adj 

waste*) or (방사성 adj 폐기물) or 사용후핵연료 or 

(사용후 adj (핵연료* or 핵폐기물*)) or 핵연료* or 

핵원료* or 핵폐기물* or (핵 adj (연료* or 원료* 

or 폐기물*)) or nuclear-fuel* or nuclear-material* 

or (nuclear* near (fuel* or material* or waste*))) 

near (재활용* or reprocess*) or ( 이로 로세싱* 

or 이로 로세스* or pyroprocess* or 

pyro-process* or (pyro* adj process*) or 건식처리

* or 건식정련* or (pyrochemical* adj process*) or 

(PYROX adj process*) or ((PYRO-metallurg* or 

pyrometallurg*) adj process*) or 방사성폐기물* or 

(radioactiv* adj waste*) or (방사성 adj 폐기물) or 

사용후핵연료 or (사용후 adj (핵연료* or 핵폐기물

*)) or 핵연료* or 핵원료* or 핵폐기물* or (핵 adj 

(연료* or 원료* or 폐기물* or 재활용*)) or 

nuclear-fuel* or nuclear-material* or (nuclear* 

near (fuel* or material* or waste* or 

reprocess*)))] and [ 해정련* or ((electro* or 

nuclear*) near (refine* or refining*)) or 

electrolytic* or electrolysis* or 염폐기물* or (염 

adj 폐기물*) or 용융염* or (molten* adj salt*) or 

(salt* near  waste*) or 공융염* or LiCl-KCL or 

(LiCl adj KCL) or (eutectic* adj molten adj salt*) 

or (eutectic* adj salt*) or eutectic-salt* or 수로

* or (heavy* adj water* adj reactor*) or ((우라늄

* or uranium* or 핵분열생성물 or (핵분열* adj 생

성물*) or (fission* adj product*) or 우라늄* or 

tru or transuranium* or transuranian*) and (소결

체* or sintering* or sintered* or 착* or pellet* 

or electrodeposition* or electro-deposition*))]

해제련 

폐기물처리

1. 국제특허분류

G21B* or G21C* or G21D* or G21F* or G21G* or 

G21H* or G21J* or G21K*

2. 키워드

[(방사성폐기물* or (방사성 adj 폐기물) or 사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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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or (사용후 adj (핵연료* or 핵폐기물*)) or 

핵폐기물* or (핵 adj (폐기물* or 재활용*)) or 

((nuclear* or radioactiv*) near (waste* or 

reprocess*))) or (방사성폐기물* or (radioactiv* adj 

waste*) or (방사성 adj 폐기물) or 사용후핵연료 or 

(사용후 adj (핵연료* or 핵폐기물*)) or 핵연료* or 

핵원료* or 핵폐기물* or (핵 adj (연료* or 원료* 

or 폐기물*)) or nuclear-fuel* or nuclear-material* 

or (nuclear* near (fuel* or material* or waste*))) 

near (재활용* or reprocess*) or ( 이로 로세싱* 

or 이로 로세스* or pyroprocess* or 

pyro-process* or (pyro* adj process*) or 건식처리

* or 건식정련* or (pyrochemical* adj process*) or 

(PYROX adj process*) or ((PYRO-metallurg* or 

pyrometallurg*) adj process*) or 방사성폐기물* or 

(radioactiv* adj waste*) or (방사성 adj 폐기물) or 

사용후핵연료 or (사용후 adj (핵연료* or 핵폐기물

*)) or 핵연료* or 핵원료* or 핵폐기물* or (핵 adj 

(연료* or 원료* or 폐기물* or 재활용*)) or 

nuclear-fuel* or nuclear-material* or (nuclear* 

near (fuel* or material* or waste* or 

reprocess*)))] and [ 우랄* or 우라늄* or 

transuranium* or transuranian* or tru or 액체음극

* or (액체* adj 음극*) or ((electro* or nuclear*) 

near (smelt* or winning*)) or (liquid* adj 

(cathode* or electrode*)) or 고속로* or (fast adj 

reactor*) or ((salt* or metal* or gas) near  

waste*)]

Pyroprocessing* or (Nuclear* near reprocessing*) or ((Nuclear* adj fuel*) 

near reprocessing*) or (spent* adj nuclear* adj fuel*) or (Nuclear* and 

(electrorefining* or electrowinning* or electroreduction* or electrorefiner* 

or (liquid adj cadmium) or (fuel* adj chopping*) or (electrometallurgical* 

adj treatment*) or (actinide* adj recovery*) or (salt* adj recovery*))) or 

pyro-partitioning* or (pyro adj partitioning*)

※ 추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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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국가 소분류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출원인 발명의 명칭

1 한국
폐기물처

리

2002-

0035445

2002-

06-24
0485926

한국수력원

자력 주식회

사

우라늄 의 연속주

조 방법  장치 

2 한국 해환원
2003-

0019388

2003-

03-28
0593790

한국원자력

연구소

ＬｉＣｌ－Ｌｉ₂

Ｏ 용융염계를 이

용하여 산화물핵연

료로부터 핵연료 

속을 제조하는 

방법, 상기 방법을 

구 하기 한 환

원 극,  상기 

환원 극을 포함하

는 환원 장치 

3 한국 해환원
2005-

0055051

2005-

06-24
0684404

한국원자력

연구소

ＬｉＣｌ - Ｌｉ₂

Ｏ 용융염계에서 

산화물 핵연료의 

기화학  속

환반응에 사용되는 

형Ｆｅ₃Ｏ₄양

극의 제조 방법  

이를 이용한 기 

화학 속 환 셀 

4 한국 해정련 2006- 2006- 0767053 한국원자력 속우라늄의 생산 

제 2 장 특허분석

제 1  주요특허별 권리분석

1. 국가별 기술별 주요특허

  국가별 등록된 특허들  본 연구과제와 기술  유사도가 높은 특허를 주요특

허로서 추출함.

[표 2-1] 국가별 주요특허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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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317 01-11 연구원
방법  동 방법에 

사용되는 장치 

5 한국 처리
2006-

0005021

2006-

01-17
0700420

한국원자력

연구소

용융염 기분해법

에 의한 ＴＲＩＳ

Ｏ 입자 핵연료 피

복층 제거 방법  

그 장치 

6 한국
폐기물처

리

2006-

0130799

2006-

12-20
0766516

한국원자력

연구원

염화리튬 는 염

화리튬 - 염화칼륨 

공융염 내에 존재

하는 스트론튬  

바륨 성분을 제거

하는 방법 

7 한국
폐기물처

리

2007-

0015672

2007-

02-15
0852383

한국원자력

연구원

실리카 함유 무기

물을 이용한 방사

성 폐용융염의 고

화처리 방법 

8 한국 해정련
2007-

0054583

2007-

06-04
0880731

한국원자력

연구원

속 우라늄의 연

속식 해 정련 장

치 

9 한국 해정련
2007-

0054821

2007-

06-05
0880421

한국원자력

연구원

고체 - 액체 통합

형 음극 장치  

이를 이용한 악티

나이드계원소 회수 

방법 

10 한국
폐기물처

리

2007-

0065134

2007-

06-29
0861262

한국원자력

연구원

희토류  ＴＲＵ 

핵종을 포함하는 

공융염폐기물의 재

생 장치  방법 

11 한국
폐기물처

리

2007-

0122929

2007-

11-29
0882578

한국원자력

연구원

쵸크랄스키 결정성

장 장치  이를 

이용한 염폐기물의 

정제 방법 

12 한국
폐기물처

리

2008-

0014453

2008-

02-18
0930306

한국원자력

연구원

사용후핵연료의 

이로 공정 회수 

속우라늄을 이용한 

수로용 핵연료 

소결체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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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 해제련
2008-

0029891

2008-

03-31
0945156

한국원자력

연구원

악티나이드계 원소 

회수를 한 용융

염 해조 

14 일본
폐기물처

리

1991-

277076

1991-

09-27
2736479 -　

사용 종료 속 핵

연료 건식재 처리

에 있어서의 염폐

기물의 처리 방법

15 일본 해정련
1993-

065006

1993-

03-24
3172316

CENTRAL 

RES INST 

O F 

ELECTRIC 

P O W E R 

IND

용융염 기 장정

제법

16 일본 해정련
1993-

316234

1993-

12-16
3199937 TOSHIBA

용융염 해 정제 

장치

17 일본 해정련
1994-

193032

1994-

08-17
3120002

TOSHIBA 

CORP

사용 종료 연료의 

재활용 방법

18 일본 해정련
1994-

255395

1994-

10-20
3342968

TOSHIBA 

CORP

사용 완료 연료의 

재활용 방법

19 일본 해정련
1996-

069556

1996-

03-26
3486044

TOSHIBA 

CORP

용융염 해정제 

장치

20 일본 해제련
1997-

144815

1997-

06-03
2941741 -　

사용 핵 연료의 건

식재 처리 방법  

건식재 처리 장치

21 일본 해정련
1999-

324183

1999-

11-15
3597741 -

용융염 해용 처

리 장치  해 

처리 방법

22 일본 처리
2000-

228794

2000-

07-28
3504595 -

사용한 핵연료의 

처리 방법  

처리 장치

23 일본 해환원
2003-

107997

2003-

04-11
3893360

K O R E A 

A T O M 

E N E R G 

RES INST

산화물 핵연료로부

터 핵연료 속을 

제조하기 한 환

원 극  환원 

장치

24 일본 해정련
2004-

146864

2004-

05-17
3834324

J A P A N 

NUCLEAR 

C Y C L E 

용융염 의 풀토

닐 농도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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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

M E N T 

I N S T 

S T A T E S 

O F 

PROJECTS

25 일본 해환원
2004-

169557

2004-

06-08
4049324 -　

속 리튬에 의한 

산화 우라늄 환원 

공정의 실시간 처

리 측정 방법

26 미국 해정련
1989-

414570

1989-

09-29
5041193

R o c k w e l l 

International 

Corporation

Acitnide recovery

27 미국 해환원
1992-

941959

1992-

09-08
5290337

G e n e r a l 

M o t o r s 

Corporation

P y r o c h e m i c a l 

processes for 

producing Pu, Th 

and U metals 

with recyclable 

byproduct salts

28 미국
폐기물처

리

1992-

945397

1992-

09-16
5264159

Doryokuro 

Kakunenryo 

K a i h a t s u 

Jigyodan

Process for 

treating salt 

waste generated 

in dry 

reprocessing of 

spent metallic 

nuclear fuel

29 미국 해정련
1992-

999339

1992-

12-31
5336450

The United 

S t a t e s 

Department 

of Energy

Process to 

remove rare earth 

from IFR 

electrolyte

30 미국 해정련
1993-

012713

1993-

02-03
5348626

The United 

S t a t e s 

Department 

of Energy

E l e c t r o l y t i c 

recovery of 

reactor metal fuel

31 미국 해정련
1993-

172313

1993-

12-23
5454914

The United 

S t a t e s 

Department 

of Energy

Method of 

removal of heavy 

metal from molten 

salt in IFR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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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oprocessing

32 미국 해정련
1994-

272376

1994-

07-06
5443705

The United 

S t a t e s 

Department 

of Energy

Electrorefiner

33 미국 해정련
1994-

267949

1994-

07-06
5531868

The United 

S t a t e s 

Department 

of Energy

A d v a n c e d 

e l e c t r o r e f i n e r 

design

34 미국 해정련
1995-

458527

1995-

06-02
5582706

R o c k w e l l 

Internationa

l 

Corporation

Electroseparation 

of actinide and 

rare earth metals

35 미국 해정련
1995-

562612

1995-

11-24
5650053

The United 

S t a t e s 

Department 

of Energy

E l e c t r o r e f i n ing 

cell with parallel 

electrode/concentri

c cylinder cathode

36 미국 해정련
1998-

074374

1998-

05-08
6056865

J a p a n 

N u c l e a r 

C y c l e 

Developmen

t Institute

Dry chemical 

r e p r o c e s s i n g 

method and dry 

c h e m i c a l 

r e p r o c e s s i n g 

apparatus for 

spent nuclear fuel

37 미국 해정련
1998-

174591

1998-

10-19
6156183

Kabush ik i 

K a i s h a 

Toshiba

Method of 

processing spent 

reactor fuel with 

magnesium alloy 

cladding

38 미국
폐기물처

리

2000-

508324

2000-

10-20
6468495

B r i t i s h 

N u c l e a r 

Fuels PLC

Treatment of 

molten salt 

r e p r o c e s s i n g 

wastes

39 미국 해정련
2001-

940421

2001-

08-29
6689260

The United 

S t a t e s 

Department 

of Energy

Nuclear fuel 

electrorefiner

40 미국 해정련 2002- 2002- 6793894 J a p a n P y r o c h e m i c 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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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47 01-22

N u c l e a r 

C y c l e 

Developmen

t Institute

r e p r o c e s s i n g 

method for spent 

nuclear fuel and 

induction heating 

system to be 

used in 

p y r o c h e m i c a l 

r e p r o c e s s i n g 

method

41 미국 해환원
2003-

618058

2003-

07-11
7090760

K o r e a 

A t o m i c 

E n e r g y 

R e s e a r c h 

Institute

Method of 

reducing spent 

oxide nuclear fuel 

into nuclear-fuel 

metal using 

LiCl-Li

42 미국 해정련
2003-

631438

2003-

07-30
6972108

K o r e a 

A t o m i c 

E n e r g y 

R e s e a r c h 

Institute

Device for 

m e t a l l i z i n g 

uranium oxide 

and recovering 

uranium

43 미국 처리
2003-

637089

2003-

08-05
7011736

The United 

S t a t e s 

Department 

of Energy

U . s u p . + 4 

generation in 

HTER

44 미국 해정련
2003-

637088

2003-

08-05
7097747 -

C o n t i n u o u s 

p r o c e s s 

electrorefiner

45 미국 해정련
2004-

761916

2004-

01-21
7267754

U . S . 

Department 

of Energy

Porous membrane 

e l ec t rochemica l 

cell for uranium 

and transuranic 

recovery from 

molten salt 

electrolyte

46 미국 해정련
2004-

857013

2004-

06-01
7323032

J a p a n 

N u c l e a r 

C y c l e 

P y r o c h e m i c a l 

r e p r o c e s s i n g 

method for sp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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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

t Institute
nuclear fuel

47 미국 해제련
2004-

528883

2004-

07-23
7635421

J a p a n 

N u c l e a r 

C y c l e 

Developmen

t Institute

E l e c t r o l y t i c 

apparatus for use 

in oxide 

e l e c t r ow i nn i ng 

method

48 미국 해환원
2006-

483711

2006-

07-10
7504079

K o r e a 

A t o m i c 

E n e r g y 

R e s e a r c h 

Institute

Vol-oxidizer for 

spent nuclear fuel

49 유럽 해환원 00985455
2000-

12-04
1240647

B r i t i s h 

N u c l e a r 

Fuels PLC

A C T I N I D E 

PRODUCTION

50 유럽 해환원 02727748
2002-

06-06
1393324

B r i t i s h 

N u c l e a r 

Fuels PLC

A C T I N I D E 

PRODUCTION

51 유럽 해환원 03704816
2003-

02-24
1481401

B r i t i s h 

N u c l e a r 

Fuels PLC

ELECTROCHEMI

CAL CELL FOR 

M E T A L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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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별 기술별 주요특허 분포

  

[그림 2-1-1] 국가별 기술별 주요특허 분포

① 국가별 주요특허분포를 살펴보면, 한국은 폐기물처리기술과 련된 특허가 6

건으로 체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해정련기술과 련된 특허

가 3건 23%, 해환원 련 기술 2건 15%, 해제련  처리 련 기술이 각

각 1건 8% 등의 순으로 나타남.

② 미국  일본은 해정련기술과 련된 특허가 체의 과반수이상인 70%(16

건)  59%(7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의 경우 주요특허로서 해환원

기술 련 특허만이 주요특허로 추출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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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별 주요특허에 한 출원인분포

[그림 2-1-2] 국가별 주요특허에 한 출원인분포

※ 제1 출원인 기

① 국가별 주요특허에 한 출원인분포를 살펴보면, 한국은 제1 출원인 기 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12건의 특허를 등록하 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이 1건의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한국의 경우 부분의 특허가 한국원

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출원한 특허들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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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국의 경우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US))가 8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시켰으며, 특히, 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JP) 4건,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R) 3건 등 일본 

 한국 출원인에 의한 주요특허가 많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남.

③ 일본의 경우 TOSHIBA CORP가 4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시켰으며, 유

럽의 경우 BRITISH NUCLEAR FUELS PLC가 3건의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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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공정

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용융염 기분해법에 의한 ＴＲＩＳＯ 입자 핵연료 피복층 

제거 방법  그 장치

출원인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발명자 이종  | 김응호 | 심 보 | 안병길 | 권상운 | 유재형 | 박성원

출원번호 2006-0005021 출원일 2006-01-17

등록번호 [KR] 0700420 등록일 2007-03-21

소분류 처리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본 발명은 용융염 기분해법에 의한 TRISO 입자 핵연료 피

복층 제거 방법  그 장치에 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알칼리 속 는 알칼리 토 속 용융염 내에서 알칼리 속 

는 알칼리 토 속 할로겐 화합물을 기화학 으로 분해하

여 탄소 성분  SiC 피복층을 제거함과 아울러 반응생성물

을 반응 원료로 재순환시키는 TRISO 입자 핵연료 피복층 제

거 방법  그 장치에 한 것으로서, 종래 고온  부식성

이 강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2차 폐기물 발생

량을 획기 으로 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습식공정을 이

용하지 않으므로 핵 확산 항성이 우수한 유용한 효과를 제

공할 수 있다.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에 따른 용융염 기분해법에 의한 TRISO 입자 핵연

료 피복층 제거 공정을 나타낸 흐름도

2. 주요 특허별 권리분석 

(1) [KR] 0700420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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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3개  종속항 9개

주요 청구항

(a) 알칼리 속 는 알칼리 토 속 할로겐 염으로부터 선택되

는 단일염 는 둘 이상의 공융염 용융액에 별도의 환원제 첨가 

없이 TRISO 입자 는 TRISO 연료 콤팩트를 장입하는 단계;

(b) 상기 용융염을 상기 TRISO 입자 는 TRISO 연료 콤팩트

의 탄소층과 인터칼 이션 반응시켜 외부 열분해 탄소층을 박리

시키는 단계;

(c) 상기 알칼리 토 속 할로겐 염을 상기 TRISO 입자 는 

TRISO 연료 콤팩트의 탄화규소층과 해 반응시켜 상기 탄화

규소층을 박리시키는 단계;

(d) 상기 용융염을 상기 TRISO 입자 는 TRISO 연료 콤팩트

의 내부 열분해 탄소층  버퍼층과 인터칼 이션 반응시켜 상

기 버퍼층을 박리시키는 단계; 

(e) 상기에서 박리된 물질들을 제거하고 커넬을 회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용융염 기분해법에 의한 TRISO 입자 핵연료 피

복층 제거방법.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본 발명은 핵확산 항성이 크고, 처분 상 고  핵폐기물의 

양을 폭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리 공정  발생하는 2

차 폐기물 발생량을 감시키기 한 목 을 갖는다.

이를 한 주요 구성요소로서, 알칼리 속 는 알칼리 토 속 

용융염 내에서 알칼리 속 는 알칼리 토 속 할로겐 화합물

을 기화학 으로 분해하여 탄소 성분  SiC 피복층을 제거

하고, TRISO 입자 핵연료 내의 연료성분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기 한 처리단계에 해당

하는 기술내용으로서, 비교  최근에 출원된 특허임. 한, 본 

발명은 종 의 습식공정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핵확산 항

성을 높일 수 있으며, 처분 상 고  핵폐기물의 양을 폭 

일 수 있다는 에서 본 과제와 기술  유사도가 높음

비 고 1. 선행기술조사문헌 : KR2001-0040796A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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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U+4 generation in HTER

출원인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발명자 Miller; William E. | Gay; Eddie C. | Tomczuk; Zygmunt 

출원번호 2003-637089 출원일 2003-08-05

등록번호 [US] 7,011,736 등록일 2006-03-14

소분류 처리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A improved device and process for recycling spent nuclear 

fuels, in particular uranium metal, that facilitates the 

refinement and recovery of uranium metal from spent 

metallic nuclear fuels. The electrorefiner device comprises 

two anodes in predetermined spatial relation to a cathode. 

The anodese have separate current and voltage controls. A 

much higher voltage than normal for the electrorefining 

process is applied to the second anode, thereby facilitating 

oxidization of uranium (III), U+, to uranium (IV), U+4. The 

current path from the second anode to the cathode is 

physically shorter than the similar current path from the 

second anode to the spent nuclear fuel contained in a first 

anode shaped as a basket. The resulting U
+4
 oxidizes and 

solubilizes rough uranium deposited on the surface of the 

cathode. A softer uranium metal surface is left on the 

cathode and is more readily removed by a scraper.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에 따른 장치의 돌출부를 나타낸 것이다.

(2) [US] 7,011,736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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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1개  종속항 8개

주요 청구항

A process for removing uranium from nuclear fuel contained 

in an electrorefiner, the process comprising: a) oxidizing the 

uranium to create positively charged uranium ions; b) 

depositing the ions onto a cathode as uranium metal; c) 

reoxidizing a portion of the deposited uranium metal so as to 

cause the reoxidized portion to separate from the cathode; d) 

removing the uranium metal from the cathode; and e) 

redepositing the reoxidized portion onto the cathode as 

uranium metal.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본 발명은 통상의 해정련 장치를 손상시키는 일 없이, 캐소드 

흡착물로부터 우라늄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해 캐소드와 

거리 으로 차이가 나도록 두 개의 애노드를 사용하여 러 하

게 흡착되는 애노드로부터 우라늄의 제거가 용이하도록 한다.

따라서, 통상의 정련 장치에 애노드 하나를 추가하며 두 애노드 

간에는 캐소드와의 거리  차이를 두어 우라늄의 산화  제거

를 반복하는 것으로 발명의 목 을 달성한다는 에 기술의 특

징이 있다.

비 고

1. 선행기술조사문헌 : 

U.S. Pat. No. 5,650,053 

U.S. Pat. No. 5,531,868 

U.S. Pat. No. 5,009,752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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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사용 완료 핵연료의 처리 방법  처리 장치 

출원인 핵연료 사이클 개발 기구   

발명자 스즈키 요시아키 | 와시야 다다히로 | 고이즈미 무

출원번호 ２０００－２２８７９４ 출원일 2000-07-28

등록번호 [JP] 3504595 등록일 2003-12-19

소분류 처리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고속로  는 고속 증식로에서의 사용 완료 연료 을 단하

고 질산 용해조 는 용융염 해조에서 용해 처리한 사용 

완료 연료의 처리에 있어， 사용 완료 연료의 용해 시간의 

단축화나 단시에 발생한 단 속분의 용해조나 배 내에

서의 퇴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장치 자

체의 컴팩트화，설치 스페이스의 축소도 가능한 사용 완료 

연료의 처리 방법  처리 장치에 한 발명임.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의 처리 장치의 실시 를 보여주는 설명도

(3) [JP] 3504595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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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2개  종속항 8개

주요 청구항

1. 고속로  는 고속 증식로에 있어서 사용 완료 핵연료 을 

피복 마다 입상  는 가루상태로 분쇄하는 공정，

분쇄물으로부터 피복  분쇄물을 자기 으로 포집 제거하고 사

용 완료 핵연료 분쇄물을 분리하는 공정，

분리된 사용 완료 핵연료 분쇄물을 질산 용해조 는 용융염 

해조에 이송하고 처리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 완료 핵연료의 처리 방법．

8. 고정 자석 설치측의 회  드럼으로 향하고 압축 공기를 취부

하기 한 압축 공기 분사 을 설치하고， 는 상기 회  드럼

에 가벼운 충격을 주는 노카를 설치하고， 회  드럼 표면에 자

기 으로 포집되는 피복  분쇄물에 부착된 사용 완료 핵연료 

분쇄물을 털어버리고 회수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 

완료 핵연료의 처리 장치．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1. 본 발명은 고속로  는 고속 증식로에 사용된 완료 핵연료

로부터 우라늄· 루토늄 등을 회수하는 재활용 공장에 있어， 

사용 완료 핵연료에 재활용을 가할 때에  용해조의 용해 시간의 

단축화나 단시에 발생한 단 속분의 퇴  문제의 해소하

고, 용해조 자체나 용해조 처리 이후의 기기 구조나 운  방법

을 간략화하여，기기 제작 비용，운  비용，보수 비용을 폭

으로 감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이를 한 주요 구성요소로서, 고속로  는 고속 증식로에서 

사용 완료된 연료 을 피복 마다 입상 는 가루상태로 분쇄하

는 공정， 분쇄물으로부터 피복  분쇄물을 자기 으로 포집 제

거하여 사용 완료 연료 분쇄물을 분리하는 공정， 분리된 사용 

완료 연료 분쇄물을 질산 용해조 는 용융염 해조로 이송하

고 처리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3. 본 발명은 세 한 입상 는 가루상태로 분쇄하여 용매와의 

면  증 , 용해 시간 단축, 캔１개당 충 량 증가의 효과를 

가져오고,

4. 한, 분쇄물 의 피복  분쇄물을 제거한 후，사용 완료 연

료 분쇄물만을 질산 용해조 는 용융염 해조에서 처리함으

로써，용해조에의 피복  분쇄물 이송량을 폭 으로 감시킬

수 있다．그 결과，용해조나 배 내부에 속분의 퇴 이 감소

하게 된다.

5.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사용 완료 연료의 재활용 공정

에 한 기술  특징  그로인한 효과가 분명함. 즉, 발명의 기

술  구성으로부터 종래 기술의 문제 이 해소됨이 명확함. 기

술  완성도  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비 고
선행기술의 문제 을 해소하기 한 기술  구성  그로인한 

효과가 명확히 기재됨.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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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ＬｉＣｌ－Ｌｉ₂Ｏ 용융염계를 이용하여 

산화물핵연료로부터 핵연료 속을 제조하는 방법, 상기 

방법을 구 하기 한 환원 극,  상기 환원 극을 

포함하는 환원 장치

출원인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발명자 서 석 | 허진목 | 최인규 | 박성원 | 박 수

출원번호 2003-0019388 출원일 2003-03-28

등록번호 [KR] 0593790 등록일 2006-06-20

소분류 해환원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본 발명은 LiCl 용융염계를 해질로서 구비한 기화학  

속 환원장치를 이용하여 속 산화물로부터 속을 제조하

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LiCl 용융염계로서 LiCl-Li2O 용용염

계를 이용하여 산화물 핵연료로부터 핵연료 속을 제조하는 

방법, 그 방법을 구 하기 한 환원 극,  상기 환원 극

을 포함하는 환원장치에 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르면, Li 속을 이용한 산화물 핵연료의 속

환 공정  Li 회수공정이 통합되어 공정이 단순화되고, 산화

성이 큰 Li 속의 이용배제로 인해 공정의 안 성이 향상되

고, 산화물 핵연료의 속 환율을 99%이상으로 할 수 있

다.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에 따른 산화물 핵연료로부터 핵연료 속을 제조하

기 한 환원 극의 개략도

나 해환원 련

(1) [KR] 0593790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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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1개  종속항 6개

주요 청구항

산화물 핵연료 주입부;

상기 주입부와 연결되어 있는 외부 ;

상기 외부 과 연결되어 있는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

상기 외부   필터 내부까지 연장되어 형성되며, 하부에 방사

형의 날개가 형성되어 있는 고체 극; 

상기 고체 극  방사형 하부 이외의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알

루미나 튜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산화물 핵연료로부터 핵

연료 속을 제조하기 한 환원 극.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본 발명은 새로운 LiCl-Li2O 용융염계를 이용하여 산화물 핵연

료의 속 환 공정  Li 회수공정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  

상기 방법을 구 할 수 있는 환원 극  환원 극을 구비한 환

원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한 주요 구성요소로서, 핵연료 주입부와 연결된 외부

과 상기 외부 과 연결된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를 구비하여, 

상기 외부  내부는 물론 필터 내부까지 연장되어 형성되는 고

체 극  상기 고체 극 외부의 일부를 둘러싸는 알루미나 튜

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Li 속을 이용한 산화물 핵연료의 속

환 공정  Li 회수공정이 통합되어 공정이 단순화되고, 산화성

이 큰 Li 속의 이용배제로 인해 공정의 안 성이 향상되고, 

산화물 핵연료의 속 환율을 99%이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은 산화물 핵연료를 속으로 환하는 기술에 한 발

명으로서, 이러한 기술내용은 본 연구과제의 이로 로세싱의 

해환원 기술과 기술  유사도가 높은 발명임.

비 고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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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ＬｉＣｌ - Ｌｉ₂Ｏ 용융염계에서 산화물 핵연료의 

기화학  속 환반응에 사용되는 형Ｆｅ₃Ｏ₄양극의 

제조 방법  이를 이용한 기 화학 속 환 셀

출원인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발명자 박성빈 | 서 석 | 박성원 | 이성규 | 주경 | 서원선 | 정형식

출원번호 2005-0055051 출원일 2005-06-24

등록번호 [KR] 0684404 등록일 2007-02-12

소분류 해환원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본 본 발명은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산화물 핵연료의 기

화학  속 환반응에 사용되는 형 Fe3O4 양극의 제조방

법  이를 이용한 기화학  속 환 셀에 한 것으로서,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산화물 핵연료의 기화학  속

환반응에 사용되는 형 Fe3O4 양극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Fe3O4 분말을 냉간 등압 성형하여 형 Fe3O4 성형체를 형

성하는 단계와, 상기 Fe3O4 성형체를 진공 소결하여 Fe3O4 

양극 소결체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형 Fe3O4 양극

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의 제1 실시 에서 제조된 Fe3O4 양극 소결체의 온

도 변화에 따른 기 도도(electrical conductivity), 제벡 계

수(Seebeck coefficient)  역률(Power factor)을 나타낸 그

래

(2) [KR] 0684404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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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2개  종속항 4개

주요 청구항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산화물 핵연료의 기화학  속 환 

반응에 사용되는 형 Fe3O4 양극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Fe3O4 분말을 냉간 등압 성형하여 형 Fe3O4 성형체를 형성

하는 단계와,

상기 Fe3O4 성형체를 진공 소결하여 Fe3O4 양극 소결체를 형

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본 발명은 제조 가격이 렴할 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이 단순

화되고, 속 환성  운 성이 향상된, LiCl-Li2O 용융염계

에서 산화물 핵연료의 기화학  속 환 반응에 사용되는 

형 Fe3O4 양극의 제조방법  상기 방법에 따라 제조된 

형 Fe3O4 양극을 이용하는 기화학  속 환 셀을 제공하

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한 주요 구성요소로서, Fe3O4 분말을 냉간 등압 성형하

여 형 Fe3O4 성형체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Fe3O4 성형체

를 진공 소결하여 Fe3O4 양극 소결체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

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기존의 세라믹 분말의 성형 시 첨가해야만 

했던 윤활제나 바인더를  첨가하지 않고도 냉간 등압 성형

이 가능하므로 성형 공정의 단순화로 인한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제작된 Fe3O4 양극성형체의 고온 진공 소결 

시 윤활제나 바인더의 번오  공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진

공 소결로의 청정 분 기 유지와 공정 효율의 배가로 량 생

산 시 원가를 크게 감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은 산화물 핵연료를 속으로 환하는 기술에 한 발

명으로서, 이러한 기술내용은 본 연구과제의 이로 로세싱의 

해환원 기술과 기술  유사도가 높은 발명임.

비 고

1. 선행기술조사문헌 :

JP2000-131489A, KR1994-0009203B1, KR2002-0082758A,

KR2004-0084366A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49

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ＬｉＣｌ－Ｌｉ２Ｏ 용융 염계를 이용하고 산화물 핵연료로부터 

핵연료 속을 제조하는 방법， 그 방법을 구 하기 한 환원 

극  그 환원 극을 포함하는 환원 장치  

출원인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발명자 서 석 | 허진목 | 최인규 | 박성원 | 박 수 

출원번호 ２００３－１０７９９７ 출원일 2003-04-11

등록번호 [JP] 3893360 등록일 2006-12-15

소분류 해환원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O), 

거 ( )

기술요약

산화물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핵연료 속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서 ，새로운 ＬｉＣｌ－Ｌｉ２Ｏ 용융 염계를 이용하고, 산화

물 핵연료의 속 환 공정  Ｌｉ 회수 공정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ＬｉＣｌ－Ｌｉ２Ｏ 용융 염계는 ６００℃∼７００℃  －

２．５９２Ｖ 이상의 압하로 ，Ｌｉ２Ｏ로부터 기 분해 반

응에 의하여 Ｌｉ 속과 산소 기체가 발생하고（단계 １），

단계１로 생성된 Ｌｉ 속이 우라늄 산화물과 반응해 Ｌｉ２

Ｏ가 생성되고， 동시에 우라늄 속이 생성된다（단계 ２）．

ｙＬｉ２Ｏ→２ｙＬｉ＋（ｙ／２）Ｏ２ （단계 １） ＵｘＯｙ

＋２ｙＬｉ→ｘＵ＋ｙＬｉ２Ｏ （단계 ２） 

Ｌｉ 속을 이용한 산화물 핵연료의 속 환 공정  Ｌｉ 

회수 공정이 통합되고 공정이 단순화되어， 산화성이 큰 Ｌｉ 

속의 이용을 배제함으로써 공정의 안 성이 향상하고， 산화

물 핵연료의 속 환률이 ９９％이상에 가능하다．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의 산화물 핵연료로부터 핵연료 속을 제조하기 

한 환원 장치의 개략도   

(3) [JP] 3893360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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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3개  종속항 7개

주요 청구항

1. ＬｉＣｌ 용융 염계를 해질로서 구비한 기 화학  속 
환원 장치를 이용하고 속 산화물로부터 속을 제조하는 방
법에 있어， 상기 ＬｉＣｌ 용융 염계로서 ＬｉＣｌ－Ｌｉ２Ｏ 
용융 염계를 이용하고, 산화물 핵연료로부터 핵연료 속을 제
조하는 방법．   
4. 산화물 핵연료 주입부， 그 주입부와 연결되는 외부 ， 그 
외부 과 연결되는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 상기 외부   
필터 내부까지 연장 형성되어， 하부에 방사형의 날개가 형성
되어 있는 고체 극  그 고체 극 하부의 방사형 부분 이
외를 둘러싸고 있는 알루미나 튜 를 포함하는 산화물 핵연료
로부터 핵연료 속을 제조하기 한 환원 극．
7. 청구항４의 환원 극， 그 환원 극을 심으로 하여 일정 
거리의 원주상으로 형성된 복수개의 산화 극， 그 산화 극
과 동일한 원주상으로 형성되어， 상기 산화 극 의 어느 한
쪽 2개의 산화 극의 간 지 에 형성된 기  극， 해질 
물질을 주입하기 한 주입부， 그 주입부로부터 주입된 Ｌｉ
Ｃｌ－Ｌｉ２Ｏ 용융 염，  상기 환원 극， 산화 극， 기
 극  ＬｉＣｌ－Ｌｉ２Ｏ 용융염을 수용하고 있는 반응

조를 포함하는 산화물 핵연료로부터 핵연료 속을 제조하기 
한 환원 장치．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1. 본 발명은 LiCl-Li2O 용융염계를 이용하여 산화물 핵연료로
부터 핵연료 속을 제조하는 방법에 한 것으로, LiCl-Li 용
융염계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 을 해소하기 하여, 
LiCl 용융염계로서 LiCl-Li2O 용용염계를 이용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LiCl-Li2O 용융염계를 이용하게 되면, 산화물 핵연료로부
터 핵연료 속을 얻을 수 있게 되며, 이와 동시에 Li2O가 재
생성되어 LiCl 용융염계로 재순환되게 된다.
2. 한, 본 발명은 산화물 핵연료 주입부; 상기 주입부와 연결
되어 있는 외부 ; 상기 외부 과 연결되어 있는 다공성 마그네
시아 필터; 상기 외부   필터 내부까지 연장되어 형성되며, 
하부에 방사형의 날개가 형성되어 있는 고체 극;  상기 고체
극  방사형 하부 이외의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알루미나 

튜 를 포함하는, 산화물 핵연료로부터 핵연료 속을 제조하기 
한 환원 극을 개시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류 도가 

향상된다.
3. 본 발명은 Li 속을 이용한 산화물 핵연료의 속 환 공정 
 Li 회수공정을 통합시켰다는 데에 제1 특징이 있고,  산화성

이 큰 Li 속의 이용배제로 인해 공정의 안 성을 향상시켰다
는 에 제2 특징이 있다.
4. 종래 LiCl-Li 용융염계를 이용하여 산화물 핵연료로부터 핵
연료 속을 제조하는 방법의 문제 을 해소하기 하여, 
LiCl-Li2O 라는 새로운 융용염계를 제시하는 기술로서, LiCl 용
융염계 분야의 개척발명이라 할 만큼 기술  가치가 높은 것으
로 평가됨.

비 고
LiCl 용융염계를 해질로서 구비한 기화학  속 환원장치
를 이용하여 산화물 핵연료로부터 핵연료 속을 제조하는 방
법에서 새로운 융용염계를 제시함.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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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리튬 속에 의한 산화 우라늄 환원공정의 실시간 측정방법 

출원인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발명자 최인규 | 조 환 | 연제원 | 김택진 | 김원호 

출원번호 ２００４－１６９５５７ 출원일 2004-06-08

등록번호 [JP] 4049324 등록일 2007-12-07

소분류 해환원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본 발명은 리튬 속에 의한 산화 우라늄 환원공정의 실시간 

측정방법에 한 것이다. 구체 으로 고온 용융염 존재하에 

산화 우라늄(UOx, x≤3)과 리튬 속을 반응시켜 우라늄 

속을 제조하는 공정에 한 우라늄 속의 환도를 측정하

는 방법에 있어서, 정 /정 류기와 반응용기 내에 산화

극, 환원 극으로 측정장치를 구성한 후 부산물로 얻어진 산

화리튬에서 해리된 산소이온의 산화반응과 리튬이온의 환원

반응에 기 한 기화학  분석법을 이용한 우라늄 속의 

환도 측정방법에 한 것이다.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의 일정  이하로 U3O8을 속 리튬으로 환원시

키면서 측정한 시간에 의한 류 변화와 종래의 습식 분석 

방법으로 얻어지는 환도를 비교한 그래

(4) [JP] 4049324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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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1개  종속항 8개

주요 청구항

1. 고온 용융염 존재하에 우라늄 산화물(UOx, x≤3)과 리튬 

속을 반응시켜 우라늄 속과 산화리튬을 제조하는 공정에 

한 우라늄 속의 환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 /정 류 원  반응 용기내에 산화 극  환원 극

에 의하여 측정 장치를 구성한 후， 해리한 산소 이온의 산화 

반응과 리튬 이온의 환원 반응에 근거한  변화 는 류

의 변화를 기화학  분석법을 이용하고 측정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본 발명은 산화 극과 환원 극을 정 /정 류 원에 연

결하고 고온 용융 염내로 산화 우라늄 환원 반응의 환도를 

직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로 환원 공정의 진

행 상황을 정확하게 악할 수 있다는 에 특징이 있다.

우라늄 속의 환도 측정방법에 있어서, 종래 사용되는 표

인 습식분석법이 복잡하고, 보정과정이 필요하며  실시간 

측정이 어렵다는 을 해소하는 기술로서 실시간으로 환원공정

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악할 수 있고, 신속하며 간편한 측정기

술을 제공한다는 에서 기술  요성이 크다. 

단, 측정방법에 한 발명으로서 청구항의 기재가 기능 으로 

기재되어 있어 특허권의 행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비 고
리튬 속을 사용하여 산화우라늄을 속우라늄으로 환원시키는 

공정의 환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방법.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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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Pyrochemical processes for producing Pu, Th and U metals 

with recyclable byproduct salts 

출원인 General Motors Corporation 

발명자 Sharma; Ram A.

출원번호 07/941,959 출원일 September 8, 1992

등록번호 [US] 5,290,337 등록일 March 1, 1994 

소분류 해환원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In the pyrochemical reduction of uranium dioxide or other 

actinide metal oxides by reaction with magnesium, 

magnesium oxide byproduct is produced. The use of a salt 

flux comprising magnesium chloride and a rare earth 

element trichloride such as neodymium chloride is 

disclosed. The neodymium chloride reacts with magnesium 

oxide to form magnesium chloride and neodymium 

oxychloride. The resulting magnesium chloride-neodymium 

oxychloride salt mixture can readily be subjected to 

electrolysis to regenerate magnesium and neodymium 

chloride for reuse in the pyrochemical reduction process. 

Other uses of the magnesium chloride-neodymium chloride 

salt flux are also proposed. 

표도면 도면 없음

도면의 설명

(5) [US] 5,290,337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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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1항  종속항  2항

주요 청구항

In the process of the chemical reduction of actinide metal 
oxide by reaction with magnesium metal to form the 
corresponding actinide metal and magnesium oxide, said 
process comprising suspending the actinide oxide in a molten 
salt flux, reacting the actinide oxide with magnesium metal 
to form actinide metal and magnesium oxide, collecting the 
actinide metal into a separate and separable liquid metal 
phase, and suspending the byproduct magnesium oxide in the 
molten salt flux, such reaction being continued until the 
actinide metal oxide is reduced, whereupon the liquid metal 
phase is separated from the salt flux for recovery of the 
actinide metal, 
the improvement to said process facilitating the recycling of 
the byproduct salts and oxide to recover magnesium metal 
comprising 
employing as said reduction reaction medium flux a mixture 
consisting essentially of magnesium chloride and a rare earth 
element trichloride, whereby the byproduct magnesium oxide 
reacts as it is formed with said rare earth trichloride to form 
a salt mixture comprising magnesium chloride and rare earth 
oxychloride, 
separating the magnesium chloride-rare earth 
oxychloride-containing salt mixture from the actinide metal 
product and thereafter 
subjecting the magnesium chloride-rare earth 
oxychloride-containing salt mixture to electrolysis to produce 
magnesium metal and convert the rare earth oxychloride to 
rare earth trichloride.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본 발명을 일 실시 로서 설명하면, 마그네슘과 우라늄 다이옥
사이드 간의 환원반응결과 생성되는 마그네슘 옥사이드가 욕조
에 쌓이는 신 곧 네오디미늄 클로라이드와 반응하여 네오디
미늄 옥시클로라이드  마그네슘 클로라이드가 생성된다. 따라
서, 환원 반응 결과, 우라늄 속은 아연  마그네슘과 융용 
속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염 럭스는 우라늄-아연-마그네

슘 속 pool보다 가벼우므로, 상기 속 pool이 제거될 때까지 
그 에 떠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라늄은 우라늄-아연-마그
네슘 혼합물로부터 아연과 마그네슘을 증발시킴으로써 용이하
게 얻는 것을 기술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마그네슘 클로라이드와 함께 희토류 원소의 트리클
로라이드를 사용함으로써 환원반응생성물인 마그네슘 옥사이드
를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희토류 원소의 옥시클로라이드 혼
합염으로 변환시키고, 이를 악티나이드 속의 생성  상기 혼
합염은 기분해하여 마그네슘 속  희토류 원소의 트리클
로라이드가 생성되도록 하는 기술이다.

비 고
본 발명은 우라늄 다이옥사이드의 환원공정으로 생성되는 마그
네슘 옥사이드의 처리를 용이하게 하며, 이를 재사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데에 기술  의의가 있다.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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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Method of reducing spent oxide nuclear fuel into 

nuclear-fuel metal using LiCl-Li2O salt, cathode electrode 

assembly used in the method, and reduction device 

including the assembly

출원인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발명자 서 석 | 허진목 | 최인규 | 박성원 | 박 수 

출원번호 10/618,058 출원일 July 11, 2003

등록번호 [US] 7,090,760 등록일 August 15, 2006 

소분류 해환원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Disclosed are a method of reducing spent oxides nuclear 

fuel to nuclear-fuel metal, in which metal oxides are 

reduced to metals using an electrochemical reduction 

device with LiCl-Li2O salt as an electrolyte, a cathode 

electrode assembly used in the method, and a reduction 

device including the cathode electrode assembly. The 

method is advantageous in that the process of reducing 

the spent oxide nuclear fuel to the nuclear-fuel metal and 

another process of recovering Li are united to simplify the 

whole processes, direct use of high oxidative Li metals is 

excluded to secure safety, and conversion efficiency of the 

spent oxide nuclear fuel is 99% or more.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의 산화물 핵연료로부터 핵연료 속을 제조하기 

한 환원 장치의 개략도

(6) [US] 7,090,760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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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1개  종속항 9개

주요 청구항

A method of reducing spent oxide nuclear fuel to nuclear-fuel 
metal, comprising reducing metal oxides to metals using an 
electrochemical reduction device with LiCl-Li2O salt as an 
electrolyte, said electrochemical reduction device comprising: a 
cathode electrode assembly comprising: a spent oxide nuclear 
fuel injection part; an outer pipe connected to the spent oxide 
nuclear fuel injection part at the upper part thereof; a porous 
magnesia filter connected to the lower part of the outer pipe; a 
solid electrode extended from the top of the outer pipe to the 
inside of the magnesia filter and having radial blades 
positioned at the lower part thereof; and an alumina tube 
surrounding the solid electrode except the radial blades 
positioned at the lower part of the solid electrode; a plurality 
of anodes located on circle around the cathode electrode 
assembly while being spaced apart from each other at 
predetermined regular intervals; a reference electrode located 
on the same circle as the anodes and positioned at the middle 
of two adjacent anodes; an electrolyte injection part for 
injecting an electrolyte into the reduction device; a LiCl-Li2O 
salt injected through the electrolyte injection part into the 
reduction device; and a reactor receiving the cathode electrode 
assembly, the anodes, the reference electrode, and the 
LiCl-Li2O molten salt.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본 발명은 LiCl-Li2O 용융염계를 이용하여 산화물 핵연료로부터 
핵연료 속을 제조하는 방법에 한 것으로, LiCl-Li 용융염계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 을 해소하기 하여, LiCl 용융염계
로서 LiCl-Li2O 용용염계를 이용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LiCl-Li2O 용융염계를 이용하게 되면, 산화물 핵연료로부터 핵연
료 속을 얻을 수 있게 되며, 이와 동시에 Li2O가 재생성되어 
LiCl 용융염계로 재순환되게 된다.
한, 본 발명은 산화물 핵연료 주입부; 상기 주입부와 연결되어 

있는 외부 ; 상기 외부 과 연결되어 있는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 상기 외부   필터 내부까지 연장되어 형성되며, 하부에 
방사형의 날개가 형성되어 있는 고체 극;  상기 고체 극  
방사형 하부 이외의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알루미나 튜 를 포함
하는, 산화물 핵연료로부터 핵연료 속을 제조하기 한 환원
극을 개시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류 도가 향상된다.
본 발명은 Li 속을 이용한 산화물 핵연료의 속 환 공정  
Li 회수공정을 통합시켰다는 데에 제1 특징이 있고,  산화성이 큰 
Li 속의 이용배제로 인해 공정의 안 성을 향상시켰다는 에 
제2 특징이 있다.
종래 LiCl-Li 용융염계를 이용하여 산화물 핵연료로부터 핵연료 
속을 제조하는 방법의 문제 을 해소하기 하여, LiCl-Li2O 

라는 새로운 융용염계를 제시하는 기술로서, LiCl 용융염계 분야
의 개척발명이라 할만큼 기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비 고

LiCl 용융염계를 해질로서 구비한 기화학  속 환원장치를 
이용하여 산화물 핵연료로부터 핵연료 속을 제조하는 방법에서 
새로운 융용염계를 제시함.
[JP] 3893360와 동일한 우선권(KR10-2003-0019388)을 바탕으로 
함.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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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Vol-oxidizer for spent nuclear fuel 

출원인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nd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발명자
Kim; Younghwan, Yoon; Jisup, Jung; Jaehoo, Hong; 

Donghee, Jin; Jaehyun 

출원번호 11/483,711 출원일 July 10, 2006

등록번호 [US] 7,504,079 등록일 March 17, 2009 

소분류 해환원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A vol-oxidizer of spent nuclear fuel, the spent nuclear fuel 

is injected to a reaction portion, the reaction portion is 

connected to a driving portion and oxidizes the spent 

nuclear fuel by rotating and back-rotating the spent 

nuclear fuel. The oxidized powder of the spent nuclear fuel 

is gathered in a discharge portion located in a lower 

portion of the reaction portion. By providing minute 

powder particles for recycling and a post process of the 

spent nuclear fuel, even though a size of an apparatus is 

small, processing a large amount is possible. Time 

required for oxidation can be reduced, and the powder is 

readily discharged by gravity since the apparatus is 

vertically configured. 

표도면

도면의 설명
perspective view illustrating a vol-oxidizer of spent nuclear 

fuel

(7) [US] 7,504,079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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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2개  종속항 20개

주요 청구항

1. A vol-oxidizer of spent nuclear fuel, the vol-oxidizer 

comprising: a reaction portion in which spent nuclear fuel is 

being injected and oxidized; a driving portion connected to 

the reaction portion and moving up and down and rotating 

the injected spent nuclear fuel; and a discharge portion 

gathering the oxidized spent nuclear fuel in the reaction 

portion and guiding the oxidized spent nuclear fuel to a 

subsequent operation. 

14. A vol-oxidizer of spent nuclear fuel, the vol-oxidizer 

comprising: a bottom plate; a powder vessel detachably 

mounted on the bottom plate; a reaction vessel located in an 

upper portion of the powder vessel, oxidizing spent nuclear 

fuel and discharging the spent nuclear fuel to the powder 

vessel; a heater enclosing the reaction vessel and supplying 

the reaction vessel with heat; an injection tube injecting the 

spent nuclear fuel and air into the reaction vessel; a rotation 

axle passing through the reaction vessel; a mesh mounted 

around the rotation axle in a cylindrical direction and having 

the spent nuclear fuel being dropped into the reaction vessel 

and a driving unit driving the rotation axle to rotate and to 

move up and down.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핵연료를 미세하게 가루 화하여 간단한 구조  비교  은 

부피를 차지하면서도 많은 양의 핵연료를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는 oxidizer를 제공한다. 기술  구성의 특징은 투입된 핵

연료를 아래로 움직이고, 회 시키는 구동부(driving portion) 

 산화된 연료를 모으는 discharge portion을 구비하는데 있다.  

한, 수직구조로서 연료의 공 , 처리  산화후 버리는 공정

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비 고

종래 다 쓴 고체핵연료를 가루 화하여 처리하는 장치는 수평구

조를 가지거나 휘어진 구조이어서 이송에 별도의 장치가 필요

했다. 본 발명은 핵연료를 가루 화하여 산화시키는 공정을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제공한다.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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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ELECTROCHEMICAL CELL FOR METAL PRODUCTION  

 

출원인 BRITISH NUCLEAR FUELS PLC 

발명자 LEWIN ROBERT GLYN; THIED ROBERT CHARLES 

출원번호 EP20030704816 출원일 2003-02-24

등록번호 [EP] 1481401B 등록일 March 17, 2009 

소분류 해환원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The invention provides a process for reducing to metallic 
form metal oxides, the process comprising cathodically 
electrolysing the oxide in the presence of a molten salt 
electrolyte whilst controlling the potential of the cathode so 
as to favour oxygen ionisation over deposition of metal 
from the cations present in the molten salt, and an 
apparatus for performing the said process, the said 
apparatus being free from bolted or screwed fittings and 
comprising an electrochemical cell which comprises a body 
or housing, a cathode container, and a cathode connector, 
wherein said body or housing is maintained as the 
cathode. The process provides a single electrochemical 
process to reduce the metal oxide fuel to a metallic form, 
with oxygen produced as the only by-product, and offers a 
more practical, efficient and financially viable means for 
the production of metal from oxides than is available from 
the prior art. The metallic solid which is produced can be 
removed or used directly as the feed for an electrorefining 
process. In an alternative embodiment, the electrolytic 
ionisation of oxygen and the electrorefining processes are 
carried out in the same cell and the same salt system.

표도면

도면의 설명 an apparatus according to the first aspect of the invention 

(8) [EP] 1481401B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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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2개  종속항 24개

주요 청구항

1. An apparatus for performing a process for reducing to 

metallic form metal oxides, the said apparatus being free 

from bolted or screwed fittings and comprising an 

electrochemical cell which comprises a body or housing, a 

cathode container, and a cathode connector, wherein said 

body or housing is maintained as the cathode. 

13. A process for reducing to metallic form metal oxides, the 

process comprising cathodically electrolysing the oxide in the 

presence of a molten salt electrolyte in an apparatus as 

claimed in any one of claims 1 to 12, the potential of the 

cathode being controlled so as to favour oxygen ionisation 

over deposition of metal from the cations present in the 

molten salt.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본 발명은 속 산화물을 속 상태로 환원하는 방법  그 

방법을 실행하기 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방법은 용융 염 해질의 존재하에 상기 산화물을 음극 

해하는 것을 포함하고, 상기 용융염에 존재하는 양이온의 

속 증착보다 산소 이온이 우선 으로 용되도록 음극의 

를 제어 한다. 한, 상기 장치는 볼트 는 나사 고정된 피

이 없으며 상기 장치는 기 화학 지를 갖추고 있으며, 이 

기 화학 지는 음극으로 유지되는 바디 는 하우징, 음극 용

기와 음극 커넥터를 갖추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방법은 단순한 부산물로 생산되는 산소로 상기 속 산화물 

연료를 속 상태로 환원하는 단계의 기 화학 공정을 제공하

고, 산화물에서 속을 생산하는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제공한다. 

생산되는 단단한 속은 후속 기 정련 과정을 한 공  원

료로 직  사용할 수 있다.

비 고
후속 기 정제 과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속 상태 악티니움

을 생산하기 한 사용완료 연료 처리 기술에 한 것이다.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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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ACTINIDE PRODUCTION

출원인 BRITISH NUCLEAR FUELS PLC 

발명자
HATTER JUSTINE ELIZABETH; THIED ROBERT 

CHARLES

출원번호 EP20000985455 출원일 2000-12-04

등록번호 [EP] 1240647B 등록일 2006-04-19

소분류 해환원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The invention provides a process for reducing to metallic 

form a metal oxide present in spent nuclear fuel, the 

process comprising cathodically electrolysing the actinide 

oxide in the presence of a molten salt electrolyte, the 

potential of the cathode being controlled so as to favour 

oxygen ionisation over deposition of the metal from the 

cations present in the molten salt. The invention allows 

for the reduction of the metal oxide to a metallic form by 

the use of a single electrochemical process, with oxygen 

being produced as the only by-product.  

표도면 도면 없음

도면의 설명

(9) [EP] 1240647B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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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1개  종속항  11개

주요 청구항

사용완료 핵연료에 존재하는 속 산화물을 환원하여 속화하

는 방법에서, 술한 산화물에 음극 해를 해질인 용융염 존

재 하의 음극 를 술한 용융염에 존재하는 양이온으로부

터 속이 침 하는 것보다 산소가 이온화하기에 유리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본 발명은 사용완료 핵연료에 존재하는 산화물로부터 속을 

제조하는 방법에서, 특히 악티나이드 산화물로부터 우라늄 등을 

제조하기에 한 핵연료 재활용 방법으로서, 악티나이드를 이

후의 해정련 공정에 공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속 형태로 

생산할 수 있게 한다.

기술  구성으로서, 속 산화물인 연료를 속으로 환원하기 

해, 하나의 기 화학 공정을 채택하고, 부 생성물로서는 산

소뿐이다. 상기 음극의 를 산소의 이온화만 일어나고, 그 

용용염 에 양이온 ( 를 들면 Ca 이온)가 침 될 수 없도록 

유지  통제하는 것을 기술  특징으로 한다.

비 고

종래기술

Dimitrovgrad SSC - RIAR 방법

Argonne National Laboratory (ANL)가 개발한 방법

2단계 공정  부생성물의 발생 등 문제 .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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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ACTINIDE PRODUCTION   

출원인 BRITISH NUCLEAR FUELS PLC 

발명자 LEWIN ROBERT GLYN; THIED ROBERT CHARLES

출원번호 EP20020727748 출원일 2002-06-06

등록번호 [EP] 1393324B 등록일 2007-01-03

소분류 해환원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The invention provides a process for reducing to metallic 

form oxides of uranium, or metals more noble than 

uranium, present in spent nuclear fuel comprising a 

mixture of metal oxides, the process comprising 

cathodically electrolysing the oxide in the presence of a 

molten salt electrolyte, the potential of the cathode being 

controlled so as to favour oxygen ionisation over 

deposition of the metal from the cations present in the 

molten salt, and to ensure than reduction of metals other 

than uranium or metals more noble than uranium does not 

occur. The invention allows for the reduction of uranium 

or metals more than uranium present in spent nuclear fuel 

comprising mixed metal oxides to a metallic form by the 

use of a single electrochemical process, with oxygen being 

produced as the only by-product. 

표도면 도면없음

도면의 설명

(10) [EP] 1393324B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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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1개  종속항 11개

주요 청구항

1. A process for reducing to metallic form oxides of 

uranium, or metals more noble than uranium, present in 

spent nuclear fuel comprising a mixture of metal oxides, the 

process comprising cathodically electrolysing the metal oxides 

in the presence of a molten salt electrolyte, the potential of 

the cathode being controlled so as to favour oxygen 

ionisation over deposition of the metal from the cations 

present in the molten salt, and to ensure that reduction of 

metals other than uranium or metals more noble than 

uranium does not occur.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본 발명은, 우라늄  우라늄보다 높은 수 의 속을 사용 후 

핵연료 혼합물로부터 분리라는 연료의 처리 방법을 제공하며, 

이들 속을 융용염 해 정련 공정에서 공  재료로 사용하기

에 이상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동시에 다른 

보다 양 성 속이 산화물의 형태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을 확

실하게 하는 방법이다.

용융염 해액의 존재하에 산화물의 음극 기 분해를 포함하

고, 음극 는 융용염에 존재하는 양이온의 속 증착보다 산

소 이온화가 우선 으로 일어나게 하며, 한편 우라늄 는 우라

늄보다 높은 수 의 속 이외에는 속의 환원이 확실히 일어

나지 않도록 통제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유일한 부산물은 산

소이며, 1 회의 기 화학  공정을 제공한다는 데에 기술  의

의가 있다.

비 고

종래기술

Dimitrovgrad SSC - RIAR 방법

Argonne National Laboratory (ANL)가 개발한 방법

2단계 공정  부생성물의 발생 등 문제 .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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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속우라늄의 생산 방법  동 방법에 사용되는 장치 

출원인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발명자 강 호 | 이종  | 황성찬 | 김응호 | 박성원

출원번호 2006-0003317 출원일 2006-01-11

등록번호 [KR] 0767053 등록일 2007-10-08

소분류 해정련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본 발명은 삼염화우라늄을 함유하는 용융염내에서, 속우라

늄으로 이루어 진 연료조각을 수용하는 양극바스킷에 포함된 

양극 극  탄소재의 음극 극에 소정의 류를 인가하는 

단계; 상기 인가된 류에 의해 개시된 반응에 따라 상기 음

극 극에 우라늄을 착시키는 단계;  상기 착된 우라늄

을 자 에 의해 회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해정련에 의한 

속우라늄의 생산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에 사용되어지

는 본 발명에 따른 속우라늄 해정련장치는 속우라늄으

로 이루어 진 연료조각을 수용하며 양극 극을 포함하는 양

극바스킷(6), 탄소재의 음극 극(5)  우라늄 회수부(10)를 

내부에 구비하는 반응로를 포함한다. 상기 구성에 따른 본 발

명의 방법  장치에 의하면 사용 후 속핵연료로부터 순수

한 속우라늄만을 간편하고도 경제 이면서 고성능으로 분

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에 따른 탄소재 음극 극이 장착된 우라늄 해정련 

반응기의 모식도

다 해정련 련

(1) [KR] 0767053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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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1개  종속항 0개

주요 청구항

삼염화우라늄을 함유하는 용융염내에서 속우라늄 조각을 수

용하는 양극바스킷에 포함된 양극 극  우라늄 원자 직경 보

다 큰 면간거리를 가지는 흑연, 유리질 탄소, 유리질 흑연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의 탄소재의 음극 극에 류를 인가하는 

단계; 

상기 인가된 류에 의해 개시된 반응에 따라 상기 음극 극에 

우라늄을 착시키는 단계;  

상기 착된 우라늄이 성장함에 따라 음극 극 탄소재의 면간

거리를 팽창시켜 최외부 격자의 결합강도를 낮춤으로써 우라늄

의 자 에 의해 음극 극으로부터 우라늄이 탈리되고, 상기 탈

리된 우라늄을 회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속우라늄의 해정

련에 의한 속우라늄 생산방법.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1. 본 발명은 원자력발 소에서 발생되는 사용 후 속연료로부

터 순수한 속우라늄만을 간편하고도 경제 이면서 고성능으

로 분리해 내는 속우라늄의 생산방법을 제공함과 함께, 원자

력발 소에서 발생되는 사용 후 속연료로부터 순수한 속우

라늄만을 간편하고도 경제 이면서 고성능으로 분리해 내는 

속우라늄의 해정련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이를 한 주요 구성요소로서, 음극 극에 착된 우라늄이 

성장함에 따라 음극 극 탄소재의 면간거리를 팽창시켜 최외부 

격자의 결합강도를 낮춤으로써 우라늄의 자 에 의해 음극 극

으로부터 우라늄이 탈리되고, 상기 탈리된 우라늄을 회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삼염화 우라늄이 소정량 용해되어 있는 알

칼리 속 용융염 내에서 양극에 치한 속 상태의 사용후폐

연료를 기화학 으로 용해하고 탄소재 음극을 사용하여 순수

한 우라늄만 선택 으로 석출할 수 있게 된다.  

3. 본 발명은 사용후 속연료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하는 기술에 

한 발명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음극을 포함한 단순한 해

정련 셀을 구비하여 스트라이핑 공정의 필요 없이 류 효율을 

폭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술내용은 본 

연구과제의 이로 로세싱의 해정련 기술과 기술  유사도

가 높은 발명에 해당한다.

비 고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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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고체 - 액체 통합형 음극 장치  이를 이용한 악티나이드계 

원소 회수 방법

출원인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발명자
권상운 | 김 락 | 백승우 | 김시형 | 심 보 | 정흥석 | 이종  

| 안도희 | 김응호

출원번호 2007-0054821 출원일 2007-06-05

등록번호 [KR] 0880421 등록일 2009-01-19

소분류 해정련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본 본 발명은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산화물 핵연료의 기

화학  속 환반응에 사용되는 형 Fe3O4 양극의 제조방

법  이를 이용한 기화학  속 환 셀에 한 것으로서,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산화물 핵연료의 기화학  속

환반응에 사용되는 형 Fe3O4 양극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Fe3O4 분말을 냉간 등압 성형하여 형 Fe3O4 성형체를 형

성하는 단계와, 상기 Fe3O4 성형체를 진공 소결하여 Fe3O4 

양극 소결체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형 Fe3O4 양극

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고체-액체 통합형 음극의 
모식도

(2) [KR] 0880421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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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2개  종속항 12개

주요 청구항

고체 극 지지 ;

상기 고체 극 지지  하부에 부착되는 고체 극;

상기 고체 극 지지  내부를 통하여 상기 고체 극과 연

결되는 고체 극 리드선;  액체 극을 포함하되,

상기 고체 극의 하부에 치하는 액체 속조; 

상기 액체 극에 연결되는 액체 극 리드선을 포함하는 악티

나이드계 원소 회수용 고체-액체 통합형 음극장치.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본 발명은 사용후 핵연료에서 악티나이드계 원소 회수를 한 

고체-액체 통합형 음극 장치를 제공함과 함께, 상기 고체-액체 

통합형 음극 장치를 사용하여 사용후 핵연료에서 악티나이드계 

원소를 회수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한 주요 구성요소로서, 각각의 고체 극  액체 극을 

포함하고, 고체 극 하부에 액체 속조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고체-액체 통합형 음극장치를 사용하여 액

체 극을 사용하기 에 먼  고체 극을 이용하여 우라늄을 

어느 정도 미리 제거하여 용융염 의 Pu/U의 비를 크게 해주

어 액체 극에 의해 악티나이드계 원소들을 회수할 때 액체

극 표면에 우라늄 덴드라이트의 생성  성장을 억제할 수 있

으며, 액체 극 조업시 통합 음극장치의 고체 지지 를 이용하

여 액체 극 내에서 회  는 상하로 교반함으로써 액체 극 

표면에 덴드라이트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액체 극 

조업시 안정 인 악티나이드계 원소 회수 작업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은 비교  최근에 출원된 발명으로서, 사용후 속연료

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하는 기술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술내

용은 본 연구과제의 이로 로세싱의 해정련 기술과 기술  

유사도가 높은 발명에 해당한다.

비 고
1. 선행기술조사문헌 :

JP05188186A, US4853094B, JP06273578A, JP03073894A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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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속 우라늄의 연속식 해 정련 장치

출원인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발명자 이종  | 강 호 | 황성찬 | 이한수 | 김응호 | 박성원

출원번호 2007-0054583 출원일 2007-06-04

등록번호 [KR] 0880731 등록일 2009-01-20

소분류 해정련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본 발명은 우라늄의 연속식 해 정련 장치에 한 것으로서, 

스크래핑 공정을 거치지 않고, 해 공정의 단 없이 연속

으로 고순도의 우라늄 석출물과 해 과정  발생되는 속 

이원소들을 회수할 수 있도록, 방열  하부에 고정되며 다

수의 흑연 음극이 구비되는 음극부와, 음극부와 마주하도록 

주 를 감싸며, 회  가능하게 상기 방열  하부에 고정되고, 

사용한 핵 연료를 수용하는 양극부와, 음극부와 양극부를 수

용하며, 음극부와 양극부가 잠기도록 해질이 채워지는 해

조와, 해조 내부의 음극부 하부에서 흑연 음극에서 착된 

후, 탈리되는 속 우라늄을 수집하고, 해조 외부로 인출하

는 우라늄 회수부,  해조 하부에 연결되어 양극부로부터 

빠져나와 해조 하부에 수집된 이 속 입자를 인출하는 

이 속 회수부를 포함한다.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의 일실시 에 따른 속 우라늄의 연속식 해 정련 

장치를 도시한 단면도

(3) [KR] 0880731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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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1개  종속항 12개

주요 청구항

방열  하부에 고정되며, 다수의 흑연 음극이 구비되는 음극부;

상기 음극부와 마주하도록 주 를 감싸며, 회  가능하게 상기 

방열  하부에 고정되고, 사용한 핵 연료를 수용하는 양극부;

상기 음극부와 상기 양극부를 수용하며, 상기 음극부와 상기 양

극부가 잠기도록 해질이 채워지는 해조;

상기 해조 내부의 상기 음극부 하부에서 상기 흑연 음극에서 

착된 후, 탈리되는 속 우라늄을 수집하고,

상기 해조 외부로 인출하는 우라늄 회수부; 

상기 해조 하부에 연결되어 상기 양극부로부터 빠져나와 상

기 해조 하부에 수집된 이 속 입자를 인출하는 이 속 

회수부를 포함하며,

상기 우라늄 회수부는,

상기 해조 내부의 상기 음극부 하부에 구비되는 회수조; 

상기 해조를 통하며 상기 회수조에 연결되어, 상기 회수조

에 수집된 우라늄을 인출하는 제1 랙시블 스크류 컨베이어를 

포함하고,

상기 이 속 회수부는, 상기 해조 하부에 연결되어, 수집된 

상이 이원소를 인출하는 제2 시블 스크류 컨베이어를 포

함하는 속 우라늄의 연속식 해정련 장치.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1. 본 발명은 스크래핑 공정을 거치지 않고, 해 공정의 단 

없이 연속 으로 고순도의 우라늄 석출물과 해 과정  발생

되는 속 이원소들을 회수할 수 있는 속 우라늄의 연속식 

해 정련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이를 한 주요 구성요소로서, 다수의 흑연 음극이 구비되는 

음극부  상기 음극부와 마주하도록 주 를 감싸며, 회  가능

하게 상기 방열  하부에 고정되고, 사용한 핵 연료를 수용하는 

양극부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기계  스크래핑 공정 없이 연속 으로 

속 우라늄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한, 우라늄 원소의 오염

을 방지하고, 고순도의 우라늄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3. 본 발명은 산화물 핵연료를 속으로 환하는 기술에 한 

발명으로서, 이러한 기술내용은 본 연구과제의 이로 로세싱

의 해환원 기술과 기술  유사도가 높은 발명임.

비 고
1. 선행기술조사문헌 :

US20040134785A1, JP07048687A, JP07167985A, JP08054493A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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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사용 종료 원료의 재활용 방법 

출원인 주식회사도시바

발명자 도카이 림 유우이치 | 미나쿠치 고지 | 고바야시 시코 

출원번호 1994-193032 출원일 1994-08-17

등록번호 [JP] 3120002 등록일 2000-10-13

소분류 해정련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본 발명은 원자력 발 소로부터 발생한 사용 완료 산화물 연

료의 재활용 방법에 있어서, 반응 온도가 낮고， 수용액을 이

용하지 않으며， 용융염의 이동이 없고， 제염 성능을 높이

고， 공정을 간소화하기 한 것이다. 구체 으로, 사용 완료 

산화물 연료를 속 리튬을 포함한 ＬｉＣｌ  는 ＬｉＣｌ

－ＫＣｌ 용융 염 에 투입하고 500∼ 800℃로 우라늄과 

우라늄 원소를 속으로 환원한다． 용융 염 에서 환원할 

수 없는 희토류 핵분열 생성물을 상 분리한다． 용융 염 

에 생성한 산화 리튬은 기 분해 재생에 의하여 환원되어 

속 리튬으로 된다． 환원된 속 리튬은 환원 공정에 되돌

아와 재사용된다． 상 분리된 우라늄과 우라늄 원소를 Ｌ

ｉＣｌ－ＫＣｌ 용융 염 에서 450∼ 550℃의 범 에서 

기 분해하여 정제한다． 기 분해 공정에서 우라늄과 우

라늄 원소에 부착한 용융염과 카드늄을 증류하고 제거한다．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에 련된 사용 완료 연료의 재활용 방법의 제１의 

실시 를 나타내는 공정도   

(4) [JP] 3120002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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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1개  종속항 13개

주요 청구항

1. 우라늄  우라늄 원소의 산화물을 포함한 사용 완료 산화

물 연료를 해체， 단한 후， 기계 으로 탈 피복 는 탈 피

복없이，상기 산화물 연료를 용융 염 에서 우라늄과 우라

늄 원소의 속으로 환원한 후， 이 환원된 우라늄과 우라늄 

원소의 속과 상기 용융염을 상분리하고，이상 분리된 우라늄

과 우라늄 원소의 속으로부터 우라늄을 고체 음극에， 우

라늄  우라늄 원소를 카드늄 음극에 기 분해법에 의하여 

분리하고， 상기 고체 음극에 우라늄과 동시에 부착하고 있는 

용융염과 상기 카드늄 음극에 석출된 우라늄과 우라늄 원소

를 증류하여 부착되어 있는 용융염과 카드늄을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 완료 연료의 재활용 방법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1. 본 발명은 원자력 발 소로부터 발생한 사용 완료 산화물 연

료 의 이산화 우라늄（ＵＯ2 ）으로부터 불필요한 핵분열 생

성물을 분리하고， 한, 사용 완료 산화물 연료 에 포함된 

긴 수명 반감기의 방사성 물질의 부분을 차지하는 우라늄 

원소（ＴＲＵ）를 분리·정제 회수하여， 연료로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 완료 연료의 재활용 방법에 한 것이다．

2. 산화물 연료를 용융염 에서 우라늄과 우라늄 원소의 

속으로 환원

3. 환원된 우라늄과 우라늄 원소의 속과 상기 용융염을 상

분리; 우라늄을 고체 음극， 우라늄  우라늄 원소를 카드늄 

음극에 기 분해법에 의하여 분리; 고체 음극에 우라늄과 동시

에 부착하고 있는 용융염, 상기 카드늄 음극에 석출된 우라늄과 

우라늄 원소를 증류하여 부착되어 있는 용융염과 카드늄 제

거의 환원, 상분리, 기분해  불순물 제거라는 간단한 단계

를 포함한다. 종래기술에 비하여 반응 온도가 낮고， 수용액을 

이용하지 않으며， 용융염의 이동이 없고， 제염 성능을 높이

고， 공정을 간소화하는 장 이 있다.

4. 원자력 발 소로부터 발생한 사용 완료 연료를 재활용하고， 

원자 연료 성분 등 유용한 성분을 분리 정제하고 회수하는 새

로운 기술로서,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기술에 비하여 공정의 단

순함이 달성된다는 에 기술  특징이 있다. 단, 재활용 효율 

 결과물의 순도 등이 종래기술과 비교할 때 열화되지 않는지

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비 고

선행기술 

1. 미국 알곤  국립 연구소의 염 수송법

2. 리튬（Ｌｉ）을 환원제로서 이용하고 루토늄 산화물을 

속 루토늄으로 환원하는 방법: ＵＳ 5118343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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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융용염 해정제법

출원인 재단법인 력 앙연구소/주식회사 도시바

발명자
다나카 박 | 나카무라 등 | 도카이 림 유우이치 | 마쓰마루 

겐이치

출원번호 1993-065006 출원일 1993-03-24

등록번호 [JP] 3172316 등록일 2001-03-23

소분류 해정련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융용염 의 피회수 체인　우라늄의 농도를 한결같게 유지하

고， 고체 음극 표면에 거의 균일하게 미세한 덴드라이트를 

석출시키는 것에 의하여 기  단락을 방지하고， 우라늄의 

회수 효율도 향상시키는 용융염 기 분해 정제법의 제공을 

목 으로 한다．

기술  구성으로, 사용완료 핵연료 의 어도 우라늄을 용

해하고 함유한 용융 카드늄 상  용융 염상 ,  용융 염상 

에 침지한 고체 음극면에 우라늄／ 루토늄을 덴토라이토

상으로 기 분해 석출시켜 재활용하는 용융염 기 분해 정

제법에 있어， 상기 용융 염상 에 어도 우라늄 농도를 

0.5∼20 wt%으로 선택·설정하고， 한 용융 염상을 이놀

주 수로 2.5×102 ∼ 1×104 에 설정된 교반 동력으로 교반하

면서 ，고체 음극 표면에 결정핵을 거의 균일하게 발생시키

어， 핵연료 성분을 덴드라이트 성장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에 계된 사용완료 연료의 용융염 기 분해 정제법

의 실시형태를 모식 으로 나타내는 단면도   

(5) [JP] 3172316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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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1항  종속항 3 항

주요 청구항

1. 사용완료 핵연료 의 어도 우라늄을 용해하고 함유한 용

융 카드늄 상  용융 염상 ,  용융 염상 에 침지한 고체 

음극면에 우라늄／ 루토늄을 덴토라이토상으로 기 분해 석

출시켜 재활용하는 용융염 기 분해 정제법에 있어， 상기 용

융 염상 에 어도 우라늄 농도를 0.5∼20 wt%으로 선택·설

정하고， 한 용융 염상을 이놀주 수로 2.5×102 ∼ 1×104 

에 설정된 교반 동력으로 교반하면서 ，고체 음극 표면에 결정

핵을 거의 균일하게 발생시키어， 핵연료 성분을 덴드라이트 

성장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융염 기 분해 정제법．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본 발명은 고속 증식로 발  랜트로부터 발생하는 사용완료 

핵연료로부터 우라늄등 유용한 연료 성분을 정제·회수하는 수

단으로서， 음극 석출물의 국부 인 성장에 기인한 용융 카드

늄 상（양극）과의 기 인 단락이 용이하며 확실하게 방지된

다는 , 그에 따라 높은 류 효율로써 필요한 용융염 기 분

해를 달성할 수 있어 극 단  면 당의 우라늄의 정제·회수

량을 폭 으로 증가·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에서 발

명의 효과  기술의 요도가 큰 것으로 평가됨. 

단, 발명의 구성에 있어 청구항이 기능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방법에 한 발명이므로 기술  요도에 비해 실질 으로 특

허권의 행사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상됨.

비 고
기술  요성은 크나, 청구항의 기재상 특허권의 행사면에서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단됨.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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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용융염 해정제 장치

출원인 주식회사도시바

발명자
고바야시 시코 | 마쓰마루 겐이치 | 모토미야 가요코 | 후지키 

겐지 | 후지타 이코 

출원번호 1993-316234 출원일 1993-12-16

등록번호 [JP] 3199937 등록일 2001-06-15

소분류 해정련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사용 완료 연료체  우라늄의 미용해 손실량을 이고， 귀

속 핵분열 생성물의 회수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가동률

의 향상을 도모하기 한 해정제장치로서, 해조 안에 용

융 속 상과 용융염상이 수납되고, 용융염상을 양극 염욕과 

음극 염욕을 구획한 격벽이 윗뚜껑으로부터 매달려 있으며, 

격벽에는 격벽 낙하 방지용 철망이 마련되어 있다． ，윗

뚜껑을 통하고 교반기의 회 축이 해조 안에 마련되어 

있다． 이 회 축에는 양극 염욕에 침지한 양극 바스켓과 ，

용융 속상에 침지한 받침   교반 날개가 장착되어 있

다． ， 음극 염욕에는 음극 석출물 연속 회수 시스템의 

석출물 회수 장치가 침지되는 구조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에 계된 용융염 기 분해 정제 장치의 제１의 실

시례를 일부 측면에서 나타내는 종단면도   

(6) [JP] 3199937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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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1개  종속항 7개

주요 청구항

용융 속상  용융 염상을 수납한 해조， 이 해조 내에 

설치되며 상기 용융 염상을 양극 염욕과 음극 염욕으로 구획하

는 격벽， 이 격벽에 설치된 격벽 낙하 방지구， 상기 해조

의 윗뚜껑을 통하여 설치된 교반기의 회 축， 이 회 축에 

취착되고 상기 양극 염욕내에 침지되며 사용 완료 속 연료를 

수납하는 양극 바스켓， 상기 음극 염욕에 침지되고 음극 석출

물을 연속 회수하기 한 석출물 회수 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용융 기 분해 정제 장치．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본 발명은 해조 내에 설치되는 양극 염욕과 음극 염욕의 구

획 격벽， 격벽 낙하 방지구， 교반기의 회 축， 양극 바스

켓， 음극 석출물 회수 장치를 필수 구성요소로 함.

상기 구성으로부터 본 발명의 기분해 정제장치에서는 종래 

사용 완료 속 원료의 재활용 장비에서 격벽이 손된 경우에 

회수가 용이하고， 양극 용해에 의하여 용해된 연료가 유용 성

분의 용융 속 상으로의 용해를 진하며， 불필요한 핵분열 

생성물의 용융 속상으로의 낙하를 방지하고， 음극 석출물이 

벗겨지는 일 없이 용융 염상을 교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장치에 한 발명으로서 필수구성요소  그들간의 구성 계가 

명확하며, 그로인한 발명의 효과도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음. 

비 고

원자력 발 소로부터 발생한 사용 완료 속 연료를 재활용하

고 사용 완료 연료로부터 원자 연료 성분 등 유용한 속을 정

제하고 회수하며， 불필요한 핵분열 생성물을 분리하는 장치에 

한 선행기술

1. US 4596647

2. 일본 특허 공개 평3-75597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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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사용 완료 원료의 재활용 방법 

출원인 주식회사도시바

발명자 카와시마 쇼순 | 후지타 이코  

출원번호 1994-255395 출원일 1994-10-20

등록번호 [JP] 3342968 등록일 2002-08-23

소분류 해정련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사용 완료 연료를 재활용할 때에 염  속 폐기물을 발생

시키지 않으며 반감기가 길고 생성량이 많은 핵종을 소멸시

키는 것을 목 으로 함．

기술  구성으로, 사용 완료 속 연료를 단 공정에 의해 

Ｘｅ，Ｋｒ를 제거하고, 처리 공정으로Ｉ를 분리한다． 제

１의 기 분해 정제 공정으로 기 분해에 의하여 고체 Ｆ

ｅ 음극에 Ｕ를 ，액체 Ｃｄ 음극에 Ｐｕ를 석출시키고 회수

한다． 해조에 오  가스 처리 공정을 설치하고 Ｓｅ를 회

수한다． 해조에서 사용한 Ｃｄ 에서 침 한 Ｔｃ는 침

 분리하고 회수한다． 침  분리 후  음극 Ｃｄ는 증류

해 ＭＡ，Ｒｈ，Ｒｕ，Ｎｂ를 제거한 후， 재활용하고 재이

용한다． 기 동 공정에 의하여 Ｃｓ，Ｓｒ，ＲＥ를 제거

한 후 재활용한다． 드로우다운 공정으로 Ｐｄ와 Ｓｎ를 회

수한다． 장 반감기 원소의 소멸 처리 방법은 소멸 상 핵

종을 핵종마다 동등의 소멸 비율로 체로서 소멸량을 확보

하거나， 미리 결정된 기간에 최 의 소멸량을 확보한다．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에 계된 사용 완료 연료의 재활용 방법의 한 실시

를 설명하기 한 개략 으로 나타내는 블록도   

(7) [JP] 3342968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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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5개  종속항 9개

주요 청구항

1. 사용 완료 속 연료를 단한 한 후，액침성 용기에 넣고 가

열하고 용융하는 처리 공정， 처리 공정후의 사용 완료 속 

연료를 용해해 Ｕ와 Ｐｕ를 회수하는 제１의 기 분해 정제 공

정， 이 제１의 기 분해 정제 공정후 사용 완료 용융염과 사용 

완료 Ｃｄ 상에 잔존하고 있는 Ｕ와 Ｐｕ와 (-)악티나이드를 회

수하는 드로우다운 공정， 이 드로우다운 공정에서 사용한 사용 

완료 용융염으로부터 Ｃｓ와 Ｓｒ를 회수하고 제거하는 기 

동 공정， 상기 제１의 기 분해 정제 공정에서 발생한 핵분열 

생성물을 회수하는 오  가스 처리 공정， 상기 제１의 기 분

해 정제 공정에서 사용한 Ｃｄ에 포함된 불용해 성분을 침 으로

서 분해한 여과 공정， 상기 제１의 기 분해 정제 공정에서 Ｐ

ｕ와 (-)악티나이드를 회수하는 음극으로서 사용한 Ｃｄ를 증류

하는 Ｃｄ 증류 공정， 이 Ｃｄ 증류 공정 에 Ｐｕ와 (-)악티

나이드의 회수율을 향상시키기 한 제２의 기 분해 정제 공

정， 상기 드로우다운 공정에서 고체 음극에 회수된Ｕ, Ｐｕ, (-)

악티나이드와 동시에 회수된 귀 속성 원소로부터 Ｕ, Ｐｕ, (-)

악티나이드, Ｚｒ를 함께 회수하기 한 증류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 완료 연료의 재활용 방법．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1. 본 발명은 원자력 발 소로부터 발생한 사용 완료 속 연료

를 재활용하고 사용 완료 속 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유용한 

속을 정제·회수한 한편， 방사성의 독성이 강한 핵분열 생성물을 

분리하고 회수하고 연료 사이클의 밖에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

도록 하는 사용 완료 연료의 재활용 방법  이 재활용 방법 등

으로부터 회수된 핵분열 생성물에 있어서 장 반감기 원소의 소멸 

방법에 한 것이다．

2. 본 발명에 의하면， 종래의 재활용 방법과 비교하여 폭 으

로 폐기물을 감용할 수 있고, 사용 완료 피복 의 경우에도 재가

공하고 재사용 하기 때문에 속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으며, 여

러 장 반감기를 갖는 소멸 상 샘 을 노심·집합체에 배치한 장 

반감기 원소의 소멸 방법에 있어서는 소멸량의 증 를 도모함으

로써 장 반감기 핵종을 포함한 원소의 재활용 양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에서 기술  의의가 있다.

3. 한, 사용 연료의 재활용  장반감기 원소의 소멸 처리방법

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본 발명에 의해 핵연료 재활용을 완성할 

수 있다는 에 특징이 있다.

비 고

사용 완료 속 으로부터 한번 더 연료로서 사용 가능한 우라늄

（Ｕ）  루토늄（Ｐｕ）을 분리하는 방법으로서 퓨 스 방

법, 고온 야 법（Trans.ANS.50.205(1985)）의 문제 을 해결하는 

발명.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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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용융염 해정제 장치

출원인 주식회사 도시바

발명자
카와나베 갱  | 후지타 이코 | 나카무라 등 | 곤도우 

시게토시  

출원번호 1996-069556 출원일 1996-03-26

등록번호 [JP] 3486044 등록일 2003-10-24

소분류 해정련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덴드라이트의 생성을 억제하고 용융 음극 속에의 기 분해 

석출을 효율 으로 행하기 해, 해조 안에 용융 속과 용

융염 해질을 수납한다． 용융염 해질 안에 사용완료 속 

연료을 수납한 다공성 용기와 용융 음극 속을 수납한 연

성 용기를 배치한다． 연성 용기 안의 용융 음극 속의 액

체면을 교반한 교반 날개를 설치한다． 교반 날개는 회 축에 

속하고， 모터에 의하여 회 한다． 다공성 용기를 지지한 

지지 을 양극으로 하여, 용융 음극 속을 음극으로서 기 

분해를 행하면 ，사용완료 속 연료  유용 핵연료인 우라

늄과 루토늄은 용융 음극 속에 석출된다． 교반 날개의 

교반에 의하여 용융 음극 속의 표면에 혼란이 생기고， 덴

드라이트의 생성을 억제한다．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에 계된 용융염 기 분해 정제 장치의 제１의 실시

의 형태를 나타내는 종단면도

(8) [JP] 3486044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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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1개  종속항 8개

주요 청구항

해조 내에 용융 양극 속과 용융염 해질을 수납하고， 상

기 용융염 해질 에 사용완료 속 핵연료를 수납한 다공성 

용기와 용융 음극 속을 수납한 연성 용기를 배치하여， 상

기 다공성 용기를 양극으로 상기 연성 용기내의 용융 음극 

속을 음극으로 하여 기 분해를 행하고,  상기 용융 음극 

속에 상기 사용완료 속 핵연료 에 포함된 유용 핵연료를 

기 분해 석출시키고 정제 회수하는 용융염 기 분해 정제 

장치에 있어， 상기 용융 음극 속에 생성한 상기 유용 핵연

료의 덴드라이트의 생성을 억제하기 해 상기 용융 음극 속

의 표면에 외란을 부여한 교반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 용융염 기 분해 정제 장치．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본 발명은 연성 용기와 용융 음극 속의 표면이 한 부분

의 부근이나 용융 음극 속의 표면에 외란을 부여한 교반기

구를 설치함으로써， 용융 음극 속의 표면에 석출되는 유용 

핵연료인 우라늄， 루토늄 등 석출 속 미립자가 연성 용

기내에 균일하게 확산하고 용해되도록 하여， 용융 음극 속

에의 기 분해 석출을 효율 으로 행한다．

용융염 기 분해 정제 장치에 교반기구라는 구성을 추가한 것

을 기술  특징으로 함. 권리범 를 넓게 청구하고 있으며, 침

해  침해입증이 용이함.

비 고
종래 융용염 기 분해 정제 장치에 교반기구 25를 설치한 것

을 기술  특징으로 함.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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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용융염 해용 처리 장치  해 처리 방법

출원인 스미토모 속공업 주식회사

발명자 요시다 나오쓰구 | 다나카 노

출원번호 1999-324183 출원일 1999-11-15

등록번호 [JP] 3597741 등록일 2004-09-17

소분류 해정련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사용완료 연료를 건식재 처리할 때，２차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효율 으로 사용완료 연료를 분리 

회수할 수 있는 기 분해 처리 장치  방법을 제공하기 

해, 수냉 가능하고 여러 개의 슬릿에 의해 여러 세그먼트에 

분할된 노벽부를 갖는 도가니， 노벽부의 외주부에 배치된 

통  코일， 통  코일에 고주  류를 공 한 고주  

원， 도가니 내부에 장입된 도 성의 어도１개의 극， 

극 사이의 사이 는 극과 도가니 벽과의 사이에 직류 

류를 흐르게 하는 원을 갖는 용융염 기 분해용 처리 

장치  처리 방법을 제공한다．

표도면

도면의 설명 용융 염 에서의 기 분해 처리 방법의 를 나타내는 그림

(9) [JP] 3597741

(가) 서지사항 요약



83

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1개  종속항 2개

주요 청구항

수냉 가능하고 여러의 슬릿에 의하여 여러의 세그먼트에 분할

된 노벽부를 갖는 도가니， 노벽부의 외주부에 배치된 통  코

일， 통  코일에 고주  류를 공 한 고주  원， 도가니 

내부에 장입된 도 성의 어도１개의 극， 극들 사이사이 

는 극과 도가니 벽과의 사이에 용융 염욕을 통해 직류 

류를 흐르게 하는 원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융염 

기 분해용 처리 장치．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본 발명은 도가니 내부에 노벽, 고주  류가 흐르는 통  

코일, 극들 사이  극과 도가니 벽 사이에 직류 류를 

흘리는 구성을 기술  특징으로 하여 사용완료 연료의 건식 재

활용할 때에 ２차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효율

으로 산화물의 형태로 사용완료 연료를 분리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

효율 인 분리 회수를 한 융용염 기분해 장치의 개선에 

한 발명으로 연료의 분리 회수 효율 향상에 련된 기술.

비 고

선행기술

일본특허공개 평１１－６４５７７호: 내화물을 내장한 기로를 

이용하여 사용완료 연료를 염화물 등의 용융 염 에서 기 

분해 재활용하는 방법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84

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용융염 의 풀토닐 농도 측정 장치

출원인 핵연료 사이클 개발기구

발명자 고바야시 시코 | 셀 게이 바비로  | 묘친 슈코     

출원번호 2004-146864 출원일 2004-05-17

등록번호 [JP] 3834324 등록일 2006-07-28

소분류 해정련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용융 염 의 풀토닐 농도를 연속 으로 측정하기 해, 산화

물 기 분해법을 이용하는 용융 염 의 풀토닐 농도를 측

정하기 한 장치에 한 것이다. 풀토닐 검출부와 분  분석 

수단을 구비하고， 풀토닐 검출부는 하부가 용융 염 에 침

지한 불활성 가스 도입 ， 하단이 개방되고 상측부에 염 배

출구가 개구하여 용융염 액체면의 상방에 배기가스 배출구가 

설치되며， 불활성 가스 도입 을 둘러싸고 있는 세라믹 외

투부， 세라믹 외투부 내에 치한 흑연 샘 을 갖고， 용융

염 의 풀토닐과 흑연 샘 과의 화학 반응에 의하여 생성하

고 불활성 가스 도입 시에 배출되는 탄산가스의 농도를 분  

분석 수단에 의하여 분석한다.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에 계된 풀토닐 농도 측정 장치의 한 실시 를 
나타내는 설명도   

(10) [JP] 3834324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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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1개  종속항 7개

주요 청구항

용융염 기 분해를 이용한 사용 완료 핵연료의 재활용 장치로 

이용한 용융염 의 풀토닐 농도를 측정하기 한 장치로서，

풀토닐 검출부와 분  분석 수단을 구비하고，

풀토닐 검출부는， 하부가 용융염 에 침지한 불활성 가스 도

입   하단이 개방하고， 상측부에 염 배출구가 개구하여， 

용융염 액체면의 상방에 배기가스 배출구가 설치되며， 상기 

불활성 가스 도입 을 둘러싸고 있는 세라믹 외투부와 그 세라

믹 외투 부내에 치한 흑연 샘 을 갖고，

풀토닐 검출부의 배기가스 배출 계에 배기가스(gas) 의 탄산

가스 농도를 측정한 분  분석 수단이 속되고 있고，

용융염 의 풀토닐과 흑연 샘 과의 화학 반응에 의하여 생성

되고 불활성 가스 도입 시에 불활성 가스에 동반하여 배출되는 

탄산가스의 농도를 분  분석 수단에 의하여 분석하는 것에 의

하여，

용융염 의 풀토닐 농도를 연속 으로 측정 가능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융염 의 풀토닐 농도 측정 장치．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1. 본 발명은 핵연료의 재활용 공정에 사용되는 용융염 의 풀

토닐 농도 측정 장치로서， 용융 염 에 하부가 침지한 풀토닐 

검출부와 그 풀토닐 검출부의 배기가스 배기 계에 속된 분  

분석 수단  배기가스 처리 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기술  특

징으로 한다.

2. 이러한 구성에 의하면 용융염 의 풀토닐과 흑연 샘 과의 

화학 반응에 의하여 생성되고 불활성 가스 도입 시에 배출된 

탄산가스의 농도를 분  분석 수단에 의하여 분석하기 때문

에， 시시각각 변하는 용융염 의 염화 풀토닐 농도를 연속

으로 측정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한, 이러한 측정 결과에 근

거하여 류를 제어함으로써， 소정의 Ｐｕ 농도를 가진 산화 

우라늄（ＵＯ2 ）과 산화 루토늄（ＰｕＯ2 ）의 혼합 산화물

을 음극에 석출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비 고

고속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용융염을 이용한 건식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 회수한 과립상의 우라늄이나 루토늄의 산화물

을 피복 （스테인리스 강등의 속제의 ）에 진동 충 하

고， 이것을 고속로의 연료 집합체로서 재활용하는 「산화물 

기 분해법」에 한 기술.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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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Acitnide recovery

출원인 Rockwell International Corporation 

발명자 Grantham; LeRoy F.

출원번호 07/414,570 출원일 September 29, 1989

등록번호 [US] 5,041,193 등록일 August 20, 1991 

소분류 해정련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Actinides metals are recovered from spent nuclear fuel 

oxides containing fission products by a pyrochemical 

process. The process comprises, in part, electrorefining the 

metal complex from an anode by electrolytically oxidizing 

actinides into a salt and then electrodepositing actinides 

onto a cathode to form an actinide metal deposit. The 

actinide metal deposit is then melted to separate the salts 

and the actinide metals. The separated salt is recycled into 

an electrorefiner and the actinide metals are recovered and 

then transferred to a fuel fabrication system.  

표도면 도면 없음

도면의 설명

(11) [US] 5,041,193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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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1항  종속항  3항

주요 청구항

1. A pyrochemical process for the recovery of actinides from 

spent nuclear fuel oxides containing fission products 

comprising: 

(i) converting the spent nuclear fuel oxide into a finely 

divided powder; 

(ii) converting the powdered fuel oxide to a metal complex 

at an anode; 

(iii) electrorefining the metal complex by electrolytically 

oxidizing actinides from the anode into a salt electrolyte; 

(iv) electrodepositing the actinides from the salt electrolyte 

onto cathode to form an actinide metal deposit; 

(v) melting the actinide metal deposit; 

(vi) separating the salts and actinide metals; and 

(vii) recovering the actinide metals.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본 발명은 1989년 출원된 만큼 사용완료 핵연료로부터 우라

늄 비포함 폐기물을 생산, 는 악티나이드 물질을 분리해내는 

이로 로세스의 기본 인 방법  순서를 개시한다. 

비 고 특허권 만료된 기술이다.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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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Process to remove rare earth from IFR electrolyte

출원인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United 

States 

발명자 Ackerman; John P., Johnson; Terry R.  

출원번호 07/999,339 출원일 December 31, 1992

등록번호 [US] 5,336,450 등록일 August 9, 1994 

소분류 해정련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The invention is a process for the removal of rare earths 

from molten chloride electrolyte salts used in the 

reprocessing of integrated fast reactor fuel (IFR). The 

process can be used either continuously during normal 

operation of the electrorefiner or as a batch process. The 

process consists of first separating the actinide values 

from the salt before purification by removal of the rare 

earths. After replacement of the actinides removed in the 

first step, the now-purified salt electrolyte has the same 

uranium and plutonium concentration and ratio as when 

the salt was removed from the electrorefiner. 

표도면

도면의 설명 a flow diagram of the process of the invention. 

(12) [US] 5,336,450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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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2개  종속항 12개

주요 청구항

1. A process for purifying a molten chloride salt electrolyte 
of rare earth fission product values when these values are 
contained in the salt together with uranium, plutonium, 
cesium, strontium and minor actinide values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neptunium, americium and curium, 
comprising: 
contacting the salt with a molten cadmium metal reductant 
solution whereby most of the uranium, plutonium and minor 
actinide values together with some of the rare earth values 
are reduced and taken up by the cadmium metal while minor 
amounts of uranium, plutonium, minor actinides, and most of 
the rare earth values remain in the salt together with the 
cesium and strontium, 
separating the molten cadmium metal reductant solution from 
the salt, 
contacting the salt with a molten cadmium metal extractant 
solution containing uranium metal whereby the uranium 
displaces most of the remaining plutonium and minor actinide 
values remaining in the salt which are taken up by the 
cadmium metal, 
separating the salt from the molten cadmium metal 
extractant solution, 
contacting the molten salt with a molten cadmium metal 
strip solution containing lithium whereby the lithium reduces 
the rare earths and uranium remaining in the salt, said 
reduced rare earths and uranium being taken up by the 
molten cadmium metal strip solution, thereby purifying the 
salt of rare earths, 
separating the cadmium metal strip solution containing the 
rare earths and the uranium from the molten purified salt, 
mixing the molten purified salt with an oxidant to form an 
oxidizing salt, 
mixing the molten cadmium reductant and molten cadmium 
extractant solutions to form an actinide return stream, and 
contacting the oxidizing salt with the actinide return stream 
whereby the plutonium, uranium and other values in the 
cadmium solution are oxidized to the chloride salt and taken 
up by the salt, thereby forming a purified molten chloride 
electrolyte salt suitable for recycling.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본 발명은 융용 클로라이드 해염로부터 희토류 원소 분해물
을 분리해내는(제거하는) 기술에 한 것이다. 
본 발명은 융용 카드뮴 속 환원제 용액과의 , 융용 카드
뮴 속 추출물 용액과의 , 융용 카드뮴 속 스트립 용액
과의 을 순차 으로 시행함으로써 희토류 원소 분해물을 
제거하는 것을 기술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종래 배치 로세스보다 빠르게 융용염을 정
제할 수 있다. 한, 본 발명은 종래 배치 로세스에 비해 연
속 으로 융용염으로부터 선택 인 희토류 원소 분해물의 제거
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정제 과정을 거친 융용염은 별
도의 로세싱 없이 해정련 과정에 재사용될 수 있다.  

비 고 선행기술 U.S. Pat. No. 4,814,046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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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Electrolytic recovery of reactor metal fuel 

출원인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United 

States 

발명자 Miller; William E., Tomczuk; Zygmunt  

출원번호 08/012,713 출원일 February 3, 1993

등록번호 [US] 5,348,626 등록일 September 20, 1994 

소분류 해정련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A new electrolytic process and apparatus are provided 

using sodium, cerium or a similar metal in alloy or within 

a sodium beta or beta"-alumina sodium ion conductor to 

electrolytically displace each of the spent fuel metals 

except for cesium and strontium on a selective basis from 

the electrolyte to an inert metal cathode. Each of the 

metals can be deposited separately. An electrolytic transfer 

of spent fuel into the electrolyte includes a sodium or 

cerium salt in the electrolyte with sodium or cerium alloy 

being deposited on the cathode during the transfer of the 

metals from the spent fuel. The cathode with the deposit 

of sodium or cerium alloy is then chanted to an anode and 

the reverse transfer is carried out on a selective basis 

with each metal being deposited separately at the cathode. 

The result is that the sodium or cerium needed for the 

process is regenerated in the first step and no additional 

source of these reactants is required.

표도면

도면의 설명
perspective view illustrating a vol-oxidizer of spent nuclear 

fuel

(13) [US] 5,348,626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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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2개  종속항 14개

주요 청구항

1. An electrolytic process of recovering a nuclear reactor 

metal fuel comprising the steps of: 

providing an electrolytic cell including a fused salt electrolyte 

containing metal halides of the reactor metal fuel, an anode 

electrode and a cathode electrode in contact with the 

electrolyte, and said anode being an active metal capable of 

displacing a select group of metals from said metal halides 

contained in said electrolyte and with said cathode being an 

inert metal when in contact with said select group of metals; 

operating the cell during a cathode deposition step by 

limiting a cell current generated during said cathode 

deposition to selectively deposit metals onto said cathode 

electrode from said metal halides in said electrolyte.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본 발명은 반응기 속 연료의 기분해 는 사용완료 속 

연료로부터 방사선 폐기 속을 분리하는 기술에 한 것이다.

기술  구성으로는 반응기의 속 연료의 속할라이드를 포함

하는 융용염 해질을 사용하여, 해질로부터 캐소드 극으로 

선택 으로 각 속을 치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 본 발명은 소듐이나 세륨염을 포함하는 해질에서 사용

완료연료의 해 이의 변형으로서, 연료로부터 해액으로 

속이 이동하는 동안 캐소드에 소듐이나 세륨이 침 되고, 그 후 

상기 캐소드는 애노드가 되어 분리 침 된 각 속을 포함하는 

선택 베이시스로의 역이동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소듐이나 

세륨이 재 생성되므로 추가 인 반응물의 공 이 불필요하다. 

비 고
본 발명은 해정련  폐기물 처리 로세스를 포함하는 공정

을 개시함.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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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Electrorefiner 

출원인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United 

States

발명자 Miller; William E., Tomczuk; Zygmunt 

출원번호 08/272,376 출원일 July 6, 1994

등록번호 [US] 5,443,705 등록일 August 22, 1995 

소분류 해정련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An apparatus capable of functioning as a solid cathode and 
for removing crystalline structure from the upper surface 
of a liquid cathode, includes a metallic support vertically 
disposed with respect to an electrically insulating container 
capable of holding a liquid metal cathode. A piston of 
electrically insulating material mounted on the drive tube, 
surrounding the current lead, for vertical and rotational 
movement with respect thereto including a downwardly 
extending collar portion surrounding the metallic current 
lead. At least one portion of the piston remote from the 
metallic current lead being removed. Mechanism for 
lowering the piston to the surface of the liquid cathode 
and raising the piston from the surface along with 
mechanism for rotating the piston around its longitudinal 
axis.  

표도면

도면의 설명

FIG. 1 is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a power supply 
arrangement for an electrolytic cell of the type herein 
disclosed; 
FIG. 2 is a view of a cathode of the type useful in the 
electrolytic cell illustrated in FIG. 1 having a liquid metal 
therein, wherein the associated piston is in the up position; 
FIG. 3 is a cathode of the type useful in the electrolytic 
cell illustrated in FIG. 2 wherein the piston is in the down 
position; 

(14) [US] 5,443,705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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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3항  종속항  13항

주요 청구항

1. An apparatus for removing crystalline structure from 

the upper surface of a  liquid cathode, comprising a 

support vertically disposed with respect to said liquid 

cathode, a current lead tube or rod, a cylindrical piston of 

electrically insulating material mounted on said support for 

vertical and rotational movement with response thereto, at 

least two portions of said piston remote from said support 

being removed therefrom, motor mechanism for lowering 

said piston to the surface of the liquid cathode and 

raising said piston from said surface, and mechanism for 

rotating said piston around its longitudinal axis.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1. 본 발명은 해정련에서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우라늄  

라토늄 혼합물을 효과 으로 모으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한, 

순수한 우라늄을 모으기 한 고체 캐소드 는 우라늄과 라

토늄의 혼합물을 모으기 한 액체 캐소드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한다.

2. 한, 혼합된 우라늄  라토늄의 덴트라이트를 액체 캐소

드 표면으로부터 제거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3. 기술  구성으로는 액체 캐소드의  표면으로부터 결정 구

조를 제거하는 장치로서, 서포트, 커런트 리드 튜  는 로드, 

실린더형 피스톤을 포함하며, 피스톤을 액체 캐소드의 표면으로 

내리거나 표면으로부터 올리고, 피스톤을 수직축을 심으로 회

시키는 모터 메카니즘을 포함한다. 

4.  다른 구성으로서, 고체 캐소드로서 기능하고 액체 캐소드

의  표면으로부터 결정 구조를 제거하는 장치는, 커런트 리

드, 피스톤(메탈릭 서포트에 장착되는 연체로서, 메탈릭 서포

트 주 로 아래로 연장된 칼라부를 포함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비 고

액체 캐소드의  표면으로부터 결정 구조를 제거하는 장치, 고

체 캐소드로서 기능하고 액체 캐소드의  표면으로부터 결정 

구조를 제거하는 장치  해셀을 청구함.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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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Method of removal of heavy metal from molten salt in IFR 

fuel pyroprocessing 

출원인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United 

States  

발명자 Gay; Eddie C. 

출원번호 08/172,313 출원일 December 23, 1993

등록번호 [US] 5,454,914 등록일 October 3, 1995 

소분류 해정련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An electrochemical method of separating heavy metal 

values from a radioactive molten salt including Li halide at 

temperatures of about 500.degree. C. The method 

comprises positioning a solid Li--Cd alloy anode in the 

molten salt containing the heavy metal values, positioning 

a Cd-containing cathode or a solid cathode positioned 

above a catch crucible in the molten salt to recover the 

heavy metal values, establishing a voltage drop between 

the anode and the cathode to deposit material at the 

cathode to reduce the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in the 

salt, and controlling the deposition rate at the cathode by 

controlling the current between the anode and cathode. 

표도면

도면의 설명
schematic representation of equipment for practicing the 

process of the invention

(15) [US] 5,454,914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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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2개  종속항 15개

주요 청구항

1. An electrochemical method of separating heavy metal 

values from a radioactive molten salt at temperatures of 

about 500.degree. C., comprising positioning a solid Li--Cd 

alloy anode in the molten salt where the molten salt contains 

the heavy metal values, positioning a cathode in the molten 

salt to recover the heavy metal values where the cathode 

includes a molten Cd cathode and a solid mandrel cathode 

wherein said solid cathode is positioned over a catch crucible 

in the molten salt to recover the heavy metal values, 

establishing a current flow between the anode and the 

cathode to deposit heavy metal at the cathode, establishing a 

current flow between the anode and solid mandrel cathode to 

remove remaining heavy metals and reducing the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in the salt to remove the said 

heavy metals.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본 발명은 리튬과 카드뮴 고체 혼합물을 융용염 의 애노드로 

탁시키고, 리튬과 우라늄을 염으로 만들고, 캐소드에서의 

속 는 속을 감소시키는 압을 걸어 으로써 속을 

기화학 으로 치환하는 방법을 개시한다.  

종래 리튬과 카드뮴 혼합물을 이용하여 우라늄  라토늄을 

제거하는 화학  치환 반응에서는 intermetallic compounds 가 

생성되어 반응을 계속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하 으나, 본 발명에

서는 intermetallic barrier가 형성되지 않는다.  

기술  구성으로는 고체 리튬-카드뮴 합  애노드를 속을 

포함하는 용융염 내에 장치시키고, 속을 회수하기 하여 

캐소드를 장치시킴에 있어서, 상기 캐소드는 융용 카드뮴 캐소

드  고체 mandrel 캐소드를 포함한다. 한, 애노드  캐소

드 간의 커런트 로우는 속을 캐소드에 침 시키고, 애노

드  고체 mandrel 캐소드 간의 커런트 로우는 잔존 속

을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비 고
U.S. Pat. No. 5,009,752 

엔지니어링 스 일의 해정련 장치 개시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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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Advanced electrorefiner design

출원인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United 

States 

발명자 Miller; William E., Gay; Eddie C., Tomczuk; Zygmunt  

출원번호 08/267,949 출원일 July 6, 1994

등록번호 [US] 5,531,868 등록일 July 2, 1996  

소분류 해환원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A combination anode and cathode for an electrorefiner 
which includes a hollow cathode and an anode positioned 
inside the hollow cathode such that a portion of the anode 
is near the cathode. A retaining member is positioned at 
the bottom of the cathode. Mechanism is included for 
providing relative movement between the anode and the 
cathode during deposition of metal on the inside surface of 
the cathode during operation of the electrorefiner to refine 
spent nuclear fuel. A method is also disclosed which 
includes electrical power means selectively connectable to 
the anode and the hollow cathode for providing electrical 
power to the cell components, electrically transferring 
uranium values and plutonium values from the anode to 
the electrolyte, and electrolytically depositing substantially 
pure uranium on the hollow cathode. Uranium and 
plutonium are deposited at a liquid cathode together after 
the PuCl3 to UCl3 ratio is greater than 2:1. Slots in the 
hollow cathode provides close anode access for the liquid 
pool in the liquid cathode. 

표도면

도면의 설명

FIG. 1 is a schematic drawing of a portion of a 
electrolytic cell of the type disclosed showing the location 
of the solid and liquid cathodes in conjunction with the 
anodes; 
FIG. 2A and 2B are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a solid 
cathode having a rotatable anode positioned therewithin.

(16) [US] 5,531,868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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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5개  종속항 14개

주요 청구항

1. A combination anode and cathode for an electrorefiner, 

comprising a hollow cathode, a liquid metal cathode having 

an upper surface within said hollow cathode, a molten 

electrolyte containing mixed chloride salts in contact with 

said hollow cathode, an anode positioned inside said hollow 

cathode such that a portion of the anode is near the hollow 

cathode, a retaining member at the bottom of the hollow 

cathode, and mechanism for providing relative movement 

between the anode and the hollow cathode during 

deposition of metal on the inside surface of said 

cathode, wherein said hollow cathode has an aperture in the 

wall thereof positioned above the upper surface of said liquid 

metal cathode, to permit flow of the electrolyte 

therethrough from inside said hollow cathode, during 

operation of the electrorefiner to refine spent nuclear fuel.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1. 본 발명은 상 으로 순수한 우라늄 속을 사용완료 핵연

료의 해정련과정으로부터 얻는 효율을 향상시키고, 고체 캐소

드 근처에 애노드를 치시킴으로써 우라늄  라토늄의 이

동 속도를 향상시키며, 애노드/고체 캐소드 의 류를 증가시

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기술  구성으로 본 발명은 해정련을 한 애노드  캐소

드 조합에 한 것으로, 할로우 캐소드, 할로우 캐소드 벽에는 

구멍이 있어 그로부터 액체 속 캐소드의 상면이 장치되며, 애

노드는 할로우 캐소드의 내부에 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 캐소드 내면에 속의 침 이 일어나는 동안 애노드  

할로우 캐소드간에 상 인 운동을 제공하고, 해정련이 일어

나는 동안 할로우 캐소드 내부로부터 해질의 흐름이 일어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3. 한, 본 발명은 셀 콤포 트에 력을 공 하고, 우라늄  

라토늄을 애노드로부터 해질로 이동시키며, 할로우 캐소드

에 순수 우라늄을 해 으로 침 시키는 력 수단을 개시한

다.

비 고 해정련의 효율 향상에 계되는 기술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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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Electroseparation of actinide and rare earth metals 

출원인 Rockwell International Corporation 

발명자
Grantham; LeRoy F., Guon; Jerold, Grimmett; David L., 

McCoy; Lowell R. , Roy; Jeffery J.  

출원번호 1995-458527 출원일 1995-06-02

등록번호 [US] 5,582,706 등록일 1996-12-10

소분류 해정련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A pyrochemical process is utilized to recover 99% of the 

remaining transuranium materials from plutonium-uranium 

extraction waste. One step of the overall pyrochemical 

process involves the electrochemical separation of the 

waste components. A solid anode and a solid cathode are 

used in this electrochemical separation step to electrorefine 

in single or multiple steps. The solid anode and solid 

cathode are selected from certain preferred anodic and 

cathodic materials. Where multiple electrorefining steps are 

used to obtain more complete electroseparation, this is 

achieved by employing in the multiple electrorefining steps 

both a solid anode, suitably graphite, and a molten metal 

anode containing a mixture of the actinide and rare earth 

elements. This results in greater separation than can be 

realized through electroseparation by use of either anode 

alone. 

표도면 도면 없음.

도면의 설명

(17) [US] 5,582,706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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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1개  종속항 5개

주요 청구항

1. In a pyrochemical process for the separation of actinides 

and rare earth elements from reprocessed spent nuclear fuel 

in which electrorefining is utilized for said separation, the 

improvement wherein said electrorefining is accomplished in 

one or more steps utilizing both a solid anode selected from 

lithium aluminide, lithium antimonide, iron, graphite and 

lanthanum, and a solid cathode selected from tantalum, iron, 

and uranium-coated tantalum for at least one of such 

electrorefining steps.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악티나이드와 다른 여러 희토류 원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일

단계 는 다단계에 걸친 해정련 공정을 통해 분리를 완성하

는 기술에 한 발명이다. 구체 으로 다단계에 걸쳐 보다 완벽

한 해정련을 하는 경우에는 그래 이트와 같이 불활성 물질

의 고체 애노드  악티나이드와 희토류 원소를 포함하는 융용 

속 애노드 모두를 사용하는 공정을 개시한다. 

비 고
해정련 공정에서 캐소드와 애노드 물질의 선택에 련된 발

명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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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Electrorefining cell with parallel electrode/concentric 

cylinder cathode 

출원인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United 

States  

발명자 Gay; Eddie C., Miller; William E., Laidler; James J. 

출원번호 08/562,612 출원일 November 24, 1995

등록번호 [US] 5,650,053 등록일 July 22, 1997  

소분류 해정련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A cathode-anode arrangement for use in an electrolytic 
cell is adapted for electrochemically refining spent nuclear 
fuel from a nuclear reactor and recovering purified 
uranium for further treatment and possible recycling as a 
fresh blanket or core fuel in a nuclear reactor. The 
arrangement includes a plurality of inner anodic dissolution 
baskets that are each attached to a respective support rod, 
are submerged in a molten lithium halide salt, and are 
rotationally displaced. An inner hollow cylindrical-shaped 
cathode is concentrically disposed about the inner anodic 
dissolution baskets. Concentrically disposed about the inner 
cathode in a spaced manner are a plurality of outer anodic 
dissolution baskets, while an outer hollow 
cylindrical-shaped is disposed about the outer anodic 
dissolution baskets. Uranium is transported from the anode 
baskets and deposited in a uniform cylindrical shape on 
the inner and outer cathode cylinders by rotating the 
anode baskets within the molten lithium halide salt.

표도면

도면의 설명

A longitudinal sectional view shown partially in phantom of 
a parallel electrode/concentric cylinder cathode arrangement 
for an electrorefining cell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invention

(18) [US] 5,650,053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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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2개  종속항 12개

주요 청구항

1. A combination of anodes and cathodes for an 

electrorefiner comprising: 

a first plurality of anode baskets; 

a first inner cylindrical cathode concentrically disposed about 

and in closely spaced relation to said first plurality of 

anodes; 

a second plurality of anode baskets concentrically disposed 

about and in closely spaced relation to said first inner 

cathode; 

said first and second plurality of anode baskets adapted to 

contain a spent nuclear fuel; 

said anodes and cathodes adapted to be surrounded by a 

molten salt; and 

a second outer cylindrical cathode concentrically disposed 

about and in closely spaced relation to said second plurality 

of anodes.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기술  특징으로 극의 표면 을 늘리고, 애노드와 캐소드간의 

공간을 감소시키는 것을 제시함.

한, 회 하는 실리더형 캐소드 표면에 수평방향으로 침 되는 

우라늄의 덴드라이트를 트랩핑한다.

한, 동심원 으로 배치되며, 실린더형 캐소드와 애노드 바스

켓이 교 로 배열되는 형태의 해정련 셀을 통해 이동을 향상

시킨다.

본 발명은 평생한 극을 사용하는 해정련 셀에서 두 개의 

동심원  캐소드 실린더와 12개의 애노딕 용해 바스켓을 포함

하며, 이  4개는 캐소드 실린더 내부에 8개는 내부  외부 캐

소드 실린더 사이에 치한다. 

본 발명의 특징  구성인 평행한 극, 동심원 으로 배열된 실

리더형 캐소드는 우라늄 수거율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구성

이다. 

비 고
사용완료 핵연료로부터 순수한 우라늄 속의 수거 효율을 향

상시키는 기술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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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Dry chemical reprocessing method and dry chemical 

reprocessing apparatus for spent nuclear fuel 

출원인 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  

발명자 Amamoto; Ippei, Igarashi; Miyuki 

출원번호 09/074,374 출원일 May 8, 1998

등록번호 [US] 6,056,865 등록일 May 2, 2000  

소분류 해정련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In a dry chemical reprocessing method, uranium type 
elements are electrolytically refined continuously. Molten 
cadmium in which these uranium type elements are 
dissolved is transferred to a rotating cathode electrolysis 
tank 30 for performing electrolytic refining. The rotating 
cathode electrolysis tank 30 is filled with molten cadmium, 
and a mixture of potassium chloride and lithium chloride. 
In the salt phase are placed a rotating cathode 32 and a 
receiving dish 36 for uranium type elements which deposit 
at the cathode, while in the molten cadmium phase a fixed 
anode 42 is installed. When uranium type elements 
deposited at the rotating cathode 32 have grown to at 
least a predetermined size, they are scraped off by a 
scraper 34 and collect in a receiving dish 36. These 
uranium type elements are sent to a U/salt separating tank 
50 where uranium is separated from salts. The separated 
uranium and molten cadmium are aspirated by a pump 59, 
and sent to a Cd distiller 60 via a pipe 58a where the 
uranium type elements are recovered as their oxides and 
the cadmium is distilled off and recovered. 

표도면

도면의 설명

a figure describing, in schematic form, a dry chemical 
reprocessing step comprising a cathode deposit recovery 
device used for dry chemical reprocessing according to this 
invention

(19) [US] 6,056,865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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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2개  종속항 10개

주요 청구항

1. A dry chemical reprocessing apparatus wherein a spent 
nuclear fuel starting material is reduced to metal, supplied to 
an electrolysis tank comprising a molten alkali salt as an 
upper phase and molten cadmium as a lower phase, elements 
in said spent nuclear fuel are extracted into said molten 
cadmium, an electric current is passed between two 
electrodes in the electrolysis tank wherein said molten 
cadmium is the anode and a low carbon steel rod fixed in 
said molten alkali salt phase is the cathode, and uranium 
and/or transuranic elements extracted into said molten 
cadmium are deposited at said cathode by electrolysis and 
recovered, wherein said apparatus including: 
said cathode said cathode having a disk-shaped part and 
being supported to freely rotate in said electrolysis tank; 
a scraper arranged in said electrolysis tank such that the 
scraper contacts with the deposit on said disk-shaped part of 
said cathode when said cathode rotates; 
a receiving dish disposed in said molten alkali salt phase 
underneath said cathode in said electrolysis tank to receive 
uranium and/or transuranic elements scraped off of said 
cathode by said scraper during rotation of said cathode; 
an aspirator provided to aspirate uranium and/or transuranic 
elements and alkali salts that have collected in said receiving 
dish in said electrolysis tank, and to remove the uranium 
and/or transuranic elements and alkali salts from said 
electrolysis tank; and 
wherein said uranium and/or transuranic elements are 
recovered.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본 발명은 드라이 미컬 리 로세싱 방법  장치에 한 것
으로 우라늄 타입의 원소가 연속 으로 해정련될 수 있다. 우
라늄 타입 원소가 용해되어 있는 융용 카드뮴이 회  캐소드 
기분해 탱크로 이동하여 해정련이 이루어진다. 해정련 탱

크에는 융용 카드뮴과 함께 KCl, LiCl이 존재하고, 그 안에 회
 캐소드, 캐소드에 침 되는 우라늄을 받기 한 리시빙 디쉬 
 고정 애노드가 장착된다.

우라늄 타입 원소가 캐소드에서 정된 사이즈로 성장하면 스
크랩퍼로 어내어 리시빙 디쉬로 받는다. 다음으로 우라늄 타
입 원소는 우라늄/염 분리 탱크로 옮겨져 우라늄을 분리해낸다. 

비 고

드라이 미컬 리 로세싱에서 해정련 탱크의 작동을 멈추지 
않고, 즉, 우라늄 타입 원소가 침 된 고체 캐소드를 들거나 하
지 않고 우라늄 타입 원소를 회수하는 방법  장치에 한 발
명.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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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Method of processing spent reactor fuel with magnesium 

alloy cladding

출원인 Kabushiki Kaisha Toshiba  

발명자
Kondo; Naruhito , Matsumaru; Kenichi, Fujita; Reiko, Fujie; 

Makoto 

출원번호 09/174,591 출원일 October 19, 1998

등록번호 [US] 6,156,183 등록일 2000-12-05

소분류 해정련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A spent reactor fuel processing method is provided for 

recovering at least any one of metallic nuclear fuel 

materials, in which the reactor fuel is composed by 

covering the metallic nuclear fuel material with a cladding 

tube made of alloy and having a melting point lower than 

that of the metallic nuclear fuel material and end plugs 

made of alloy are mounted to both ends thereof. The 

processing method comprises a cladding tube smelting 

separation process, a molten salt electrorefining process 

and a salt evaporation separation process for recovering 

metallic uranium, uranium and plutonium, or uranium, 

plutonium and transuranium elements. 

표도면

도면의 설명

a flowchart showing a processing method of a spent 

reactor fuel according to first and fifth embodiments of the 

present invention

(20) [US] 6,156,183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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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3개  종속항 16개

주요 청구항

1. A method of processing a spent reactor fuel for 
recovering at least any one of metallic nuclear fuel materials 
of uranium, plutonium and transuranium element from the 
spent reactor fuel, in which the reactor fuel as a processing 
target is composed by covering the metallic nuclear fuel 
material with a cladding tube made of magnesium alloy and 
having a melting point lower than that of the metallic 
nuclear fuel material and end plugs made of alloy are 
mounted to both ends thereof, in a case of processing the 
spent reactor fuel as it is or processing the spent reactor 
fuel in a state of cutting and removing both the end plugs 
in a preprocess, or in a case of processing the end plugs 
after the cutting thereof to which a fuel component adheres, 
said processing method comprising: 
a cladding tube smelting separation process of heating the 
processing target at a temperature more than a melting point 
of the magnesium alloy cladding tube and less than a 
melting point of the metallic nuclear fuel material so as to 
smelt and separate the magnesium alloy cladding tube or the 
end plugs from the metallic nuclear fuel material; 
a molten salt electrorefining process of immersing the 
metallic nuclear fuel material, in which the magnesium alloy 
cladding tube or end plug is removed in the smelting 
separation process, in a salt consisting of a molten alkaline 
metal chloride or alkaline earth metal chloride or a mixture 
thereof to be used as an anode while a solid electrode or a 
molten metal electrode being used as a cathode, and 
dissolving the metallic nuclear fuel material in the salt by 
applying a current between the anode and cathode while 
depositing uranium, uranium and plutonium or uranium, 
plutonium and transuranium elements to the cathode; and 
a salt evaporation separation process of taking out the 
processing target from the salt and heating chloride or 
alkaline earth metal adhering to the deposited element which 
is deposited and adheres to the cathode in a normal pressure 
state or in a pressure reducing state so that the chloride or 
alkaline earth metal is evaporated and separated and 
recovering metallic uranium, uranium and plutonium, or 
uranium, plutonium and transuranium elements.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1. 본 발명은 속 핵연료 물질을 해당 속 핵연료 물질보다도 
융 이 낮은 속의 합 제 피복 으로 피복하고, 양단부에 합
제 단 을 장착한 원자로 연료의 처리 방법에 한 것이다．  

2. 본 발명에 계된 사용완료 원자로 연료의 처리 방법에 의하
면， 연료의 양단부나 피복 을 반드시 기계 으로 제거할 필
요가 없고，  기계 으로 제거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거된 단
등을 포함한 폐기물으로 된 피복  등의 성분에 속 핵연료 

성분이 동반되는 것을 감하고， 속 핵연료 성분의 회수율
을 향상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피복 등의 성분에 폐기물량
의 감화도 도모할 수 있다．   

비 고
단 분리한 연료의 양단부나 기계 으로 제거한 피복 에도 
속 핵연료 성분이 부착되어 있음으로 인한 문제  해결하는 

기술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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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Nuclear fuel electrorefiner 

출원인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United 

States  

발명자 Ahluwalia; Rajesh K., Hua; Thanh Q.

출원번호 09/940,421 출원일 August 29, 2001

등록번호 [US] 6,689,260 등록일 2004-02-10

소분류 해정련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a nuclear fuel 

electrorefiner having a vessel containing a molten 

electrolyte pool floating on top of a cadmium pool. An 

anodic fuel dissolution basket and a high-efficiency 

cathode are suspended in the molten electrolyte pool. A 

shroud surrounds the fuel dissolution basket and the 

shroud is positioned so as to separate the electrolyte pool 

into an isolated electrolyte pool within the shroud and a 

bulk electrolyte pool outside the shroud. In operation, 

unwanted noble-metal fission products migrate downward 

into the cadmium pool and form precipitates where they 

are removed by a filter and separator assembly. Uranium 

values are transported by the cadmium pool from the 

isolated electrolyte pool to the bulk electrolyte pool, and 

then pass to the high-efficiency cathode where they are 

electrolytically deposited thereto.  

표도면

도면의 설명
An break-away perspective view of a conventional nuclear 

fuel electrorefiner

(21) [US] 6,689,260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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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3개  종속항 13개

주요 청구항

1. A nuclear fuel electrorefiner for recovering uranium from 
nuclear fuel containing uranium, comprising: a vessel; an 
anodic fuel dissolution basket disposed within said vessel; a 
continuous shroud surrounding said anodic fuel dissolution 
basket in the form of an open-ended sleeve and having a 
top edge and a bottom edge; a cathode disposed within said 
vessel; an electrical power supply in selective electrical 
communication with said cathode and with said anodic fuel 
dissolution basket to provide electrical power to said nuclear 
fuel electrorefiner as required; a lower cadmium pool and an 
upper electrolyte layer are contained within said vessel so 
that said top edge of said shroud is positioned above an 
upper surface of the electrolyte layer and said bottom edge 
of said shroud contacts or penetrates an upper surface of the 
cadmium pool thereby separating the electrolyte into an 
isolated electrolyte within said shroud and a bulk electrolyte 
outside of said shroud and where said anodic fuel dissolution 
basket and said cathode are positioned in said electrolyte 
layer; and a filter assembly positioned within said vessel for 
collecting precipitates formed from noble-metal fission 
products and matrix material.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1. 사용후 핵연료가 noble-metal, reactive fission products, 악
티나이드  지르코늄과 같은 다른 속을 포함하는 경우 사용
후 핵연료가 용해되었을 때 noble-metal fission products가 캐
소드로 이동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이는 캐소드에 우라늄이 침
되는데 에 방해가 된다. noble-metal fission products 은 용

해되지 않은 지르코늄에 갇  캐소드로의 이동이 방지된다. 본 
발명은 이러한 지르코늄 매트릭스 등이 없는 상태에서도 
noble-metal fission products를 우라늄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
록 하는 정련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기술  구성의 특징으로 anodic fuel dissolution basket 과 
그 안에 매달려 있는 high-efficiency cathode을 포함하고, The 
high-efficiency cathode 과 fuel dissolution basket은 
LiCl--KCl과 같은 mixed metal chlorides의 molten electrolyte 
pool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electrolyte는  카드뮴 풀 에 떠
있는 구조이다. 그리고, fuel dissolution basket주 로 shroud가 
치하여 electrolyte pool을 shroud 내부의 isolated electrolyte 

pool과 외부의 bulk electrolyte pool로 분리한다. 작동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noble-metal fission products는 아래의 카드뮴 
풀로 이동하여 석석출되고, 우라늄은 카드뮴 풀에 의해  
isolated electrolyte pool 애서 the bulk electrolyte pool로 이동
한 다음, high-efficiency cathode 에 침 되는 구성이다.

비 고
지르코늄 매트릭스 등이 없는 상태에서도 noble-metal fission 
products를 우라늄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정련 장치를 제공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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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Pyrochemical reprocessing method for spent nuclear fuel 

and induction heating system to be used in pyrochemical 

reprocessing method 

출원인 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 

발명자
Hayashi; Hiroshi, Koizumi; Tsutomu, Washiya; Tadahiro, 

Koizumi; Kenji 

출원번호 10/051,047 출원일 January 22, 2002

등록번호 [US] 6,793,894 등록일 September 11, 2007 

소분류 해정련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This invention is provided for improvement of 

corrosion-resistant property of a crucible and for promotion 

of safety in a pyrochemical reprocessing method for the 

spent nuclear fuel. The spent nuclear fuel is dissolved in a 

molten salt placed in the crucible. In a pyrochemical 

reprocessing method, the nuclear fuel is deposited, and the 

crucible (2) is heated by induction heating. Cooling media 

(5, 6) are supplied to cool down, and a molten salt layer 

(7) is maintained by keeping balance between the heating 

and the cooling, and a solidified salt layer (8) is formed on 

inner wall surface of the crucible. 

표도면

도면의 설명
 schematical drawings each showing an induction heating 
system

(22) US 6,793,894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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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1개  종속항 4개

주요 청구항

1. An induction heating system to be used in a pyrochemical 

reprocessing method for melting a spent nuclear fuel in a 

molten salt placed in a crucible and for depositing the 

nuclear fuel, wherein said induction heating system 

comprises means for induction heating, cooling means for 

cooling by supplying a cooling medium to the crucible, and 

auxiliary heating means for auxiliary heating, comprising a 

heating member arranged in the crucible to promote 

temperature increase of the molten salt.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본 발명은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사용이 끝난 핵연료의 건식 재

활용법과 건식 재활용에서 사용되는 유도 가열 장치에 한 것

이다.

구체 인 구성으로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도가니에서 용융염에 

용융시켜 핵 연료를 증착시키는 건식 재활용 법에서, 도가니를 

유도 가열하고, 냉각 매체를 공 하여 가열  냉각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융용염 층을 유지하며, 도가니 내벽 표면에 염 응고 

층 생성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이 끝난 핵연료의 

건식 재활용 법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유도 가열 방식에 의하면, 기존의 직  가열 방식에 

비해 냉각 장치에 의해 소  용융 층을 유지하면서, 도가니의 

표면을 냉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존의 부식 환경을 

획기 으로 일 수 있고, 재료의 수명 연장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비 고

US 7323032와 동일한 우선권 주장(기 출원 :JP 2001-157410)

을 함。

본 발명은 시스템을 상기 US 7323032는 방법을 청구함.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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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Device for metallizing uranium oxide and recovering 

uranium 

출원인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발명자
Kim; Ik-Soo , Seo; Chung-Seok , Hong; Sun-Seok , Lee; 

Won-Kyoung , Kang; Dae-Seung , Park; Seong-Won 

출원번호 10/631,438 출원일 July 30, 2003

등록번호 [US] 6,972,108 등록일 December 6, 2005 

소분류 해정련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Disclosed is a device for metallizing uranium oxide and 
recovering uranium, which reacts uranium oxide with a 
lithium metal to product uranium metal powder, and filters 
the resulting product using a porous filter to separate the 
uranium metal powder from lithium chloride molten liquid 
to recover the uranium metal powder. The device includes 
a heating furnace including at least one first heating unit, 
and a reactor includes a reaction vessel having a 
discharging valve hole located at the center of a bottom 
thereof and a conical bottom tapered to the discharging 
valve hole, a sealing lid for sealing the reaction vessel 
airtight, an argon gas inlet port for feeding argon gas into 
the reactor therethrough, and an argon gas outlet port for 
venting argon gas from the reactor therethrough. A valve 
assembly controls the discharging valve hole of the 
reaction vessel, and a plurality of agitators mix a mixture 
in the reactor. A lithium metal feeder includes a second 
heating unit and is removably installed through the sealing 
lid. A cooling jacket is set in the sealing lid, and a porous 
filter is located under the reactor in the heating furnace. 
Further, a molten salt recovery tank is positioned under 
the porous filter in the heating furnace.  

표도면

도면의 설명 a device for metallizing uranium oxide and recovering 
uranium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23) US 6,972,108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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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4개  종속항 3개

주요 청구항

1. A device for metallizing uranium oxide and recovering 
uranium, comprising: a heating furnace including at least one 
first heating unit for allowing the reaction vessel to be 
maintained at a high temperature; a reactor including a 
reaction vessel having an discharging valve hole located at a 
center of a bottom thereof and a conical bottom tapered to 
the discharging valve hole, a sealing lid for sealing the 
reaction vessel airtight, an argon gas inlet port for feeding 
argon gas into the reactor therethrough, and an argon gas 
outlet port for venting argon gas from the reactor 
therethrough; a valve assembly for controlling the 
discharging valve hole of the reaction vessel; a plurality of 
agitators for uniformly mixing a mixture in the reactor; a 
lithium metal feeder including a second heating unit and 
removably installed through the sealing lid to feed molten 
lithium metal into the reactor; a cooling jacket set in the 
sealing lid to allow compressed air to continuously flow 
therethrough to intercept heat from the reactor; a porous 
filter located under the reactor in the heating furnace to 
filter a resulting product discharged from the reactor; and a 
molten salt recovery tank positioned under the porous filter 
in the heating furnace to collect molten salt passing through 
the porous filter, wherein the heating furnace includes therein 
a plurality of first heating units independently controlled in 
terms of temperature and vertically spaced apart from each 
other at predetermined intervals.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1. 본 발명은 염화리튬 용융염 매질 내에서 우라늄 산화분말을 
리튬 속과 반응시켜 우라늄 속분말로 환하고, 환된 우
라늄 속분말을 다공성 필터를 이용한 직  여과에 의해 염화 
리튬 용융액과 분리회수하는 장치로서, 가열수단을 구비하는 가
열로;  배출구가 형성되며 배출구를 향해 하강하는 경사를 갖는 
원추형의 하부 형상을 갖는 반응용기, 반응용기를 폐하는 
폐뚜껑과, 아르곤가스를 주입  배출시키기 한 주입   배
출 을 포함하는 반응기; 상기 배출구를 개폐하는 밸 어셈블
리; 반응용기 내부의 혼합물을 혼합하기 한 하나 이상의 교반
기; 독자 인 가열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폐뚜껑에 탈착가능
하게 설치된 리튬 속 공 기; 폐뚜껑에 내장되는 냉각자켓; 
반응기 하부에 치하는 다공성 필터;  다공성 필터의 하부에 
치하는 용융염 회수탱크;를 포함한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2. 본 발명에 따른 우라늄 산화물 속 환  여과회수 장치는 
고온의 용융염계에서 리튬과의 반응에 의해 우라늄 산화물을 
우라늄 속으로 환하고, 환된 속을 용융염으로부터 분리 
회수할 수 있다. 한, 반응물질로서 미세한 우라늄 산화분말을 
사용함으로써 반응시간을 단축시키고 반응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비 고

종래기술
1. 우라늄 염화물을 제조한 다음 우라늄 속으로 환하는 방법
미합 국 특허 제5,164,050호
미합 국 특허 제5,421,855호
2. 반응시간을 단축시키기 해서는 반응표면 이 큰 분말형태
의 우라늄 산화물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속으로 환
된 우라늄도 분말형태로 생성되기 때문에 고온의 용융염에서 
이들을 분리해내기가 어렵다는 문제  존재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112

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Continuous process electrorefiner

출원인 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 

발명자 Herceg; Joseph E., Saiveau; James G., Krajtl; Lubomir

출원번호 10/637,088 출원일 August 5, 2003

등록번호 [US] 7,097,747 등록일 August 29, 2006 

소분류 해정련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A new device is provided for the electrorefining of 

uranium in spent metallic nuclear fuels by the separation 

of unreacted zirconium, noble metal fission products, 

transuranic elements, and uranium from spent fuel rods. 

The process comprises an electrorefiner cell. The cell 

includes a drum-shaped cathode horizontally immersed 

about half-way into an electrolyte salt bath. A conveyor 

belt comprising segmented perforated metal plates 

transports spent fuel into the salt bath. The anode 

comprises the conveyor belt, the containment vessel, and 

the spent fuel. Uranium and transuranic elements such as 

plutonium (Pu) are oxidized at the anode, and, 

subsequently, the uranium is reduced to uranium metal at 

the cathode. A mechanical cutter above the surface of the 

salt bath removes the deposited uranium metal from the 

cathode. 

표도면

도면의 설명 a cross-sectional view of such a design

(24) US 7,097,747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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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1개  종속항 15개

주요 청구항

1. A device for electrorefining uranium and other metals 

contained in spent metallic nuclear fuels, the device 

comprising: a) a hopper positioned above a first containment 

vessel and having a means of passage to the containment 

vessel; b) a first anode comprising the first containment 

vessel, a segmented belt, segment connectors, shredded 

nuclear fuel, and a drive sprocket in electrical communication 

wherein the segmented belt transports the fuel between the 

first and a second containment vessel; c) a first cathode 

comprising a cylindrical drum suspended within an annular 

space of the first containment vessel; d) a first electrolytic 

salt bath contained within the first containment vessel in 

electrical communication with the first anode and first 

cathode; e) a second anode comprising the segmented belt 

and the drive sprocket in electrical communication; f) a 

second cathode comprising the second containment vessel; g) 

a second electrolytic salt bath in electrical communication 

with the second anode and second cathode; h) a scraper for 

removing elemental uranium dendrites from the first cathode; 

and i) a receptacle for collecting the uranium dendrites.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1. 본 발명은 미반응 지르코늄, noble metal fission products, 

transuranic elements, 우라늄을 연료 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사용후 핵연료에서 우라늄을 해 정련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2. 구체 으로, 사용후 연료 을 metal anode basket에 둔 상태

에서, 직 인 기화학 반응에 의해 우라늄을 회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3. 본 발명에서는 애노드로부터 분출되는 우라늄 속 이온이 

융용염속의 이온을 신하여 캐소드에서 속으로 침 함으로

써 우라늄 속이 농축된 형태로 캐소드에 직  모일 수 있게 

한다. 즉, 본 발명의 정련공정은 metallic state로 우라늄을 정련

하고, 사용후 연료를 연속 으로 융용염으로 이동시켜 이동된 

우라늄과 우라늄 속을 애노드에서 산화시키고, 산화된 우라

늄 이온을 캐소드에서 metallic uranium으로 환원하며, 마지막

으로 캐소드로부터 metallic uranium을 회수하는 과정으로 이루

어진다.

비 고

사용후 연료에 포함된 우라늄의 정련을 하여 우라늄 등을 산

화하고, 연료를 계속하여 산화수단으로 이동시키고, U3+를 환원

시키는 반면 다른 속 성분은 산화상태를 유지하고, 환원된 우

라늄을 다른 속으로부터 분리하여 회수하는 순서로 처리함.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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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Porous membrane electrochemical cell for uranium and 

transuranic recovery from molten salt electrolyte 

출원인 U.S. Department of Energy 

발명자 Willit; James L.

출원번호 10/761,916 출원일 January 21, 2004 

등록번호 [US] 7,267,754 등록일 September 11, 2007 

소분류 해정련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An improved process and device for the recovery of the 

minor actinides and the transuranic elements (TRU's) from 

a molten salt electrolyte. The process involves placing the 

device, an electrically non-conducting barrier between an 

anode salt and a cathode salt. The porous barrier allows 

uranium to diffuse between the anode and cathode, yet 

slows the diffusion of uranium ions so as to cause 

depletion of uranium ions in the catholyte. This allows for 

the eventual preferential deposition of transuranics present 

in spent nuclear fuel such as Np, Pu, Am, Cm. The device 

also comprises an uranium oxidation anode. The oxidation 

anode is solid uranium metal in the form of spent nuclear 

fuel. The spent fuel is placed in a ferric metal anode 

basket which serves as the electrical lead or contact 

between the molten electrolyte and the anodic uranium 

metal. 

표도면

도면의 설명
a schematic of the basic features of electrorefining of 

transuranic elements using a cadmium electrode

(25) US 7,267,754

(가) 서지사항 요약



115

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1개  종속항 8개

주요 청구항

1. A process for the improved electrorefining of minor 
actinides and transuranic elements, the process comprising: 
a) supplying the actinides and transuranic elements in the 
form of spent nuclear fuel; b) placing the spent fuel in an 
anode basket; c) contacting an electrolyte containing actinide 
chlorides with the anode basket and a cathode; d) positioning 
a porous barrier between the anode basket and cathode so 
as to form an anolyte compartment and a catholyte 
compartment; and e) wherein said positioning of the porous 
barrier results in causing the concentrations of uranium ions, 
minor actinide ions, and transuranic ions in the catholyte 
compartment, or in the cathode salt, to decrease with respect 
to the concentrations in the anode salt which as noted 
causes the preferential deposition of minor actinides and 
transuranics at the cathode.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본 발명은 solid uranium oxidation anode를 사용함으로써 강력

한 산화제를 견딜 수 있는 애노드  물질에 한 요구를 제거

하며, 정련공정으로부터 휘발성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발명의 장치를 사용하면 anode reaction products (actinide 

chlorides)를 캐소드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캐

소드로의 우라늄 이동을 느리게 하여 은양의 악티나이드  

우라늄 원소라도 캐소드에 침 될 수 있게 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

한, 본 발명은 다공성 멤 인을 애노드  캐소드 지역을 

나 는 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극 물질에 한 비용을 감소시

키는 면도 아울러 가진다.

anode basket에 사용후 연료를 담고, actinides chlorides를 포함

하는 해액을 anode basket  cathode와 시키고, anode 

basket 과 cathode사이에 다공성 막을 치시켜 anolyte 

compartment와 catholyte compartment로 분리하고, catholyte 

compartment에서의 concentrations of uranium, minor actinide 

(MA), transuranic (TRU) ions를 감소시킴으로써, molten salt 

electrolyte로부터 actinides and transuranic elements (TRU's)

의 향상된 정련 장치를 제공한다.  

결국 본 발명은 actinides 과 transuranic elements를 산화시키

는 수단, oxidized elements를 환원시키는 수단, migration of 

the 산화된 원소를 환원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을 포함함으

로써 선택 으로 악티나이드를 환원하는 것이다.

비 고

소량의 악티나이드  우라늄 원소의 정련 장치에 한 것이다.

종래기술

U.S. Pat. No. 4,824,743 

U.S. Pat. No. 4,397,908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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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Pyrochemical reprocessing method for spent nuclear fuel 

출원인 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 

발명자
Hayashi; Hiroshi, Koizumi; Tsutomu, Washiya; Tadahiro, 

Koizumi; Kenji 

출원번호 10/857,013 출원일 June 1, 2004

등록번호 US 7,323,032 등록일 January 29, 2008 

소분류 해정련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This invention is provided for improvement of 

corrosion-resistant property of a crucible and for promotion 

of safety in a pyrochemical reprocessing method for the 

spent nuclear fuel. The spent nuclear fuel is dissolved in a 

molten salt placed in the crucible. In a pyrochemical 

reprocessing method, the nuclear fuel is deposited, and the 

crucible (2) is heated by induction heating. Cooling media 

(5, 6) are supplied to cool down, and a molten salt layer 

(7) is maintained by keeping balance between the heating 

and the cooling, and a solidified salt layer (8) is formed on 

inner wall surface of the crucible. 

표도면

도면의 설명
schematical drawings each showing an induction heating 

system

(26) US 7,323,032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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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1개  종속항 2개

주요 청구항

1. A pyrochemical reprocessing method for spent nuclear 

fuel, comprising: heating a crucible containing a molten salt 

by induction heating, supplying a cooling medium to the 

crucible for cooling, maintaining a molten salt layer by 

keeping a balance between the heating and the cooling, 

wherein a solidified salt layer is formed on a wall surface in 

the crucible, and melting spent nuclear fuel in the molten 

salt in the crucible.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본 발명은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사용이 끝난 핵연료의 건식 재

활용법과 건식 재활용에서 사용되는 유도 가열 장치에 한 것

이다.

구체 인 구성으로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도가니에서 용융염에 

용융시켜 핵 연료를 증착시키는 건식 재활용 법에서, 도가니를 

유도 가열하고, 냉각 매체를 공 하여 가열  냉각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융용염 층을 유지하며, 도가니 내벽 표면에 염 응고 

층 생성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이 끝난 핵연료의 

건식 재활용 법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유도 가열 방식에 의하면, 기존의 직  가열 방식에 

비해 냉각 장치에 의해 소  용융 층을 유지하면서, 도가니의 

표면을 냉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존의 부식 환경을 

획기 으로 일 수 있고, 재료의 수명 연장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비 고

종래기술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용융염 에 용해하는 데 사용되는 통

인 항 가열 방식은 수조를 직  가열하기 해 수조 본체

가 열을 달하는 면되고, 염의 용융 온도 이상의 부식에 민감

한 환경이 되는 문제 이 있었다.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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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제련 련

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악티나이드계 원소 회수를 한 용융염 해조

출원인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발명자
백승우 | 김시형 | 심 보 | 권상운 | 김 락 | 정흥석 | 안도희 

| 김응호

출원번호 2008-0029891 출원일 2008-03-31

등록번호 [KR] 0945156 등록일 2010-02-24

소분류 해제련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본 발명은 사용 후 핵연료의 건식처리 공정인 이로공정

(Pyroprocessing)  액체 속(카드뮴)을 음극으로 사용하는 

용융염 해제련 공정에 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용융염 

해조는 외부도가니 내부에 액체 속 도가니를 포함하거나 

는 도가니 내부에서 액체 속부와 용융염이 채워진 부분으로 

분할되며, 용융염과 액체 속 계면에서 생성된 우라늄 덴트라

이트를 교반기 임펠러로 제거함으로써 악티나이드계 원소를 

액체음극 에서 효과 으로 회수하기 한 액체음극 구조에 

한 것이다.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의 악티나이드계 원소 회수를 한 이  도가니형 액

체음극 구조의 실시형태가 도시된 용융염 해제련장치의 단

면도

(1) [KR] 0945156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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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2개  종속항 17개

주요 청구항

용융염이 채워진 해조에 있어서,

상기 해조 내부에 형성되며 용융염으로 충진된 외부도가니;

상기 외부도가니의 내측 일부분에 형성되며, 내부에 액체 속이 

충진된 내부 도가니; 

상기 액체 속의 상부면에 하여 회 함으로써 상기 액체 속

의 상부면에 생성된 우라늄 덴트라이트를 상기 외부도가니로 

이동시키는 교반기 임펠러를 포함하는 악티나이드계 원소 회수

를 한 용융염 해조.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1. 본 발명은 액체음극 도가니의 구조를 고안하고 교반기 운

만을 채택함으로써 단순한 구조와 운 방법만을 용하여 해

제련 공정의 액체음극 공정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이를 한 주요 구성요소로서, 해조 내부에 형성되며 용융

염으로 충진된 외부도가니  상기 외부도가니의 내측 일부분

에 형성되며, 내부에 액체 속이 충진된 내부 도가니를 포함한

다.

3. 이러한 구성을 통해, 액체음극 표면에 생성된 우라늄 덴트라

이트를 도가니의 바닥으로 침 시키는 단순하지만 개선된 도가

니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우라늄 덴트라이트의 제거효과를 극

화하여 액체음극에 의한 악티나이드계 원소 회수 효율과 처리 

용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4. 본 발명은 해정련공정 이후 용융염에 남아 있는 우라늄을 

회수하는 기술에 한 발명으로서, 비교  최근년도에 출원된 

발명이며, 단순한 구조의 도가니를 이용함과 함께, 단순한 운

방법으로서 효과 으로 액체음극공정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는 기술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술내용은 본 연구과제의 

이로 로세싱의 해제련 기술과 기술  유사도가 높은 발명에 

해당한다.

비 고
1. 선행기술조사문헌 : 

JP11148995A, JP11148996A, KR2008-0107035A, JP10293193A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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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Electrolytic apparatus for use in oxide electrowinning 

method  

출원인 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 

발명자
Koizumi; Kenji, Okamura; Nobuo, Washiya; Tadahiro, Aose; 

Shinichi

출원번호 10/528,883 출원일 July 23, 2004

등록번호 [US] 7,635,421 등록일 December 22, 2009  

소분류 해제련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An electrolytic apparatus for an oxide electrolytic method 

includes an interior of an electrolytic vessel, a common 

cathode and two types of anodes different in shape and 

arrangement, a first electrolysis controller is connected 

between the cathode and the first anode, and a second 

electrolysis controller is connected between the cathode 

and the second anode. The electrolytic processing of the 

substance in the electrolytic vessel is carried out such that 

a pair of the cathode and one of the anodes is used for 

main electrolysis and a pair of the cathode and the other 

anode is used for auxiliary electrolysis. By this apparatus, 

prevention of the ununiform distribution of the 

electrodeposit, improvement of the processing speed and 

improvement of the durability of the crucible are achieved, 

whereby the recycling of spent nuclear fuels based on the 

nonaqueous reprocessing method is made feasible in a 

commercial scale. 

표도면

도면의 설명

A conceptual diagram illustrating an electrolytic apparatus 

for use in an oxide electrowinning method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2) [US] 7,635,421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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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3개  종속항 1개

주요 청구항

1. An electrolytic apparatus for use in an oxide 

electrowinning method, said apparatus comprising: an annular 

electrolytic vessel made of a metallic material and having an 

annular space with a bottom formed therein and an upper 

portion; a high frequency induction coil for heating a 

substance to be processed in said electrolytic vessel; an 

annular anode installed at the bottom of the annular space 

formed in the annular electrolytic vessel; rod-shaped anodes 

and rod-shaped cathodes installed in the upper portion along 

the axial direction in the annular space and arranged in 

parallel, the rod-shaped anodes and the annular anode being 

arranged vertically; a first electrolysis controller connected 

between the rod-shaped cathodes and the annular anode, and 

a second electrolysis controller connected between the 

rod-shaped cathodes and the rod-shaped anodes, wherein one 

of a parallel pair of the rod-shaped anodes and the 

rod-shaped cathodes arranged in parallel or and a vertical 

pair of the annular anode and the rod-shaped cathodes 

arranged vertically is used for main electrolysis and the 

other of the pairs is used for auxiliary electrolysis.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1. 기  침 물의 편 을 방하고,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며, 

도가니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상업  규모의 건식 재활용에서 

사용이 끝난 핵연료의 재활용을 한 것이다.

2. 구체 인 기술  구성으로 Electrolyzer 내부에 공동 음극과, 

모양과 배치가 다른 2 종류의 양극 (여기서는 음극의 아래쪽으

로 마련된 제 1 양극과 음극과 나란히 마련된 제2 양극)을 설

치하고, 음극과 제1의 양극 사이에 제 1의 기 제어부를 연결

하고 음극과 제2의 양극 사이에 제 2의 기 제어 부를 연결하

는 구성이다. 음극과 한 양극의 조합을 주 해로 사용하고, 음

극과 다른 쪽 양극 조합을 보조 해로 사용하여 기 분해조

의 피처리 물을 해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3. 본 발명은 산화물 해 법의 기 장치에 한 것으로, 여러 

종류의 양극과 공동 음극을 설치하고, 양극 1 종과 음극의 조합

을 주요 해질, 양극의 나머지 1 종 이상과 음극의 조합을 보

조 해질로 사용하여 기 침 물 리를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비 고
사용이 끝난 핵 연료에 한 용융 염 해 기술을 이용하는 건

식 재활용법  산화물 해법의 기 시스템에 유용하다.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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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사용 핵 연료의 건식재 처리 방법  건식재 처리 장치

출원인 동력 로·핵연료 개발 사업단   

발명자 덴모토 일평 | 고쥬 아라시 고우    

출원번호 1997-144815 출원일 1997-06-03

등록번호 [JP] 2941741 등록일 1999-06-18

소분류 해제련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건식재 처리법에 있어， 연속 으로 우라늄 등을 기 분해 정
제하기 해, 우라늄 등을 용해한 용융 카드늄은 기 분해 정제
를 행한 회  음극 해조에 이송된다． 회  음극 해조에는 
용융 카드늄， 염화칼륨과 염화 리튬의 혼합물로 된 염이 류
되어， 염상에는 회  음극， 회  음극에 석출한 우라늄 등을 
모으는 받침 가 배치되는 한편, 회  음극 해조의 용융 카드
늄 상 에는 고정 양극이 배치되어 있다． 회  음극에 석출한 
우라늄 등은 일정 이상 성장하면 스크 이퍼에 의하여 퉁기고 
떨어져， 받침 에 축 된다． 이 축 된 우라늄 등은 Ｕ／염 
분리 조에 이송되어， 우라늄 등과 염에 분리된다． 분리된 우
라늄 등과 용융 카드늄은 ，펌 에 의하여 흡인되고 배 을 이
용해 Ｃｄ 증류 장치에 이송되고， 우라늄 등은 산화물으로서 
회수되어， 카드늄은 증류 회수된다．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에 계된 건식재 처리에 있어서 음극 석출물 회수 장

치를 편입한 건식재 처리 공정의 개요를 설명한 그림

(3) [JP] 2941741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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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2개  종속항 2개

주요 청구항

1. 출발 원료인 사용 완료 산화물 연료를 속으로 환원하고， 
층을 용융 알칼리염으로 하며, 아래층을 용융 카드늄으로 하

는 2상의 욕으로 된 해조에 공 하고， 상기 용융 카드늄에 
사용 완료 핵연료 의 원소를 추출시킨 후， 용융 카드늄을 양
극으로, 용융 알칼리 염상에 고정한 상의 탄소강을 음극으
로 하여， 양극 간에 통 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용융 카드
늄 에 추출된 우라늄 ／ 는 우라늄 원소를 기 분해법
에 의하여 음극에 석출시키고 회수하는 건식 재활용 방법에 있
어，
상기 음극은， 회  가능하게 지지된 원반상의 음극이고， 상
기 음극의 회  시에 원반 부분의 석출물이 하도록 스크
이퍼가 배치되어， 상기 해조내의 상기 음극의 아래쪽인 상
기 알칼리 염상에는 상기 스크 이퍼에 의하여 퉁기고 떨어진 
우라늄 ／ 는 우라늄 원소를 받는 받침 가 설치되어， 
상기 해조의 상기 받침 에 퇴 한 우라늄 ／ 는 우라
늄 원소와 알칼리염을 흡수하고， 상기 해조에서 추출한 흡
인 수단이 설치되어， 기 분해 정제 시에 상기 음극을 회
시키면서 ，통 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음극의 원반 부분에 
석출시킨 우라늄 ／ 는 우라늄 원소를 상기 스크 이퍼
에 의하여 고 떨어뜨리고 회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사용 
완료 핵 연료의 건식재 처리 장치．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1. 본 발명은 고체 음극과 양극과의 최단 거리에서 고체 음극으
로부터 양극을 향하여 덴드라이트가 격하게 성장함으로 인
해， 고체 음극으로부터 성장한 덴드라이트와 용융 카드늄 상
과의 사이（양극）에 기 으로 종종 단락할 우려가 있는 문
제 을 해결하는 것으로, 기 분해 정제조의 운 을 정지시키
는， 즉 우라늄 등이 석출한 고체 음극을 끌어올리는 일 없
이，우라늄 등을 회수함과 동시에， 회수한 우라늄 등 에 포
함된 염을 분리하는 건식 재활용이 음극 석출물 회수 장치  
회수 방법을 제공한다. 
2. 기술  구성의 특징은 회  음극에 석출한 우라늄 등이 연속
으로 스크 이퍼로 어 떨어져， 받침 에 축 되므로 연속
으로 회수될 수 있게 한다는 에 있다. 한, 받침 에 축

된 우라늄 등은， 일반 으로 그 에 염을 포함하고 있다.  따
라서， 받침 에 축 된 우라늄 등을， 상기 분리조의 용융 카
드늄 속에 공 하는 것에 의하여， 용융 카드늄 상에 우라늄 
등이 용해하고， 우라늄 등에 포함되어 있던 염은， 분리조의 
염상으로 이동한다． 이것에 의하여， 우라늄 등으로부터 염을 
분리하고， 우라늄 등을 정제할 수 있는 것을 기술  특징으로 
한다．    

비 고

종래 용융염 해정련 법
:용융 상태의 카드뮴 상을 양극으로, 염화칼륨 (KCl) - 염화 리
튬 (LiCl) 등의 용융 염 상을 해질로 하여, 용융 카드뮴 상
에 용해 함유된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용융염  설치된 고체 
음극에 해 석출하고, 사용이 끝난 핵 연료에 포함된 우라늄을 
음극 석출하고 계속 혼합되어있는 우라늄 등을 음극 석출물로 
회수함.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124

마 폐기물처리 련

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우라늄 의 연속주조 방법  장치

출원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 한국원자력연구원 

발명자 이윤상 | 김창규 | 김기환 | 장세정 | 신  | 박성원

출원번호 2002-0035445 출원일 2002-06-24

등록번호 [KR] 0485926 등록일 2005-04-19

소분류 폐기물 처리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본 발명은 고  방사성 물질인 핵폐연료의 속 환물의 

용해 시에 발생하는 불순물이 손쉽게 제거되면서 동시에 용

탕 내의 탈가스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우라늄의 산화가 방

지된 상태에서 도가니에 잔탕이 남지 않도록 연속주조하는 

우라늄 의 연속주조 방법  장치에 한 것으로써, 간단한 

구조로 유해가스가 완 히 제거되는 상태로 안 하게 조업할 

수 있고 고순도의 우라늄 을 생산할 수 있으며 불활성가스

의 소모가 히 어들고 주조 에 우라늄의 산화가 완

히 방지되며 주조후 잔탕이 남지 않고 원격주조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효과를 갖는다.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에 따른 연속주조 장치의 체 종단면도

(1) [KR] 0485926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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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2개  종속항 8개

주요 청구항

도가니가 구비된 기 챔버의 내부를 진공의 상태로 만들고 진

공이 유지된 상태에서 도가니를 가열하여 도가니에 장입된 핵

폐연료의 속 환물을 용해하는 진공 용해단계(S10)와;

진공으로 불순물이 흡입되는 상태에서 상기 진공 용해단계

(S10)에 의해 핵폐연료의 속 환물이 완 히 용해된 후에 기

챔버 내의 진공을 기하고 불활성가스를 충 하는 불활성가

스 충 단계(S20)와;

상기 불활성가스 충 단계(S20)에서의 가스 충 이 완료된 후

에 이 불활성가스 분 기에서 몰드에 삽입된 스타트 을 구동

롤러로 하향 이동시켜 핵연료가 용해된 도가니에서 우라늄 을 

뽑아내는 우라늄  하향 인출단계(S30)와;

상기 우라늄  하향 인출단계(S30)에 의해 뽑아져 인출되는 우

라늄 의 주 로 냉각재킷을 설치하여 이 우라늄 이 인출되는 

상태에서 냉각하는 우라늄  냉각단계(S40)와;

상기 우라늄  냉각단계(S40)에 의해 냉각된 우라늄 을 폐

가 이루어진 차폐챔버의 내부로 배출하는 우라늄  배출단계

(S50)를 통해 핵폐연료의 속 환물을 용해하여 우라늄 을 

주조하는 연속주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우라늄  하향 인출단계(S30)는 불활성가스의 분 기에서 

구동롤러에 의해 스타트 이나 우라늄 을 일정시간 인출하고 

난 후에 일정시간 정지하는 인출과 정지를 반복하여 우라늄

을 인출하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우라늄 의 연속

주조 방법.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1. 본 발명은 우라늄 의 주조가 용이하며, 우라늄 의 주조시 

발행하는 유해가스를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는 우라늄 의 연

속주조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이를 한 주요 구성요소로서, 불활성가스의 분 기에서 구

동롤러에 의해 스타트 이나 우라늄 을 일정시간 인출하고 난 

후에 일정시간 정지하는 인출과 정지를 반복하여 우라늄 을 

인출하는 우라늄  하향 인출단계(S30)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우라늄 의 주조시 의 단락에 의한 조업

의 단과 그에 따른 생산성의 하가 방지될 수 있다.

3. 본 발명은 속형태로 회수된 우라늄 착물로부터 혼합된 

용융염을 증발시켜 제거한 후 남아있는 우라늄을 주조하는 기

술에 한 발명으로서, 이러한 기술내용은 본 연구과제의 이

로 로세싱 폐기물처리 기술과 기술  유사도가 높은 발명에 

해당한다.

비 고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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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염화리튬 는 염화리튬 - 염화칼륨 공융염 내에 존재하는 

스트론튬  바륨 성분을 제거하는 방법 

출원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발명자 조용  | 양희철 | 은희철 | 김인태 | 김응호 | 박환서

출원번호 2006-0130799 출원일 2006-12-20

등록번호 [KR] 0766516 등록일 2007-10-05

소분류 폐기물 처리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본 발명은 LiCl 염 는 LiCl-KCl 공융염내 존재하는 Sr  

Ba 성분을 제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용융상태의 LiCl 염 

는 LiCl-KCl 공융염에 일정 당량의 Li2CO3(LiCl 경우) 는 

K2CO3(LiCL-KCl 경우)를 첨가하여 불용성인 탄산화합물

(SrCO3, BaCO3, SrnBa1-nCO3) 형태로 변환시킨 후 염과 분

리하여 제거하는 방법에 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제거방법은 LiCl 염 는 LiCl-KCl 공융염과 

같은 염폐기물로부터 Sr  Ba 성분을 99% 이상 제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용 후 핵연료의 표 인 건식처리 공

정인 해환원  해정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기물을 

효과 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에서 사용한 침 장치의 체 인 개략도

(2) [KR] 0485926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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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1개  종속항 3개

주요 청구항

1) 바스켓형 다공성 알루미나 필터가 내부에 구비된 반응기에 

SrCl2, BaCl2, 는 이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LiCl 염 는 

LiCl-KCl 공융염으로 이루어진 염폐기물을 상기 알루미나 필터 

내부에 넣은 후 상기 알루미나 필터 내부로 질소가스를 투입하

면서 400 내지 700℃로 가열하여 상기 염폐기물을 용융시키는 

단계;

2) 상기 가열 온도를 유지하면서 염폐기물이 LiCl 염인 경우 

Li2CO3를 가하고, LiCl-KCl 염인 경우 K2CO3을 가하여 질소

가스를 투입하면서 교반하여 염폐기물 내 포함되어 있는 SrCl2 

, BaCl2 는 이의 혼합물을 탄산화물로 환시켜 침 시키는 

단계; 

3) 반응종결 후 침 된 탄산화물이 포함된 반응기 내의 알루미

나 필터를 제거하여 융융된 염폐기물로부터 침 된 탄산화물을 

분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염폐기물로부터 스트론튬  바륨 성분을 제거하

는 방법.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1. 본 발명은 사용 후 핵연료의 건식처리공정인 산화물 사용후 

핵연료의 해환원에서 발생하는 LiCl 염폐기물 내에 존재하는 

Sr 원소,  속 사용후 핵연료의 해정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LiCl-KCl 공융염페기물 내에 존재하는 Sr  Ba 원소를 99%

이상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이를 한 주요 구성요소로서, 바스켓형 다공성 알루미나 필

터를 구비하여 염폐기물이 LiCl 염인 경우 Li2CO3를 가하고, 

LiCl-KCl 염인 경우 K2CO3을 가하여 질소가스를 투입하면서 

교반하여 염폐기물 내 포함되어 있는 SrCl2 , BaCl2 는 이의 

혼합물을 탄산화물로 환시켜 침 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3. 이러한 구성을 통해, 해환원  해정련에서 각각 발생하

는 LiCl  LiCl-KCl 염폐기물내 존재하는 Sr  Ba 원소를 

99.5%이상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으므로 염폐기물의 재사용 

가능성을 증 시켰고 이를 통해 사용 후 핵연료의 표 인 건

식처리 공정인 해환원  해정련 공정의 경제성을 증 시

킬 수 있으며 한 이러한 건식처리공정의 단 으로 지 되어

온 고  염폐기물 발생량 증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4. 본 발명은 해환원  해정련 공정 시 발생하는 염폐기물

내에 존재하는 Sr  Ba 원소를 효과 으로 제거하는 기술에 

한 발명으로서, 이러한 기술내용은 본 연구과제의 이로 로

세싱 폐기물처리 기술과 기술  유사도가 높은 발명에 해당한

다.

비 고 1.선행기술조사문헌 : US5348689A, JP3846332B2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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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실리카 함유 무기물을 이용한 방사성 폐용융염의 고화처리 

방법

출원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발명자 박환서 | 김인태 | 조용  | 김 형 | 김응호

출원번호 2007-0015672 출원일 2007-02-15

등록번호 [KR] 0852383 등록일 2008-08-08

소분류 폐기물 처리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본 발명은 핵연료의 후처리공정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속염

화물을 포함하는 폐용융염을 최종처분함에 있어, 방사성 속

염화물들을 실리카 함유 무기물과 반응시켜 안정한 물질로 

환한 후, 실리카 고화체로 제조하여 종래의 기술보다 높은 

처리효율과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사성 폐용융염의 고

화처리방법에 한 것으로, 본 발명의 고화처리방법은 방사성 

폐용융염의 처리효율이 높고, 방사성 폐용융염을 열 , 수화

학  안정성을 가지는 화합물로 만들기 때문에 고온공정의 

안정성과 처분안정성이 높고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부피를 크

게 감소시키므로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처분에 따른 해

도와 장기 리 부담을 크게 낮추어  수 있다.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의 제 3 실시 에 따라 제조된 다공성 실리카 함유 

무기물의 실제 사진

(3) [KR] 0852383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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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1개  종속항 18개

주요 청구항

방사성 속염화물을 함유하는 폐용융염의 고화처리 방법에 있어,

(a) 무기산; 물이나 알코올에 녹는 속화합물; 는 이들의 혼합

물과 하기 화학식 1의 테트라알콕시실란 화합물을 혼합하여 반

응숙성처리후 열처리하여 실리카 함유 무기물을 제조하는 단계

(b) 상기 실리카 함유 무기물을 폐용융염과 반응시켜 실리카 

함유 반응생성물을 제조하는 단계

(c) 상기 실리카 함유 반응생성물을 고화제와 혼합한 후, 열처

리하여 실리카 고화체를 제조하는 단계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성 폐용융염의 고화처리 방법.

[화학식 1]

(상기 식에서 R1 내지 R4는 독립 으로 C1 내지 C5의 알킬기임)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1. 본 발명은 사용 후 핵연료의 후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용

융염(LiCl, LiCl-KCl, NaCl-KCl)과 그 폐용융염 내에 염화물 

 산화물형태로 존재하는 핵분열생성물  방사성 핵종들을 

반응성이 높은 실리카 함유 무기물로 반응시켜 열 , 수화학

으로 안정한 실리카 함유 반응생성물로 환시킨 후, 고온(130

0℃이내)에서 유리매질을 이용하여 고화시키는 방법을 제공하

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이를 한 주요 구성요소로서, 무기산; 물이나 알코올에 녹는 

속화합물; 는 이들의 혼합물과 상기 화학식 1의 테트라알콕

시실란 화합물을 혼합하여 반응숙성처리후 열처리하여 실리카 

함유 무기물을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3. 이러한 구성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의 후처리공정에서 발생

되는 방사성 폐용융염을 수화학 , 열 으로 안정한 실리카 함

유 반응생성물로 만들어 높은 처리효율과 고온 안정성을 가지

는 폐기물을 얻을 수 있다.

4. 본 발명은 사용후 핵연료의 후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폐용융염을 안 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에 한 발명으로서, 

이러한 기술내용은 본 연구과제의 이로 로세싱 폐기물처리 

기술과 기술  유사도가 높은 발명에 해당한다.

비 고
1.선행기술조사문헌 : KR1987-0007531A, KR1998-0024918A, 

JP07244194A, JP10197690A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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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희토류  ＴＲＵ 핵종을 포함하는 공융염폐기물의 재생 

장치  방법

출원인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발명자 조용  | 양희철 | 은희철 | 김인태 | 이한수 | 박환서

출원번호 2007-0065134 출원일 2007-06-29

등록번호 [KR] 0861262 등록일 2008-09-25

소분류 폐기물 처리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본 발명은 해정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융염폐기물을 재활

용하기 한 장치  방법을 제공한다. 상세하게는 공융염폐

기물의 공융염을 회수하기 하여 산소분산 방법을 이용하여 

공융염폐기물 내 핵종(희토류  TRU)을 산화/침 시켜 공

융염층과 침 물층으로 층분리 시킨 후, 분리회수하여 공융염

층은 바로 재활용하고 침 물층 내의 공융염은 증류/응축공

정을 이용하여 분리/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기술이다. 

본 발명의 공융염폐기물 재생 장치  방법은 공융염 폐기물

내 존재하는 공융염의 90% 이상을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자

유침강에 의한 층분리, 싸이펀을 이용한 분리회수  침 물

층만을 증류하므로 은 비용으로 공융염을 재활용할 수 있

으며, 공융염폐기물 내 희토류  TRU를 포함하는 핵종의 

99.9% 이상을 침 물로 환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공융염의 회수 효율이 높고, 회수된 공융염의 조성이 해정

련 공정에 사용되는 공융염의 조성과 동일한 장 이 있다.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의 공융염폐기물 재생장치의 일 구성도

(4) [KR] 0861262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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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3개  종속항 7개

주요 청구항

핵종을 포함하는 공융염폐기물의 상기 핵종을 산화  분리시

키기 한 장치에 있어서,

하측으로 좁아지는 원뿔 형의 반응기, 히터  상기 반응기 하

부면에 치하는 산기 이 구비된 산소공 이 구비되며,

상기 산소공 을 통해 상기 반응기로 산소가 공 되고 상기 

히터에 의해 상기 반응기가 가열되어 상기 반응기 내부에 담겨

진 공융염폐기물 내 핵종의 산화물, 옥시염화물 는 산화물  

옥시염화물이 생성된 후, 자유침강에 의한 침 물층과 침 물층 

상부에 공융염층의 층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

화장치.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본 발명은 핵종을 포함하는 공융염폐기물의 공융염을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장치  방법을 제공하고, 산소를 이용한 희

토류  TRU를 포함하는 핵종의 산화 반응이 효과 으로 짧은 

시간 동안 완료되는 산화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한 주요 구성요소로서, 하측으로 좁아지는 원뿔 형의 

반응기, 히터  상기 반응기 하부면에 치하는 산기 이 구비

된 산소공 이 구비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공융염 폐기물내 존재하는 염의 90% 이상

을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자유침강에 의한 층 분리, 싸이펀을 

이용한 분리회수  침 물층만을 증류하므로 은 비용으로 

염을 재활용할 수 있으며, 공융염폐기물 내 핵종의 99.9% 이상

을 침 물로 화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공융염의 회

수효율을 높일 수 있다.

본 발명은 공융염 폐기물내 존재하는 염의 90% 이상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술에 한 발명으로서, 이러한 기술내용은 본 연

구과제의 이로 로세싱 폐기물처리 기술과 기술  유사도가 

높은 발명에 해당한다.

비 고
1.선행기술조사문헌 :

KR2006-0089993A, US05875407B1, KR1988-0003345A  

(나)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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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쵸크랄스키 결정성장 장치  이를 이용한 염폐기물의 정제 

방법

출원인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발명자 이종  | 이한수 | 김인태 | 이윤상 | 김응호

출원번호 2007-0122929 출원일 2007-11-29

등록번호 [KR] 0882578 등록일 2009-02-02

소분류 폐기물 처리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본 발명은 종자 결정이 필요 없이 인출 에 고정나사산을 설

치하여 결정성장시에 하 에 의한 결정의 탈리를 방지할 수 

있는 쵸크랄스키 (czochralski) 결정성장 장치  쵸크랄스키 

결정성장 공정을 이용하여 폐용융염으로부터 불순물을 분리

함으로써 흡착 매질을  사용하지 않고, 2차 폐기물을 발

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속공정이 가능한 염폐기물의 

정제방법에 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흡착 매질을  

사용하지 않고, 2차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속공정이 가능해 질 수 있다.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의 일 태양에 의한 용융염 쵸크랄스키 결정성장 장치

의 모식도

(5) [KR] 0882578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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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3개  종속항 24개

주요 청구항

제어된 온도로 원료 염을 용해하기 한 발열부를 포함하는 도

가니;

상기 도가니의 하단 앙부에 치하고 있으며, 상기 도가니를 

하강시키기 한 하강장치;

상기 도가니의 상단 앙부에 치하고 있으며, 불순물이 포함

되어 있는 원료의 용융염으로부터 목 하는 순수한 염결정을 

인출하기 한 인출 ; 

회 이 가능한 상기 인출 의 하단부에 치하고 있으며, 불순

물이 포함되어 있는 원료 용융염과 하는 염결정 고정나사, 

상기 염결정 고정나사의 외주면에 형성되는 염결정 고정나사산, 

 상기 인출 의 하단부와 상기 염결정 고정나사의 상단부에 

치하여 염결정 고정나사의 내부로 상기 원료 용융염이 용이

하게 침투되게 하는 배기구로 구성되는 염결정 고정나사부;

를 구비하는 쵸크랄스키 결정성장 장치.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1. 본 발명은 종자 결정이 필요하지 않고, 인출 에 고정나사산

을 설치하여 결정성장시에 하 에 의한 결정의 탈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쵸크랄스키 결정성장 장치를 제공하고, 흡

착 매질을  사용하지 않고, 2차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속공정이 가능한 염폐기물의 정제방법을 제공하

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이를 한 주요 구성요소로서, 회 이 가능한 상기 인출 의 

하단부에 치하고 있으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원료 용융

염과 하는 염결정 고정나사, 상기 염결정 고정나사의 외주

면에 형성되는 염결정 고정나사산,  상기 인출 의 하단부와 

상기 염결정 고정나사의 상단부에 치하여 염결정 고정나사의 

내부로 상기 원료 용융염이 용이하게 침투되게 하는 배기구가 

구비된다.

3. 본 발명은 비교  최근년도에 출원된 발명이며, 폐용융염으

로부터 불순물을 분리함에 있어서 흡착 매질을  사용하지 

않고, 2차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속공정이 

가능한 염폐기물의 정제방법에 한 발명으로서, 본 연구과제와 

기술  유사도가 높은 발명에 해당한다.

비 고
1.선행기술조사문헌 : 논문-Materials Research Bulletin, 

JP2005281068A, JP08290994A, JP62148573U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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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사용후핵연료의 이로 공정 회수 속우라늄을 이용한 

수로용 핵연료 소결체 제조 방법

출원인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발명자 송기찬 | 박창제 | 류호진 | 강권호 | 나상호 | 박근일

출원번호 2008-0014453 출원일 2008-02-18

등록번호 [KR] 0930306 등록일 2009-11-30

소분류 폐기물 처리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본 발명은 사용후핵연료의 이로 공정 회수 속우라늄을 

이용한 수로용 핵연료 소결체 제조 방법에 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사용후경수로핵연료를 재활용하는 이로공

정  해 정련 공정에서 회수되는 속 우라늄을 반복되는 

산화  환원 과정을 통해 소결 가능한 이산화우라늄 분말로 

변환하고, 생성된 이산화우라늄 분말을 성형체로 가공하여 소

결시키는 과정을 통해 수로에 사용할 수 있는 핵연료 소결

체를 제조하는 이로 공정 회수 속우라늄을 이용한 수

로용 핵연료 소결체 제조 방법에 한 것이다.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의 일실시 에 따른 이로 공정 회수 속우라늄의 

처리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

(6) [KR] 0882578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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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1개  종속항 5개

주요 청구항

사용후핵연료의 이로 공정 회수 속우라늄을 이용하여 수

로용 핵연료 소결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로 공정  해 정련 공정에서 회수되는 속 우라늄을 

공기분 기 하에서 산화시켜 U3O8 분말을 제조하는 산화 공정

과;

상기 산화 공정을 통해 제조된 U3O8 분말을 수소 분 기에서 

환원시켜 이산화우라늄 분말을 제조하는 환원 공정과;

상기 환원 공정을 통해 얻어지는 이산화우라늄 분말을 성형체

로 제조하는 성형 공정과;

상기 성형 공정을 통해 제조된 이산화우라늄 성형체를 환원 분

기에서 소결시켜 핵연료 소결체를 제조하는 소결 공정;

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이로 공정 회수 속우라늄을 이용한 수로용 핵연료 소결체 

제조 방법.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1. 본 발명은 사용후경수로핵연료를 재활용하는 이로공정  

해 정련 공정에서 회수되는 속 우라늄을 반복되는 산화  

환원 과정을 통해 소결 가능한 이산화우라늄 분말로 변환하여 

성형  소결시킴으로써, 고  방사성 물질들이 효율 으로 

제거되어 작업성과 성능이 향상된 수로용 핵연료 소결체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이를 한 주요 구성요소로서, 해 정련 공정에서 회수되는 

속 우라늄을 산소분 기에서 산화시켜 U3O8 분말을 제조하

는 공정과; 상기 제조된 U3O8 분말을 수소 분 기에서 환원시

켜 이산화우라늄 분말을 제조한 후 이산화우라늄 분말 성형체

를 제조하는 공정과; 상기 성형 공정을 통해 제조된 이산화우라

늄 성형체를 환원 분 기에서 소결시켜 핵연료 소결체를 제조

하는 공정을 포함한다.

3. 본 발명은 비교  최근년도에 출원된 발명이며, 해정련 공

정에서 회수되는 속 우라늄을 재사용하기 한 핵연료 소결체 

제조방법에 한 발명으로서, 본 연구과제와 기술  유사도가 

높은 발명에 해당한다.

비 고
1.선행기술조사문헌 :

KR2000-0059597A, JP2000314790A, KR0832567B1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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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사용 종료 속 핵연료 건식재 처리에 있어서의 염폐기물의 

처리 방법

출원인 재단법인 산업창조 연구소/동력 로·핵연료 개발 사업단   

발명자
이 다 타이 히사 | 야스이  요시코우 | 야마쿠치 신 | 

고바야시 유우쇼| 이가라시 히로시

출원번호 1991-277076 출원일 1991-09-27

등록번호 [JP] 2736479 등록일 1998-01-16

소분류 폐기물 처리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속 핵연료의 건식 재활용 해 정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
 폐기물을 안정한 고화체인 유리 고화체로서 처리하도록 

산화물화한다.

염화물로 만들어지는 염폐기물을 무수 붕산과 고온에서 반응
시켜 산화물로 한다.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의 NaCl  H3 BO3 과의 반응 생성물에 한 XWD 

측정 결과 그래

(7) [JP] 2736479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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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1개  종속항 3개

주요 청구항

사용한 속 핵연료의 건식 재활용의 용융 염 해 정련 공정

에서 발생하는 염폐기물을 처리할 때, 상기 염폐기물을 무수 붕

산와 반응시켜 산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속 핵연료 건식 

재활용에서 염폐기물의 처리 방법.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건식 재활용 특유의 폐기물인 염폐기물의 처리를 하여 본 발

명은 염화물로 만들어지는 염폐기물을 무수 붕산과 고온에서 

반응시켜 산화물로 하는 것을 기술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내 침출성이 낮고， 방사선 조사 하에 있어 수소나 

염소를 발생한 등의 문제가 있는 종래 시멘트 고화 법을 체

하는 수단으로,  긴 수명의 핵종을 장기에 걸쳐 안정하고 안

하게 보 하기 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속 연료 건식 재활용의 염폐기물을 비교  

쉽게 유리 고화하기 쉬운 산화물로 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장기

으로 안정 인 유리 고화체로 처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비 고

선행기술

염폐기물 처리법으로 미국 아르곤 국립 연구소 (ANL)의 시멘

트 고화법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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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Process for treating salt waste generated in dry 

reprocessing of spent metallic nuclear fuel    

출원인 Doryokuro Kakunenryo Kaihatsu Jigyodan 

발명자
Ikeda; Yasuhisa, Yasuike; Yoshiyuki, Yamaguchi; Makoto, 

Kobayashi; Hiroaki, Igarashi; Hiroshi 

출원번호 1992-945397 출원일 1992-09-16

등록번호 [US] 5,264,159 등록일 November 23, 1993 

소분류 폐기물처리 공정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A salt waste composed mainly of chlorides, which is 

generated from the step of a molten salt electrolytic 

purification in dry reprocessing of a spent metallic nuclear 

fuel, is reacted with boric acid at high temperature to 

convert the chlorides in the salt waste into oxides. The 

resulting oxides of the salt waste are easily vitrifiable, and 

a vitrification product is obtained by adding a vitrifying 

additive to the oxides, heat-melting the mixture to form a 

molten mixture and cooling the molten mixture. 

표도면

도면의 설명
본 발명의 NaCl  H3 BO3 과의 반응 생성물에 한 XWD 

측정 결과 그래

(8) [US] 5,264,159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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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1개  종속항 6개

주요 청구항

1. A process for treating a salt waste composed mainly of 

chlorides generated from molten salt electrolytic purification 

in dry reprocessing of a spent metallic nuclear fuel, which 

process comprising reacting said salt waste with boric acid 

to convert the chlorides in said salt waste to oxides.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본 발명은 건식 재활용 방법 특유의 부산물인 폐기 융용염 처

리법에 한 것으로, 비교  쉽게 유리 고화하기 쉬운 산화물로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장기 으로 안정 인 유리 고화체로서 

처분할 수 있게 한다.

구체  구성으로 본 발명에서 염폐기물을 무수 붕산과 고온에

서 반응시켜 산화물로 한다. 를 들어, 알칼리 속과 같은 1

가 원자의 속은 다음 식 (1)에 따라 반응한다, 

6MCl +2 H3 BO3 → 3M2 O + B2 O3 +6 HCl ↑ (1)

(M = K, Na, Li 등)

속 핵연료의 건식 재활용 해 정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서 장기 으로 안정화하는 유리 고화체로 

처분할 수 있다는 에 기술  의의가 있다.

비 고

종래기술

미국 아르곤 국립 연구소 (ANL)에서 시멘트 고화법

-내침출성이 낮고 방사선 하에서 수소와 염소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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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 요약

발명의 명칭 Treatment of molten salt reprocessing wastes 

출원인 British Nuclear Fuels PLC 

발명자
Fields; Mark, Thied; Robert Charles, Seddon; Kenneth 

Richard, Pitner; William Robert, Rooney; David William 

출원번호 09/508,324 출원일 October 20, 2000

등록번호 [US] 6,468,495 등록일 October 22, 2002 

소분류 폐기물처리 법 상태
공개( ), 등록( O ), 거

( )

기술요약

A method of removing from a metal salt ionic species 

contained therein involves contacting the metal salt with 

an ionic liquid to dissolve the metal salt, the ionic species 

or both. At least in the case where both the metal salt 

and the ionic species are dissolved, the resultant ionic 

liquid composition is treated to separate the ionic species 

therefrom and subsequently processed to recover the metal 

salt. 

표도면

도면의 설명

이온성 액체 [emim] Cl 에 AlCl3의 농도 증가가 LiCl의 용

해도를 감소시키고, 한, AlCl3농도가 더 증가하면 KCl의 용

해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 다.

(9) [US] 6,468,495

(가) 서지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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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청구항 황 독립항 2개  종속항 17개

주요 청구항

1. A method of removing ionic species from a metal salt, 

which method comprises contacting the metal salt with an 

ionic liquid to dissolve the metal salt, the ionic species or 

both, thereby to form a resultant ionic liquid composition and 

separating or recovering the metal salt from the ionic liquid 

composition, and optionally, when both the metal salt and the 

ionic species are dissolved, said ionic liquid composition is 

treated to separate the ionic species therefrom before 

recovering the metal salt. 

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본 발명은 속염에서 그  이온 종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속염을 이온성 액체와 시켜 속염, 이온 종 는 이 모두

를 용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어도, 용융염과 이온 종 모두 용

해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이온성 액체 조성물을 처리하고, 거

기에서 이온종을 분리하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속염을 회수

한다.

비교  온 ( 를 들면, 50 ℃ 이하), 를 들면 실온에 가까운 

온도에서 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기술  구성으로 용해 핵분열 생성물을 함유하는 LiCl + KCl 

는 NaCl + KCl, 를 들면 상온에서 알칼리 속 할라이드와 

분리 상인 핵분열 생성물이 용해될 수 있는 이온성 액체계와 

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비 고

사용된 융용 상태의 염 폐기물의 처리 방법.

종래기술

WO 95/21871

WO 95/21872

WO 95/21806

(나) 주요청구항 분석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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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특허동향분석

1. 이로 로세싱 기술에 한 특허동향

가. 국가별 특허 유율  년도별 동향

  조사된 이로 로세싱 기술 련 특허에 한 각 국가별 특허 유율  년도

별 동향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별 특허 유율

[그림 2-2-1] 이로 로세싱 기술의 국가별 특허 유율

o 이로 로세싱 기술에 한 특허 유율은 미국과 일본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로 로세싱 기술은 미국  일본 등지에서 이

미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임을 알 수 있다.

 

o 국가별 특허 유을 살펴보면, 일본이 99건(42%)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미국 90건(3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한국  유럽은 각각 

27건(12%)  19건(8%) 등으로 일본  미국에 비해 비교  낮은 특허 유율

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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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년도별 동향

[그림 2-2-2] 이로 로세싱 기술의 년도별 동향

o 이로 로세싱 기술의 년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국가별 특허 유

율은 일본  미국에 비해 비교  조한 수 이지만, 1995년 실질 인 특허출

원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꾸 한 출원증가율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2006년 이후

부터 격한 출원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일본  미국의 경우, 한국  유럽과 비교하여 특허 유율은 비교  높은 편

이지만, 년도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1996년 이후 특허출원이 

격히 증가하다가 1999년 이후부터는 출원수가 격히 감소하 다. 미국의 경우 

특허등록건수의 변화가 년도별로 매우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허

등록건수의 지속 인 감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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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별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특허수와 출원인수의 상 계를 통하여 국가별 특허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특허 포트폴리오란, 연도별로 출원건수(등록건수)와 출원인수(특허권자수)

의 계를 악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특정 국가에서의 발  치를 알 수 있는 

특허정보지표이다.

  보통 한 분야의 기술에 한 특허 포트폴리오 치는 출원인수(등록건수)와 출

원인수(특허권자수)가 같이 증가하는 발 기를 거쳐, 출원건수(등록건수)는 유지

되지만 출원인수(특허권자수)가 감소하는 성숙기로 발 하게 된다. 이 후 출원건

수(등록건수)와 출원인수(특허권자수)가 같이 감소하는 퇴조기를 거치게 되는데, 

기술에 따라서는 퇴조기 이후 다시 발 기와 같이 출원건수(등록건수)와 출원인

수(특허권자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부활기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하나의 기술

이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연구되어 발 되는 시기(발 기)를 거친 후, 해당 기술

에 한 경쟁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발 이 이루어지는 시기(성숙

기)를 지나 체 기술 등의 이유로 해당 기술에 한 심이 어드는 시기(퇴조

기)로 어들고, 때로는 사장되었던 기술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주목받는 시

기(부활기)가 도래하기도 하는 기술 발 의 흐름과 유사하다.

[그림 2-2-3] 이로 로세싱 기술의 국가별 특허포트폴리오



145

o 이로 로세싱 특허분야에 있어서 한국은 형 인 발 기를 보여주고 있다. 

1995년 이후부터 특허출원수  출원인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숙기로 어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출원인수의 증

가율에 비교하여 특허출원수의 증가율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머

지않아 이로 로세싱 특허분야는 성숙기로 어들 것으로 보인다.

o 이로 로세싱 특허분야에 있어서 미국은 기술발  단계에 한 형 인 양

상을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5년 단 로 구분하여 년도별 특허등록 추이를 살

펴보면, 특허등록인수의 변화에 비해 특허등록건수의 변화율은 지속 으로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은 이로 로세싱 특허분야에서 성숙기 단계

에 치하는 것으로 단된다.

o 이로 로세싱 특허분야에 있어서 일본은 2000년 이후 특허출원건수  출원

인수 모두 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일본

은 이로 로세싱 특허분야에서 퇴조기 단계에 치하고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o 이로 로세싱 특허분야에 있어서 유럽은 1990년  후반부터 특허출원건수 

 특허출원인수 모두 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내다가, 2000년  이후 다시 특

허출원건수  특허출원인수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럽은 이

로 로세싱 특허분야에서 퇴조기 이후 부활기로 어들고 있는 것으로 단된

다.

다. 국가별 출원인 국 별 동향

 이로 로세싱 기술 련 특허의 출원인에 한 내·외국인 비율을 살펴 으로

써 이로 로세싱 국내 기술 주도권이 자국인에게 있는지 외국인에게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각 국가의 내 ‧ 외국인 출원비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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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o 한국의 내외국인 출원인동향  년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국 의 출원인에 

의한 특허가 20건으로 체특허 비 74%의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 국국 의 출원인에 의한 특허가 4건(15%), 랑스 2건

(7%)  미국 1건(4%)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년도별 동향에서는 

한국국 의 출원인에 의한 특허건수가 2004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2-2-4] 한국특허의 출원인 국 별 동향

(2) 일본

o 일본의 내외국인 출원인동향  년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국 의 출원인에 

의한 특허가 91건으로 체특허의 92%로써 매우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국국 의 출원인에 의한 특허가 6건(6%)  미

국국 의 출원인에 의한 특허가 2건(2%)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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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일본특허의 출원인 국 별 동향

(3) 미국

o 미국의 내외국인 출원인동향  년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국 의 출원인에 

의한 특허가 50건으로 체특허의 6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 국 의 출

원인  일본국 의 출원인이 11건으로 체특허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

으로 국  독일이 가각 5건으로 체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국 의 

출원인은 4건으로 체의 5%에 해당하는 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2-6] 미국특허의 출원인 국 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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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

o 유럽의 내외국인 출원인동향  년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비유럽국가 출원인에 

의한 특허가 체의 58%인 11건으로 유럽국가 출원인에 의한 특허 유율보다 

높았으며, 이  미국국 의 출원인에 의한 특허가 7건으로 체의 37%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국가 출원인으로는 국이 5건으로 체특허

의 2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7] 유럽특허의 출원인 국 별 동향

라. 국가별 주요출원인 황

(1) 한국

[그림 2-2-8] 한국특허의 주요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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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의 경우 국가 연구소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

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12월 국내 원자력 련 의사 결정 최

상  기구인 원자력 원회에서 이로 로세싱 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미

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추진 계획’을 공표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o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내 기업에 의한 특허출원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이로 로세싱과 련된 시장형성

이 아직까지는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o 국내에 특허출원한 외국국 의 출원인으로는 국의 리티쉬 뉴클 어 퓨엘

스 피엘씨가 4건의 특허출원을 하 으며, 랑스의 꼼미사리아 아 네르지 아

토미끄가 2건의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본

[그림 2-2-9] 일본특허의 출원인 국 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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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본에서는 TOSHIBA가 33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 HITACHI가 10건 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기업 주로 이로 로세싱 련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 외국 국  출원인의 경우 한국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6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ISHIKAWAJIMA HARIMA HEAVY IND CO LTD와 함께 5번째로 많은 특

허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미국

[그림 2-2-10] 미국특허의 출원인 국 별 동향

o 미국은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가 29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

를 등록하 으며, 다음으로 국의 ritish Nuclear Fuels PLC  Jap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가 각각 5건의 특허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o 한편, 한국국 의 출원인에 의한 특허등록은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가 각각 4건 3건의 특허

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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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

[그림 2-2-11] 유럽특허의 출원인 국 별 동향

o 유럽인보다 비유럽인의 출원이 더 많았던 유럽 특허출원의 경우, 국의 

British Nuclear Fuels PLC가 4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 으며, 미국의 

GENERAL ELECTRIC COMPANY, ZIA METALLURGICAL PROCESSES, 

INC.  일본의 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

가 각각 2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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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로 로세싱 기술의 세부기술별 동향

가. 국가별 세부기술별 동향

(1) 한국

[그림 2-2-12] 한국특허의 세부기술별 동향

o 이로 로세싱 기술 련하여 한국특허에서는, 폐기물처리 기술이 11건으로 

체 기술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해환원  해정련 기술이 

각각 5건으로 체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한, 해제련기술은 4건으로 

체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처리기술은 2건으로 7%의 유율

을 나타내고 있다.

o 한편, 세부기술별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특허 유율을 가지고 있

는 폐기물처리 기술은 2000년  이후부터 출원건수가 꾸 히 증가하다가 2006

년 이후부터 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폐기물처리 기술에 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해제련기술은 비록 특허

유율은 15%로 낮지만 2006년부터 특허 유율이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해제련기술에 한 연구 한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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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그림 2-2-13] 일본특허의 세부기술별 동향

o 이로 로세싱 기술 련하여 일본특허에서는, 해정련 기술이 58건으로 

체의 반수가 넘는 59%의 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폐기물처리 기

술이 15건으로 15%, 해환원기술이 13건으로 13%, 해제련 10건 10%, 처

리기술 3건 3%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o 한편, 세부기술별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에서 출원된 부분의 특허가 

1991년부터 2000년도 사이의 기간에 집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일본에서는 1990년  반부터 이로 로세싱과 련된 기술개발에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을 단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단 근거로

써, 일본에서는 이미 1980년  후반 ‘피닉스 로젝트’  ‘오메가 계획’ 등 국가

 차원의 소멸처리기술이 개발되었다는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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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그림 2-2-14] 미국특허의 세부기술별 동향

o 이로 로세싱 기술 련하여 미국특허에서는 각 기술별로 비교  고른 특허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폐기물처리기술이 27건으로 34%의 특허 유율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해정련기술 24건 31%, 해제련기술 

13건 17%, 처리기술 8건 10%  해환원기술 6건 8%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o 한편, 세부기술별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1970년  후반부터 

이로 로세싱 련 특허에 한 등록이 시작된 이래 특별이 에 띄는 변화추

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 이미 핵을 보

유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핵폐기물의 재활용과 련한 외부규제와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로 로세싱 기술에 한 심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 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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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

[그림 2-2-15] 유럽특허의 세부기술별 동향

o 이로 로세싱 기술 련하여 유럽특허에서는, 해환원기술이 8건으로 체

의 42%에 해당하는 특허 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폐기물처리기술이 

5건으로 26%, 해정련기술 3건 16%, 처리기술 2건 11%, 해제련기술 1건 

5%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o 한편, 세부기술별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1981년부터 이로 로

세싱 련 특허가 출원되기 시작하여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재까지 꾸 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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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기술별 발 가능성

  이로 로세싱 세부 기술에 한 특허출원수  등록수를 이용해 앞으로의 

특허 출원  등록을 상하는 것은 주요 지  재산권을 선 하기 한 요한 

자료가 된다. 특허 증가율과 특허 유율을 바탕으로 특정 국가에서 주로 출원되

거나 등록되는 기술 분야 혹은 아직까지 출원량이 많지 않아 핵심 특허를 보유

할 수 있는 기술 분야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주요 4개국에 한 이로 로세싱 

세부 기술 특허 유율  특허 증가율은 다음과 같다.

[그림 2-2-16] 세부기술별 포트폴리오 분석

※ 국가별 X, Y 좌표축의 값은 국가별 특허 유율  특허증가율에 한 퍼센트값이 서

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이함.  

o 그래  내의 선은 5개 이로 로세싱 세부 기술 분야의 특허 유율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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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증가율의 평균을 나타낸다. 이 선을 기 으로 특정 기술이 1사분면에 있

으면 부터 지 까지 지속 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하다고 분석할 수 있고, 2

사분면에 치하면 최근에 들어서 특허 출원이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분석할 

수 있으며, 3사분면에는 출원수도 많지 않고 증가율이 크지 않은 도입 기나 

발  기단계의 기술이 치하고, 4사분면은 과거에는 출원수가 많았으나 기

술의 개발  발 이 막바지에 이르러 새로운 개발이 어려워짐에 따라 특허출

원이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기술이 치하게 된다. 일반 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른 기술의 특허 증가율  특허 유율 변화는 3사분면에서 시작하여 2사분

면과 1사분면을 거쳐 4사분면으로 진행하게 된다.

o 한국의 경우 다른 3개국에 비해 특허증가율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로 로세싱 기술분야에 한 연구활동이 최근 들어 매우 활발이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 한, 한국의 경우 폐기물처리 기술은 특허 유율과 증가율이 모두 높기 때문

에 당분간 지속 인 특허출원이 상된다. 처리기술  해정련 기술의 경

우 특허 유율은 그리 높진 않지만 특허 증가율은 다른 기술분야에 비해 상

으로 높기 때문에 앞으로 련 특허가 활발히 출원될 가능성이 높다. 해

제련  해환원의 경우 아직 특허 유율과 증가율이 그리 높지 않으므로 

앞으로 활발히 특허가 출원될 것을 상할 수 있다.

o 일본은 해정련기술이 특허 유율  증가율이 모두 높기 때문에 당분간 지

속 인 특허출원이 상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해정련 기술을 제외한 모든 

기술분야가 마이 스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 처리  해환

원 기술은 특허 유율을 높지만 특허증가율이 매우 낮아 일본에서는 폐기물처

리 기술  해환원 기술은 이미 많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재는 

기술개발의 막바지 단계에 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o 미국과 유럽은 모든 기술분야에 해 마이 스 특허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해정련기술, 유럽의 경우 해환원  폐기물처리 기술 등은 특

허 유율은 높은 반면 특허증가율이 매우 낮아 이미 많은 기술개발이 이루어

진 상태이며, 재는 기술개발의 막바지 단계에 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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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기술별 출원인 국 분포

  특정 국가에 해 기술별 내  외국 출원인 혹은 특허권자 비율을 조사함으로

서 해당 국가의 기술 유율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유럽과 같

은 다국가 공동체의 경우에는 기술 주도권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 악할 수 있

는 정보를 제공해 다. 주요 4개국에 한 이로 로세싱 세부 기술별 출원인 

는 특허권자의 국  분포는 다음과 같다. 분석 상 특허  복수 출원인 특허

의 경우 제1 출원인의 국 을 기 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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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7] 세부기술별 출원인 국 분포

o 한국의 경우 처리 기술을 제외한 부분의 세부 기술 분야에서 한국 국  

출원인이 반이 넘는 유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폐기물처리 기술의 경우 한

국 국  출원인이 80% 이상의 유율을 보이면서 다른 국 에 비해 압도 으

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o 일본은 주요 4개국  가장 높은 내국인 출원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로 로세

싱 세부 기술  분야에서 90%가 넘는 내국인 출원율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

인 출원 국가로는 한국국 의 출원인에 의한 출원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

으며, 미국의 경우 해정련 기술분야에 해서만 특허출원이 이루어졌다. 

o 미국은 폐기물처리 기술, 해환원  해정련 기술분야에서 과반수가 넘는 

내국인 등록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해정련 기술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

허등록율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국 의 특허권자로는 일본을 비롯한 국, 독

일 등의 국가가 많은 특허권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유럽에서는 다양한 국가가 이로 로세싱 련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국 은 미국으로 특히, 해

환원  해제련 기술분야에서 과반수이상의 출원비 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

국 의 출원인으로는 국이 가장 높은 출원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 독일  룩셈 르그 순인 것으로 타나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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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로 로세싱 특허 지수분석

  특정 기술분야에 한 특허 출원인의 국 이나 특정 기술에 속한 특허의 인용 

계를 살펴 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미국 특허에 나타나는 

인용(reference) 정보를 분석하여 가공하면 특정 국가의 기술력이나 시장성, 국가 

기술 흐름 등을 악할 수 있다. 이후 설명하는 기 -응용과학 지수 분석, TS 

지수 분석, CPP-PFS 지수 분석  NPR-TCT 지수 분석 등은 미국 특허에 존

재하는 인용을 이용하는 분석 기법이다.

가. 국가별 TS 지수

  국가별 이로 로세싱 련 특허의 피 인용비를 통해 향력지수(PII)를 구할 

수 있고, 계산된 향력지수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RFID 기술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술력지수(TS)를 산출할 수 있다. 일반 으로 기술력지수가 클수록 해당 

국가의 련 기술분야에 한 기술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이로 로세

싱 기술 련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기술력지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2-18] 국가별 TS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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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술력지수에 있어서는, 년도별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1995년부터 2000년 사

이에 미국의 기술력지수(TS)가 독보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에 

비하여 이로 로세싱 기술에 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동일 기간(1995년부터 2000년 사이) 미국은 향력지수(PII)에 있어

서도 1.14로 산출되어 조사 상국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o 하지만, 2005년 이후부터는 미국의 경우 향력지수(PII)가 0.81로써 기  값인 

1 보다도 작아 질  수 이 매우 열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미국의 기술력지수(TS)는 한국, 일본  국 등과 비슷한 수 에 머무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러시아를 제외한 한국, 일본  국 등은 

2005년 이후부터 기술력지수(TS)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국가별 PFS-CPP 지수

  이로 로세싱 련 특허의 특허 Family 수를 이용하여 시장성확보지수(PFS)

와 인용도지수(CPP)와의 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는 특정 국가의 이로 로

세싱 기술에 한 기술력과 시장성을 나타내는데, 특정 국가의 특허가 질 으로 

는 상업 으로 얼마나 우수한가를 평가할 수 있다. 이 PFS-CPP 계를 바탕

으로 시장성은 크지만 기술력이 약한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선 하

거나, 기술력은 높지만 시장성이 낮은 국가에 해서 특허 출원이나 기술 투자를 

재고해볼 수 있는 단 근거를 제공한다. 이로 로세싱 기술에 한 각 국가별 

인용도-시장성확보 지수 계는 다음 그래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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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9] 국가별 PFS-CPP 지수

o 유럽국가인 독일과 이탈리아는 특허등록건수는 지만 인용도지수와 시장성확

보지수 모두 평균을 상회하는 지수를 나타냄으로써 이로 로세싱 기술에 있

어 기술력과 시장성 모두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o 미국의 경우 시장확보력은 독일과 이탈리아에 비해 낮지만 기술수 에 있어서

는 독일과 이탈리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 기술수 은 평

균이하로 매우 낮지만 시장확보력에 있어서 이탈리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 한편, 일본  국은 시장확보력에 있어서 평균을 조  웃도는 수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력수 은 평균이하로 비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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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별 기 -응용과학 지수

  이로 로세싱 기술 련 특허에 나타나는 인용을 국가에 따라 특허인용과 

비특허(논문)인용을 조사하면, 해당 국가의 특허가 기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 응용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여부에 하여 단할 수 있다. 미국에 이

로 로세싱 련 특허를 출원한 국가  등록수가 많은 상  8개 국가에 한 

기 -응용과학 지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2-20] 국가별 기 -응용과학 지수

o 조사 상인 미국 등록 특허에서 상기 국가에 의해 출원된 체특허에 한 

평균 특허 인용수와 평균 비특허 인용수는 각각 7.56과 1.79로 나타났으며, 비

교 상인 8개국 모두 평균 특허인용수가 평균 비특허 인용수보다 높아 이로

로세싱 련 특허가 기 과학보다는 응용과학에 많이 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o 8개 국가 , 특히 미국, 독일  국은 특허인용수  비특허인용수 모두 평

균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랑스, 일본, 이탈리아  한국의 경우 특허인용

수  비특허인용수 모두 평균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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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부기술별 TCT-NPR 분석

  세부 기술 분류별로 기술순환주기지수(TCT)와 비특허인용지수(NPR)를 비교

함으로써 해당 기술분야의 특성과 발  속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특정 기술분야를 발 시킴에 있어서 기  기술 분야를 시하는지 혹은 응용 기

술 분야를 심으로 기술이 발 하는지 단할 수 있으며, 기술 개발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아볼 수 있다. 이로 로세싱 기술에 한 세부기술별 기술순

환주기-비특허인용 지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2-21] 세부기술별 TCT-NPR 분석

o 이로 로세싱 기술에 한 평균 기술순환주기지수는 13.71로 비교  느린 순

환주기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기술순환주기가 느린 이유는 국가별 포트폴리오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로 로세싱 기술 발 의 치가 한국  유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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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인용한 특허의 

특허권자 국
국

특허 등록 후 피인용된 특허의 

특허권자 국

일본 국 미국 독일
한

민국

한

민국
독일 미국 국 일본

41.66 8.33 50 0 0
한

민국
0 0 100 0 0

17.24 0 75.86 6.89 0 독일 0 28.57 57.14 0 14.28

5.82 2.45 83.12 8.28 0.30 미국 0.31 3.42 77.88 4.04 14.33

14.81 11.11 74.07 0 0 국 0 20 80 0 0

23.52 0 64.70 11.76 0 일본 6.66 13.33 33.33 0 46.66

제외한 미국  일본에서 기술개발이 비교  둔화되는 성숙기 는 퇴조기이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o 세부기술별로 보면, 폐기물처리기술이 응용기술면에서 상 으로 빠른 기술순

환주기를 나타내고 있고, 기 과학분야에서도 비교  빠른 기술발 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국가 간 지식흐름 분석

  인용정보를 이용하여 지식흐름의 동향을 악하기 한 인용 계 지수로서, 인

용정보를 이용한 지식흐름 분석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성과 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 주체나 특정 기술분야를 심으로 보

았을 때, 하나는 지식의 원천을 탐색하는 것으로서 기술개발의 원천이 되는 지식

기반의 근거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며, 특허의 Backward 

Citation 데이터가 분석 도구로 사용된다. 다른 하나는 심의 상인 특정 주체

나 특정 기술분야의 연구성과가 어떠한 효과를 발생하고 있는가를 악하는 

것으로서 연구성과의 지역  확산 황 는 다른 기술분야에 미치는 효과를 

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특허의 Forward Citation 데이터가 분석도구

로서 사용된다. 이로 로세싱 기술에 한 인용 계 지수는 다음과 같다.

[표 2-2] 국가 간 지식흐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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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분석결과, 부분의 국가들은 이로 로세싱의 신활동이 미국의 연구성과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연구개발성과에도 많이 의존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제 3  논문분석

○ 분석방법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논문검색사이트(http://www.NDSL.kr)에서 

이로 로세싱 련 키워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함

1. 이로 로세싱 기술 분야의 논문 동향

가. 이로 로세싱 기술분야 논문의 연도별 동향

o 논문은 1978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  반부터 발행수가 진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1988년 이후부터 출원(등록)수가 증가하

는 특허와 다소 유사한 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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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이로 로세싱 기술분야 논문의 연도별 동향

나. 이로 로세싱 기술분야 논문의 주요 연구자

o 이로 로세싱 기술 분야의 주요 연구자는 Inoue, Tadashi가 5건으로 가장 많

은 논문을 집필하 고, Volkovich, V.A.  Takeuchi, M. 등이 각각 4건,   

Sakamura, Y.  Griffiths, T.R.이 각각 3건씩 집필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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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체 연구자  3건 이상의 논문을 집필한 연구자는 5명으로 나타남.

[그림 2-3-2] 이로 로세싱 기술분야 논문의 주요 연구자

※ 제1 자를 기 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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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 로세싱 기술분야 논문의 주요   발행기

o 이로 로세싱 기술 분야의 논문을 가장 많이 발행한 학술지는 Journal of 

nuclear materials로서 16건의 논문을 발행했으며, 다음으로 Workshop on 

pyrochemical separations가 12건의 논문을 발행함.

o 이로 로세싱 기술 분야의 논문을 가장 많이 발행한 기 은 American 

Nuclear Society로서 24건의 논문을 발행했으며, 다음으로 North Holland Pub. 

Co가 16건의 논문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3] 이로 로세싱 기술분야 논문의 주요 연구자

[그림 2-3-4] 이로 로세싱 기술분야 논문의 주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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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로 로세싱 기술 분야의 주요논문 분석

 No.1

논문

명
문

Potential of thorium molten salt reactorsdetailed calculations and 

concept 

자
성명

Nuttin, A. ; Heuer, D. ; Billebaud, A. ; Brissot, R. ; Le Brun, C. 

; 

소속

학술

지명
문 Progress in nuclear energy

권호 v.46 no.1 페이지(장수) pp.77-99 언어 어

발행년도 2005 발행기 Pergamon

키워

드
문 thorium fuel . Molten Salt Reactor . MCNP . radiotoxicity .

록 문

We discuss here the concept of Thorium Molten Salt Reactor 

dedicated to future nuclear energy production. The fuel of such 

reactors being liquid, it can be easily reprocessed to overcome 

neutronic limits. In the late sixties, the MSBR project showed 

that breeding is possible with thorium in a thermal spectrum, 

provided that an efficient pyrochemical reprocessing is added. 

With tools developed around the Monte Carlo MCNP code, we 

first re-evaluate the performance of a MSBR-like reference 

system with 232Th/233U fuel. We find an important reduction 

of inventories and induced radiotoxicities at equilibrium 

compared to other fuel cycles, with a doubling time of about 

thirty years. We then study how to start this interesting 

reference system with theplutonium from PWR spent fuel. 

Such a transition appears slow and difficult, since it is very 

sensitive to the fissile quality of the plutonium used. 

Deployment scenarios of 232Th/233U MSBR-like systems from 

the existing French PWRs demonstrate the advantage of an 

upstream 233U production in other reactors, allowing a direct 

start of the MSBR-like systems with 233U. This finally leads 

us to explore alternatives to some MSBR features, for energy 

production with 232Th/233U fuel from the start. We thus test 

different options, especially in terms of core neutronics 

optimization and reprocessing unit adaptation.

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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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논문명 문
Development of the Simulation Technology for the 

Pyrochemical Process of Spent Nuclear Fuels

자
성명

HAYASHI, Hirokazu ; AKABORI, Mitsuo ; MINATO, Kazuo 

; MIZUGUCHI, Koji ; KAWABE, Akihiro ; FUJITA, Reiko

소속

학술지

명
문 Electrochemistry(電氣化學)

권호 v.75 no.7
페이지(장수

)
pp.528-534

언

어
어

발행년도 2007 발행기 電氣化學協

키워드 문
Simulation . Pyrochemical Reprocessing . Reprocessing . Spent 

Nuclear Fuel

록 문

The simulation code for the pyrochemical processing of 

spent nuclear fuels was developed to analyze experimental 

data, to predict experimental results, and to propose 

adequate conditions and processes. The Simulation code for 

Pyrochemical Reprocessing (SPR) is based on calculations of 

chemical equilibrium and electrochemical reactions. The code 

also includes the calculations of the current-potential 

distribution between the electrodes. Some calculations were 

made to simulate the experimental results on the 

electro-codeposition process of UO2 and PuO2. The 

phenomena of the redox reactions between Pu^{4+} and 

Pu^{3+} ions and those between Fe^{3+} and Fe^{2+} ions 

were theoretically analyzed; these redox reactions cause the 

low current efficiency in the electro-codeposition process. 

The calculated current-potential distribution around the 

cathode corresponds to the observed distribution of the 

oxide deposited on the cathode.

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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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논문

명 문

PREDICTION OF A MUTUAL SEPARATION OF ACTINIDE 

AND RARE EARTH GROUPS IN A MULTISTAGE 

REDUCTIVE EXTRACTION SYSTEM

자

성

명
Yoo, Jae-Hyung ; Lee, Han-Soo ; Kim, Eung-Ho

소

속

학술

지명 문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권호 v.39 no.5 페이지(장수) pp.663-672 언어 어

발행년도 2007 발행기 Korean Nuclear Society

키워

드 문

Reductive Extraction . Pyrometallurgical Process . Equilibrium 

Stage Operation

록
문

The mutual separation behavior of actinides and rare earths in 

a countercurrent multistage reductive extraction system was 

predicted by computer calculation. The distribution information 

for actinides and rare earths in the reductive extraction 

systems of LiCl-KCl/Cd and LiCl-KCl/Bi was collected from 

literature and then it was used for the calculation of a 

multistage extraction. The results of the concentration profiles 

throughout the extraction cascade, recovery yields of various 

metal solutes, and separation factors between the actinides and 

rare earths were calculated. The effects of the major process 

parameters, such as reducing agent content in the metal phase, 

number of stages, and salt/metal flow ratio, etc., on the 

extraction behavior were also examined.

작권



173

 No.4

논문

명 문

Core characteristics of fast reactor cycle with simple dry 

pyrochemical processing

자

성

명
Ikegami, T.

소

속

학술

지명 문
Progress in nuclear energy

권호 v.50 no.2 페이지(장수) pp.206-211 언어 어

발행년도 2008 발행기 Pergamon

키워

드 문

Nuclear fuel cycle . Fast reactor core . Simple dry pyrochemical 

processing . Compound process fuel cycle . Enhancement of 

nuclear non-proliferation

록
문

Fast reactor core concept and core nuclear characteristics are 

studied for the application of the simple dry pyrochemical 

processing for fast reactor mixed oxide spent fuels, that is, the 

Compound Process Fuel Cycle, large FR core with half of 

loaded fuels are recycled by the simple dry pyrochemical 

processing. Results of the core nuclear analyses show that it 

is possible to recycle FR spent fuel once and to have 1.01 of 

breeding ratio without radial blanket region. The comparison is 

made among three kinds of recycle fuels, LWR UO2 spent 

fuel, LWR MOX spent fuel, and FR spent fuel. The recycle 

fuels reach an equilibrium state after recycles regardless of 

their starting heavy metal compositions, and the recycled FR 

fuel has the lowest radio-activity and the same level of heat 

generation among the recycle fuels. Therefore, the compound 

process fuel cycle has flexibility to recycle both LWR spent 

fuel and FR spent fuel. The concept has a possibility of 

enhancement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process 

simplification of fuel cycle.

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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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논문

명 문
A fuel cycle concept for self-consistent nuclear energy system

자

성

명

Takagi, R. ; Matsuura, H. ; Fujii-e, Y. ; Fujita, R. ; Kawashima, 

M.

소

속

학술

지명 문
Progress in nuclear energy

권호 v.29 페이지(장수) pp.471-476 언어 어

발행년도 1995 발행기 Pergamon

키워

드 문

nuclear energy system . spent metallic fuel . pyrochemical 

process . fission products . fuel cycle . mass balance . energy 

balance

록
문

A fuel cycle concept for Self-Consistent Nuclear Energy 

System which releases no fission products to the environment 

is proposed. Material and energy balances are shown for this 

system.

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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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논문
명 문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Uranyl Ion in Ionic Liquids as 
Media for Pyrochemical Reprocessing

자

성
명

ASANUMA, Noriko ; HARADA, Masayuki ; YASUIKE, 
Yoshiyuki ; NOGAMI, Masanobu ; SUZUKI, Kazunori ; IKEDA, 

Yasuhisa

소
속

학술
지명 문

Journal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권호 v.44 no.3 페이지(장수) pp.368-372 언어 어

발행년도 2007 발행기 Atomic Energy Society of Japan

키워
드 문

ionic liquid . cyclic voltammetry . uranyl chloride . 
electrochemical reduction . pyrochemical reprocessing

록
문

We have proposed a new reprocessing process by using ionic 
liquids (ILs) instead of molten salts of alkali chlorides in 
pyrochemical process. In the proposed process, spent nuclear 
fuels are dissolved in ILs by using Cl2 as an oxidant, and 
UO2^{2+} and PUO2^{2+} ions in ILs are recovered as UO2 
and PuO2 by electrochemical reduction. In order to examine 
applicability of ILs as media for reprocessing, we have studied 
electrochemical behavior of UO2^{2+} in 
1-butyl-3-methylimidazolium chloride (BMICl), 
1-butyl-3-methylimidazolium tetrafluoroborate (BMIBF4), and 
1-butyl-3-methylimidazolium nonafluorobutanesulfonate 
(BMINfO).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uranyl chloride 
dissolved into ILs were examined by cyclic voltammetry. In 
BMICl, an almost reversible redox couple was observed, and 
the formal potential and the diffusion coefficient were 
evaluated as −0.758 V vs. Ag/AgCl and 4.8×10^{-8} ㎠·s^{-1},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electrochemical reactions 
of $UO_2^{2+}$ in BMIBF4 and BMINfO were irreversible. In 
BMINfO, some reduction peaks and one sharp oxidation peak 
were observed in the range of −0.6∼−0.2 V and around 0.85 
V vs. Ag/AgCl, respectively. The reduction and oxidation 
peaks were assigned to multi step reduction of UO2^{2+} to 
U(IV) via U(V) and/or direct reduction of UO2^{2+} to U(IV), 
and the oxidative dissolution of the resulting U(IV) 
compounds, respectively.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of 
UO2^{2+} in BMINfO at −1.0 V vs. Ag/AgCl produced the 
deposits on a carbon electrode as a cathode. Analyses of the 
deposits with the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nd the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indicated that the deposits are 
compounds containing uranium, oxygen, and chlorine.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the UO2^{2+} in IL can be recovered 
electrolytically as uranium compounds such as UO2 and 
uranium oxychlorides.

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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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논문

명 문
Core concept of compound process fuel cycle

자

성

명
Ikegami, T.

소

속

학술

지명 문
Progress in nuclear energy

권호 v.47 no.1 페이지(장수) pp.231-238 언어 어

발행년도 2005 발행기 Pergamon

키워

드 문

Fast reactor core . LWR spent fuel . Pyrochemical processing . 

Compound process fuel cycle . Effective utilization of LWR fuel

록
문

This paper presents fast reactor core concept and its feasibility 

as a part of newly proposed compound process fuel cycle in 

which spent fuels of light water reactor are multi-recycled 

without conventional reprocessing but with only pyrochemical 

processing, fuel re-fabrication and reloading to the fast reactor 

core. Results of the core survey analyses in order to find out 

the feasibility of this concept, taking example for BWR MOX 

spent fuel of 60 GWd/t burn-up, show that four times 

recycling of LWR spent fuel with the burn-up of more than 

300 GWd/t can be achieved without increasing MA content. 

Such benefits will be expected in this concept as reduction of 

fuel cycle cost due to simplified reprocessing procedure, 

reduction of environmental impacts due to reduced high level 

waste, efficient utilization of nuclear fuel resources, 

enhancement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suppression of 

LWR spent fuel pile-up.

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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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논문
명 문

Chemical Partitioning Technologies for an ATW System

자

성
명

Laidler, J.J. ; Burris, L. ; Collins, E.D. ; Duguid, J. ; Henry, R.N. 
; Hill, J. ; Karell, E.J. ; McDeavitt, S.M. ; Thompson, M. ; 

Williamson, M.A. ; Willit, J.L.

소
속

학술
지명 문

Progress in nuclear energy

권호 v.38 no.1 페이지(장수) pp.65-79 언어 어

발행년도 2001 발행기 Pergamon

키워
드 문

Accelerator transmutation of waste . spent nuclear fuel . solvent 
extraction processing . pyrochemical processing . uranium . 
transuranic elements . long-lived radionuclides . geologic 

repository . high-level waste forms

록
문

A roadmap for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of an 
Accelerator Transmutation of Waste (ATW) system was 
recently submitted to the U.S. Congress by the U.S. 
Department of Energy. One element of this roadmap was a 
development plan for the separations technologies that would 
be required to support an ATW system operating with a 
sustained feed of 1,450 tonnes of commercial light water 
reactor spent fuel per year. A Technical Working Group was 
constituted to identify appropriate separations processes and 
prepare a plan for their development. The baseline process 
selected combines aqueous and pyrochemical processes to 
enable efficient separation of uranium, technetium, iodine, and 
the transuranic elements from LWR spent fuel in the head-end 
step. For the recycle of unburned transuranics and 
newly-generated technetium and iodine from irradiated ATW 
transmuter assemblies, which were given to be metallic in 
form, a second and quite different pyrochemical process was 
identified. The diversity of processing methods was chosen for 
both technical and economic factors; aqueous methods are 
deemed to be better suited to large tonnages of commercial 
oxide spent fuel, while it is considered that pyrochemical 
processes can be exploited effectively in smaller-scale 
operations, particularly when the application is to metallic fuels 
or targets. A six-year technology evaluation and development 
program is foreseen, by the end of which an informed decision 
can be made on proceeding with demonstration of the ATW 
system.

작권



178

 No.9

논문

명 문
Molten salts and nuclear energy production

자

성

명
Le Brun, C.

소

속

학술

지명 문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권호 v.360 no.1 페이지(장수) pp.1-5 언어 어

발행년도 2007 발행기 North Holland Pub. Co

키워

드 문
-

록
문

Molten salts (fluorides or chlorides) were considered near the 

beginning of research into nuclear energy production. This was 

initially due to their advantageous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good heat transfer capacity, radiation insensitivity, 

high boiling point, wide range solubility for actinides. In 

addition it was realised that molten salts could be used in 

numerous situations: high temperature heat transfer, core 

coolants with solid fuels, liquid fuel in a molten salt reactor, 

solvents for spent nuclear solid fuel in the case of 

pyro-reprocessing and coolant and tritium production in the 

case of fusion. Molten salt reactors, one of the six innovative 

concepts chosen by the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are 

particularly interesting for use as either waste incinerators or 

thorium cycle systems. As the neutron balance in the thorium 

cycle is very tight, the possibility to perform online extraction 

of some fission product poisons from the salt is very 

attractive. In this article the most important questions that 

must be addressed to demonstrate the feasibility of molten salt 

reactor will b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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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an investigation of the combined vitrification of 

chloride and phosphate wastes, which were obtained as a 

result of experimental reprocessing of irradiated nuclear fuel 

by the pyroelectrochemical method, are presented. The optimal 

composition of the glass matrix is deter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del and real samples obtained are 

presented, and the hydrolytic stability and the thermal stability 

of the samples are studied. The proposed method of combined 

vitrification makes it possible to salvage more than 1.5 times 

more wastes per unit mass of the glass block than separate 

vit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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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시사

제 1  결론

o 이로 로세싱 기술은 [그림 3-1]에서와 같이, 미국의 경우 1976년부터 특허

등록이 시작되어 지 까지 꾸 히 특허등록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1981년부터 재까지 특허출원이 진행되고 있다. 한 일본에서도 1980년  후

반부터 특허출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  반부터 정 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로 로세싱 기술에 한 실직 인 특허출원이 1990년

 후반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에 

비해 기술개발이 비교  늦게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 이로 로세싱 기술의 년도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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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본  미국의 경우, 한국  유럽과 비교하여 특허 유율은 비교  높은 편

이지만, 일본의 경우 1996년 이후 특허출원이 격히 증가하다가 1999년 이후

부터는 출원수가 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특허등록건수의 변화가 

년도별로 매우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 이로 로세싱 기술의 국가별 특허 유율  증가율

o 국가별로 이로 로세싱 기술에 한 특허 유율  특허증가율을 살펴보면, 

[그림 3-2]에서와 같이, 일본  미국의 경우, 한국  유럽과 비교하여 특허

유율이 상 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특허증가율에 있어서는 미국의 경우 

다른 3국(일본, 한국, 유럽)에 비해 히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

본의 경우도 한국  유럽에 비해 비교  낮은 실정이다. 

o 이와 같이 [그림 3-1]  [그림 3-2]를 고려해볼 때, 미국  일본에서는 이미 

이로 로세싱 기술에 한 많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재는 기술

개발의 막바지 단계에 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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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미국과 일본에 한 세부기술별 특허 유율  특허증가율을 살펴보면, 

[그림 3-3]에서와 같이 일본은 해정련기술에 한 특허 유율  증가율이 

모두 높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 인 특허출원이 상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해정련 기술을 제외한 모든 기술분야가 마이 스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 처리  해환원 기술은 특허 유율을 높지만 특허증가율이 매

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 미국의 경우 모든 기술분야에 하 마이 스 특

허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해정련기술은 특허 유율은 높은 반면 

특허증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폐기물 처리  해

환원 기술이, 미국은 해정련 기술이 이미 많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이

며, 재는 기술개발의 막바지 단계에 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 미국과 일본의 이로 로세싱 특허 유율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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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국가별 기술력지수

　

국명

국가별등록건수 국가별 PII　 국가별 TS

1994-

1998

1999-

2003

2004-

2008

1994-

1998

1999-

2003

2004-

2008

1994-

1998

1999-

2003

2004-

2008

한국 0 0 3 0 0 1.08 0 0 3.25 

러시

아
1 0 0 1.01 0 0 1.01 0 0

미국 11 7 4 1.09 1.53 0.81 11.96 10.69 3.25 

국 1 2 2 0.20 0.58 1.63 0.20 1.16 3.25 

일본 2 3 4 0.91 0.39 0.81 1.82 1.16 3.25 

o 기술력지수에 있어서는, 년도별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1995년부터 2000년 사

이에 미국의 기술력지수(TS)가 독보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에 

비하여 이로 로세싱 기술에 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동일 기간(1995년부터 2000년 사이) 미국은 향력지수(PII)에 있어

서도 1.14로 산출되어 조사 상국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o 하지만, 2005년 이후부터는 미국의 경우 향력지수(PII)가 0.81로써 기  값인 

1 보다도 작아 특허의 질 수 이 매우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

라 2005년 이후 미국의 기술력지수(TS)는 한국, 일본  국 등과 비슷한 수

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러시아를 제외한 한국, 일본  

국 등은 2005년 이후부터 기술력지수(TS)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이로 로세싱 기술에 한 해당 국가의 특허가 기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

는지 응용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여부에 하여 단할 수 있는 기 -응

용과학 지수분석에서는 [표 3-2]에서와 같이, 조사 상인 미국 등록 특허에서 

상기 국가에 의해 출원된 체특허에 한 평균 특허 인용수와 평균 비특허 

인용수는 각각 7.56과 1.79로 나타났으며, 비교 상인 8개국 모두 평균 특허인

용수가 평균 비특허 인용수보다 높아 이로 로세싱 련 특허가 기 과학보

다는 응용과학에 많이 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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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8개 국가 , 특히 미국, 독일  국은 특허인용수  비특허인용수 모두 평

균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랑스, 일본, 이탈리아  한국의 경우 특허인용

수  비특허인용수 모두 평균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주요국가별 특허인용수  비특허인용수

국가명 특허인용수 비특허인용수

미국 10.3 3.6

일본 6 1.4

독일 10.6 2.6

국 7.8 2.6

한민국 6.7 1

러시아 12 1

이탈리아 4 1

랑스 3 1

평균 7.56 1.79

o 이로 로세싱 세부기술별 특허 유율을 살펴보면, [그림 3-3]에서와 같이, 

이로 로세싱 기술 련하여 한국특허에서는, 폐기물처리 기술이 11건으로 

체 기술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해환원  해정련 기술이 각

각 5건으로 체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한, 해제련기술은 4건으로 체

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처리기술은 2건으로 7%의 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o 한, 일본특허에서는 해정련 기술이 58건으로 체의 과반수가 넘는 59%의 

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폐기물처리 기술이 15건으로 15%, 해환

원기술이 13건으로 13%, 해제련 10건 10%, 처리기술 3건 3%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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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일본

                 미국                                유럽

[그림 3-4] 이로 로세싱 세부기술별 특허 유율

o 한편, 이로 로세싱 기술 련하여 미국특허에서는 각 기술별로 비교  고른 

특허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폐기물처리기술이 27건으로 34%의 특허 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해정련기술 24건 31%, 해제련기

술 13건 17%, 처리기술 8건 10%  해환원기술 6건 8% 등의 순인 것으

로 나타났다.

o 마지막으로, 유럽특허에서는 해환원기술이 8건으로 체의 42%에 해당하는 

특허 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폐기물처리기술이 5건으로 26%, 해정

련기술 3건 16%, 처리기술 2건 11%, 해제련기술 1건 5% 등의 순인 것으

로 나타났다.

o 이로 로세싱 세부기술별 내  외국 출원인 혹은 특허권자 비율율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처리 기술을 제외한 부분의 세부 기술분야에서 한국 국  출

원인이 반이 넘는 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은 주요 4개국  가장 높

은 내국인 출원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로 로세싱 세부 기술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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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 넘는 내국인 출원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 미국은 폐기물처리 기술, 

해환원  해정련 기술분야에서 과반수가 넘는 내국인 등록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다양한 국가가 이로 로세싱 련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국 은 미국으로 

특히, 해환원  해제련 기술분야에서 과반수이상의 출원비 을 나타내고 

있다.

o 이로 로세싱 기술에 한 평균 기술순환주기지수는 13.71로 비교  느린 순

환주기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기술순환주기가 느린 이유는 국가별 포트폴리오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로 로세싱 기술 발 의 치가 한국  유럽을 

제외한 미국  일본에서 기술개발이 비교  둔화되는 성숙기 는 퇴조기이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o 특정 국가의 이로 로세싱 기술에 한 기술력과 시장성을 알 수 있는 시장

성확보지수(PFS)와 인용도지수(CPP)와의 계에서는,  유럽국가인 독일과 이

탈리아는 특허등록건수는 지만 인용도지수와 시장성확보지수 모두 평균을 

상회하는 지수를 나타냄으로써 이로 로세싱 기술에 있어 기술력과 시장성 

모두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o 미국의 경우 시장확보력은 독일과 이탈리아에 비해 낮지만 기술수 에 있어서

는 독일과 이탈리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 기술수 은 평

균이하로 매우 낮지만 시장확보력에 있어서 이탈리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 인용정보를 이용하여 지식흐름의 동향을 악하기 한 인용 계 지수에서는, 

분석결과 부분의 국가들은 이로 로세싱의 신활동이 미국의 연구성과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연구개발성과에도 많이 의존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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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시사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우라늄과 루토늄을 회수하는 재활용기술(PUREX법)은 

이미 오래 부터 상용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활용 기술은 단일 우라늄과 

단일 루토늄을 최종 제품으로 얻고 있기 때문에 핵확산 가능성에 상시 노출되

어 있어 국제 인 핵확산 규제 차원에서 그 실용화가 어려울 것으로 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유일한 한으로서 이로 로세싱 기술

이 각 받고 있는데, 재 미국과 한국 등 10여 개국은 이로 로세싱으로 재활

용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고속증식로’를 개발 이며, 향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이로 로세싱 기술에 한 연구개발이 실한 실정인데, 

분석결과, 재 이로 로세싱 기술과 련하여, 미국의 경우 1976년부터 특허

등록이 시작되어 지 까지 꾸 히 특허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1981년부터 재까지 특허출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일본에서도 1980년  후반부터 특허출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

 반부터 정 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로 로세싱 기술에 

한 실직 인 특허출원이 1990년  후반부터 시작되고 있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이로 로세싱 기술에 한 연구가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가별 특허 유율에 있어서도 한국의 특허 유율은 일본  미국에 비

해 상 으로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미국  일본의 연구개발성과 

의존도가 반 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로 로세싱 기

술은 기술 반에 걸쳐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 의한 특허장벽이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결과 으로 이로 로세싱 기술 분야에서의 원

천특허 확보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로 로세싱 련 주변기술에 한 연구를 통한 개량특허확보에 주

력해야할 것이며, 특히, 한국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에 한 처리 기술  해

제련 기술 등에 한 특허 유율이 다른 기술분야에 비해 비교  낮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분야에 한 연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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