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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SF 금속전환 공정의 물질수지 확보

- 금속전환체 전해정련 기술 적용성 검증

- 조사핵연료의 동위원소 분포 및 구조변화 시험․평가기술 개발

2. 연구결과
- 금속전환체 내 핵물질(U, Pu), MAE(Np, Am, Cm) 및 잔류용융염 (LiCl) 정량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였으며, 금속전환체 내 미량 핵분열 생성물 정량 및 실증시료의 물질수지 생산

- 용융염 내 전해거동 반응장치 및 화학반응 측정장치를 구성하여 용융염 내 화학거동의 실시간 측정을 가능

하게 하였으며, 란탄족(Nd, Gd, Y, Ce, La, Eu) 혼합 산화물의 용해도 및 용융염 내 전해거동 규

명하고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체 전해정련 특성을 검증

-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방사성 물질 취급이 가능한 방사선차폐 LA/ICP-MS 및 방사선차폐

Micro-XRD 시스템을 개발하고, 고방사성 조사핵연료의 미세영역 동위원소 분포 측정 및 미세영

역 결정구조 변화 측정 기술을 확보하여 Rim-effect 등 고방사성 조사핵연료 화학특성 측정에 횔

용함으로써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금속전환체 내 핵물질(U, Pu), MAE(Np, Am, Cm) 및 핵분열생성물들의 정량기술의 확보는 신뢰

도 높은 금속전환공정 물질수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핵물질 흐름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

- 고온용융염 매질에서의 전기화학 연구방법 및 실시간 분광 측정기술은 향후 사용후핵연료 재활

용공정의 고도화 기술개발 단계에 적용될 핵심 요소기술로 기존의 현상학적 접근에서 분자론적

수준으로 접근하여 본질적인 공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구축된 방사선차폐 Laser Ablation/ICP-MS 및 Micro-XRD 측정 시스템은 조사핵연료 미세영역

에서의 동위원소 분포 및 미세 결정구조 변화 측정을 통해 조사핵연료 연소특성 자료 생산

- 기타 신소재 개발에서 요구되는 물리 화학 특성 평가를 위한 핵심기술로 활용 가능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사용후핵연료, 건식공정, 용융염 화학, 성분원소 정량, 방사선차폐 LA/ICP-MS,

동위원소 분포, 방사선차폐 Micro-XRD, 결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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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nt fuel, Pyro-process, Molten salt chemistry, Elemental Analysis,

Radiation shielded LA-ICP-MS, Isotopic distribution,

Radiation shielded micro-XRD, Crystal structure determination



요 약 문

Ⅰ. 제 목

“핵연료주기 화학측정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원전운영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은 사용후핵

연료와 함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

리 및 이용을 위해서 최근 국제적으로 습식 재처리 공정과 더불어 용융염 기반

의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활용 공정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핵확산 저항성이 있는 핵연료주기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금

속전환공정 및 전기화학적 분리정제 공정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이 공정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융염 내 전해환원 및 전해정련 공정 중의 물질

수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모의 사용후핵연료(SIMFUELl), 용융

염(Salt Ingot) 및 금속전환체(Uranium Metal Ingot)에 함유되어 있는 핵물질, 극

미량 악티늄족 원소 및 핵분열생성물의 양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물질수지 확인을 위한 정량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사용후

핵연료 금속전환공정의 최적화를 위해 용융염 중의 주요성분들의 용해도와 같은

화학특성 측정기술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온건

식공정의 물질수지 생산에 필요한 공정시료 내 성분원소 정량기술을 개발하였으

며, 아울러 건식공정 화학특성 측정기술을 개발하여 성분원소들의 화학거동 자

료를 생산하여 금속전환 공정을 최적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원전운영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연소․장주기 운전

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신형핵연료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핵

연료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조사핵연료의 건전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하여 금속전환공정의 화학측정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한편 새로운 핵연료 개발에

따르는 조사핵연료의 화학시험․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방사성 사용

후핵연료의 성능평가를 위한 화학측정 기반을 마련하였다. 핵연료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핵연료 및 피복관 재료의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특성변화에

대한 조사후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전성 평가를 위한 시험

항목 중 사용후핵연료 내 핵분열생성물 및 주요핵종들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 차폐 LA-ICP-MS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더불어 핵연료 rim에서의 결정

구조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방사선차폐 micro-XRD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건식공정의 물질수지 생산에 필요한 공정시료 내 성분원소

정량기술개발 및 건식공정 화학특성 측정기술개발과 새로운 핵연료의 개발과 연

계된 조사핵연료 화학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선․후행 핵연료주기에서 필요로

하는 화학측정기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의 물질수지 확보

금속전환체에 함유되어 있는 핵물질(U 및 Pu), 극미량 악티늄족 원소(Np, Am

및 Cm), Cs과 99Tc를 포함한 핵분열생성물뿐만 아니라 공정 첨가물(LiCl)과 반응

용기의 부식으로 금속전환체 시료에서 검출되는 Fe, Ni, Cr 및 Mg의 정량기술을

함께 개발하였다.

금속전환공정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모의 사용후핵연료(연소도 35,000

MWd/MtU 사용후핵연료의 화학조성을 모사)와 최종 생산물질인 금속전환체를

분석하기 위하여 8 M HNO3으로 용해시키는 과정에서 불용성물질이 확인되므로

분석에 적합한 용해용액을 만들기 위한 용해조건을 최적화하였다.

금속전환체 시료의 화학특성을 근거로 제조한 8 M HNO3의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을 사용하여 정량기술 개발과정에서 사용하였다. 핵물질(U 및 Pu)은 조

절전위 전기량 적정법으로, 237Np, 241Am 및 244Cm은 알파분광법으로 Cs과 Li은

불꽃 원자흡수분광법으로, Sr, Ba, Mg, REE(Ce, Pr, Nd, Sm, Eu, Gd 및 Y), Ru,

Rh, Pd, Fe, Ni, Cr은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99Tc은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법으로 정량하였다.

조절전위 전기량 적정법으로 U과 Pu을 정량할 때 금속전환체에 함유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간섭효과는 이미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조사한바 있으므

로 주로 공정조건 평가를 위하여 첨가한 Nd와 공정첨가물인 Li 그리고 부식생성

물 원소인 Fe, Ni, Cr 및 Mg에 의한 간섭효과를 조사하였다. Pu의 경우에는 사

용이 제한적이므로 Fe, Ni, Cr, Mg, Nd 및 Li의 양을 변화시켜 가면서 Pu의 산

화/환원 전위에서의 전기량 변화를 조사하여 간섭효과를 결정하였다. 일련의 실

험결과 과량의 Cr과 Fe 및 U이 Pu의 정량을 간섭함을 확인하였으므로

NH2OH-NaNO2를 산화수 조절제로 사용하는 Pu 산화수 조절법과 음이온교환수



지법에 의한 Pu 분리절차를 확립하였다.

연구 대상의 악티늄족 원소, 핵분열생성물과 부식생성물 그리고 공정 첨가물을

정량할 때 금속전환체의 매질인 U뿐만 아니라 공존 원소들에 의한 상호 간섭효

과가 확인되므로 이온교환수지법과 추출 크로마토그래피로 한 개의 시료로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또는 군으로 분리,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특히

악티늄족 원소와 핵분열생성물의 분리에 미치는 부식생성물 원소로 Fe, Ni, Cr 및

Mg의 분리거동을 상세하게 조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

을 사용하여 회수율을 측정하고 정량한 결과의 상대표준편차로 정량기술의 신뢰

도를 평가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금속전환체에 미량 또는 극미량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Cs, Sr 및 Ba과 REE 그리고 99Tc을 대상으로 상대표준편차 5%

이하의 정량결과를 얻을 수 있는 농도를 정량한계로 정하고 음이온교환수지의 충

전부피와 핵분열생성물의 함량을 변화시켜가면서 분리조건을 확립하고 정량한계

의 농도를 결정하였다.

금속전환공정의 반응용기에서 회수한 금속전환체에는 일정량의 용융염이 함유

되어 있으므로 약 1200 ℃를 유지하는 후속 소결공정에서 용융염을 휘발시켜 제

거하지만 미량의 용융염이 잔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Cl뿐만 아니라 Li2O와 금속 Li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정량기술에 대해 검토하

였다. 또한 수증기 증류법과 열가수분해법에 의한 염소 회수법 그리고 질산 매질

에서 Ag+와 Cl-를 반응시켜 AgCl 침전을 만들고 에틸렌 글리콜에 안정하게 분산

시킨 후 4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는 탁도법 (turbidimetry)의 적용성을 서로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 확립한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 시료의 정량절차에

따라 악티늄족 원소, 핵분열생성물과 부식생성물 그리고 공정 첨가물을 정량하고

실증시료의 화학특성과 물질수지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금속전환공정 중에

일정량의 모의 사용후핵연료, 용융염 및 금속전환체 시료를 채취한 다음 각각 3

회 정량하고 상대표준편차를 측정하였다. 실제 사용후핵연료와 달리 모의 사용후

핵연료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시료에는 Pu, Np, Am 및 Cm이 함유되어 있지 않

으므로 일정량의 239Pu, 237Np, 241Am 및 244Cm을 첨가하고 정량결과로부터 얻은

회수율과 상대표준편차로부터 본 연구에서 확립한 정량절차의 신뢰도를 평가하였

다. 또한 물질수지평가의 일환으로 3 개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금속전환체 시료

를 채취하고 각각 3 회씩 정량한 후 정량절차와 정량결과에 대한 상대표준편차

크기를 비교하여 시료의 균질도를 평가하였다.



⃞ 금속전환체 전해정련기술 적용성 검증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를 위한 용융염기반 건식공정에서 우라늄 금속전환체의

전해정련 중 란탄족원소의 화학적 거동을 규명함으로써 전해정련공정의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공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

행하였다. 사용후핵연료 내에 생성된 핵분열생성물 중 란탄족원소들은 금속전환

공정에서 분리되지 않고 금속전환체 내에 란탄족 산화물(Ln2O3) 혹은 란탄족혼합

산화물의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란탄족원소들은 금속전환체의 분

리․정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해정련단계에서의 중요한 화학적 현상

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용융염 내에서 일어나

는 화학반응을 관찰하기 위하여 광섬유를 이용한 실시간 분광측정시스템을 고

안․제작하고 고온 용융염 반응장치와 연계하였다. 전해정련공정의 LiCl-KCl 공

융(450 ℃) 용융염조건에서 란탄족산화물의 용해도를 측정하였다.

전해정련공정은 산화전극에서 생성된 U(III)이온이 환원전극으로 이동하여 U

금속으로 환원되어 석출되는 과정이 기본이 되는데 이때 U(III)와 란탄족 산화물

이 반응하는지, 어떤 반응경로를 거치는지 등이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이를 실시

간 전자흡수분광법 등의 방법을 통해 규명하였다.

전해정련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는 산소이온 (O2-)이다. 산소

이온은 금속전환공정에서 사용한 Li2O가 금속전환체에 미량 잔류하여 전해조로

들어올 수 있고, 금속산화물의 해리에 의해 생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전해정련에

미치는 산소이온의 영향을 규명하였다. 나아가 U(III)와 란탄족이온(Ln3+) 이 공존

하는 경우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분리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 조사핵연료 동위원소 분포 및 구조변화 시험․평가기술 개발

   원전운전 시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한 고연소․장주기 운전에 따라 핵연료의 거

동 및 안전성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고연소핵연료의 연소특성 평가기

술을 확보하고 연소도에 따른 연소특성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사선 차폐

Laser ablation ICP-MS 측정시스템과 micro-XRD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

해 조사핵연료의 중심에서 가장자리까지 경방향 동위원소 분포측정 및 조사핵연

료 rim 영역에서의 격자상수변화 측정 기술을 확보하였다.

방사선 차폐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될 방사성 시편의 종류와 크기, 방

사선원의 세기 등을 고려한 후 보수적 개념으로 선량기준을 정하고, QAD-CG 코

드를 사용하여 기준선량에 대한 차폐설계를 수행하였다. 차폐체 재질, 두께, 규격

등의 차폐설계를 완료한 후 상세설계를 수행하였으며, 이때 Laser ablation



ICP-MS 측정시스템과 micro-XRD 시스템의 기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글러브포트,

납유리, 이송용기 접속부, 유지보수용 문 등의 위치 및 크기를 결정하였다. 시편

장착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 특성에 따라 laser ablation 시스템용 글러브박스에는

manipulator를 장착하였으며, micro-XRD 시스템용 글러브박스에는 보다 간단한

ball-manipulator를 장착하였다. 또한 제작된 방사선차폐 글러브박스의 하중이 좁

은 영역(약 1 m2)에 집중됨에 따른 건축물 안전성을 평가하여 설치될 공간의 지

하부에 지지대를 설치하였다. 방사선 차폐 글러브박스 설치 후 배기구의 연결부

위를 DUP line에 연결하여 글러브박스 내부가 부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이송을 위하여 차폐개념을 적용하여 이송용기를 설계하였

으며 하나의 이송용기를 두 개의 글러브박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송

용기 접합부는 시편제작용 핫셀과 동일규격으로 제작하였다. 용기의 도어는 이

송 시 열리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달아 접속부와 합치될 때에만 열리도록 하

였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밀봉선원을 이용하여 차폐 글러브박스와 방사선차폐

이송용기의 차폐성능을 측정하였으며, 설계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였다.

방사선 차폐 레이저 용발(Laser Ablation) 시스템은 미량 시료 채취장치로 사용

후핵연료와 같은 고방사성 고체시편 중 관심핵종들의 공간분해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을 기존의 고분해능 질량분석장치(HR-ICP-MS)에 연

결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동위원소분포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미세

빔 집광기를 이용한 방사선 차폐 micro-XRD 시스템 개발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미세영역에서의 구조변화(특히 Rim effect)나 핵연료 피복관의 거동에 관한 자료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방사성 시편의 취급을 위해 과학기술부로부터 방사선차폐 글러브박스의 인허가

를 득하였으며, 두 개의 차폐 글러브박스 내에 각각 Laser ablation 시스템과

micro-XRD 시스템을 설치하고 설치된 시스템의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고방사성 시편에 대한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작업자의 안

전을 위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방사선차폐 Laser ablation 시스템의 경우

작성된 시나리오에 따라 먼저 SRM 및 SIMFUEL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여 시스템

성능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작성된 절차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연소도

55,600 MWd/MtU인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제작하여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마찬가지로 방사선 차폐 micro-XRD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해 층상형 SIMFUEL

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여 시스템 성능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작성된 절차에 이상

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연소도 55,600 MWd/MtU인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제작하

여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의 물질수지 확보

모의 사용후핵연료와 금속전환체 시료를 8 M HNO3으로 용해시키는 과정에서

불용성물질을 회수하고 용해절차를 확립하였다. 불용성물질의 XRD pattern을 조

사한 결과 Fe-Ni(d=2.0337) 및 Fe-Cr(d=1.4295)의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금

속전환공정에서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마그네시아 재질의 반응용기 부식으

로 생성되는 부식생성물이었다. 이 불용성물질은 HCl/HNO3(2.5/1, v/v) 또는

HF/ HNO3(1/5, v/v)에 의한 microwave 가압산분해법으로 정량적인 용해가 가

능하였다. 한편, 연소도 35,000 MWd/MtU (10 년 냉각)의 사용후핵연료 화학조

성을 모사한 모의 사용후핵연료 시료를 8 M HNO3으로 용해시키는 과정에서 회

수한 불용성물질의 용해절차를 확립하였다. 이 불용성물질은 모의 사용후핵연료

를 제조할 때 첨가한 ZrO2, MoO3 및 RuO2이었으며 ZrO2와 MoO3는 HF/HNO3

(1/5, v/v) 혼합산을 사용하는 microwave 가압산분해법으로 정량적인 용해가 가

능하였다. 그러나 혼합산으로 용해되지 않는 RuO2는 ZrO2와 MoO3를 용해시킨

후 회수하여 700 ℃에서 KOH에 의한 용융으로 정량적 용해가 가능하였다.

U과 함께 함께 공존하는 부식생성물(Fe, Ni, Cr 및 Mg), 용융염 성분(Li) 및 핵

분열생성물을 첨가한 8 M HNO3의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을 사용하여 핵물질

정량기술을 개발하였다. 약 2.5 mg의 U을 기준으로 공존원소/U의 무게비를 0～

1의 범위에서 조절한 용해용액을 사용하여 조절전위 전기량 적정법으로 U을 정

량한 후 공존원소의 양에 대한 U 회수율 변화로부터 공존원소의 간섭 유무를 결

정한 결과 검토한 공존원소들은 U과의 무게비가 약 1 이내의 범위에서 U 정량을

간섭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존원소로부터 U을 별도로 분리, 회수하

지 않아도 직접 정량이 가능하였으며 0.27～0.28 g의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U

: 16.283 mg/g, Fe : 62.8 μg/g, Cr, Ni, Mg, Nd : 31.4 μg/g, Li : 314 μg/g)을

취하여 5 회 정량한 결과 회수율은 99.91%, 상대표준편차는 0.06%이었다. 실제 금

속전환 공정에서 채취한 금속전환체의 용해용액(Fe : 0.74 mg/g, Nd : 2.62

mg/g, Li : 3.0 mg/g, Ni : 2.26 μg/g, Cr : 17.3 μg/g, Mg : 0.10 mg/g)을 사용

하여 조절전위 전기량 적정법의 U 정량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0.1934～0.1938 g

의 용해용액을 취해 U을 3 회 정량한 결과 상대표준편차는 0.05%로서 연구목표

5% 이하의 정량 정밀도를 만족하였다. 또한 금속전환체 용해용액을 대상으로 U



표준물을 일정량씩 넣은 후 조절전위 전기량 적정법으로 얻은 전기량(coulomb,

q)과 첨가한 U 표준물의 양적 관계를 조사한 표준물첨가법과 금속전환체 용해용

액을 0.0653～0.2613 g 범위에서 증가시켜 가면서 조절전위 전기량 적정법으로 측

정한 U 함량을 용해용액의 무게에 따라 도시하여 얻은 회귀곡선식으로부터 공존

원소에 의한 간섭 유무를 확인한 결과 본 연구에서 확립한 U 정량절차의 신뢰도

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

Pu 정량에 미치는 공존원소의 간섭을 평가하기 위하여 Fe, Cr, Ni, Mg 및 Nd

의 양을 0～1 mg 그리고 U의 양을 25～750 mg 범위에서 조절한 바탕용액을 사

용하여 +560 mV로 조절된 전위에서 Pu(IV)→Pu(III) 환원반응에 의한 전기량 변

화와 공존원소 함량과의 상관관계로부터 공존원소의 간섭 유무를 결정하였다.

Fe과 U이 각각 0.1 mg 및 50 mg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Pu의 정량에 심하게

간섭하였다. 또한 Cr이 0.5 mg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극이 심하게 오

염되므로 Pu을 정량하기 위해서는 공존원소들로부터 Pu을 선택적으로 분리, 회수

한 후 정량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금속전환체에 함유되어 있는 Pu을 음이온교환수지법으로 분리 정제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하였다. 8 M HNO3의 U 용액에 H2O2를 가해서 Pu을 음이온교환수

지에 흡착될 수 있는 Pu(IV) 산화상태로 조절하였다.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AG MP-1, 200-400 mesh, 4.7×25 mm(h))에 Pu 산화수를 조절한 시료용액을 흘

려 넣은 다음 8 M HNO3으로 U과 핵분열생성물을 용출시킨 후 0.5 M

HNO3-0.02 M NH2OH․HCl으로 Pu을 분리․회수하였다.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

용액에 약 500 μg의 239Pu을 첨가하고 확립한 분리절차에 따라 Pu을 분리, 회수한

결과 회수율은 99%이었으며 상대표준편차는 0.9%이었다. 그러나 Fe이 다량 함유

되어 있을 경우에는 Pu(IV) 조절에 NH2OH-NaNO2방법이 더 효과적이었으며 회

수율은 100% 그리고 상대표준편차는 0.2%로 연구목포 5% 이하의 정량 정밀도를

만족하였다.

일정량의
237

Np,
241

Am 및
244

Cm 표준물을 첨가한 8 M HNO3의 모의 금속전환

체 용해용액을 사용하여 Np, Am 및 Cm 정량기술을개발하였다. 10 M HCl/0.1 M

HNO3의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서 Np, Am 및 Cm의 분리거동을 조사한 결과

U과 Np은 세게 흡착되어 있었으며 Am과 Cm은 공존하는 핵분열생성물, 특히 부

식생성물과 함께 용출되었다.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된 Np은 4 M/0.1 M HF을

용리액으로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었다. 0.1 M HNO3과 0.1 M HCl

의 HDEHP/XAD-16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분리관에서 Am과 Cm의 분리거동을

비교한 결과 Fe은 0.05 M DTPA/0.5 M lactic acid로 Am과 Cm을 용출시키는 과



정에서 함께 분리되어 알파분광법으로 Am과 Cm을 정량할 때 간섭을 하였으므로

미리 분리시켜야 함을 확인하였다. 0.1 M HNO3에 의한 Cs, Ba 및 Sr의 용출과

정과 6 M HNO3에 의한 REE 용출과정에서 Cr이 나뉘어 회수되므로 금속전환체

시료에 Cr이 과량 함유되어 있을 경우 Am과 Cm의 분리거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러나 0.1 M HCl을 용리액으로 사용하면 Cr은 Ba 및 Sr과 함께 모두

용출되므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Cr이 과량 함유되어 있는 시료로부터 Am과 Cm

을 분리해야 할 경우에는 0.1 M HCl의 HDEHP/XAD-16 추출 크로마토그래피를

적용해야 한다.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에 일정량의 237Np, 241Am 및 244Cm을

첨가하고 확립한 분리절차에 따라 분리 회수한 결과 회수율은 각각 86.0%, 87.9%

및 90.9%이었으며 상대표준편차는 각각 2.7%, 4.5% 및 1.6%이였다. 또한 금속전

환공정에서 채취한 금속전환체 시료의 용해용액에 일정량의 237Np, 241Am 및

244Cm을 첨가한 시료용액을 대상으로 Np, Am 및 Cm 정량 적용성을 평가한 결과회

수율은 각각 87.7%, 86.4% 및 91.5%이었으며 각각의 상대표준편차는 1.2%, 2.4%

및 2.1%로서 연구목표 5% 이하의 정량 정밀도를 만족하였다.

금속전환체에 함유되어 있는 잔류용융염(LiCl) 정량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

개의 시료로부터 LiCl뿐만 아니라 금속 Li과 Li2O를 동시에 정량할 수 있는 방법,

수증기 증류법, 열가수분해법 그리고 탁도법의 적용성을 서로 비교하였다. 10

mg의 Li2O, 87.5 mg의 LiCl 및 325 mg의 U이 혼합되어 있는 분말시료에 4～8

mg 범위의 금속 Li을 첨가한 모의 금속전환체를 사용하여 각 성분의 분석편차(및

상대표준편차)를 측정한 결과 LiCl는 -34～-20%(1.3～5.3%), 금속 Li은 -36～+1.2%(

4.7～13.6%) 그리고 Li2O는 -20～+14%(2.2～9.8%)로서 Li2O, Li 금속 및 LiCl의 동

시정량은 신뢰도가 작아서 적용이 불가능하였다.

410 mg의 UO2 분말에 71 μg의 Cl (LiCl으로서)을 첨가한 모의 금속전환체

(196 μg Cl/g U)를 사용하여 수증기 증류법으로 Cl를 회수한 결과 LiCl의 회수율

은 63% 그리고 상대표준편차는 16%이었다. 또한 열가수분해법에 의한 LiCl 회

수율은 반응촉진제로 U3O8을 시료무게의 2 배를 첨가하면 상대표준편차 8%에서

97%의 회수율을 얻을 수 있어서 비록 연구목표로 하는 정량 정밀도 5% 이하를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미량의 농도범위에서 LiCl의 정량이 가능하였다. 한편,

일정량의 Cl 를 첨가한 U 용액을 사용하여 U을 분리하지 않고 470 nm에서 Cl를

정량하는 탁도법으로 LiCl의 정량기술을 개발하였다. U이 간섭을 하므로 Cl 표

준용액을 사용하여 검정곡선을 작성할 때 U을 첨가하여 보정해야 한다. U과 Cl

가 각각 33.5 mg 및 20.5 μg 함유되어 있는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을 사용하

여 Cl 정량 적용성을 평가한 결과 Cl의 정량 한계값은 600 μg/g U이었으며 회수



율은 상대표준편차 4.9%에서 97.2%로 연구목표 5% 이하의 정량 정밀도를 만족시

켰다. 따라서 미량의 LiCl 정량에는 열가수분해법이 그리고 600 μg Cl/g U이상

의 농도에서는 탁도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금속전환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과량의 방사성 폐액의 발생과 분석자의 과도

한 방사선 피폭을 막기 위하여 한 개의 시료로부터 Pu과 극미량 악티늄족 원소

(Np, Am 및 Cm), 핵분열생성물(Cs, Sr, Ba, Ce, Pr, Nd 및 Y), 반응첨가물(Li), 부

식생성물(Fe, Ni, Cr 및 Mg)을 개별 또는 군으로 분리한 후 알파분광분석법, 원자

흡수․방출분광분석법 및 질량분석법으로 정량하도록 하였다. 8 M HNO3의 음

이온교한수지법에 의한 Pu 분리과정에서 극미량 악티늄족 원소, 핵분열생성물, 부

식생성물 및 반응첨가물의 분리거동을 조사한 결과 8 M HNO3을 용리액으로 사

용하면 18 mL 이내에 Np을 제외한 모든 성분원소들을 군으로 분리, 회수할 수

있었다. 계속해서 Am 및 Cm 분리 및 알파분광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U, Fe,

Mo 및 Zr을 10 M HCl의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최적 충전부피 : 3 mL)에서 군

으로 분리, 회수한 후 1.5 g의 TBP/XAD16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분리관에서 60

mg의 U으로부터 Fe, Mo 및 Zr의 정량적 분리가 가능하였다. 한편, 10 M HCl

의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서 Cs, Sr, Ba, Mg, REE와 함께 군으로 분리, 회수된

Am과 Cm의 분리거동을 0.1 M HCl의 HDEHP/XAD-16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분

리관에서 조사하였다. 350 mg의 HDEHP/XAD-16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수지를

충전한 분리관에서 10 mL의 0.1 M HCl으로 Cs, Li, Ba, Sr, Ni 및 Cr을 정량적으

로 분리, 회수할 수 있었으며 6 mL의 0.05 M DTPA/0.5 M Lactic acid로 Am과

Cm을 그리고 6 M HCl으로 REE (La, Ce, Nd 및 Y 등)을 정량적으로 분리, 회수

시킬 수 있었다. HCl 매질에서 음이온으로 존재하는 Ru은 앞에서 검토한 분리

과정에서 정량적으로 분리, 회수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양이온교환수지법으로 분

리하였다. 0.5 M HCl 매질에서 Ru은 음이온으로 존재하므로 양이온으로 존재하

는 핵분열생성물, 부식생성물 그리고 10 mg의 U을 함께 흡착시키고 Ru을 선택적

으로 분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분리법으로 Ru뿐만 아니라 Mo, Rh, Pd 및 Cr

도 군으로 분리, 회수할 수 있었다. Tc은 HNO3 매질에서 TcO4
-로 존재하므로 음

이온교환수지법으로 분리, 회수할 수 있으나 TcO4
-의 휘발특성 때문에 연속된 분

리과정에서 시료용액을 증발 건조시킬 경우 휘발하여 정량적인 분석결과를 얻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Tc과 화학특성이 같은 Re을 사용하여 0.5 M HNO3의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충전부피 : 1 mL)에서 양이온으로 공존하거나 흡착계수가

작은 핵분열생성물, 부식생성물 및 U을 용출시키고 흡착된 Re을 10 M HNO3으

로 정량적으로 분리, 회수할 수 있었다.



60 mg의 U과 일정량의 핵분열생성물(및 부식생성물)이 함유되어 있는 1 mL의

8 M HNO3 매질의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을 사용하여 앞에서 확립한 핵분열

생성물(및 부식생성물) 분리절차에 따라 회수율 측정하고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연구대상의 핵분열생성물뿐만 아니라 공정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식생성물들의 회

수율은 95.0～102.8%이었으며 상대표준편차는 0.2～3.6%로서 연구목표 5% 이하의

정량 정밀도를 만족하였다.

Cs, Sr, Ba 및 REE의 정량한계를 측정하였다. 10 M HCl의 음이온교환수지 분

리관을 사용하여 금속전환체의 매질인 1 g의 U과 비교적 과량 함유되어 있는 Fe,

Mo 및 Zr으로부터 분리, 농축한 후 ICP-AES로 분석하였다. 8 M HNO3 매질의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을 10 M HCl으로 매질 전환시킨 후 분리관의 수지 충

전부피를 12～15 mL에서 조절하면서 분리거동을 조사한 결과 12 mL의 수지를

충전시킨 분리관을 사용하면 용리액으로 35 mL의 10 M HCl을 통과시켜 1 g의

U과 8.7 mg의 Fe로부터 Cs, Sr, Ba과 REE를 군으로 분리할 수 있었다. 1 g의 U

에 대한 Cs, Sr, Ba 및 REE의 양을 0.1～5 μg 범위에서 변화시키면서 연구목표

5% 이하의 정량 정밀도를 만족하는 정량한계를 측정한 결과 Cs : 10 μg/g U, Pr

: 5 μg/g U, Sr, Ba, La, Ce, Nd, Sm, Eu, Gd 및 Y : 1 μg/g U으로 미량의 농도

범위에서 핵분열생성물의 정량이 가능하였다. 99Tc의 경우에는 이미 확립한 99Tc

의 분리절차에 따라 U의 양을 60～240 mg에서 그리고 99Tc과 화학특성이 비슷한

Re의 양은 0.1～50 ng 범위에서 변화시켜 가면서 연구목표로 하는 5% 이하의 정

량 정밀도를 만족하는 정량한계를 측정하였다. 모의 금속전환체 시료용액을 제조

하는 과정에서 0.6 mL의 8 M HNO3에 240 mg의 U이 용해되지 않으므로 60 mg

과 120 mg의 U에 함유되어 있는 5 ng Re의 분리, 회수율을 측정한 결과 3.2%

및 3.8%의 상대표준편차에서 회수율은 각각 100% 및 98%로 U의 양을 증가시켜

도 Re의 정량적인 분리, 회수가 가능하였다. 최종적으로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용

액에 5 ng 및 20 ng의 99Tc을 첨가하고 확립한 분리절차에 따라 99Tc을 분리, 회

수한 후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법으로 정량한 결과 5 ng과 20 ng의
99

Tc

회수율은 각각 108.0% 및 101.5% 그리고 상대표준편차는 각각 3.2% 및 3.8%로서

연구목표로 하는 5% 이하의 정량 정밀도를 만족하였다. 그러나 5 ng을 첨가한

시료의 경우 회수율은 108.0%로서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법으로
99

Tc을 분

석할 때 동종원소로서 간섭을 하는 99Ru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극미량의
99

Tc을 정량하기 위해서는 바탕값을 보정해야 하며
99

Tc의 정량

한계는 0.17 μg/g U이었다.

10 년 냉각시킨 35,000 MWd/MtU 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화학조성을 모사하



여 9.499 kg의 UO2 분말에 핵분열생성물 대신 일정량의 금속산화물을 첨가한 모

의 사용후핵연료(SIMFUEL)와 90 kg의 LiCl 및 2.7 kg의 Li2O를 사용하여 전해

환원조에서 금속전환시킨 후 공정시료(SIMFUEL, Salt Ingot 및 Uranium Metal

Ingot)에 함유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을 정량하였다. 확립한 “사용후핵연료 금속

전환 공정시료 내 악틴족원소 및 핵분열생성물 정량절차서”에 따라 각각 3 회씩

정량한 결과 8 M HNO3에 의한 시료 용해과정에서 잘 용해되지 않는 Mo, Zr 및

Ru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분열생성물들은 연구목표 5% 이하의 정량 정밀도를

만족하였다.

한편, 10년 냉각시킨 35,000 MWd/MtU 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화학조성에 따

라 일정량의 239Pu, 237Np, 241Am 및 244Cm을 금속전환공정 실증시료의 용해용액

에 첨가한 시료용액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확립한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 공

정시료 내 악티늄족 원소 및 핵분열생성물 정량절차서”에 따라 각각 3 회씩 정량

하고 회수율과 상대표준편차로부터 분석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모의 사용후핵연

료와과 금속전환체의 매질로 존재하는 U은 조절전위 전기량적정법으로 0.15～

0.67% 범위의 상대표준편차에서 그리고 용융염에 미량 함유되어 있는 U은 분리

한 후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1.99%의 상대표준편차에서 정량이

가능하였다. 약 500 μg의 239Pu를 첨가한 금속전환체 용해용액으로부터 239Pu을

분리한 후 조절전위 전기량적정법으로 정량한 결과 연구목표 5% 이하의 정량 정

밀도를 만족하였다. 10 Bq의 237Np, 20 Bq의 241Am 그리고 23 Bq의 244Cm을 첨

가한 모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으로부터 분리․전착 및 알파분광분석 등 일련

의 확립된 정량절차에 따라 측정한 237Np, 241Am 및 244Cm의 회수율은 각각

101.6%, 77.2% 및 82.1%이었으며 상대표준편차는 각각 5.2%, 3.7% 및 3.6%로 연

구목표 5% 이하의 정량 정밀도를 만족하였다. Fe, Ni, Cr, Mg 및 Li 등 과량의

부식생성물과 용융염이 함유되어 있는 금속전한체 시료의 경우
37

Np,
241

Am 및

244Cm의 회수율은 각각 97.4%, 73.5% 및 70.0%이었으며 상대표준편차는 각각

0.5%, 9.2% 및 9.7%이었다. 비교적 상대표준편차가 큰
237

Np,
241

Am 및
244

Cm의

경우에는
237

Np은
235,236

Np을
241

Am 및
244

Cm은
243

Am을 tracer로 사용하여 회수

율을 보정해주어야 한다.

금속전환공정의 물질수지 평가를 위하여 모의 사용후핵연료와 금속전환체에 함

유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 첨가량과 정량결과를 비교하여 균질도를 평가하였다.

한 개의 모의 사용후핵연료 시료를 3 회 정량한 결과의 표준편차와 모의 사용후

핵연료를 만들 때 첨가한 핵분열생성물의 양과 정량결과의 편차를 비교한 결과

한 개의 시료를 3 회 정량한 결과의 표준편차가 매우 작으므로 모의 사용후핵연



료가 균질하게 제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금속전환체의 균질도를 평

가하기 위하여 3 개의 서로 다른 부위에서 채취한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핵분열

생성물의 정량결과와 각 시료를 3 회 정량하여 측정한 상대표준편차의 크기로부

터 균질도를 평가하였다. La의 경우 각각의 시료를 3 회 정량한 결과의 상대표

준편차는 0.47～0.62%범위이지만 3 개의 시료를 대상으로 La을 정량한 결과의 상

대표준편차는 13.06%로서 La이 매우 불균질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시료가 실증시료의 물질수지를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균질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금속전환체 전해정련기술 적용성 검증

전해정련의 첫 단계는 금속전환체의 용해이므로 우라늄 금속전환체에 존재하는

란탄족원소의 용해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금속전환체에 존재하는 란탄족원소는

란탄리튬혼합산화물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먼저 란탄족 혼합산화물을

합성하고, 해당 화합물의 용해도를 자체 고안한 용해도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용융염 내에서 각 란탄족 산화물의 용해도를 측정한 결과, Eu의 경우

를 (용해도 ~142 μg/g) 제외하면 전해정련이 진행되는 LiCl-KCl (450 oC) 용융염

중에서 란탄족 원소의 용해도가 분석기기의 측정한계치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Eu 산화물의 독특한 용해거동은 전자상자기공명(EPR) 및 형광분광법을 이용하여

규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공정에서는 란탄족화합물이 우라늄과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해정련공정의 주요 반응생성물인 U(III)와의 반응으로 인해 란탄족

원소들은 대부분 란탄족이온(Ln3+)으로 용해되어 전해조에 존재하게 되며, 우라늄

은 산화물을 형성하여 침전이 생성됨을 실시간분광법 및 XRD 분석을 통해 확인

하였다. 그 반응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반응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

2UCl3 + 2LiLnO2 ➜ UO + UO2 + 2LnCl3 + Li2O

이는 사용후핵연료 내 핵분열생성물인 란탄족원소의 대부분이 전해정련공정 이

전단계에서 제거되지 않는 한, 전해정련공정의 전해조에 녹아들게 됨을 의미한다.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 진행되는 화학반응의 실시간측정을 통해 핵심현상을 규

명하기 위해서 화학적 분위기 조절 및 고온실험이 가능한 반응장치에 UV-VIS 분

광장치를 고안하여 연계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분광기의 광원에서 반응용기 내의

시료까지 광섬유 다발을 이용하여 빔을 입사시켰으며 검출기를 통해 흡수스펙트



럼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장치를 활용하여 상기에서 언급된 반응 외에

미량의 용융염에 용해된 산소이온의 영향과 같은 전해정련공정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화학반응 규명에 사용하였다.

미량의 산소이온, O2-에 의해서도 U(III) + O2- → UO2 반응에 의해 부반응이

진행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금속전환체에서 잔류 Li2O가 제거되지 않고 전해정

련공정에 들어오면 공정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을 의미한다. 또한, 동일

한 반응이 란탄족이온과도 진행됨을 확인하였고, 용융염에서 란탄족이온을 효율

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으로 이 반응을 활용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란탄족 이온과 U(III)가 공존하는 전해정련공정에서 순환전압법 등 전기화학적

측정을 통해 U(III)와 란탄족 이온의 환원전위 사이에 전위차가 존재함을 확인하

였고, 전위차를 이용하면 환원전극에서 우라늄만 선택적으로 환원시킴으로써 분

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때 전극재료와 반응조건 등에 따라 환원전위의 전

위차(△E)가 달라지므로 최적 분리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전극재료

및 반응조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조사핵연료 동위원소 분포 및 구조변화 시험․평가기술 개발

방사선 차폐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하여 먼저 사용될 방사성 시편을 연소도 50,000

MWd/MtU, 냉각기간 3년인 시편으로 하고 크기는 실제 측정에 사용될 시편인

핵연료의 직경보다 큰 10 mm를 길이로 하고 폭 3mm, 두께 1mm로 결정하였다.

이 시편의 경우 무게가 약 0.3g으로 방사선 세기는 약 0.3 Ci에 해당된다. 이 시

편을 기준으로 보수적 개념을 적용하여 최대 방사선 세기를 1Ci로 정하고,

QAD-CG 코드를 사용하여 기준선량에 대한 차폐설계를 수행하였다. 납차폐체 두

께를 70 mm로 하였을 때 차폐체 표면에서의 허용선량인 2.5 mrem/h 이하를 만

족시켰다. 재질, 두께, 규격 등의 차폐설계를 완료한 후 상세설계를 수행하였으며,

이때 Laser ablation ICP-MS 측정시스템과 micro-XRD 시스템의 기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글러브포트, 납유리, 이송용기 접속부, 유지보수용 문 등의 위치 및 크

기를 결정하였다. 시편장착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 특성에 따라 Laser ablation 시

스템용 글러브박스에는 manipulator를 장착하였으며, micro-XRD 시스템용 글러

브박스에는 Ball- manipulator를 장착하였다. 방사선 차폐 글러브박스 설치 후

배기구의 연결부위를 DUP line에 연결하고 글러브박스 내부 압력을 측정하여 부

압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이송을 위하여 차폐개념을 적용하여 이송용기를 설계하였



으며 용기의 도어는 이송 시 열리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달아 접속부와 합치

될 때에만 열리도록 하였다. 이송용기는 시편제작을 위한 조사후 핫셀의 도어나

측정시스템의 이송용기 접합부와 잘 일치됨을 확인하였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Ir-192 밀봉선원을 이용하여 차폐 글러브박스와 방사선차폐 이송용기의 차폐성능

을 측정한 결과 방사선량이 1 Ci인 시편에 대해 표면에서의 허용선량 2.5

mrem/hr 이하의 조건을 만족시켰다.

Laser Ablation ICP-MS 시스템을 이용한 모의시편 측정 결과 50 μm 이하의 공

간분해능과 10 % 이하의 측정정밀도를 만족시켰으며,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공간

분해분석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사용후핵연료의 결전구조변화를 측정하기 위

한 방사선 차폐 Micro-XRD 시스템도 50 μm 이하의 공간분해능을 만족시켰다.

모의핵연료 시편 시험 결과 재현성이나 미세영역 결정구조 변화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나 고방사성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감마선에 의한 바탕값 증가가 두드

러져 이를 해소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의 물질수지 확보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의 생산물질인 우라늄 금속전환체에 함유되어 있는 핵

물질(U 및 Pu), 극미량 악티늄족 원소(Np, Am 및 Cm) 및 핵분열생성물(및 부식

생성물)을 정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전 연구단계에서 이미 확보한

사용후핵연료와 용융염(폐용융염)에 함유되어 있는 핵물질, 극미량 악티늄족 원소

(Np, Am 및 Cm) 및 핵분열생성물 정량기술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

실증시료의 화학특성 정량화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금속전환공정 조건을 최적

화하고 공전간의 물질수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의 인․

허가 획득을 위한 금속전환체의 화학특성 규격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사용

후핵연료의 금속전환공정과 연계되는 전기화학적 분리․정제 공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금속전환공정시료를 대상으로 정량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화학분리기술은 다양한 매질로 구성된 방사성 폐기물의 화학특성 규명 연

구를 위한 정량기술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금속전환체 전해정련기술 적용성 검증

금속전환공정으로부터 얻어진 금속전환체 내에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란탄족



혼합산화물이 전해 정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정에 관

련된 화학반응 측정을 위해 첨단기술을 접목한 분광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용융염 내 화학반응을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규명하였다. 그 결과, 금속전환체의 전해정련공정의 타당성을 화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공정의 효율을 감소시키는 화학적 요인도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료와 밝혀진 결과들을 공정에 연계하여 적용할 경우 전

해정련공정 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는

전해정련공정 외에 기사용한 용융염의 재순환 및 염폐기물 발생량 감소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고온, 불활성 분위기의 반응기와 광섬유

기반의 분광장치를 접목하여 고안․제작된 측정장치 및 관련 기술은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 진행되는 화학반응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획기적 기술로서 지금

까지의 현상학적 연구에 머물렀던 용융염 관련연구를 분자수준에서 규명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향후 pyro-process 뿐만 아니라 용융염 매질

에서의 다양한 화학측정에 폭넓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조사핵연료 동위원소 분포 및 구조변화 시험․평가기술 개발

본 연구개발을 통해 미세영역에서의 동위원소 분포 측정 및 미세영역 결정구조

변화 측정 기술을 확보하고, 방사성 물질 취급이 가능한 방사선차폐 LA/ICP-MS

및 방사선차폐 micro-XRD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방사성 조사핵연료 화학특성 측

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Rim-effect 등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시스템은 2007년 이후 수행되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에서 추진 중인 “고연

소핵연료 국부연소특성 규명 연구”를 통해 핵연료 연소거동 예측을 위한 전산코

드 검증 및 핵연료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화학시험 자료의 생산이 계획되어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사선차폐 laser ablation ICP-MS 및 방사선차

폐 micro-XRD 시스템을 이용한 고방사성 조사핵연료 시편의 미세영역에서의 동

위원소분포와 결정구조 변화 측정을 통해 필요한 화학시험 자료를 생산할 예정이

다. 확보된 조사핵연료 화학측정기술은 향후 국내에서 추진 될 초고연소도 핵연

료의 인허가 절차 및 실용화에 필요한 화학시험 자료를 생산할 수 있으며,

Rim-effect 등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를 국내에서도 수행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첨단기술이 접목된 micro-XRD 시스템의 경우 반도체 등 미세영

역에 대한 화학측정이 필요한 타산업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S U M M A R Y

I. Title

“Development of Chemical Technology in Nuclear Fuel Cycle”

II. Objectives and Impotance of the Report

With the growth of nuclear power industry, a demand for the safe and

effective management of spent nuclear fuel and radioactive waste generated

from NPP operation become a matter of course. Currently, along with wet

process, an advanced process technology based on molten salt chemistry for

spent nuclear fuel is developing. In Korea, to develop advanced nuclear fuel

cycles with resistance to nuclear proliferation, electro reduction process and

electro-refining process are investigated in the frame of national nuclear R &

D programs. In relation to this pyro-chemical proces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relevant chemical analysis techniques of radionuclides in molten

salt or in spent fuel in order to provide data for material balance during the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and electro-refining process in molten salt.

Therefore, to provide data for material balance of pyro-chemical process,

technology for the quantitative chemical analysis of radionuclide, actinide

elements and fission products in uranium metal ingot, molten salt, and spent

fuel should be developed as a core technolog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measurement technology of solubilities for elements in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in order to optimize the pyro-chemical process.

Therefore, technologies related to elemental analysis for the mass balance of

pyro-chemical process and lanthanides behavior in-line measurement system

for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were developed in this project.

Currently, an advanced nuclear fuel for the high burn-up and extended fuel

cycle, is developing in the national nuclear R & D program.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of chemical analysis technology for pyro-chemical process,

technologies for chemical analysis of spent nuclear fuel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integrity of nuclear fuel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advanced nuclear fuel. To investigate burn-up dependent properties, the

radiation shielded systems for the measurement of spatial distribution of

isotopes and for the elucidation of structural changes of the pellet

periphery(rim) were developed.

This project mainly concentrates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related

to elemental analysis for the mass balance of pyro-chemical process, on the

development of in-line measurement system for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and on the development of radiation shielded LA-ICP-MS and micro-XRD

system to evaluate the integrity of nuclear fuel.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Confirmation of material balance in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Chemical analysis methods for the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fissile

materials(U and Pu), minor actinide elements(Np, Am and Cm), fission

products including Cs and 99Tc and co-existing metals such as corrosion

products(Fe, Ni, Cr and Mg) and chemical additive(LiCl) were developed for

the optimization of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and the evaluation of material

balance.

Insoluble materials were found during dissolution of simulated spent PWR

fuels as raw material and uranium metal ingots as final product with 8 M

HNO3 for the preparation of sample solutions. Those were ZrO2, MoO3 and

RuO2 in simulate PWR spent fuels and corrosion products consisted of Fe, Cr,

Ni and Mg which were components of stainless steel and magnesia, raw

materials of reactors.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dissolution, microwave

acid digestion with mixed acid of HCl, HNO3 and HF was used.

Simulated uranium metal ingot solution prepared on the basis of chemical

components of uranium metal ingot sample was used in developing the

chemical analysis methods. Fissile materials(U and Pu), minor actinide

elements (237Np, 241Am and 244Cm) were determined by controlled potential

coulometric titration and alpha spectrometry, respectively. Cs and Li, were



determined by flame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and Sr, Ba, Mg,

REE(Ce, Pr, Nd, Sm, Eu, Gd and Y), Ru, Rh, Pd, Fe, Ni, Cr Mg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ry.

The effect of Nd, Li Fe, Cr, Ni and Mg on the determination of U and Pu

by controlled potential coulometric titration were investigated as the effect of

fission products in spent PWR fuels had already been investigated. For Pu,

the variance of coulomb value was measured at Pu redox potential with

increasing the amount of Fe, Ni, Cr, Mg, Nd, Li and U in electrolytic solution.

From the result of experiments, separation procedure of Pu from Cr, Fe and U

was confirmed by the control of Pu oxidation state to Pu(IV) with NH2OH․

HCl, followed by anion exchange resin chromatography to eliminate the

interference of the elements during Pu determination.

Optimized procedures were established by sequential ion exchange and

extraction chromatography to minimize the amount of radioactive samples

required and wastes produced during experiments because interferences with

some co-existing metals as well as U were found in determining minor

actinide elements, fission products, corrosion products and chemical additives

to the process. In particular, the separation behavoiur of Fe, Ni, Cr and Mg,

which interfere the determination of minor actinide elements and fission

products was carefully investigated on ion exchange resin and extraction

chromatographic columns. Reliability of the separation procedure was

confirmed by statistical treatment of the recovered amount of the elements.

Separation condition of Cs, Sr, Ba, REE and 99Tc, trace impurities in uranium

metal ingots was optimized and their concentration limit for quantification

could be determined within less than 5% relative standard deviation.

A small amount of LiCl/Li2O was detected in the uranium metal ingots

sampled after smelting process although most of the molten salt was removed

by volatilization with the stream of argon gas at 1200 ℃. Analytical technique

by which Li2O and Li metal as well as LiCl could be simultaneously

determined was investigated. In addition, applicability of steam distillation,

pyro-hydrolysis and turbidimetry for the determination of chloride in uranium

metal ingots was evaluated in terms of analytical reliability.

Finally, chemical characterization of the process materials and material



balance we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quantitative determination procedure

for various samples from the reduction process of spent PWR fuels confirmed

in the study. In case of Pu, Np, Am and Cm, analytical reliability of the

determination procedure established in the study was evaluated by measuring

their recoveries along with a relative standard deviation using the simulated

spent PWR fuel solution or uranium metal ingot solution to which a known

amounts of 239Pu, 237Np, 241Am and 244Cm was added. In order to evaluate a

material balance, the relative standard deviations measured using one sample

and three samples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after three samples in

different site of the uranium metal ingot were taken.

⃞ Verification of Electro-Refining Process of Uranium Metal Ingot

For efficient electro-refining process, the effect of lanthanides on

electro-refining of uranium metal ingot produced by electro reduction process

in pyro-chemical process. It is expected that lanthanides are exist in the

uranium metal ingot as oxide compound (Ln2O3) or mixed oxide(LiLnO2), and

affect the electro-refining of uranium metal ingot. Therefore, the chemical

behavior of REEs in LiCl-KCl molten salt media is of great concern to

optimize the electro-refining process for advanced nuclear fuel cycle.

In this project, the chemical behavior of the uranium and lanthanides in

electro-refining condition was investigated. As a first step, to observe the

chemical reaction in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optical fiber based

spectrometer system coupled to the chemical cell in a furnace was designed

and built. UV-VIS spectrum provides essential information on the behavior of

uranium and lanthanide elements in molten salt media.

The dissolution behavior of lanthanide (mixed) oxides and the reactions with

U(III) in a LiCl-KCl eutectic melt at 723K was investigated. The chemical

reactions of lanthanide mixed oxides with U(III) have been studied by in-line

UV-VIS spectrometer and XRD system. Effect of retained oxide ions on

electro-refining process was also studied by in-situ monitoring of the reaction

with U(III) and lanthanide ions. The redox behavior of U(III) and lanthanide

ions in electro-refining condition was studied by cyclo voltametry, and the

results showed the possibility of selective reduction(deposition) of U(III).



□ Development of Chemical Measurements Technology for Irradiated

Nuclear Fuel

In relation to high burn-up/extended fuel cycle for the fuel cycle efficiency,

we need chemical analysis of spent nuclear fuel for the integrity of nuclear

fuel at high burn up. As new measurement systems, radiation shielded laser

ablation (LA) system and radiation shielded micro-XRD system were developed

to measure radial distribution of isotopic ratio of irradiated fuel pellet and

structural changes in rim zone, respectively.

For shielded glove boxes, shielding calculation was performed conservatively

by ORIGEN-2, considering sample size, burn-up and cooling time. Shielded

system is designed in ways that the maximum dose received by operator is

lower than 2.5 mRem/h at each side of glove box. Details of glove boxes was

designed followed by shielding design (shielding material, thickness and

dimension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ystem, position and size

of each components, such as cask adapter, glove, lead glass window,

maintenance door, etc. were determined. Then glove boxes for LA and

micro-XRD system were fabricated.

The front panel consisted of lead glass window, a couple of manipulator

(tong), and a pair of glove port. A couple of mini manipulator was equipped

to the glove box for LA-ICP-MS system and ball-manipulator for micro-XRD

system.

After set up shielded glove boxes in the test facility, outlet filter box for

ventilating was connected to DUP (Deep Under Pressure) line so as to

maintain negative pressure.

For laser ablation system, laser was installed on the optical table outside

glove box, and the laser beam was sent into the glove box through two UV

mirrors and a UV window on the maintenance door. The ablation chamber

with XYZ translator, CCD camera and optics were installed inside the glove

box and controller and associated electronics were outside.

For micro-XRD system, X-ray source, goniometer, sample holder and detector

were installed inside the glove box, while associated electronics were outside.



Radiation shielded specimen cask was designed and was fabricated to

transport a specimen from hot cell to glove box. This cask was designed to fit

securely with the cask adapter of both glove boxes and that of hot cell. Safety

pin on the cask helps door lock during transportation.

Dose rate of each shield was measured using Ir-192 radiation source.

Documentations for the authorizations of glove boxes were submitted to and

the licence was issu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Experimental procedures for the measurement of spent nuclear fuel were

made and performance of laser ablation system and micro-XRD system were

evaluated using standard material and SIMFUEL. The developed systems were

applied to the spent nuclear fuel with burn-up at 55,600 MWd/MtU.

Ⅳ. Results of the Project

□ Confirmation of material balance in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X-ray diffraction pattern of insoluble materials found in 8 M HNO3 solution

of simulated spent PWR fuel and uranium metal ingot was measured. The

insoluble materials were ZrO2, MoO3 and RuO2, in simulated spent PWR fuel

solutions and alloy of Fe-Ni(d=2.0337) and Fe-Cr (d=1.4295) in uranium metal

ingot solutions. ZrO2, MoO3 and the alloy was dissolved by microwave acid

digestion technique with mixed acid, HCl/HNO3(2.5/1, v/v) or HF/HNO3(1/5,

v/v). However, RuO2, which was quantitatively dissolved by fusion method

with KOH at 700 ℃ after recovery from dissolved solution of the insoluble

materials.

Chemical analysis methods for the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fissile

materials(U and Pu) were developed using simulated uranium metal ingot

solution containing fission products and corrosion products co-existing with U

and Pu. Firstly, the effect of Fe, Cr, Ni, Mg Nd, and Li on the determination

of U by controlled potential coulometric titration was investigated with

increasing co-existing metal/U in weight ratio from 0 to 1 on the basis of 2.5

mg of U. Fe, Cr, Ni, Mg Nd, and Li did not interfere the determination of U

in range of 0 to 1 of M/U ratio. So U could be directly determined by

controlled potential coulometric titration without separation from co-existing



metals. The recovery of U from simulated uranium metal ingot solution(U :

16.283 mg/g, Fe : 62.8 μg/g, Cr, Ni, Mg, Nd : 31.4 μg/g) was 99.91% with

relative standard deviation of 0.06%. Applicability of the controlled potential

coulometric titration was evaluated using uranium metal ingot solution(Fe :

0.74 mg/g, Nd : 2.62 mg/g, Li : 3.0 mg/g, Ni : 2.26 μg/g, Cr : 17.3 μg/g,

Mg : 0.1 mg/g). Relative standard deviation of the analytical result was 0.05%,

which was less than 5%, target value in the study. From standard addition

curve and least square curve of coulomb vs. amount of uranium in the

uranium metal ingot solution, we found that the controlled potential

coulometric titration is applicable to the determination of U in uranium metal

ingot samples.

Effect of co-existing metals for the controlled potential coulometric titration

for Pu at +560 mV was investigated. Fe, Cr and U were interfered from 0 to

0.1 mg and 0.5 mg, respectively, whereas other elements such as Ni, Mg, Nd

and Li were not up to 1 mg, respectively. Anion exchange chromatographic

separation procedure was established for the coulometric titration of Pu in

uranium metal ingots. The Pu(IV) oxidation state suitable for the adsorption on

anion exchange resins was stabilized by H2O2 in 8 M HNO3 of U. The

resulting solution was loaded onto the AG MP-1(200-400 mesh), 4.7(i.d.)×25

mm(h), column. After uranium and fission products were removed by washing

the column with 8 M HNO3, Pu was eluted with 0.5 M HNO3-0.02 M NH2O

H․HCl. Three samples of simulated uranium metal ingot solution containing

500 μg of 239Pu were analyzed to confirm the reliability of the established

separation procedure. The recovery of Pu in the separation procedure was 99%

with relative standard deviation of 0.9%. However stabilization of Pu(IV) state

by NH2OH-NaNO2 method was found to be more effective than the

H2O2-based method for the samples containing large amount of Fe. The former

method yielded Pu recovery of 100% with relative standard deviation of 0.2%.

Quantitative determination technique of Minor Actinide Elements(Np, Am

and Cm) was established using simulated uranium metal ingot solution

containing known amounts of 237Np, 241Am and 244Cm as follows; 237Np was

separated from
241

Am,
244

Cm, fission products, U, corrosion products and

chemical additive in 10 M HCl-0.1 M HNO3 medium by anion exchange resin



column. 237Np electro-deposited on planchet was determined by

alpha-spectrometry. On HDEHP/XAD-16 extraction chromatographic resin

column, separation behaviours of Am, Cm and co-existing metals in 0.1 M

HCl were compared with those in 0.1 M HNO3. Selective separation of Am

and Cm in 0.1 M HCl was found to be more effective than that in 0.1 M

HNO3. It was found Fe, Mo, Zr and U should be separated prior to the

separation of Am and Cm using HDEHP/XAD-16 extraction chromatography.

241Am and 244Cm were separated from fission and corrosion products by

HDEHP/XAD-16 extraction chromatography column and then 241Am and 244Cm

electro-deposited on planchet were determined by alpha-spectrometry. Recovery

of 237Np, 241Am and 244Cm were 87.7%, 86.4% and 91.5%, respectively, and the

relative standard deviations were 1.2%, 2.4%, and 2.1%, respectively.

Applicability of simultaneous determination method of Li2O and Li metal as

well as LiCl was compared with steam distillation method, pyrohydrolysis

method and turbidimetry in order to develop quantitative determination

method of chloride in uranium metal ingots. The pyrohydrolysis method was

very rapid and suitable for the separation of trace amounts of chloride(140 μ

g/g) in simulated uranium metal ingots with recovery of 97% with relative

standard deviation of 8%. The recovery of Cl was 97.2% with relative

standard deviation of 4.9% by turbidimetry, although effect of U on the

determination of Cl should be compensated, Therefore, the proposed methods,

pyrohydrolysis method and turbidimetry, could be applied in determining

chloride in uranium metal ingots.

Plutonium, minor actinide elements(Np, Am and Cm), fission products(Cs,

Sr, Ba, Ce, Pr, Nd and Y), chemical additive(LiCl) and corrosion products(Fe,

Ni, Cr and Mg) were sequentially and individually separated from single

sample by anion exchange and extraction chromatography(TBP/XAD-16 and

HDEHP/ XAD-16) to minimize the amount of radioactive samples required

and wastes produced during separations. However, Ru along with Rh and Pd

were separated by cation exchange chromatography, Tc by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 Fission and corrosion products were separated using 1 mL of

simulated uranium metal solution(8 M HNO3) by the separation procedure

established in the study. The recovery of all analytes were in the range of



95.0%～102.8% with relative standard deviation of 0.2～3.6%. Quantification

limits of Cs, Sr, Na and REE were measured. The fission products could be

separated from uranium metal ingot solution containing 1 g of U, and large

amounts of Fe, Ni, Cr and Mg by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 of 10 M

HC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Cs : 10 μg/g U, Pr : 5 μg/g U, Sr, Ba,

La, Ce, Nd, Sm, Eu, Gd and Y : 0.1 μg/g U. 99Tc : 20 ng/g U.

In order to characterize the process materials in chemistry and to evaluate

the mass balance of them, SimFuel, Salt Ingot and Uranium Metal Ingot

samples were taken from the reduction process. Fission and corrosion

products were determined by "quantitative determination procedure of actinides

and fission products in the reduction process materials" established in the

study. In addition, Pu, Np, Am and Cm were determined using SimFuel and

Uranium Metal Ingot solution containing known amounts of 239Pu, 237Np, 241Am

and 244Cm. Uranium in SimFuel and Uranium Metal Ingot could be

determined with the relative standard deviation ranging of 0.15～0.67%. The

recovery of Pu in the sample solutions containing 500 μg of 239Pu was in the

range of 96.5～97.7% with relative standard deviation ranging of 0.4～1.4%.

The recoveries of Np, Am and Cm in the SimFuel solution containing 10 Bq

237Np, 20 Bq 241Am and 23 Bq 244Cm were 101.6%(RSD : 5.2%), 77.2%(RSD :

3.7%) and 82.1%(RSD : 3.6%). In addition, recoveries of Np, Am and Cm in

Uranium Metal Ingot solution were 97.4%(RSD : 0.5%), 73.5%(RSD : 9.2%) and

70.0%(RSD : 9.7%). From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recoveries should

be compensated by using 235,236Np for 237Np, 243Am for 241Am and 244Cm as

tracer.

In order to evaluate material balance of the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homogeneity of the process materials, SimFuel and Uranium Metal Ingot were

investigated. In case of SimFuel, deviation of the analytical results from the

real amount of fission products was larger than the standard deviations

resulting from three analysis of single sample. This shows that the SimFuel

was not homogenized. In addition, compared the relative standard deviation

from three analysis of single sample with that from analysis of three samples

taken at different position of Uranium Metal Ingots, in case of La, relative

standard deviation from three analysis of single sample was much smaller



than that from analysis of three samples, which means that the Uranium Metal

Ingot was not homogenized.

⃞ Verification of Electro-Refining Process of Uranium Metal Ingot

The solubility of various lanthanide mixed oxides was measured in LiCl-KCl

eutectic melt at 723 K. Most lanthanide oxides except europium was

insoluble/sparingly soluble in LiCl-KCl eutectic at 723 K. Europium oxide

exhibited unusual behavior in solubility and redox chemistry. The solubility of

europium oxide was about 3 orders of magnitude higher than those of other

lanthanide oxides. This unusual solubility could be attributable to different

electrochemical behavior of europium in the same experimental conditions. Eu

exist as divalent ions, while most lanthanides as trivalent ions. Divalent

europium was observed by 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EPR) and

luminescence spectroscopy.

Optical fiber based UV-VIS spectrophotometer combined with reaction cell

was designed for the measurement of reactions in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The incident beam passes through optical fiber into the sample chamber.

Suitable quartz lens and iris were used to collimate the beam path and adjust

the intensity. By this spectrophotometer, in-situ monitoring of chemical

reactions in electro-refining was performed.

UV-VIS spectroscopy provides essential information on the behavior of

lanthanide elements in LiCl-KCl melt system. The reaction of U(III) with

lanthanide oxides in LiCl-KCl eutectic melt was monitored by the

spectrometer. In the case of Nd mixed oxide, the spectra showed the

contrasting changes in U(III) and Nd(III) absorption peaks, simultaneously. The

intensity of U(III) peak decreased as the reaction proceeded, while that of

Nd(III) peak increased. In general, molar extinction coefficient of lanthanides

are much lower than U(III). The reactions of U(III) with other lanthanide

oxides exhibited similar results. By analyzing the UV-VIS spectra and XRD

pattern of uranium precipitates, the reaction of U(III) with lanthanide oxides

can be expressed as follows:

2UCl3 + Ln2O3 → UO2 + UO + 2LnCl3

Lanthanide oxides in molten salt were almost insoluble, however, they were



dissolved forming corresponding lanthanide(III) ions in electro-refining process

due to the reaction with U(III) ion.

In electro-refiner, Li2O could be exist together with U3+ and Ln3+ in the

LiCl-KCl eutectic melts. To see the effect of oxide ion on electro-refining

process, the reaction of the dissolved lanthanide ions and U(III) with oxide ion

(O2-) was also studied. To monitor the reaction of between U(III) and oxide

ion, UV-VIS spectrometer was used. From UV-VIS spectra and XRD patterns,

it was concluded that oxide ion reacts with U(III) to produce UO2 by

following reaction;

U(III) + O2- → UO2

The reaction between Nd(III) and Li2O was also monitored by UV-VIS

spectrometer. The result can be expressed as following reaction.

Nd (III) + O2- → Nd2O3

Other lanthanide ions exhibited the same results.

A redox behavior of U(III)-Ln(III) coexisting systems have been studied by

cyclo -voltametry. There exist reduction potential differences between U(III)

and lanthanide ions, and the reduction potential of U(III) was higher (lower as

absolute value) than that of lanthanide ions. By appling this potential

differences, the separation of U(III) from Ln(III) in electro-refining process

could be achievable. The redox potential was depend on the kinds of working

electrode.

The results about chemical behavior of lanthanides in an electro-refining

condition would contribute to optimize the electro-refining process.

□ Development of Chemical Measurements Technology for Irradiated

Nuclear Fuel

Shielding calculations were performed regarding specimen dimension (10x3x1

mm) and burn up history (50,000 MWd/MtU, 3 years cooling). This sample

specimen corresponds to ca. 0.3 Ci, however, shielding calculations are

performed conservatively by QAD-CG, assuming the maximum radioactivity of

sample specimen is up to 1 Ci.



Lead was chosen as shielding material and the thickness of lead walls was

determined as 70 mm. The shield was designed that the maximum doses

received by operator are lower than 2.5 mrem/h on each side of glove box.

Details of glove box were designed followed by shielding design (shielding

material, thickness and dimension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A

system and micro-XRD system, position and size of each components, such as

cask adapter, glove, lead glass window, maintenance door, etc. were

determined.

For shielded LA system, the rear panel has a maintenance door and a fused

silica window for UV laser entrance. The floor panel has three utility holes for

the lines from translators, carrier gas and image system. A lighting system

was installed on the roof panel. The left side panel has cask adapter and

specimen entrance hole. The image analyzer, XYZ translator, ablation chamber

and various optics were installed inside the glove box, and Q-switched

Nd:YAG laser, optics, motion controller and associated electronics were

outside. To operate the system efficiently, mini manipulator was equipped on

a glove box for LA system. The LA system was coupled to ICP-MS system by

PVC tubing.

For micro-XRD system, glove box was consisted with utility line holes on

the floor panel, a lighting system on the roof panel, cask adapter on the right

side panel, and maintenance door on the left side panel, and lead window on

the front panel. To operate the system, ball-manipulator was installed for

micro-XRD system. X-ray source, goniometer, sample holder and detector were

installed inside the glove box, and the associated electronics were outside.

Negative pressure was maintained after connecting the outlet filter box for

ventilating to DUP (Deep Under Pressure) line. Since the load (6~7 ton) was

concentrated on small area(ca. 1 m2), the floor was supported by underground

posts right under the shielded glove box for safety.

Radiation shielded specimen cask was designed and was fabricated to

transport specimen from hot cell to glove box. Safety pin on the cask helps

door lock during transportation. The cask was fitted securely with cask

adaptor, and cask door can be opened only when the cask joined securely to

the cask adaptor.



Dose rate of each shield was measured using Ir-192 radiation source, glove

boxes and cask exhibit dose rate less than 2.5 mrem/h for 1 Ci specimen.

Authorizations and license for both shielded glove boxes were given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examination by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The performance of LA system was evaluated by standard material and

SIMFUEL, and showed spatial resolution less than 50 μm and precision (RSD)

was below 10%. Performance of micro-XRD system was also tested by

SIMFUEL, and its spatial resolution was less than 50 μm. The developed

systems were applied to the spent nuclear fuel with burn-up at 55,600

MWd/MtU. By LA-ICP-MS system, radial distribution of Mo, Cs and Nd with

respect to 235U were measured successfully. The isotopic ratio in the center of

the fuel was remained almost constant, however, increased near the pellet

periphery due to the rim effect. During the measurement of spent fuel,

monitoring of the dose rates was carried out by health phisics surveyor and

the result was proved to be safe. In case of micro-XRD system, background

value was considerably high due to the gamma ray from spent nuclear fuel.

Thus, the background should be reduced to obtain the diffraction patterns for

future application.

V. Application Plans of the Project

□ Confirmation of a material balance in the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Chemical analysis methods for the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fissile

elements(U and Pu), minor actinide elements(
237Np, 241Am and 244Cm) fission

products(99Tc, Cs, Sr, Ba, Ce, Pr, Nd and Y), chemical additive(LiCl) and

corrosion products(Fe, Ni, Cr and Mg) in Uranium Metal Ingots are established

and will be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mass balance in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for the optimization of the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of Uranium

Metal Ingots in chemical characteristics. The standard procedure of chemical

analysis of fissile elements, minor actinide elements, fission products, chemical

additive and corrosion products in Uranium Metal Ingots established in the



study can also be applied to the electro-winning process as well.

⃞ Verification of Electro-Refining Process of Uranium Metal Ingot

Solubility of lanthanide mixed oxides in uranium metal ingot is a key

parameter to understand the electro-refining process. Thus, solubility of

various lanthanide mixed oxides was measured in LiCl-KCl eutectic melt at

723 K.

In addition, optical fiber based UV-VIS spectrophotometer combined with

reaction cell was designed and fabricated for the measurement of reactions in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This system is applicable to in-line monitoring

of electro-refining process. By appling this system, the chemical reactions in

molten salt were investigated precisely and systematically.

The chemical parameters affecting the efficiency of electro-refining process,

such as oxide ions, were also studied. The resultant data would be applied to

support the overall pyro-chemical process. The experimental results could also

applicable to the recycling of used molten salt and to the reduction of molten

salt waste. The spectroscopic measurement system coupled to the reaction cell

for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is excellent in-line and real time monitoring

system. This system contribute to clarify the chemical reactions and to

upgrade the quality of research from phenomenological study to molecular

level. In addition, it can be applicable to various chemical reactions occurred

in high temperature, molten salt, etc.

□ Development of Chemical Measurements Technology for Irradiated

Nuclear Fuel

As new measurement systems, radiation shielded laser ablation (LA) system

and radiation shielded micro-XRD system were developed to measure radial

distribution of isotopic ratio of irradiated fuel pellet and structural changes in

rim zone, respectively. By developing these systems, we established foothold of

chemical measurement for radioactive nuclear fuel and could join the research

leaded by advanced countries.

From 2007, "Research on local burn-up characteristics of high burn-up

nuclear fuel" will be carried out under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The goal of this project is to make database that could be used for

evaluation of fuel integrity and verification of fuel performance code. Thus, the

developed systems are planned to be used for the analysis of isotopic

distribution and structural changes from core to rim of spent nuclear fuel

pellet. Radiation shielded Laser Ablation system in conjunction with ICP-MS

could be applied to measure isotopic ratio in spent nuclear fuel and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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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chemical behavior of fuel cladding. The developed techniques can

contribute to produce database needed for authorization and practical 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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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stries such as microelectronics, nano material science and semiconductor to

analyze micro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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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중국, 인도 등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국제적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고유가

가 지속되고 있고, 교토의정서 발효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어 안정

적인 국가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원자력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 원자력 산

업은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가 가동된 이후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

어 30여년이 지난 지금 원전의 경제성 향상을 위한 고연소․장주기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원전운영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누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

리와 이용,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처분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해서 관련 연구들이 활발

하게 수행되고 있다. 미국 ANL(Argonne national Lab)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건식공

정이 pilot plant 규모로 확장되는 단계에 있으며, ORNL에서는 용융염 원자로에 대

한 실험을 이미 완결하고 용융염에서의 방사성 핵종 분리․정제 기술의 상용화를 시

도하고 있다. 러시아는 용융염 원자로 기술뿐만 아니라 납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액

체금속을 이용한 용융염 화학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은 전력중앙연구소

(CRIEPI)를 중심으로 용융염에 의한 핵연료주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

및 위탁연구를 통해 기술을 확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기

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공정 및 전기화학적 분리정제 공

정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핵연료주기와 관련하여 최근의 국제 동향을 살펴보면 IAEA는 우라늄 농축 및 사

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다국간 공동 관리하고자 하는 다자간 핵연료주기 관리

방안 (MNA)을 제안하고 있고, 러시아는 IAEA 관리 하에 국제핵연료주기센터 를

운영하여 핵연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을 표명하는 등 핵연료주기의 국제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핵비확산성, 안전성, 지속성, 환경친화

성을 갖는 미래형 핵연료주기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용융염 공정의 일부 기술적 우

위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동향에 따라 용융염 공정기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기술개발과 더불어 공정의 물질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핵심요소기술인 화학특

성 측정기술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과

같은 후행핵연료주기에 관련된 금속전환공정의 화학측정기술은 국내 원자력산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수적인 기술이며, 또

한 핵확산저항성 관점에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온․건식 용융염 핵



연료주기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요소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의 고방사성 시료로부터 악틴족원소와 핵분열생성물뿐만 아

니라 공정과정에서 유입되는 부식생성물도 순차적으로 군 또는 개별분리 및 정량할

수 있는 기술을 독창적으로 수행하여 확보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 공정중

핵물질, MAE 및 주요 핵분열생성물들의 물질수지(material balance) 평가에 신뢰성

을 높이고자 하였다. 금속전환체 내 핵물질(U, Pu), MAE(Np, Am, Cm) 및 핵분열

생성물들의 정량기술의 확보는 신뢰도 높은 금속전환공정 물질수지 자료를 제공함

으로써 핵물질 흐름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속전환체의

전해정련 과정에서 란탄족원소의 전해반응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분자흡수

스펙트로미터(Optical Fiber 이용)를 구성하여 초기 전해반응(우라늄 금속과 CdCl2

치환반응)을 시간에 따른 연속 모니터링을 통하여 란탄족산화물의 전기화학적 거동

및 전해정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의 전기화학 연구방법 및 분광 측정기술은 기존의 단순측정에 의존

하던 수준에서 분자론적 수준으로 접근, 본질적인 공정상의 문제해결의 길을 제시

함으로써 관련 기술의 고도화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및 차세대 핵연료주기의 공정개발에서 요구되는 기초기반 기술로 활용

되어질 것이다.

또한,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한 고연소․장주기 운전이나 새로운 고성능, 고연소

핵연료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서 핵연료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어

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핵연료의 연소거동 시험 및 조사핵연료에 대한 화

학시험평가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고연소․장주기 핵연료나 새로운 고

성능, 고연소 핵연료의 경우 연소도 증가로 인해 핵분열 생성물의 양이 증가되며,

핵연료 내 온도구배에 의해 핵분열과정이 핵연료 펠렛의 반경방향 축을 따라 불균

일하게 일어나게 되며, 국부적으로는 핵분열생성물의 함량이 상당히 높은 곳도 생

길 수 있기 때문에 핵연료의 거동 및 안전성 분석과 관련한 연구수행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고연소 또는 초고연소 핵연료의 경우 화학적 연소특성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연소특성뿐만 아니라 온도구배에 따른 위치별

연소특성과 같은 미시적 측정자료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핵분열생성물의 성분분석 및 경방향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연소

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소도 증가에 따른 핵분열생성물의 경방향

분포특성과 같은 기초자료 생산을 돕는 화학측정 장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방사성 고체시료의 미세영역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

하고 방사선 차폐 설비를 갖추어 본 연구실에서 기보유하고 있는 고분해능 질량분



석장치에 도입하고 사용후핵연료 중의 동위원소 비 경방향 분포분석과 같은 방사성

물질의 동위원소 분포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방사선차폐 micro-XRD 시스

템 개발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방사성 시편에 대한 미세영역에서의 결정구

조변화를 알아보고 고연소 핵연료에서 나타나는 rim effect 등에 관한 보다 근본적

인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핵연료 연소거동에 관한 전산코드의 검

증과 앞으로 개발될 미래형 핵연료의 인허가 절차 및 실용화 과정에 활용할 예정이

다. 이들 기술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차세대 핵연료주기와 연계된 핵심기술로서

핵연료 개발과정에서 얻어지는 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

에서 얻어지는 원자력 선진기술은 해외기술 의존도를 낮추어 외화를 절감할 수 있

으며, 독자기술의 확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방사

능 차폐/화학분석장치 개발기술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신소재개발 등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화학특성을 갖는 방사성물질의 측정기술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의 물질수지 확보

1. 금속전환체 내 핵물질 (U 및 Pu) 정량기술 개발

650 ℃의 LiCl/Li2O 용융염에서 사용후핵연료의 매질인 UO2는 금속 우라늄으로

환원되며, 우라늄과 함께 PuO2도 Pu로 환원되어 회수된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정량기술은 분석의 목적, 시료의 매질과 공존 성분원소의 화학적 특성 그리고 함량

에 따라 결정된다. 미량 또는 극미량의 농도 범위에서는 질량분석법, 자외선-가시

선 흡수분광법, 방사선 계측법 및 질량분석법이[1-1～1-3] 그리고 비교적 순도가 큰

경우에는 전위차 적정법[1-4～1-7]과 전기량 적정법[1-8～1-15]과 같은 전기화학적 방

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전기화학적 방법은 글러브박스 안에서 수행되는

정량과정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속전환체와 같은 고방사성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U과 Pu 정량에 매우 적합한 방법이다.

Davies-Gray/NBL 전위차 적정방법[1-7]은 20～40 mg 범위의 U을 약 0.05％의 정

량 정밀도로 분석할 수 있으며 핵분열생성물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고 정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조절전위 전기량 적정방법은 전위차 적정법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소량인 5～10 mg 범위의 U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큰 정량결과를 얻

을 수 있으며[1-16] 정량절차가 단순하고 방사성 폐액의 발생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

어서 사용후핵연료를 원료로 하는 금속전환체와 같은 방사성 시료에 적용성이 크다

고 판단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약 1 % 정도 함유되어 있는 Pu

은 U 정량에서와 같이 전류측정분석법, 전위차 적정법[1-2, 1-17, 1-18] 및 전기량 적

정법[1-19～1-23]과 같은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정량할 수 있다. Mac

Donald-Savage 전위차 적정법[1-17, 1-18, 1-24]은 2～5 mg의 Pu을 0.05 ％의 정밀

도로 정량이 가능하고 적정과정을 자동화 할 수 있지만 적정과정이 약간 복잡한 단

점이 있다. 또 다른 전위차 적정방법으로는 강한 산화제로 Pu을 산화시킨 후 과량

의 Fe(II)을 사용하여 Pu을 환원시킨 다음 산화/환원 후 남아 있는 Fe(II)를 역적정

하여 Pu의 양을 결정할 수 있다[1-25～1-28]. 그러나 이 방법은 불소 이온이 간섭

한다고 알려져 있다.

Pu의 양이 많을 경우 전위차 적정법을 그리고 수백 마이크로그램의 Pu의 경우에



는 전기량 적정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1 M HClO4, 1 M HCl 또는 1 N H2SO4

전해질을 사용하는 Pu(IV)/Pu(III) 환원시스템에서 조절전위 전기량 적정법으로 Pu

을 정량할 수 있다. 산화/환원은 약 0.18 V 이상에서 일어나며 정밀도는 10 mg

Pu에서 0.05 %, 1 mg Pu에서 0.1 % 그리고 50 μg Pu에서 1.5%이다. ORNL에서

는 조절전위 전기량 적정법으로 총 Pu 정량, 이온 및 중합체로 존재하는 Pu의 정

량, 수용액에서 서로 다른 산화수를 갖는 Pu의 분포상태 측정 그리고 Pu 정량에 미

치는 불순물의 간섭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1-20]. 이 외

에도 조절전위 전기량 적정법으로 혼합 카바이드 핵연료(mixed U and Pu carbide

fuel)의 Pu을 정량할 때 시료, 시약 및 시료 용해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철과

유기물에 의한 간섭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어 있다[1-21].

전위차 또는 전기량 적정법으로 Pu을 정량할 때 Pu과 비슷한 산화/환원전위를

갖는 핵분열생성물과 부식생성물들이 간섭을 일으킬 때 그리고 Pu이 미량으로 함

유되어 있어서 농축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이온교환분리 방법으로 Pu을 분리, 농

축시켜야 신뢰도가 큰 정량결과를 얻을 수 있다[1-23]. 금속전환체는 보통 진한 질

산으로 용해시키므로 진한 질산 매질에서 Pu을 분리할 수 있는 음이온교환수지법

이 묽은 산 매질에서 Pu을 분리할 수 있는 양이온교환수지법보다 더 효과적이다.

U과 핵분열생성물은 8 M HNO3 매질에서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지 않거나 약하

게 흡착되는데 비해 음이온교환수지에 세게 흡착되는 Pu(IV)로 Pu 산화수를 조절하

면 우라늄 매질뿐만 아니라 공존하는 핵분열생성물로부터 선택적으로 분리와 회수

가 가능해진다[1-29]. Pu(IV) 산화상태로 조절하기 위하여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

산화/환원은 매우 간편하고 음이온교환수지에 Pu이 흡착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1-29～1-32]. 그러나 Pu의 산화수를 조절한 후 과량으로 남아 있는 과

산화수소를 가열시켜 분해하는 방법은 빠른 시간 안에 산화수 조절이 가능하지만

핫셀 안에서 원격으로 가열시켜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구그룹에서는 잔

류하는 과산화수소를 가열하여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개발하여 사

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Pu을 분리하고 전위차 적정법으로 정량한 바 있다

[1-33, 1-34].

2. 금속전환체 내 극미량 악티늄족 원소(Np, Am 및 Cm) 정량기술 개발

자외선-가시선 흡수분광법은 낮은 감도 때문에 미량의 Np 정량에는 적합하지 않

다. Pu과 마찬가지로 산화상태가 다른 Np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전위차 적정

법으로 2∼5 mg 범위의 넵투늄을 정량할 수 있지만 전기량 적정법은 시료에 Au,

Pt, Hg, Tl및 O가 존재하면 Np 정량에 영향을 미치지만 10 μg 이상에서는 정량할



수 있다. Np의 정량분석법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방법은 방사능 계측

법이며 화학적 방법이나 분광학적 방법보다 감도가 우수하다. 원자로에서 우라늄

이 연소되는 동안 여러 Np 핵종들이 생성되지만 Pu 핵종과는 달리 대부분 반감기

가 짧아서 사용후핵연료를 원료로 하는 금속전환체에는 반감기가 긴 237Np이 주로

남아있을 것이다. 237Np은 4.7 MeV의 알파 방출핵종으로서 α-선 계측법이 감도가

매우 큰 정량법이다. 239Pu와 241Am과 같은 방해를 일으키는 알파 핵종이 없으면

0.05～0.1 μg 범위의 237Np을 비례계수기로 정량할 수 있다. 그러나 간섭하는 알파

핵종이 공존할 경우에는 237Np을 개별 분리해야 한다. 특히 알파분광분석에서는

알파 입자의 자체흡수가 문제가 되므로 전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전해질과 다양한 조건에서 Pu, Np 등 악티늄족 원소를 전착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

다.[1-35, 1-36]

사용후핵연료를 원료로 하는 금속전환체에는 Np보다 U과 Pu이 과량 함유되어

있고 237Np과 234U의 알파 에너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U 매질로부터 237Np과

239Pu를 분리해야 된다. 또한 237Np에 대한 239Pu의 알파 방사능 비율이 1보다 높으

면 237Np 피크에 미치는 239Pu의 영향이 매우 크므로 Pu으로부터 Np의 분리도 매

우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Pu으로부터 Np을 분리한 후 알파분광분석법을 적용하

는 것이 좋다. 또한 다량의 베타 방출핵종들이 들어있는 경우에도 이들을 분리․

제거해야 한다[1-37].

U, Pu, Am 및 Cm 등과 같은 악티늄족 원소들과 핵분열생성물로부터 Np을 분리

정제하는 방법으로 용매추출법, 이온교환법 또는 침전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 중에

서 음이온교환수지법은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정량적 상호분리

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핵분열생성물로부터는 쉽게 Pu과 Np을 분리할 수 있지만

U, Pu 및 Np을 상호분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산화상태를 다르게 조절해야 한다.

Pu과 Np의 산화상태는 전기화학적 방법이나 여러 가지 산화․환원제를 사용하여

조절할 수 있다[1-38, 1-39].

음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하는 Pu 및 Np의 대표적인 분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8

M HNO3 매질에서 H2O2 또는 NaNO2로 Pu와 Np을 각각 Pu(IV) 및 Np(IV) 상태

로 산화수를 조절한 후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 흡착시킨 다음 용리액으로 HI 및

묽은 질산을 사용하여 이들을 상호 분리시킬 수 있다. 또한 10 M HCl 매질에서

Pu과 Np을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하고 10 M HCl-0.1 M HI 및 4 M HCl 용리액

으로 Pu와 Np을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1-40].

알파 방출체인 Am과 Cm은 Pu 만큼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크며 3 가 악티늄족

원소 중에서 가장 많이 생성되는 핵종이므로 환경 모니터링과 방사성 폐액관리를



위하여 이들의 분리에 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Am과 Cm은 음이온교환수

지에 흡착되지 않으며 양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서는 희토류원소와 같은 분리거동을

보인다. 후행핵연료주기 연구의 TALSPEAK 공정에서 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희토류

원소로부터 Am 분리와 관련하여 유기 추출제로 폭 넓게 적용되어 온

di(2-ethylhexyl) phosphoric acid(HDEHP)를[1-41, 1-42] Am을 분리하기 위한 추출

크로마토그래피에 적용할 수 있다. HDEHP는 약산성 추출제이며 질산의 농도에

따라 악티늄족원소와 핵분열생성물의 분배계수가 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산화,

환원제 및 유기 착화제를 사용하여 악티늄족 원소와 핵분열생성물을 선택적으로 분

리할 수 있다. 0.2 M HCl 매질에서 HDEHP에 대해 Am, Ce 및 Pr의 분배계수가

거의 같아서 3 가 악티늄족 원소로부터 희토류원소를 정량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

그러나 카르복실산 매질에서는 희토류원소보다 Am의 분배계수가 더 작으므로

DTPA와 같은 aminopolyacetic acid를 착화제로 사용하면 분배계수의 차이를 더욱

크게 할 수 있어서[1-43～1-45] 유기 착화제의 종류와 농도를 조절하면 Am과 핵분

열생성물의 정량적인 분리가 가능하다. 용출액은 0.1 M HNO3 매질로 변환한 후

diethylehexyl phosphoric acid(HDEHP) 분리관에 흡착시키고 0.05 M DTPA-0.5M

latic acid 용리액으로 Am과 Cm을 동시에 용출시킬 수 있다[1-46, 1-47]. 분리 후

에는 황산염 매질(0.1 M NaHSO4-0.53 M Na2SO4)에서 전착한[1-48, 1-49] 후 알파분

광법으로 241Am(5.48 MeV) 및 244Cm(5.81 MeV)을 측정하고 있다. 또한 방사화학적

방법으로 각 핵종을 정량할 때는 분리 및 측정과정이 매우 길고 복잡하므로 235Np,

236Np, 239Np, 243Am 및 248Cm 등과 같은 추적자를 사용하여 회수율을 측정하여 보

정하여야 한다[1-40, 1-50].

3. 금속전환체 내 잔류용융염(LiCl) 정량기술 개발

금속전환체에 잔류하는 LiCl을 정량한 연구결과는 아직 국내․외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금속전환체의 매질이 금속 U이므로 금속 U 혹은 U 화합물에 함유

되어 있는 염소 정량법을 기초로 하여 금속전환체에 잔류해 있는 LiCl 정량기술을

개발하였다. 조사전 핵연료에 불순물로 함유되어 있는 염소와 불소는 핵연료의 건

전성과 관련하여 품질보증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원소들의 정량은 매우

중요하며[1-51] KAERI에서도 핵연료 국산화 사업과 관련된 핵연료를 대상으로 많은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1-52]. 금속U, 산화물핵연료 및 U 화합물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를 정량하기 위하여 몇 가지 염소 분리법이 알려져 있으나 수증기 증류법

(steam distillation)과 열가수분해법(pyro-hydrolysis) 특히, 열가수분해법[1-53∼

1-58]은 Manhatten project 수행 중 개발되었으며 약간의 수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습기 있는 산소(wet oxygen) 흐름을 분말시료가 들어

있는 고온의 석영관에 통과시켜 염소 및 불소와 같은 할로겐 원소를 산으로 휘발시

킨 후 물이나 완충용액에 흡수시키는 방법이다. 열가수분해법에 의한 금속 우라늄

중의 염소정량은 이 화합물의 물리적 특성 때문에 미세 부스러기(fine turnings), 얇

은 조각(flake) 및 분말(dust) 형태 등의 시료에만 적용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1-53]. 반면 분말형태의 여러 산화물핵연료와 U 화합물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정량

에 많이 이용되었으며, 펠렛과 같은 시료의 경우에는 200 mesh 이하의 분말로 만들

어 정량에 사용하였다. 열가수분해법에 의한 염소분리와 관련하여 회수율 향상을

위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반응에 필요한 산소 또는 공기를 약 0.2∼2 L/min

범위의 유속으로 공급하며 연소시간은 공기의 경우에는 15분∼4시간, 산소의 경우

에는 5 분 이상이었다. 반응은 800∼1200 ℃에서 이루어지며 40∼80 ℃의 온수가

공급된다. 또한 반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U3O8 외에도 Na2WO4 및 WO3 등을 반응

성 산화물(reactive oxide)로 사용하였다.

수증기 증류법은 증류성분(염소)을 함유한 시료에 수증기를 주입하고, 산과 반응

시켜 시료로부터 분리된 염소를 수증기와 함께 증류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산 또는 혼산에 용해되는 시료에 적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산의 비등점보다 저온으

로 증류할 수 있다. 금속 U과 U화합물(산화우라늄 및 uranyl nitrate 등)의 수증기

증류에는 주로 황산이나 인산, 혹은 이들의 혼합산이 사용되었으며[1-59, 1-60] 황산

을 사용할 경우 130 ℃에서, 인산을 용해할 경우 150 ℃에서, 그리고 혼합산을 사용

할 경우 140 ℃에서 증류하였다.

염소 수집용액의 정량은 초기에는 gravimetric method, volumetric method,

nephelometric method 등이 이용되었다. 근래에는 ion chromatography,

ion-selective electrode, X-ray fluorescence, Volhard titration, flow injection-

spectrophotometr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capillary zone electrophoresis, 및

potentiometric(coulometric) titration 등 약 20 가지의 방법이 보고되고 있으나, 열

가수분해법으로 염소를 분리하고 이온크로마토그래피로 정량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회수한 염소는 정량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매질을 조정한다. XRF로 정량

할 경우 회수한 염소는 AgNO3로 침전 및 여과한다. 이온선택전극을 사용할 경우에

는 acetate 완충용액이나 묽은 알칼리용액(0.1 M KOH 등)으로 회수한다. 특히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로 정량할 경우에는 주로 물이나 묽은 알칼리용액(0.1 M NaOH 등)

으로 염소를 수집해야 하며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용리액으로 사용하는 0.003

M NaHCO3 - 0.0024 M Na2CO3이나 이 용액과 0.3∼3% 과산화수소와의 혼합용액



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Ag+와 Cl-를 반응시켜 AgCl 침전을 만들고 ethylene glycol에 안정하게 분

산시킨 후 4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는 탁도법(turbidimetry)[1-61]으로 Fe, Cr,

Ni 용해용액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정량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U도 425 nm에서 약간의 흡광도를 가지므로 U에 의한 간섭효과와 범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4. 금속전환체 내 미량 핵분열생성물 정량기술 개발

금속전환체에 함유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을 정량하여 공정조건을 최적화하고 공

정간의 물질수지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핵분열생성물 중에서

Cs, Ba 및 Sr과 같은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토금속족 핵분열생성물은 대부분이, 그리

고 희토류원소 핵분열생성물들은 일부만이 용융염에 용해되므로 금속전환체에는 이

들이 미량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속전환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금속전

환공정 시료는 방사선 차폐시설에서 다룰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이고 핵분열생성물이

미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과정이 단순하고 감도가 커서 적은 양의 시료로부

터 신속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분석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선행핵연료주기에 관련된 연구과정에서 다양한 매질의 시료분석을 위하여 감도가

커서 미량 농도의 금속원소 분석이 가능하고, 여러 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으

며, 측정 가능 농도범위가 넓고 시료의 매질 간섭효과가 작은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ICP-AES)이 을 위하여 폭 넓게 적용되고 있어서[1-62] 현재 원자력

산업 관련 분야에서 핵연료주기연구에 관련된 시료의 분석을 위한 표준방법으로 선

택되고 있다[1-63].

한편, KAERI에서는 스텐강 재질의 글러브박스를 결합시킨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발출분광기/차폐 시스템을 설계, 재작하여 1998 년부터 사용후핵연료 화학특성

연구에 사용하고 있다[1-64]. 그러나 U과 Pu과 같이 원자방출 스펙트럼선이 매우

복잡한 악티늄족 원소들에 의한 분광학적 간섭효과 등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금속

전환체에 미량 함유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이들 간

섭물질들을 분리하고 핵분열생성물만 선택적으로 회수해야 한다[1-62, 1-65, 1-66].

이온교환수지법[1-67～1-70]과 유기용매추출법[1-71] 등으로 핵분열생성물을 선택

적으로 분리, 회수하려는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특히, tri-n-butyl

phosphate(TBP) 및 di(2-ethylhexyl) phosphoric acid(HDEHP) 및

octyl(phenyl)-N,N'-diisobutylcarbamolyl methylphosphineoxide (CMPO) 등을 유기

추출제로 하고 실란화된 실리카겔, 테프론 분말 및 다공성의 polystyrene



divinylbenzene 수지를 지지체로 하는 추출 크로마토그래피는 유기용매추출법의 선

택적 분리특성과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다단계 분리특성을 함께 갖추고 있어서 방

사성 폐액의 발생량을 최소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과정이 단순하여 글러브

박스 안에서도 분리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72～1-74]. UO2에

함유되어 있는 미량의 불순물 분리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U 분리에 폭

넓게 사용되어 온 tri-n-butyl phosphate[1-75]를 U으로부터 핵분열생성물을 군으로

분리하기 위한 추출 크로마토그래피에 적용할 수 있다.

한편, 핵분열생성물 중 Tc은 시료의 용해 또는 용액의 증발농축 과정에서 Tc2O7

형태로 휘발되므로 정량적인 회수가 어렵다[1-76]. 따라서 Tc의 손실 없이 금속전

환체 시료를 용해시켜 수용액으로 전환시키는 방법, Tc의 정량에 영향을 미치는 Ru

산화상태를 적절히 조절한 후 재현성 있게 Tc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분리, 회수한 99Tc의 양, 제거되지 않은 핵종 그리고 매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99Tc 측정방법을 선정하고, 측정오차를 최소화하는 측정 연구도 함께 수행

되어야 한다. Tc은 20 여개의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으나 235U의 핵분열에 의한 생

성량과 반감기를 고려할 때 99Tc이 가장 중요한 핵종이다. 99Tc은 열중성자에 의한

235U과 239Pu의 핵분열에서 주로 생성되는 β-핵종으로서 핵분열수율이 6.161%이고

반감기는 2.13 × 105년이다. 사용후핵연료에는 1 톤의 U에 대해 약 800 g의 Tc이

함유되어 있으며 거의 전부가 99Tc이고 합금 형태로 존재한다[1-77]. 원자력선진국

들은 이미 60년대에 중성자 조사된 U 등 다양한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99Tc 분리정

량 방법을 개발하여 여러 분야에 이용하고 있다[1-78, 1-79]. KAERI에서는 금속전

환공정 개발연구와 관련하여 LiCl 용융염과 사용후핵연료 산화분말 시료 내 99Tc 정

량연구를 수행하여 분석법을 이미 확립한 바 있다[1-80]. 99Tc 정량법으로는 β-선

계측법,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법,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 중성

자방사화분석법, 중량분석법, 비색분석법, 전기화학적 방법, 용량분석법 등이 있으

며, 최근에는 환경시료 분석에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

다[1-70, 1-81～1-86].
99Tc는 저에너지의 순수한 β-핵종이므로 이들 방법 중에서 β-

선 계측법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β-선 계측법으로 99Tc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료에 공존하는 다른 β-핵종들은 물론이거니와 α-/γ-핵종들도

완전히 제거하고 Tc만을 순수하게 분리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의

최종 생산물질인 금속전환체 내에는 주성분에 해당되는 U을 비롯하여 Pu, Np, Am

과 같은 α-핵종들이 99Tc보다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β-선 계측에 앞서 Tc

을 순수하게 분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용액시료로부터 Tc을 분리하는 데는

증류법, 침전법, 이온교환법과 용매추출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시료의 경우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 Tc을 순수하게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99Tc의 β-선 계측

분석에서는 몇 가지 분리방법을 겸용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

다.[1-82, 1-87, 1-88].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법은 감도가 매우 높아서

ng/mL보다 낮은 농도 수준도 측정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 분리나 농축

을 않고도 정량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환경시료 중 극미량의 99Tc 정량

에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1-89～1-92]. 사용후핵연

료에서 유래된 시료에는 99Ru를 제외하고는 99Tc의 동중핵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99Tc 정량에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법의 적용이 더욱 용이하다. 사용후핵

연료에 존재하는 99Ru이 무게로 99Tc의 1/27000 정도의 낮은 농도이긴 하나 루테늄

으로부터 Tc을 분리한 다음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법으로 99Tc을 측정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분석법에서는 β-선 계측의 경우와는 달리 매우

순수하게 99Tc을 분리할 필요가 없으며 기기오염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만 다른 방

사성 핵종들을 제거시키면 충분하다. 따라서 음이온교환수지법만의 분리로도 측정

이 가능한 수준의 Tc 정제가 될 수 있다. 음이온교환수지로는 AG 1×8이 많이 이용

되며, Amberchrom CG 71에 4 차 아민(aliphatic quaternary amine)을 흡착시킨 Tc

선택성 크로마토그래피 수지도 이용되고 있다[1-92～1-93]. 시료를 묽은 염산 또는

질산 용액으로 만든 다음 음이온교환수지에 통과시키면 Tc은 음이온교환수지에 흡

착되지만 대부분의 다른 핵종들은 흡착되지 않거나 약하게 흡착되므로 방해 핵종들

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Ru은 금속전환체 시료를 질산으로 용해시키면 니트로

실루테늄(RuNO3+)의 착물들을 형성하며 이들 중 상당량이 음이온착물이다. 따라서

Tc이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는 조건에서 Ru의 음이온착물도 함께 흡착되므로 Ru

을 제거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Tc은 시료의 용해 또는 용액의 증발농축 과정에

Tc2O7 형태로 휘발 손실되기 쉽다[11]. 따라서 테크네튬의 손실 없이 시료를 수용

액으로 전환시키는 방법, Tc과 Ru의 산화상태를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과 재현성 있

는 분리방법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분리 회수한 99Tc의 양과 제거되지 않은 핵

종과 매질을 고려하여
99

Tc 측정방법을 선정하고, 측정오차를 최소화하는 측정 연구

도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제 2 절 금속전환체 전해정련기술 적용성 검증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 뿐 아

니라 핵비확산성, 대테러, 친환경, 안전/신뢰성 등이 융합된 다양한 핵연료주기 기



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미국의 ANL, 일본의 CRIEPI와 JAERI 러시

아의 RIAR, 유럽의 ITU, 프랑스 CEA, 영국 BNFL, 체코,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에

서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용융염 기반의 대형 원자력 프로그

램을 중심으로 국가 간 국제협력연구도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INPRO(IAEA), GEN-IV(USA주도), MICANET(EU), ACTINET(EU)를 들 수 있다. 또

한, 사용후연료의 P&T에 대한 연구는 여러 기관에서 국가주도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주요 연구기관으로는 CEA/COGEMA (SPIN),

JAERI/JNC/CRIEPI (OMEGA), JRC, KAERI (HYPER), OECD/NEA, RIAR

(DOVITA) 그리고 USDOE (ATW/AFCI)가 있다.[2-1]

러시아 RIAR (Research Institute of Atomic Reactors) 연구소에서는, 고속로

(BOR-60)를 위한 핵연료주기를 완성하기 위하여 고온화학 군분리법을 이용하여 톤

규모의 핵연료 재처리 과정을 성공적으로 구현시켰다. 이러한 공정개발을 성공함에

따라 DOVITA(Dry reprocessing, oxide fuel, vitro-compact, integral, transmutation

of actinide) 계획을 수립하여 MA를 소멸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Am과 Cm은 침전되어 분리되는 반면, Np은 전착단계에서 회수될 수

있다고 설정하고 있다.[2-2]

미국 ANL은 세계최초 나트륨냉각 고속로인 EBR-II (Experimental Breeder

Reactor)로부터 발생되는 사용후 금속핵연료의 처리를 위하여 고온화학 군분리 기

술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2-3] IFR (Integral Fast Reactor; 일체형고속로, 미국) 개

념과 연계된 ANL의 전해정련 공정개발의 선도적인 성과는 하나의 전기분해 단계

에서 MA와 U, Pu을 함께 회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P&T의 기술적 가능성을 향

상시켰고 다른 회원국에게서도 폭넓은 주목을 받았다. ANL에서는 염화물 매질에서

의 전해정련법을 이용하여 수백 톤의 사용후 금속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HLLW에서 TRU를 추출하는 전해정련 공정과 호환될 수 있는 결과를 제공

하는 고온화학법에 대한 연구가 일본 CREPI에서도 있었다. 최근 ANL의 기술개발

은 경수로 사용후연료의 전기환원과 같은 실험실규모의 새로운 공정 개념연구로부

터 고생산성을 가지는 공학규모의 우라늄 전해정련 시설의 구현까지 넓은 범위를

가진다. LiCl-KCl 용융염에서 MA의 전해정련에 대한 연구에서 Am의 낮은 회수율

이 지적되었다. 그 원인으로는 두 공정단계의 감축과 Am(III)의 disproportionation

반응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에너지성 (USDOE)의 AFC 접근법 (ATW)에서는 고온화

학법의 사용과 실질적인 개발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고온화학법은 용해되지 않은

용액으로부터 TRU 추출, HLLW부터 발생된 재(ash)뿐 아니라 산화물연료에 대한

Li 환원, 그리고 전해정련과 사용후 ADS target에 대한 염소 휘발공정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연합 EC/JRC에서는 ADS에 대한 AFC (연료 성형과 처리 공정) 연구개발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2-4] EC의 PYROREP 계획에 따라 일본

을 포함한 참여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체코)은 실험과 이론적 방법에

의하여 고온화학공정기술을 확대하여 MA에 대한 기반 자료를 생산하는 몇 개의

연구계획을 제안하였다. 또한 EC는 AFC를 개발하는 고온화학공정법의 적용을 위하

여 몇 개의 작업그룹을 구성하였다. 전해정련 공정에서 PuAl4 합금생성에 의한 캐

소딕 탈분극효과를 활용하는 고체알루미늄 전극의 사용에 대한 연구가 ITU에서 수

행되고 있다.[2-1] 이 전극은 TRU의 캐소딕 공전착(co-deposition)을 촉진시켜 란타

늄족 원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 공정이 성공하면 고온화학공정에서 악티늄족

원소와 란타늄족 원소 분리법을 확립시키는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다. 프랑스

CEA는 고온 화학공정단계에서 전착, 산화물 침전, 액체상태에서 염-금속 추출 과정

에서 U, Pu, Am의 거동을 연구할 수 있는 특별한 시설을 확보하였다.[2-5]

일본 CRIEPI는 ITU/EC와 협력하여 금속정련공정과 HLLW로부터 악티늄족 원소

를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2-6] 일본은 영국 AEA와도 협력하여 TRU 산화물

의 Li 환원공정도 개발하였다. 또한 UO2로 분리하는 단계에 대한 산화물핵연료의

Direct electro-winning과 TRU 합금을 형성시키는 전기화학적 환원 실험이 CREPI

에서 수행되었다. JAERI는 IFR 금속핵연료 주기와 유사한 MA를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질화물 핵연료주기를 개발하고 있다. JAERI는 TRU 질화물의 전해정련에 대하

여 중요한 이론과 실험적 시도를 수행하고 있다.[2-7] 또한 사용후핵연료 화학특성

평가에 관련된 정량기술을 1990년대 초에 확립한 후, 이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매질의 방사성 물질 화학특성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로 확장시키고 있다. JNC

는 고온화학공정에서 공정개념과 적용기술에 대한 비교, 대량처리 시 발생될 문제,

공정 최적화 등을 포함하는 공정시스템에 대한 공학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교토대학에서는 불화 및 염화용융염 그리고 액체합금 매질에서 란타나이드와 악티

나이드의 열역학적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2-8]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기술 개발”을 위해 건식공정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2007년부터 시작되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을 통

해 용융염기반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처리공정의 실증실험이 수행될 예정이다. 사용

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건식공정의 핵심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해정련

(electro-refining) 공정은 우라늄산화물을 전해환원하여 금속전환체를 만든 후, 여기

에서 재사용 가능한 우라늄 및 TRU 원소를 분리하는 공정이다[2-9]. 고온 용융염에

서 전해정련을 통해 원하는 금속을 얻는 방법은 오래 전부터 금속야금분야에서 사



용되어 왔으며, 그 기본원리가 알려져 있으나 전해정련공정의 전해조에 함께 따라

들어올 수 있는 란탄족 및 기타원소들이 공존하는 반응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단적인 예로, 전해환원반응의 출발점이 되는 금속전환체에 존재하

는 란탄족산화물의 전해조에서의 용해거동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선

진국들은 관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2-10, 2-11], 이를 위해 이

전의 현상학적 연구에서 한걸음 나아가 싱크로트론(synchrotron)이나 실시간 전자흡

수분광법 등과 같은 첨단 분석장비를 동원한 분자수준의 심도 깊은 연구를 추진하

고 있다.[2-12, 2-13] 그동안 몇몇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전해정련공정을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용융염 기반 사용후핵연료 건식처리 공정의 기반연구는 사실상

초기단계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용융염 매질에서 사용후

핵연료의 전해환원과 전해정련을 통하여 우라늄 및 TRU 금속을 회수하는 핵비확산

성 핵연료주기 기술의 개발 및 실증을 위해서는 용융염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을 해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제 3 절 조사핵연료 동위원소 분포 및 구조변화 시험․평가

기술 개발

1. 조사핵연료 동위원소 분포 시험․평가기술 개발

원자력의 국제동향을 살펴보면 원전의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고연소 및 초고연

소 핵연료 개발이 진행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핵연료의 장주기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고연소 핵연료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초고연소도 핵연료 개발이

수행될 예정이다.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한 고연소․장주기 운전을 함에 따라 연

소도 증가로 인해 핵분열 생성물의 양 또한 증가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중의

핵분열 생성물은 연소도에 따라 변하며 핵분열과정은 핵연료 펠렛의 반경방향 축

을 따라 불균일하게 일어난다. 특히, 국부적으로는 핵분열생성물의 함량이 상당

히 높은 곳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핵연료의 거동 및 안전성 분석과 관련한 연구

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연소도 증가에 따른 핵연료의 건전성 평가

를 위해 연소거동에 관한 화학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연소시험 및 조사핵연료

에 대한 다양한 화학시험․평가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

나 국내의 조사핵연료 시험․평가기술은 외관검사, 치수측정, 와전류 검사, X-선

검사와 같이 물리적․기계적 특성을 측정하는 기술에 국한되어 있다. 고연소도



핵연료의 개발은 연소도 증가에 따른 핵분열생성물의 경방향 분포특성과 같은 기

초자료 생산을 위한 화학측정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핵연료 연소

거동의 보다 근원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조사핵연료 내 핵물질과 핵반응생성

물들의 화학적 거동을 규명하기 위한 화학특성 시험․평가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초보적인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방사성 고체시편 중 관심핵종들의 경방

향 동위원소 분포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고체시료의 미세영역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할 수 있는 Laser Ablation 장치를 개발하여 본 연구실에서 기보유하고 있는

고분해능 질량분석장치(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er, ICP-MS)에

도입하고 방사선 차폐 설비를 갖추었다. LA-ICP-MS는 고체물질을 전처리 없이

분석할 수 있고, 미세영역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며, 비전도성 매질에서도 측

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중의 핵종분석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미세영역의 공간분해분석이 가능하므로 사용후핵연료 중 지표원소

의 경방향 혹은 축방향 분포분석을 통해 연소도에 따른 화학적 특성변화 및 rim

영역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LA-ICP-MS

시스템을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LA-ICP-MS는 높은 감도, 동위원

소에 관한 정보제공, 미지시료에 대한 신속한 반정량(semiquantitative analysis)의

가능성, 미세영역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장점으로 인해 지질시료와 같은 복합재

질 중 미량원소 분석이나 폴리머의 불균일성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3-1~3-3], 동위원소 비 분석이나, 고체시료 중의 장수명 핵종의 미량분석, 동위원

소 분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4~3-7]

LA-ICP-MS는 고에너지의 펄스형 레이저빔이 시료용기 내의 고체시료를 증발시

키면 ablated된 입자는 Ar을 운반기체로 하여 ICP로 운반되어 Ar 플라스마에서

이온화된 후, 양이온들이 MS에서 분석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분자이온 생

성율이 높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고체 물질의 미량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분자나 원자 이온의 간섭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레이저빔의 특성에 따라 수 ㎛의 표면분해

능을 지니므로 국소 부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료에 적용하기에 좋다. 또한,

이 방법은 방사성 물질을 전처리 없이 직접 분석할 수 있어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중의 장수명핵종이나, 토양이나 재, 유리 등 용해가 어려운 물질 중

의 극미량 핵종분석에 활용할 수 있고, μ-scale의 미세부위에 대한 공간분해분석

이 가능하므로 사용후핵연료 중의 지표원소의 경방향 분포분석을 통해 연소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화학적 특성변화 및 rim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3-8]



일본, 유럽 등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고연소 핵연료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EC-JRC 산하 ITU 연구소에서는 Laser

Ablation/ICP-MS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조사핵연료 내 핵종 동위원소 비를 측정

하여 고연소 핵연료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핵연료의 고연소

에 장애 요소로 거론되는 Rim-effect를 연구하기 위하여 일본 CRIEPI가 주관하고

세계의 23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High Burn-up Rim Project가 진행되고 있다.

이 project는 rim이 형성되는 핵연료 내 연소도, 온도 및 압력의 문턱값(threshold

value)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소도, EPMA, TEM, SEM, XRD,

Oxygen Potential, 기체 방출 및 열전도도 측정에 의한 조사핵연료 시편의 고연소

거동에 관한 시험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본 연구개발을 통해 미세영역에서의 동위원소 분포 측정기술을 확

보하고, 방사성 물질 취급이 가능한 방사선차폐 LA/ICP-MS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방사성 조사핵연료 화학특성 측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Rim-effect 등 선

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본 연구

에서 개발된 방사선차폐 LA/ICP-MS 시스템을 통해 고방사성 조사핵연료 시편에

대해 미세영역에서의 동위원소분포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발된 조사핵연료

화학특성 측정기술은 향후 국내에서 추진 중인 고연소도 혹은 초고연소도의 신형

핵연료 개발에 필수적인 핵연료 연소거동 예측을 위한 전산코드 검증 및 핵연료

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화학시험 자료의 생산에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Rim-effect 등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를 대등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2. 조사핵연료 구조변화 시험․평가기술 개발

일본, 유럽 등 원자력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원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연소 핵연료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연료의 고연소에 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고연소 사용후핵연료 펠렛의 가장자리(rim)에서 특이한 구조

변화가 관측되는데, 연소도에 따라 바깥표면으로부터 안쪽으로 수백 micrometer 두

께에 이른다. 이 rim 영역은 두께가 얇음에도 불구하고 핵연료의 열적거동, 원자로

작동조건에서의 기계적 반응, 중-장주기 저장 시 부식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고연소시 핵연료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과정

을 이해하기 위하여, 핵연료의 고연소에 따른 반경방향 미세부위 결정구조변화 측

정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X-선을 미세빔으로 집광하는 거울[3-9~3-19]

이나 렌즈[3-20] 등이 필요한데, 일반 XRD의 선원을 사용하여 미세빔을 만들기 위



해서는 스침각을 이용하는 전반사 거울이 가장 효과적이다.

유럽연합의 ITU(Institute for Transuranium Elements)는 X-선을 전반사시켜 선

형 빔으로 집광하는 concentrator를 개발하고 기존의 일반 XRD에 장착하여

micro-XRD를 구성하였다[3-9]. 구성한 micro-XRD를 방사선 차폐 설비하여 고연소

핵연료(67 GWd/tM, 80 GWd/tM)를 반경방향으로 30 ~ 50 μm 간격씩 이동하면서

X-선 회절피크를 측정하여 rim 영역 내에서 constant peak broadening 현상과

lattice parameter 변화를 관측하였다[3-21]. 이와 같이 ITU는 자체 구성한

micro-XRD를 이용해 핵연료와 핵연료 피복관의 구조적 특성을 측정하여 원전사고

시의 거동을 연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화학연구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일반 XRD에 X-선 미세빔 집광기와 시편미세이동 장치를 적용하여 micro-XRD 시스

템을 구축하였으며 조사전 UO2 핵연료 시편과 zircaloy-4 피복관 산화시편의 반경

방향에 대한 X-선 회절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조사후 핵연료의 rim 주변에 대한 격

자상수 변화 혹은 상변화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한바 있다. 현재, micro-XRD 시스템

을 방사선차폐 설비하여 조사핵연료 구조변화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의 물질수지 확보

1. 연구개요

금속전환체에 함유되어 있는 핵물질, 악티늄족 원소, 핵분열생성물(부식생성물)

및 공정 첨가물 정량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료의 용해, 분석 대상의 성분원소

정량에 영향을 미치는 시료의 매질 및 공존 성분원소의 간섭효과 확인, 분석 대상

성분원소의 선택적 분리, 알파분광법, 원자 흡수․방출분광법 및 질량분석법 등에

의한 함량 측정 그리고 정량결과의 신뢰도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정량기술

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확립된 정량절차에 따라 실제 금속전환공정에서 채취

한 공정시료들을 대상으로 화학특성과 물질수지를 평가하였다.

기초실험과정에서 3,5000 MWd/MtU 연소도의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화학조성

을 모사하여 제조한 모의 사용후핵연료와 금속전환체를 8 M HNO3으로 용해시

킬 때 용해되지 않는 물질을 확인하였다. 모의 사용후핵연료에서 회수한 불용성

물질은 UO2 분말에 일정량 첨가한 핵분열생성물 원소의 금속산화물(ZrO2, MoO3

및 RuO2)이었으며 금속전환체에서 회수한 불용성물질은 금속전환공정에서 사용한

스테인리스 스틸 및 마그네시아 재질의 반응용기 부식으로 생성된 부식생성물이었

다. 불용성물질을 회수하여 적절한 산 또는 혼합산을 사용하는 가압산분해법으로

용해시키거나 용융염을 사용하여 불용성물질을 정량적으로 용해시킬 수 있는 조건

을 확립하였다.

전위차법에 비해 분석과정이 단순하고 방사성 폐액의 발생량이 적어서 사용후핵

연료 금속전환공정 시료와 같은 방사성 시료 내 핵물질 정량에 적용성이 매우 큰

조절전위 전기량 적정법으로 금속전환체 내 핵물질(U 및 Pu)의 정량기술을 확립하

였다. 금속전환체 시료의 화학특성을 조사한 결과 반응물질로 남아 있는 LiCl와 스

테인리스 스틸 및 마그네시아 재질의 반응용기 부식으로 인하여 Fe, Ni, Cr 및 Mg

이 금속전환체에 과량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들이 U과 Pu 정량에

미치는 간섭효과를 조사하였다. 약 2.5 mg의 U을 기준으로 Fe, Ni, Cr, Mg, Nd

및 Li/U의 무게비를 0～1의 범위에서 조절하면서 공존 성분원소의 간섭 유무를 조

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금속전환체 내 U 정량결과에 대한 분석신뢰도를 확

인하기 위해서 금속전환체 용해용액이 일정량 들어 있는 전기량 적정셀에 0～3 mg



범위의 U 표준물을 일정량씩 넣은 다음 전기량적정법으로 얻은 전기량(coulomb, q)

과 첨가한 U 표준물의 양적 관계를 도시한 표준물첨가곡선으로부터 U 정량신뢰도

를 평가하였다. 공존원소의 영향을 받는 것이 확인된 Pu의 경우에는 음이온교환

수지를 이용한 분리 정제방법을 확립하였다. 모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의 경우

에는 8 M HNO3에 과산화수소를 가해서 Pu을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될 수 있는

Pu(IV)로 산화수 조절하였으며 철이 다량 함유된 금속전환체의 경우에는 Pu(IV) 조

절에 NH2OH-NaNO2 방법을 사용하였다.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시료 용액의 산

도, U과 핵분열생성물 세척용액, Pu 용리액 등을 검토하여 금속전환체 중의 Pu의

음이온교환분리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기술 개발에 필요한 물질수지 평가를 위하여 금속전

환체에 함유되어 있는 극미량 악티늄족 원소(237Np, 241Am 및 244Cm)의 정량기술을

개발하였다. 금속전환체의 화학특성을 근거로 237Np, 241Am 및 244Cm을 첨가한 8

M HNO3 매질의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을 사용하여 금속전환체에 함유되어 있

는 Np, Am 및 Cm을 음이온교환수지법과 HDEHP 추출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

회수하고 전착한 후 알파분광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량기술을 확립하였다. 첫째

단계에서는 음이온교환수지분리관에서 U, Am, Cm 및 핵분열생성물로부터 Np의

분리거동과 연속해서 HDEHP/XAD-16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분리관에서 핵분열생

성물로부터 Am과 Cm의 분리거동을 조사하여 분리조건을 최적화하였다. 둘째 단

계에서는 실제 금속전환공정에서 채취한 금속전환체를 대상으로 확립한 분리, 정량

절차에 따라 Np, Am 및 Cm을 분리하고 알파분광법으로 회수율을 측정하였으며 상

대표준편차로부터 확립된정량기술의 적용성을평가하였다

금속 Li에 의한 산화 U의 환원이 완료된 후 약 1,200 ℃에서 금속전환체를

smelting해도 LiCl이 잔류해 있을 수 있다. 650 ℃의 LiCl에 금속 Li과 Li2O가 용

해되어 있으므로 LiCl보다 미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Li 금속과 Li2O의 정량결과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잔류용융염 정량기술을 개발하였다. 금속전환체 시료를 증류

수에 넣을 때 발생하는 수소부피와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로 Cl를 정량한 결과로부터

계산하여 각각 Li 금속과 LiCl의 양을 함께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총 Li의 양을

불꽃 원자흡수분광법으로 구한 다음 Li 금속과 LiCl 정량결과로부터 계산하여 구한

Li의 총량을 빼주어서 Li2O의 양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LiCl, Li2O 및 Li 금속의

양을 조절한 모의 금속전환체 시료를 무게 달아 만들고 각각을 정량한 후 이론값과

비교하였으며 상대표준편차로부터 정량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LiCl와 Li2O는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고 금속 Li은 산소와 쉽게 반응하여 시료를 무게 달아 취할 때

오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산소농도가 5～10 μg/cm
3을 유지하는 장갑상자에



2～100 mg 범위의 시료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화학저울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용융염과 UO2 분말로 구성된 모의 금속전환체를 만들어 정량조건 최적화 과정에서

사용하였으며 정량기술의 신뢰도는 상대표준편차의 크기로 나타내었다.

금속전환체 시료를 인산과 황산의 혼합산에 용해시키고 수증기로 증류하여 Cl

를 회수시키는 방법과 직접 약 1,100～1,200 ℃에서 열가수분해시킬 때 방출되는 Cl

를 회수하여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정량하는 두 방법의 분석신뢰도를 비교하였다.

이 외에도 U으로부터 Cl를 분리하지 않고 직접 Cl-와 Ag+를 반응시켜 AgCl 침전을

만들고 ethylene glycol에 안정하게 분산시킨 후 4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Cl

의 함량을 결정하는 탁도법(turbidimetry)의 적용성을 비교하였다. 모의 금속전환체

시료를 사용하여 염소의 회수거동을 비교하고 최적화한 염소 정량절차에 따라 3～4

회 회수율을 측정하였으며 상대표준편차로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분석자가 방사선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고, 방사성 폐액이 과량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 개의 금속전환체 시료로부터 악틴족 원소와 핵분열생성물의 함량을 결정

할 수 있는 정량기술을 개발하였다. 음이온교환수지법 및 양이온교환수지법, 추출

크로마토그래피로 U 매질과 공존하는 간섭원소로부터 순차적으로 분리, 회수한 후

불꽃 원자 흡수분광법,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 그리고 유도 결합 플라

스마 질량분석법으로 핵분열생성물의 함량을 결정하였다. 또한 금속전환체의 화학

특성을 규격화하기 위하여 핵분열생성물 외에 부식생성물로 함유되어 있는 Fe, Cr,

Ni, Mg 및 Li도 함께 분리․정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금속전환체에 미량 함

유되어 있는 Cs, Sr 및 Ba과 환원거동이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REE 그리고 1,200

℃의 금속전환체 smelting 과정에서 휘발되어 금속전환체에 극미량 잔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99Tc은 분리관의 이온교환수지 충전부피를 최적화하여 5% 이하의

상대표준편차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때의 농도범위를 정량한계로 결정

하였다.

실제 금속전환공정시료를 대상으로 확립한 절차에 따라 정량하고 그 결과로부

터 물질수지를 평가하였다. 모의 사용후핵연료, 용융염 및 금속전환체를 각각 3 회

정량하고 상대표준편차로부터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Pu, Np, Am 및 Cm의 경우에

는 모의 사용후핵연료와 금속전환체에 일정량씩 첨가하고 정량결과와 첨가한 이론

량을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확립한 정량절차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물질수

지 생산에 필요한 채취시료의 대표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속전환체 시료의

경우 서로 다른 부위에서 채취한 3 개의 시료를 대상으로 각각 3 번씩 정량한 다음

1 개 시료를 정량하여 얻은 결과의 상대표준편차와 3 개의 시료를 정량하여 얻은

결과의 상대표준편차를 비교하여 시료의 균질도를 평가하였다.



2. 금속전환체 내 성분원소 정량기술 개발

가. 금속전환공정 시료의 용해

1) 모의 사용후핵연료 (SIMFUEL) 용해

사용후핵연료(3,5000 MWd/MtU)의 화학조성을 모사한 표 1-1의 모의 사용

후핵연료에 미량 함유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 원소를 정량하기 위하여 8 M

HNO3으로 용해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속 산화물들이 잘 용해되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이 불용성물질은 모의 사용후핵연료 제조과정에서 첨가한 ZrO2, MoO3

및 RuO2이었으며 Microwave Digestion System을 이용한 가압산분해법으로 최

적 용해조건을 조사하였다. ZrO2, MoO3 및 RuO2은 모두 HCl, HNO3 및 HF을

개별적으로 사용해서는 용해되지 않았다. ZrO2와 MoO3은 표 1-2에서 나타낸

조건에서 HNO3/HF (5/1, v/v)과 같은 혼합산을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용해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조건에서 RuO2는 용해되지 않았다.

Table 1-1. Chemical composition of SIMFUEL

Metal Oxide Oxide, Wt Oxide μg/10 mg Metal μg/10 mg

U (+Pu) UO2 25198.0 9499.5823 8373.854

Ba BaO 60.9 22.9414 20.5475

Ce (+Np) CeO2 100.4 37.8326 30.7987

La (+Am, Cm) La2O3 112.0 42.2158 35.9966

Mo MoO3 151.7 57.1722 38.1074

Sr SrO 26.9 10.1495 8.5824

Cs Cs2O 148.2 55.8588 52.6875

Y Y2O3 34.4 12.9748 10.2169

Zr ZrO2 147.0 55.4067 41.0185

Ru (+Tc) RuO2 121.7 45.8761 34.8443

Nd (+Pr, Pm,

Sm)
Nd2O3 424.4 159.9897 137.1674

Total 26525.4 10000.00 8,783.821



Table 1-2. Dissolution condition of insoluble materials by microwave digestion
technique

Mixed acid Microwave Digestion

HNO3/HF (5/1, v/v)

HCl/HNO3 (2.5/1, v/v)

1st step 250 w 5 min,

2nd step 400 w 5 min,

3rd step 600 w 5 min,

4th step 250 w 5 min

RuO2의 용해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Na2O2를 융제로 사용하는 용융법을 적

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약 100 mg의 RuO2(99.9%, Aldrich)를 취하여 니켈-도가

니에 넣고 1.0212 g의 Na2O2로 덮은 다음 약 700 ℃에서 4 시간 용융시켰다.

증류수와 묽은 HCl으로 용해시키고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분

석한 결과 용해율은 60～80%로 재현성이 낮은 결과를 얻었다. 그 이유는 Ru이

산화성 Na2O2와 반응할 때 휘발성의 RuO4를 형성하고 그 일부가 용융과정에서

휘발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실제로 니켈-도가니 덮개에 검은색 입자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 Gloe 등[1-1]이 제안한 KOH를 융제로 사용하는 용융법에 대하여 검토하였

다. 약 10 mg의 RuO2가 들어 있는 니켈-도가니에 KOH의 양을 200～500 mg

범위에서 변화시켜가면서 넣고 회화로에서 용융시켰다. 높은 온도에서 일시에

용융될 때 내용물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온에서부터 온도를 점진적으로 증

가시킨 후 300 ℃에서 1 시간 강열하였다. 다시 온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600 ℃에서 1 시간 강열한 다음 도가니 외관을 잘 살펴보고 뚜껑을 연 후 도가

니를 잘 돌려서 내용물이 잘 섞이도록 하였다. 다시 700 ℃에서 2 시간 더 강

열한 후 약 120 mL의 증류수로 녹여 유리 비커로 옮겼다. 40～50 ℃를 유지하

는 물중탕에 넣고 하루 방치한 다음 용액을 살펴본 결과 비커 바닥에 검은 입자

가 있음을 확인하고 주사기 거르게(0.45 μm)로 걸렀다. 거른액을 250 mL 용량

플라스크에 넣었으며 이 용해용액은 알칼리성을 띠고 있었다. 거름종이를 25

mL 용량의 유리 바이알에 넣고 10 mL의 진한 HCl(12.07 M, Merck)을 넣은 후

하루 방치하여 검은 입자의 용해거동을 조사한 결과 검은 입자가 완전히 용해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용해용액을 거른액이 들어 있는 250 mL 용량 플라스크

에 넣고 증류수로 씻어 넣은 다음 증류수로 250 mL 되게 한 후 유도 결합 플라



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Ru을 분석한 결과 표 1-3에서와 같이 200～500 mg 범

위의 KOH를 융제로 사용하면 RuO2를 상대표준편차 1.7%에서 정량적으로 용해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RuO2 용해용액의 안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300

mg KOH로 용해시킨 10 mL의 용해용액(0.48 M HCl)을 25 mL 용량의 유리 바

이알에 넣고 HCl의 농도를 0.5～6 M까지 변화시킨 다음 약 1 주일 방치한 후

침전물의 형성 유무를 확인하였다. 용해용액의 색이 진한 갈색이므로 침전물의

형성을 잘 확인하기 위하여 주사기 거르개로 걸렀다. 0.5 M과 2.0 M HCl 매질

의 용액에서는 검은색의 침전이 다시 확인되었으며 그림 1-1에서와 같이 3.5～4

M 이상의 HCl에서는 용해용액이 안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RuO2를 용융시키기 위하여 첨가한 KOH가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

법에 의한 Ru 정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림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K이 Ru의 정량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용융을 위하여 사용

한 양 만큼의 KOH를 표준용액에 첨가하여 Ru을 정량해야 한다.

Table 1-3. Effect of potassium on the recovery of RuO2 by fusion

Sample No.
Added, mg Measured, mg

Recovery, %
KOH RuO2 RuO2

T-1 200 15.0 14.0 93.3

T-2 300 13.3 12.6 94.7

T-3 400 14.3 13.2 92.3

T-4 500 11.1 10.1 91.0

Mean, % 92.8

RSD, % 1.7

2) 금속전환체(Uranium Metal Ingot) 용해

UO2 분말만을 사용하여 전해환원공정을 거친 후 마그네시아 membrane 반

응용기로부터 채취한 소량의 금속전환체 시료(06-QL-1)를 90 ℃에서 환류시키

면서 10 시간동안 50 mL의 8 M HNO3으로 용해시켰다. 검은색의 불용성물

질이 확인되어서 XRD-pattern을 조사한 결과 그림 1-3에와 같이 Fe-Ni

(d=2.0337) 및 Fe-Cr(d=1.4295)의 합금임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금속전환공정

과정에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반응용기가 부식되어 생성된 물질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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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용성물질의 성분을 정량하기 위하여 11.7108 g의 시료를 위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50 mL의 8 M HNO3으로 용해시키고 5,000 rpm에서 원심분리시켜

19.3 mg의 불용성물질을 회수하였다. 불용성물질을 소량의 8 M HNO3으로

씻고 거른 용해용액과 씻은 용액을 합하여 8 M HNO3으로 100 mL 되게 하

였다.

불용성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Fe, Cr, Ni 및 Mg의 함량을 조사하였다. 6.11

mg의 불용성물질과 5 mL의 HCl/HNO3(2.5/1, v/v)을 microwave 가압산분해

용기에 넣고 표 1-2와 동일한 조건에서 용해시킨 후 증류수로 25 mL 되게 한

다음 10 mL를 취하여 증발 건고하였다. 10 mL의 1 M HNO3으로 용해시키고

증류수로 100 mL 되게 한 다음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Fe, Cr,

Mg 및 Ni을 분석하였다. 참고로 이 불용성물질은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불용성

물질인 ZrO2와 MoO3를 용해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HNO3/ HF (5/1, v/v)

에도 정량적으로 용해되었다.

용해용액에 함유되어 있는 Fe, Cr, Ni 및 Mg의 함량을 조사하였다. 0.1 mL

의 시료 용해용액을 취하여 10 mL 용량의 유리 비커에 넣고 증발 건고한 다음

1 mL의 4 M HNO3으로 용해하였다. 3 mL의 4 M HNO3으로 전처리한

TBP/XAD-16 분리관(300 mg TBP/XAD-16, 100～200 mesh, 2.47 mmole TBP/g,

medical syringe 분리관 부피; 1 mL, 안지름; 5 mm) 아래에 10 mL 용량의 플라

스크를 놓고 시료용액을 통과시켰다. 시료용액이 완전히 통과하면 비커를 4 M

HNO3으로 1 mL씩 3 회 씻어 넣었다. 6 mL의 4 M HNO3을 1 mL씩 통과시

켜 모아 10 mL 되게 한 다음 Cr, Ni, Mg, Li 및 Fe을 ICP-AES로 분석하였으며

표 1-4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제조할 때 첨가한 불용성

의 ZrO2, MoO3 및 RuO2는 HNO3/HF(5/1, v/v)에 의한 가압산분해법과 KOH

를 융제로 사용하는 용융법으로 용해시킬 수 있었다. 그림 1-4에 모의 사용후핵

연료 및 금속전환체 시료의 용해절차를 나타내었다[1-2].

3) 용융염 (Salt Ingot) 용해

용융염 시료는 LiCl 매질에 Li2O와 Li 금속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알칼리토

금속 및 알칼리금속 핵분열생성물인 Cs, Ba 및 Sr은 용융염에 용해되어 있으

며 약 0.5 M HCl으로 전처리된 양이온교환수지분리관을 사용하여 LiCl 매질

로부터 선택적으로 분리․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의 사용

후핵연료를 사용한 금속전환공정에서 채취한 용융염 시료를 사용하여 HCl에

서의 용해거동을 조사하였다.



Dissolution with 8 M HNO3 for 10 hrs at 90 Cº

SimFuel, Reduced Metal, Uranium Metal Ingot

Recovery of insoluble materials by centrifugation

Dissolution with HCl+HF (5/1, v/v) by microwave digestion

Recovery of insoluble materials by centrifugation

Analysis of Zr, Mo, Fe, Ni, Cr, Ru by ICP-AES

Fusion with KOH in muffle furnace at 700 Cº

Dissolution of the fused with 4 M HCl

Analysis of Ru, Zr and Mo by ICP-AES

Fig 1 4 Dissolution procedure of SimFuels and Uranium Metal ingotsFig. 1-4. Dissolution procedure of SimFuels and Uranium Metal ingots. 



Table 1-4. Composition of a Uranium Metal Ingot

Component
Insoluble residue, 19.3 mg

Dissolved,
11.7108 g metal ingot

μg/19.3 mg mg/11.7108 g

Cr 14,847 3.97

Ni 19 1.26

Fe 559 102

Mg 0 0.96

Li 0 1.06

U 0 10,800

Total 15,425 μg 10,909.25 mg

4.9356 g의 용융염 시료(NC-06-07-19-4)를 채취하여 100 mL 용량의 유리

비커에 넣고 20 mL의 진한 HCl(12.07 M, Merck)을 넣었다. 가열하면 가스가

심하게 방출되기 때문에 가스의 방출이 충분히 감소할 때까지 실온에 방치하

였다. 가스의 발생이 감소하면 열판기를 2～3 범위로 조절하면서 용해시킨다.

이때 검은색 입자와 투명한 결정성 불용성 물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판기

위에서 증발․건고하고 25 mL의 6 M HCl로 용해한 후 하룻밤 방치하였다.

40 mL 용량의 원심분리관으로 용액을 옮기고 5,000 rpm에서 원심분리한 다음

약 10.2 mg의 불용성 물질을 회수하였다. 불용성 물질은 모의 사용후핵연료

에서 회수한 불용성 물질 용해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용해시킬 수 있었다.

금속전환체 시료의 불용성 물질에서 확인되었던 Cr, Ni 및 Mg은 검출되지 않

았으며 표 1-5에서와 같이 미량의 Fe, Mo, Zr 및 Ru이 확인되었다.

Table 1-5. Composition of insoluble residue in molten salt ingot

Metal Measured, μg/g

Fe 16.0

Mo 5.3

Zr 0.93

Ru 0.056



나. 핵물질 (U 및 Pu) 정량기술 개발

1) U 정량에 미치는 공존 성분원소의 간섭효과

가) 조절전위전기량적정 시스템 구성

금속전환체 내 U 정량에 사용한 조절전위 전기량적정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최종 생산물로 얻어지는 금속전환체의 U을 정량할 경우에는 적정 셀 시스템을

글러브박스 안에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실험자가 방사능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ㆍPotentiostat/Galvanostat (EG&G Princeton Applied Research, 263A)

ㆍDigital coulometer (Scribner Associates Inc. 279A)

ㆍTitration cell 및 synchronous Stirring Motor 시스템 (EG&G Princeton

Applied Research 377A)

ㆍBalance (A&D HR60)

ㆍ작업전극 : 백금망 전극 (EG&G Princeton Applied Research, E0002)

ㆍ보조전극 : 백금 전극 (EG&G Princeton Applied Research, K0030)

ㆍ기준전극 : 포화 카로멜 전극 (Saturated calomel electrode, SCE)

나) U 전기량 적정 절차

조절전위 전기량적정은 U(IV) ⇄ U(VI)의 산화-환원반응 특성을 이용한 것

으로서 산화-환원반응 메커니즘은 표 1-6과 같다.

Table 1-6. Redox process during uranium titration by controlled-potential
coulometry

Step Ox/Red. potential Ox/Red. reaction

1st step -250 mV
U(VI) → U(IV)

Fe(III) → Fe(II)

2nd step +200 mL Hydrogen removal

3rd step +650 mV
U(IV) → U(VI)

Fe(II) → Fe(III)

4th step +200 mV Fe(III) → Fe(II)

5th step +650 mV Fe(II) → Fe(III)



일정량의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을 무게로 측정하여 전기량 적정셀에 넣

고 25 mL의 Fe(II) 지지전해질 용액(8 μg Fe/mL 0.5 M H2SO4)을 가한 다음

아르곤 기체를 15 분간 흘려 넣어 적정용액 내에 존재하는 용존산소를 제거하

였다. -250 mV(vs. SCE)에서 미리 전기분해를 한 다음 +200 mV, +650 mV,

+200 mV 및 +650 mV에서 20 μA의 잔류전류가 얻어질 때까지 다섯 단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산화 및 환원시켰다. 처음 -250 mV(vs. SCE)에서의 사전

전기분해 과정은 용액 내에서 전기분해에 의해 발생된 수소를 이용하여 U(VI)

와 Fe(III)를 각각 U(IV)와 Fe(II)로 환원시키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

계에서 생성된 수소를 제거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U(IV)와 Fe(II)를 각각

U(VI)와 Fe(III)로 산화시키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Fe(III)를 다시

환원 및 산화시켰다.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우라늄의 양은 세 번째 단계에서

얻은 전기량 측정값에서 다섯 번째 단계에서 얻은 전기량 측정값을 뺀 값 즉,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구하였다.

Uranium = [(3rd coulomb - 5th coulomb)/96487 × 2] × 238.0289

다) 부식생성물 및 반응물질의 간섭효과 평가

3,5000 MWd/MtU 연소도의 사용후핵연료(235U=3.21%, 10년 냉각)에서 비교

적 과량 생성되는 Nd의 산화물과 UO2 분말을 사용하여 수행한 금속전환공정

에서 금속전환체 시료를 채취하여 화학특성을 조사하였다. 표 1-7에 나타낸 바

와 같이 금속전환체에는 공정에서 첨가하지 않은 Fe, Mg, Ni 및 Cr이 검출되

었으며 이들은 스테인리스 스틸과 마그네시아 재질의 반응용기 부식으로 생성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반응물질로 첨가한 Nd(Nd2O3)과 Li(LiCl 및

Li2O)이 일부 함유되어 있어서 이들 부식생성물과 반응물질들이 조절전위전기

량 적정법으로 우라늄을 정량할 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U을 조절전위 전기량 적정법으로 정량하기

위한 기술개발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이 우라늄

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1-3] 본 연구에서는 Ni, Cr,

Fe, Mg, Nd 및 Li에 의한 간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약 2.5 mg의 U과 Ni,

Cr, Fe, Mg, Nd 및 Li의 무게 비를 0～1의 범위에서 조절한 0.5 M H2SO4 매질

의 금속이온용액을 각각 전기량 적정쎌에 넣고 조절전위 전기량 적정절차에 따

라 U을 3 번씩 정량한 후 공존원소의 양에 따른 U 회수율 변화로부터 공존원

소의 간섭유무를 결정하였다.



Table 1-7. Analytical results of co-existing metals in uranium metal ingots

Sample

No.

Concentration, mg/g

U Nd Li Fe Mg Ni Cr

7-IH 433 44.8 78.5 3.2 5.6 1.2×10-3 4.5×10-2

7-IL 442 53.2 65.8 12.6 2.6 6.9×10-4 6.1×10-3

7-IM 427 44.5 78.0 3.9 1.9 1.4×10-3 2.1×10-2

7-MH 447 45.8 76.0 1.9 8.3 7.5×10-3 1.6×10-3

7-ML 466 49.7 59.0 14.4 1.9 4.4×10-2 3.4×10-2

7-MM 411 42.5 75.4 6.7 2.9 1.5×10-2 7.5×10-3

그림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검토한 금속이온들은 대부분 0.5% 이하의 상대

표준편차에서 정량적인 U 회수결과를 얻어서 검토한 범위에서 Ni, Cr, Fe, Mg,

Nd 및 Li은 U의 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표 1-6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기량적정절차의 3 번째 반응단계에서 Fe(II)가 U을

U(IV) → U(VI)로 쉽게 산화하도록 하기 위해 반응초기단계에서 첨가하는 Fe을

0.279 mg 및 0.585 mg 더 첨가할 경우 U은 정량적으로 회수되었지만 적정기의

과부하 (overload)가 각각 3 초 및 50 초씩 발생하였다. Fe/U의 무게 비가

1.13일 경우 상대표준편차 0.1%(n=3)에서 회수율은 99.2%이었지만 역시 기기의

과부하 시간이 매우 길어질 뿐만 아니라 백금전극이 쉽게 오염되므로 Fe/U의

무게 비가 0.2～0.3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Cr의 경우에도 Cr/U의

비가 0.88일 경우 상대표준편차 0.4%(n=3)에서 회수율은 99.9%이었으나 백금전

극이 쉽게 오염되어 많은 수의 시료를 다루기 어려웠다. 그러나 Li, Mg 및

Nd은 M/U가 1인 경우에도 백금전극이 오염되지 않았다.

위의 실험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0.5 M H2SO4 매질의 Fe 용액과 U을 첨가하

지 않은 0.5 M H2SO4 매질의 Fe 용액에 약 2.1～2.5 mg의 Cr, Ni, Nd, Li 및

Mg 용액을 첨가하여 측정한 전기량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표 1-8에 나타낸 값

은 전기량적정절차의 3 번째 단계에서 측정한 전기량값에서 5 번째 단계에서

측정한 전기량 값을 뺀 결과로서 2.5 mg의 U을 전기량 적정할 경우 얻어지는

이론적인 전기량 값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값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값

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U의 전기량 적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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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Effect of co-existing metals on the determination of uranium

Metal mg
Coulomb, C

RSD, %
n1 n2 n3 Mean.

Cr
Blank 0.0059 0.0054 0.0050 0.00543 8.3

2.16 0.0050 0.0058 0.0059 0.00557 8.9

Ni
Blank 0.0052 0.0051 0.0053 0.00520 1.9

2.5 0.0055 0.0047 0.0054 0.00520 8.4

Nd
Blank 0.0050 0.0049 0.0050 0.00497 1.2

2.5 0.0049 0.0053 0.0048 0.00500 5.3

Li
Blank 0.0051 0.0053 0.0048 0.00507 5.0

2.186 0.0047 0.0042 0.0043 0.00417 2.8

Mg
Blank 0.0050 0.0052 0.0050 0.00510 2.3

2.5 0.0054 0.0052 0.0053 0.00530 1.9

2) U 정량 적용성 및 신뢰도 평가

3.3301 g의 금속전환체 시료(7-ML)를 8 M HNO3으로 용해시켜 50 mL 되게

한 다음 1 mL를 취하여 10 mL로 희석한 시료용액을 사용하여 표준물첨가법으

로 U 정량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표 1-9에서와 같이 U(1.5518 mg), Fe(0.05

mg), Nd(0.17 mg), Li(0.2 mg), Mg(6.3 μg), Cr(0.11 μg) 및 Ni(0.15 μg)이 함유되

어 있는 0.5 mL의 시료용액에 U을 일정량씩 첨가하고 전기량절차에 따라 정량

한 후 표준물첨가곡선을 구하였다. 그림 1-6의 표준물첨가곡선을 살펴보면 표준

물첨가곡선 식은 Y = 1.25994 + 0.81519X, 상관계수(R)는 1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00324(n=4)이었다. 표준물첨가법으로 구한 U의 양은 1.5456 mg으로서 금속전

환체 시료(7-ML)용액에 함유되어 있는 U 정량결과(1.5518 mg)와는 0.0062 mg의

편차가 나지만 이 값은 표준물첨가법으로 얻은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0.4%에

해당하는 양으로서 U을 정량할 때 공존원소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량결과도 매우 신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7의 금속전환체 시료 3.3301 g을 8 M HNO3으로 용해시켜 50 mL 되게

한 다음 시료의 양을 3.3498～13.4045 mg(시료 용해용액; 0.0653～0.2613 g) 범위

에서 증가시켜 가면서 조절전위적정법으로 U을 정량하고 U 적정결과를 시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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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변화에 따라 회귀곡선을 도시하였다.

Table 1-9. Correlation between coulomb value and amount of added uranium
by controlled-potential coulometry

7-ML solution, mL Added U, mg Found U, mg Coloumb, Q

0.5 0 1.5520 1.2582

0.5 1.0 2.5608 2.0761

0.5 2.0 3.5692 2.8936

0.5 3.0 4.5676 3.703

최종 13.4045 mg의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원소의 함량은 U : 6.0935 mg,

Fe : 193 μg, Ni : 0.6 μg, Cr : 4.5 μg, Nd : 684 μg, Li : 784 μg 및 Mg : 26 μg

이었다. 그림 1-7에 나타낸 회귀곡선식은 Y = 0.01228 + 0.45384X (R : 1, SD :

0.0039, n=4)이고 절편의 값이 0인 것으로부터 Fe, Cr, Ni, Mg 및 Nd이 일정량

함유되어 있는 1.5～6 mg 범위의 U 정량에 계통오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됨으로서 본 연구에서 확립한 U 정량절차는 매우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금속전환체 시료 용해용액에 함유되어 있는 U을 정량하기에 앞서 U과 공존

원소들의 함량을 알고 있는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을 사용하여 U에 대한 정

량범위 및 정량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금속전환공정의 금속전환체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Ni, Cr, Fe, Mg, Nd 및 Li의 농도를 기준으로 제조한 모

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U; 16.283 mg/g, Fe; 62.8 μg/g, Li; 314 μg/g, Cr, Ni,

Mg; 각각 31.4 μg/g, 8 M HNO3)을 0.27～0.28 g(U 양 = 4.5 mg) 취하여 5 회

측정한 후 U 회수율과 상대표준편차로부터 정량신뢰도를 평가하였다. U 회수

율은 표 1-10에서와 같이 99.91%이었으며 상대표준편차는 0.06%로서 연구목표

5% 이하의 정밀도를 만족시켰다.

핵분열생성물 외에 부식생성물과 반응생성물이 함유되어 있는 금속전환체 용

해용액에 함유되어 있는 U을 조절 전위전기량 적정법으로 정량하는 경우 많은

시료를 적정한 후에는 백금전극이 오염되어 정량적인 실험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1-4]으로 전극을 세척하여 사

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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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금전극을 진한 HNO3에 약 1 시간 넣어 놓는다.

․ 증류수로 씻은 후 뜨거운 진한 HCl에 약 2 시간 방치한다.

․ 증류수로 씻고 0.5 M 황산에서 하루 방치한다.

Table 1-10. Recovery of uranium in simulated uranium metal ingot solution
by controlled-potential coulometry

Sample, g Added U, mg Found U, mg Recovery, % Mean, % RSD, %

0.2770 4.5103 4.5097 99.99

99.91 0.06

0.2775 4.5184 4.5154 99.93

0.2769 4.5087 4.5037 99.89

0.2784 4.5331 4.5291 99.87

0.2782 4.5298 4.5233 99.86

3) Pu 정량에 미치는 공존 성분원소의 간섭효과

약 500 μg의 239Pu 표준물(NBL, CRM-122)을 취하여 조절전위 전기량적정법으

로 Pu을 정량한 결과 표 1-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표준편차는 0.43%로서

본 연구에서 적용할 조절 전위 전기량적정법은 정량 신뢰도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별원소에 대한 간섭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Fe, Cr, Ni, Li, Nd 및 Mg의 양

을 0~1000 μg 그리고 U의 양을 25~100 mg 범위에서 변화시키면서 Pu 전기량

측정조건에서 바탕 전기량 변화를 측정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전해질의 구성

성분은 Fe (5 μg/mL), 1 mL + AlCl3 포화용액 8 mL + 1.5 M sulfamic acid, 8

mL/L 1 M HCl 이었다. 참고로 조절전위전기량 적정법에서 Pu의 산화․환원

과정은 표 1-12과 같다. 개별원소에 대한 간섭효과를 검토한 결과 Cr 의 경우

500 μg 까지 Pu의 전기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50~100 μg 범위의 Cr은 정상조건에서 Pu 측정이 가능하지만, 500 μg 의 경우

초기 환원과정(+250 mV)에서 많은 시간(~25분)이 소요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

서 오랜 시간 동안(21 min) 과전류 현상(overload)이 일어나며 전극이 또한 심하

게 오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00 μg 이상의 Cr 농도에서는 Pu을 측정

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Pu을 분리해야 한다.



Table 1-11. Recovery of Pu determined by controlled-potential coulometry

Sample No. Added, μg Found, μg Recovery, % Mean, % RSD, %

1 549.13 581.86 105.96

105.64 0.432 559.59 588.28 105.13

3 564.71 597.69 105.84

Table 1-12. Redox potential and the mechanism of plutonium determination

by controlled-potential coulometry

Reaction stage Ox/Red potential, mV Oxidation/Reduction

1 +250
Pu(IV) → Pu(III)

Fe(III) → Fe(II)

2 +900
Pu(III) → Pu(IV)

Fe(II) → Fe(III)

3 +560 Pu(IV) → Pu(III)

Ni의 경우 10 μg~1 mg 범위에서 Pu 측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i의 경우 100~1000 μg 범위에서 전기량을 측정한 결과 간섭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바탕 값이 다른 원소의 바탕값 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이

것은 같은 전극(working electrode)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오염 때문

으로 판단된다. Fe의 경우는 100 μg 까지는 바탕값과 거의 같은 값을 나타내었

으나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Pu 측정결과에 양의 오차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00 μg의 Fe이 존재할 경우 5 mg의 Pu에 대해 약 +1.2%의 간섭효과를 나

타내었다. 따라서 시료에 Fe이 1 mg(25 mL 중) 이상 존재할 경우에는 Pu를 매

질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g, Nd의 경우 1 mg 까지 측정한 결과

농도 증가에 따른 영향은 없었으나 바탕값이 증가하였다. U의 경우에는 50

mg~75 mg 범위에서 간섭효과를 나타내었으며 100 mg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하

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Pu 정량에 미치는 공존원소의 간섭영향을 평가한 결

과 Ni, Nd, Mg 및 Li은 1 mg 까지 간섭영향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Fe, Cr 및 U

이 각각 0.1 mg, 0.5 mg 및 50 mg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표 1-13, 그림



1-8-1 및 1-8-2에서와 같이 Pu 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공존원소들로부터

Pu의 분리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1-13. Effects of various metals on the determination of plutonium by
controlled-potential coulometry

Metal Added, μg μmole
coulomb

n1 n2 n3 Mean 1S RSD(%)

Fe

blank 0 0.006376 0.006541 0.006516 0.006478 8.89E-05 1.4

10 0.2 0.006785 0.00714 0.007099 0.007008 1.94E-04 2.8

100 1.8 0.008754 0.008198 0.008848 0.0086 3.51E-04 4.1

1000 17.9 0.03037 0.0306 0.0298 0.030257 4.12E-04 1.4

Ni

blank 0 0.006376 0.006541 0.006516 0.006478 8.89E-05 1.4

10 0.2 0.007276 0.007251 0.007238 0.007255 1.93E-05 0.3

100 1.7 0.005968 0.006866 0.006665 0.0065 4.71E-04 7.3

1000 17.0 0.006938 0.006949 0.006633 0.00684 1.79E-04 2.6

Cr

blank 0 0.006376 0.006541 0.006516 0.006478 8.89E-05 1.4

50 1.0 0.006151 0.007327 0.008329 0.007269 1.09E-03 15.0

100 1.9 0.006024 0.006443 0.006029 0.006165 2.40E-04 3.9

500 9.6 0.005768 0.006233 0.006361 0.006121 3.12E-04 5.1

Li

blank 0 0.01179 0.01058 0.01022 0.010863 8.22E-04 7.6

100 14.5 0.01134 0.00968 0.00987 0.010297 9.09E-04 8.8

500 72.5 0.01026 0.01018 0.01057 0.010337 2.06E-04 2.0

1000 144.9 0.009082 0.009766 0.007031 0.008626 1.42E-03 16.5

Mg

blank 0.02372 0.02763 0.02763 2.76E-03 10.0

100 4.1 0.03122 0.02521 0.02821 4.25E-03 15.1

500 20.6 0.02947

1000 41.2 0.02839

Nd

blank 0.03614

100 0.7 0.04246 0.03785 0.03785 3.26E-03 8.6

500 3.5 0.03673

1000 6.9 0.03798

U

mg mmole n1 n2 n3 aver. 1S RSD(%)

blank 0.009205 0.01058 0.01022 0.010002 7.13E-04 7.1

25 0.1 0.008175 0.007387 0.008023 0.007862 4.18E-04 5.3

50 0.2 0.009859 0.01052 0.01135 0.010576 7.47E-04 7.1

75 0.3 0.01726 0.01756 0.01917 0.017997 1.03E-03 5.7

100 0.4 측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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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1-8-1. Effect of Fe, Ni, Cr and Li on the determination of 
plutonium by controlled-potential coul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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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1-8-2. Effect of Mg, Nd and U on the determination of
plutonium by controlled-potential coulometry.



4) Pu 산화상테 조절 및 분리

가) Pu 분리를 위한 산화수 조절

진한 질산 용액에서 U(VI)과 대부분의 핵분열생성물은 음이온교환수지에 약

하게 흡착되거나 흡착되지 않지만 Pu(IV)는 나이트레이토 음이온 착물을 형성

하여 세게 흡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Pu만을 음이온교

환수지에 흡착시킨 다음 적당한 환원제를 사용해서 Pu(IV)를 Pu(III)로 환원시

켜 용리하는 Pu 분리 정제기술을 확립하였다.

질산 용액에서 Pu은 Pu(III), Pu(IV) 및 Pu(VI) 산화상태로 공존하므로 Pu이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게 하려면 적당한 산화제 또는 환원제를 사용해서 Pu

의 산화상태를 Pu(IV)로 전환시켜야 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으로 하는 금속

전환체 용해용액의 매질이 8 M HNO3이기 때문에 Pu 산화수를 조절하기 위해

질산 용액에서 H2O2를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H2O2는 분해되면 물이

되므로 용해용액에 무기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산 매질에서

안정하게 존재하는 U(VI)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진에서는 1～8 M 질산 용액에서 Pu의 산화수 분포와 과산화수

소에 의한 Pu 산화수 조절연구를 이미 수행한 바 있다[1-3, 1-5].

그림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8 M HNO3에서 초기에는 적색의 수용성

Pu(IV)-H2O2 착물이 형성되지만 천천히 Pu(III)로 전환되었다가 과산화수소가

소멸되는 즉시 Pu(IV)로 조절되었다. Pu(III)에서 Pu(IV)로 전환되는 속도는 남

아 있는 H2O2에 의해 결정되었다. 금속전환체와 같이 H2O2 분해 촉매 역할을

하는 불순물이 적게 함유된 시료용액의 경우 소량의 H2O2를 사용해야 되며 과

량의 H2O2의 분해가 완결되는 데 7일 정도가 소요되었다.

NH2OH에 의한 Pu(VI)의 Pu(III)로의 환원반응을 흡수분광분석기로 측정하였

다. 1.5 M 이하의 비교적 낮은 농도의 질산용액에서 Pu(III)는 안정하지만 질

산 농도를 증가시키면 Pu(III)가 즉시 Pu(IV)로 산화되므로[1-6] Pu을 Pu(IV)로

조절하는 데에 NH2OH․HCl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10은 1 M HNO3 매

질의 Pu(VI) 용액에 NH2OH․HCl을 가한 후 측정한 흡수분광스펙트럼이며

Pu(VI)이 매우 천천히 Pu(IV)을 거쳐 Pu(III)로 환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용액에 진한 질산을 가해서 7∼8 M로 조절함으로써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

는 Pu(IV) 용액을 얻을 수 있지만 NaNO2를 가한 다음 질산 농도를 7∼8 M 조

절하는 방법을 흔히 사용한다.[1-7]

나) U 매질 및 공존 성분으로부터 Pu 분리

본 연구진에서는 질산을 대상으로 음이온교환수지법에 의한 Pu 분리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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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시료 용액의 산도,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우라늄과 핵분열생성물 세척용

액, Pu 용리액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연구보고서로 발간한 바 있다[1-8].

금속전환체의 주성분은 U이고 Pu, Np, Am 및 Cm 등의 악티늄족 원소가 미량

함유되어 있지만 핵분열생성물의 함량은 적을 것으로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산화수 조절제인 H2O2를 0.1 mL만 사용하였다. 그리고 분리과정에 발생하는

액체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크기를 작게

하였다. 즉, 음이온교환수지(AG MP-1 :200-400 mesh)로 충전한 분리관(4.7mm

x 25 mm)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분리과정에서 용액의 평균 흐름속도는 대략

0.12 mL/min이었다.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지 않거나 약하게 흡착되는 U과

핵분열생성물을 제거하는 세척용액으로는 시료용액의 산도와 동일한 8 M

HNO3이었으며 시료용액을 분리관에 주입한 후 5 mL의 세척용액으로 분리관

을 씻음으로써 U과 핵분열생성물을 거의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었다. Pu 용

리액으로는 0.5 M HNO3-0.02 M NH2OH․HCl을 사용하였다. 높은 농도의 질

산용액에서는 NH2OH․HCl가 분해되므로 Pu 용리액을 분리관에 주입하기 전

에 0.5 mL의 0.5 M HNO3으로 분리관을 씻어주는 것이 좋으며 이때 약간의

Pu이 용출될 수 있으므로 Pu 용출액에 함께 회수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금속전환체 용해용액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Pu의 음이온교환 분리 조건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 AG MP-1(200-400 mesh), 4.7(i.d.)×25 mm(h)

․시료 용액 매질 : 8 M HNO3, 3 mL

․산화수 조절 : 0.1 mL의 30% H2O2, 7일 방치

․U과 핵분열생성물 세척용액 : 8 M HNO3, 5 mL

․Pu 용리액 : 0.5 M HNO3, 0.5 mL,

0.5 M HNO3-0.02 M NH2OH․HCl, 9.5 mL

5) Pu 정량 적용성 및 신뢰도 평가

확립한 Pu의 음이온교환 분리법의 재현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50 mg의 U과

약 500 μg의 Pu이 함유되어 있는 3 mL의 8 M HNO3 매질의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에 0.1 mL의 30% H2O2를 가하고 7 일 동안 방치시킨 후, 음이온교환수

지 분리관에 흘려 넣어 공존 성분원소들을 제거한 다음 0.5 mL의 0.5 M HNO3

과 9.5 mL의 0.5 M HNO3-0.02 M NH2OH․HCl을 차례로 주입하여 Pu을 회수

하였으며, 회수된 Pu을 조절전위 전기량 적정법으로 정량하였다.

표 1-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Pu의 회수율은 98.9%이었으며 상대표준편차는



0.9%로 연구목표 5% 이하의 정량 정밀도를 만족하였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의 최종 생산물인 금속전환체에 함유되어 있는 Pu의 정량에 본 연

구에서 확립한 음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Pu의 분리 및 조절전위 전기량 적정법

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금속전환공정과정에서 불순물이 다량 함유되어있는 2 mL의 금속전환체

의 용해용액에 239Pu을 일정량 첨가하고 확립된 방법을 3 회 적용하여 보았으나

Pu의 회수율이 50%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Table 1-14. Recovery and precision of plutonium determination in simulated
uranium metal ingot by controlled-potential coulometry

Added Pu μg
Result

Found Pu, μg Mean, μg Recovery, % RSD, %

547.5 538.8

541.4 98.9 0.9547.5 538.1

547.5 547.2

2 mL의 공정시료 용해용액에는 50.9 mg의 U과 반응용기의 부식으로 의한

1.58 mg Fe, 0.21 mg Mg, 4.81 μg Ni과 36.8 μg Cr, LiCl 용융염에서 유래하는

6.39 mg Li 그리고 반응 첨가물로 5.58 mg의 Nd이 함유되어 있다. 이처럼 낮

은 Pu 회수율 결과는 불순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시료일 경우 본 연구에서

확립한 H2O2 방법으로는 Pu을 완전하게 Pu(IV) 산화상태로 조절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시료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Fe가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

단된다. Myers에 의하면 Fe(III)는 H2O2에 의한 Pu(VI)의 환원속도를 지연시키

며, Fe(III) 농도가 1 mg/ml 보다 높은 용액에서는 Pu(VI)가 완전하게 환원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1-9] 따라서 2 mL의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500 μg의

Pu 첨가) 용액을 증발 건조한 다음 증발 잔류물을 2 mL의 1.0 M HNO3으로 용

해시키고 75 mg의 고체 NH2OH․HCl을 가한 후 하루 방치시켜 Pu을 Pu(III)로

환원시켰다. 200 mg의 고체 NaNO2를 가하고 10 분 후에 4 mL의 11 M HNO3

을 넣어 HNO3 농도를 7.5∼8 M로 만들고 Pu의 산화상태를 Pu(III)에서 Pu(IV)

로 조절하였다. Pu(IV)로 조절된 용액을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 주입하여 Pu



을 분리 정제하고, 회수된 Pu을 전기량 적정법으로 정량하였다. 표 1-15에서 보

는 바와 같이 Pu의 회수율은 100% 정도였으며, 3개 시료에 대한 회수율의 상대

표준편차(RSD)는 0.2%로 연구목표 5% 이하의 정량 정밀도를 만족하였다. 따라

서, 금속전환체와 같이 Fe이 과량 함유되어 있는 시료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확립한 H2O2 방법보다는 NH2OH-NaNO2방법으로 Pu 산화수를 조절한 다음 음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Pu의 분리 및 전기량적정법을 적용함으로써 우수한 Pu

정량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Table 1-15. Recovery and precision of plutonium determination in uranium
metal ingot from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by controlled-potential
coulometry

Added Pu, μg
Result

Found Pu, μg Mean, μg Recovery, % RSD, %

542.2 532.7

542.0 100,0 0.2542.2 532.2

542.2 541.0

다. 극미량 악티늄족 원소(Np, Am 및 Cm) 정량기술 개발

1) Np, Am 및 Cm 분리조건 최적화

가) 염산매질에서 Np, Am 및 Cm 분리 및 정량

알파선 방출핵종인 Np, Am 및 Cm을 분리, 정량하기 위하여 용매추출법이나

이온교환법으로 개별분리 또는 군분리를 거친 후 전착과 알파분광분석법으로

정량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1-10, 1-11]. U이 공존하는 8 M HNO3 매질에서

는 U과 Am 및 Cm이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호분리 과

정이 복잡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U, Np 및 Am/Cm

분리를 위하여 HCl 매질에서 분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그림 1-11과 같은 분리

절차에 따라 음이온교환수지법과 HDEHP 추출크로마토그래피[1-12]를 사용하여

U으로부터 순차적으로 Np과 Am/Cm을 군으로 분리하고 전착한 후 알파분광

법으로 분석하였다.

U, Ce, Nd, Eu 외에도 반응 첨가물 원소인 Li과 부식생성물인 Fe, Cr, Ni 및

Mg이 함유되어 있는 8 M HNO3 매질의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에 237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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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Am 및 244Cm을 일정량 첨가하여 Np, Am 및 Cm 분리조건 최적화 실험에

사용하였다(표 1-16).

10 M HCl-0.1 M HNO3 매질에서 Np은 Np(IV), Np(V) 및 Np(VI)로, U은

U(VI)로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시키고 핵분열생성물을 제거한 후 흡착된 Np은

4 M HCL-0.1 M HF으로 용출시켜 회수하였다. 또한 Am과 Cm은 HDEHP 추

출 크로마토그래피 분리관에 흡착시킨 다음 DTPA-lactic acid를 용리제로 사용

하여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었다. Np, Am 및 Cm 핵종을 정량할 경우에는

planchet에 전착시킨 다음 각 핵종의 알파에너지를 측정하여 정량하였다.

Talvitie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전착방법 중에서 전착용액의 pH 조절이 용이하

고 전착과정이 간편한 방법인 NaHSO4-Na2SO4 매질에서 전착시킨 후 알파 분

광법으로 237Np, 241Am 및 244Cm을 정량하였다.

Table 1-16. Chemical composition of simulated solution of uranium metal

ingot

Component Concentration, (μg/mL) Component Concentration, (μg/mL)

U 2,000 La 2.4

Fe 8 Nd 8.4

Cr 4 Pr 2.2

Ni 4 Sm 1.8

Li 40 Sr 1.6

Mg 4 Y 0.8

Ba 3 Zr 7.6

Cd 0.24 Mo 7.0

Ce 5 241Am 8.2 Bq

Eu 0.3 244Cm 6.5 Bq

Gd 0.3 237
Np 10.1 Bq

다) Np, Am 및 Cm의 분리거동

Np과 Am/Cm을 분리하기 위하여 8 M HNO3 매질로 만든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의 매질을 10 M HCl-0.1M HNO3 매질로 전환하여 Np, Am 및 Cm

분리거동 조사에 사용하였다.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서 10 M, 4 M 및 0.1



M HCl 매질에서 237Np, 241Am 및 244Cm의 분리거동을 조사하고 그림 1-12에

나타내었다.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을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 흘려 넣으

면 U과 Np은 음이온교환 수지에 흡착되고 Am과 Cm은 공존하는 핵분열생성

물과 함께 음이온교환 수지에 흡착되지 않고 용리된다. 음이온교환 수지에 흡

착된 U과 Np을 분리하기위하여 용리액으로 사용한 4 M HCl-0.1 M HF를 흘

려 넣으면 Np만 용리되므로 U으로부터의 분리가 가능하게 되며 분리된 Np은

전착한 후 알파 분광분석법으로 정량할 수 있다(그림 1-13). 한편, 음이온교환

수지에 흡착되지 않고 공존하는 핵분열생성물과 함께 용출된 Am과 Cm을 공

존하는 핵분열생성물과 분리하기 위하여 0.1 M HNO3 매질로 전환시켰다.

0.1 M HNO3 매질에서 Am 및 Cm 그리고 란탄족 핵분열생성물은

HDEHP/XAD-16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분리관에 흡착시키고, Cs, Ba 및 Sr과

같은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족 핵분열생성물은 0.1 M HNO3으로 용출

시켜 회수한다. HDEHP/XAD-16 추출 크로마토그래피에 흡착되어 있는 Am

및 Cm을 란탄족 핵분열생성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용리액으로 0.05M

DTPA/0.5 M lactic acid(pH 3.0)를 흘려 넣으면 Am과 Cm을 군으로 분리할

수 있다. 분리․회수한 Am과 Cm은 전착한 후 알파분광분석법으로 정량하였

다(그림 1-14). 이때 Fe은 0.05 M DTPA /0.5 M lactic acid로 Am 및 Cm을 용

리시키는 과정에서 함께 분리되어 알파분광법으로 Am과 Cm을 분석할 때 간

섭하므로 미리 분리시켜야 한다. 그리고 Cr은 0.1 M HNO3에 의한 Cs, Ba 및

Sr 용리과정과 6 M HNO3에 의한 란탄족 핵분열생성물 용리과정에서 분산되어

용리되므로 금속전환체 시료 중에 Cr이 과량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Am과

Cm의 분리거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림 1-15). 그러나 0.1 M HCl에서 Cr

은 Ba 및 Sr과 함께 모두 용리되므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부식생성물이 과량

함유되어 있는 시료로부터 Am과 Cm을 분리할 경우에는 0.1 M HCl의

HDEHP/XAD-16 추출 크로마토그래피를 적용해야 한다(그림 1-16). Np, Am

및 Cm 분리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표 1-17에 나타낸바와 같이

237Np, 241Am 및 244Cm의 회수율은 상대표준편차 1.6%～2.8%에서 85.1%～90.7%

로 연구목표 5% 이하의 정량 정밀도를 만족하였다.

2) Np, Am 및 Cm 정량 적용성 및 신뢰도 평가

금속전환공정에서 3.083 g의 금속전환체 시료를 채취한 후 8 M HNO3으로 용

해시켜 50 mL로 만들고 일정량의 237Np, 241Am 및 244Cm을 첨가하여 시료로 사

용하였으며 주요성분의 함량은 표 1-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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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3. Alpha spectra of 237Np after separation from simulated 
uranium metal ingot dissolved solutionuranium metal ingot dissolved solution. 



Fig.1-14. Alpha spectra of 241Am and 244Cm after separation 
f i l t d U i M t l I t di l d l tifrom simulated Uranium Metal Ingot dissolve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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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7. Recovery of 237Np, 241Am and 244Cm in simulated uranium metal

ingot solution by anion exchange and HDEHP extraction chromatography

Nuclides Added, Bq Found, Bq Recovery, %

237Np

8.2 7.25 88.4

8.2 6.88 83.9

8.2 7.01 85.0

8.2 7.08 83.0

Mean (RSD, %) 7.06 85.1 (2.8)

241Am

6.5 5.53 85.09

6.5 5.70 87.69

6.5 5.92 91.08

6.5 5.71 87.85

Mean (RSD, %) 5.72 87.9 (2.8)

244Cm

10.1 9.20 91.09

10.1 8.99 89.01

10.1 9.35 92.57

10.1 9.17 90.79

Mean (RSD, %) 9.18 90.9 (1.6)

Table 1-18. Chemical composition of uranium metal ingot solution

Component U Nd Li Fe Mg Ni Cr

Composition 41.1% 4.25% 7.54% 0.67% 0.29% 15 ppm 75 ppm

15 mL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에 237Np (5.0 Bq), 241Am (5.2 Bq) 및 244Cm

(6.0 Bq)을 첨가한 후 1 mL을 취하여 확립된 절차에 따라 Np을 분리, 회수한

후 알파분광법으로 정량하였다. HDEHP/XAD-16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분리관에

서 핵분열생성물로부터
241

Am과
244

Cm을 분리, 회수하여 전착한 후 알파분광법

으로 정량하였다. 237Np, 241Am 및 244Cm의 회수율은 표 1-19에서와 같이 각각

87.7%, 86.4% 및 91.5%로 나타났으며, 상대표준편차는 각각 1.2%, 2.4% 및 2.1%

로서 연구 목표치 5% 이하의 정량 정밀도를 만족하였다.



Table 1-19. Recovery of 237Np, 241Am and 244Cm in uranium metal ingot by
anion exchange and HDEHP extraction chromatography

Nuclides Added, Bq Found, Bq Recovery, %

237Np

5.2 4.67 89.8

5.2 4.43 85.2

5.2 4.51 86.7

5.2 4.56 87.7

Mean (RSD, %) 4.56 87.7 (1.2)

241Am

5.0 4.32 86.4

5.0 4.22 84.4

5.0 4.28 85.6

5.0 4.46 89.2

Mean (RSD, %) 4.32 86.4 (2.4)

244Cm

6.0 5.38 89.7

6.0 5.52 92.0

6.0 5.64 94.0

6.0 5.41 90.2

Mean (RSD, %) 5.41 91.5 (2.1)

라. 잔류용융염(LiCl) 정량기술 개발

1) 아르곤 분위기의 글러브박스 구성 및 화학저울 신뢰도

금속전환체 시료를 채취하고 무게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잔류용융염 성분(LiCl,

Li2O 및 금속 Li)이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거나 산화되어서 시료의 무게가 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르곤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글러브박스에 미량

의 범위에서 무게 측정이 가능한 화학저울(Mettler AT 20)을 설치하였다. 글러

브박스는 100 mmH2O의 내압과 5～10 ppm 이하의 산소농도를 유지하도록 하

였으며 글러브박스 내에서 공기의 흐름으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을 줄이기 위

해 저울 밑에 진동흡수 패드를 깔았다. 글러브박스에 연결된 산소 측정기에 부

착된 펌프로부터의 진동을 차단하기 위하여 저울을 사용할 때에는 산소 측정기

를 끄고 소숫점 다섯 자릿수까지 무게를 측정하였다. 화학저울의 신뢰도를 평

가하기 위하여 표준분동(2, 5, 10, 50 및 100 mg)의 무게를 각각 10 회씩 측정한



결과 그림 1-17에서와 같이 상대표준편차 0.02～1.09% 이내에서 잘 일치하였다.

2) LiCl, Li2O 및 금속 Li의 동시 정량

금속전환체 시료에는 LiCl 외에도 Li2O와 금속 Li이 미량 잔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모두를 순차적으로 정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제

일 먼저 금속 Li과 H2O이 반응할 때 발생하는 수소의 부피를 측정하여 금속 Li

의 함량을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H2O에 용출된 Li과 Cl를 각각 불꽃원자흡

수분광법과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로 정량하여 총 Li의 양과 LiCl의 양을 결정하

였으며 최종적으로 다음 식에 따라 Li2O의 양을 계산하여 결정하였다.

Li2O = LiTotal - LiMetal - LiLiCl

가) LiCl 정량

글로브 박스 안에서 약 100 mg의 LiCl(Aldrich, 99.99%)를 무게 달아 각각 5

개씩 25 mL 용량의 마개 달린 유리 바이알에 넣고 잘 밀봉한 후 글로브 박스

밖으로 꺼낸 후 증류수로 용해시켰다. 적당한 농도가 되도록 증류수로 희석

시킨 후 Li과 Cl를 각각 불꽃원자흡수분광법과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

였으며 이론값과 실험값의 화학양론적 비를 비교하여 LiCl의 정량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의 정량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Li 농도에 대한 Cl

농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림 1-18의 회귀직선(Y = 0.18929X + 0.4262)을 살

펴보면 선형상관계수(R)는 0.9995이었으며 Cl에 대한 Li의 화학양론적 비

(Li/Cl=0.19578)를 기준으로 할 때 20～100 μg LiCl/mL 범위에서 편차는 3.

3～4.8%로 Li과 Cl를 불꽃 원자흡수분광법과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여

LiCl의 양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금속 Li 정량

다음 식에서와 같이 6.941 g의 금속 Li이 H2O과 반응하면 정량적으로 1/2

당량의 H2가 발생하며 H2O에 대한 수소의 용해도가 매우 작으므로 수소의 부

피를 측정하여 금속 Li의 양을 간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Li + H2O → HO
-

+ Li
+

+ 1/2 H2 ↑

금속 Li이 H2O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수소의 부피를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

1-19와 같은 수소 부피 측정장치를 사용하였다. 수소부피가 온도에 따라 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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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9. Measurement system of hydrogen volume



므로 수소부피를 22～30 ℃범위에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수소부피

측정 전과 후, 측정장치 주변의 온도 변화에 따른 H2O의 부피 변화를 조사하

였다. 수소부피 측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실험실의 온도를 22～30 ℃로 조

절하면서 H2O의 부피변화를 각각 3 회 측정하였다. 22 ℃에서의 H2O 부피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그림 1-20에서와 같이 실험실의 온도가 1 ℃ 변화할 때

H2O의 부피는 0.23 mL씩 증가하였으며 실제 수소부피를 측정할 때 실험실

온도 변화에 따른 오차를 보정할 수 있었다.

수소 부피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금속 Li을 정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글러브박스 안에서 일정량의 금속 Li을 취하여 반응 셀에 넣고 파라핀 필름으

로 이중 밀봉한 후 유리 바이알에 담아 마개를 한 다음 글러브박스 밖으로 꺼

내었다. 수소 부피 측정장치로 옮긴 다음 장치에 연결된 주사바늘을 이용하

여 반응 셀 속으로 약 2 mL의 H2O을 넣어 수소를 발생시켰다. 금속 Li과

H2O가 반응할 때 발생하는 열에 의한 수소 부피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장

치에 설치되어 있는 fan으로 냉각시키면서 수소 부피 측정용 관의 눈금이 변

화하지 않을 때까지 약 30 분간 방치하였다. 대기압과 같도록 눈금을 맞추어

금속 Li에 의해 발생한 수소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온도의 영향은 실험적으

로 측정한 보정계수를 사용하였으며, 측정중의 압력변화는 매우 적어서 무시

할 수 있었다.

3～10 mg 범위의 금속 Li(Aldrich, 99.9%)을 반응 셀(2 mL)에 넣고 위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수소 부피를 측정하였다. 정량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금속 Li의 양과 발생한 수소 부피의 상광관계를 나타낸 그림 1-21의 회귀직선

(Y = 1.75336X + 0.11619)을 살펴보면 선형상관계수(R)는 0.9992이었으며 상대

표준편차는 2.4～5.8%로서 수소 부피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금속 Li을 정량적

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모의 금속전환체 내 잔류용융염 (LiCl) 정량

마그네시아 재질의 membrane 용기에서 채취한 금속전환체 시료를 분석한

결과 우라늄이 약 60～70% 그리고 잔류용융염이 약 30～40％ 함유되어 있었으

며 잔류용융염 중 약 50％는 LiCl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500 mg의 금

속전환체 중 우라늄이 325 mg 그리고 LiCl이 87.5 mg인 시료를 기준시료로

정하고, 표 1-20과 같이 금속 Li과 Li2O의 함량을 각각 2～10 mg과 10～44 mg

범위에서 변화시킨 모의 금속전환체 시료를 만들어 각 그룹별로 3～4 개씩 채

취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수소 부피를 측정한 후 용해용액을 100 mL 용량 플

라스크로 옮기고 증류수로 표선을 채운 다음 용액의 일부를 취하여 묽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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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Li과 Cl를 정량하였다.

Table. 1-20. The amounts of Li, Li2O and LiCl in simulated uranium metal

ingots

Group Sample No. Li-metal, g Li2O, g LiCl, g

K

Li 2-1 0.00283 0.02131 0.08758

Li 2-2 0.0025 0.0204 0.0891

Li 2-3 0.00208 0.02054 0.08832

B

Li 4-1 0.00430 0.01053 0.0877

Li 4-2 0.00442 0.01015 0.08946

Li 4-3 0.00426 0.01019 0.08782

I

Li 8-1 0.00812 0.04438 0.08837

Li 8-2 0.00829 0.04477 0.08802

Li 8-3 0.00876 0.04472 0.08755

E

Li 10-1 0.01077 0.01083 0.088

Li 10-2 0.01047 0.01088 0.08914

Li 10-3 0.01015 0.0106 0.08764

또한 LiCl, 금속 Li 및 Li2O의 회수율은 표 1-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각

66～80%(상대표준편차는 1.3～5.3%), 64%～101.2%(상대표준편차 4.7～13.6%)

및 80～114%(상대표준편차 2.3～9.8%)로서 LiCl의 정량 정밀도는 연구 목표로

하는 상대표준편차 5%에 근접하였다.

라) LiCl 정량 적용성 평가

금속전환공정에서 채취한 금속전환체 시료를 사용하여 LiCl을 정량하였다.

H2O와 반응하여 수소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Li 금속이 없다고 판

단되어 금속 Li은 정량하지 않았다. H2O에 용출되어 음이온으로 존재하는 Cl

을 이온크로마토그래피로 정량하고 LiCl 함량으로 환산하여 결정하였다. 표

1-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LiCl의 함량은 상대표준편차 3.3%에서 3.03 μg/g이었

다.



Table. 1-21. Recovery of LiCl in simulated uranium metal ingot

Group Sample No.
LiCl, mg Recovery,

%
Mean,

%
RSD,

%Added Found Mean

K

Li-2-1 87.6 65.8

68.2

75.1

77.2 5.3Li-2-2 89.1 73.0 81.9

Li-2-3 88.3 65.8 74.5

B

Li-4-1 87.7 56.2

58.2

64.1

65.9 2.4Li-4-2 89.5 59.8 66.9

Li-4-3 87.8 58.6 66.7

I

Li-8-1 88.4 67.0

70.2

75.8

79.8 4.3Li-8-2 88.0 71.8 81.5

Li-8-3 87.6 71.8 82.0

E

Li-10-1 88 65.8

67.0

74.8

75.9 1.3Li-10-2 89.1 68.2 76.5

Li-10-3 87.6 67.0 76.4

Table 1-22. Amount of LiCl in uranium metal ingot

Sample No. Cl, μg/g as LiCl, μg/g Mean, as LiCl, μg/g RSD, %

T-1 2.68 3.20

3.03 3.3

T-2 2.48 2.97

T-3 2.48 2.97

T-4 2.48 2.97

T-5 2.48 2.97

T-6 2.58 3.09

3) 수증기 증류법을 이용한 LiCl 정량

가) 수증기 증류장치 설치

금속전환체에 함유되어 있는 LiCl의 정량기술을 확립하기 위하여 그림 1-22

와 같은 염소 분리용 수증기 증류장치(steam distillation)를 제작하였다. 증류장

치는 수증기발생장치, 증류플라스크 및 가열장치 그리고 와그너 밸브, 냉각기

및 수집용기로 구성되었다.

나) LiCl 함유 모의 금속전환체 시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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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사용후핵연료(SIMFUEL)와 LiCl 표준용액(712 μg-Cl/mL)을 사용하여

LiCl가 함유되어 있는 모의 금속전환체 시료를 준비하였다. SIMFUEL의 조성

은 표 1-23과 같으며, UO2와 핵분열생성물 원소의 산화물을 혼합하고 공기 분

위기에서 열처리하여 제조하였다. 약 0.5 g의 모의 사용후핵연료에 약 71 μg의

LiCl를 첨가하여 염소분리를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다) 수증기 증류에 의한 염소 회수

다음의 수증기 증류법에 의한 염소 분리절차에 따라 염소 분리를 수행하였다.

① 증류 플라스크에 0.5 g의 SIMFUEL과 71 μg 해당량의 LiCl 표준용액을 넣

고 3 mL의 0.2 M ferrous ammonium sulfate-0.5 M sulfamic acid 용액, 6

mL의 진한 인산(85%) 및 15 mL의 진한 황산(sp gr 1.84)을 순차적으로 가

한다. 여기에서 사용한 0.2 M ferrous ammonium sulfate-0.5 M sulfamic

acid 용액은 ASTM C 799-99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

Table 1-23. Chemical composition of simulated spent fuel containing LiCl

Metal Compound Added Wt.%

U UO2 82.394

Nd Nd2O3 0.269

Mo MoO3 0.245

Ce CeO2 0.895

Ru RuO2 0.240

Ba BaCO3 0.106

La La2O3 0.092

Pd PdO 0.092

Sr SrO 0.070

Y Y2O3 0.035

Rh Rh2O3 0.032

O 15.116

Cl* LiCl 142 μg-Cl/g-SIMFUEL

* Added by dropping of LiCl standard solution



② 약 5 mL의 증류수가 들어 있는 폴리에틸렌 수집용기를 냉각기 끝 부분이

잠기도록 연결한다.

③ 수증기 발생장치로부터 발생한 수증기를 증류 플라스크에 유입시킨다.

④ 증류 플라스크에 부착된 온도계가 140 ℃를 지시할 때까지 저어 주면서 증

류 플라스크를 가열한다.

⑤ 수증기 유입이 시작되면 140 ℃를 유지시키면서 약 95 mL의 증류용액이

수집될 때까지 증류를 계속한다.

⑥ 수집이 완료되면 증류수로 100 mL 되게 한 다음 마개를 하고 이온크로마

토그래피로 염소를 정량하고 회수율을 결정한다.

라) 수증기 증류에 따른 염소 회수거동 조사

염소의 회수거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기 과정에 따라 시료를 준비하고 수증

기 증류를 수행하였다. 냉각기를 거쳐 수집되는 증류용액을 13 개의 10 mL 용

량 플라스크에 수집하고 각각의 수집용액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를 이온크로마

토그래피로 정량하였다.

수증기 증류법으로 염소를 HCl으로 수집할 경우 사용한 산용액의 비등점(인

산 : 200 ℃, 황산 : 290 ℃)보다 낮은 온도로 증류시킬 수 있었다. 염소 수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이온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염소 정량을 간섭하는 PO4
-3와

SO4
-2 등의 유입을 최소화하려면 증류온도를 140 ℃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그러나 증류과정에 140 ℃를 유지하려면 증류 플라스크로부터 수증기가

유입되는 속도와 증류되는 속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므로 실험 중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오랜 증류시간이 소요된다. 본 실험에서는 약 95 mL가 증류

되는데 약 12 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본 실험에서 수집한 증류액을 이온크로마

토그래피로 정량하였을 때 PO4
-3와 SO4

-2 등의 다른 음이온들에 의한 간섭은 나

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수증기 증류에서 사용한 혼합산, 0.2 M ferrous ammonium

sulfate-0.5 M sulfamic acid 용액은 LiCl이 함유되어 있는 모의 금속전환체 시

료와 비교실험으로 사용한 U3O8을 완전히 용해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혼합산

에 인산을 첨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류과정에서 침전물이 생성되었으며, 인산

을 황산보다 높은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완전히 용해되지 않았다.

따라서 상기의 혼합산은 수증기 증류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증기 증류 중에 수증기와 함께 수집되는 염소의 회수거동을 조사하고 증류

액의 수집량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수집용액을 10 mL씩 총 130 mL를 연속적으



로 수집한 다음 염소를 정량하였다. 수집용액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의 농도를

상대농도로 표시해 보았을 때 그림 1-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40～60 mL의 수집

용액에서 염소가 집중적으로 분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반복

실험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최소 60 mL 이상 수집용액을

채취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LiCl이 함유되어 있는 모의 금속전환체를 위에서 최적화한 조건 증류하여 95

mL의 증류액을 수집하고 표준시료와 함께 이온크로마토그래피로 정량하여 회

수율을 4 번 측정해 보았을 때 표 1-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대표준편차 16%

에서 회수율은 63%이었다. 이 결과는 같은 조건에서 180 mL의 수집애에 함유

되어 있는 염소의 회수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24. Recovery of chlorine by steam distillation

No Sample Medium Temp. ℃
Collection

volume, mL

Recovery,

%

Mean,

%

RSD,

%

1 SIM + LiCl Mix. A.* 140±10 90±5 54

63 16
2 SIM + LiCl Mix. A.* 140±10 90±5 56

3 SIM + LiCl Mix. A.* 140±10 90±5 67

4 SIM + LiCl Mix. A.* 140±10 90±5 75

- SIM : simulated spent fuel
- Chlorine added : 71 μg
* Mixed acid : 0.2 M Ferrous ammonium sulfate-0.5 M sulfamic acid

3 mL + H3PO4(85%) 6 mL + H2SO4(sp gr 1.84) 15 mL

4) 열가수분해법을 이용한 LiCl 정량

가) 열가수분해장치 설치

금속전환체에 함유되어 있는 LiCl를 정량하기 위하여 그림 1-24와 같은 열가

수분해(pyro-hydrolysis) 장치를 제작하였다. 본 장치는 공기공급 및 유속조절

장치, 온수생산 및 공급장치, 석영반응관, 연소로 및 백금연소보트, 휘발산 유도

관 및 폴리에틸렌 수집용기로 구성되어 있다.

나) LiCl 함유 모의 금속전환체 시료 준비

모의 사용후핵연료(SIMFUEL)와 LiCl 표준용액(712 μg-Cl/mL)을 사용하여

LiCl가 함유되어 있는 모의 금속전환체 시료를 준비하였다. 백금재질의 연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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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3. Relative recovery of chlorine in distille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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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안에 0.5 g의 SIMFUEL과 71 μg 해당량의 LiCl 표준용액을 넣은 다음 반응

촉진제(accelerator)로서 1 g의 U3O8(NBL No. 129)을 첨가하고 균일하게 혼합하

였다.

다) 열가수분해법에 의한 염소 회수거동

다음의 열가수분해법에 따라 염소 분리를 수행하였다.

① 시료와 반응촉진제가 담긴 연소보트를 연소로 내 석영반응관의 중간부분에

넣는다.

② 연소로의 고정온도를 950 ℃, 온도 지속시간을 60 분, 온도 상승율을 5℃

/min로 조정한다.

③ 온수저장용기에 증류수를 약 300 mL 넣고 부착된 공기 유입관을 석영반응

관에 견고하게 연결한 다음 가열망태의 온도가 80 ℃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염소기체 수집용기(100 mL 폴리에틸렌 플라스크)에 증류수 50 mL를 넣고

휘발기체 유도관에 연결한다. 이 때 유도관 끝이 증류수에 담기도록 한다.

⑤ 연소로와 온수 저장용기 가열망태를 가동하여 각각 950 ℃와 80 ℃에 도달

할 때까지 가열한다.

⑥ 상기 온도부근에 도달되면 공기 공급장치와 유속 조절장치를 작동시켜 공

기를 1 L/min 유속으로 온수 저장용기에 공급하여 습기 있는 산소가 연결

관을 통해 석영 반응관과 연소보트에 유입되도록 한다.

⑦ 950 ℃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을 지속시킨 다음 열가수분해가 끝나고 연소

로가 상온에 도달하면 수집용기를 분리하고 증류수로 100 mL 되게 한다.

⑧ 바탕시험을 위하여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연소보트를 같은 조건에서 열가

수분해시키고 염소를 수집한다.

⑨ LiCl 함유 모의 금속전환체 시료와 LiCl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모의 금속전

환체 시료를 사용하여 수집한 용액을 이온크로마토그래피로 정량하여 열가

수분해에 의한 회수율을 측정한다.

라) 열가수분해 변수에 따른 염소회수율 조사

열가수분해 조건변화에 따른 염소의 회수거동과 최적 열가수분해 조건을 최

적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집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염소의 회수율을 측정

하엿다.

① 바탕시험을 위하여 연소보트에 반응촉진제로 U3O8와 SIMFUEL을 첨가하지

않은 빈 연소보트만을 넣고 공기의 흐름을 1 mL/min로 유지하면서 950

℃에서 60 분간 열가수분해시켰다. 수집용액의 부피가 50 mL 될 때까지

휘발된 염소를 포집하였다.



② 바탕시험을 위하여 연소보트에 반응촉진제로 U3O8를 첨가하지 않고

SIMFUEL만을 넣은 후 공기의 흐름을 1 mL/min로 유지하면서 950 ℃에서

60 분간 열가수분해시켰다. 수집용액의 부피가 50 mL 될 때까지 휘발된

염소를 포집하였다.

③ 반응촉진제로 U3O8을 첨가하지 않고 모의 금속전환체 시료만을 사용하여

공기흐름을 0.01 mL/min로 유지하면서 950 ℃에서 60 분간 열가수분해시

켰다. 수집용액의 부피가 15 mL 될 때까지 휘발된 염소를 포집하였다.

④ 반응촉진제로 U3O8을 첨가한 모의 금속전환체 시료를 사용하여 공기흐름을

1 mL/min로 유지하면서 950 ℃에서 60 분간 열가수분해시켰다. 수집용액

의 부피가 50 mL 될 때까지 휘발된 염소를 포집하였다.

⑤ 반응촉진제에 따른 회수율 변화를 알기 위하여 반응촉진제로 U3O8 대신 같

은 양의 WO3(Aldrich, 99+%)를 첨가한 모의 금속전환체 시료를 연소보트

에 넣고 공기흐름을 1 mL/min로 유지하면서 950 ℃에서 60 분간 열가수

분해시켰다. 수집용액의 부피가 50 mL 될 때까지 휘발된 염소를 포집하였

다.

⑥ 반응촉진제에 따른 회수율 변화를 알기 위하여 반응촉진제로 U3O8 대신 같

은 양의 V2O5(Yoneyama EP급)를 첨가한 모의 금속전환체 시료를 연소보

트에 넣고 공기흐름을 1 mL/min로 유지하면서 950 ℃에서 60 분간 열가

수분해시켰다. 수집용액의 부피가 50 mL 될 때까지 휘발된 염소를 포집하

였다.

⑦ 반응촉진제에 따른 회수율 변화를 알기 위하여 반응촉진제로 U3O8 대신 같

은 양의 Na2WO4+WO3를 첨가한 모의 금속전환체 시료를 연소보트에 넣고

공기흐름을 1 mL/min로 유지하면서 950 ℃에서 60 분간 열가수분해시켰

다. 수집용액의 부피가 50 mL 될 때까지 휘발된 염소를 포집하였다.

Na2WO4+WO3 혼합물은 ASTM C 1502-01에 기술된 제조방법과 동일하게

제조하였다.

마) 열가수분해법에 의한 염소 회수율 측정 및 신뢰도 평가

열가수분해법으로 모의 금속전환체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LiCl을 분해시켜

염소를 회수할 경우 수증기 증류에 의한 방법보다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시료

중 염소 회수실험과 병행하여 백금재질의 연소보트에 대한 바탕시험을 하였을

때 염소가 검출되지 않거나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검출한계값(0.05 μg/mL) 이하

로 검출되었다(표 1-25).



Table 1-25. Comparison of chlorine recovery at different pyro-hydrolysis
condition

No Sample
Air Flow,

L/min
Accelerator

Collection
volume, mL

Recovery, %

1 Blank(boat) 1 - 50 mL 0

2 Blank(SIM+boat) 1 - 50 mL 5%

3 SIM + LiCl 0.01 - 15 mL 49%

4 SIM + LiCl 1 WO3 50 mL 52%

5 SIM + LiCl 1 V2O5 50 mL 43%

6 SIM + LiCl 1 W1+W2 50 mL 57%

- SIM : simulated spent fuel

- Chlorine added : 71 μg

- Temperature : 950 ℃

- Time : 60 min.

- W1+W2 : flux prepared specially with Na2WO4 and WO3

또한 염소 회수에 첨가하는 몇 가지 반응촉진제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U3O8

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 결과는 반응성 산화물로 알려진 U3O8이 문헌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반응촉진제로 알려진 내용과 잘 일치하고 있다. 표 1-26는 본

실험 및 문헌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적인 열가수분해조건(온도 : 950

℃, 시간 : 60 분, 공기 흐름속도 : 1 mL/min, 반응촉진제 : U3O8, 수집용액의

부피 : 50 mL)에서 모의 금속전환체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를 분리하여 정

량한 결과이며, 상대표준편차 8%에서 97%의 정량적인 회수율을 보였다[1-13].

Table 1-26. Recovery of chlorine by pyro-hydrolysis

No Sample
Air Flow

L/min
Accelerator

Collection
volume, mL

Yield, %
Mean

%
RSD

%

1 SIM + LiCl 1 U3O8 50 mL 88

97 82 SIM + LiCl 1 U3O8 50 mL 99

3 SIM + LiCl 1 U3O8 50 mL 103

- SIM : simulated spent fuel

- Chlorine added : 71 μg

- Time : 60 min.

- Temperature : 950 ℃



5) 탁도법을 이용한 LiCl 정량

앞에서 조사한 잔류용융염 정량기술은 금속전환체 시료 표면에 물리적으로

흡착되어 있는 잔류용융염에 대한 것으로서 금속전환체 시료의 표면 특성에 따

라 잔류용융염이 정량적으로 침출되지 않으면 분석결과에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금속전환체 시료를 질산에 용해시키고 용해용액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를 정량하여 LiCl의 양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였다.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는 미량의 염소분석에 적합한 방법이다. 그러나 약 8 M

HNO3 매질의 금속전환체 시료 용해용액을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할 경우

질산과 U에 의한 간섭효과로 인하여 염소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Ag+와 Cl-를 반응시켜 AgCl로 침전시키고 ethylene glycol에 안정하게 분산

시킨 후 4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는 탁도법(turbidimetry)으로 금속전환체에

미량 함유되어 있는 염소정량에 대한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염소 정량절차는

그림 1-25과 같으며 4～80 μg 범위의 염소에 대한 흡광도를 측정한 결과 그림

1-26에서와 같이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직선성을 보여주는 검정곡선을 얻었다.

20～100 μg의 범위에서 염소의 양을 변화시키면서 33.5 mg의 우라늄이 미치

는 간섭을 조사하였다. 우라늄이 첨가되어 있는 시료용액과 첨가되어 있지 않은

시료용액을 사용하여 475 nm에서 얻은 흡광도를 나타낸 그림 1-27을 살펴보면

검토한 염소의 농도범위에서 33.5 mg의 우라늄은 0.0202±0.0048의 흡광도(A) 변

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염소를 첨가하지 않은 바탕용액에 34 mg의 우라늄을

첨가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사용하여 보정한 결과를 그림

1-28에 나타내었다. 20.5 μg의 염소가 33.5 mg의 우라늄이 함유되어 있는 5 개

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표 1-27에서와 같이 상대표준편차 4.9%에서 회수율은

97.2%로서 연구목표로 하는 정밀도 5% 이하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었다.[1-14]

Table 1-27. Recovery of chloride in uranium solutions

Added, μg Measured, μg Corrected, μg Recovery, % Mean, % RSD, %

20.5 25.2 19.8 96.6

97.2 4.9

20.5 26.5 21.1 102.9

20.5 25.1 19.7 96.1

20.5 24.7 19.3 94.1

20.5 25.0 19.6 95.6



Addition of 2 mL C-HNO3 into 10 mL volumetric flask 

Mi ing after addition of 0 5 mL 0 2 M AgNO e cept blankMixing after addition of 0.5 mL 0.2 M AgNO3 except blank

Mixing after addition of 5 mL ethylene glycol 

Leaving at 50±2 Cº for 15 minutesLeaving at 50±2 C for 15 minutes  

Leaving at room temperature for 5 minutes     

Making up to 10 mL with distilled water     

Measuring absorbance at 475 nm          

Fig. 1-25. Analytical procedure of chloride in uranium metal ingots 
b t bidi tby turbidi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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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미량 핵분열생성물 정량기술 개발

1) Pu 분리과정에서 핵분열생성물 및 부식생성물의 분리거동

금속전환공정에서 채취한 금속전환체(Uranium Metal Ingot) 시료를 채취하여

화학특성을 조사한 결과 스테인리스 스틸과 마그네시아 재질의 반응용기 부식으

로 생성된 Fe, Mg, Ni 및 Cr과 반응물질로 Li(LiCl 및 Li2O)이 일부 함유되어

있어서 핵분열생성물(Cs, Sr, Ba, REE, Ru 및 99Tc)과 함께 분리, 회수조건을 조

사하였다.

앞에서 이미 확립한 그림 1-29의 Pu 분리절차[1-15]에 따라 음이온교환수지 분

리관에서 부식생성물과 반응물질의 분리거동을 조사하였다. 음이온교환수지 분

리관은 미리 5 mL의 8 M HNO3으로 전처리하였으며 분리관에 흘려 넣은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의 부피는 6 mL이었다. 용액의 흐름속도는 10.5 분/mL이

었으며 용출액을 2 mL씩 분취한 후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용

출된 금속이온의 양을 결정하였다. 그림 1-30에 나타낸 분리거동 결과를 살펴보

면 이미 Pu 분리과정에서 분리거동을 확인한 U과 핵분열생성물뿐만 아니라 Fe,

Ni, Cr 및 Mg도 용리액으로 8 M HNO3을 16 mL 흘려 넣는 동안 모두 정량적

으로 회수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표 1-28에서와 같이 Pu 회수용액에서는 첨

가한 금속이온들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2) Am 및 Cm 분리과정에서 핵분열생성물(및 부식생성물)의 분리거동 조사

이미 확립된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241Am과 244Cm 분리 조건[1-12]에

서 부식생성물의 간섭효과를 조사하였다. 금속전환공정 시료에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마그네시아 재질의 반응용기 부식으로 생성된 Fe, Mg, Cr, 및 Ni이 함유

되어 있다. 특히 Fe은 Di(2-ethylhexyl) phosphoric acid(HDEHP)에 의한 Am과

Cm 분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diethylenetriaminopenta acetic acid(DTPA)와 착물

을 형성하여 Am 및 Cm과 함께 분리, 회수된 Fe이 함께 전착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Fe, Mg, Cr, 및 Ni의 분리거동을 자세히 조사하였다.

0.1 M HNO3 매질의 혼합 금속이온 용액 (Fe 및 Nd : 200 μg/each, Ce : 150

μg, Cr, Ni, Ba, La, Y : 100 μg/each 및 Sr : 50 μg) 2 mL를 350 mg의

HDEHP/XAD-16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수지가 충전되어 있는 분리관(안지름 5

mm)에 흘려 넣은 후 3 mL의 0.1 M HNO3으로 비커를 씻어 넣었다. 계속해서

4 mL의 0.1 M HNO3과 1 mL의 0.001 M HNO3을 통과시킨 다음 0.05 M

DTPA/0.5 M Lactic acid 용액(pH 3.0)을 3 mL씩 2번 통과시키고 10 mL의 6



Sampling of Uranium Metal Ingot dissolved solution containing 
50 mg uranium

Evaporation it  and dissolved with 2.4 mL 1 M HNO3

Addition of 0.1 mL 0,5 M HNO3 containing 
7 mg NH2OH/HCl and standing over night  

Addition of 0.1 mL 15% NaNO2 and standing for 10 minutes 

Additi f 2 5 L HNO (14 44 M) ft 10 iAddition of 2.5 mL conc. HNO3(14.44 M) after 10 minures 

Transfer into an anion exchange resin column, after one night 

0.5 mL 
0.5 M HNO3

9 mL 0.02 M NH2OH-HCl
/0.5 M HNO3

16 mL 
8 M HNO3

Fission products Pu

Anion exchange resin column, 
(AG MP-1. 200-400 mesh, ID.: 0.6 mL, bed volume: 0.6 mL) 

Fig. 1-29. Separation procedure of plutonium from uranium metal ing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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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HNO3을 통과시킨다. 전 과정에서 용출액을 1 mL씩 분취하여 유도 결합 플

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금속이온들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Table 1-28. Amounts of metallic impurities measured in the separated Pu
solution

Metal Added, μg Measured, μg Metal Added, μg Measured, μg

Fe 800

1.83

Nd 255.3

0

2.41 0

1.84 0

Mg 100

0.53

Y 28.5

0

0.48 0

0.49 0

Cr 100

0.15

Sr 48.3

0

0.38 0

0.05 0

Cu 150

0

Mo 211.8

0

0 0

0 0

Ni 100

0.12

Zr 228.3

0.14

1.13 1.03

0 0.03

Ba 110.0

0.36

U 60,000

0.14

0.51 0.42

0.42 0

그림 1-31에 나타낸 금속이온들의 용리곡선을 살펴보면 예측한 대로 0.05 M

DTPA/0.5 M Lactic acid 용액(pH 3.0)에 의해 Fe이 Am 및 Cm과 함께 용출됨

으로서 전착과정에서 함께 전착되어 알파분광법으로 241Am과 244Cm을 분석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Am과 Cm을 분리하기 전 0.1 M

HNO3에 의한 분리과정에서 완전히 용출되지 않았던 Cr이 6 M HNO3에 의한

용리과정에서 용출됨을 알 수 있으며 Cr이 과량 함유되어 있을 경우 역시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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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1. Separation of fission products and corrosion products 
on the HFEHP/XAD-16 resin column in HNO3



과 Cm의 분리거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Mg과 Ni은

Cs, Li, Ba 및 Sr과 함께 0.1 M HNO3으로 용출되므로 Am과 Cm의 선택적 분

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Fe과 Cr의 분리거동을 HCl 매질의 HDEHP/XAD-16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분

리관(충전량 : 350 mg)에서 조사하고 그림 1-32에 용리곡선을 나타내었다. Cr은

Ni, Mg 및 Sr과 함께 0.1 M HCl으로 회수가 가능하였으나 Fe은 HNO3 매질에

서와 동일한 분리거동을 보이고 있어서 Am 및 Cm과 함께 용리되었다. 따라서

금속전환체 내의 Fe과 Cr 함량이 공정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어서 과량의 Fe가

Cr이 함유되어 있어 있을 경우 Am과 Cm의 분리거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후핵연료 화학특성연구과정에서 Am 및

Cm과 함께 분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U, Mo 및 Zr과 함께 Fe도 Am 및 Cm

분리단계 이전에 미리 분리해야 한다.

3) U, Fe, Mo 및 Zr의 분리

Di(2-ethylhexyl) phosphoric acid(HDEHP)를 침윤시킨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수지(2 mmol HDEHP/g XAD-16)를 사용하여 Am과 Cm을 군으로 분리, 회수하

는 과정에서 미량의 Fe이 Mo 및 Zr과 함께 용출되어 241Am과 244Cm을 알파분

광법으로 분석할 때 간섭을 하므로 금속전환체의 매질인 U과 함께 Fe, Mo 및

Zr을 Am 및 Cm 분리전에 미리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60 mg의

U과 미량의 핵분열생성물 및 부식생성물이 함유되어 있는 10 M HCl 매질의 모

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 2 mL를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AG MP-1, 200-400

mesh, 안지름: 9 mm, 충전부피: 2 및 3 mL)에 흘려 넣고 2 mL씩 분취한 후 용

출된 금속이온들의 양을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분석하였다.

음이온교환수지의 충전부피를 2 mL 및 3 mL로 조절하면서 얻은 분리거동을 나

타낸 그림 1-33을 살펴보면 충전부피 2 mL(윗 그림)에서는 Mo이 32 mL부터 용

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충전부피 3 mL(아래 그림)에서는 47 mL까지 용출되지 않

았다. Fe, Zr 및 U은 매우 세게 흡착되어 있었으며 30 mL의 10 M HCl을 사용

하여 Fe, Zr 및 U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분열생성물을 분리, 회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리시간과 Cd의 회수도 고려하여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의 충전부피를 2 mL로 선택하였으며 2 mL의 시료를 흘려 넣은 후 30

mL의 10 M HCl을 통과시켜 연구 대상의 핵분열생성물들을 군으로 분리, 회수

하도록 하였다.

U, Fe, Mo 및 Zr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분열생성물을 군으로 분리, 회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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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교환수지에 세게 흡착되어 있는 U, Fe, Mo 및 Zr을 회수할 수 있는 분리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U, Fe, Mo 및 Zr이 각각 0.3 mg

씩 함유되어 있는 10 M HCl 매질의 시료용액 2 mL와 30 mL의 10 M HCl을 2

mL 충전부피의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 흘려 넣어 U, Fe, Mo 및 Zr을 흡착시

킨 후 30 mL의 8 M HNO3을 통과시키면서 2 mL씩 용출액을 분취하여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U, Fe, Mo 및 Zr의 양을 분석하였다. 그림

1-34에 나타낸 바와 같이 15 mL 이내에 U, Fe, Mo 및 Zr이 모두 회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Pu 분리과정에서 회수한 용출액에는 U이 50～60 mg이 함유

되어 있고 이 분리조건에서 U의 흡착경향이 제일 크므로 U의 회수가 완결되는

30 mL의 8 M HNO3를 통과시켰으며 표 1-29에서와 같이 정량적으로 회수됨을

알 수 있다.

Table 1-29. Recovery of Fe, U, Zr and Mo in simulated uranium metal ingot

Metal
Recovery, %

Mean, % RSD, %
T-1 T-2 T-3

Zr 95.6 95.5 94.7 95.3 0.52

Mo 96.5 97.7 97.1 97.1 0.62

Fe 100.1 98.6 99.2 99.3 0.76

U 97.4 98.8 99.6 98.6 1.12

4) U 매질로부터 Fe, Mo 및 Zr의 분리

앞의 실험에서 241Am 및 244Cm 정량에 간섭원소로 작용하는 U, Fe, Zr 및 Mo

을 정량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다. 500 μg의 Pu 분리를 위하여 약 50～60 mg의

U이 함유되어 있는 금속전환체 시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량의 U으로부터

Fe, Zr 및 Mo을 분리해야 한다. n-tributyl phosphate를 침윤시킨 TBP/XAD-16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수지(2 mmole TBP/g XAD-16)의 양을 1～2 g 범위에서

변화시켜 가면서 핵분열생성물과 부식생성물의 분리거동을 조사한 다음 TBP에

대한 U의 분배계수와 차이가 크지 않은 Zr과의 분리거동을 그림 1-35에 비교하

여 나타내었다. 4 M HNO3 매질의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U : 60 mg, Fe,

Zr, Mo : 300 μg/mL, Se, Te, Cr, Cu, 및 Ni : 100 μg/mL, La 및 Ce : 50 μ

g/mL) 1 mL를 사용하여 구한 용리곡선을 그림 1-35에 나타내었다. 1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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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P/XAD-16 수지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U과 Zr의 분리가 불가능한 반면에

1.8 g의 TBP/XAD-16 수지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U과 Zr의 완전한 분리가 가

능하였다. 그러나 4 M HNO3을 약 30 mL까지 통과시켜야 하므로 분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TBP/XAD-16 수지의 양을 1.5 g으로 감소시켜 분리거동을

재조사하였다. 그림 1-3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핵분열생성물과 부식생

성물은 20 mL의 4 M HNO3을 용리액으로 사용하면 분리가 가능하였다.

Table 1-30. Recovery of metals by TBP/XAD-16 extraction chromatography

Metal
Recovery, %

Mean RSD, %
T-1 T-2 T-3

Ba 92.4 97.4 96.4 95.4 2.3

Sr 97.6 96.2 95.8 96.5 0.8

La 100.4 97.8 97.4 98.5 1.4

Ce 94.4 95.2 100.4 96.7 2.8

Nd 97 97.4 98.2 97.5 0.5

Y 94.4 97 95.6 95.7 1.1

Zr 95.8 95.4 94.4 95.2 0.6

Mo 96.6 97.2 97.2 97.0 0.3

Fe 100.4 99.6 100.8 100.3 0.5

Ni 97.8 100.6 100.6 99.7 1.3

Cr 100.2 99 99.6 99.6 0.5

Mg 99.2 97.4 99.6 98.7 1.0

이 분리조건에서 4 M HNO3 매질의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U : 60

mg/mL, Fe, Mo, Zr, Cr, Cu, Ni, Te, La, Ce, Nd 및 Y : 5 μg/mL) 1 mL를 사

용하여 분리하고 각각의 회수율을 측정한 결과 표 1-30에서와 같이 0.3～2.3%의

상대표준편차범위에서 회수율은 95.2～100.3%로 정량적인 회수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Zr, Mo 및 Fe이 과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10 mg의

U이 함유되어 있는 4 M HNO3 매질의 시료용액을 사용하여 300 mg의

TBP/XAD-16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수지를 사용하면 10 mL의 4 M HNO3으로

정량적인 회수가 가능하다[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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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u, 분리

Ru은 묽은 HCl 매질에서 중성 또는 음이온 착물로 안정하게 존재하므로 양이

온으로 존재하는 Cs, Sr, Ba 및 REE로부터의 분리가 가능하다[1-17]. 따라서 본

연구진에서는 양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하여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Ru과

공존하는 핵분열생성물의 분리거동을 이미 조사한 바 있다[1-18]. 금속전환체에

서 검출되는 Fe, Ni, Cr 및 Mg과 Ru의 분리거동을 비교하기 위하여 0.5 M HCl

의 양이온교환수지분리관(Bio Rad 50W×8, 200～400 mesh, 충전부피 : 1 mL, 안

지름; 6 mm)에 0.5 M HCl 매질의 시료용액(U : 10 mg/mL, Ru, Rh, Pd, Mo

및 Te : 각각 6 μg/mL, Fe, Cr, Ni 및 Mg : 각각 100 μg/mL)을 1 mL 흘려

넣은 후 0.5 M HCl을 1 mL씩 사용하여 비커를 3 번 씻어 넣고 계속해서 0.5

M HCl을 20 mL 통과시키면서 용출액을 2 mL씩 분취한 다음 유도 결합 플라

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용출된 Ru과 공존원소들의 양을 측정하였다. 그림

1-37에 나타낸 용리곡선을 살펴보면 0.5 M HCl을 10 mL 통과시키면 Ru 뿐만

아니라 Rh, Pd, Mo 및 Te를 군으로 분리, 회수할 수 있었으며 이 단계에서 약

47%의 Cr이 Ru과 함께 용출되었다. 약 10 mg U의 돌파점 부피 (breakthrough

volume)는 16 mL로서 10 mg의 U으로부터 분리가 가능하였으며 Fe, Mg 및 Ni

은 용출되지 않고 수지에 세게 흡착되어 있었다. 이와 동일한 조건에서 Ru 분

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10 mg의 U과, Ru, Rh, Pd이 각각 6 μg, Mo 및

Te가 41 및 11 μg 그리고 Fe, Cr, Ni 및 Mg이 각각 100 μg 함유되어 있는 0.5

M HCl 매질의 시료용액을 사용하여 회수율을 측정한 결과 표 1-31에서와 같이

상대표준편차 1.0～3.6%에서 94.5～98.8%의 회수가 가능하였다.

Table 1-31. Recovery of Ru and co-existing metals by cation exchange
chromatography

Metal
Recovery, %

Mean, % RSD, %
T-1 T-2 T-3

Ru 95.0 96.7 96.7 96.1 1.0

Rh 100.0 96.7 98.3 98.3 1.7

Pd 93.3 98.3 100.0 97.1 3.6

Mo 100.9 96.9 97.1 98.8 2.0

Te 91.5 94.2 97.8 94.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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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7. Separation of Ru and co-existing metals on the cation 
exchange resin, Column; Bio Rad 50WX8, 200-400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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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ution; sample (1 mL), 0.5 M HCl.



6) 99Tc 분리

Tc은 질산매질에서 TcO4
-로 안정하게 존재하므로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Cs,

Sr, Ba 및 REE로부터의 분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진에서는 음이온교환

수지 분리관을 사용하여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Tc과 공존하는 핵분열생

성물의 분리거동을 이미 조사한바 있다[1-19]. 0.5 M HNO3의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서 금속전환체에서 검출되는 Fe, Ni, Cr 및 Mg과 Tc의 분리거동을 비

교하였다. 99Tc을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법으로 정량할 때 동중원소 간섭

(isobar effect)으로 영향을 미치는 Ru(99Ru)을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지 않는

중성 및 양이온성의 Ru(RuCl3, RuCl2
+ 및 RuCl2+)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Ru의 산화수를 조절하였다. Fe, Cr, Ni, Mg, Cu, U, Ru, Rh, Pd, Re, Zr,

Mo, Ce 및 Y이 각각 50 μg씩 함유되어 있는 혼합 금속이온용액을 10 mL 용량

의 비커에 넣고 증발 건고한 다음 0.3 mL의 8 M HNO3으로 용해시킨 후 10 μL

의 0.01 M KIO4 용액을 넣었다. 하루 방치한 다음 5 mL의 0.05 M HNO3을 가

하여 용액의 매질이 0.5 M HNO3이 되도록 하였으며 95% 에탄올을 1～2 방울

을 가하였다. 이어서 5 mL의 0.5 M HNO3으로 전처리한 음이온교환수지 분리

관(AG MP-1, 200～400 mesh, 충전부피 : 1 mL, 안지름 6 mm)에 시료용액을

흘려 넣고 5 mL의 0.5 M HNO3과 14 mL의 1 M HNO3을 통과시키면서 용출액

을 2 mL씩 분취한 다음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Tc 대신 첨가

한 Re과 공존원소들의 양을 분석하였다. 그림 1-38의 우측 그림을 살펴보면 Pd

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존원소들은 10 mL 이내에 용출되었으며 Ru의 꼬리끌기

가 계속되었으나 부식생성물인 Fe, Cr, Ni 및 Mg은 Re의 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Ru의 꼬리끌기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음이온교환수지의 충전부피를

0.5 mL로 줄이고 U(300 μg), Ba(17 μg), Fe, Mg, Cr, Cu, Ni, Mo, Zr, Nd, Ce,

Cd, Eu, Gd, La, Pr, Sm, Y, Sr, Te, Pd, Ru 및 Rh이 각각 5 μg 함유되어 있는

혼합금속이온용액을 사용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리거동을 조사하였다.

그림 1-38의 좌측에 나타낸 바와 같이 Ru의 꼬리끌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Re도

18 mL부터 용출되기 시작하여 Re의 선택적 분리는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확립한 원래의 방법대로 음이온교환수지의 충전부피를

1 mL로 정하였다. 이와 동일한 조건에서 Tc 분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U 60 μg, Re, Fe, Mg, Cr, Cu, Ni, Mo, Zr, Nd, Ce이 각각 10 ug, Cd, Eu, Gd,

La, Pr, Sm, Y, Te, Ru, Rh, Pd이 각각 5 μg 및 Ba 17 μg이 함유되어 있는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을 시용하여 Re의 회수율을 측정한 결과 표 1-32에서와 같

이 0.7%의 상대표준편차에서 97.9%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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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2. Recovery of Re as a surrogate of Tc by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

Metal
Recovery, %

Mean RSD, %
T-1 T-2 T-3

Re 97.4 96.2 97.4 97.0 0.7

7) 핵분열생성물 및 부식생성물 회수율 측정 및 신뢰도 평가

금속전환체에 함유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및 부식생성물) 분리의 신뢰도를 평

가하기 위하여 표 1-33에 나타낸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 1 mL를 사용하여

그림 1-39～1-41과 같은 분리절차에 따라 핵분열생성물과 부식생성물을 3 회 분

리, 정량한 다음 회수율과 상대표준편차를 측정하였다. 실제로 Pu와 Np을 사용

하지는 않았지만 Pu와 Np 분리과정에서 검출된 핵분열생성물과 부식생성물의

양은 표 1-28과 1-34에서와 같이 미량의 수준으로 Pu과 Np의 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Table 1-33. Chemical composition of simulated uranium metal ingot

Metal Added, μg Metal Added, μg

Fe 800 Nd 255.3

Mg 100 Pr 71.1

Cr 100 Sm 54.3

La 77.1 Y 28.5

Ni 100 Sr 48.3

Li 100 Cs 100

Ba 110.1 Zr 228.3

Ce 150.3 Sr 48.3

Eu 8.49 U 60 mg

Gd 8.22



Filtration 

Dissolution with 8 M HNO3 

Sampling a Uranium Metal Ingot

Filtrate Insoluble residue Dissolution by microwave digestion technique  Ru, Mo, Zr, Fe, Cr, Ni 

Sampling a filtrate containing 10 mg of U

Fusion with KOH 

Evaporation of an aliquot containing 50 mg of U and dissolution with 2.4 mL 1 M HNO3

Addition of 0.1 mL 0.02 M NH2OH-HCl/0.5 M HNO3 and standing overnight

Addition of 0.1 mL 15% NaNO2 and 2.5 mL conc. HNO3 after 10 min.

Anion exchange column (AGMP-1, 200-400 mesh) 

Pu

16 mL 8 M HNO3 1 mL 0.5 M HNO3
9 mL 0.02 M NH2OH-

HCl/0.5 M HNO3

9 mL of  0.5 M HCl

Evaporation and dissolution with 1 mL 0.5 M HCl

Cation exchange column (AG 50WX8, 100-200 mesh) 

Ru, Rh, Pd, Mo, TeEvaporation and dissolution with 2 mL 10 M HCl

Evaporation and dissolution with 2 mL 10 M HCl 

32 mL 10 M HCl 40 mL 8 M HNO3

Anion exchange column (AG MP-1, 100-200 mesh)

Evaporation and dissolution with 1 mL 4 M HNO3

Sampling an aliquot containing 10 mg of uranium   U, Mo, Zr, Fe

Dissolution with 0.2 mL of 1 M HNO3 + 1.8 mL of 0.01 M HNO3

3 mL 
0.1 M HCl

2 mL 
0.001 M HNO3

5 mL 
6 M HCl

5 mL of DTPA 
/ Lactic acid

4 mL 4 M HNO3

TBP/XAD-16 column (300 mg, 100-200 mesh)

Fe, Mo, Zr

Making up to 50 mL with 10 M HCl  

Sampling 10 mL and evaporation    

Cs, Li, Ba, Sr, Ni, Cr,Cd Am, Cm REE, Fe

HDEHP/XAD-16 column (350 mg, 100-200 mesh, ID: 4 mm)

Fig. 1-39. Separation procedure of Pu, and fission products  from uranium 
metal ingotsmetal ingots.



Filtration 

Dissolution with 8 M HNO3 

Sampling a Uranium Metal Ingot

Filtrate 

10 mL 8 M HNO3 15 mL 9 M HCl/0.05 M NH4I

Evaporation of an aliquot containing 2 mg of U and addition of 0.1 mL 30% H2O2

Addition of 12 M HNO3 for adjusting acidity to 8 M and standing 7 days

10 mL 0.5 M HCl

U, Am, Cm, FPs, Np

Anion exchange column (AGMP-1, 200-400 mesh) 

Pu

Fig. 1-40. Separation procedure of  Np  from uranium metal ingots.



Dissolution of Uranium Metal Ingots with 8 M HNO3 

Filtration

0 01 mL of 0 01 M KIO
0.3 mL of Filtrate

Containing 
0.0 7 mg U

13 mL of 1 M HNO3 10 mL of 10 M HNO3

0.01 mL of 0.01 M KIO4

5 mL of 0.05 M HNO3

1 drop of ethanol

99

Anion exchange column (AG MP-1, 200-400 mesh, ID: 6 mm)

Actinides, Fission products Tc

Fig. 1-41. Separation procedure of  99Tc  from uranium metal 
ingots.



Table 1-34. Mesured amounts of various metals at the Np separation step

Metal Added, μg Measured, μg Metal Added, μg Measured, μg

Fe 800

0.54

Nd 255.3

0

0.29 0
0.44 0

Mg 100
0.14

Y 28.5
0

0.13 0
0.09 0

Cr 100

0

Sr 48.3

0

0 0
0 0

Ce 150
0

Mo 211.8
0

0 0
0 0

Ni 100

0

Zr 228.3

0

0 0
0 0

Ba 110.0
0.49

U 60,000
2.7

0.46 1.3
0.31 1.7

계속해서 10 M HCl 매질의 음이온교환수지법으로 Am과 Cm의 알파분광분석

에 영향을 미치는 U, Fe, Zr 및 Mo으로부터 Cs, Li, Ba, Sr, Ce, La, Eu, Gd,

Nd, Pr, Sm, Y, Ni, Cr 및 Mg을 군으로 분리시켰다. 또한 음이온교환수지 분

리관에 흡착되어 있는 U, Fe, Zr 및 Mo은 8 M HNO3을 사용하여 군으로 분리

하고 1.5 g의 TBP/XAD-16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수지가 충전되어 있는 분리관

에서 U 매질로부터 Fe, Zr 및 Mo을 분리․회수하였다. 표 1-35에서와 같이 상

대표준편차 0.2～1.2% 범위에서 회수율은 100.5～102.3%로 정량적으로 회수가 가

능함을 알 수 있다. 만약에 Fe, Zr 및 Mo의 농도가 큰 경우에는 시료의 채취량

을 감소시켜서 약 10 mg의 U이 함유되어 있는 용액을 사용하여 300 mg의

TBP/XAD-16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수지가 충전되어 있는 분리관에서 분리하는

것이 분석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10 mg의 U이 함유되어 있는 용액을 사용하여 300 mg의 TBP/XAD-16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수지가 충전되어 있는 분리관으로부터 분리, 회수한 Cs, Li, Ba,

Sr, Ce, La, Eu, Gd, Nd, Pr, Sm, Y, Ni, Cr 및 Mg으로부터 Am과 Cm을 분리

하기 위하여 350 mg의 HDEHP/XAD-16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수지가 충전되어

있는 분리관을 사용하였다. 0.1 M HCl을 용리액으로 사용하여 회수한 Cs, Li,



Ba, Sr, Cd, Mg, Ni 및 Cr의 회수율은 표 1-36에서와 같이 상대표준편차 0.3～

2.7% 범위에서 95.0～101.9%이었다.

실제로 Am과 Cm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0.05 M DTPA/0.5 M Lactic acid를

용리액으로 사용하여 Am과 Cm 분리단계에서 얻은 용출액으로부터 Ce, La, Eu,

Gd, Nd, Pr, Sm 및 Y은 검출되지 않았다. 6 M HCl을 용리액으로 사용하여 분

리, 회수한 Ce, La, Eu, Gd, Nd, Pr, Sm 및 Y의 분리, 회수율은 표 1-37에서와

같이 상대표준편차 0.8～2.5% 범위에서 99.3～102.8%이었다.

한편, 10 mg의 U이 함유되어 있는 모의 금속전환체 용액을 취하여 Ru, Rh

및 Pd을 각각 6 μg 첨가하고 양이온교환수지법으로 분리, 회수율을 측정한 결과

표 1-38에서와 같이 상대표준편차 1.0～3.6% 범위에서 96.1～98.3%의 회수율을

보였다. 또한 99Tc과 화학특성이 유사한 Re이 10 μg 함유되어 있는 표 1-39의

모의 금속전환체 용액을 사용하여 음이온교환수지법으로 Re의 회수율을 측정한

결과 표 1-40에서와 같이 0.7%의 상대표준편차에서 97%이었다.

Table 1-35. Recovery of Fe, Zr and Mo in simulated uranium metal ingot

Metal Added, μg Measured, μg Recovery, % Mean, % RSD, %

Fe 800

818 102.2

102.3 0.2820 102.5

817 102.1

Zr 228.3

231.2 101.3

100.5 0.9227.4 99.6

229.6 100.6

Mo 211.8

215.5 101.7

100.5 1.2210.4 99.3

212.9 100.5

U 60,000

0 0

00 0

0 0



Table 1-36. Recovery of Ba, Sr, Cd, Mg, Ni, Cr, Li and Cs in simulated
uranium metal ingot solution

Metal Added, μg Found, μg Recovery, % Mean, % RSD, %

Ba 110.0

105.9 96.3

95.1 1.1103.8 94.4

104.1 94.6

Sr 48.3

45.5 94.2

95.0 1.645.4 94.0

46.7 96.7

Mg 100

101.3 101.3

101.4 1.2100.2 100.2

102.6 102.6

Ni 100

102.2 102.2

101.9 0.3101.6 101.6

101.9 101.9

Cr 100

98.9 98.9

100.2 1.1101.0 101.0

100.7 100.7

Li 100

101.1 101.1

98.4 2.795.8 95.8

98.2 98.2

Cs 100

94.8 94.8

96.1 2.596.1 98.8

94.6 94.6



Table 1-37. Recovery of REE in simulated uranium metal ingot solution

Metal Added, μg Found, μg Recovery, % Mean, % RSD, %

Ce 150.3

154.9 103.1

102.1 0.8152.9 101.7

152.8 101.6

La 77.1

76.5 99.2

99.3 0.877.2 100.1

76.0 98.6

Pr 71.1

74.0 104.1

102.8 2.574.3 104.5

71.0 99.9

Nd 255.3

259.9 101.8

102.0 0.8258.8 101.4

262.8 102.9

Sm 54.3

55.4 102.0

101.6 0.955.6 102.4

54.6 100.6

Eu 8.49

8.66 102.0

102.2 0.98.62 101.5

8.76 103.2

Gd 8.22

8.32 101.2

102.6 1.28.51 103.5

8.49 103.3

Y 28.5

29.2 102.5

100.8 2.028.9 101.4

28.1 98.6



Table 1-38. Recovery of Ru simulated uranium metal ingot solution

Metal Added, μg Found, μg Recovery, % Mean, % RSD, %

Pd 6

5.6 93.3

97.2 3.65.9 98.3

6.0 100

Rh 6

6.0 100

98.3 1.75.8 96.7

5.9 98.3

Ru 6

5.7 95.0

96.1 1.05.8 96.7

5.8 96.7

Table 1-39. Composition of simulated uranium metal ingot solution containing
Re  

Metal Added, μg Metal Added, μg

Fe 10 Nd 10

Mg 10 Pr 5

Cr 10 Sm 5

Ni 10 Y 5

Ba 17 Zr 10

Gd 5 La 5

Ce 10 Sr 8

Eu 5 Mo 10

Re 10 U 60

Table 1-40. Recovery of Re as a surrogate of Tc in simulated uranium metal
ingot solution

Metal Added, μg Found, μg Recovery, % Mean, % RSD, %

Re 10

9.74 97.4

97.0 0.79.62 96.2

9.78 97.8



바. Cs, Ba, Sr, REE 및 99Tc의 정량한계 측정

1) Cs, Ba, Sr 및 REE 정량한계

금속전환공정에서 Cs, Ba 및 Sr과 같은 핵분열생성물은 금속으로 환원되지 않

고 LiCl에 용해된다. 99Tc는 235U과 239Pu의 열중성자 조사에 의해 생성된 베타

방출핵종이며 반감기가 2.1×105 년으로 환경 모니터링을 위해서 중요한 핵종이

다. 또한 Ce, Pr, Nd, Sm, Eu, Gd 및 Y과 같은 란탄족 핵분열생성물은 금속

전환공정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한 지표원소로 사용하며 용융염에서의 환원거동

이 아직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금속전환공정의 인허가를 대비하여 최

종 생산물인 금속전환체의 화학특성을 규정하기 위해 미량의 농도범위에서도 정

량이 필요한 핵분열생성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상대표준편차 5% 이내에

서 정량적인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는 농도를 정량한계로 정하고 진한 HCl 매

질에서 음이온으로 존재하는 U, Fe, Zr 및 Mo과 달리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Cs,

Ba, Sr 및 REE을 음이온교환수지법으로 군분리하는 방법을 최적화하였다.

가) 음이온교환수지 충전부피에 따른 Cs, Ba, Sr 및 REE의 분리거동

금속전환체의 매질인 U은 6～12 M HCl에서 UO2Cl3
-으로 그리고 부식생성물

로 과량 함유되어 있는 Fe은 9～12 M HCl에서 FeCl4
-로 존재한다. 또한 0.5～9

M HCl에서 음이온교환수지에 대해 낮은 분배계수를 보이는 Mo과 Zr은 HCl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흡착량이 증가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10 M HCl에서 음이온

교환수지법을 사용하여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Cs, Sr, Ba 및, REE를 분리, 농축

하고자 하였다.

음이온교환수지는 Bio Rad사의 AG 1X8 (200-400 mesh, 1.2 meq/mL, Cl)로

서 20 mL 용량의 분리관(Bio Rad, Econo-Pac disposable chromatography

column, ID : 9 mm, Cat. No., 732-1010)에 충전시켜 사용하였다. U의 양을 1

g으로 정하고 수지의 흡착용량을 고려하여 수지의 충전부피를 12～15 mL 범위

에서 변화시켜 가면서 분리거동을 조사하였다. 근래 U의 사용이 극히 제한적

이므로 금속전환공정 연구를 위하여 분석이 완료된 표 1-41과 같은 화학조성의

금속전환체(06-QL-1) 용해용액을 정제하면서 반복, 사용하였다. U이 약 1 g 함

유되어 있는 8 M HNO3 매질의 금속전환체 시료 용해용액을 취하여 매질을

10 M HCl으로 바꾼 4 mL의 시료용액을 음이온교환수지의 충전부피를 12 및

15 mL로 조절한 분리관을 넣고 일정량의 10 M HCl을 통과시키면서 용출액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원소들을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분석하여

U, Cs, Sr, Ba, 및 REE와 부식생성물인 Fe, Ni, Cr 및 Mg의 분리거동을 함께



조사하였다. 음이온교환수지의 충전부피가 15 mL인 분리관에 10 M HCl 60

mL를 통과시킬 때에는 U 흡착띠의 길이가 수지의 충전부피 15 mL 중 8～9

mL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그림 1-42에서와 같이 10 M HCl을 60 mL 통과시킬

때까지 U이 용출되지 않았다. 충전부피를 12 mL로 조절할 경우에는 U의 돌

파점 부피가 약 55 mL이었으며 Sr, Ba 및 REE(La, Nd, Y)를 20 mL 이내에서

군으로 회수할 수 있었다. Fe은 U과 함께 수지에 세게 흡착되어 있었으며 부

식생성물인 Cr과 Ni 및 Mg은 Sr, Ba 및 REE(La, Nd, Y)와 함께 군으로 분

리․회수할 수 있었다.

Table 1-41. Chemical composition of uranium metal ingot (06QL-1)

Metal
Result, μg/g U

Mean RSD, %
T-1 T-2 T-3

Li 87.9 87.4 90.4 88.6 1.8

Mg 82.4 81.6 80.8 81.6 1.0

Ni 123.6 119.3 119.5 120.8 2.0

Cr 334.9 330.8 340.0 335.2 1.4

*Fe 8.71

* mg/g U

나) 정량한계 측정

1 g의 U에 함유되어 있는 Cs, Ba, Sr, La, Ce, Pr, Nd, Sm, Eu, Gd 및 Y의

양을 0.1～5 μg (Cs은 10 μg) 범위에서 변화시켜 가면서 상대표준편차 5% 이내

의 정량이 가능한 농도를 조사하였다.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에는 표 1-41

과 같은 화학조성을 갖도록 Fe, Ni, Cr, Mg 및 Li을 첨가하였다. 핵분열생성물

이 각각 5 μg/g U (Cs은 10 μg/g U)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 1-42에서

와 같이 상대표준편차 0.4～2% 범위에서 정량적인 회수가 가능하였다. 한편

핵분열생성물이 각각 2 μg (Cs; 5 μg)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 1-43에서와

같이 Cs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분열생성물이 상대표준편차 0.3～1.4% 범위에서

정량적인 회수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Cs의 정량한계는 10 μg/g U임을 확인하

였다. 또한 1 μg/g U에서 측정한 결과 표 1-44에서와 같이 상대표준편차가

10.6%인 Pr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분열생성물을 상대표준편차 1.1～3.3% 범위에

서 정량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0.2 μg U의 경우에는 표 1-45-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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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2. Separation of fission products and corrosion products on 
the different bed volumes of anion exchange resin. Column; Bio 
Rad 1X8, 200-400 mesh, bed volume: 12 mL, 15 mL. ID., 15 mm. 
Sample (4 mL/10 M HCl); Y, Sr, Ba, La, Nd : 5 ug/each, Cr: 350 ug, 
Li and Mg: 90 ug/each, U: 1 g. 



와 같이 대부분 목표로 하는 정밀도 5% 이상의 상대표준편차를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검토한 Ba, Sr, La, Ce, Pr, Nd, Sm, Eu, Gd 및 Y의 정량한계는 1

μg/g U이었다. 한편, Cs과 Pr은 표 1-45-2에서와 같이 각각 10 μg/g U 및 5 μ

g/g U의 정량한계값을 나타내었다.

Table 1-42. Recovery of 5 μg fission products in 1 g uranium

Metal
Recovery, %

RSD, %
T-1 T-2 T-3 Mean, %

Cs (10 μg) 98.1 97.4 96.5 97.3 0.8

Sr 99.8 99.4 98.8 99.3 0.5

Ba 111.5 115.0 115.8 114.1 2.0

La 96.1 100 98.8 98.3 2.0

Ce 98.7 99.2 100.4 99.4 0.9

Nd 98.4 98.2 99.6 99.1 0.6

Y 99.6 100.8 100.4 100.3 0.6

Pr 97.9 99.6 99.6 99.0 1.0

Sm 100.4 101.6 100.8 100.9 0.6

Eu 97.4 98.0 97.2 97.5 0.4

Gd 98.4 99.2 100.0 99.2 0.8

Table 1-43. Recovery of 2 μg fission products in 1 g uranium

Metal
Recovery, %

RSD, %
T-1 T-2 T-3 Mean, %

Cs (5 μg) 91.7 83.3 85.4 86.8 5.1

Sr 100.3 98.4 98.9 99.2 1.0

Ba 99.0 98.1 97.1 98.1 1.0

La 101.8 99.1 100.0 100.3 1.4

Ce 95.1 95.6 95.6 95.4 0.3

Nd 97.1 96.2 97.6 97.0 0.7

Y 99.0 98.0 100.5 99.2 1.3

Pr 97.1 97.6 98.6 97.8 0.8

Sm 100.3 98.4 98.9 99.2 1.0

Eu 100.0 98.0 97.5 98.5 1.3

Gd 103.9 102.9 101.5 102.8 1.2



Table 1-44. Recovery of 1 μg fission products in 1 g uranium

Metal
Recovery, %

RSD, %
T-1 T-2 T-3 Mean, %

Sr 102.2 102.2 100.0 101.5 1.3

Ba 104.0 104.0 110.0 106.0 3.3

La 96.2 101.9 98.1 98.7 2.9

Ce 102.0 100.0 102.0 101.3 1.1

Nd 102.1 100.0 100.0 100.7 1.2

Y 100.0 100.0 98.0 99.3 1.2

Pr 100.0 106.1 122.4 109.5 10.6

Sm 102.0 98.0 102.0 100.7 2.3

Eu 102.0 104.0 102.0 102.7 1.1

Gd 100.0 102.0 100 100.7 1.1

Table 1-45-1. Recovery of 0.2 μg fission products in 1 g uranium

Metal
Recovery, %

RSD, %
T-1 T-2 T-3 Mean, %

Sr 122.3 122.1 133.3 127.7 6.2

Ba 63.6 90.9 81.8 78.8 17.6

La 110.0 110.0 110.0 110.0 0

Ce 77.8 100.0 88.9 88.9 12.5

Nd 100.0 88.9 88.9 94.5 8.3

Y 100.0 100.0 100.0 100.0 0

Sm 175.0 200.0 212.5 195.8 9.8

Eu 100.0 100.0 100.0 100.0 0

Gd 110.0 110.0 120.0 113.3 5.1



Table 1-45-2. Recovery of 1 μg fission products in 1 g uranium

Metal
Recovery, %

RSD, %
T-1 T-2 T-3 Mean, %

*Cs 98.1 97.4 96.5 97.3 0.8

Sr 102.2 102.2 100.0 101.5 1.3

Ba 104.0 104.0 110.0 106.0 3.3

La 96.2 101.9 98.1 98.7 2.9

Ce 102.0 100.0 102.0 101.3 1.1

Nd 102.1 100.0 100.0 100.7 1.2

Y 100.0 100.0 98.0 99.3 1.2
**Pr 97.9 99.6 99.6 99.0 1.0

Sm 102.0 98.0 102.0 100.7 2.3

Eu 102.0 104.0 102.0 102.7 1.1

Gd 100.0 102.0 100 100.7 1.1

* : 10 μg/g U, ** : 5 μg/g U

다) 미량 핵분열생성물 정량에 미치는 Cr의 영향 검토

표 1-4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금속전환체 시료에는 부식생성물로 Fe, Cr, Ni

및 Mg이 과량 함유되어 있다. 이들은 1 μg/g U에서 핵분열생성물의 분리 및

회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들이 함께 분리, 회수될 경우 (Fe는 분리관에

흡착되어 있음)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에 의한 핵분열생성물 정량

에 미치는 간섭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Cs, Ba, Sr 및 REE의 농도를

0.25～0.5 μg/mL의 범위에서 Cr의 농도를 0～250 μg/mL 범위에서 조절하면서

분석한 결과 그림 1-43에서와 같이 Sr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분열생성물들은 조

사한 농도범위에서 Cr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Sr을 정량하기 위하여 분리된 시

료용액의 Cr을 분석한 후 시료용액과 같은 농도가 되도록 Cr을 표준용액에 첨

가하여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분석해야 한다.

2) 99Tc 정량한계

확립된 음이온교환수지법을 사용하여 Tc의 정량한계를 측정하였다. 유도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법으로 정량할 때 간섭하는 동중원소,
99

Ru과
99

Tc의 함량은

35000 MWd/MtU 연소도의 사용후핵연료(10년 냉각)의 경우 각각 0.03 μg/g

및 809.2 μg/g이다. 그러나 Tc과 Ru은 금속전환공정의 전단계인 사용후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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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3. Effect of Cr on Sr and Ba determination by ICP-AES. 



료 voloxidation 공정에서 휘발하므로 극미량의 농도범위에서 99Tc 정량한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표 1-46에서와 같은 화학조성을 갖는 0.5 M HNO3 매질의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을 준비하고 Tc과 화학특성이 같은 Re의 양을 5～60 ng 범위에서 변화

시키면서 분리한 다음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법으로 정량하였다. Re의

회수율은 표 1-47에서와 같이 상대표준편차 0.3～1.75% 범위에서 94.9～96.0%이

었으며 Re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정밀도가 개선되었다.

Table 1-46. Composition of simulated solution of uranium metal Ingot

Metal Added, μg Metal Added, μg

Li 0.6 Fe 0.6

Sr 0.6 Ni 7.2

Ba 0.6 Cr 20.4

La 0.6 Mg 4.8

Ce 0.6 Zr 0.3

Y 0.6 Mo 0.3

Nd 0.6 U 60

Table 1-47. Recovery of Re from simulated uranium metal ingot solutions

Added Re, ng Found, ng Recovery, % Mean, % RSD, %

5

4.84 96.8

94.9 1.754.72 94.4

4.68 93.6

10

9.64 96.4

96.0 0.919.66 96.6

9.50 95.0

20

19.2 96.0

95.8 0.3019.1 95.5

19.2 96.0

60

57.48 95.8

95.6 0.4557.04 95.1

57.50 95.8



Table 1-48. Chemical composition of PWR spent fuel and simulated PWR
spent fuel solution

F.P's + Ac's
PWR spent fuel* SIMFUEL

μg/g μg/mL

Ag 82.4 -
Ba 1,835 36.7
Cd 119.8 2.4
Ce 2,505 50.1
Cs 2,511 50.2
Eu 141.6 2.8
Gd 136.9 2.7
La 1,284 25.7
Mo 3,528 70.6
Nd 4,257 85.1
Pd 1,505 -
Pm 10.5 -
Pr 1,177 23.5
Rb 368.8 7.4
Rh 486.0 -
Ru 2,330 -

99Ru 0.0297
Sb 20.8 0.4
Se 59.3 3.0
Sm 906.9 18.1
Sn 96.5 -
Sr 806.6 16.1

99Tc 809.2 -
Te 515.5 10.3
Y 476.7 9.5
Zr 3,805 76.1

Am 627.5 -
Cm 23.16 -
Np 482.4 -
Pu 8,940 -
U 953,900 19,0047 (mg/mL), 17.0302 g/mL

Free acidity 2.84 M (HNO3)

s.g. 1.1135 g/mL

* PWR Spent Fuel (used as reference fuel)

; burnup : 35,000 MWd/MtU, 235U : 3.21%, Cooling time : 10 years.



정량한계를 낮추기 위하여 Re의양을 5 ng으로 정하고 U의 양을 60～240 mg 범

위에서 변화시키면서 회수율과 상대표준편차를 측정하였다. 이 실험을 위하여

60 및 120 mg의 U이 함유되어 있는 표 1-48과 같은 화학조성의 모의 사용후핵

연료 용해용액을 사용하였으며 별도로 부식생성물로 Fe, Ni, Cr 및 Mg을 첨가

하여 표 1-49와 같은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을 제조하였다. 240 mg의 U이

함유되어 있는 시료는 0.6 mL의 8 M HNO3에 용해되지 않으므로 실험을 수행

할 수 없었으며 각각을 3 회 분리하고 유도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법으로 분석

한 결과 상대표준편차 3.2～3.8% 범위에서 회수율은 98～100%이었다.

Table 1-49. Recovery of Re in simulated uranium metal ingot solution.

Sample No. Metal added, μg Found Re, ng Recovery, % RSD, %

T-1

Ni 7.2

5.0 100.0 3.2

Cr 20.4

Mg 4.8

Fe 0.6 mg

Ru 0.2

Re 0.005

U 60 mg

T-2

Ni 14.4

4.9 98.0 3.8

Cr 40.8

Mg 9.6

Fe 1.2 mg

Ru 0.2

Re 0.005

U 120 mg

99Tc의 정량한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표 1-49에 나타낸 T-2 시료와 같은 화학조

성의 모의 금속전환체 용해용액에 5 ng 및 20 ng의 99Tc (Isotope Products

Lab.Source No.: 799-33-2)을 첨가하고 그림 1-44의 분리절차에 따라 99Tc을 분

리, 정량하였다. 0～100 ng/mL 범위에서 유도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법으로

분석하여 구한 그림 1-45의 99Tc 검정곡선을 살펴보면 선형상관계수는 0.99997로

좋은 직선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회수율은 표 1-50에 나타낸 바와 같이 5

ng 99Tc/120 mg U(0.04 μg 99Tc/g U)에서의 상대표준편차는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5% 이하의 정량 정밀도를 만족시키고 있지만 회수율은 108%로서 비교



Sampling of Uranium Metal Ingot dissolved solution containing 
120 mg uranium

Evaporation it  and dissolved with 0.6 mL 8 M HNO3

Addition of 0.01 mL KIO4/8 M HNO3 and standing over night  

Addition of 9.3 mL M HNO3 and 3 drops 95% ethanol 

After 10 minutes, transfer into an anion exchange resin column
(AG MP-1. 200-400 mesh, ID.: 0.6 cm, bed volume: 1 mL) 

Acs, Fps, Cps 99Tc

10 mL 10 M HNO3

Anion exchange resin column, 

10 mL 0.5 M HNO3

Fig. 1-44. Separation procedure of 99Tc from uranium metal ing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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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편차는 99Ru에 의한 오염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99Tc의 정량한계는 1.5%

의 상대표준편차에서 20 ng 99Tc/120 mg U(0.17 μg 99Tc/g U)으로 확정하였

다. 이 실험의 결과로부터 실험실의 분위기를 99Ru에 의한 오염을 차단할 수

있다면 1.9%의 상대표준편차에서 0.04 μg 99Tc/g U 이하의 농도범위에서도

99Tc의 정량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Table 1-50. Recovery of 99Tc from simulated uranium metal ingot solutions

Sample No. Added, ng Measured, ng Mean, ng Recovery, % RSD, %

T-1 5 5.5

5.4 108.0 1.9T-2 5 5.3

T-3 5 5.4

T-4 20 20.6

20.3 101.5 1.5T-5 20 20.3

T-6 20 20.0

사. 금속전환공정 실증시료의 화학특성 평가 및 물질수지 생산

9.499 kg의 UO2 분말에 일정량의 핵분열생성물 원소를 첨가하여 준비한 모의

사용후핵연료(SimFuel)와 90 kg의 LiCl 및 2.7 kg의 Li2O를 사용하여 금속전환공

정에서 만들어진 공정시료(SimFuel, Molten Salt 및 Uranium Metal Ingot)의 화

학특성과 물질수지를 평가하였다.

1) 금속전환 공정 실증시료의 화학특성 평가

가) U 정량

3,5000 MWd/MtU 연소도 사용후핵연료(235U=3.21%, 10년 냉각)의 화학조성

을 모사하여 제조한 표 1-51의 모의 사용후핵연료(SIMFUEL) 0.9982 g과

4.9537g의 Reduced Metal (RM) 그리고 4.7536 g의 금속전환체(Uranium Metal

Ingot, UMI)를 채취하여 8 M HNO3 매질의 용해용액을 각각 50 mL(15.812

mg SIMFUEL/g 용해용액), 100 mL(38.3367 mg RM/g 용해용액) 및 100

mL(37.0978 mg UMI/g 용해용액) 준비하였다. 약 3～4 mg의 U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량의 시료 용해용액을 무게로 취하여 조절전위 전기

량적정절차에 따라 U을 각각 3 회 정량하고 분석신뢰도를 평가하였다. 한편,

용융염 내에 함유되어 있는 U은 양이온교환수지법으로 Sr, Ba, Zr, La, Ce, Nd



및 Y과 함께 군으로 분리, 회수한 다음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정량하고 분석신뢰도를 평가하였다. 표 1-5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시

료에 매질로 함유된 U은 연구목표 5% 이하의 정량정밀도를 만족하였다.

Table 1-51. Composition of prepared SIMFUEL

Weighted, g Calculated, g Metal
M/U, mg/g

Oxide Added, g Metal g

U3O8 9,499 U 8,055.97 1,000

BaO 22.9 Ba 20.51 2.546

CeO2 37.8 Ce 30.77 3.820

La2O3 42.2 La 35.983 4.467

MoO3 57.2 Mo 38.125 4.733

SrO 10.2 Sr 8.625 1.071

Cs2O 55.9 Cs 52.726 6.545

Y2O3 12.9 Y 10.158 1.261

ZrO2 55.4 Zr 41.01 5.091

RuO2 20.0 Ru 15.19 1.886

Nd2O3 160.0 Nd 137.18 17.028

Total 9,974.5 8,446.2

Table 1-52. Analytical results of uranium in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materials.

Sample
Result, mg U/g sample

Mean, mg/g RSD, %
T-1 T-2 T-3

SF-03 807.109 807.286 805.142 806.512 0.15

RM-03 885.421 888.585 889.271 887.421 0.23

UMI-H3 623.617 630.024 631.609 628.416 0.67

SI-03 0.577 0.593 0.600 0.590 1.99

* SF : SimFuel, RM : Reduced Metal, UMI : Uranium Metal Ingot,
SI : Salt Ingot

나) Pu 정량

금속전환공정 실증시료에는 Pu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약 50 mg의 U을



함유하고 있는 모의 사용후핵연료와 금속전환체 용해용액에 약 500 μg의 239Pu

을 첨가한 3 개의 시료용액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확립한 Pu 분리 및 조절

전위 전기량적정절차에 따라 정량하고 분석신뢰도를 평가하였다. 표 1-53에 나

타낸 바와 같이 모의 사용후핵연료와 금속전환체 용해용액에 첨가한 239Pu은 각

각 연구목표로 하는 5% 이하의 정량 정밀도를 만족하였다.

Table 1-53. Recovery of plutonium in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materials

Sample

No.
Added, μg

Result

Found, μg Mean, μg Recovery, % RSD, %

SF-03

495.1 481.7

483.7 97.7 0.4495.1 483.9

495.1 485.4

UMI-H3

499.4 487.7

481.8 96.5 1.5499.4 476.8

499.4 480.8

다) 극미량 악티늄족 원소(Np, Am 및 Cm) 정량

금속전환공정 실증시료에는 Np, Am 및 Cm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약

500 μg의 U을 함유하고 있는 모의 사용후핵연료와 금속전환체 용해용액에 10

Bq의 237Np, 20 Bq의 241Am 그리고 23 Bq의 244Cm을 첨가한 3 개의 시료용액

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확립한 극미량 악티늄족 원소의 분리, 전착 및 알파

분광분석절차에 따라 정량하고 분석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모의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에 첨가한 237Np, 241Am 및 244Cm의 회수율은 표 1-5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각 101.6%, 77.2% 및 82.1%이었으며 상대표준편차는 각각 5.2%, 3.7%

및 3.6%로서 연구목표 5% 이하의 정량 정밀도를 만족하였다. 한편, Fe, Ni,

Cr, Mg 및 Li 등 과량의 부식생성물과 용융염이 함유되어 있는 금속전환체의

경우에는 표 1-55에서와 같이 37Np, 241Am 및 244Cm의 회수율이 각각 97.4%,

73.5% 및 70.0%이었으며 상대표준편차는 각각 0.5%, 9.2% 및 9.7%이었다. 따

라서 극미량의 237Np, 241Am 및 244Cm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상대표준편

차가 크게 나타났으므로 237Np은 235,236Np을 그리고 241Am 및 244Cm은 243Am을

추적자로 사용하여 회수율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라) 금속전환공정 실증시료 내 핵분열생성물 정량



확립한 금속전환공정 시료 내 핵분열생성물 정량절차에 따라 모의 사용후핵

연료, 금속전환체 및 용융염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과 부식생성물

을 정량한 결과 표 1-56에서와 같이 8 M HNO3에 의한 시료 용해과정에서 잘

용해되지 않는 Mo, Zr, Ru과 Fe, Ni, Mg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분열생성물들

은 연구목표 5% 이하의 정량 정밀도를 만족하였다.

Table 1-54. Recovery of 237Np, 241Am and 244Cm in a SIMFUEL-03 sample

Nuclide Sample No. Added, Bq
Result

Found, Bq Recovery, % Mean, % RSD, %

237Np

T-1 9,985 9.62 96.4

101.6 5.19T-2 9,985 10.13 101.5

T-3 9,985 10.67 106.9

241Am

T-1 20.85 16.70 80.1

77.2 3.73T-2 20.85 15.50 74.3

T-3 20.85 16.09 77.2

244Cm

T-1 22.96 19.32 84.2

82.1 3.56T-2 22.96 18.08 78.8

T-3 22.96 19.14 83.4

Table 1-55. Recovery of 237Np, 241Am and 244Cm in a uranium metal ingot-H3
sample

Nuclide
Sample

No.
Added,

Bq

Result

Found, Bq Recovery, % Mean, % RSD, %

237Np

T-1 9,985 9.78 97.9

97.4 0.52T-2 9,985 9.72 97.3

T-3 9,985 9.68 96.9

241Am

T-1 20.85 13.70 65.7

73.5 9.16T-2 20.85 16.18 77.6

T-3 20.85 16.06 77.0

244
Cm

T-1 22.96 14.29 62.3

70.0 9.69T-2 22.96 16.70 72.7

T-3 22.96 17.21 74.9



Table 1-56. Analytical results of fission products and/or corrosion products
in the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materials

Metal
SIMFUEL-03,

(Added, mg/g)

Measured, mg/g sample (RSD, %)

SimFuel-03 U Metal Ingot-H3 Salt Ingot-03

Ba 2.055 1.768 (0.55) 0.054 (0.04) 0.219 (0.76)

Ce 3.080 0.051 (11.6) 1.360 (1.65) 0.069 (1.65)

La 3.600 3.300 (2.34) 1.584 (1.56) 0.076 (0.74)

Nd 13.717 14.209 (0.43) 4.478 (1.02) 0.170 (1.22)

Sr 0.858 0.712 (1.33) 0.084 (0.08) 0.076 (1.19)

Y 1.022 1.042 (6.35) 0.352 (0.35) 0.075 (3.94)

Cs 5.269 - <0.008 0.433 (5.46)

Mo 3.811 4.010 2.408 0.086

Zr 4.102 1.441 3.756 0.009

Ru 3.484 0.266 1.135 0.000

Cr - - 0.019 -

Fe - - 15.444 0.848

Mg - - 0.435 -

Ni - - 1.483 -

Li - - 56.314 (0.69) -

2) 금속전환공정 실증시료의 물질수지 생산

실증시료의 물질수지 평가를 위하여 모의 사용후핵연료에 첨가한 핵분열생성

물 원소의 양과 정량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한 개의 시료를 3 회 정량한 결과

의 표준편차와 핵분열생성물 첨가량과 정량결과의 편차를 비교해 보면 표 1-57

에 나타낸바와 같이 대부분의 결과에서 한 개의 시료를 3 회 정량하여 얻은 결

과의 표준편차가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UO2 분말에 일정량의 금속 산

화물들을 첨가하고 혼합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혼합되지 않아서 모의 사용후핵연

료가 균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최종생산물인 금속전환체를 서로 다른 부위에서 3 개를 채취하고 각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 정량결과의 상대표준편차와 각 시료를 3 회 정량하

여 측정한 상대표준편차의 크기를 비교하여 시료의 균질도를 평가하였다. 표



1-58에 나타낸 바와 같이 La의 경우 각각의 시료를 3 회 정량한 결과의 상대표

준편차는 0.47～0.62% 범위이지만 3 개의 시료를 대상으로 La을 정량한 결과의

상대표준편차는 13.06%로서 La이 매우 불균질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

으며 대부분 성분원소의 정량결과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Table 1-57. Accuracy and precision of SIMFUEL analysis

Metal
Result, mg/g SIMFUEL

Added value (A) Analytical value±Standard Deviation (B) Deviation (A-B)

Ba 2.055 1.768±0.010 0.287

Ce 3.08 0.051±0.006 3.029

La 3.60 3.300±0.074 0.300

Nd 13.717 14.209±0.062 0.492

Sr 0.858 0.712±0.009 0.146

Y 1.022 1.042±0.066 0.020

Table 1-58. Analytical results of uranium metal ingots sampled from different
positions

Metal
Metal, μg/g Uranium Metal Ingot±SD, (RSD, %)

Sample 1 Sample 2 Sample 3 Mean±SD

Ba 47.3±0.2 (0.46) 41.0±1.4 (3.41) 40.5±0.8 (1.99) 42.9±3.8 (8.78)

Ce 2072.9±9.5 ().46) 1397.9±9.5 (0.68) 1635.4±10.8 (0.66) 1702.0±342.4 (20.1)

La 2105.0±9.9 (0.47) 1617.2±10.0 (0.62) 1886.7±11.5 (0.61) 1869.6±244.3 (13.06)

Li 62501.2±77.6 (0.12) 46575.5±195.3 (0.42) 52034.7±222.0 (0.43) 53703.8±8093.0 (15.07)

Nd 9536.1±125.6 (1.32) 5529.8±169.7 (3.07) 6019.9±71.8 (1.19) 7028.6±2185.3 (31.09)

Sr 22.7±0.1 (0.46) 19.4±0.02 (0.10) 17.2±0.9 (5.19) 19.7±2.8 (14.0)

Y 767.4±7.1 (0.93) 449.6±5.3 (1.18) 508.1±2.1 (0.42) 575.1±169.1 (29.4)

*
U (mg) 610.8±4.6 (0.76) 659.1±5.4 (0.81) 645.1±4.6 (0.71) 638.4±24.8 (3.89)



3. 연구결론

금속전환체에 함유되어 있는 핵물질(U 및 Pu), 극미량 악티늄족 원소(Np, Am 및

Cm), 핵분열생성물(Cs, Sr, Ba, Ce, Pr, Nd, Sm, Eu, Gd, Y, Zr, Mo, Ru, Rh, Pd,

99Tc), 반응 첨가물(LiCl) 및 부식생성물(Fe, Cr, Ni 및 Mg)을 연구목표로 하는 정밀

도 5% 이하에서 정량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함으로써 이전 연구단계에서 확보한

사용후핵연료 및 용융염의 화학특성 규명에 필요한 정량기술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조건 최적화, 공정 물질수지 평가 및 최종 생산물질인 금속전환체의

화학특성 규격화에 필요한 정량기술을 완전히 확보하게 되어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기술 개발”에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제 2 절 금속전환체 전해정련기술 적용성 검증

1. 연구개요

본 연구는 용융염기반 사용후핵연료처리 건식공정에서 금속전환된 우라늄의 전

해정련공정에서 란탄족원소의 화학적거동을 규명함으로써 전해정련 기술적 타당성

을 확보하고, 공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수행하였

다. 원자로 가동 중 사용후핵연료 내의 핵분열생성물 중 란탄족원소들은 금속전환

공정에서 분리되지 않고 금속전환체에 란탄족 산화물(Ln2O3) 혹은 란탄족혼합산화

물의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속전환체로부터 재사용 가능한 우

라늄을 전기적인 방법으로 분리․정제하는 (electro-refining) 공정인 전해정련공정에

서 란탄족원소들이 우라늄의 전해정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해정련단계에서의

이들 란탄족 원소들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어떤 반응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

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용융염 내에서의 란탄족원소들의 화학거동에 대한 다음과 같

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 전해정련공정 전해조(electro-refiner)의 LiCl-KCl eutectic(450 ℃) 용융염조건에

서 란탄족산화물의 용해도를 측정하였다. 만일 란탄족산화물이 용해되지 않는

다면 산화전극(anode)에 남아있어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가 가능할 것이다.

• 전해정련공정에서 우라늄은 산화전극에서 U(III)이온으로 산화되어 환원전극

(cathode)으로 이동하여 U 금속으로 환원되어 석출된다. 따라서 공정 중에

U(III)가 란탄족 산화물과 반응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그 반응

성 여부를 전자흡수분광법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 전해정련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산소이온 (O2-)이다. 산소이

온은 금속전환공정에서 사용한 Li2O가 금속전환체에 미량 잔류하여 전해조로

들어올 수 있고, 금속산화물의 해리에 의해 생성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

소이온과 전해정련공정의 반응물인 U(III) 등과의 반응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 나아가 U(III)와 란탄족 이온(Ln3+)이 공존하는 경우 전기화학적 분리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용융염 내 전해거동 반응장치 및 화학반응 측정장치 구성

가. 용융염내 전해거동 반응장치의 제작 및 구성

용융염 매질에서 화학적 거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수분이 엄격히 통제

되면서 고온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반응용기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분위기 조

절을 위하여 비활성기체인 Ar으로 분위기를 조절한 글러브박스를 사용하였으며,

글러브박스 하단에 고온 용융염 분위기를 유지시키기 위한 전기로를 부착하여 실

험을 수행하였다. 전기로 외부에는 냉각수용 jacket을 부착하여 글러브박스 내부

의 온도상승을 방지하였다. 전극재질로는 산화전극으로 백금을, 환원전극으로는

스텐강, 혹은 니켈을 사용하였다.

나. 용융염 내 화학반응 측정장치 구성

반응용기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분광시스템을

제작하였다. 교토대학의 Yamana 교수 연구실에서 사용한 것[2-1]과 유사한 방법

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되 이를 보완하여 보다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측정이 가

능하게 하였다. 먼저 분광측정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반응기에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가시광 영역의 측정이 가능한 광섬유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그림 2-1), 그 성능은 다음과 같다.

•USB Fiber Optic Spectrometer (Model number : USB 2000)

•Grating : 600 lines Blazed at 400 nm

•Band width : 200 - 850 nm

•Light source : MINI-D2 (Micropack company)

•Optical fiber : visible 영역만 측정 가능한 glass fiber 사용

광학측정용 furnace는 글러브박스에 부착되도록 주문 제작하였고, 고온 용융염

에서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도록 quartz cell과 quartz tube로 연결된 측정

셀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그림 2-2). 분광광도계의 광원으로부터 빛을 받아

furnace 내부의 광학 cell로 빛을 보내는 광학렌즈와, 반응용기 셀을 통과한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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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Quartz cell. 



모아서 검출기에 보내는 광학렌즈를 설치하였다(그림 2-3). 또한 furnace 아래에

소형 optical table을 설치하여 광학렌즈가 받는 주변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였

다. 구성된 분광측정 시스템은 란탄족원소 혼합산화물이 우라늄 금속의 전해거동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활용하였다.

다. Spectroscopic Measurement System 성능시험

구성한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해정련 공정의 첫 번째 반응인 우라늄금속과

CdCl2의 산화-환원반응을 시간에 따라 측정하였다. 먼저 LiCl-KCl 공융혼합물

(eutectic mixture)을 450 ℃에서 용융시킨 후 측정한 스펙트럼을 바탕값으로 잡고

여기에 CdCl2를 가한 후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CdCl2를 가한 스펙트럼이 바탕

값과 동일한 스펙트럼을 보여주어 CdCl2에 의한 광흡수가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의 혼합용액에 CdCl2의 당량보다 많은 양의 금속우라늄을 측정 cell에 가하고

시간에 따른 흡수 스펙트럼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실험결과 최종적으로 얻어진

스펙트럼은 문헌에 보고된 UCl3 스펙트럼과 잘 일치하였다[2-2]. U(III) 생성과정

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측정한 스펙트럼을 그림 2-4에 나타내었다.

고온 용융염 내에서 금속우라늄과 CdCl2의 치환반응을 시간에 따라 모니터링한

결과는 아직까지 문헌에 보고된 바 없어 본 연구에서 최초로 반응 과정의 스펙트

럼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U-metal과 CdCl2의 치환반응 초기에 예상치

못한 spectrum을 관찰하였으나 어떤 화합물의 스펙트럼인지는 아직 밝히지 못하

였다. 단지 최종적으로 U(III)가 생성되기까지의 중간생성물(transient species)인

것으로 생각되며 중간생성물 상태를 거쳐서 반응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최근의 EXAFS 연구에 의해 뒷받침된다[2-3]. 반응과정을 시간에 따라서 실

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우라늄의 전해거동을 연구

하기 위한 측정장치가 성공적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 란탄족(Nd, Gd, Y, Ce, La, Eu) 혼합 산화물의 용해거동 규명

최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금속전환공정에서 모든 란탄족원소는 혼합산화물로

존재한다[2-4]. 따라서 후속공정인 전해․정련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인자

로 LiCl-KCl 용융염매질 중의 란탄족 혼합산화물의 용해도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

라 전해․정련공정의 최적화를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용융염 내에서 란탄족

혼합산화물의 용해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2-3. Spectroscopic measurement system equipped with 
electrical furnace and optical fiber. 



Fig. 2-4. Absorption spectra of reaction product of U-metal and 
CdCl ti tiCdCl2 vs. reaction time. 



가. 란탄족 혼합산화물의 제조

우라늄 금속전환체에 존재하는 란탄족원소가 란탄리튬혼합산화물 형태로 존재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란탄족혼합산화물을 합성하여 해당 화합물의 용해도를

측정하였다. LiCl 92 g에 Li2O 8 g (8wt%)을 섞어 총량 100 g을 준비하고,

Ln2O3 5 g을 상기의 LiCl-Li2O 100 g과 함께 carbon crucible에 넣고 650 ℃로 가

열하여 LiCl-Li2O 혼합물이 다 녹으면, 8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교반하여 혼합

산화물을 제조하였다.

Eu과 La등 모든 란탄족 혼합산화물 제조는 Ln2O3를 출발물질로 사용하였으나

Ce의 경우 voloxidation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공정에서 모두 CeO2 형태로 산화되

기 때문에 CeO2를 사용하였다.

나. 란탄족 혼합산화물 생성 확인

란탄족 혼합산화물들은 매우 안정하여 물에서도 용해되거나 해리하지 않으므로

제조가 완료되면 냉각 후 물로 세척하여 LiCl와 Li2O를 제거한 다음 침전물만 걸

러 내어 XRD로 결정구조를 측정함으로써 란탄족 혼합산화물의 생성여부를 확인

하였다. XRD 측정결과 Eu은 혼합산화물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그림 2-5),

Ce의 경우에는 혼합산화물이 생성되지 않고 첨가한 CeO2로 존재함을 확인하였

다.

La의 경우에는 수산화물(hydroxide)과 혼합산화물이 함께 공존함을 확인하였는

데, 이는 La의 경우 물로 세척하는 과정에서 혼합산화물이 수산화물로 가수분해

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6). 따라서 La 혼합산화물의 경우에는 물로 세척하지

않고, 냉각한 후 바닥에 가라앉은 침전물(La 혼합산화물)만을 취하여 용해도 실험

을 수행하였다. 그림 2-7은 Nd 혼합산화물과 산화물(red line)의 XRD pattern을

보여주며, 문헌에 알려진 LiNdO2의 XRD pattern과 잘 일치하였다.

Gd의 경우 초기 반응조건에서 반응생성물이 초기물질인 Gd2O3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반응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증가시키고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시

킨 후, 분말로 분쇄하여 물로 세척한 다음 건조시켜 XRD pattern을 조사한 결과

LiGdO2의 혼합산화물이 얻어졌음을 확인하였다(그림 2-8).

Y2O3를 사용하여 혼합산화물을 제조한 경우에는 650 ℃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

켜도 혼합산화물을 얻을 수 없었으나,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시간을 3시간 이상

증가시키면 LiYO2 혼합산화물을 얻을 수 있었다(그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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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50 ℃의 LiCl-KCl 공융혼합물에서의 용해도

전해정련 공정이 LiCl-KCl 공융혼합물 450 ℃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조건에서 용해도 측정을 수행하였다.

1) 용해도 측정 장치 개선

용해도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초기에 용해도 실험장치에 필터를 사용하지 않

고 시료채취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고온에서 용융염의 대류현상에 의해 부유

하던 미세입자들이 시료와 함께 채취되어 용해도 측정 데이터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림 2-10과 같이 용해되

지 않은 미세입자들이 채취되지 않도록 마그네시아 필터를 사용하여 순수하게

녹은 란탄족원소를 함유한 용융염을 채취하였다.

2) 용해도 실험 방법 및 측정결과

용해도 측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 수행하였다. 제조한 혼합산화물을 100

g의 LiCl-KCl와 함께 carbon crucible에 넣고 450℃ 까지 가열한 후 LiCl-KCl이

다 용해되면 10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계속 교반해 주었다. 교반이 끝난 후

마그네시아 필터 안에 quartz tube를 넣고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료는 전

처리한 후 ICP-AES를 이용해 란탄족원소의 농도를 측정하여 용해도를 결정하였

다(그림 2-11).

용해도 측정 결과, 다른 란탄족원소들에 비해 Eu의 용해도(142 μg/g)가 현저

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u을 제외한 나머지 란탄족원소들은 ICP-AES

의 측정오차범위에 속할 정도로 매우 작은 용해도 값(0.005～0.02 μg/g)을 나타

내었다. 측정된 용해도 값은 금속전환체에 함유되어 있는 란탄족원소의 혼합산

화물들이 금속전환공정과 연계되는 전해․정련공정으로 넘어가는 양을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u 혼합산화물의 용해도가 다른 란탄족 혼합산화물에 비해 104 배 정도 현저

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Eu 혼합산화물에 대한 용해특성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

하여 용해속도를 측정한 결과 용해도가 시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2-1). 이 같은 실험을 통해 용해반응이 매우 느리게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해된 Eu에 대해 EPR과 형광 측정결과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

Eu2+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그림 2-12), EPR 측정을 통해

용융염매질 내의 Eu2+의 미세환경과 Eu-151, Eu-153의 존재비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었다(그림 2-12)[2-5]. 이로써 다른 란탄족 원소에 비해 Eu은 독특한 화학적

거동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산소가 차단된 고온 환경하에서 Eu(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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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이 Eu(II)으로 자발적 자체 환원(spontaneous self-reduction)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란탄족원소에 비해 Eu 만이 나타내는 독특한 화학적 성질

로 알려져 있다[2-6].

용해도 측정결과, 전해․정련이 진행되는 LiCl-KCl (450 oC) 매질에서는 Eu을

제외한 대부분의 란탄족원소는 난용성 산화물로 녹지 않고 존재할 것으로 예상

된다. 용해도 측정결과 금속전환체에 포함된 란탄족산화물은 녹지 않으므로 물

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다음에 언급될 혼합산

화물의 전해거동 실험결과 우라늄의 환원반응생성물인 U(III)와 반응하여 Ln3+

이온으로 용융염에 용해됨을 확인하였다.

Table 2-1. Solubility of Eu vs. time in LiCl-KCl at 723 K

Time (min.) Measured Eu, μg/g

1 150 83

2 270 93

3 390 112

4 600 142

4. 란탄족원소 혼합 산화물의 용융염 내 전해거동 규명

앞에서 란탄족 산화물은 전해정련 공정조건에서 거의 녹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전해정련공정 전체적 화학적 조건하에서 란탄족산화물의 화학적 거동을 조

사하여 우라늄 금속의 전해정련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해정

련 공정은 anode 전극의 우라늄 금속전환체가 녹아 U(III)를 만들고 이것이 cathode

전극으로 이동하여 U 금속으로 석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U(III)와 란탄족혼합산화물

과의 반응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란탄족산화물이 U(III)와 반응을

하지 않고 anode에 머물러 주기만 한다면 공정의 효율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기

대된다.

용융염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화학적분위기 조절 및 고온실험이 가능한 반

응장치와 연계된 UV-VIS 분광장치를 이용하여 해당반응의 전자흡수스펙트럼을

UV-VIS 분광법으로 측정함으로써 반응결과 발생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그림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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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II)와 란탄족산화물의 반응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UCl3 의 제조 및 UV-VIS 스펙트럼 측정

자체 제작한 spcetroscopic measurement system을 이용하여 고온 용융염에서

UV-VIS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한 quartz cell에 5 g의 LiCl-KCl

을 넣고 723 K까지 온도를 증가시켰다. LiCl-KCl가 완전히 녹은 것을 확인한 후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이 스펙트럼을 바탕값으로 두어 향후 측정스펙트럼의 보정

에 활용하였다.(Blank 실험) 새로운 quartz cell에 5 g의 LiCl-KCl와 CdCl2를 함께

넣고 723 K까지 온도를 서서히 올려주었다. LiCl-KCl이 용해되는 것을 확인한 후

U metal을 넣은 다음 UV-VIS 스펙트럼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면서 스펙트럼의 변

화를 조사하여 UCl3의 생성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였다(그림 2-4). 이때 더 이

상 스펙트럼의 변화가 없으면 U(III) 생성반응이 완결된 것으로 본다.

2U (metal) + 3CdCl2 → 2UCl3 + 3Cd (metal) (반응식 1)

나. UCl3와 란탄족 혼합산화물과의 반응

위 반응에서 생성된 UCl3에 란탄족 혼합산화물을 quartz cell에 넣어 주면서

스펙트럼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림 2-13에서 볼 수 있듯이 우라늄과 란탄족 혼

합산화물과의 반응에 의해 400～550 nm 사이의 UCl3 스펙트럼의 세기는 점차 감

소하고 550～900 nm 사이에 나타나는 Nd(III)의 스펙트럼은 시간에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2-7]. 이는 U(III)와 란탄족 산화물의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반응물인 U(III)의 흡수띠가 감소함과 동시에 생성물인

Nd(III) 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을 나타낸다. 반응물인 U(III)는 불용성 우라늄산화

물 침전으로 떨어진다. 동일한 실험을 Nd 산화물뿐만 아니라 다른 란탄족(Gd, Y,

Ce, La, Eu)산화물에도 적용한 결과 Nd 산화물과 동일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생성된 란탄족원소는 염화물로 존재할 것이라 예상되며 아래와

같은 반응식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2UCl3 + 2LiLnO2 → UO + UO2 + 2LnCl3 + Li2O (반응식 2)

U(III)와의 반응으로 란탄족원소가 염화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UCl3를 넣지 않고 란탄족 혼합산화물만을 LiCl-KCl 용융염에 넣고 스펙트럼을 측

정한 결과 스펙트럼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LnCl3를 LiCl-KCl 용융염에 넣고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우라늄을 넣고 반응시켰을 때와 동일한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었다. 란탄족의 혼합산화물이 물에 거의 용해되지 않는 반면 염화물의 란

탄족 원소들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료의 일부를 취해 물

에 용해한 후 미세 필터(0.2㎛)로 걸러 분석한 결과 상당량의 란탄족원소들이 거

른액으로부터 검출되었으므로 염화물의 란탄족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반

응식 2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응이 끝난 후 침전된 우라늄을 취하여

XRD pattern을 측정한 결과 반응 후 생성되는 우라늄 산화물의 형태가 반응식 2

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14).

다. UCl3와 란탄족 혼합산화물의 반응도 확인

란탄족 혼합산화물과 U(III)와의 반응(반응식 2 참조)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기 위

해 U(III)와 란탄족 혼합산화물과의 반응에 의한 란탄족이온의 용존율을 측정하여

반응율을 구하였다. 반응 후 용융염에 녹아있는 란탄족이온의 농도를 ICP-AES로

분석하여 반응율 평균값을 구하여 표 2-2에 나타내었다.

앞에서 언급된 란탄족산화물의 용해도 실험결과만으로는 Eu를 제외한 대부분

의 란탄족산화물이 전해․정련 공정조건(LiCl-KCl, 450 oC)에서는 난용성으로 나

타났지만, 전해․정련공정의 주요 반응생성물인 U(III)와의 반응으로 인해 대부분

해당 란탄족이온(Ln3+)으로 용해되어 전해조에 존재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용후핵연료에 핵분열생성물로 발생된 란탄족원소의 대부분이, 전해정련 이전

단계에서 다른 공정을 통해 제거하지 않는 한, 전해정련공정의 전해조에 녹아들

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전해정련공정을 위해서는 U(III)와 공존하는

란탄족이온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만일 란탄족이온의 영향이 이후의

electro-winning 등 SFR로 연계공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위해 전해

정련단계 혹은 그 이전단계에서 란탄족산화물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Table 2-2. Reaction rate of Lanthanides oxide with U(III) in Molten salt

Lanthanide element Ce Nd Eu Gd Y La

Average value of

Reaction rate (%)
98.3 96.9 96.3 96.6 96.5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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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전환체 전해정련 특성 검증

가. 란탄족원소 혼합산화물 존재 하에서 전해․정련 특성 평가

앞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전해․환원공정조건하에서 란탄족 혼합산화물은 대

부분 란탄족이온 (Ln3+)으로 존재하므로 전해․환원공정애서 우라늄 분리, 정제

의 핵심은 U(III)이 란탄족이온과 공존하는 상태에서 우라늄만을 선택적으로 분

리해 내는 것이 관건이다. 우라늄의 선택적 분리에는 란탄족이온과 우라늄(III)의

산화환원 전위차를 이용하여 한쪽 전극에 우라늄만을 석출시키는 방법을 사용

하므로 란탄족 이온이 공존하는 시스템에서 U(III)의 산화․환원 거동규명은 전

해․환원공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란탄족이온과 U(III)이 공존하는

계의 산화․환원 특성을 순환전압전류법으로 측정하여 관련된 전기화학적 현상

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환원전극으로 Ni-봉, 산화전극으로 glassy carbon,

기준전극으로 Pt 선을 사용하였다. 그림 2-15는 우라늄(III)와 Nd(III)의 순환전압

전류 곡선을 얻은 것으로서 다른 란탄족 원소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실험을 수

행한 결과 모든 란탄족원소보다 U(III)가 먼저 환원반응을 일으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고체 전극반응을 이용한 란탄족원소 분리가능성 규명

란탄족이온과 U(III)의 순환전압전류측정으로부터 우라늄과 란탄족이온의 환

원 사이에 전위차가 존재하므로 이 전위차를 이용하여 전해․환원전위를 잘 조

절하면 U(III)을 선택적으로 석출시켜 분리시킬 수 있으나 전극재료와 반응조건

등에 따라 환원전위와 전위차(△E)가 가변적이므로 최적 분리조건을 찾기 위해

서는 더욱 다양한 전극재료 및 반응조건에 대한 보충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 2-16은 U(III)와 Nd(III)가 공존하는 계에서의 순환전압측정결과로

서 U(III)와 Nd(III) 사이에 △E 만큼의 환원전위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다. 우라늄 전해 거동에 미치는 리튬산화물의 영향 평가

금속전환공정이 Li2O를 함유한 용융염 매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Li2O가 완

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전해․환원공정으로 들어오거나 반응용기, 반응물 등에

불순물로 존재할 수 있다. 결과 미량의 산소가 전해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그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450
o
C 의 LiCl-KCl 매질에서 Li2O와 U(III)와의

반응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U(III)와 Li2O의 반응을 실시간 UV-VIS 흡수분

광법으로 반응의 진행여부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였고 반응생성물로 생성되는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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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물은 XRD 측정결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U(III)와 O2-와의 반응이 정량적으

로 진행됨을 알 수 있었고,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었다. 이 반응은

즉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U(III)가 O2-와 반응하여

UO2가 생성됨을 XRD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17은 U(III)를 함유

한 용융염과 O2-와의 반응 전후 UV-VIS 흡광스펙트럼으로 O2-와의 반응에 의해

U(III)가 UO2로 침전되었음을 보여주며, 그림 2-18에 그 반응생성물의 XRD 회절

패턴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U(III)와 Li2O와의 반응은 아래와 같은 반응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U(III) + O2- → UO2 (반응식 3)

라. 용융염 매질 내 잔류 란탄족원소 분리 가능성 규명

만일 란탄족이온이 Li2O와 반응하여 U(III)처럼 침전을 일으킨다면, 전해환원

공정 후 란탄족이온을 함유하는 용융염으로부터 란탄족이온을 침전시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란탄족이

온과 Li2O와의 반응을 가시광선흡광분석법으로 실시간 측정하고, 반응생성물은

XRD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Li2O는 용존 Ln3+ 이온과 반응하여 침전을 생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9는 Nd(III)와 Li2O와의 반응을 측정한 것으로

Nd(III)에 가해준 Li2O의 양만큼 Nd(III)의 농도가 감소함을 보여준다. X-선 회

절스펙트럼으로부터 Nd2O3 침전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이 반응을 응용하면 용

융염내 잔류 란탄족 이온을 분리․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란탄족 이

온 외에 용융염내에 존재하는 잔류 금속이온을 제거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2-8]. 따라서 폐융융염의 재순환(recycle) 및 염폐기물의 부피감소(volume

reduction)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연구결론

전해정련 공정조건(LiCl-KCl eutectic, 450 oC)에서 란탄족산화물의 용해도는 Eu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난용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Eu 산화물의 경우 용해도는 약

10시간 경과 후 ~100 ppm 수준이었다. Eu 산화물의 독특한 용해거동은 고온․불활

성 용융염 분위기에서 자가환원(self-reduction) 반응에 의해 Eu(II)를 생성하면서 매

우 느리게 용해된다. 이러한 Eu의 용해거동을 전자상자기공명(EPR)분광법 및 형광

분광분석법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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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환원 반응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광섬유를 이용한 고온 용융염

분광분석기를 제작하여 고온 용융염 반응용기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실시간

으로 측정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장치를 활용하여 전해정련공정에서 일어날 수 있

는 중요한 화학반응 현상을 실시간 측정을 통해 규명할 수 있었다.

전해정련공정에서 금속전환된 금속우라늄은 산화전극에서 U(III) 이온으로 용해

된다. 전해정련공정의 기본개념은 U(III)가 환원전극으로 이동하여 금속우라늄으로

석출되는 것이다. 앞서 용해도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란탄족 산화물은 그 자체만으

로는 용융염에 녹지 않은 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정조건에서 U(III)의 존

재로 인해 U(III)와의 반응성에 따라 용해되어 공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

단된다. 만일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란탄족 산화물은 용융염매질에 그

대로 남아있고, 우라늄만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U(III)와 란탄

족 산화물과의 반응여부 및 반응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간 UV-VIS 분광측정

및 화학성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모든 란탄족산화물이 U(III)와 반응하여

Ln3+ 이온으로 용해되는 반응이 정량적으로 진행됨을 확인하였다.

란탄족이온과 U(III)이 공존하는 전해정련공정에서 순환전압법 등 전기화학적

측정을 통해 U(III)와 란탄족이온의 환원전위 사이에 전위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

고, 이를 이용하여 우라늄만 선택적으로 환원전극에서 환원시킨다면 분리가 가능함

을 확인하였다. 이때 사용되는 전극재료와 반응조건 등에 따라 환원전위와 전위차

(△E)가 변하였으며, 따라서 최적 분리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전극재료

및 반응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금속전환공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잔류 Li2O 혹은 반응 중 생성될 수 있

는 산소이온이 전해정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산소이온은 U(III)을

침전으로 만들어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반응을 역으로 이

용하면 기사용 용융염의 재활용 및 염폐기물의 발생량 감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전해정련공정에서 란탄족산화물의 존재와 잔류 Li2O 등의

화학적 요인이 전해정련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같은 인자

들을 잘 조절할 경우 보다 더 효율적인 전해정련공정기술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제 3 절 조사핵연료 동위원소 분포 및 구조변화 시험․평가

기술 개발

1. 연구개요

고연소 운전에 따라 연소도가 높아질수록 소결체 표면은 중심보다 국부적인 연소

가 높아 핵분열기체에 의한 기포의 밀집형태가 발생하고, 결정립의 크기가 매우 작

은 미세구조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열전도도를 저하시키고, 소결체의 팽창

으로 피복관과의 접촉을 심화시켜 피복관 손상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고연소 핵

연료의 거동과 관련하여 연소특성 평가기술을 확보하고 연소도에 따른 연소특성 연

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단계에서 개발된 laser ablation ICP-MS 측정시스템과

micro-XRD 시스템을 방사선 차폐하여 조사핵연료의 중심에서 가장자리까지 경방향

동위원소 분포측정 및 조사핵연료 rim 영역에서의 격자상수변화 측정 기술을 확보

하였다.

방사선 차폐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하여 먼저 사용될 방사성 시편의 종류와 크기,

방사선원의 세기 등을 보수적으로 계산한 선량기준을 정한 후 QAD-CG 코드를 사

용하여 기준선량에 대한 차폐설계를 수행하였다. 차폐체 재질, 두께, 규격 등의 차

폐설계를 완료한 후 상세설계를 수행하였으며, 이때 Laser ablation ICP-MS 측정시

스템과 micro-XRD 시스템의 기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글러브포트, 납유리, 이송용기

접속부, 유지보수용 문 등의 위치 및 크기를 결정하였다. 시편장착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 특성에 따라 laser ablation 시스템용 글러브박스에는 manipulator를 장착하

였으며, micro-XRD 시스템용 글러브박스에는 ball-manipulator를 장착하였다. 또한

제작된 방사선차폐 글러브박스의 하중이 좁은 영역(약 1 m2)에 집중됨에 따른 건축

물 안전성을 평가하여 설치될 공간의 지하부에 지지대를 설치하였다. 방사선 차폐

글러브박스 설치 후 배기구의 연결부위를 DUP line에 연결하여 글러브박스 내부가

부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이송을 위하여 차폐개념을 적용하여 이송용기를 설계하였으

며 하나의 이송용기를 두 개의 글러브박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송용기

접합부는 시편제작용 핫셀과 동일규격으로 제작하였다. 용기의 도어는 이송 시 열

리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달아 접속부와 합치될때에만 열리도록 하였다. 작업

자의 안전을 위해 밀봉선원을 이용하여 차폐 글러브박스와 방사선차폐 이송용기의

차폐성능을 측정하였으며, 설계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였다.

방사성 시편의 취급을 위해 과학기술부로부터 방사선차폐 글러브박스의 인허가를



득하였으며, 두 개의 차폐 글러브박스 내에 각각 Laser ablation 시스템과

micro-XRD 시스템을 설치하고 설치된 시스템의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사용후핵

연료와 같은 고방사성 시편에 대한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시나리오에 따라 먼저 SRM 및 SIMFUEL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여 시스템 성능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작성된 절차에 이상이 없

는지를 확인하고 연소도 55,600 MWd/MtU인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제작하여 적용

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2. 동위원소 분포 측정을 위한 방사선차폐 LA/ICP-MS 시스템 구성

가. 방사선차폐 글러브박스 설계 및 설치

1) 방사선 안전개념

작업 종사자 또는 주변 환경을 방사선원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선

원을 차폐하고 밀폐하여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다음의 안전

개념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 작업자 또는 출입자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법으로 규정된 규제기준 이하로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취급하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직접 또는 산란되어 방출되

는 방사선에 대해 충분한 차폐능을 갖는 물질로 차폐한다.

• 취급되는 방사성 물질의 특성에 따라 단일 또는 다중으로 격리된 차폐공간

(Shielded Glove Box)내에서 취급한다.

• 격리된 차폐공간 내에서 취급되는 방사성물질의 주변 및 외부로의 누출방지

를 위하여 설비를 갖춘다.

• 글러브박스는 방사선관리구역 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내부는 부압을 유지하

여야 한다. 압력차 감시를 위하여 차압계와 차압경보기를 설치하되 작업자가

손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 오염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시설 내 공기흐름이 이루어져야 한다.

• Shielded Glove Box 내부로부터 배기되는 공기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여

방사능준위를 확인 후 대기 방출하되 순환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역류발생 시 오염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HEPA 필터를 통해 여과한다.

• 글러브박스 지지구조물은 글러브박스와 설치장비의 하중을 충분히 지탱하여

야 하며, 크기는 작업자의 체형및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방사선 차폐체 구성을 위한 재질 선정

재료들은 기계적 강도를 유지하고, 내부식성, 내방사성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불연성 혹은 내화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여러 방사선차폐재들의 가격 대

비 차폐능은 다음과 같다(표 3-1). 경제성 및 차폐능을 고려할 때 납을 사용하

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납차폐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차폐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3-1. Comparison of price, density and radiation dose rate of

shielding material.

Material Tungsten Lead Carbon steel

Price (won/kg) 100,000 1,000 400

Density (g/cm3) 19.35 11.344 7.8212

Thickness (cm) 5 5 5

Radiation

dose rates

(mRem/h)

Center
Surface

50 cm

12.06

1.08

81.80

7.34

1435.5

128.83

Bottom
Surface

50 cm

14.82

1.34

101.34

9.31

1836.1

165.36

Top
Surface

50 cm

14.82

1.34

101.34

9.31

1836.1

165.36

3) Glove box 핫셀의 방사선 차폐 해석

가) 방사선원(Radiation source)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spent fuel)에는 방사성물질인 핵분

열생성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소량의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취급하는 Glove

box 를 설계하기 위하여 먼저 사용할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

류와 선원강도를 알아야 한다.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원은 주로 강한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분열생성물(Fission products)의 방사성 동위원소들로 구성되어있다.

Glove box 내에서 취급하는 사용후핵연료 시편은 6(L)x3(W)x1(T) mm로 예상

되며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최대 1.0 g으로 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시편선원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연소된 연소도(Burnup), 방출되



어 나온후 냉각기간(Cooling time)에 따라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강도를 추정해

야 한다. 선원계산은 ORIGEN-2 코드를 사용하여 핵연료 시편(Spent Fuel, 1.0

g (φ:0.5cm, H:0.12cm))의 초기농축도, 연소도 50,000 Mwd/MtU, 냉각기간 3

yrs 등을 입력자료로 하여 수행하였다. 이들 핵분열생성물 동위원소에 대한 방

사선원의 종류와 세기 및 에너지 스펙트럼은 다음 표 3-2와 같다.

 

Table 3-2. Source energy spectrum of fission product

Energy (MeV)
Source strength spectrum

(Photon/sec)
(* Based on 0.84 g.U)

0.38

0.58

0.85

1.25

1.75

2.30

2.8

3.5

6.52 E + 8

1.26 E +10

4.31 E + 9

6.90 E + 8

3.30 E + 7

2.81 E + 7

8.60 E + 5

1.10 E + 5

   나) 차폐계산을 위한 해석모델

Glove box 핫셀의 방사선차폐해석에 대한 방사선량율 변환인자(Dose

conversion factor)는 표 3-3에 나타내었으며, 글러브박스 표면에서 선량율 기준

은 2.5 mrem/hr로 설정하였다. 핫셀의 설계구조는 그림 3-1과 같이 표시된다.

여기서 핫셀의 주 차폐체는 납(Lead)으로 구성되어 있고 납유리(Lead glass)가

부착되어 있어 작업 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Glove box 핫셀의 방사선

차폐해석을 위한 계산모델은 차폐재료와 구조로 구성하였다. 차폐해석 모델은

감마선원 전용 차폐해석코드인 QAD-CG에 적용할 3차원(x,y,z) 기하학 구조로

하였다.                                          

     그림 3-2는 방사선차폐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이 구성한 Glove box 핫

셀의 계산모델이다. 여기서 방사선 선량율은 차폐체 외부표면에서 계산결과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Fig. 3-1. Glove box hot-cell model for SF mini-disk handling



Fig. 3-2. Shielding model for glove box hot-cell



Table 3-3. Dose conversion factor for shielding analysis

Energy (MeV)
Dose conversion factor

(mrem/hr/MeV/cm2.s)

0.38

0.58

0.85

1.25

1.75

2.30

2.8

3.5

5.08 E-04

8.12 E-04

1.18 E-03

1.52 E-03

1.94 E-03

2.36 E-03

2.71 E-03

3.18 E-03

다) 차폐계산 결과 및 분석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취급하는 글러브박스 핫셀에 대한 방사선차폐 해석을

수행하였다. 차폐해석은 계산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번

반복하여 계산하였다. 차폐해석에 대한 기술기준 및 규정은 방사선 작업종사자

의 선량율 기준 2.5 mrem/hr이하에 부합되도록 계산하였다. 선량율 측정지점

(dose detector point)은 핫셀의 차폐체의 외부표면에서 방사선 선량율(dose

rate)로 나타내어 비교하였다. 글러브박스 핫셀의 차폐체에 대한 차폐계산결과

는 그림 3-2에 제시된 차폐해석 모델과 선량율 측정위치에 대하여 표 3-4에 나

타내었다.

    Table 3-4. Dose rate at various detection point of shielded glove box

Detection point Dose rate Remark

Front wall surface (D.P 1)

Bottom wall surface (D.P 2)

Top wall surface (D.P 3)

Side wall surface (D.P 4)

Rear door surface (D.P 5)

1.20 mrem/hr (12 μSv/hr)

1.10 mrem/hr (11 μSv/hr)

0.46 mrem/hr (4.6 μSv/hr)

0.50 mrem/hr (5.0 μSv/hr)

0.99 mrem/hr (9.9 μSv/hr)

Allowable

limit:

2.5 mrem/hr



그림 3-2에 주어진 Front wall 납차폐체 표면(D.P 1)에서 1.2 mrem/hr로 계산

되었다. 그리고 핫셀 바닥(Bottom)표면 D.P 2에서는 1.1 mrem/hr이고 Rear

door표면에서는 0.99 mrem/hr로 나타났다. 상부 Top shield 외부표면에서는

0.46 mrem/hr로 주어졌다. 계산된 선량율 결과는 규정에 제시된 값인 2.5

mrem/hr의 1/2 이하 값으로 매우 낮은 값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SF

mini-disk 취급용 글러브박스 핫셀 차폐체 설계에서 차폐성능이 충분히 보장되

며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됨을 알 수 있다.

4) 방사선차폐 글러브박스 설계

가) 기본설계조건 (Design requirement)

(1) 글러브박스 기본개념

방사선차폐 글러브박스의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다.(표 3-5)

•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앞에서 언급한 안전개념을 적용한다

• Laser ablation 시스템 중 레이저발생장치 및 각종 controller 등은 글러브박

스 외부에 설치하고, CCD 카메라, ablation chamber, 미세이동장치 및 광학

부품 등은 글러브박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함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Table 3-5. Parts for radiation shielded glove box

Panel Parts for Lead Shield

FRONT LEAD SHIELD

Manipulator

Glove port

Lead glass window

REAR LEAD SHIELD

Maintenance door

Lead shield for gamma-ray

Transparent door for α-ray

UV window for Laser beam

SIDE LEAD SHIELD Left : Cask adapter

FLOOR LEAD SHIELD Utility line hole

ROOF LEAD SHIELD

Lamp : 방폭형 나트륨 등

Inlet & Outlet filter box

Inlet & Outlet pipe

; 50A x Sch40 SS



• 글러브박스 전면은 납유리로 된 창과 원격조정을 위한 tele-manipulator, 유

사시 작업을 위한 glove 설치한다.

• 측면에 시료이송용기 접속장치(내부직경 120 mm), 후면에는 레이저빔의 입

사가 가능하도록 UV용 윈도우가 장착된 유지보수용 문을 장착한다.

• 천장은 조명 및 환기설비를 구비한다.

• 기타, 전선이나 gas line이 글러브박스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바닥면 뒷

부분에 3 개(illuminator 용, translator 및 이송기체 용, CCD 및 렌즈 용)의

utility hole을 만든다.

    (2) 납차폐체 및 Liner Box 설계조건

   (가) 납차폐체

• 납차폐체의 크기; 1,120 mmL x 1,220 mmH x 90 mmT

• 차폐체의 구조; 강판 10 mmT를 사용하여 납을 70 mm 충진할 수 있는 구

조로 제작하여 구조재 내부에 납을 주조로 충진한다. (강판 10 mmT + 차폐

납 70 mmT + 강판 10 mmT)

• 납차폐 판넬은 각종 Utility Line, Manipulator 및 Glove를 설치하기 위한

Hole & Plug가 있어야 하며, 납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Steel Plate의 두께와

재질을 가져야 한다.

• 납주조시 내부에 발생하기 쉬운 기공을 방지하여야 한다.

• 판넬간의 결합을 할 때 결합부위에 차폐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Support

Frame Front/Side/Roof/Floor Lead Shield가 서로 조립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Liner Box

• Liner Box 내부 크기; 900 mmL x 900 mmW x 3 mmT

• Liner Box는 스테인레스 3T 철판으로 제작하여 납차폐 판넬 내부에 설치되

며 장시간 사용에 따른 부식을 방지한다.

• Liner Box는 내부의 식별이 용이한 표면처리와 제염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

하여야 하며, 각 모서리 부분은 절곡(R30 이상)으로 제작하여 제염이 용이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 Liner Box와 Lead Shield 사이에는 일정한 Buffer Zone을 둔다.

• Liner Box는 밀폐가 되어야 하며 특히, Front/Rear/Side/Roof 납차폐체와

연결되는 Hole 및 Utility 등은 Liner Box와 용접 및 볼트체결로 씰링을 유



지해야 한다.

• 후면 Maintenance Door 설치되는 부위에 내부투시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

하여 알파선 차폐용 도어를 설치하고 레이저 광을 위한 윈도우를 장착한다.

(다) 부품 사양

• Manipulator

- Manipulator는 차폐벽 외부의 작업자에 의해 1:1로 대응하는 동작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식 동력전달구조(wire, wheel 등)여야 한다.

- 방사선 조사 환경에 취화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분해 및 조립을 단순화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 규격 및 사양은 다음 표 3-6과 같다.

• 납유리

- 납차폐 두께와 납유리의 밀도를 고려하여 충분한 차폐능이 확보되어야 한

다.

- 정상운전 및 보수를 위한 적정 시야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차폐창 어셈블리는 셀벽과의 틈새를 통한 방사선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텝을 만들고 적절한 씰링을 하여야 한다.

- 차폐유리 및 스틸 하우징은 셀벽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차폐능을 가져

야 하며, 특히 사선방향의 차폐를 위하여 하우징이 보강되어야 한다.

Table 3-6. Manipulating capability of mini-manipulator

1 X-Motion ±46°

2 Y-Motion ±50°

3 Z-Motion ±30°

4 Azimuth rotation ±170°

5 Wrist elevation
up 45°

down 135°

6 Wrist rotation ±210°

7 Ratchet lock maintains grip
3 inch(ca. 76 mm)

capacity

8 Load Capacity 5 lb (2.26 Kg)

9 Typical Volume Coverage 30 feet3 (0.85 m3)

10 Typical Mounting Height 6' (ca. 1.8 m)

11 Typical min. Ceiling Height 7'3" (ca. 2.2 m)



- 차폐창 어셈블리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지지구조물을 셀외부에 설치하

여야 하며, 보수를 위한 탈착이 가능해야 한다.

- 차폐창이 셀내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차폐창은 건식형식으로 광투과율 50% 이상이어야 한다.

- Lead Glass Brick의 크기는 300 mmL x 300 mmH x 160 mmT로 프레임

에 조립된 구조이어야 한다.

• Cask Adaptor

- 크기는 가로 580 mmL x 세로 610 mmH로 STEEL PLATE 10T를 사용하

여 납을 70 mm 충진할 수 있는 구조의 납차폐체로 구성한다.

- Cask를 장착하여 Shielded Glove Box에 시편을 반입 및 반출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Glove Box 좌측면 벽에 뚫린 시편 반입 및 반출 구멍과

Cask Adaptor의 구멍이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한다.

- Shielded Glove Box와 동일한 차폐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평상시에는 차폐 및 씰링이 되어야 한다.

- 개폐장치는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시편 반입 및 반출 시에

만 개폐가 되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안전하게 잠겨있어야 한다.

- 시편 운반용 Cask와 결합 및 분리가 용이한 구조여야 하며, 작업자 피폭

없이 CASK 내부로 시편을 반입 및 반출할 수 있어야 한다.

• Maintenance door

- Shielded Glove Box 후면에 부착하여 설치되는 판넬과 동일한 차폐능을

가져야 하고, 필요시 내부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작업자의 출입이 가능한

크기 및 구조여야 한다.

- 방사선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스텝을 만들고 씰링장치를 하여야

한다.

- 차폐체는 STEEL PLATE 10T를 사용하여 구조재 내부에 납을 주조로 70

mm 충진할 수 있는 구조(Steel Plate : 10 mmT + Lead Shield : 70 mmT

+ Steel Plate : 10 mmT)로 제작하며, 크기는 700 mmL x 850 mmH x 90

mmT로 한다.

- 개폐는 힌지구조에 의한 여닫이 개폐방식으로 하고, 손잡이 및 잠금장치가

장착되어야 한다.

• Support Frame은 Glove Box를 지지하면서 충분한 구조강도를 가질 수 있

도록 지지보의 수와 Frame의 두께를 결정하여야 한다. Utility line 및 기



타 요구되는 port를 설치하기 위해 Glove Box의 Floor 판넬과 알맞은 호환

이 되도록 설계를 한다.

• Filtering System

- 내부청정도가 유지되며 내부의 방사선 오염 분진의 외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Filtering System을 설계하여야 한다.

- Filtering System은 PRE filter, Moderate efficiency filter, HEPA filter,

Inlet 및 Outlet Filter Box로 구성되어야 한다.

- Filter 박스는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구조강도로서 최소한 두께의 스테인

레스 스틸로 만들어야 한다.

- Pre Filter는 average efficiency 25∼30% on ASHRAE standard 52-76과

airflow 50 m3/hr.를 만족해야 한다.

- Moderate Efficiency Filter는 average dust spot efficiency 50∼55%와

airflow 50 m3/hr.를 만족해야 한다.

- HEPA Filter는 포집효율이 99.97% 이상이어야 하며 airflow resistance는

25 mmAq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각 filter에 대한 제조자명, 검사자명, 고유번호, 풍량(용량) 등의 정보를 식

별할 수 있도록 판넬에 표시한다.

• Glove Port & Utility Line

- Glove Port 및 Utility의 체결부위는 체결의 용이성 및 차폐능 저하를 고

려하여 설계한다. (그림 3-3 )

- 내부 Utility는 220V 및 110V 전원, Air, He, Ar 투입, 실내 조도 조절을

위한 조명등을 위한 Port를 설치한다.

(라) 사용재료

각 부분별 사용재료는 다음과 같다.

• Panel : Stainless Steel + Lead Plate

• Lead Plate : 납은 ASTM B29 99.9%Pb를 함유한 순납

• 납유리 프레임 : ASTM A240-TP304 SS 재질

• Gasket and O-ring: 내방사선 재료

• Bolts: ASTM A193 B8 또는 동등한 재질

• Pipes and tubes: 304, 304L or 316 SS, ASTM A312 or A213

• Valves: 304, 304L or 316, ASTM A182

• Incell filter box: 304 Stainless steel, ASTM A240

• Inlet filter box: 304 Stainless steel, ASTM A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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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Utilities : 내식성 및 방수성이 강한 재료

나) Lead Shield & Liner Box 설계도면

다음 그림 3-4와 그림 3-5는 방사선차폐 글러브박스의 설계도면이다. “방사선

차폐 레이저 용발 질량분석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보고서

(KAERI/TR-3248/2006)”에 각 부분의 상세도면을 첨부하였다.[3-1]

다) 이송용기 접합부 설계

용기접합부(Cask adapter)는 조사후시험시설 시편제작용 핫셀의 용기접합

부와 동일개념 및 동일규격 적용하고, 방사선 안전개념, 방사선차폐해석 및

기본설계조건을 토대로 상세설계를 수행하였다(그림 3-6).

603(L) × 656(H) × 200(T) mm 크기의 스테인리스 강 차폐체로 글러브박

스와 동일한 차폐성능을 지니도록 하였다. 차폐 glove box 좌측벽면의 시

편 반출입구와 용기접합부 시편출입구가 정확히 일치하도록 하였고 개폐장

치는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반용기와 접합부의 결합 및 분리

가 용이하도록 구성하였다. 시편 이송용기와 용기접합부의 미끄럼 구동방식

문(Sliding door)이 동시 작동하도록 하였으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도어

가 일정거리 이상 열리지 않도록 막음장치를 하였다.

5) 방사선 차폐 글러브박스 설치

(1) 설치공간 확보

방사선 관리구역 내에 설치하되 유지보수 작업을 위한 공간의 확보가 가능한

장소가 요구되므로 방사선 관리구역인 조사후시험시설 내 화학실험실 7420호

에 작업공간을 고려한 설치공간을 확보하고 중량물 설치 시의 안전성을 검토

하였다. 조사후시험시설 7000 구역의 화학분석실 지하는 높이 1.6 m인 공간

이 있고 간격이 5.1 m인 두 개의 기둥사이에 폭 40 cm인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다. 차폐체 7.5톤, 지지대 500 Kg 및 기타 부속물의 하중이 좁은 공간

(1.3x1.3 m)에 집중됨에 따른 시설의 안전성 검토 결과, 건축 후 2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된 점까지 고려하면 10톤 정도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지하

부에 지지 구조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지하구조물 설치

(가) 검토 시 고려될 사항

• 지하바닥은 지면보다 낮아 방수층이 시공되어 있어 기둥설치를 위한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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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는 침수의 가능성을 발생시키므로 앵커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

로 서서 안정적으로 상부하중을 지탱 할 수 있는 형태가 바람직하므로 사

각 FRAME 형태로 하여야 한다.

• 지하 보강구조물은 콘크리크 슬라브 구조의 시간에 따른 자연적 처짐까지

지탱하여야 하므로 슬라브 처짐의 곡선 형태를 고려시 H-200X200X8X12 보

강기둥 하나에 전달되는 하중은 상부 전체구조물(콘크리트, 차폐시설, 이동

적재하중 등)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PIT 바닥에 닿는 H형강 기초부분에는 상기 항 관련 기둥하나에 주어지는

하중을 지내력관련(20 ton/M2)하여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설계여야 한

다.

(나) 2 H-200 x 200 x 8 x12 기둥검토

• 적용하중산정 : 총하중 38.58 ton

- 콘크리트 슬라브 지중 : 0.2 m x 5.4 m x 5.4 m x 2.4 ton/m3=14 ton

- 적재하중 : 0.5 t/m2 x 5.4 m x 5.4 m =14.58 ton

- 차폐체 집중하중 : 10 ton

• 허용 압축력 산정

- H-200x200x8x12 단면성능 및 기타 계수

- A=63.53 cm2, ix=8.62, iy=5.02, Zx=472cm3, Zy=150cm3,

- Lk=320 cm(160x2) λ=320/5.02=63.74 λp=120 F=2.4 t/cm2

- λ<=λp 이므로 허용압축응력은

fc={1-0.4(λ/λp)2}xF/n, n=3/2+2/3(λ/λp)2 식에서

fc=1.26 t/cm2

허용압축력=A X fc =63.53 cm
2

x1.26 t/cm
2
=80 ton

• 허용압축력이 적용하중보다 크므로 H-200x200x8x12 부재선정은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보강구조물기본설계

• 가새를 제외한 기둥 및 보는 H-200x200x8x12 사용한다.

• 보강구조물의 형태는 다음 그림 3-7과 같다.

• 기타사항

- 차폐체 기둥 및 지하 PIT에 설치될 H형강 기둥의 위치는 일치시킨다.

- 현장설치 시 조립오차에 의한 기둥H형강과 콘크리트 슬라브 사이의 상하

간격은 steel plate등으로 공극을 없애야 한다.

(라) 지하구조물 설치



Fig. 3-7. Configuration of underground support frame



• 지하 보강구조물의 형태 및 설치 완료된 지하 구조물은 다음과 같다. (그림

3-7~3-8)

(3) 글러브박스 설치 및 이송용기 접합부 장착

차폐 글러브박스는 설계기준 및 제작도면에 따라 제작하여 조사후시험시설

7420호에 설치하였다.(그림 3-9) 이동 시 하중을 고려하여 차폐체가 이동하는

통로를 따라 지하부에 보강재를 설치한 후 이동시켰으며, 입구 문 높이 관계

로 완전히 조립되어진 상태로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글로브박스(상)와 support

frame(하)으로 나누어 설치를 하였다. 먼저 하부 Support(800kg) frame을 건물

입구에서 트롤리 대차(중량물 이송용 바퀴)를 이용하여 설치 위치까지 이동하

여 설치하고, 이때 이동시 트롤리 대차가 이동하는 라인을 따라서 철판(4.5t)을

바닥에 깔아 하중을 분산시키면서 이동하였다. 상부의 글러브박스(6톤)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동하여 설치하였다.(그림 3-10) 제작된 이송용기 접합부를

글러브박스 좌측벽면에 장착하고 도어개폐 및 시편이 드나드는 홀과 일치하는

지 등을 점검하였다. 설치완료 후 배기가스의 외부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후시험시설의 DUP(Deep Under Pressure) 라인에 배기구를 연결하여 부압을

유지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차폐체 내부의 압력조절이 가능하게 하였다.

 (4) Manipulator 설치

시료의 장착 및 탈착, 글러브박스 내부 물품들을 다루기 위해 두 개의 mini

manipulator (R.W. Wiesener 제품)를 방사선차폐 글러브박스 전면에 부착하였

다. Manipulator는 주부(master part)와 종부(slave pat), 핸들과 tong, 관통튜

브로 구성된다. 팔의 회전각도는 좌우 ±46°, 전후 ±50°, 팔의 상부(어깨에서

팔꿈치에 해당)의 상하 회전각도는 수평상태의 ±30°이며, tong이 잡을 수 있는

최대 무게는 대략 2 Kg이다. 차폐체 전면 벽체에 직경 120 ㎜의 구멍을 뚫고

manipulator를 설치하고 두 manipulator 간격이 600 ㎜가 되도록 하였다.(그림

3-11)

또한 manipulator를 글러브박스 내부 환경으로부터 격리시켜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화학 실험에서 발생되는 직접적인 오염 및 부식을 방지하고, 유지보

수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boot를 장착하였다.

라) LA 시스템 설치

방사선관리구역에 설치한 글러브박스 내부 및 외부에 각 구성부품을 배치해



Fig. 3-8. Photos of underground support frame



Fig. 3-9. Shielded glove box with specimen cask and cask adaptor



Fig. 3-10. Carry (above) support frame and (below) radiation 
shielded glove box into a room by trolley



Fig. 3-11. Manipulators on a shielded glove box for LA system



laser ablation system을 설치하였다.(그림 3-12)

• Laser system은 glove box 밖에 두고 반사경(90o 반사)과 glove-box후면 UV

윈도우를 통해 glove box 내로 laser beam 입사되게 하였다.

• Glove Box 내로 들어온 beam은 줌렌즈와 초점렌즈 사이에 위치한 반사경

(90o 반사)과 초점렌즈를 통하여 beam이 시편에 도달하도록 설치하였다.

• Laser beam형태가 대칭성을 유지하도록 두 반사경의 각도 및 기울기를 조절하

였다

• Illuminator와 함께 초점렌즈는 시편의 60 mm정도 위에 설치하고, 두 번째

반사경 위로 zoom lens, TV tube 및 CCD camera를 배치하였다.

• Zoom lens의 조종 및 CCD camera의 image는 설치대 밖에 위치한 컴퓨터

제어기를 통하여 조절하게 하였다.

• Ablation chamber는 초점렌즈 아래, 시료 미세이동장치 위에 부착하였으며,

미세이동장치는 Z축 조절이 가능한 Jiffy Jack 위에 설치하고, controller는

glove box 하단 support frame 내부 선반에 설치한 후 컴퓨터와 연결하였다.

• 시편 image와 레이저의 초점을 일치시켰으며, 줌렌즈와 초점렌즈의 광학정렬을

통하여 화면의 중앙에 레이저의 초점이 위치하도록 조절하였다.

마) 시험 및 검사

(1)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구성부품별 시험항목 검토

설치가 완료된 방사선차폐 Laser Ablation 시스템의 구성부품들을 정리하고

각 항목별 성능 및 요구조건들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다음 표 3-7에 정리하

였다.

(2) 차폐 글러브박스 성능검사

Shielded Glove Box 설치 후 시운전을 통하여 설계조건 및 제작도면에서 요

구하는 기능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방사선 차폐체의 건전성을 입

증하기 위하여 10.82 Ci Ir-192 밀봉선원을 사용하여 각 위치별 차폐능 검사를

실시하였다. 글러브박스 각 부분(그림 3-13)별 차폐능 검사결과 10.82 Ci Ir-192

에 대해 차폐체 표면에서 0.5~22 mRem/hr (5~220 μSv/hr)의 방사선량을 나

타내었다(표 3-8). 사용후핵연료 1g(1 Ci)에 대해 표면에서 선량이 2.5

mRem/hr 이하로 설계된 점을 고려하면 차폐능 검사결과 설계기준을 만족시

킴을 확인하였다.



Fig. 3-12. Laser ablation system in a shielded glove box
(left) rear view (right) front view through lead glass window(left) rear view, (right) front view through lead glass window



Fig. 3-13. Detection points of gamma survey test.



Classification Components Requirements Remark*

LA System

Q-switched

Nd:YAG laser

- Pulse energy: 6 mJ at 266 nm

- Repetition frequency: 1 to 20 Hz

○

○

Image system
- CCD camera set

- Illuminator

○

○

Optics

- Mirror set ; 45 degree

- Focusing lens ; focal length, 60mm

- Iris

○

○

○

Ablation chamber
- Easy handling

- Air tight

○

○

Translation stage

- Min. movement: 1 μm interval

- Travel distance: 50 mm

- 3D translation

○

○

○

Optical table - Pneumatic isolation system ○

Spatial resolution - < 50 μm ○

Shielded

Glove box

& Cask

Front Panel

- Manipulator & Glove port

- Lead window

- Manipulator Boots

○

○

○

Rear Panel
- Maintenance door

- Beam inlet window

○

○

Roof & Bottom
- Lighting

- Utility hole

○

○

Side panel - Cask adapter ○

Support frame
- Pressure gauge, lighting switch

- Power on/off switch

○

○

Cask
- Dose rate ; < 2.5 mrem/hr

- Adaptability

○

○

Overall Performance
- Dose rate ; < 2.5 mrem/hr (1 Ci) ○

- Negative pressure ; -3 ～-5 mmHg ○

Table 3-7. Evaluation items for a radiation shielded LA-ICP-MS system

표 3-8에서 보면 후면에서 타지점에 비해 검출세기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

지점은 레이저 빔 입사를 위한 홀(직경 50.8 mm) 주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텅스텐 재질을 가공하여 직경 5 mm, 길이 100 mm의 레

이저빔 유도관을 만들어 부착하였으며 그 결과 후면에서의 방사선량이 현저하



게 줄어들어 설계기준치를 만족시켰다.

    Table 3-8. Gamma survey test of shielded glove box for LA system

품 명 Shielded Glove Box SOURCE

밀봉 방사성 동위원소

(KAERI)

Ir-192 / 10.82Ci

ID NO.

Radiation Dose

비고 ID NO.

Radiation Dose

비고측정값

(mrem/hr)

변환값

(mSv/hr)

측정값

(mrem/hr)

변환값

(mSv/hr)

FRONT 평균 : 5~6 mrem/hr RIGHT 평균 : 1~2 mrem/hr

1 0.95 0.0095 1 1.4 0.014

2 9.8 0.098 2 1.6 0.016

3 5.9 0.059 3 1.7 0.017

4 6.3 0.063 4 1.3 0.013

5 4.8 0.048 5 1.3 0.013

6 1.3 0.013 REAR 평균 : 15~25 mrem/hr

7 1.2 0.012 1 13 0.13

8 0.7 0.007 2 22 0.22

LEFT 평균 : 0.5~1 mrem/hr 3 21 0.21

1 0.1 0.001 4 19 0.19

2 0.15 0.0015 5 1.9 0.019

3 0.49 0.0049 6 17 0.17

  

나. 방사선차폐 이송용기 설계 및 제작

1) 개요

사용후핵연료나 연구용 조사시편과 같은 고방사성 시편 내에 존재하는 동위원

소들의 분포측정을 위해서는 원하는 시편을 필요한 크기로 절단하고 마운팅하여

측정용 글러브박스 내로 가져와야 한다. 측정하고자 하는 시험시편을 원하는 크



기와 모양을 가지도록 가공하는 핫셀과 동위원소 분포측정용 글러브박스 사이에

서 시험시편을 운반하고 취급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차폐된 상태에서 이동이 가

능하여야 한다. 또한, 밀폐를 유지한 상태에서 핫셀과 글러브박스의 시편 수납

구와 쉽고 확실하게 결합될 수 있는 이송용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방사성 시

편의 절단 및 가공이 이루어지는 조사후시험시설(PIEF) 내 핫셀의 시편수납구와

잘 맞는 이송용기를 제작하기 위해 기존에 핫셀로부터 주사전자현미경이 설치된

차폐 글러브박스 내부로 운반하기 위한 이송용기[3-2]와 동일한 구조를 지니는

차폐체를 제작하였다. 본 이송용기는 원자력법 과기부 고시 제 96-38호 및

IAEA Safety Standard Series ST-1의 규정에 의거 B형포장물로 분류된다. 이송

용기의 안전성 분석은 위에서 언급한 이송용기의 안전성분석자료

(KAERI/TR-1312/99)에 따른다. 본 방사선차폐 LA 시스템용 이송용기의 운반내

용물은 방사선차폐 글러브박스의 방사선원 항에서 언급된 시편과 동일한 시편을

운반하는데 사용된다.

2) 이송용기 설계 시 요구조건

• 조사후시험시설 핵연료시편가공 핫셀에 도입된 장치와 동일 규격으로 한다.

• 운반용기는 Shielded Glove Box 좌측면 벽에 설치된 Cask Adapter에 장착

및 분리하기 용이해야 하며, 시편의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 상단은 시편을 운반하는 차폐체, 하단은 차폐체를 이송하기 위한 대차로 구

성되어야 한다. 특히 대차는 CASK의 이송이 용이하도록 바퀴를 달고, 상하

높이조절장치용 lifter가 부착되어야 한다.

• 글러브박스와의 접속면은 시편 반출입 시 차폐손실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

다.

• 핵연료 시편의 이송 시 방사선 선량값이 방사성물질 포장 및 운반기준을 만

족하는 차폐능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차폐체는 스테인레스 스틸 및 납차폐체로 구성하며, SS 10T를 사용하여 구

조재 내부에 납을 주조로 70 mm 충진하는 구조로 한다.

• 상단 용기의 전체 길이는 435 mm이고 시편 반입 및 반출을 위한 미끄럼구

동 차폐문을 장착하여 핫셀 및 Shielded Glove Box에서 시편의 반입 및 반

출이 용이하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안전하게 잠겨있게 한다.

• Cask Adaptor와 결합 및 분리가 용이한 구조여야 하며, 작업자 피폭이 없이

Cask 내부에 시편을 반입 및 반출할 수 있어야 한다.



3) 용기의 구조 및 사용재료

이송용기의 구조 및 사용재료는 다음과 같다.

• 이송용기 상단에는 원통형 구조의 용기본체를 두고 하단에는 용기를 지지하

고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지대를 둔다.

• 지지대는 이동을 위한 바퀴와 용기의 상하 높이조절용 장치를 두고, 용기본

체가 핫셀과 글러브박스에 밀착될 수 있도록 전후이동이 가능하게 한다.

• 조사시편이 담기는 내부바스켓은 글러브박스에 장착된 원격조종기를 사용하

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볼트 등의 체결작업은 배제한다.

• 용기뚜껑은 방사선의 외부누출을 막아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막아주며,

핫셀과 글러브박스에 결합된 경우에만 문이 열리도록 안전장치를 부착한다.

• 구조재로는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하고, 차폐재로는 ASTM B29 99.9% Pb를

함유한 순납을, 체결볼트류는 ASTM A193 B8 또는 동등한 재질, 가스켓

및 씰링류는 내방사성 재질을 사용한다.

4) 이송용기 제작

설계 기본개념을 적용하여 이송용기의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제작도면(그림

3-14)에 따라 제작한 후 성능검사를 수행하였다. 이송용기와 glove-box와의 접속

은 glove-box 측면의 용기접속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송용기 접속부는 내부

직경이 120 mm인 시편출입용 홀이 있고 sliding 방식의 차폐문과 차폐문 지지

대 및 차폐벽에 고정하기 위한 하우징으로 구성된다. 접속부에서의 차폐손실을

막기 위해 접촉면은 사다리꼴의 요철구조로 하였으며, 안전을 위해 차폐문에 돌

기형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이송용기 접속부와 완전히 접촉 시에 돌기부분이 밀

려들어가면 도어가 열리도록 하였다.

5) 차폐능 검사

제작된 이송용기가 충분한 차폐능을 지니는지 확인하기 위해 Ir-192 8.85 Ci

밀봉선원을 사용하여 이송용기의 차폐능 검사를 수행하였다. 각 부분(그림

3-15)별 차폐능 검사결과 8.85 Ci Ir-192에 대해 차폐체 표면에서 0.1~3.7

mrem/hr (1~37 μSv/hr)의 방사선량을 나타내었다(표 3-9). 사용후핵연료 1g(1

Ci)에 대해 표면에서 선량이 2.5 mrem/hr 이하로 설계된 점을 고려하면 차폐능

검사결과 설계기준을 만족시킴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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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Concept of gamma survey test of specimen cask



     Table 3-9. Gamma survey test of specimen cask

항 목
Specimen Cask

Gamma Survey Test
SOURCE

밀봉 방사성 동위원소

(KAERI)

Ir-192 / 8.85Ci

ID NO.

Radiation Dose

비고 ID NO.

Radiation Dose

비고측정값

(mrem/hr)

변환값

(mSv/hr)

측정값

(mrem/hr)

변환값

(mSv/hr)

A1 1.7 0.017 C3 0.95 0.0095

A2 2.0 0.020 D1 B/G -

A3 2.8 0.028 E1 0.15 0.002

A4 1.8 0.018 E2 0.10 0.001

B1 3.2 0.032 E3 0.11 0.001

B2 3.7 0.037 E4 0.13 0.001

B3 2.5 0.025 F1 0.40 0.004

B4 2.1 0.021 F2 0.41 0.004

C1 1.1 0.011 F3 0.41 0.004

C2 1.5 0.015 F4 0.41 0.004

다. 사용후핵연료 적용시험을 위한 운전절차

제작된 방사선차폐 LA-ICP-MS 시스템에 의한 사용후핵연료나 연구용 조사

핵연료의 동위원소 분포측정을 위한 시편제작, 이송용기의 핫셀에의 결속, 시편

반출, 시편이송, 글러브박스에의 결속, 시편반입, 측정 및 사후처리 등 일련의

시험분석 과정의 운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측정준비

가) 시험시편 선정 및 시편제작

시험하고자 하는 대상 조사핵연료를 선정하고, 선정된 시료의 제작을 위해



관련부서(조사후시험시설운영)와 협의한 후 핫셀시험시설(PIEF) 수중/핫셀 시

험(이용)의뢰서를 작성하여 시편제작을 의뢰한다. 다음 그림 3-16[3-3]은 ITU

에서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결정격자변화 측정시 사용한 제작방법으로 이와 동

일한 방법 혹은 동일개념을 적용하여 시편을 제작한다. 즉, 핵연료 펠렛의 가

운데 부분을 택하되 양쪽 끝이 직선을 이루도록 펠렛 중심부의 수직절단면을

택하여 제작한다.

나) LA 시스템 광학정렬 및 LA-ICP-MS 시스템 최적화

먼저 조사핵연료 시험시편이 반입되었을 때 광학부품의 정렬없이 시편의 위

치조절 만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레이저 및 ablation 장치의 각 구상부품들을

켠 후 laser ablation 시스템의 광학정렬을 완료한다. 또한 ICP-MS 시스템을

켜고 표준시료를 사용한 예비실험을 통해 유량 등을 조절하여 ICP-MS 시스템

상태를 최적화한다. 이때 LA-ICP-MS 시스템 최적화는 Laser ablation 시스템

및 ICP-MS 시스템 각각의 작동법에 따른다.

2) 시험시편 이송

가) 이송용기의 운반 (이송용기보관소 → 인터벤션 구역)

• 먼저 조사후시험시설 인터벤션 구역에서 화학실험실 사이의 장애물을 제거

하고, 건물 문턱에는 이송의 편의를 위해 시편이송용 받침대를 설치한다.

• 이송 중에 용기가 전복되지 않도록 이송용기의 상하 높이조절용 승강핸들을

돌려 운반용기의 높이를 낮추고 용기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채운다.

• 제작완료된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이송하기 위하여 방사선차폐 이송용기

(Radiation Shielded Cask)를 인터벤션 구역으로 옮겨온다.

나) 이송용기와 핫셀의 결합

• 이송용기의 높낮이를 조절한 후 조사후시험시설 9407 방의 이송용기 접합부

에 접속시키고 결속용 볼트를 체결하여 접합시킨다. 이는 작업자의 차폐안

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다.

• 이송용기 및 용기접합부의 개폐문을 열고 이송용기 내 시료를 담는 바스켓

과 연결된 핸들을 천천히 밀어 넣는다.

• 바스켓이 핫셀 안에 당도하면 핫셀 작업자는 원격조종기를 이용하여 시편용

기의 뚜껑을 열고 시료를 담은 후 뚜껑을 닫는다. 이송작업자는 시편이 시

편용기에 담길 때까지 바스켓 핸들을 잘 고정시킨 후 시편용기의 뚜껑이 닫

힌 것을 확인한 후에 핸들을 천천히 당겨 시편을 핫셀로부터 이송용기로 옮



Fig. 3-16. Preparation of test specimen



긴다.

• 이송용기 및 용기접합부의 개폐문을 닫고, 개폐문이 완전히 닫힌 것을 확인

한 후 체결된 볼트를 해체하여 이송용기를 접합부로부터 분리한다.

• 기밀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계측기를 사용하여 누설시험을 실시

한다.

• 용기표면 오염에 의한 오염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송용기 표면을 제염

한 후 계측기를 이용하여 오염원 제거여부를 확인한다.

다) 이송용기의 운반 (인터벤션 구역 → 측정 장소)

• 이송중에 용기가 전복되지 않도록 이송용기의 상하 높이조절용 승강핸들을

돌려 운반용기의 높이를 낮추고 용기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채운다.

• 이송통로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건물 문턱에 이송의 편의를 위해 시

편이송용 받침대를 설치한 후 측정용 글러브박스가 설치된 장소로 이동한

다.

라) 이송용기와 글러브박스의 결합

• 이송용기가 측정용 글러브박스 설치장소로 옮겨오면 이송용기의 고정장치를

제거하고 승강용 핸들을 돌려 이송용기와 글러브박스 접합부의 높이를 맞춘

다.

• 이송용기의 높낮이 및 좌우 위치를 조절한 후 글러브박스의 이송용기 접합

부에 접속시키고 작업자의 차폐안전성 확보를 위해 결속용 볼트를 체결한

다.

• 방사선 누출의 위험은 없는지 확인한 후 이송용기 및 용기접합부의 개폐문

을 열고 이송용기 내 시료를 담는 바스켓과 연결된 핸들을 천천히 밀어 넣

는다.

• 바스켓이 글러브박스 안에 당도하면 원격조종기를 이용하여 시편용기의 뚜

껑을 열고 시료를 꺼내어 시편홀더에 올려놓고 뚜껑을 닫는다. 시편용기의

뚜껑이 닫힌 것을 확인한 후에 핸들을 천천히 당겨 바스켓을 글러브박스로

부터 인출한다. 이때 작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두명의 작업자가 이송용기

핸들 작업 및 원격조종기 작업을 분담하는 것이 좋다.

• 이송용기 및 용기접합부의 개폐문을 닫고, 개폐문이 완전히 닫힌 것을 확인

한 후 체결된 볼트를 해체하여 이송용기를 접합부로부터 분리한다. (경우에

따라 측정이 완료될 때까지 글러브박스에 접합시켜 놓아도 무방하다. 단, 측

정되는 동안 접합부와 용기의 개폐문은 반드시 닫아 둔다.)



• 용기표면 오염에 의한 오염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송용기 표면을 제염

한 후 계측기를 이용하여 오염원 제거여부를 확인한다.

• 이송용기의 상하 높이조절용 승강핸들을 돌려 운반용기의 높이를 낮추고 용

기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채운다.

• 이송용기 저장소에 이동시켜 보관한다.

3) LA-ICP-MS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내 동위원소 분포 측정

가) 측정방법

• 본 작업은 조사후시험시설 7420 방에서 수행된다.

•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막고 글러브박스의 기밀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계측기를 사용하여 작업자의 행동반경 내 방사선량을 측정한다.

• 원격조종기를 이용하여 ablation chamber의 뚜껑을 열고 시편을 장착한 후

ablation chamber의 뚜껑을 닫는다.

• Jiffy jack 구동장치의 “up" 버튼을 눌러 ablation chamber의 높이를 조절한

다.

• 제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병진장치의 XYZ 축을 움직여 이미지시스템의 초

점을 맞추고 측정할 시편의 전체크기로부터 시편 중심에서 가장자리까지의

위치를 확인한다.

• 측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명의 작업자가 함께 수행하여야 하며 한명은 레

이저시스템의 제어를 담당하고, 다른 한명은 질량분석기 제어를 담당한다.

이는 두 시스템이 하나의 컴퓨터로 제어되지 않고 멀리 떨어진 두 개의 다

른 컴퓨터로 제어되기 때문이다.

• 질량분석기의 측정준비가 완료되면 질량분석기 작업자는 “준비완료”의 신호

를 보내고, 레이저시스템을 제어하는 작업자는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에 레

이저를 조준한 후 시료채취 작업을 수행한다.

• 시편의 위치를 옮겨가며 원하는 성분원소의 동위원소 비를 측정하고 얻어진

data를 저장한다.

나) 시험시편의 탈착 및 제염

• 이송용기를 LA-ICP-MS 측정용 글러브박스로 옮겨온다.

• 이송용기의 고정장치를 제거하고 승강용 핸들을 돌려 이송용기와 글러브박

스 접합부의 높이를 맞춘다.

• 이송용기의 높낮이 및 좌우 위치를 조절한 후 이송용기 접합부에 접속시키

고 작업자의 차폐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속용 볼트를 체결한다. (용기가



접속된 상태에서 측정을 진행한 경우 상기의 세과정은 생략한다.)

• 방사선 누출의 위험은 없는지 확인한 후 이송용기 및 용기접합부의 개폐문

을 열고 이송용기 내 시료를 담는 바스켓과 연결된 핸들을 천천히 밀어 넣

는다.

• 바스켓이 글러브박스 안에 당도하면 원격조종기로 ablation chamber의 뚜껑

을 열고 측정이 끝난 시편을 탈착하여 바스켓의 시편용기 뚜껑을 열고 시편

을 담은 후 시편용기의 뚜껑을 닫는다.

• 미리 준비해 놓은 제염액과 티슈를 이용하여 ablation chamber 내∙외부를

제염한다. 또한 글러브박스 내에 남아 있을지 모를 오염원들을 제염한다.

• 제염에 사용된 휴지들은 미리 준비해 놓은 비닐 백에 넣어 시편용기와 함께

이송용기의 바스켓으로 옮겨 담는다.

• 핸들을 천천히 당겨 바스켓을 글러브박스로부터 인출한 후 이송용기 및 용

기접합부의 개폐문을 닫고, 개폐문이 완전히 닫힌 것을 확인한 후 체결된

볼트를 해체하여 이송용기를 접합부로부터 분리한다.

• 방사선계측기로 글러브박스 및 이송용기의 오염을 측정하고 제염한다.

4) 사후처리

가) 이송 및 폐기

• 이송용기의 상하 높이조절용 승강핸들을 돌려 운반용기의 높이를 낮추고 용

기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채운다.

• 시편반출 후 방사선 계측기로 이송용기의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 이송용기를 인터벤션 구역으로 옮겨 “2”번 항목에서 언급된 것과 동일한 수

순에 따라 핫셀 내로 측정이 끝난 시편 및 폐휴지등을 옮겨 놓는다.

• 폐시편 및 기타 폐기물을 고준위폐기물 관리규정에 따라 폐기한다.

나) 이송용기의 보관

• 방사선 계측기로 이송용기의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제염한다.

• 제염이 완료된 이송용기는 용기 보관장소로 옮겨 보관한다.

5) 시스템 유지 및 보수

가) 시스템 제염

LA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내부를 제염한 후 계측기로 선량을 측정하여 제염

상태를 확인한다. 시스템 구성부품들을 제염하고 특히 ablation chamber 및 용

발된 시료입자의 운반경로(운반기체 튜브 등)를 추적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제염한다.

나) 환기구 필터교체

방사능을 띈 미세입자가 글러브박스 내로 확산되는 경우 필터에서 걸러지게

된다. 이때 필터에 오염물질이 쌓이게 되면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므로

방사능계측 후 기준치 이상이면 필터를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오염되지 않은

경우라도 필터의 수명이 다하면 교체하여야 한다.

• 먼저, 환기장치 주위의 오염도를 측정한다. 필터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갈아 끼울 깨끗한 HEPA filter를 준비하고, 안전을 위하여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 환기구는 공기흡입구와 배출구의 두 개가 있다. 흡입구의 필터교체 시에는

글러브박스 연결부위의 밸브를 잠근다. 흡입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의

가능성이 큰 배출구의 경우 필터교체 시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먼저 글러브박스 내부의 차폐를 유지하기 위하여 환기구 배출구의 밸브를

잠그고 환기장치와 DUP 라인의 연결용 수직관의 밸브를 잠근다.

• 사용한 필터의 폐기를 위해 미리 적당한 크기의 비닐봉지를 만들어 둔다.

환기장치를 돌려 사용한 필터를 제거하고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폐기물

발생일자, 발생자 이름, 발생장소 등을 기록한다.

다) 조명교체

LA 시스템의 경우 분산된 미세입자에 의한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글러브

박스 지붕의 조명장치 차폐뚜껑을 열어 조명등을 교체한다. (내부가 완전히 제

염되어 유지보수용 문을 열었을 때, 안쪽의 조명기구 보호덮개를 열고 글러브

박스 내부에서 교체할 수도 있다.) 사용한 조명등은 오염여부를 확인한 후 폐기

처리한다.

라) Manipulator 수리 및 교체

이 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 Manipulator의 교체 혹은 수리 시 글러브박스 후면의 유지보수용 문을 열어

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리 혹은 교체를 위한 manipulator 제거 전에

글러브박스 내부오염원을 제거하여야 한다.

• 먼저 기구를 이용하여 원격조종기에서 오염될 확률이 가장 높은 부위인 손

가락 부분의 고무를 제거하여 글러브박스 내에 비치한 폐기물플라스틱 통에

담는다. 글러브박스 내부를 제염하여 오염을 제거하고 이때 나오는 폐기물

도 플라스틱 통에 담는다.

• 한쪽만 수리 혹은 교체할 때에는 글러브박스 정면의 manipulator 나사를 푼



후, 작업자 1은 옆의 manipulator를 이용하여 수리할 manipulator의 제거를

돕고 작업자 2는 manipulator를 앞으로 당겨 밖으로 빼낸다.

• 양쪽 모두 수리 혹은 교체하고자 할 때는 먼저 내부 제염 후 방사선량을 계

측하여 안전이 확인되면 글러브박스 후면 유지보수용 문을 연다. 글러브박

스 정면의 Manipulator 나사를 푼 후, 작업자 1은 후면 문을 통해

manipulator 제거를 돕고 작업자 2는 manipulator를 앞으로 당겨 밖으로 빼

낸다. (오염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된다면 한쪽만 교체 시에도 이 방법을 사

용하는 것이 보다 더 용이하다)

• Boot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manipulator 제거 후 고정나사를 풀어 고

정용 ring은 남기고 Boot 부분은 안으로 밀어 넣는다.

• 새 Boot를 끼우고 고정한 후, manipulator를 끼우고 나사로 고정한다.

•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른다.

마) 기타

• 실험에 필요한 물품의 반입 및 반출 시에는 글러브박스 내부 및 반출될 물

품의 제염이 완료된 상태에서 유지보수용 문을 열고 작업을 수행한다.

• 준비단계에서 제염용액, 제염용지, 폐기물용 플라스틱 백(혹은 상자), 보조집

게 등의 소형물품을 미리 글러브박스 내부에 넣어 두어야 한다.

• 유틸리티 라인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유틸리티 라인은 글러브박스 내부에서

글러브박스 외부로 나오는 라인과, 이 라인과 연결되어 외부 장치와 연결되

는 부위로 나누어 각각 교체할 있도록 설치하되 내부라인은 글러브박스 내

부에서 제거하여 폐기처리한다.

라. 인허가

조사후시험시설에서 방사선차폐 LA/ICP-MS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 승인된 사항의 변경 신청이 요구된다. 원자력법 제 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6조와 관련하여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변경 승인 신청서를 과학기

술부에 제출(한국원자력연구소, 미원핵 712-2691 (2005. 10. 20))하고 절차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과기부 원자력안전과-2748 (2005. 11. 28), 한국원

자력안전기술원 연핵 0320-456 (2005. 12. 25))를 거쳐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변

경에 관한 과기부 승인(원자력안전과-1941 (2006. 7. 28))을 얻었다.(그림 3-17)

마. 방사선차폐 LA/ICP-MS 시스템 성능평가

방사선차폐체 내부에 laser ablation 시스템을 설치하고 광학정렬한 후 기 보유



Fig. 3-17. Documents for authorization



한 고분해능 ICP-MS 시스템에 결합하였다. 공간분해능(50 ㎛ 이하) 등의 성능조

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SRM 613과 Gd을 혼입한 모의 핵연료 펠렛에 대해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연소도 55,000 MWd/MtU인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준비하여

고연소도 핵연료 시편에 대한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1) 모의시료를 이용한 방사선차폐 LA/ICP-MS 시스템 성능평가

SRM 613을 이용하여 139La, 140Ce, 144Nd 및 238U에 대하여 측정한 후 238U

에 대한 각각의 란탄족 동위원소들의 비를 계산하였다. 반복측정 결과를 다음

그림 3-18에 나타내었으며 고연소 사용후핵연료의 연소특성 자료 생산을 위한

측정 목표치인 정밀도 < 10%를 만족시킴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산화물 시편에 적용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의 핵연료 시편을 제작하였다.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중심에서 가장자리까지

의 온도구배에 따라 핵분열생성물의 분포가 달라지므로 시편 내 특정 성분의

분포가 변화하도록 층상화합물을 제조하였다. 먼저 이산화우라늄 산화분말에

Gd 함량을 2～28 at. %로 변화시키면서 섞고 이 분말을 압분하여 수소분위기

에서 고온 소결하였다. 소결된 시편을 다시 분말화하여 여덟가지 다른 조성의

분말을 준비하였다. 순수한 이산화우라늄 분말과 상기 분말을 각각 0.1g 씩

취해 고르고 다지기를 반복하면서 아홉층으로 쌓고 압분하여 1700 ℃에서 재

소결하여 층상형 SIMFUEL을 제조하였다. 이 시편을 층이 진 부분이 위로 향

하도록 하여 실제시료와 동일한 규격으로 에폭시로 몰딩하고 표면을 연마지로

연마하였다.

준비된 시편을 ablation chamber에 장착하고 300 μm씩 이동시키면서 235U에

대한 158Gd의 동위원소비를 측정하였다. 9개의 층을 이루는 초기 분말의 조성

과 각 조성별 동위원소들의 함량을 계산해 보면 다음 표 3-10과 같다.

시료 중
235

U의 함량변화는 0.51～0.68%범위이고,
158

Gd은 층에 따라 0.57～

6.88%까지 변한다. 층을 쌓은 순서는 0, 1, 2, 3, 4, 6, 8, 7, 5 순으로 하여 Gd

함량이 증가 후 감소하도록 변화를 주었다. 시편의 한쪽 가장자리 근처에서

시작하여 300 μm 간격으로 이동시키면서 8개의 지점을 측정하였으며(그림

3-19), 측정 결과 Gd-158/U-235의 기대치 범위(0.8～13.5)에서 동위원소 비를

얻을 수 있었으며, 시편의 쌓은 순서와 유사하게 증가후 감소하는 경향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림 3-20은 7번째 측정위치에서 동일층으로 예상되는 수평방

향으로 이동하면서 측정한 결과이다. 세 지점에서의 측정값이 일정하게 나오

는 것으로 보아 동일층인 것으로 판단되며, 층상형 SIMFUEL이 비교적 잘 만

들어 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 지점에서의 재현성도 좋아 동일한 조성



2.0
 

 La139/U238 0.95 + 0.07 

1.0

1.5

 

pe
 R

at
io

 Ce140/U238 0.97 + 0.09
 Nd144/U238 0.34 + 0.05

0.0

0.5

Is
ot

o

Fig. 3-18. Isotopic ratio of SRM613 by shielded LA-ICP-MS system

1 2 3 4

Number



모의시편 제작

Fig. 3-19. Isotopic ratio of SIMFUEL by shielded LA-ICP-MS system



25
 

0 50 100 150 200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15

20

In
te

bc
ity

 (c
ps

)

time (sec)

 Ce140 (Low)
 Nd144 (Low)
 Gd158 (Low)
 U235 (Low)

 15
8/

U
-2

35

11.165 + 0.222

0

5

10

ra
tio

 G
d-

1

1 2 3

Number 

Fig. 3-20. Isotopic ratio of 158Gd/235U at three positions of 
the same layer



의 시편에 대해 목표로 하는 측정정밀도를 만족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Composition, M(=U+Gd) in MO2-x expected ratio,

Gd-158/U-235U (U-235), % Gd (Gd-158), %

0 100.0 (0.7) - -

1 97.7 (0.68) 2.3 (0.57) 0.84

2 95.5 (0.67) 4.5 (1.12) 1.67

3 93.3 (0.65) 6.7 (1.66) 2.55

4 91.2 (0.64) 8.8 (2.19) 3.42

5 87.7 (0.61) 12.3 (3.06) 5.01

6 84.4 (0.59) 15.6 (3.88) 6.58

7 77.8 (0.54) 22.2 (5.51) 10.20

8 72.3 (0.51) 27.7 (6.88) 13.49

Table. 3-10. Expected Isotopic ratio of SIMFUEL

그림에서 보면 측정치와 예상치가 유사하지만 정확히 일치하고 있지는 않은데

측정 오차일 수도 있으나 층상 모의 시편의 제조방법상 층간 경계에서 분말이

서로 섞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층의 두께도 위치에 따

라 다를 수 있으며 측정 시 층간구별이 되지 않아 단순히 예상되는 층의 두께

를 고려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측정하였으므로 측정위치가 층의 경

계면에 위치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층간 경계에서 분말이

서로 섞였을 가능성이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은 것

으로 판단된다.

고방사성의 사용후핵연료 실제 시료에 적용하기 전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ablated된 입자가 글러브박스 내부에서 분산되는지, 분산된다면 주로 어디에

머무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모의 시편 실험전후에 시스템 주변을

smear하여 입자의 분산여부를 살펴보았다. Alpha 및 beta 계측결과 바탕값 이

하를 나타내어 우라늄 입자가 시스템 주변에 거의 분산되지 않았거나, 분산되

는 양이 계측기 측정한계 이하의 극미량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ablation



되는 시료의 양이 극미량이고 ablated된 입자의 대부분은 MS 시스템으로 이

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제조 및 동위원소 분포 측정

조사핵연료 J502-A14(연소도 55,600 MWd/MtU)를 대상시편으로 선정하고,

본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제작을 조사후시험시설운영부서와 협의한 후 핵연료

펠렛 중심부의 수직절단면을 택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편은 핵연료

중심부의 단면으로 피복관 한쪽끝이 떨어져 나가 한쪽 피복관만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21 상부 사진)

위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제작용 핫셀에서 글러브박스로 옮겨오기 전에 LA시

스템의 광학정렬을 완료하고 ICP-MS 시스템을 최적화한 후 글러브박스 내부

에 제염용액과 제염용지 등 필요한 물품들을 넣어 두었다. 제작된 시편을 운전

절차에 따라서 제작 핫셀로부터 시편이송용기로 옮기고 용기 주변의 방사선량

을 측정하였다. 시편을 이송절차에 따라 방사선차폐 글러브박스로 옮겨와 글

러브박스 내부로 시편을 옮기고 manipulator를 이용하여 ablation chamber에

장착하였다. 시편장착 후 글러브박스 주변의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허용기준

치 2.5 mRem/hr 에 훨씬 못 미치는 값을 나타내어 차폐가 잘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송용기를 용기보관장소로 이동하고 illuminator 등을 연결한

후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미세부위에서 U-235를 기준으로 대상원소(Mo, Cs 및

Nd)의 동위원소 비를 측정하였다. 그림 3-22의 내부 사진은 ICP-MS로 측정한

J502-A14 시편의 ablated crater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으며 스펙트럼은 rim에서

1.2 m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각 동위원소별 피크크기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핵연료 중심에서 가장자리까지 이동시키면서 각 지점에서의

Mo-100, Cs-137, Nd-144 동위원소의 분포를 U-235 동위원소를 기준으로 분포

비를 측정하였다. 비교적 변화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연료의 중심부는 500

μm씩 이동시키고 가장자리로 가면서 300 μm, 200 μm로 측정간격을 좁힌 후

rim 근방에서는 100 μm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그림 3-21에 나타내

었으며 rim 영역 근처에서 Mo, Cs, Nd의 동위원소비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독일 ITE 연구소의 Garcia Alonso 등은 LA-ICP-MS로 사용후핵연

료에 대해 500 μm 간격으로 측정하여 공간분해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

였으며[3-4], 이 자료에 따르면 본 실험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보

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rim 근처에서는 100 μm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개발

된 장치는 50 μm 간격으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공간분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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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3. 결정구조변화 측정을 위한 방사선차폐 Micro XRD 시스템 구성

가. Micro-XRD의 방사선차폐 글러브박스 설계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취급하기 위한 micro-XRD 시스템용 방사선차폐 시스템

을 설계할 때 작업자 또는 주변 환경을 방사선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

고려 사항들은 LA-ICP-MS 용 방사선 차폐 시스템과 동일 개념을 적용하여 차

폐해석 및 차폐설계를 수행하였다.

1) 방사선 차폐 시스템 개념설계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취급하기 위한 micro-XRD 시스템용 방사선차폐 시스템

을 설계할 때 작업자 또는 주변 환경을 방사선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

고려 사항들은 LA-ICP-MS 용 방사선 차폐 시스템과 동일 개념을 적용하여 설

계하였다. 또한 X-선관, goniometer, detector, 미세빔 정렬장치, 시편미세이동장

치 등으로 이루어진 micro-XRD 측정 시스템은 방사선 차폐 glove box 내부의

뒤편에 설치하고, 기기작동을 위한 micro-XRD 제어시스템은 방사선 차폐 glove

box 하단의 support frame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방사선 차폐 시스

템의 무게를 줄이고 방사선으로부터 제어 시스템을 보호하며 필요시 보수작업

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본개념을 수립하였다. 또한 방사선 차폐 glove box

의 내부규격은 측정시스템의 크기, 시료와 작업자간 거리를 고려하여 1,200 (가

로) × 1,000 (세로) × 1,000 (높이) mm로 설정하였다(그림 3-23).

• Glove box의 차폐벽은 차폐성능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납을 재료로 하고 사용

후핵연료의 방사선량을고려하여 두께를 70 mm로 한다.

• 차폐창은 시편 장착을 위해내부를볼수 있도록전면의 중앙에 방사선 차폐요건

을만족하는납유리로 한다.

• 차폐문은 X-선관의교체 및 미세빔광학정렬을 위해 glove box의 전면과 좌측면

에 설치한다. 이때 차폐문의 안쪽에는 glove port가 부착된 투명 문을 설치하여

제염 및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한다.

• 시편의 장착을 위해 glove box의 전면에 tong을 부착하고 시편 장착이 용이한 위

치에 오도록 한다. Tong의 길이는 시편 접속장치의 위치와 glove box의 크기를

고려하여결정한다.

• 조사시편의 이송용기는 LA/ICP-MS 차폐시스템에서와 동일한것을 사용한다.

시편 이송용기의 접속부는 glove box의 우측면에 위치하며 내부직경이 120 mm

가되도록하고 이송용기접속 시차폐손실을막는 구조로 한다.



1200

10
00

Goniometer
X-ray
tube Detector

120

30
0

시편 이동경로

Lead glass
window

시편 반입/반출 hole

Maintenance
door windowdoor

1400

Lead glass

(a) Over view

12
00

Lead glass
window

Maintenance
door

Tong

Unit : mm

Control system

90
0

Support
Frame

Fig. 3-23. Conceptual design of radiation shielded 
micro-XRD system.

Unit : mm

(b) Front view



• 환기 시스템은 흡기구, 배기구, 필터, 밸브류 및 차압계로 구성하고 오염의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해 glove box 내부를 부압으로 유지한다. 흡기구 및 배기구에는

filter를 설치하고, 배기구는 조사후시험시설의 DUP 라인에 연결하여 배기 기체

의 외부방출을 방지한다. 또한 흡기구와 배기구가 서로 멀리 떨어지도록 바닥과

천정에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여 공기가 정체되지 않고 순환이 용이하도록 한

다.

• 방사선차폐 시스템은 방사선 관리구역인 조사후시험시설의 7416호에 설치하며,

유지보수작업을위해충분한공간을 확보한다.

• Glove box 하단에 support frame을설치하여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glove box가

설치될 위치의 지하에 무게를 지탱해 주는 지지체를 설치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한다.

2) 방사선 차폐해석

농축도 5 wt%, 연소도 50 GWd/MtU, 냉각시간 3년인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

(17×17 형)를 기준으로 차폐해석을 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크기는 펠렛의

직경과 X-선회절피크를얻기 위한 최소폭(3 mm)을 고려하여 10×3×1 mm로 결정하

였다. 이 시편을 무게로 환산한 후 방사선량을 계산해보면 대략 0.3 Ci 정도가 된다.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취급할 시편의 무게를 1 g (1 Ci)으로 예상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원은 주로 강한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분열생성물의 방

사성 동위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에서 연소된 연소도, 방출되어

나온 후 냉각기간에 따라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강도를 추정한다. 방사선원 계산

은 ORIGEN-2 코드를 사용하여 핵연료의 초기 농축도, 연소도(50,000

MWd/MtU), 냉각기간(3 yrs), 시편의 무게(최대 1 g, 직경: 5 mm, 두께: 1.2

mm) 등을 입력 자료로 하여 수행하였다. 핵분열생성물 동위원소에 대한 방사선

원의 종류와 세기 및 에너지 스펙트럼을 표 3-11에 나타내었다.

차폐계산을 위한 해석모델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Glove box의 방사선

차폐해석에 대한 방사선 선량률 변환인자(Dose conversion factor)를 표 3-12에

나타냈으며, glove box의 표면에서 선량률 기준은 2.5 mrem/hr로 설정하였다.

Glove box의 주 차폐체는 납(70 mm 두께)으로 구성되어 있고 납유리(150 mm

두께)가 부착되어 있어 작업 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Table 3-11. Energy spectrum of fission product

Energy

(MeV)

Source strength spectrum (Photon/sec.)

(Based on 1.0 g U)

0.38 6.52 E +08

0.58 1.26 E +10

0.85 4.31 E +09

1.25 6.90 E +08

1.75 3.30 E +07

2.30 2.81 E +07

2.8 8.60 E +05

3.5 1.10 E +05

Glove box의 차폐해석 모델은 감마선원 전용 차폐해석코드인 QAD-CG에 적용

할 3차원(x,y,z) 기하학 구조로 하였다. 그림 3-24는 방사선차폐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XRD 납차폐 glove box(내부규격 : 1180 × 969 × 994 mm)의 계산모델이

다. 여기서 방사선 선량률은 glove box의 차폐체 외부표면에서 계산결과를 산정

하도록 하였다.

Table 3-12. Dose conversion factor for shielding analysis

Energy

(MeV)

Dose conversion factor

(mrem/hr.MeV/cm2.s)

0.38 5.08 E-04

0.58 8.12 E-04

0.85 1.18 E-03

1.25 1.52 E-03

1.75 1.94 E-03

2.30 2.36 E-03

2.8 2.71 E-03

3.5 3.18 E-03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취급하는 glove box에 대하여 방사선 차폐해석을 수행

하였다. 차폐해석에 대한 기술기준 및 규정은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선량률 기준

인 2.5 mrem/hr이하에 부합되도록 계산하였다. 그림 3-24의 차폐해석 모델과

선량률 측정위치에 대한 차폐계산 결과를 표 3-13에 나타내었다. Glove box의

front door 표면(D.P 1)에서 1.2 mrem/hr의 값을 나타냈고 bottom wall 표면

(D.P 2)에서는 1.1 mrem/hr, rear wall 표면(D.P 5)에서는 0.99 mrem/hr, side

wall 표면(D.P 4)에서는 0.50 mrem/hr, top wall 표면(D.P 3)에서는 0.46

mrem/hr로 나타났다. 계산된 선량률 결과는 규정에 제시된 2.5 mrem/hr 값보

다 1/2 이하의 작은 값으로 사용후핵연료 시편 취급용 glove box의 설계에서

차폐성능이 보장되며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Table 3-13. Dose rate at detection point of glove box for micro-XRD

Detection point Dose rate Remark

Front door surface

(D.P 1)
1.2 mrem/hr (12 μSv/hr)

Allowable limit:

2.5 mrem/hr

Floor wall surface

(D.P 2)
1.1 mrem/hr (11 μSv/hr)

Roof wall surface

(D.P 3)
0.46 mrem/hr (4.6 μSv/hr)

Side wall surface

(D.P 4)
0.50 mrem/hr (5.0 μSv/hr)

Rear wall surface

(D.P 5)
0.99 mrem/hr (9.9 μSv/hr)

3) Micro-XRD의 방사선 차폐 glove box 상세설계

가) Glove box

• 납 차폐 glove box의 크기는 외형치수 기준으로 가로 1400 mm, 세로 1300

mm, 높이 1200 mm 및 두께 94 mm 이다(그림 3-25 도면 참조). 이때 납

차폐 벽의 두께는 납 기준으로 70 mm 이상(강판 9 mmT + 납 76 mmT +

강판 9 mmT)이며 강판을 사용하여 납을 충진할 수 있는 구조물을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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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구조물 내부에 납을 충진하여 제작한다. 납 차폐 glove box는 front,

rear, left, right, roof, floor 판넬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내부에는 liner

box를 설치하여 제염이 용이하고 밀폐가 잘되도록 한다.

• Front, rear, left, right, roof, floor 판넬과 연결되는 hole 및 utility 등은

liner box와 용접 및 볼트체결로 씰링을 유지한다.

• Front 판넬에는 lead glass window 1개가 설치되고, 시료를 운반 및 장착할

수 있는 tong이 2개 부착된다. 또한, micro-XRD 장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

한 door가 설치된다.

• Left 판넬에도 micro-XRD 장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door가 설치된다.

Right 판넬에는 시편 이송을 위한 cask adaptor가 부착된다. Roof 판넬에는

급기/배기 파이프(50A) 2개, 차압계 확인용 pipe(10A) 1개를 두고, floor 판

넬에는 micro-XRD 장비 운전을 위한 utility hole을 둔다.

• Liner box는 납 차폐 glove box 내부에 제염이 용이한 구조 및 형상으로 설

치하여 micro-XRD 장비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내부

크기는 가로 1250 mm, 세로 1085 mm, 높이 1000 mm, 두께 3 mm로 하며

재질은 스텐 강으로 장시간 사용 시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 Micro-XRD 장비의 유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전면(4개) 및 좌측면(1개)에는

글러브를 설치하되 글러브가 설치되는 부위는 아크릴 등 투명판(내부투시

가능)을 이용하여 부착하고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나) 부속물

방사선 차폐 glove box의 각 부분에 부착된 주요 부속품들을 표 3-14에 나타

내었으며 상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Lead glass window

Lead glass window는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glove

box 전면 중앙부에 1개가 설치된다. 납유리의 크기는 가로 200 mm, 세로 200

mm, 두께 150 mm로 납 판넬과 동일한 차폐능을 갖는다(단, density는 5.2

g/cc 이상). 납유리가 glove box 내부로 돌출되지 않는 구조이며, 앞뒤로 투명

아크릴 판을 대어 보호한다. 프레임에 조립된 구조(나사고정 형)로 필요시 보수

를 위한 탈착이 가능하다.

(2) Grip tong

Grip tong은 방사성 시편을 micro-XRD의 시편 홀더에 장착하기 위한 원격조

정 장치로서 방사선 차폐 glove box 전면의 lead glass window 양쪽에 각각 1

개씩 총 2개가 설치된다. Grip tong으로 다룰 수 있는 시편의 최대 크기는 60



mm이고 무게는 5 kg이다(그림 3-26). Grip tong의 rod는 스텐 강 재질로 길이

는 약 900 mm이고 jaw는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수리가 필요할 경우 tong

body와 분리될 수 있다. Jaw의 잠김과 풀림을 손잡이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다.

Table 3-14. Parts of radiation shielded glove box for micro-XRD

Lead Shield Panel Parts for Lead Shield

Front

Maintenance door

- Lead shield for gamma-ray

- Transparent door for alpha-ray

Lead glass window

Grip tong

Glove port

Side

Maintenance door (left)

- Lead shield for gamma-ray

- Transparent door for alpha-ray

- Glove port

Cask adapter (right)

Floor Utility line hole

Roof
Lamp

Inlet & Outlet filter box

(3) Cask adaptor

Cask adaptor는 시편을 반입하고 반출하기 위해 시편 운반용 cask를 접속하

는 부분으로서 glove box의 우측면에 설치된다. Cask adaptor의 크기는 가로

580 mm, 세로 610 mm, 두께 180 mm로 스테인레스 스틸 차폐체로 구성하며

납 차폐체와 동일한 차폐능을 갖는다. Cask adaptor는 미끄럼 구동방식의 차폐

문과 차폐문 지지대 그리고 이들을 차폐벽에 고정하는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

다. Cask adaptor의 차폐문 위치는 glove box의 시편 반입/반출 용 구멍(직경:

120 mm)과 잘 맞도록 한다. 시편 운반용 cask와 접촉하는 면은 사다리꼴의 요

철구조로 하여 시편의 반입/반출 시 작업자가 피폭되지 않도록 한다.



Fig. 5. Drawing of grip tong.
Fig. 3-26. Drawing of grip tong.



(4) Filtering system

Inlet 및 outlet filter box, fan, duct 등으로 구성하여 glove box 내부의 급기

및 배기 등의 공조시스템을 관련법규의 기준과 규정에 맞게 운영한다. 급기 및

배기 구조는 방사선차폐 glove box 내에서 전면의 좌측바닥으로 급기되고 이와

대각선 방향인 후면의 우측천정으로 배기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Inlet & outlet

filter로 HEPA filter를 사용하며 filter의 성능은 airflow: 50 m3/hr, effi.:

99.995%, pressure drop: 250 Pa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급기 및 배기 등의

공조에는 damper, fan, 차압계 등이 설치된다.

다) 기타

(1) Support frame

Support frame은 방사선차폐 glove box를 지지하고 작업자의 작업을 용이하

게 하기위한 것으로서 내부에 micro-XRD 장비 운전을 위한 control panel 등을

설치할 수 있다. Support frame의 크기는 가로 1400 mm, 세로 1300 mm, 높이

900 mm이고 자재는 철판 및 형강이며 용접 및 볼트 체결 구조로 제작된다. 또

한 support frame 측면에는 덮개(두께: 3 mm)가 있어 먼지 및 이물질이 들어가

지 않도록 하고 각종 utility hole이 있다.

(2) 방사선 차폐 glove box 지지용 철골구조물

한국원자력연구소 조사후시험시설 내 7416호에 설치되는 방사선차폐 glove

box 중량물(약 10톤)이 좁은 공간(1400 × 1300 mm)에 집중됨에 따른 시설의 안

전성 유지를 위해 지하에 지지용 철골구조물을 설치한다. 지지용 철골구조물은

glove box가 설치되는 지점의 콘크리트 슬라브면을 지지하는 구조로 한다(그림

3-27).

(3) 사용재료

납 차폐체는 ASTM B29 99.9% Pb를 함유한 순납을 사용하고 liner box는

ASTM A240-TP304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을 사용한다. 도장재는 내방사선 에폭

시 도장(하도 : IZ-197 / 상도 : ET-562)을 사용하고, 체결 볼트류는 ASTM

A193 B8 또는 동등한 재질을 사용하며, 가스켓 및 씰링류는 내방사성 재질을

사용한다.

나. Micro-XRD의 방사선 차폐 시스템 구성 및 차폐성능 검사

1) 방사선 차폐 시스템 제작 및 설치

가) 방사선 차폐 glove box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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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Drawing of underground support frame.g g g pp



상세설계 도면[3-5]에 따라 방사선 차폐 glove box를 제작하였고, 제작된

glove box의 차폐벽에 대한 차폐성능 검사를 수행하였다. 차폐벽의 차폐성능 검

사를 위하여 glove box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200 mm × 200 mm로 구획하여

검사부위를 선정한 후, 검사부위에 대하여 검사선원을 밀착시키고 검출기로 투

과된 방사선을 측정하였다(그림 3-28). 이때 검사를 위한 조사선원(MODEL

IRS100, 한국원자력연구소)은 Ir-192(27.5 Ci)이었고 검출기는 검교정된 장비로

range control이 0.01 μR/Hr인 survey meter를 사용하였다. 검사결과, 모든 부

위에서 reference block(납, 두께: 70 mm)을 사용하여 측정한 값인 21.13 mR/hr

보다 낮게 검출되어 방사선 차폐 glove box의 차폐벽에 대한 차폐성능이 입증

되었다.

나) 지하 철골구조물 설치

방사선 차폐 glove box가 설치될 장소는 조사후시험시설 내 7416호(그림

3-29)이고 설치될 위치는 그림 3-30과 같다. Glove box가 설치될 위치의 지하에

중량물(약 10톤)을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철골구조물을 설치하였고(그림

3-31), 중량물 이송 시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glove box의 이송경로를 따라 지

하에 지지 폴대를 설치하였다(그림 3-32). 이송이 끝난 후 지지 폴대는 회수하였

다.

다) 방사선 차폐 glove box 설치

조사후시험시설 내 7416호의 방사선 차폐 glove box 설치 장소에 support

frame을 설치하고, glove box를 이송하여 support frame에 안착한 후 볼트로

체결하였다(그림 3-33). Tong을 전면에 장착하고 utility line을 연결하였다. 글러

브박스에 부착되는 plug / piping / tubing / fixed hoist / filter box 등을 설

치하고 fan, 형광등, 압력게이지 등의 정상작동을 확인하였다.

라) 공기조화계통

방사선 차폐 glove box 내부를 부압으로 유지하여 오염물의 외부방출을 방지하

기 위해 glove box 배기구를 조사후시험시설의 주 공기조화계통에 연결하였다

(그림 3-34). 연결관의 양끝(주 공기조화계통과 연결부위, 글러브박스와 연결부

위)에 ball valve를 각각 설치하여 수리 시 양쪽 valve를 닫음으로써 오염의 가

능성을 차단하도록 하였다(그림 3-35).

신규 공기조화계통에 따른 부하량의 증가는 약 26 m3/hr(glove box 내부용량

: 1.2 × 1.1 × 1.0 = 1.32 m3)이며, 이는 조사후시험시설 전체 부하량 (9,500



Fig. 3-28. Gamma survey test for radiation shielded 
glove box.



Fig. 3-29. Laboratory for radiation shielded glove box.



창문

4840

2800 300
천정 5001740

전기배선

0 Sample cask

1
2
0

1
3
0
0

1400

Chiller

480w
780v
800h

340

130

전기배선

2
9
5
0

1530

EPMA
측정시스템

Lead
glass

window

adaptor

Pc table

3
01530

시료이송

1
7
2
0

4
3

Fig. 3-30. Area for radiation shielded glove box in laboratory.

출입문

2
2
0

단위 : mm



Fig. 3-31. Fabrication of underground support frame.



Fig. 3-32. Support poles for translation of lead shielded glove box.

Fig. 12. Support poles for translation of lead shielded glov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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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 Radiation shielded glove box installed in laboratory.



Fig. 3-34. Configuration of DUP line for radiation shielded micro-
XRD system.



Fig. 3-35. DUP line for radiation shielded micro-XRD system.



m3/hr, 가용범위 : 8,550 ～ 10,450 m3/hr)의 약 0.3 %이다. 그러므로 신규 공기조

화계통에 의한 성능 감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X-ray diffraction 시스템 설치 및 광학정렬

상용 X-ray diffraction 시스템의 X-선관, goniometer, detector 등을 차폐 글러브박스

내부에설치하고 slit과 sample stage를 장착하였다. X-선 generator와 기기작동을

위한 제어 시스템을 support frame의 내부에 설치하고 전선을 연결하였다(그림

3-36).

X-선관을 냉각하기 위한 냉각시스템과 장비를 제어하기 위한 컴퓨터를 glove

box 주변에 설치하여 방사선 차폐 XRD 시스템을 구성하였다(그림 3-37). X-선

빔/ 시편홀더 / 검출기의 광학정렬을 수행하고, 표준시료인 Al2O3 시편을 측정

하여 광학정렬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3-38).

바) 시편미세이동 원격조정 장치 구성

방사성 시편의 측정위치를 원격으로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구성하

였다. 먼저, 시편 측정위치의 미세조절용 병진장치와 회전장치를 서로 결합하기

위하여 연결판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그림 3-39). 제작한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z-축 이동용 stage 위에 x-축 이동용 stage를 장착하였고, 그 위에 회전용 stage

와 시편홀더를 장착하여 시편의 측정위치를 맞추도록 구성하였다(그림 3-40). 미

세조절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원격 조정되도록 하였다.

표 3-15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편을 x-축 방향으로 최대 ± 12.5 mm, 최소 2

㎛까지 움직일 수 있고 최소 0.06˚ 각도로 회전시킬 수 있다.

Table 3-15. Property of sample travel stages

Stage Property

X-linear stage

Translation distance

- max. ± 12.5 mm

- min. 2 ㎛

Resolution : 0.1 ㎛

Speed : max. 25 mm/s

Rotation stage

Travel range

- ± 360˚ continuous

- min. 0.06˚

Resolution : 0.001˚

Speed : max. 4˚/s



(a)

Fig. 3-36. Installation of conventional XRD in radiation 
shielded system. 
( ) i t X t b d t t i l b (b)

(b)

(a): goniometer, X-ray tube, detector in a glove box (b): 
control system in a support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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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Radiation shielded micro-XRD system with a computer 
and a coo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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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측정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전체 길이(약 10

mm)를 50 ㎛ 간격으로 측정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

2) 방사선 차폐 glove box의 차폐성능 검사

조사핵연료 시편 측정을 가상하여 시편이 장착될 위치에 방사선원을 놓고 방

사선 차폐 글러브박스 외부에서 틈새 등을 통해 방사선이 누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폐성능 검사를 수행하였다.

가) 검사장비 및 검사절차

방사능 누설 검사 등에 의해 자격요건을 갖춘 검사장비를 사용하였으며, 방사

선원으로는 5.06 Ci의 Ir-192 밀봉선원을, 검출기의 측정범위는 0.01 μR/hr인

survey meter를 사용하였다.

차폐성능 검사를 위하여 먼저 밀봉선원의 가이드라인 끝 부분을 방사선 차폐

glove box의 utility hole을 통해 내부로 밀어 넣고 sample holder에 접착테이프

로 고정시킨다(그림 3-41). 그런 다음 약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원격조정기로

Ir-192가 들어있는 차폐체의 셔터를 열고, Ir-192 선원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글러

브박스 내부의 시료위치(가이드라인 끝)까지 밀어 넣는다. 이 상태에서 글러브

박스의 외부표면 및 틈새부분을 검출기로 gamma-scan한다(그림 3-42). 측정이

끝난 후, 원격 조정하여 Ir-192 선원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차폐체에 넣고 셔터를

닫는다. 글러브박스로부터 가이드라인을 회수한다.

나) 검사결과

차폐성능 검사결과는 표 3-16에 나타나있다. 표 3-16에서 보는바와 같이, 방사

선 차폐 글러브박스 전면(front)의 전반적인 측정값은 0.12 ~ 0.15 mR/hr이었다.

이때 납유리와 tong이 부착된 hole의 측정값이 납차폐 벽의 값보다 4 ~ 9배가

량 높게 나타났으나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좌

측면의 측정값은 0.12 ~ 0.14 mR/hr. 범위였고, 유지보수 문의 틈새부분에도 방

사선이 누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측면의 측정값 역시 전반적으로 0.12

~ 0.14 mR/hr. 이었고, cask adaptor의 문은 특별히 차폐가 더 잘되며 틈새의

방사선 누출이 없었다. 뒷면에 대한 측정값은 0.08 mR/hr.로 차폐성능이 우수

하게 나타났다. 즉, 전체적으로 특별히 방사선이 누출되는 부위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시설변경 승인



Fig. 3-41. Radiation source for gamma survey test.



Fig. 19. Detection points of shielded glove box for gamma survey test.

Fig. 3-42. Detection points of radiation shielded glove box for 
gamma survey test.



Table. 3-16. Gamma survey test of radiation shielded glove box 
for micro-XRD

Table 5. Gamma survey test for shielded glove box



방사선 차폐 micro-XRD 시스템을 설치한 조사후시험시설은 ‘시험설비 설치에

따른 운영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이다. 그러므로 이 시스템을 조사후시

험시설의 7416호에 설치하여 사용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에 시설변경 승인신청(원

자력화학연구부-1380, 2006. 7. 12)을 하였고, 이에 대한 승인(원자력안전과-2238,

2006. 8. 31)을 받았다(그림 3-43).

다. 사용후핵연료 적용시험을 위한 운전절차

제작된 방사선차폐 micro XRD 시스템에 의한 사용후핵연료나 연구용 조사

핵연료의 결정구조변화 측정을 위한 시편제작, 이송용기의 핫셀에의 결속, 시편

반출, 시편이송, 글러브박스에의 결속, 시편반입, 측정 및 사후처리 등 일련의

시험분석 과정의 운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측정준비

가) 시험시편 선정 및 시편제작

시험시편의 선정 및 시편제작은 방사선차폐 LA-ICP-MS의 대상시편과 동일

한 시편을 선정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한다.

나) Micro XRD 시스템 광학정렬 및 최적화

Micro XRD 시스템 작동법에 따라 기기를 켜고 조사핵연료 시험시편이 반

입되었을 때 광학부품의 정렬없이 시편의 위치조절 만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의 광학정렬을 완료한다.

2) 시험시편 이송

이송용기보관소로부터 인터벤션 구역으로 이송용기를 운반하고, 이송용기와 핫

셀을 결합한 후 시편을 담아 인터벤션 구역에서 측정 장소로 이송용기를 운반

하여 글러브박스로 시편을 옮기는 이송과정은 앞에서 언급된 LA-ICP-MS용 방

사선 차폐 글러브박스의 운전절차에 서 언급된 방법에 따른다.

3) Micro XRD 시스템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결정구조변화 측정

가) 측정방법

• 본 작업은 조사후시험시설 7416 방에서 수행된다.

•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막고 글러브박스의 기밀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계측기를 사용하여 작업자의 행동반경 내 방사선량을 측정한다.

• 반입된 시편을 Tong을 사용하여 시편홀더에 올려놓는다.

• 시편을 떨어뜨렸을 경우 tong으로 보조집게를 잡고 시료를 보조집게로 잡아

작업용 지지대에 올려놓는다. (시편이 떨어졌던 위치와 주변에 대해 제염작

업을 수행한다)



Fig. 23. Official document permitting change of facility.

Fig 3 43 Document for authorizationFig. 3-43. Document for authorization.



• 시편의 위치조절을 위해 컴퓨터 제어기를 이용해 시편의 회전장치(rotational

translator)와 병진장치(horizontal translator)를 조종하여 시료의 위치를 정한

후 측정을 시작한다.

• 위치를 옮겨가며 측정한다.

나) 시험시편의 탈착 및 제염

• 측정이 완료되면 이송용기를 측정용 글러브박스로 옮겨온다.  

• 이송용기의 고정장치를 제거하고 승강용 핸들을 돌려 이송용기와 글러브박

스 접합부의 높이를 맞춘다.

• 이송용기의 높낮이 및 좌우 위치를 조절한 후 글러브박스의 이송용기 접합

부에 접속시키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결속용 볼트를 체결한다.

• 방사선 누출의 위험은 없는지 확인한 후 이송용기 및 용기접합부의 개폐문

을 열고 이송용기 내 시료를 담는 바스켓과 연결된 핸들을 천천히 밀어 넣

는다.

• 바스켓이 글러브박스 안에 당도하면 tong을 사용하여 측정이 끝난 시편을

탈착하여 시편용기 뚜껑을 열고 시편을 담은 후 용기의 뚜껑을 닫는다.

• 미리 준비해 놓은 제염액과 티슈를 이용하여 시편홀더 주변과 오염 가능성

이 있다고 판단되는 글러브박스 내부의 오염원들을 제염하며, tong이 닿지

않는 부분은 보조집개를 사용한다.

• 제염에 사용된 휴지들은 미리 준비해 놓은 비닐 백에 넣어 이송용기의 바스

켓으로 옮긴다.

• 핸들을 천천히 당겨 바스켓을 글러브박스로부터 인출한 후 이송용기 및 용

기접합부의 개폐문을 닫고, 개폐문이 완전히 닫힌 것을 확인한 후 체결된

볼트를 해체하여 이송용기를 접합부로부터 분리한다.

• 방사선계측기로 글러브박스 및 이송용기의 오염을 측정하고 제염한다.

4) 사후처리

측정이 끝난 시편 및 폐휴지등의 이송 및 폐기, 이송용기의 보관 방법은 앞

에서 언급된 LA-ICP-MS용 방사선 차폐 글러브박스의 운전절차에 따른다.

5) 시스템 유지 및 보수

가) 시스템 제염

Micro XRD 시스템 내부를 제염한 후 계측기로 선량을 측정하여 제염상태를

확인한다. 시스템 각 부분에 대해 제염하되, 특히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시료

홀더와 tong의 집게부분 제염에 유의한다.

나) 환기구 필터교체



방사능을 띈 미세입자가 글러브박스 내로 확산되는 경우 필터에서 걸러지게

된다. 이때 필터에 오염물질이 쌓이게 되면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므로

방사능계측 후 기준치 이상이면 필터를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오염되지 않은

경우라도 필터의 특성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필터교체 방법은

LA-ICP-MS용 방사선 차폐 글러브박스의 교체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

다) 조명교체

Micro XRD 시스템의 경우 내부가 완전히 제염되어 유지보수용 문을 열었을

때, 안쪽의 조명기구 보호덮개를 열고 글러브박스 내부에서 교체할 수 있다. 사

용한 조명등은 오염여부를 확인한 후 폐기처리한다.

라) Micro XRD 시스템의 Tong 수리 및 교체

• Tong의 교체 혹은 수리 시 글러브박스 내부를 제염한 후 방사선량을 계측

한다.

• 제염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면 전면의 유지보수용 문을 연다. 납차폐 문

안쪽의 알파차폐를 위한 아크릴 문에 장착되어있는 글러브를 이용하여 tong

에서 오염될 확률이 가장 높은 부위인 finger 부분을 제염지로 추가 제염하

여 글러브박스 내에 비치한 폐기물플라스틱 통에 담는다.

• 아크릴 문을 열고 tong의 finger를 봉으로부터 분리한다. 이를 위해 기구(납

작한 금속판)로 finger 사이를 누르고 이와 동시에 finger를 아래로 내리면

분리된다.

• Tong 손잡이(gun) 부분의 래치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tong 내의 wire와

래치를 분리시킨다. 손잡이 가까이에 있는 볼트 4개를 풀고 손잡이 부분과

지지대 봉을 잡아당기면 서로 분리된다. 손잡이를 분리하고 봉을 문 안쪽으

로 밀어서 글러브박스 문의 ball로부터 빼낸다. 이때 wire가 finger 사이의

구멍으로 빠지지 않게 당겨주어야 한다.

• Boot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finger를 제거하고 아크릴판의 고정나사를

풀어 기존의 boot를 빼낸 후, 새로운 boot를 wrist에 끼우고 아크릴판에 나

사로 고정한 다음 finger를 장착한다.

•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른다.

마) 기타

• 실험에 필요한 물품의 반입 및 반출 시에는 글러브박스 내부 및 반출될 물

품의 제염이 완료된 상태에서 유지보수용 문을 열고 작업을 수행한다.

• 제염용액, 제염용지, 폐기물용 플라스틱 백(혹은 상자), 보조집게 등의 필요

한 품목들을 미리 글러브박스 내부에 준비해 두어야 한다.



라. 방사선 차폐 micro-XRD 시스템 성능평가

1) 모의핵연료 시편을 이용한 방사선차폐 micro-XRD 시스템 성능 평가

방사선차폐 glove box 내에 micro-XRD 시스템을 설치한 후 천연우라늄을 이

용한 모의 핵연료 시편 (UO2 소결체)을 제작하여 시스템이 측정에 필요한 성능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였다.

가) 재현성 확인

UO2 (NU) 핵연료 소결체를 epoxy resin으로 몰딩한 후 표면을 연마하여 기

준시료로 사용하였다. UO2 핵연료는 8 x 3 mm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로 하여

조사핵연료의 경방향 구조변화 측정 시 만들어질 시편과 크기와 형태면에서

유사하게 제작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X-선 미세빔 크기는 집광기의 exit slit을 조절하여 4,000 × 20

㎛로 제조하였고 이때 집광거울로 Ni 증착거울을 사용하였다. X-선(CuKα) 발

생장치의 power는 40 kV - 40 mA로 조절하였으며 measuring time/step size

는 10 sec./0.02˚(2θ)이었다. X-선의 CuKβ filter로 Ni film을 사용하였고 검출기

는 scintillation counter를 사용하였다. 이때 receiving slit width는 1 mm이었

고 anti scattering slit width는 0.6 mm이었다.

재현성 있는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 위치를

3번 반복 측정하여 그 결과로부터 설치된 측정시스템의 기기적 성능을 평가하

였다. UO2의 회절피크(111)가 2θ = ± 0.001o 의 오차범위 내에서 재현성 있게

얻어졌다(그림 3-44). 따라서 본 시스템은 기기적 성능이 매우 우수하여 미세영

역에서의 결정구조 측정에 필요한 성능조건을 만족시킴을 확인하였다.

나) 층상형 모의 핵연료 시편에 의한 미세영역 결정구조변화

(1) 층상형 모의 핵연료(SIMFUEL) 시편의 제조

앞의 LA-ICP-MS 시스템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층상형 SIMFUEL을 제조하

였다. 순수한 UO2 분말과 UO2 분말에 Gd의 함량을 각각 2 ~ 28% 범위 내에

서 혼합한 8가지 다른 조성의 분말시료를 소결한 후 분말화하여 준비하고,

LA-ICP-MS의 층상형 SIMFUEL과는 층을 쌓는 순서를 다르게 하여 각각의 시

료를 Gd 함량이 증가하는 순서로 쌓고 다지기를 반복하여 9개의 층을 이루도

록 하여 압분체를 만들었다. 이 압분체를 1700 ℃에서 재소결하여 UO2 결정구

조변화가 예상되는 층상의 모의 시편을 제조하였다(그림 3-45). Micro-XRD 시

스템의 측정조건은 상기 재현성 실험에서와 동일한 측정조건으로 하였다.

(2) 층상형 시료의 결정구조 변화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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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의 결정구조변화 측정을 위한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홀더에 장착하였다. 컴퓨터로 미세 조정하여 시편의 측정위치를 맞춘

후, 모의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Gd 함량이 낮은 층(a)에서부터 함량이 높은 층

(c)을 향해 X-선 미세빔의 위치를 옮겨가며 UO2의 X-선 회절피크를 측정하였다.

그림 3-46은 층상형 SIMFUEL의 측정결과이다. 피크의 위치를 살펴보면 Gd

함량이 낮은 층(a)과 비교하여 함량이 높은 층(b, c)에서 검출된 X-선 회절피크

(UO2)의 2θ 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피크의 이동(shift)이 일어남을 볼 수 있으

며 또 그 피크이동의 정도도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Gd가 UO2의

결정격자 내에서 고용체를 형성하여 UO2 (정방정계) 결정구조의 축길이가 감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간격을 수십 μm 이하로 줄이면 사용후핵연료 rim에서

일어나는 결정구조변화의 공간분해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방사선차폐

micro-XRD 시스템의 구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사용후핵연료 시편에 대한 적용성 평가

가) 사용후핵연료 시편 제조 및 측정조건

측정에 사용될 사용후핵연료 시편(J502-A14, 55,600 MWd/ MtU)은 펠렛의 반

경방향에 따라 수직으로 자른 후 수직절단면을 위로하여 전체 직경을 길이로

하여 폭 3 mm, 두께 1 mm가 되도록 절단하고 에폭시로 몰딩한 후 표면을 연

마하여 준비하였다(그림 3-47). Micro-XRD 시스템의 측정 조건은 앞서 수행한

모의 핵연료 측정조건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measuring time/step size는 시편

의 다공성 증가와 경도 감소를 고려하여 40 s/0.02˚(2θ)로 하였다.

나) X-선 회절스펙트럼 측정 및 결과

측정 시나리오에 따라 시편제작용 핫셀로부터 시편이송용기를 사용하여 사용후

핵연료 시편을 글러브박스 내로 인입하고 홀더에 장착하고 컴퓨터로 미세 조정

하여 시편의 측정위치를 맞추었다.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중심부에 대하여 UO2

의 X-선 회절피크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X-선 회절스펙트럼의 바탕값이 105 counts/s로 높아진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이로 인해 UO2의 회절피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시편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에 의해 바탕값이 증가되어 시편의 회절피크가 묻히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연소 핵연료의 경우 핵분열 반응에 의해 UO2의

결정구조가 크게 손상되어 X-선 회절피크의 세기가 연소 전에 비해 1/10 ~

1/50 정도로 감소하므로 수 십 ~ 수 백 counts/s로 검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바탕값의 감소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NaI 검출기(scintillation counte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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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7. Prepared test specimen, J502-A14 (55,600 MWd/MtU).



high voltage와 window width를 조정하는 작업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방사선에 의한 바탕값을 103 counts/s까지 낮출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상되는 회절피크의 세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의 바탕값이므로 시편

의 회절피크는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고연소/장주기 사용후핵연료의 Rim

영역에서 결정구조변화 측정을 위해 시편의 크기를 줄여 방출되는 방사선의 양

을 줄임과 동시에 검출기 주위를 차폐하여 감마선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연구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방사성 조사핵연료의 미세영역 화학측정을 위하여 두가지 측

정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 중 하나는 핵연료 내 핵분열생성물이나 악틴족화합물,

휘발성 기체 등의 경방향 동위원소 분포분석을 위한 방사선차폐 LA-ICP-MS 시스

템으로 차폐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설치하고 전단계에서 구성한 laser Ablation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차폐체는 방사선량이 1 Ci인 시편에 대해 표면에서의 허용

선량 2.5 mRem/hr 이하의 조건을 만족시켰으며, 모의핵연료 측정 결과 laser

ablation ICP-MS 시스템은 50 μm 이하의 공간분해능, 10 % 이하의 측정정밀도를

만족시켰으며,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공간분해분석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실제 시

료에 대한 적용성 평가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고방사성 조사핵연료의 미세영역 화학측정을 위한 또 하나의 시스템은 사용후

핵연료의 결전구조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micro-XRD 시스템으로 방사선차폐

LA-ICP-MS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차폐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설치하고

micro-XRD 시스템을 설치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차폐체는 방사선량이 1 Ci

인 시편에 대해 표면에서의 허용선량 2.5 mrem/hr 이하의 조건을 만족시켰으며,

50 μm 이하의 공간분해능을 만족시켰다. 모의핵연료 시편 시험 결과 재현성이나

미세영역 결정구조 변화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나 고방사성 사용후핵연료의

높은 감마선에 의한 바탕값 증가를 해소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이송을 위해 동일한 차폐능을 지니는 방사선 차폐

이송용기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성능평가 결과 방사선량이 1 Ci인 시편에 대해

표면에서의 허용선량 2.5 mrem/hr 이하의 조건을 만족시킴을 확인하였으며, 상기

두 측정시스템의 이송용기 접합부와 잘 일치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방사선차폐 LA-ICP-MS 및 방사선차폐 micro-XRD 시

스템을 기반으로 향후 고연소핵연료의 연소특성 평가자료를 생산하여 국내에서



추진 될 초고연소도 핵연료 등의 새로운 핵연료 개발에 있어 핵연료의 건전성 평

가나 인허가 절차 및 실용화에 필요한 화학시험 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rim-effect 등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를 국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의 물질수지 확보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 기술개발에서 수행중인 20 kg U/batch 규모의

전기화학적 금속전환 장치의 성능평가 및 사용후핵연료 산화물의 전해․환원 금속

전환 메카니즘 규명 등의 연구에서 요구되는 모의 사용후핵연료 분말(SimFuel), 반

응용기에서 채취한 금속전환체(Reduced Metal) 용융염(Salt Ingot) 및 소결 후 채취

한 금속전환체 시료(Uranium Metal Ingot)를 다음 표 1-1에서와 같이 총 244 개 시

료 그리고 총 773 개 항목의 분석을 지원하였다.

Table 1-1. The status of chemical analysis support

Year
SimFuel Reduced Metal Salt Ingot Uranium Metal Ingot

Q'ty. Item Q'ty. Q'ty. Item Q'ty. Q'ty. Item Q'ty. Q'ty. Item Q'ty.

2004 - - 32 82 66 96 6 15

2005 - - 64 108 56 382 9 29

2006 1 10 1 18 8 17 1 16

Total 1 10 97 208 130 495 16 60

Q'ty. : quantity, Item Q'ty. : item quantity.

제 2 절 금속전환체 전해정련기술 적용성 검증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금속전환 공정으로부터 얻어진 금속전환체내에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란탄족 혼합산화물이 전해 정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본

연구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전해환원 반응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광섬유로 빛의 진행경로를 고온반응기 속으로 유도시킨 분광장치를 고안․제작하여

전자흡수스펙트럼을 얻었다. 이 방법을 활용하여 전해정련공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화학반응 현상을 실시간 측정을 통해 규명할 수 있다. U(III)와 란탄족 산화



물과의 반응성여부 및 반응율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간 UV-VIS 분광법 및 화학분석

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모든 란탄족산화물이 U(III)와 반응하여 Ln3+ 이온으로

용해되는 반응이 정량적으로 진행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금속전환공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잔류 Li2O 혹은 반응 중 생성될 수 있는 산소이온이 전해정련에 미

칠 수 있는 화학적 반응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U(III)을 침전으로 만드는 등 공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란탄족이온과 U(III) 이 공존하는 전해정련

공정에서 순환전압법 등 전기화학적 측정을 통해 U(III)과 란탄족이온의 환원 사이

에 전위차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우라늄만 선택적으로 cathode 전극에 환

원시킴으로 분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전해정련 공정조건에서 란탄족산화물의

용해거동을 정밀한 측정과 첨단 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규명할 수 있었으며 본 연

구 결과는 전해정련공정의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 3 절 조사핵연료 동위원소 분포 및 구조변화 시험․평가

기술 개발

동위원소 분포측정을 위한 방사선차폐 LA/ICP-MS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차폐

체 표면에서 선량율이 2.5 mrem/hr 이하가 되도록 차폐해석 및 상세설계를 수행하

여, 벽면의 두께 90 mm(SS 10mm + Pb 70 mm + SS 10 mm)인

1,120(W)×1,120(L)×1,220(H) (mm) 규격의 방사선차폐 글러브박스를 제작하고 Ir-192

(10 Ci)를 이용하여 차폐성능을 시험한 결과 설계기준 (2.5 mrem/hr 이하)을 만족

시켰다. Laser ablation 시스템의 구성부품들을 차폐체 내에 설치하고 시스템의 성

능시험을 완료하여 방사선 차폐 LA/ICP-MS 시스템 구성을 완료하였다. 사용후핵

연료 취급을 위해서 과학기술부로부터 방사선 차폐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설변경 승

인을 득하였으며, SRM 및 SIMFUEL을 이용한 동위원소 비 측정에 대한 평가결과

RSD 10% 이하의 초기 목표를 달성하였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55,000 MWd/MtU의 연소도를 지니는 실제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제작하여 핵

연료의 중심에서 가장자리까지의 (core-to-rim) U-235에 대한 Nd, Cs, Mo의 동위원

소 비 측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미세 결정구조 변화 측정을 위한 micro-XRD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동위

원소 분포측정을 위한 방사선차폐 글러브박스와 동일개념을 적용하여 차폐해석 및

상세설계를 수행하였다. Micro-XRD 시스템의 크기를 고려하여 차폐체 규격은



1,400(W)×1,300(L)×1,200(H) (mm)로 하였으며, 벽면의 두께 90 mm(SS 10mm + Pb

70 mm + SS 10 mm)로 하였다. 설치 후 Ir-192 (5.0 Ci) 밀봉선원을 이용하여 차

폐성능을 시험하였으며 선량율 기준(2.5 mrem/hr 이하)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차

폐체 내에 micro-XRD 시스템을 설치한 후 차폐 LA/ICP-MS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방사선 차폐시스템 운영을 위해 과기부로부터 시설변경 승인을 득하였다. 구성된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해 층상의 SIMFUEL에 대한 구조변화를 측정하였으며 Gd

의 혼입량에 따라 결정격자상수의 감소가 일어남을 확인하였으며, 이로부터 시스템

개발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적용성

을 평가하기 위해 55,000 MWd/MtU의 연소도를 지니는 실제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제작하여 핵연료의 중심에서 가장자리까지의 결정구조변화 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시

편의 높은 감마선 방출로 인한 X-선 검출기의 바탕값 증가로 피크를 얻기가 어려웠

다. 따라서 바탕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감마선 차폐를 위해 검출기의 차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방사성 핵연료시편의 이송을 위하여 국내 원자력법 과기부 고시 제 96-38 호

및 IAEA safety standard series ST-1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송용기를 설계․제작하

였다. 방사선차폐 글러브박스와 마찬가지로 Ir-192 밀봉선원을 이용하여 차폐성능

을 시험하였으며 선량율 기준(2.5 mrem/hr 이하)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방사선차폐 LA/ICP-MS 및 방사선차폐 micro-XRD 시스

템은 고연소핵연료의 연소특성 평가자료 생산에 활용되어 향후 국내에서 추진 될

초고연소도 핵연료 등의 새로운 핵연료 개발에서 핵연료의 건전성 평가나 인허가

절차 및 실용화에 필요한 화학시험 자료를 생산할 수 있으며, rim-effect 등 선진국

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를 국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의 물질수지 확보

사용후핵연료, 용융염(폐용융염) 및 금속전환체에 함유되어 있는 핵물질(U 및

Pu), 극미량 악티늄족 원소(Np, Am 및 Cm), 핵분열생성물(Cs, Sr, Ba, Ce, Pr, Nd,

Sm, Eu, Gd, Y, Zr, Mo, Ru, Rh, Pd, 99Tc) 반응 첨가물(LiCl) 및 부식생성물(Fe,

Cr, Ni 및 Mg)을 연구목표로 하는 정밀도 5% 이하에서 정량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조건 최적화, 공정 물질수지 평가 및 최종 생산물질인

금속전환체의 화학특성 규격화에 활용하도록 개발되었다. 특히 이 정량기술은 사

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에 연계되는 전해․정련공정기술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으

며 고방사능의 금속전환체를 대상으로 정량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핵물

질, 악티늄족 원소 및 핵분열생성물의 화학분리기술과 방사능 차폐/화학분석장치

개발기술은 국내 원전운영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화학특성을 갖는 방사성물질의

정량에 활용할 수 있다.

제 2 절 금속전환체 전해정련기술 적용성 검증

본 연구를 통해 금속전환체의 전해정련공정의 타당성을 화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해정련공정에서 란타늄족 산화물의 존재와 잔류 Li2O 등의 화학적 요

인이 전해정련의 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들을 바탕

으로 기존에 개발된 전해 정련 기술을 재평가하고 얻어진 결과를 공정에 적용할 경

우 보다 효율적인 공정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용융

염 내의 화학반응을 이용하면 기사용된 용융염의 재활용 및 염폐기물의 발생량 감

소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온, 불활성 분위기 반응기와 광섬유기반의 분광장치를 접

목하여 고안․제작된 장치와 관련 기술은 고온 용융염 매질에서 진행되는 화학반응

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획기적 기술로서 향후 pyro-process 뿐만 아니라 기

타 고온 비수용액 매질에서의 화학반응 연구에 폭넓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

시간 분광측정 장치의 개발을 통해 지금까지의 현상학적 연구에 머물렀던 용융염

관련연구를 보다 근본적인 분자수준에서의 화학반응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게 됨

으로써 연구의 질을 향상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온 용융염과 같은 측정이 어려



운 조건에서의 화학측정기술은 차기 단계에서 용융염 내 악티늄족 원소들의 거동을

해석하고 진단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제 3 절 조사핵연료 동위원소 분포 및 구조변화 시험․평가

기술 개발

국내에서는 핵연료의 장주기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고연소 핵연료의 개발이 활발

하게 진행 중이며, 초고연소도 핵연료 개발이 수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연소도 증

가에 따른 핵연료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 연소거동에 관한 화학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연소시험 및 조사핵연료에 대한 다양한 화학시험․평가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

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조사핵연료 시험․평가기술은 외관검사, 치수

측정, 와전류 검사, X-선 검사와 같이 물리적․기계적 특성을 측정하는 기술에 국한

되어 있다. 조사핵연료 연소거동의 보다 근원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조사핵연

료 내 핵물질과 핵반응생성물들의 화학적 거동(연료와 피복관의 화학적 상호작용,

핵분열생성핵종의 이동, 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 거동 등)을 규명하기 위한 화학특성

시험․평가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초보적인 수준이었다. 본 연구개발을 통해 미세

영역에서의 동위원소 분포 측정 및 미세영역 결정구조 변화 측정 기술을 확보하고,

방사성 물질 취급이 가능한 방사선차폐 LA/ICP-MS 및 방사선차폐 micro-XRD 시

스템을 개발하여 고방사성 조사핵연료 화학특성 측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rim-effect 등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7년 이후 수행되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에서 추진 중인 “고연소핵연료 국부연

소특성 규명 연구”를 통해 핵연료 연소거동 예측을 위한 전산코드 검증 및 핵연료

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화학시험 자료의 생산이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개발된 방사선차폐 LA-ICP-MS 및 방사선차폐 micro-XRD 시스템을 이용한 고방

사성 조사핵연료 시편의 미세영역에서의 동위원소분포와 결정구조 변화 측정을 통

해 필요한 화학시험 자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확보된 조사핵연료 화학측정기술은

향후 국내에서 추진 될 초고연소도 핵연료의 인허가 절차 및 실용화에 필요한 화학

시험 자료를 생산할 수 있으며, rim-effect 등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를 국

내에서도 수행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2005. 4월에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요오드화합물의 화학종 규명 및 핵연료 내 분포

특성이나 핵연료 피복관과의 화학적 상호작용에 대한 국제공동연구에도 활용될 전



망이다.

이 외에도 첨단기술이 접목된 micro-XRD 시스템의 경우 반도체 등 미세영역에

대한 화학측정이 필요한 타산업분야에도 활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제학회 참석, 국제교류, 전문가초청 세미나, 도서구입 등을 통해

수집된 해외과학기술 정보는 다음과 같다. 기타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이나 전문저널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아래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 Hajimu Yamana, "Pyrochemical Studies at Research Reactor Institute, Kyoto

Univeristy", Oct. 12, 2004

- Osamu Shirai* and Hajimu Yamana, "Electrode reactions of the Pu3+/Pu couple

in LiCl-KCl eutectic melts" AFCI Meeting of Core University Program between

SNU and Kyoto Univ., October 11-12, 2004

- Toshiyuki FUJII, Osamu SHIRAI, Hajimu YAMANA, "Electronic Absorption

Spectra of f-Elements in Molten Chlorides", AFCI Meeting of Core University

Program between SNU and Kyoto Univ., October 11-12, 2004

- "Actinide Summer School 2004" 자료집, Avignon, France, 2004

- J.C. Wren, "NSERC-AECL Industrial Research Chair Program: Radiation induced

chemical processes in Nuclear Reactor Environments", May 16, 2005

- J.C. Wren, "Reactor Safety research on iodine", May 17, 2005

- Proceedings of "Actinides 2005" Manchester, 3-7 July, 2005

-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radiation safety management",

KHNP-KRWS -OECD/NEA-IAEA, Daejeon, 2-4 November, 2005

- GLOBAL 200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Energy Systems for Long

Range Future

- A.L. Nichols, D.L. Aldama, M. Verpelli, Handbook of nuclear data for

safeguards: Tables, Nuclear data section, Division of Physical and Chemical

Sciences, Department of Nuclear Sciences and Applications, IAEA, Vienna,

Austria, 2006

- "Proceeding of Korea-Japan Workshop on Nuclear Pyroprocessing", Kyongju,

Nov. 2-3, 2006



제 7 장 참고문헌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1-1. H. Sorantin, "Determination of Uranium and Plutonium in Nuclear Fuels",

Verlag chemie, Weinheim, (1975)

1-2. M. V. Ramaniah, P. R. Natarajan, and P. Venkatramana, "Chemical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Uranium and Plutonium", Radiochimica Acta, 22,

199-213 (1975)

1-3. C. Keller, "Gmelin Handbook of Inorganic Chemistry, Uranium Suppl. Vol.

A7", Springer Verlag, Berlin, (1982)

1-4. W. Davies and W. Gray, "A Rapid and Specific Titrimetric Method for the

Precise Determination of Uranium Using Iron(II) Sulphate as Reductant",

Talanta, 11, 1203-1211 (1964)

1-5. A. R. Eberle, M. W. Lerner, C. G. Goldbeck, and C .J. Rodden, "Titrimetric

Determination of Uranium in Product, Fuel, and Scrap Materials after

Ferrous Ion Reduction in Phosphoric Acid. Part I. Manual Titration. Part II.

Automatic Titration", NBL-252, (1970)

1-6. A. R. Eberle, M. W. Lerner, C. G. Goldbeck, and C.J. Rodden, "Titrimetric

Determination of Uranium in Product, Fuel, and Scrap Materials after

Ferrous Ion Reduction in Phosphoric Acid; Manual and Automatic Titration",

IAEA-SM-133/43, (1970)

1-7. M. Ryzhinsky and M. Aigner, "Scaling down the Davies/Gray Procedure for

the Potentiometric Titration of 40 mg Aliquots of Uranium", IAEA-AL-057,

(1992)

1-8. B. B. Hobbs, "Coulometric Determination of Uranium in Power-reactor-

Fuel-Dissolver Solutions", ORNL-2987, (1960)

1-9. M. O. Fulda, "Coulometric Titration of Uranium in Nitric Acid Solutions",

DP-492, (1960)

1-10. D. Crossley, G. Phillips, "A Secondary Controlled-potential Coulometric

Method for the Reversible Determination of Uranium at a solid electrode",

AERE-R8929, (1977)

1-11. C. H. Knight, D. E. Clegg, K. D. Wright, R. M. Cassidy, "Automated



Controlled-potential Coulometric Determination of Uranium", AECL-7696,

(1982)

1-12. M. R. Eppis, Y. P. Adelfang, "Determinacion de Uranio por Columbimetria

a Potencial Controlado con Electrodo de Platino", INIS-mf-12946, (1990)

1-13. S. J. Firkin, "The Precision and Accuracy of the Determination of Uranium

by Controlled Potential Coulometry", SRDP-R135, (1988)

1-14. N. Gopinath, J. V. Kamat, H. S. Sharma, S. G. Marathe, H. C. Jain,

"Coulometric Determination of Uranium by Successive Addition Method",

B. Electrochem., 5, 805 (1989)

1-15. Y. L. Duigou, K. F. Lauer, "Remarks Concerning the Controlled Potential

Coulometric Measurements of Uranium in Samples in the 10 mg Range",

Z. Anal. Chem., 261, 398 (1972)

1-16. J. E. Harrar, "Electroanalytical Chemistry", Vol. 8, A.J. Bard, Ed., Marcel

Dekker, Inc., New York, (1975)

1-17. V. Kuvik and L. Vrbora, "Optimization of the Semiautomated Macdonald

and Savage Procedure", IAEA-AL-031, (1990)

1-18. K. Ronesch, G. Tammet, J. Berger, N. Doubek, G. Bagliano, S. Deron, "The

Macdonald and Savage Titrimetric Procedure for Plutonium Scale-down to

the Milligram Level: Automated Procedure for Routine Analysis of

Safeguards Samples Containing 2 to 5 mg Plutonium", IAEA-AL-059, (1992)

1-19. F. A. Scott and R. M. Freeman, "The Determination of Plutonium in

Irradiated Uranium Fuel Solutions by Controlled-potential Coulometry",

HW-58491, (1958)

1-20. W. D. Shults, "Applications of Controlled-potential Coulometry to the

Determination of plutonium", Talanta, 10, 833 (1963)

1-21. H. S. Sharma, N. B. Khedekar, S. G. Marathe, and H. C. Jain, "Controlled

Potential Coulometric Determination of Plutonium in Mixed (U,Pu) Carbide

Fuels", Nucl. Techno., 89, 399 (1990)

1-22. D. D. Jackson, R. M. Holland, F. R. Roensch, T. E. Rein, "Con

trolled-potential Coulometric Determination of Plutonium with a

Hydrochloric Acid-Sulfamic Acid Electrolyte and Phosphate Complexing",

Anal. Chim. Acta, 117, 205 (1980)

1-23. M. K. Holland, J. R. Weiss and C .E. Pietri, "The New Brunswick



Laboratory Controlled-potential Coulometric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Plutonium", NBL-299 (1981)

1-24. V. Kuvik, C. Lecouyeux, N. Doubek, K. Ronesch, G. Jammet, G. Bagliano,

and D. Deron, "The Macdonald and Savage Titrimetric Procedure Scaled

Down to 4 mg Sized Plutonium Samples Part 1. Basic Potentiometric

Procedure", Anal. Chim. Acta, 256, 163 (1992)

1-25. C. L. Rao, G. M. Nair, N. P. Singh. M. V. Ramaniar, and N. Srinivasan,

"Indirect potentiometric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Plutonium", Z.

Anal. Chem., 254, 126 (1971)

1-26. M. M. Charyulu, V. K. Rao, and P. R. Natarajan, "potentiometric

Determination of Plutonium by Sodium Bismuthate Oxidation", Talanta, 31,

1109 (1984)

1-27. N. Gopinath and G. A. Rama Rao, "Oxidation of Plutonium by Cobalt(III)

Green", J. Radioanal. Nucl. Chem. Letters, 104, 7 (1986)

1-28. N. Gopinath, G. A. Rama Rao, and P. R. Natarajan, "Ni(III) - A New

Oxidant for the Potentiometric Determination of Plutonium", J. Radioanal.

Nucl. Chem. Letters, 105, 7 (1986)

1-29. M. Y. Suh, C. H. Lee, S. C. Sohn, J. S. Kim, W. H. Kim, and T. Y. Eom,

"A Study on the Alkalimetric Titration with Gran Plot in Non-complexing

Media for the Determination of Free Acid in Spent Fuel Solutions", Bull.

Korean Chem. Soc., 20, 59 (1999)

1-30. I. K. Kressin and G. R. Waterbury, "The Quantitative Separation of

Plutonium from Various Ions by Anion Exchange", Anal. Chem., 34, 1598

(1962)

1-31. C. E. Pietri, B. P. Freeman, and J. R. Weiss, "The Quantitative Ion

Exchange Separation of Plutonium from Impurities", NBL-298, (1981)

1-32. D. Rai, "Solubility Product of Pu(IV) Hydrous Oxide and Equilibrium

Constants of Pu(IV)/Pu(V), Pu(IV)/Pu(VI), and Pu(V)/Pu(VI) Couples",

Radiochim. Acta, 35, 97 (1984)

1-33. M. Y. Suh, S. C. Sohn, C. H. Lee, J. S. Kim, B. C. Song, S. Yoon, Y. J.

Park, K. G. Park, K. Y. Jee, and W. H. Kim, "Ion Exchange Separation of

Plutonium for the Characterization of the Spent Nuclear Fuels", J. korean

Chem. Soc., 44, 480 (2000).



1-34. Se-Chul Sohn, Moo-Yul Seo, Jung Suk Kim, Byung Chul Song, Kwang,

Yong Jee, In-Kyu Choi, Won-Ho Kim, Coulometric determination of

plutonium in PWR spent fuels, J. Kor. Chem. Soc., 44, 581 (2000)

1-35. C. Keller, The Chemistry of the Transuranium Elements, Verlag Chemie GmbH,

pp313-316, 466-469 (1971)

1-36. J. J. Katz, G. T. Seaborg, L. R. Morss, The Chemistry of the Actinide Elements,

Chapman and Hall, London, 2nd ed., Vol.1, pp485-491 (1986)

1-37. B. B. Murray, “Analysis for 237Np in Nitric Acid Solutions”, DP-316 (1958)

1-38 서무열, 손세철, 박영재, 박경균, 이창헌, 김원호, “질산 용액에서 플루토늄 산

화상태 조절”, KAERI/TR-1983/2001, (2001)

1-39. 서무열, 이창헌, 김정석, 손세철, 박영재, 김원호, “질산 용액에서 넵투늄 산화

상태 조절”, KAERI/TR-2354/2003, (2003)

1-40. Mark W. Huntley: Sequential separation of americium, curium, plutonium,

neptunium and uranium in variuos matrices from the electrometallurgic

treatment of spent nuclear fuel. Radiochimica Acta, 89, 605-612 (2001)

1-41. B. Weaver, "TALSPEAK : A new method of separating americium and

curium from the lanthanides by extraction from an aqueous solution of an

aminopolyacetic acid complex with a monoacidic organophosphate or

phosphonate", ORNL-3559 (1964)

1-42. G. Person, I. Svantesson, S. Wingefors, J. O. Loljenzin, "Hot test of a

Talspeak procedure for separation of actinides and lanthanides using

recirculating DTPA-Lactic acid solution", Solv. Extra. Ion Excha., 2, 89 (1984)

1-43. R. D. Baybarz, "Dossociation constant of the transplutonium element

chelates of diethylenetriaminepentaacetic acid(DTPA) and the application of

DTPA chelates to solvent extraction separations of transplutonium elements

from the lanthanide elements", J. Inorg. Nucl. Chem., 27, 1831 (1965)

1-44. B. Weaver and F. A. Kappelmann, "Preferential extraction of lanthanides

over trivalent actinides by monoacidic organo-phosphates from carboxylic

acids and from mixtures of carboxtlic and aminopolyacetic acids", J. Inorg.

Nucl. Chem., 30, 263 (1968)

1-45. V. N. Kosyakov and E. A. Yerin, "Separation of transplutonium and

rare-earth elements by extraction with HDEHP from DTPA solutions", J.

Radioanal. Chem., 43, 37 (1978)



1-46. Chang Heon Lee, Moo Yul Suh, Kwanng Soo Choi, Jung Suk Kim, Byong

Chul Song, Kwang Yong Jee and Won Ho Kim: Separation of fission

products from spent pressurized water reactor fuels by anion exchange and

extraction chromatography for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ric analysis. Analytica Chimica Acta, 428, 133-142 (2001)

1-47. Kih-Soo Joe, Tea-Hyun Kim, Young-Shin Jeon, Kwang-Yong Jee and

Won-Ho Kim: Determination of 241Am and 244Cm in Radwaste samples. J.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3(1), 1-7 (2005)

1-48. S. Bajo, J. Eikenberg: Electrodeposition of actinides for alpha-spectrometry. J.

Radioanal. and Nucl. Chem., 243(3), 745-751 (1999)

1-49. Kihsoo Joe, Chang-Heon Lee, Byong-Chul Song, Young-Shin Jeon, Won-Ho

Kim and Jeong-Kee Suh: Electrodeposition of 241Am and 244Cm inspent

nuclear fuel samples for alpha-spectrometry. Bull. Kor. Chem. Soc., 24(5),

657-660 (2003)

1-50. G. Rosner, R. Winkler, M. Yamamoto: Simultaneous radiochemical

determination of 237Np and 239Np with 235Np as a tracer, and application to

environmental samples. J. Radioanal. and Nucl. Chem., Articles, 173(2),

273-281 (1993)

1-51. J. E. Rein, R. K. Zeigler, G. R. Waterbury, W. E. McClung, P. R. Praetorius

and W. L. Delvin, “Quality assurance programme for surveillance of fast

reactor mixed oxide fuel analytical chemistry”, IAEA-SR-7/1, 149 (1976)

1-52. CAM-013, “열가수분해에 의한 불소 및 염소분석”, 화학분석․시험절차서, 원자

력환경관리센터 (1995)

1-53. UKAEA, “The determination of chlorine in beryllium, thorium or uranium

metals or their oxides”, AERE-AM42 (1959)

1-54. Y. Chunqing, L. Fuyun and H. Dianfan, “The determination of chlorine in

nuclear-grade uranium compounds”, CNIC-00157 (1988)

1-55. R. W. Stromatt, “Automated halide analysis of ceramic fuel by high

temperature pyrohydrolysis-ion chromatography, HEDL-SA-3091-Rev.1

(1984)

1-56. M. A. F. Pires, D. B. Filho and A. Abrao, “Separation of halogens from

uranium compounds by means of pyrohydrolysis and their determination

by ion chromatography”, IPEN-Pub-109 (1987)



1-57. ASTM C 696-99, “Standard test methods for chemical, mass spectrometric,

and spectrochemical analysis of nuclear-grade uranium dioxide powders

and pellet, 3 (1999)

1-58. ASTM C 1502-01, “Standard test methods for determination of total chlorine

and fluorine in uranium dioxide and gadolinium oxide, 1011 (1999)

1-59. R. G. Mansfield and D. H. Templeton, “Chlorine, bromine and iodine”,

Chap. 7 in analytical chemistry of the Manhattan project(ED C. J. Rodden),

p.287-302, (1950)

1-60. ASTM C 799-99, “Standard test methods for chemical, mass spectrometric,

spectrochemical, nuclear, and radiochemical analysis of nuclear-grade uranyl

nitrate solutions, 196 (1999)

1-61. K.W.Puphal, G. L. Booman and J. E. Rein, "Determination of small amounts

of chloride in high nickel-chromium-iron solutions", IDO-14389 chemistry,

TID-4500 (12th edition), Phillips Petroleum Co. Atomic Energy Division,

IDAHO Operation Office, U. S. Atomic Energy Commission. (1956)

1-62. K. Kato, "Application of inductively coupled plasma emission spectrometric

analysis of radioactive materials: A review", Atomic Spectrosc., 7, 129 (1986)

1-63. Annual book of ASTM Standards, Vol. 12.01,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Philadelphia, PA, 1996, Method ASTM C 761-96.

1-64. 이창헌, 서무열, 최계천, 박양순, 지광용, 김원호,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for the Analysis of Radioactive materials”,

Anal. Sci. Tech. 13, 474 (2000)

1-65. R. Ko, "The determiantion of impurities in plutonium nitrate solutions by

amine extraction and ICP analysis", Appl. Spectrosc. 38, 909 (1984)

1-66. E. P. Horwitz, M. L. Dietz, R. Chiarizia, H. Diamond, A. M. Essling and

D. Graczyk, "Separation and preconcentration of uranium from acidic

media by extraction chromatography", Anal. Chim. Acta, 266, 25 (1992)

1-67. C. E. Pietri, B. P. Freeman and J. R. Weiss, “The quantitative Ion Exchange

Separation of Plutonium from Impurities”, NBL-298, p 5 (1981)

1-68. E. A. Huff and D. L. Bowers, "The determination of impurities in

plutonium metal by anion exchange and ICP-AES", Appl. Spectrosc. 43, 223

(1989)

1-69. G. Philips and E. N. Jenkins, "The removal of plutonium before the



analysis of mixed fission products", J. Inorg. Nucl. Chem.,4, 220 (1957)

1-70. J. K. Brody, J. P. Faris and R. F. Buchanan, "Ion exchange spectrographic

method for determination of impurities in uranium and plutonium", Anal.

Chem., 30, 1909 (1958)

1-71. J. J. Fardy and J. M. Chilton, "Isolation of plutonium in chloride media II.

Solvnt extraction with di(2-ethylhexyl)phosphoric acid", J. Inorg. Nucl. Chem.,

31, 3247 (1969)

1-72. E. A. Huff, “Characterization of selected nuclear fuel cycle materials by

column extraction chromatography and ICP-AES", Spectrochim. Acta, 42B,

275 (1987)

1-73. H. Eschrich and I. Hundere, "Separation of impurities from plutonium by

extraction chromatography", ETR-222 (1968)

1-74. T. Braunt and G. Ghersini (Eds.), Extraction chromatography, Elseiver,

Amsterdam, (1975)

1-75. T. H. Siddall, "Solvent extraction processes based on tri-n-butylphosphate",

Chapter V in chemivcal processing of reactor fuel, J.F. Flagg, ed., Academic

Press, NY, (1961)

1-76. E. Anders, “The Chemistry of Technetium”, NAS-NS-3021, (1960)

1-77. H. Kleykamp, “The chemical state of the fission products in oxide fuels", J.

Nucl. Mater., 131, 221 (1985)

1-78. R. J. Meyer, R. D. Oldham and R. P. Larsen, ."Separation and spectro-

photometric determination of technetium in Fissium"Anal. Chem., 36, 1975

(1964)

1-79. N. W. Golchert and J. Sedlet, “Radiochemical determination of

technetium-99 in environmental water samples", Anal Chem., 41, 669 (1969)

1-80. 김원호 외, “방사화학기반연구, 핵연료주기 화학측정기술 개발”, KAERI/

RR-2423 /2003

1-81. R. D. W. Kemmitt and R. D. Peacock, “The Chemistry of Manganese,

Technetium and Rhenium”, Pergamon Press, Oxford, pp 877-884 (1973)

1-82. F. Wigley, P. E. Warwick, I. W. Croudace, J. Caborn and A. L. Sanchez,

"Optimized method for the routine determination of technetium-99 in

environmental samples by liquid scintillation counting", Anal. Chim. Acta,

380, 73 (1999)



1-83. J. S. Mas, G. L. Manuel, J. P. Bolivar and S. A. Celestino, "The use of

99mTc as a tracer in the determination of 99Tc by ICP-mass spectrometry", J.

Anal. At. pectrom., 15, 1369 (2000)

1-84. R. M. Brown, and C. J. Pickford, "Sensitive emission lines for the

determination of technetium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ry", Analyst, 109, 673 (1984)

1-85. S. Foti, E. Delucchi and V. Akamian, "Determination of picogram amounts

of technetium in environmental samples b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Anal. Chim. Acta, 60, 269 (1972)

1-86. K. Schwochau, “Technetium; Chemistry and Radiopharmaceutical

Applications", Wiley-VCH, Weinheim, pp 55-65, (2000)

1-87. E. Anders, “The Chemistry of Technetium”, NAS-NS-3021, (1960)

1-88. Q. J. Chen, A. Aarkrog, H. Dahlgaard, S. P. Nielsen, E. Holm, H. Dick and

K. Mandrup, "Determination of technetium-99 in environmental samples by

solvent extraction at controlled valence", J. Radioanal. Nucl. Chem., 131, 171

(1989)

1-89. E. Holm, "Radioanalytical studies of Tc in the environment: Progress and

problems", Radiochim. Acta, 63, 57 (1993)

1-90. Y. Igarashi, C. K. Kim, Y. Takaku, K. Shiraishi, M. Yamamoto and N.

Ikeda, "Application of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ry to the

measurement of long-lived radionuclides in environmental samples", Anal.

Sci., 6, 157 (1990)

1-91. A. D. M. Beals, “Determination of Technetium-99 in Aqueous Samples by

isotope Dilution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WSRC-MS-92-141, (1992)

1-92. S. Uchida and K. Tagami, "Separation and concentration of technium using

a Tc-selective extraction chromatographic resin", J. Radioanal. Nucl. Chem.,

221, 35 (1997)

1-93. S. Uchida, K. Tagami, W. Ruhm, M. Steiner and E. Wirth, "Separation of

Tc-99 in soil and plant samples collected around the Chernobyl reactor

using a Tc-selective chromatographic resin and determination of the nuclide

by ICP-MS", Appl. Radiation & Isotopes, 53, 69 (2000)

2-1. H. P. Nawada, K. Fukuda, "Role of pyro-chemical processes in advanced



fuel cycles", J. Physics and Chemistry of Solids, 66, 647 (2005)

2-2. A.V. Bychkov, O.V. Skiba, A.A. Mayorshin, M.V. Kormilitsyn, O.V.

Shishalov, I. Yu.Zhemkov, I.G. Kisly, L.G. Baikov, Proceedings of seventh

information exchange meeting on actinide and fission product partitioning

and transmutation, NEA, Jeju, Korea, 14-16 Oct. (2002)

2-3 Y.I Chang, Actinide recycle potential in the IFR fuel cycle, Trans. Am. Nucl.

Soc. 62, 73 (1990)

2-4. R.J.M. Konnings, European Commission Report, EUR 1928 En, (2001)

2-5. B. Boullis, Ph. Brossard, Workshop, Avignon, France, AEA/NEA, 14-16

March, (2000)

2-6. T. Koyama, K. Kinoshita, T. Hizikata, T. Inoue, M. Ougier, R. Malmbeck,

J.-P. Glatz, L. Koch,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ack-end of

the fuel cycle: From research to solution, Global, September, 9-13, France,

ENS-EU-IAEA-JNFS-OECD- OECD/NEA, (2001)

2-7. K. Minato, M. Akabori, M. Takano, Y. Arai, K. Nakajima, A. Itoh, T.

Ogawa, J. Nucl. Mater., 320, 18 (2003)

2-8 H. Yamana, J. Sheng, K. Kawamoto, H. Moriyama, J. Nucl. Mater., 294 (1/2),

53 (2001)

2-9. K. Kinoshita, T. Koyama, T. Inoue, M. Ougier, J.P. Glatz, J. Physics and

Chemistry of Solids 66, 619-624 (2005)

2-10. Toru Ogawa , Kazuo Minato, Yoshihiro Okamoto, Kenji Nishihara, J.

Nuclear Materials 360, 12-15 (2007)

2-11. Jan Uhlı´r, J. Nuclear Materials, 360, 6-11 (2007)

2-12. A.I. Bhatt, E.F. Kerdaniel, H. Kinoshita, F.R. Livens, I. May, I.B. Polovov,

C.A. Sharrad, V.A. Volkovich, J.M. Charnock, R.G. Lewin, Inorg. Chem. 44,

2-4 (2005)

2-13. A. Chrissanthopoulos, G.N. Papatheodorou, J. Molecular Structure, 782,

130-142 (2006)

3-1. M.E. Taylor, D.L. Blaney and G. Cardell, Appl. Surf. Sci., 165, 166 (2000)

3-2. F. Poitrasson, S. Chenery and T. J. Shepherd, Geochim. Cosmochim. Acta,

64(19) 3283 (2000)

3-3. A. M. Dobney, A. J.G. Mank, K. H. Grobecker, P. Conneely and C. G. de

Koster, Anal. Chim. Acta, 423, 9 (2000)

3-4. C. Tye, J. Gordon and P. Webb, Int. Lab., 17, 34 (1987)



3-5. E. Vors, A. Semerok, J.-F. Wagner, S. V. Fomichev, Appl. Surf. Sci., 168, 166

(2000)

3-6. A. Quentmeier, M. Bolshov and K. Niemax, Spectrochim. Acta, Part B, 56, 45

(2001)

3-7. J. S. Becker, C. Pickhardt and H.-J. Dietze, Int. J. Mass Spec., 202, 283-297

(2000)

3-8. 하영경, 한선호, 박영재, 김원호, "ICP-MS 질량분석을 위한 Laser Ablation 시료

채취 기술“ KAERI/AR-632/2002, (2002)

3-9. D. Papaioannou and J. Spino, Review of scientific instruments, 73, 265 (2002)

3-10. S. Hayakawa, A. Iida, S. Aoki, Y. Gohshi, Review of scientific instruments, 60,

2452 (1989)

3-11. H. N. Chapman, A. Rode, K. A. Nugent, and S. W. Wilkins, Applied optics,

32, 6316 (1993)

3-12. D. H. Bilderback and D. J. Thiel, Review of scientific instruments, 66, 2059

(1995)

3-13. Y. Suzuki and F. Uchida, Review of scientific instruments, 63, 578 (1992)

3-14. M. R. Howells etc, Opt. Eng., 39, 2748 (2000)

3-15. A. Takeuchi, Y. Suzuki, K. Uesugi, S Aoki, Nuclear instruments and methods

in physics research A, 467-468, 302 (2001)

3-16. H. N. Chapman, K. A. Nugent, and S. W. Wilkins, Applied optics, 32, 6316

(1993)

3-17. P. Dhez, P. Chevallier, T. B. Lucatorto, and C. Tarrio, Review of scientific

instruments, 70, 1907 (1999)

3-18. C. David, A. Souvorov, Review of scientific instruments, 70, 4168 (1999)

3-19. A. Snigirev, Review of scientific instruments, 66, 2053 (1995)

3-20. A. Snigirev, V. Kohn, I. Snigireva, and B. Lengeler, Nature, 364, 49 (1996)

3-21. J. Spino and D. Papaioannou,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281, 146 (2000)

<연구내용 및 결과>

1-1. K. Gloe, P. Muhl and M. Knothe, "Recovery of precious metals from

electronic scrap, in particular from waste products of the thick-layer



technique., Hydrometallurgy, 25 88-110 (1990)

1-2. 김민재, 이창헌, 지광용, “금속전환공정 시료 내 질산 불용성 물질의 용해 및

성분 분석”, 2006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요약집, 4(2), 256

(2006)

1-3. 김원호 외, 사용후핵연료 관리․이용기술개발, KAERI/RR-2133/2000, (2000)

1-4. J. E. Harrar and W. G. Boyle, "Studies of factors affecting uranium

determinations by automated coulometric titration (New Brunswick

Laboratory/Davies-Gray Mehod), UCRL-5260, (1967)

1-5. 서무열, 손세철, 박영재, 박경균, 이창헌, 김원호, “질산용액에서 플루토늄 산화

상태 조절”, KAERI/TR-1983/2001, (2001)

1-6. 서무열, 이창헌, 한선호, 박영재, 김종구, 지광용 김원호, “질산용액에서 플루토

늄의 산화수 조절 및 음이온교환 분리”, KAERI/TR-3010/2005, (2005)

1-7. G. Phillips and E. N. Jenkins, "The removal of plutonium before the analysis

of mixed fission products", J. Inorg. NuCl. Chem. 4, 220 (1957)

1-8. 김원호 외, “방사화학기반연구, 핵연료주기 화학측정기술 개발”,

KAERI/RR-2423/2003, (2003)

1-9. M. N. Myers, "Reduction of plutonium(VI) with hydrogen peroxide", HW-

44987 (1956)

1-10. 조기수, 김태현, 전영신, 지광용, 김원호, "Determination of transuranic

elements in radwaste samples from nuclear power plant", Proceeding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1(20), 351 (2003)

1-11. 조기수, 김태현, 전영신, 지광용, 김원호, "Determination of 241Am and 244Cm

in radwaste samples", J.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3(1), 1 (2005)

1-12. Chang Heon Lee, Moo Yul Suh, Kwanng Soo Choi, Jung Suk Kim, Byong

Chul Song, Kwang Yong Jee and Won Ho Kim: Separation of fission

products from spent pressurized water reactor fuels by anion exchange and

extraction chromatography for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ric analysis. Analytica Chimica Acta, 428, 133-142 (2001)

1-13. 김정석, 이창헌, 김현정, 하영경, 김종구, 지광용, “모의 사용후핵연료 중 염소

분리 및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정량”, 한국분석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188 (2006)

1-14, K.W.Puphal, G. L. Booman and J. E. Rein, "Determination of small amounts

of chloride in high nickel-chromium-iron solutions", IDO-14389 chemistry,

TID-4500 (12th edition), Phillips Petroleum Co. Atomic Energy Division,



IDAHO Operation Office, U. S. Atomic Energy Commission. (1956)

1-15. M. Y. Suh, S. C. Sohn, C. H. Lee, J. S. Kim, B. C. Song, S. Yoon, Y. J.

Park, K. G. Park, K. Y. Jee, and W. H. Kim, "Ion Exchange Separation of

Plutonium for the Characterization of the Spent Nuclear Fuels", J. korean

Chem. Soc., 44, 480 (2000)

1-16. Chang Heon Lee, Kwang Soon Choi, Jung Suk Kim, Ke Chun Choi, Kwang

Yong Jee and Won Ho Kim, "Separation of fission product elements from

synthetic dissolver solution of spent pressurized water reactor fuels by

TBP/XAD-16/HNO3 extraction chromatography", J. Kor., Chem. Soc., 45, 304

(2001)

1-17. Moo Yul Suh, Se Chul Shon, Chang Heon Lee, Kwang Soon Choi, Do

Yang Kim, Young Jae Park, Kyoung Kyun Park, Kwang Yong Jee, Won

Ho Kim, "Cation exchange separation and determination of ruthenium in a

simulated spent nucleat fuel", J. Kor. Chem. Soc., 44, 526 (2000)

1-18. Chang Heon Lee, Moo Yul Suh, Kwanng Soo Choi, Jung Suk Kim, Yeong

Jae Park, Won Ho Kim: "Determination of Ru, Rh, Pd, Te, Mo and Zr in

spent pressurized water reactor fuels by ion exchange and extraction

chromatographic separation and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ric analysis. Analytica Chimica Acta, 475, 171-179 (2003)

1-19. Moo Yul Suh, Chang Heon Lee, Kwang Soon Choi, Byong Chul Song,

Yeong Jae Park, Won Ho Kim, "Valance control of technetium and

ruthenium for anion exchange chromatographic separation", Bull. Kor. Chem.

Soc., 23, 1819 (2002)

2-1. H. Yamana, T. Fujii, and O Shirai,"UV/VIS spectrophotometry of some

f-elements in chloride melt" International Symposium on Ionic Liquid in Honor

of Marcelle Gaune-Escard, Carry le Rouet, France, June 27-28 (2003)

2-2. P.J. Deren, M.Karbowiak, J-C. Krupa, J. Drozdzynski, J. Alloy and Compounds

275-277, 393-397 (1998)

2-3. A.I. Bhatt, E.F. Kerdaniel, H. Kinoshita, F.R. Livens, I. May, I.B. Polovov,

C.A. Sharrad, V.A. Volkovich, J.M. Charnock, R.G. Lewin, Inorg. Chem. 44,

2-4 (2005)

2-4. H. Hayashi, K. Minato, J. Phys. Chem. of Solids 66, 422 (2005)

2-5. V.R. Kumar, K.V. Narasimhulu, N.O. Gopal, J.L. Rao, R.P.S. Chakradhar,



Physica B 348, 446 (2004)

2-6. T.Aitasalo, J.Holsa, J. Lastusaari, J.Legendziewicz, L. Lehto, J. Linden,

M.Marysko, J. Alloy and Compounds 380, 296-302 (2004)

2-7. T. Fujii, T. Nagaib, N. Sato, O. Shiraia, H. Yamana, J. Alloy and Compounds

Letter 393, L1-L5 (2005)

2-8. Y.J. Cho, H.C. Yang, H.C. Eom, E.H. Kim, I.T. Kim, "Precipitation of Rare

Earth Chlorides in the Eutectic Chloride Melts", Proceeding of Korea-Japan

Workshop on Nuclear Pyroprocessing, Kyongju, Nov. 2-3 (2006)

3-1. 하영경, 한선호, 박순달, 박양순, 지광용, 김원호, 방사선차폐 레이저 용발 질량분석시

스템의 설계 및 제작 보고서, KAERI/TR-3248/06, (2006)

3-2. 구정회 외, “핫셀 조사시편 운반용기 안전성분석보고서”, KAERI/TR-1312/99,

(1999)

3-3. D. Papaioannou and J. Spino, "A Micro beam collimator for high resolution

XRD investigations", EC/JRC, (2000)

3-4. J. I. Garcia Alonso, J. Garcia Serrano, J.-F. Babelot, J.-C. Closset, G. Nicolaou

and L. Koch, Laser ablation ICP-MS on spent nuclear fuel, Application of

plasma source mass spectrometry II, RSC, special publication No. 124, p.

193-204 (1993)

3-5. 박양순, 한선호, 하영경, 지광용, 방사선차폐 마이크로 X-선 회절분석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KAERI/TR-3295/06, (2006)



부 록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 시료 내 

악틴족 원소 및 핵분열생성물  

정량절차서

2006. 9. 

한국원자력연구소



SimFuel 중 성분원소 정량지침서
제정일자: 2006.06.01.

개정일자: 2006.09.19.

개정번호: 1

쪽 번 호: 1/4시료 용해 및 준비

1. 개 요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의 SimFuel 시료의 용해절차를 기술하였다. 초기

음이온교환수지에 의한 플루토늄 분리단계에서 요구되는 시료용액의 매질이

8 M HNO3이므로 SimFuel을 8 M HNO3으로 용해시킨다. 용해과정에서 잘

용해되지 않는 물질은 마이크로파 가압산분해법과 KOH를 사용하는 용융법으

로 용해시킨다.

2. 적용 범위

본 절차서는 SimFuel 시료의 용해에 적용한다.

3. 시약 및 기구

3.1 SimFuel 시료 용해

3.1.1 진한 HNO3 (Merck GR, 65%, 14.44 M) 및 8 M HNO3

3.1.2 진한 HF (Merck, GR, 48%, 27.8 M)

3.1.3 SimFuel 시료 용해장치 (100 mL 둥근 바닥 플라스크 및 냉각 콘덴서)

3.1.4 50 mL 용량 플라스크

3.1.5 Electro-mantle (250 mL, Electrothermal, Cat. No., EM 0250/CE MK3,

England)

3.1.6 원심분리기 (SANYO, HARRIER 18/80, U.K.)

3.1.7 원심분리관 (15 mL 및 45 mL, VWR brand)

3.1.8 시료 용해용액 보관용기 (50 mL HDPE, NALGENE)

3.1.9 Microwave digestion unit (Milestone, mls 1200 mega)

3.1.10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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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과정

4.1 SimFuel 시료 용해

4.1.1 약 1 g의 SimFuel 시료를 정확히 무게 달아 시료 용해용기에 넣는다.

4.1.2 100 mL 용량의 용해용기에 약 25 mL의 8 M HNO3을 넣고 Electro-mantle

(heating level: 1.6, 90 ℃)에서 환류 냉각시키면서 용해시킨다.

4.1.3 10 시간 경과한 후 피펫을 사용하여 용해용액을 무게를 아는 원심분리관으

로 옮긴다.

4.1.4 5,000 RPM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피펫을 사용하여 상등액을 50

mL 용량 플라스크로 옮긴다.

4.1.5 용해용기를 5 mL의 8 M HNO3으로 3 회 씻어 원심분리관으로 옮긴 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50 mL 용량 플라스크에 넣는다.

4.1.6 8 M HNO3으로 표선을 맞추고 잘 흔들어 섞은 후 순 용해용액의 무게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4.2 불용성 잔유물 용해 및 성분 정량

4.2.1 피펫을 사용하여 불용성 잔유물을 테프론 재질의 산분해 가압 용해용기로

옮긴다.

4.2.2 1~2 mL의 증류수를 사용하여 원심분리관에 남아 있는 불용성 잔유물을

씻어 옮긴다.

4.2.3 백열등 및 열판기를 사용하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4.2.4 5 mL의 진한 HNO3과 1.0 mL의 진한 HF를 넣는다.

4.2.5 마개를 한 후 열판기 위에 놓고 (heating level: 2.5) 약 2 시간 정도 반응

시킨 다음 실온까지 식힌다.

4.2.6 가압 용해용기를 microwave digestion unit에 넣고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용해시킨다. 250 W : 5 분, 400 W : 5 분, 650 W : 5 분, 250 W : 5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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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피펫을 사용하여 용해용액을 15 mL 용량의 원심분리관으로 옮긴 다음 1

mL씩 5 번 증류수로 씻어 옮긴다.

4.2.8 5,000 RPM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하고 피펫을 사용하여 상등액을 폴리에

틸렌 재질의 25 mL 용량 플라스크로 옮긴다.

4.2.9 5 mL의 증류수로 가압 용해용기를 원심분리관으로 옮긴 후 5,000 RPM에

서 10 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피펫을 사용하여 상등액을 25 mL 용량 플라

스크로 옮긴다.

4.2.10 “4.2.9”의 조작을 1 번 더 수행하고 증류수로 표선을 맞춘다.

4.2.11 시료용액과 같은 매질 (2.89 M HNO3/0.56 M HF)의 검정용액을 사용하

여 Zr, Mo, Ru, Fe, Cr 및 Ni을 ICP-AES로 정량한다.

4.2.12 원심분리관에 남아 있는 검은색 잔유물을 2～3 mL의 증류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Ni 도가니로 옮긴다.

4.2.13 열판기 (heating level; 2) 위에서 증발건고 한 다음 약 300 mg의 KOH를

무게 달아 넣는다.

4.2.14 전기로에 넣고 온도를 서서히 증가시켜 300 ℃에서 1 시간 방치한다.

4.2.15 온도를 서서히 증가시켜 600 ℃에서 1 시간 방치한 다음 Ni 도가니를 꺼

내어 서서히 돌려 내용물을 잘 섞어준다.

4.2.16 700 ℃에서 2 시간 방치한 다음 실온으로 냉각시킨다.

4.2.17 2 mL의 증류수를 넣어 용해시키고 곧 피펫을 사용하여 25 mL 용량의

유리 바이알로 옮긴다.

4.2.18 위와 같은 조작을 4 번 더 수행하여 약 10 mL의 용해용액을 모은다.

4.2.19 8 mL의 진한 HCl을 넣고 파라-필름으로 마개를 단단히 밀봉한 다음 열

판기 (heating level: 2) 에서 가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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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0 용해를 확인 한 후 피펫을 사용하여 용해용액을 25 mL 용량 플라스크로

옮긴 다음 1 mL씩 5 번 증류수로 씻어 표선을 맞춘다.

4.2.21 필요한 경우 주사기 거르게로 거른 후 시료용액과 같은 매질 (3.86 M

HCl)의 검정용액을 사용하여 ICP-AES로 Ru, Zr, Mo, Fe, Cr 및 Ni을

정량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불용성 잔유물의 성분원소 양은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에 의

한 U 및 핵분열생성물 정량절차”에 따라 표시한다.

6. 오차범위

6.1 상대표준편차 (RSD)는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7.1 시료 용해과정에 대한 간섭 및 방해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참고문헌

8.1 K. Gloe, P. Muhl and M. Knothe, "Recovery of precious metals from

electronic scrap, in particular from waste products of the thick-layer

technique., Hydrometallurgy, 25, 88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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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의 SimFuel 시료 내 우라늄 정량절차를 기술하였다.

SimFuel 용해용액으로부터 U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직접 전기량적정법으로

정량한다.

2. 적용범위

전기량적정법으로 5 mg 이상의 우라늄을 분석할 경우 상대표준편차는 5% 이

하이다.

3. 시약 및 기구

3.1 전기량적정장치

3.2 0.5 M H2SO4 지지전해질 용액

4. 분석과정

4.1 약 5 mg의 우라늄이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0.25 mL의 SimFuel 시

료 용해용액 (약 20 mg U/mL)을 취하여 우라늄 전기량적정방법에 따라 정

량한다.

4.2. 우라늄을 전기량 적정방법으로 정량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4.2.1 우라늄 시료 일정량을 무게 측정하여 전기량 적정 셀에 취한 다음 0.5 M

H2SO4 지지전해질 용액 25 mL와 우라늄 양의 1/10 정도에 해당하는

Fe(II) 이온을 가한다.

4.2.2 15 분간 아르곤 기체로 purging하여 적정용액 내에 존재하는 용존산소를 제

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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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250 mV (vs. SCE)에서 사전 전기분해에 의해 발생된 수소를 이용하여

U(VI)와 Fe(III)를 각각 U(IV)와 Fe(II)로 환원시킨다.

4.2.4 +200 mV (vs. SCE)의 전압을 걸어주어 20 μA의 잔류전류가 얻어질 때

까지 반응하여 4.2.3.에서 생성된 수소를 제거한다.

4.2.5 +600 mV (vs. SCE)의 전압을 걸어주어 20 μA의 잔류전류가 얻어질 때

까지 반응하여 4.2.3.에서 생성된 U(IV)와 Fe(II)를 각각 U(VI)와 Fe(III)로

산화시킨다.

4.2.6 +200 mV (vs. SCE)의 전압을 걸어주어 20 μA의 잔류전류가 얻어질 때

까지 반응하여 4.2.5.에서 생성된 Fe(III)를 Fe(II)로 환원시킨다.

4.2.7 +600 mV (vs. SCE)의 전압을 걸어주어 20 μA의 잔류전류가 얻어질 때

까지 반응하여 4.2.6.에서 생성된 Fe(II)를 Fe(III)로 산화시킨다.

4.2.8 시료 내 우라늄의 양은 4.2.5.에서 얻은 전기량 측정값에서 4.2.7.에서 얻은

기량 측정값을 뺀 값으로부터 계산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우라늄의 전기량적정절차에 따라 계산한다.

6. 오차범위

6.1 상대표준편차 (RSD)는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7.1 간섭 및 방해효과는 참고문헌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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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의 SimFuel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Pu을 음이온교환

수지법으로 U과 공존하는 핵분열생성물 원소로부터 분리한 후 전기량적정법으

로 정량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2. 적용 범위

이 시험방법은 0.5 mg 이상의 Pu을 함유하는 시료 용해용액의 Pu을 분리, 정

량할 경우 상대표준편차는 5% 이하이다.

3. 시약 및 기구

3.1 8 M HNO3

3.2 0.5 M HNO3

3.3 0.1 M HNO3

3.4 0.02 M NH2OH․HCl/0.5 M HNO3 : 실험 당일 70 mg의 NH2OH․HCl을 10

mL의 0.5 M HNO3에 녹인다. (묽은 HNO3에는 일주일 정도 안정하다)

3.5 음이온교환수지 (Bio Rad AG MP-1, nitrate form, 200~400 mesh)

3.6 Extraction-clean reservoir 분리관 (Alltech #210001, 1.5 mL, 안지름; 6 mm)

3.7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준비

3.7.1 250 mL 유리 비커에 50 g의 AG MP-1 음이온교환수지를 넣고 100 mL의

묽은 HNO3 (1:1 v/v)으로 3 회 씻은 후 중성이 될 때까지 증류수로 씻어

서 NO3 형으로 바꾼 다음 0.1 M HNO3에 보관한다.

3.7.2 음이온교환수지를 분리관의 충전부피가 0.5 mL가 되도록 흘려 넣은 다음

수지층 위에 필터를 올려놓고 5 mL의 8 M HNO3을 통과시켜 전처리한

다. (충전 높이; 2.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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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 mL 마개달린 액체섬광계수용 플라스틱 바이알

3.9 20 mL 용량 플라스크

3.10 20 mL 유리 비커

3.11 전기량적정시스템

4. 분석 과정

4.1 시료 용액 준비

4.1.1 SimFuel 시료 용해과정에서 준비한 용해용액 (약 20 mg U/mL)을 사용

한다.

4.2 Pu 정량

4.2.1 약 0.5 mg의 Pu 분리를 고려하여, 무게를 측정한 20 mL 플라스틱 바

이알에 0.1 mL의 30% H2O2를 넣은 다음 다시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한

다.

4.2.2 H2O2가 담긴 플라스틱 병에 약 50 mg U이 함유되어 있는 약 2.5 mL

의 시료 용해용액을 넣고 무게를 측정한 후 Pu(IV)로 조절되도록 약 7

일간 방치한다.

4.2.3 초우란원소 (Pu, Am 및 Cm)의 회수율을 측정할 경우 50 mg의 사용후

핵연료 (연소도; 35,000 MWd/MtU, 냉각시간; 10 년)에 함유되어 있는

양으로 계산하여 500 μg의 Pu과 25 μg (3.25 ×106 Bq)의 241Am 및 10

μg (3.0 ×107 Bq)의 244Cm을 4.2.2 단계에서 첨가한다.

4.2.4 5 mL의 8 M HNO3으로 전처리한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아래에 미리 무

게를 측정한 20 mL 용량 플라스크를 놓는다.

4.2.5 Pu(IV)로 조절된 시료 용해용액이 담긴 플라스틱 병의 무게를 다시 측

정한 다음 용액을 분리관에 넣고 빈 병의 무게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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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15 mL의 8 M HNO3을 통과시켜 U과 핵분열생성물 원소들을 용리, 회수

시키고 8 M HNO3으로 표선을 맞춘다.

4.2.7 순용액의 무게를 측정한 다음 “Cs, Sr, Ba, Ce, La, Nd, Y, Mo, Zr,

241Am 및 244Cm 정량”에 사용한다.

4.2.8 Pu이 흡착되어 있는 분리관 아래에 20 mL 유리 비커를 놓고 1 mL의

0.5 M HNO3를 통과시켜 8 M 질산을 씻어냄과 동시에 Pu을 용리한다.

4.2.9 9 mL의 0.02 M NH2OH․HCl/0.5 M HNO3를 통과시켜 Pu을 용리, 회

수한다.

4.2.10 용리, 회수된 Pu이 담긴 유리 비커를 열판기 위에 올려 놓고 용액의

최종 부피가 대략 0.5 mL가 되도록 천천히 증발 건고시킨 다음 Pu

전기량적정절차에 따라 정량한다.

4.2.11 전기량 적정 셀에 지지전해질 용액 25 mL를 취한 다음 15 분간 아르곤

기체로 purging하여 적정용액 내에 존재하는 용존산소를 제거한다.

4.2.12 +250 mV (vs. SCE)의 전압을 걸어주어 30 μA의 잔류전류가 얻어질 때

까지 환원반응 시킨다.

4.2.13 +900 mV (vs. SCE)의 전압을 걸어주어 30 μA의 잔류전류가 얻어질 때

까지 산화반응 시킨다.

4.2.14 +560 mV (vs. SCE)의 전압을 걸어주어 20 μA의 잔류전류가 얻어질 때

까지 환원반응 시키고 이때 얻어진 전기량을 기록한다. 이 전기량 값을

바탕용액에 대한 전기량 값으로 취한다.

4.2.15 미리 준비된 플루토늄 시료 용액은 지지전해질 용액 25 mL를 이용해서

전기량 적정 셀에 취한 다음 15 분간 아르곤 기체로 purging하여 적정

용액 내에 존재하는 용존산소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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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 +250 mV (vs. SCE)의 전압을 걸어주어 30 μA의 잔류전류가 얻어질 때

까지 반응하여 Pu(IV)와 Fe(III)를 각각 Pu(III)와 Fe(II)로 환원시킨다.

4.2.17 +900 mV (vs. SCE)의 전압을 걸어주어 30 μA의 잔류전류가 얻어질 때

까지 반응하여 Pu(III)와 Fe(II)를 각각 Pu(IV)와 Fe(III)로 산화시킨다.

4.2.18 +560 mV (vs. SCE)의 전압을 걸어주어 20 μA의 잔류전류가 얻어질 때

까지 반응하여 Pu(IV)만을 선택적으로 Pu(III)로 환원시키고 이때 얻어진

전기량을 기록한다. 이 전기량 값을 시료용액에 대한 전기량 값으로 취한다.

4.2.19 시료 내 플루토늄의 양은 4.2.18에서 얻은 전기량 측정값에서 4.2.14에서

얻은 전기량 측정값을 뺀 값으로부터 계산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Pu 전기량적정절차에 따라 계산한다.

6. 오차 범위

6.1 상대표준편차 (RSD)는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7.1 최종 측정에서 간섭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8. 참고 문헌

8.1 서무열, 손세철, 이창헌, 김정석, 송병철, 윤수경, 박영재, 박광균, 지광용, 김원

호, “사용후핵연료에 들어있는 플루토늄 정량을 위한 이온교환분리”, J. Kor.

Chem. Soc., 44, 480 (2000)



SimFuel 중 성분원소 정량지침서
제정일자: 2003.01.15.

개정일자: 2006.09.19.

개정번호: 1

쪽 번 호: 5/5플루토늄 정량

8.2 F. A. Scott and R. M. Freeman, "The Determination of Plutonium in

Irradiated Uranium Fuel Solutions by Controlled-potential Coulometry",

HW-58491, (1958)

8.3 W. D. Shults, "Applications of Controlled-potential Coulometry to the

Determination of Plutonium", Talanta, 10, 833, (1963)

8.4 H. S. Sharma, N. B. Khedekar, S. G. Marathe, and H. C. Jain, "Controlled

Potential Coulometric Determination of Plutonium in Mixed (U,Pu) Carbide

Fuels", Nucl. Techno., 89, 399 (1990)

8.5 D. D. Jackson, R. M. Holland, F. R. Roensch, T. E. Rein, "Controlled-

potential Coulometric Determination of Plutonium with a Hydrochloric

Acid-Sulfamic Acid Electrolyte and Phosphate Complexing", Anal. Chim.

Acta, 117, 205 (1980)

8.6 M. K. Holland, J. R. Weiss and C .E. Pietri, "The New Brunswick

Laboratory Controlled-potential Coulometric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Plutonium", NBL-299, (1981)



SimFuel 중 성분원소 정량절차서
제정일자: 2003.01.15.

개정일자: 2006.09.19.

개정번호: 1

쪽 번 호: 1/4
237Np 정량

1. 개 요

SimFuel에 함유되어 있는 Np을 음이온교환수지법으로 U, Pu, Am, Cm 및 공

존 핵분열생성물로부터 선택적으로 분리, 회수한 후 전착하여 알파분광분석법

으로 정량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8 M HNO3 매질에서 모든 Np이 과산화수

소에 의해 Np(IV) 산화상태로 조절되며 Np(IV)-니토라토 착물이 음이온교환수

지에 흡착된다.

2. 적용 범위

알파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SimFuel에 함유되어 있는 237Np을 정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20 Bq (0.77 μg) 이상의 237Np을 함유하는 시료 용해용액의 Np을

분리, 정량할 경우 상대표준편차는 5% 이하이다.

3. 시약 및 기구

3.1 진한 HNO3 (Merck, GR, 65%, 14.44 M)

3.2 8 M HNO3

3.3 9 M HCl

3.4 0.5 M HCl

3.5 30% H2O2

3.6 NH4I

3.7 9 M HCl/0.05 M NH4I : 실험 당일 73 mg의 NH4I를 10 mL의 9 M HCl에

녹인다.

3.8 음이온교환수지 (Bio Rad AG MP-1, nitrate form, 200~400 mesh)

3.9 Extraction-clean reservoir 분리관 (Alltech #210001, 1.5 mL, 안지름; 6 mm)

3.10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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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250 mL 유리 비커에 50 g의 AG MP-1 음이온교환수지를 넣고 100 mL의

묽은 HNO3 (1:1 v/v)으로 3 회 씻은 후 증류수로 중성이 될 때까지 씻어

서 NO3 형으로 바꾼 다음 0.1 M HNO3에 보관한다.

3.10.2 분리관의 충전부피가 0.6 mL가 되도록 음이온교환수지를 흘려 넣은 후

5 mL의 8 M HNO3을 통과시켜 전처리한다. (충전높이; 2.4 cm).

3.11 전착 시스템

3.12 알파분광분석 시스템

4. 분석 과정

4.1 시료 용해용액 준비

4.1.1 SimFuel 시료 용해과정에서 준비한 시료 용해용액 (약 20 mg U/mL)을

사용한다.

4.2 Np 정량

4.2.1 약 20 Bq의 237Np 분리를 고려하여, 무게를 측정한 10 mL 비커에 대략

2 mg U이 함유되어 있는 SimFuel 시료 용해용액 0.1 mL를 넣고 무게를

측정한다.

4.2.2
237

Np 분리, 회수율을 측정할 경우에는 20 Bq의
237

Np을 10 mL 유리

비커에 넣고 백열등 아래에서 약하게 증발건고한 후 0.1 mL의 SimFuel

시료 용해용액를 넣고 용해시킨 다음 무게를 측정한다.

4.2.3 0.1 mL의 30% H2O2를 가한 후 질산 농도가 대략 8～8.5 M이 되도록 12

M HNO3을 가한 다음 Np(IV)로 조절되도록 1 일정도 방치한다.

4.2.4 5 mL의 8 M HNO3로 전처리한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 산화수가 조절

된 시료용액을 주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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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2 mL씩 5 번 8 M HNO3을 사용해서 비커를 씻어서 분리관에 주입한 다

음 8 mL의 8 M HNO3을 통과시켜 Am, Cm, U 및 핵분열생성물을 세

척, 제거한다.

4.2.6 2 mL의 9 M HCl-0.05 M NH4I를 통과시킨 다음 3 시간 기다렸다가 13

mL의 9 M HCl-0.05 M NH4I를 통과시켜 Pu을 세척, 제거한다.

4.2.7 Np을 용리시키기 위해 20 mL 유리 비커를 분리관 아래에 놓고 2 mL

의 0.5 M HCl를 분리관에 주입한 다음 약 30 분 기다렸다가 8 mL의

0.5 M HCl을 흘려 넣어 Np을 완전히 용리한다.

4.2.8 용리, 회수된 Np이 담긴 20 mL 비커에 2 mL의 진한 HNO3을 가한 후

최하의 가온 상태로 조절된 열판기 위에 올려놓고 백열등을 이용해서

용액을 천천히 증발 건조시킨다.

4.2.9 “알파분광분석법에 의한 237Np, 239Pu, 241Am 및 244Cm 정량절차”에 따라

237Np을 정량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SimFuel 시료 중 237Np의 양 (μg Np/g SimFuel 시료 중)

237
Np = I237/26.1 × (100/Eff) × (100/Fsep) × (100/Fdep) × (1/WLiCl)

여기서, I237 : 10 mL의 Np 용리액에 함유된 237Np의 알파방사능 측정값 (Bq)

Eff : 알파계측 효율 (%)

Fsep : Np 이온교환분리 회수율 (%)

Fdep : Np의 전기전착 회수율 (%)

26.1 Bq/μg : 237Np의 알파 비방사능

WLiCl : 시료 무게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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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차 범위

6.1 상대표준편차 (RSD)는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7.1 최종 측정에서 간섭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8. 참고 문헌

8.1 서무열, 이창헌, 김정석, 손세철, 박영재, 김원호, “질산용액에서 넵투늄 산화

상태 조절”, KAERI/TR-2354/2003



SimFuel 중 성분원소 정량절차서
제정일자: 2003.01.15.

개정일자: 2006.09.19.

개정번호: 1

쪽 번 호: 1/7Cs, Sr, Ba, La, Ce, Nd, Y, Mo, Zr, 241Am 및 244Cm 정량

1. 개 요

Pu 분리과정에서 회수한 U 및 핵분열생성물 원소로부터 241Am 및 244Cm의 알

파분광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U, Zr 및 Mo을 HDEHP/XAD-XVI 추출 크로마

토그래피로 분리해 내고 순차적으로 공존 핵분열생성물들을 분리, 회수한 후

Cs은 불꽃 원자흡수분광법으로 Sr, Ba, La, Ce, Nd, Y, Mo 및 Zr은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그리고 241Am 및 244Cm은 알파분광법으로 분석

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필요한 경우 La, Ce, Nd 및 Y과 함께 분리되는 Pr,

Sm, Eu 및 Gd의 동시 정량도 가능하다.

2. 적용 범위

Cs은 불꽃 원자흡수분광법으로 800 μg/g 이상에서 Sr, Ba, La, Ce, Nd, Y 및

Ru은 200 μg/g 이상에서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상대표준편차

5% 이하의 분석이 가능하다. 241Am과 244Cm은 알파분광분석법으로 20 Bq 이상

의 농도범위에서 상대표준편차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3. 시약 및 기구

3.1 Zr 및 Mo 정량

3.1.1 6 M HNO3

3.1.2 0.15 M oxalic acid/0.01 M HNO3

3.1.3 Syringe 분리관 (1 mL, 안지름; 5 mm)

3.1.4 Hexane (Merck, GR)

3.1.5 Amberlite XAD-16 (100～200 mesh)

3.1.6 2-(di-ethylhexyl)phosphoric acid (HDEHP, Aldrich)

3.1.7 HDEHP/Hexane 혼합액 (50:75,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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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Mo 및 Zr 분리용 HDEHP/XAD-XVI 수지 제조 및 분리관 준비

3.1.8.1 마개달린 250 mL 용량의 유리용기에 XAD-XVI(100～200 mesh) 10 g과

100 mL의 HDEHP/Hexane 혼합액 (50:75, v/v)을 넣고 하룻밤 방치한

다.

3.1.8.2 XAD-XVI 입자가 부유하고 있는 상등액을 혼합액을 사용하여 2～3번

제거한 후 혼합액을 미리 적신 거름종이 위에서 거른다.

3.1.8.3 가능한 신속하게 거른 후 알루미늄지 위에 펴놓고 적외선 등 아래에서

건조시킨 다음 무게변화가 거의 없을 때까지 진공오븐에 방치한 후 마

개달린 용기에 보관한다. (2 mmole HDEHP/g)

3.1.8.4 Syringe 분리관에 300 mg의 HDEHP/XAD-XVI 수지를 넣는다.

3.1.8.5 유리봉으로 가볍게 두드려서 흡착제가 균일하게 충전되도록 한 다음 끝

부분을 필터로 막고 유리봉으로 가볍게 눌러준다.

3.1.8.6 연동펌프를 사용하여 가장 느린 흐름속도로 분리관의 용출구로 증류수

를 흘려 넣어 흡착제 사이에 있는 공기를 제거하고 분리관을 안정하게

한다.

3.1.8.7 증류수를 3 mL 통과시키고 (흐름속도: 약 18 분/mL) 사용전에 2 mL

의 6 M HNO3을 흘려 넣는다. (충전높이: 48 mm)

3.1.9 Mo 및 Zr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용 표준액 (1,000 μ

g/mL)

3.1.10 20 mL 유리 비커

3.1.11 20 mL 용량 플라스크

3.1.12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기

3.2 Cs, Sr, Ba,
241

Am,
244

Cm, La, Ce, Nd 및 Y 정량

3.2.1 1.0 M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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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0.1 M HNO3

3.2.3 0.001 M HNO3

3.2.4 6 M HNO3

3.2.5 10% KCl (1:1 HNO3, v/v)

3.2.6 Syringe 분리관 (1 mL, 안지름; 5 mm)

3.2.7 Lactic acid (85～90%, Tedia company, U.S.A.)

3.2.8 Cs, Sr, Ba, 241Am, 244Cm, La, Ce, Nd 및 Y 분리용 HDEHP/XAD-XVI

분리관 준비

3.2.8.1 Syringe 분리관에 350 mg의 HDEHP/XAD-XVI 수지를 넣는다.

3.2.8.2 유리봉으로 가볍게 두드려서 흡착제가 균일하게 충전되도록 한 다음 끝

부분을 필터로 막고 유리봉으로 가볍게 눌러준다.

3.2.8.3 연동펌프를 사용하여 가장 느린 흐름속도로 분리관의 용출구로 증류수

를 넣어 흡착제 사이에 있는 공기를 제거하고 분리관을 안정하게 한다.

3.2.8.4 증류수를 3 mL 통과시키고 (흐름속도: 약 18 분/mL) 사용전에 3 mL

의 0.1 M HCl을 흘려 넣는다. (충전높이: 48 mm)

3.2.9 0.05 M DTPA/0.5 M lactic acid (pH 3.0)

3.2.9.1 2.5 M lactic acid: 마개달린 용기에 129 g의 lactic acid와 250 mL의

증류수를 85 ℃에서 2 일간 방치시켜 생성된 lactone을 가수분해시키

거나 해중합시킨 다음 증류수로 500 mL 되게 한다.

3.2.9.2 0.25 M DTPA (pH 3.4); 50 g의 DTPA를 취하여 350 mL의 증류수가

들어 있는 비커에 넣고 진한 암모니아수를 서서히 가하여 용해시킨 다

음 증류수로 500 mL 되게 한 후 걸러서 사용한다.

3.2.9.3 150 mL의 용량 비커에 20 mL의 2.5 M lactic acid와 20 mL의 0.25

M DTPA를 넣고 20 mL의 증류수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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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4 자석 젓게 막대로 저어주면서 묽은 암모니아수로 pH가 3.0이 되도록 조

절한 다음 증류수로 100 mL 되게 한다.

3.2.10 Cs 불꽃 원자흡수분광분석용 표준용액 (1,000 μg/mL)

3.2.11 Sr, Ba, La, Ce, Nd 및 Y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용 표

준용액 (1,000 μg/mL)

3.2.12 10 mL 용량 플라스크

3.2.13 20 mL 용량 플라스크

3.2.14 20 mL 액체섬광계수용 마개달린 유리 바이알

3.2.15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기

3.2.16 전착 시스템

3.2.17 알파분광분석 시스템

4. 분석 과정

4.1 Mo 및 Zr 정량

4.1.1 “Pu 분리과정의 4.2.7.”에서 회수한 20 mL의 용출액 중 U이 약 10 mg 함

유되어 있는 4 mL를 무게를 아는 20 mL 유리 비커에 넣고 정확하게 무

게를 측정한다.

4.1.2 열판기 위에서 증발 건고한 후 3 mL의 2 M HNO3으로 용해하여 증발

건고한다.

4.1.3 1 mL의 6 M HNO3으로 용해한다.

4.1.4 Mo 및 Zr 분리용 HDEHP-XVI (300 mg) 분리관 아래에 자석 젓개가 들

어 있는 마개달린 20 mL 유리 바이알을 놓고 시료용액을 통과시킨다.

4.1.5 1 mL씩의 6 M HNO3으로 바이알을 3 번 씻어 분리관에 넣는다.

4.1.6 2 mL의 6 M HNO3을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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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용출액이 들어 있는 바이알에 5 mL의 사염화탄소를 넣고 10 분간 세게

저어준다.

4.1.8 상이 분리되도록 20 분간 방치한 후 4.5 mL의 사염화탄소를 제거한 다

음 “Cs, Sr, Ba, 241Am, 244Cm, La, Ce, Nd, 및 Y 정량”에 사용한다.

4.1.9 계속해서 분리관 아래에 20 mL 용량 플라스크를 놓고 0.15 M oxalic

acid/0.01 M HNO3을 3 mL씩 5 번 통과시켜 Mo 및 Zr을 용리, 회수한다.

4.1.10 0.01 M HNO3으로 표선을 맞추고 맹검액 (0.1125 M oxalic acid/0.01

M HNO3)과 5 μg/mL의 Mo 및 Zr 혼합 표준용액 (0.1125 M oxalic

acid/ 0.01 M HNO3)을 사용하여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

으로 Mo과 Zr을 분석한다.

4.2 Cs, Sr 및 Ba 정량

4.2.1 “4.1.8.”에서 회수한 용출액을 열판기 위에서 증발 건고시킨다.

4.2.2 백열등 아래에서 증발 건고시키고 pH 용지로 확인한다.

4.2.3 0.2 mL의 1 M HNO3을 넣고 흔들어서 용해시킨 후 하룻밤 방치한다.

4.2.4 용해를 확인한 후 1.8 mL의 0.001 M HNO3을 넣고 잘 섞는다.

4.2.5
241

Am 및
244

Cm 분리용 HDEHP/XAD-XVI (350 mg) 분리관 아래에 20

mL 용량 플라스크를 놓고 시료용액을 흘려 넣은 후 바이알을 1 mL씩 3

번 0.1 M HNO3으로 씻어 넣는다.

4.2.6 1 mL의 0.001 M HNO3을 흘려 넣은 후 0.1 M HNO3으로 표선을 맞춘다.

4.2.7 5 mL의 분리용액 (4.2.6.)과 1 mL의 10% KCl을 10 mL 용량 플라스크에 넣

고 증류수로 채운 다음 0, 0.1, 0.5, 1 및 2 μg/mL의 Cs 표준용액을 사용하

여 분석한다.

4.2.8 Sr 및 Ba은 맹검액 (0.1 M HNO3)과 5 μg/mL의 Sr 및 Ba 혼합 표준용액을

사용하여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정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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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41Am 및 244Cm 정량

4.3.1 계속해서 분리관 아래에 10 mL 용량 플라스크를 놓고 0.05 M DTPA/

0.5 M lactic acid (pH 3.0)를 2 및 3 mL 통과시켜 241Am 및 244Cm을

용출시킨 다음 증류수로 채운다.

4.3.2 5 mL를 취하여 “알파분광분석법에 의한 237Np, 239Pu, 241Am 및 244Cm 정

량절차”에 따라 241Am 및 244Cm을 정량한다.

4.4 La, Ce, Nd 및 Y 정량

4.4.1 계속해서 분리관 아래에 10 mL 용량의 플라스크를 놓고 2 및 3 mL의

6 M HNO3을 통과시켜 모은 후 증류수로 표선을 맞춘 다음 맹검액 (3

M HNO3)과 5 μg/mL (3 M HNO3)의 La, Ce, Nd 및 Y을 사용하여 각

각 분석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성분원소의 양은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에 의한 U 및 핵분열

생성물 정량절차” 및 “화학분석․시험절차서의 고온도로 원자흡수분광법

(CAM-002) 및 불꽃 원자방출분광법 (CAM-003)"에 따라 정량한다.

6. 오차 범위

6.1 상대표준편차 (RSD)는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7.1 최종 측정에서 간섭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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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2001)

8.3 Chang Heon Lee, Moo Yul Suh, Kwang Soon Choi, Jung Suk Kim, Yeong

Jae Park, Won Ho Kim, Analytica Chimica Acta, 475, 17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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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의 SimFuel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Ru의 정량방법

을 기술하였다. 0.5 M HCl에서 양이온교환수지법으로 분리, 회수한 후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분석한다. 필요한 경우 Ru과 함께 분리되

는 Rh 및 Pd의 동시 정량도 가능하다.

2. 적용 범위

Ru은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100 ㎍/g 이상의 농도 범위에서

상대표준편차는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3. 시약 및 기구

3.1 6 M HCl

3.2 0.5 M HCl

3.3 Ru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 분석용 표준용액 (1,000 μg/mL)

3.4 양이온교환수지 (Bio Rad 50W×8, 200～400 mesh)

3.5 Extract-clean reservoir 분리관 (Alltech # 210001, 1.5 mL, 안지름: 6 mm)

3.6 Ru 분리용 양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준비

3.6.1 250 mL 용량의 비커에 50 g의 AG 50W×8 양이온교환수지를 넣고 100

mL의 묽은 HCl (1:1 v/v)으로 3 회 씻는다.

3.6.2 증류수로 중성이 될 때까지 씻은 후 0.1 M HCl에 보관한다.

3.6.3 분리관에 준비한 양이온교환수지를 증류수에 풀어서 수지 충전부피가 1

mL가 되도록 한 다음 10 mL의 0.5 M HCl을 통과시켜 전처리한다.

3.7 20 mL 유리 비커

3.8 20 mL 용량 플라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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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기

4. 분석 과정

4.1 시료 용해용액 준비

4.1.1 SimFuel 시료 용해용액 (약 20 mg U/mL)을 사용한다.

4.2 Ru 정량

4.2.1 약 10 mg의 U이 함유되어 있는 0.5 mL의 SimFuel 시료 용해용액을 무

게로 취하여 20 mL 유리 비커에 넣고 5 mL의 증류수를 가한다.

4.2.2 Ru이 산화되어 휘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열하지 말고 백열등

아래에서 매우 약하게 증발 건고한 다음 1 mL의 6 M HCl으로 용해

및 증발 건고과정을 3 회 반복한다.

4.2.3 pH 용지로 잔류하는 산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1 mL의 0.5 M HCl으로

용해시키고 하룻밤 방치한다.

4.2.4 양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아래에 10 mL 용량 플라스크를 놓고 준비한 용

액을 흘려 넣는다.

4.2.5 0.5 M HCl으로 1 mL씩 3 번 비커를 씻어 넣는다.

4.2.6 0.5 M HCl을 3 mL씩 취하여 2 번 Ru을 용리, 회수하고 0.5 M HCl으

로 표선을 맞춘다.

4.2.7 맹검액 (0.5 M HCl)과 5 μg/mL의 Ru 표준용액 (0.5 M HCl)을 사용하여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분석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성분원소의 양은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에 의한 U 및 핵분열

생성물 정량절차”에 따라 정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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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차 범위

6.1 상대표준편차 (RSD)는 원소마다 각각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7.1 최종 측정에서 공존하는 핵분열생성물 또는 핵종간의 분광학적 간섭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8. 참고 문헌

8.1 서무열, 손세철, 이창헌, 최광순, 김도양, 박영재, 박광균, 지광용, 김원호. “모

의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된 루테늄의 양이온교환분리 및 정량”, J. Kor. Chem.

Soc., 44, 526 (2000)

8.2 Chang Heon Lee, Moo Yul Suh, Kwang Soon Choi, Jung Suk Kim, Yeong

Jae Park, Won Ho Kim, Analytica Chimica Acta, 475, 17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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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의 SimFuel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99Tc의 정량방법

을 기술하였다. 음이온교환수지법으로 악티늄족 원소 및 핵분열생성물로부터

선택적으로 분리, 회수한 후 ICP-MS로 분석한다.

2. 적용 범위

ICP-MS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99Tc를 정량할 수 있는 방

법으로서 2 ng (0.036 nCi) 이상의 99Tc을 함유하는 SimFuel 시료의 Tc을 분리,

정량할 경우 상대표준편차는 5% 이하이다.

3. 시약 및 기구

3.1 10 M HNO3

3.2 0.5 M HNO3

3.3 95% (v/v) ethanol

3.4 0.001 M KIO4; 230 mg의 KIO4를 8 M HNO3로 녹여서 10 mL를 제조한 다음

0.1 mL를 취해 8 M HNO3으로 묽혀 10 mL가 되게 하며, 이 용액은 당일 제

조하여 사용한다.

3.5
99

Tc 수용액; NH4
99

TcO4의 수용액

3.6 99Tc 표준용액; 100 ng 99Tc/mL의 0.5 M HNO3 용액

99
Tc 용액을 0.5 M HNO3으로 희석하여 100 ng

99
Tc/mL (1.7 nCi/mL) 용액

을 제조한다.

3.7
99

Tc 검정용액;

99
Tc 표준용액을 0.5 M HNO3으로 희석하여 0, 0.125, 0.175, 0.250, 0.374, 및

0.498 ng 99Tc/mL 검정용액을 각각 20 mL씩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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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음이온교환수지 (Bio Rad AG MP-1, chloride form, 200～400 mesh)

3.9 Extract-clean reservoir 분리관 (Alltech # 210001, 1.5 mL, 안지름: 6 mm)

3.10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준비

3.10.1 250 mL 유리 비커에 50 g의 AG MP-1 음이온교환수지를 넣고 100 mL

의 8 M HNO3으로 3 회 씻는다.

3.10.2 증류수로 중성이 될 때까지 씻은 후 0.1 M HNO3에 보관한다.

3.10.3 음이온교환수지를 증류수에 풀어서 충전부피가 1 mL가 되도록 분리관에

넣은 다음 증류수로 용출액이 중성이 되도록 흘려 넣는다.

3.10.4 사용 전에 5 mL의 0.5 M HNO3을 통과시켜 전처리한다.

3.11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기 (ICP-MS, Finnigan MAT, Element, Germany)

4. 분석 과정

4.1 시료 용해용액 준비

4.1.1 SimFuel 시료 용해과정에서 준비한 시료 용해용액 (약 20 mg U/mL)을

사용한다.

4.2 Tc 정량

4.2.1 약 50 ng의 99Tc 분리를 고려하여, 무게를 측정한 10 mL 용량 플라스크

에 대략 20 mg U/mL 농도의 SimFuel 시료 용해용액 0.1 mL를 넣고

무게를 측정한 다음 8 M HNO3로 표선까지 채운다.

4.2.2 약 0.3 mL를 10 mL 비커에 취하고 10 μL의 0.001 M KIO4 용액을 가한

다음 1 일간 방치한다.

4.2.3 5 mL의 0.05 M HNO3를 가한 후 95% (v/v) 에탄올 1～2 방울 가해서

Ru 산화수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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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5 mL의 0.5 M HNO3으로 전처리한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 산화수를

조절한 시료용액을 넣고 1 mL의 0.5 M HNO3으로 비커를 3 회 세척하

여 분리관에 넣는다.

4.2.5 10 mL의 1 M HNO3을 통과시켜 악티늄족 원소 및 핵분열생성물을 세

척, 제거한다.

4.2.6 분리관 아래에 10 mL 용량 플라스크 놓고 10 mL의 10 M HNO3를 통

과시켜 99Tc를 용리, 회수한다.

4.2.7 ICP-MS 운영절차에 따라 플라스마를 켜고 1 시간 기기를 안정시킨 다음

KOLAS 공인화학지침서 (TCI-CA-13) 및 ASTM D 5673-02와 동일한 절

차로 측정한다.

4.2.8 99Tc 검정용액의 질량-99 피크세기(cps)를 측정하여 검정곡선을 작성한다.

4.2.9 0.5 mL의 Tc 용출액을 10 mL 용량 플라스크에 취하고 증류수로 표선까지

채운 다음 질량-99 피크세기 (cps)를 측정한 다음 검정곡선을 이용하여

99Tc의 농도를 계산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SimFuel 시료 중 Tc의 양 (μg
99

Tc/g U)

Tc 농도 (μg 99Tc/g U) = CMS × Fdi × Veluate × 1/VSF × 1/CUSF

여기서, VSF : 취한 SimFuel 시료 용해용액 부피 (mL)

CUSF : SimFuel 시료 용해용액 중 우라늄 농도 (g U/mL)

CMS : ICP-MS로 측정된 Tc 농도 (μg 99Tc/mL)

Veluate : Tc-eluate 부피 (mL)

Fdil : ICP-MS 측정을 위한 Veluate의 희석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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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차 범위

6.1 상대표준편차 (RSD)는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7.1 최종 측정에서 간섭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8. 참고 문헌

8.1 ASTM, D 5673-02, “Standard Test Method for Elements in Water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8.2 Moo Yul Suh, Chang Heon Lee, Kwang Soon Choi, Byung Chul Song,

Yeong Jae Park and Won Ho Kim, Bull. Kor. Chem. Soc., 23, 1819 (2002).

8.3 Moo Yul Suh, Chang Heon Lee, Sun Ho Han, Jung Suk Kim, Yeong Jae

Park, Won Ho Kim, Bull. Kor. Chem. Soc., 24, 168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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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EVA․Spec 수지 분리를 포함시키려면 다음 사항을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준비”

부분에 추가하면 됨.

1. TEVA․Spec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수지 (100～200 mesh)

2. TEVA․Spec 수지 분리관 준비

2.1 Polyethylene disposable transfer pipette의 bulb 끝을 잘라 내고 안지름

7 mm 부분에만 이온교환수지를 채울 수 있도록 분리관의 끝을 개조한

다.

2.2 유리솜으로 분리관의 끝을 막고 TEVA․Spec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수지를

증류수에 풀어서 6 cm 높이까지 (충전부피: 2.3 mL) 흘려 넣은 후 유리

솜으로 얇게 막은 다음 5 mL의 증류수를 통과시킨다.

* 사용 직전에 5 mL의 0.5 M HNO3를 통과시켜 안정화.

* 시료의 loading, Tc 분리절차, ICP-MS 측정 등은 AG MP-1의 경우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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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의 U Metal Ingot 및 Reduced Metal 시료에 함유

되어 있는 성분원소 정량을 위하여 8 M HNO3으로 시료를 용해시킨 후 8 M

HNO3에 용해되지 않은 불용성물질을 회수하고 정량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

하였다.

2. 적용 범위

U metal ingot 및 reduced metal 시료를 8 M HNO3으로 용해시킨 후 8 M

HNO3에 용해되지 않은 불용성물질의 용해 및 분석에 적용한다.

3. 시약 및 기구

3.1 U Metal Ingot 및 Reduced Metal 시료 용해

3.1.1 진한 HNO3 (Merck GR, 65%, 14.44 M) 및 8 M HNO3

3.1.2 진한 HF (Merck, GR, 48%, 27.8 M)

3.1.3 SimFuel 시료 용해장치 (100 mL 둥근 바닥 플라스크 및 냉각 콘덴서)

3.1.4 50 mL 용량 플라스크

3.1.5 Electro-mantle (250 mL, Electrothermal, Cat. No., EM 0250/CE MK3,

England)

3.1.6 원심분리기 (SANYO, HARRIER 18/80, U.K.)

3.1.7 원심분리관 (15 mL 및 45 mL, VWR brand)

3.1.8 시료 용해용액 보관용기 (50 mL HDPE, NALGENE)

3.1.9 Microwave digestion unit (Milestone, mls 1200 mega)

3.1.10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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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과정

4.1. U Metal Ingot 및 Reduced Metal 용해

4.1.1 약 5 g의 U Metal Ingot 및 Reduced Metal 시료를 정확히 무게 달아

250 mL 용량의 시료 용해용기에 넣는다.

4.1.2 용해용기에 약 50 mL의 8 M HNO3을 넣고 Electro-mantle (heating level:

1.6, 90 ℃)에서 환류 냉각시키면서 용해시킨다.

4.1.3 만약 육안으로 시료의 표면에 과량의 흰색 염분이 확인되면 질산과 격렬

하게 반응하므로 다음의 방법으로 용해시킨다.

4.1.4 시료가 들어 있는 용해용기에 증류수를 22 mL 넣고 진한 HNO3 28 mL

를 5 mL씩 서서히 첨가하여 용해시킨다.

4.1.5 기체의 발생이 줄어들면 Electro-mantle (heating level: 1.6, 90℃)에서 10

시간 이상 환류키면서 용해시킨다.

4.1.6 10 시간 경과한 후 피펫을 사용하여 용해용액을 무게를 아는 원심분리관으

로 옮긴다.

4.1.7 5,000 RPM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피펫을 사용하여 상등액을 50

mL 용량 플라스크로 옮긴다.

4.1.8 용해용기를 5 mL의 8 M HNO3으로 3 회 씻어 원심분리관으로 옮긴 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100 mL 용량 플라스크에 넣는다.

4.1.9 8 M HNO3으로 표선을 맞추고 잘 흔들어 섞은 후 순 용해용액의 무게를

측정하고 기록한 다음 시료 용해용액 보관용기에 넣는다.

4.2 불용성 잔유물 용해 및 성분 정량

4.2.1 피펫을 사용하여 불용성 잔유물을 테프론 재질의 가압 용해 용기로 옮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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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1～2 mL의 증류수를 사용하여 원심분리관에 남아 있는 불용성 잔유물을

씻어 옮긴다.

4.2.3 백열등 및 열판기를 사용하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4.2.4 5 mL의 진한 HNO3과 1.0 mL의 진한 HF를 넣는다.

4.2.5 마개를 한 후 열판기 위에 놓고 (heating level: 2.5) 약 2 시간 정도 반응

시킨 다음 실온까지 식힌다.

4.2.6 가압 용해용기를 microwave digestion unit에 넣고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용해시킨다. 250 W : 5 분, 400 W : 5 분, 650 W : 5 분, 250 W : 5 분

4.2.7 피펫을 사용하여 용해용액을 15 mL 용량의 원심분리관으로 옮긴 다음 1

mL씩 5 번 증류수로 씻어 옮긴다.

4.2.8 5,000 RPM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하고 피펫을 사용하여 상등액을 폴리 에

틸렌 재질의 25 mL 용량 플라스크로 옮긴다.

4.2.9 5 mL의 증류수로 가압 용해용기를 원심분리관으로 옮긴 후 5,000 RPM에

서 10 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피펫을 사용하여 상등액을 25 mL 용량 플라

스크로 옮긴다.

4.2.10 “4.2.9”의 조작을 1 번 더 수행하고 증류수로 표선을 맞춘다.

4.2.11 시료용액과 같은 매질 (2.89 M HNO3/0.56 M HF)의 검정용액을 사용하

여 Zr, Mo, Ru, Fe, Cr 및 Ni을 ICP-AES로 정량한다.

4.2.12 원심분리관에 남아 있는 검은색 잔유물을 2～3 mL의 증류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Ni 도가니로 옮긴다.

4.2.13 열판기 (heating level; 2) 위에서 증발건고 한 다음 약 300 mg의 KOH를

무게 달아 넣는다.

4.2.14 전기로에 넣고 온도를 서서히 증가시켜 300 ℃에서 1 시간 방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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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 온도를 서서히 증가시켜 600 ℃에서 1 시간 방치한 다음 Ni 도가니를 꺼

내어 서서히 돌려 내용물을 잘 섞어준다.

4.2.16 700 ℃에서 2 시간 방치한 다음 실온으로 냉각시킨다.

4.2.17 2 mL의 증류수를 넣어 용해키고 곧 피펫을 사용하여 25 mL 용량의 유

리 바이알로 옮긴다.

4.2.18 위와 같은 조작을 4 번 더 수행하여 약 10 mL의 용해용액을 모은다.

4.2.19 8 mL의 진한 HCl을 넣고 파라-필름으로 마개를 단단히 밀봉한 다음 열

판기 (heating level: 2) 에서 가온한다.

4.2.20 용해를 확인 한 후 피펫을 사용하여 용해용액을 25 mL 용량 플라스크로

옮긴 다음 1 mL씩 5 번 증류수로 씻어 표선을 맞춘다.

4.2.21 필요한 경우 주사기 거르게로 거른 후 시료용액과 같은 매질 (3.86 M

HCl)의 검정용액을 사용하여 ICP-AES로 Ru, Zr, Mo, Fe, Cr 및 Ni을

정량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불용성 잔유물의 성분원소 양은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에 의

한 U 및 핵분열생성물 정량절차” 에 따라 계산한다.

6. 오차 범위

6.1 상대표준편차 (RSD)는 원소마다 각각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7.1 최종 측정에서 공존하는 핵분열생성물 또는 핵종간의 분광학적 간섭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U Metal Ingot 및 Reduce Metal 시료 중 성분원소 정량절차서
제정일자: 2003.01.15.

개정일자: 2006.09.19.

개정번호: 1

쪽 번 호: 5/5시료 용해 및 준비

8. 참고 문헌

8.1 K. Gloe, P. Muhl and M. Knothe, "Recovery of precious metals from

electronic scrap, in particular from waste products of the thick-layer

technique., Hydrometallurgy, 25, 88 (1990)



U Metal Ingot 및 Reduce Metal 시료 중 성분원소 정량절차서
제정일자: 2003.01.15.

개정일자: 2006.09.19.

개정번호: 1

쪽 번 호: 1/3우라늄 정량

1. 개 요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의 실증시료 물질수지 평가를 위하여 U Metal

Ingot 및 Reduced Metal 시료의 우라늄 정량절차를 기술하였다. U Metal

Ingot 및 Reduced Metal 용해용액으로부터 U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직접

전기량적정법으로 정량한다.

2. 적용 범위

전기량적정법으로 5 mg 이상의 우라늄을 분석할 경우 상대표준편차는 5% 이

하이다.

3. 시약 및 기구

3.1 0.5 M H2SO4 지지전해질 용액

3.2 전기량적정장치

4. 분석 과정

4.1 약 5 mg의 U이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0.1 mL의 “U Metal Ingot

및 Reduced Metal 시료” 용해용액을 무게로 취하여 전기량적정셀에 넣는다.

4.2 0.5 M H2SO4 지지전해질 용액 25 mL와 우라늄 양의 1/10 정도에 해당하는

Fe(II) 이온을 가한다.

4.3 15 분간 아르곤 기체로 purging하여 적정용액 내에 존재하는 용존산소를 제

거한다.

4.4 -250 mV (vs. SCE)에서 사전 전기분해에 의해 발생된 수소를 이용하여 U(VI)

와 Fe(III)를 각각 U(IV)와 Fe(II)로 환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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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0 mV (vs. SCE)의 전압을 걸어주어 20 μA의 잔류전류가 얻어질 때 까지

반응하여 4.4에서 생성된 수소를 제거한다.

4.6 +600 mV (vs. SCE)의 전압을 걸어주어 20 μA의 잔류전류가 얻어질 때 까지

반응하여 4.4에서 생성된 U(IV)와 Fe(II)를 각각 U(VI)와 Fe(III)로 산화시킨다.

4.7 +200 mV (vs. SCE)의 전압을 걸어주어 20 μA의 잔류전류가 얻어질 때 까지

반응하여 4.6에서 생성된 Fe(III)를 Fe(II)로 환원시킨다.

4.8 +600 mV (vs. SCE)의 전압을 걸어주어 20 μA의 잔류전류가 얻어질 때 까지

반응하여 4.7에서 생성된 Fe(II)를 Fe(III)로 산화시킨다.

4.9 시료 내 우라늄의 양은 4.6에서 얻은 전기량 측정값에서 4.8에서 얻은 전기량

측정값을 뺀 값으로부터 계산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우라늄의 전기량적정절차에 따라 계산한다.

6. 오차범위

6.1 상대표준편차 (RSD)는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7.1 간섭 및 방해효과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을 참조한다.

8.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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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의 U Metal Ingot 및 Reduced Metal 시료에 함유

되어 있는 Pu을 음이온교환수지법으로 U과 핵분열생성물로부터 분리한 후 전

기량적정법으로 정량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2. 적용 범위

전기량적정법을 이용하여 U Metal Ingot 및 Reduced Metal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Pu을 정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0.5 mg 이상의 Pu을 함유하는 시료 용

해용액의 Pu을 분리, 정량할 경우 상대표준편차는 5% 이하이다.

3. 시약 및 기구

3.1 진한 HNO3 (Merck GR, 65%, 14.44 M)

3.2 8 M HNO3

3.3 1 M HNO3

3.4 0.5 M HNO3

3.5 0.1 M HNO3

3.6 0.02 M NH2OH․HCl/0.5 M HNO3: 실험 당일 70 mg의 NH2OH․HCl을 10

mL의 0.5 M HNO3에 녹인다. (묽은 HNO3에서는 일주일 정도 안정하다)

3.7 15% NaNO2; 실험 당일 1.5 g의 NaNO2를 10 mL의 증류수로 녹인다.

3.8 음이온교환수지 (Bio Rad AG MP-1, nitrate form, 200～400 mesh)

3.9 Extract-clean reservoir 분리관 (Alltech, Part # 210001, 1.5 mL, 안지름: 6

mm)

3.10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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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250 mL 용량의 비커에 50 g의 AG MP-1 음이온교환수지를 넣고 100 mL

의 묽은 HNO3 (1:1 v/v)으로 3 회 씻은 후 증류수로 중성이 될 때까지

씻어서 NO3 형으로 바꾼 다음 0.1 M HNO3에 보관한다.

3.10.2 분리관에 음이온교환수지를 물에 풀어 넣어 충전부피가 0.6 mL (충전높

이; 2.4 cm)가 되도록 한 다음 수지층 위에 필터를 올려놓고 5 mL의 8

M HNO3을 통과시켜 전처리한다.

3.11 20 mL 유리 비커

3.12 50 mL 유리 비커

3.13 전기량적정시스템

4. 분석 과정

4.1 Pu 정량 시료용액 준비

4.1.1 약 0.5 mg의 Pu 분리를 고려하여, 미리 무게를 측정한 20 mL 용량의

유리 비커에 대략 약 50 mg U이 함유되어 있는 1 mL의 “U Metal

Ingot 및 Reduce Metal 시료 용해용액”을 무게 달아 넣고 증발 건고한

다.

4.1.2 초우란원소 (Pu, Am 및 Cm)의 회수율을 측정할 경우 50 mg의 사용후

핵연료 (연소도; 35,000 MWd/.MtU, 냉각시간; 10 년)에 함유되어 있는

양을 계산하여 약 500 μg의 Pu과 각각 400 Bq의 241Am 및 244Cm을

“4.1.1” 단계에서 첨가한다.

4.1.3 열판기 위에서 아주 약하게 증발 건고한 다음 잔유물을 2.4 mL의 1 M

HNO3으로 용해시키고 약 2 시간 방치한다.

4.1.4 7 mg의 NH2OH․HCl가 들어 있는 0.1 mL의 0.02 M NH2OH․HCl/0.5 M

HNO3 (Pu의 10 배 이상)을 넣고 하룻밤 방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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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0.1 mL의 15% NaNO2 (Pu 무게의 25 배)를 넣고 10 분 후 2.5 mL의

진한 HNO3)을 넣어 용액의 질산 농도가 7.55 M이 되도록 한다.

4.1.6 이 때 시료용액의 부피는 약 5.1 mL가 되며 NOX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마개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자석젖게로 약하게 저어주면서 하룻밤 방치

한 후에 사용한다.

4.2. Pu 분리

4.2.1 5 mL의 8 M HNO3으로 전처리한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아래에 50 mL

유리 비커를 놓는다.

4.2.2 Pu(IV)로 조절된 용해용액 시료가 담긴 플라스틱 병의 무게를 다시 측

정한 다음 시료용액을 분리관에 넣고 8 M HNO3을 1 mL씩 3 번 취하

여 비커를 씻어 넣는다.

4.2.3 8 M HNO3을 5 mL씩 2 번 그리고 3 mL를 1 번 통과시켜 “Mo, Zr, Fe,

241Am 및 244Cm 정량”에 사용한다.

4.2.4 Pu이 흡착되어 있는 분리관 아래에 20 mL 비커를 놓고 1 mL의 0.5 M

HNO3를 통과시켜 8 M HNO3을 씻어냄과 동시에 Pu을 용리한 다음 9

mL의 0.02 M NH2OH․HCl/0.5 M HNO3를 통과시켜 Pu을 용리, 회수

한다.

4.2.5 회수된 Pu가 들어 있는 20 mL 비커를 열판기 위에 놓고 약하게 가열

하면서 용액의 부피가 약 0.5 mL가 되도록 천천히 증발시킨다.

4.3 Pu 전기량적정 시료 준비

4.3.1 용리, 회수된 Pu이 담긴 유리 비커를 열판기 위에 올려 놓고 용액의 최

종 부피가 대략 0.5 mL가 되도록 천천히 증발 건고시킨 다음 Pu 전기

량적정절차에 따라 정량한다

4.4 Pu 전기량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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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전기량 적정 셀에 지지전해질 용액 25 mL를 취한 다음 15 분간 아르곤

기체로 purging하여 적정용액 내에 존재하는 용존산소를 제거한다.

4.4.2 +250 mV (vs. SCE)의 전압을 걸어주어 30 μA의 잔류전류가 얻어질 때

까지 환원반응 시킨다.

4.4.3 +900 mV (vs. SCE)의 전압을 걸어주어 30 μA의 잔류전류가 얻어질 때

까지 산화반응 시킨다.

4.4.4 +560 mV (vs. SCE)의 전압을 걸어주어 20 μA의 잔류전류가 얻어질 때

까지 환원반응 시키고 이때 얻어진 전기량을 기록한다. 이 전기량 값을

바탕용액에 대한 전기량 값으로 취한다.

4.4.5 미리 준비된 4.3.1의 Pu 시료 용액은 지지전해질 용액 25 mL를 이용해서

전기량 적정 셀에 취한 다음 15 분간 아르곤 기체로 purging하여 적정용

액 내에 존재하는 용존산소를 제거한다.

4.4.6 +250 mV (vs. SCE)의 전압을 걸어주어 30 μA의 잔류전류가 얻어질 때

까지 반응하여 Pu(IV)와 Fe(III)를 각각 Pu(III)와 Fe(II)로 환원시킨다.

4.4.7 +900 mV (vs. SCE)의 전압을 걸어주어 30 μA의 잔류전류가 얻어질 때

까지 반응하여 Pu(III)와 Fe(II)를 각각 Pu(IV)와 Fe(III)로 산화시킨다.

4.4.8 +560 mV (vs. SCE)의 전압을 걸어주어 20 μA의 잔류전류가 얻어질 때

까지 반응하여 Pu(IV)만을 선택적으로 Pu(III)로 환원시키고 이때 얻어진

전기량을 기록한다. 이 전기량 값을 시료용액에 대한 전기량 값으로 취한다.

4.4.9 시료 내 Pu의 양은 4.4.8에서 얻은 전기량 측정값에서 4.4.4에서 얻은 전기

량 측정값을 뺀 값으로부터 계산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Pu 전기량적정절차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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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차 범위

6.1 상대표준편차 (RSD)는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7.1 최종 측정에서 간섭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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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U Metal Ingot 및 Reduced Metal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Np을 음이온교환수

지법으로 U, Pu, Am, Cm 및 핵분열생성물 원소로부터 선택적으로 분리, 회수

한 후 전착하여 알파분광분석법으로 정량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8 M

HNO3 매질에서 모든 Np이 과산화수소에 의해 Np(IV) 산화상태로 조절되며

Np(IV)-니토라토 착물이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된다.

2. 적용 범위

알파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U Metal Ingot 및 Reduced Metal 시료에 함유되

어 있는 237Np을 정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20 Bq (0.77 μg) 이상의 237Np을

함유하는 시료 용해용액의 Np을 분리, 회수, 전기전착 및 측정할 경우 상대표

준편차는 5% 이하이다.

3. 시약 및 기구

3.1 진한 HNO3 (Merck GR, 65%)

3.2 진한 HCl (Merck GR, 37%)

3.3 8 M HNO3

3.4 9 M HCl

3.5 0.5 M HCl

3.6 30% H2O2

3.7 NH4I

3.8 9 M HCl/0.05 M NH4I : 실험 당일 73 mg의 NH4I를 10 mL의 9 M HCl에

녹인다.

3.9 음이온교환수지 (Bio Rad AG MP-1, nitrate form, 200～400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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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tract-clean reservoir 분리관 (Alltech, Part # 210001, 안지름: 6 mm)

3.11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준비

3.11.1 250 mL 용량의 비커에 50 g의 AG MP-1 음이온교환수지를 넣고 100 mL

의 묽은 HNO3 (1:1 v/v)으로 3 회 씻은 후 증류수로 중성이 될 때까지

씻어서 NO3 형으로 바꾼 다음 0.1 M HNO3에 보관한다.

3.11.2 준비한 음이온교환수지를 분리관에 넣어 충전부피가 0.6 mL (충전높이;

2.4 cm)가 되도록 한 다음 수지층 위에 필터를 올려놓고 5 mL의 8 M

HNO3을 통과시켜 전처리한다.

3.12 전착 시스템

3.13 알파분광분석 시스템

4. 분석 과정

4.1 Np 정량 시료용액 준비

4.1.1 무게를 알고 있는 10 mL 용량 플라스크에 1 mL의 “U Metal Ingot 및

Reduce Metal 시료 용해용액”을 무게로 취하여 넣은 다음 8 M HNO3으

로 표선을 맞추고 순 용액의 무게를 측정한다.

4.1.2 약 20 Bq의
237

Np 분리를 고려하여 무게를 측정한 10 mL 비커에 대략

2 mg의 U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0.4 mL의 시료용액 (4.1.1.)을

넣고 무게를 측정한 다음 열판기 위에서 약하게 증발 건고한다.

4.1.3 237Np 분리, 회수율을 측정할 경우 20 Bq의 237Np을 첨가한다.

4.2 Np 분리

4.2.1 0.1 mL의 30% H2O2를 가한 후 질산 농도가 대략 8～8.5 M이 되도록 12

M HNO3을 가한 다음 Np(IV)로 조절되도록 1 일 방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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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5 mL의 8 M HNO3로 전처리한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 산화수가 조절

된 시료용액을 주입한다.

4.2.3 2 mL의 8 M HNO3을 사용해서 비커를 여러 차례 씻어서 분리관에 넣은

다음 8 mL의 8 M HNO3을 통과시켜 Am, Cm, U 및 핵분열생성물 원

소들을 세척, 제거한다.

4.2.4 2 mL의 9 M HCl/0.05 M NH4I를 통과시키고 3 시간 기다린 후 13

mL의 9 M HCl/0.05 M NH4I를 통과시켜 Pu을 세척, 제거한다.

4.2.5 Np을 용리하기 위해 20 mL 유리 비커를 분리관 아래에 놓고 2 mL의

0.5 M HCl를 분리관에 주입한 다음 30 분 정도 기다렸다가 8 mL의

0.5 M HCl로 Np을 완전히 용리한다.

4.3 Np 전기전착 및 알파분광분석

4.3.1 용리, 회수된 Np이 담긴 20 mL 비커에 2 mL의 진한 HNO3을 가한 후

최하 가온 상태로 조절된 열판기 위에 얹고 백열등을 이용해서 용액을

천천히 증발 건조시킨다.

4.3.2 “알파분광분석법에 의한 237Np, 239Pu, 241Am 및 244Cm 정량절차”에 따라

237Np을 정량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시료 중
237

Np의 양 (μg Np/g 시료)

237Np의 양 = I237/26.1 × (100/Eff) × (100/Fsep) × (100/Fdep) × (1/WLiCl)

여기서, I237 : 10 mL의 Np 용리액에 함유된 237Np의 알파방사능 측정값 (Bq)

Eff : 알파계측 효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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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ep : Np 이온교환분리 회수율 (%)

Fdep : Np의 전기전착 회수율 (%)

26.1 Bq/μg : 237Np의 알파 비방사능

WLiCl : 채취한 시료 무게 (g)

6. 오차 범위

6.1 상대표준편차 (RSD)는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7.1 최종 측정에서 간섭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8. 참고 문헌

8.1 서무열, 이창헌, 김정석, 손세철, 박영재, 김원호, “질산용액에서 넵투늄 산화

상태 조절”, KAERI/TR-235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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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Pu 분리과정에서 회수한 “Li, Cs, Sr, Ba, La, Ce, Nd, Y, 241Am, 244Cm, Ni,

Cr, Mg, Fe, Mo, Zr 및 U으로부터 Mo, Zr 및 Fe, 241Am 및 244Cm 그리고

La, Ce, Nd 및 Y을 군으로 분리, 회수한다. Mo, Zr, Fe, La, Ce, Nd 및 Y은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그리고 241Am 및 244Cm은 알파분광법

으로 정량한다. 필요한 경우 241Am 및 244Cm 분리과정에서 군으로 분리, 회수

되는 Li, Sr 및 Ba과 Pr, Sm, Eu 및 Sm의 정량도 가능하다.

2. 적용 범위

Mo, Zr, Fe, La, Ce, Nd 및 Y은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0.1

μg/mL 이상의 농도 범위에서 상대표준편차 5% 이하의 분석이 가능하다.

241Am과 244Cm은 알파분광분석법으로 20 Bq 이상의 농도범위에서 상대표준편차

5% 이하의 분석이 가능하다.

3. 시약 및 기구

3.1 Mo, Zr 및 Fe 정량

3.1.1 진한 HCl (Merck GR, 37%)

3.1.2 10 M HCl

3.1.3 2 M HCl

3.1.4 8 M HNO3

3.1.5 음이온교환수지 (Bio Rad AG MP-1, chloride form, 200～400 mesh)

3.1.6 Extract-clean reservoir 분리관 (Alltech Part # 2100104, 4 mL, 안지름;

9 mm)

3.1.7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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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 250 mL 용량의 비커에 50 g의 AG MP-1 음이온교환수지를 넣고 100

mL의 10 M HCl으로 3 회 씻은 후 증류수로 중성이 될 때까지 씻어서

Cl형으로 바꾼 다음 0.1 M HCl에 보관한다.

3.1.7.2 분리관에 수지의 충전부피가 2 mL가 되도록 한 다음 10 mL의 10 M

HCl을 흘려 넣어 전처리한다. (충전높이; 3.2 cm, 흐름속도; 11 분/mL)

3.1.8 진한 HNO3 (Merck, GR, 65%, 14.44 M)

3.1.9 4 M HNO3

3.1.10 n-tributyl phosphate (Merck)

3.1.11 Hexane (Merck)

3.1.12 Amberlite XAD-16 (100～200 mesh)

3.1.13 TBP/XAD-XVI 수지 (2.47 mmole TBP/g, 100～200 mesh)

3.1.14 Syringe 분리관 (1 mL, 안지름 : 5 mm)

3.1.15 TBP/XAD-XVI 수지 제조 및 분리관 준비

3.1.15.1 마개 달린 250 mL 용량의 유리용기에 100 mL의 TBP와 hexane의 혼

합액(50/71 mL)과 10.05 g의 Amberlite XAD-16(100～200 mesh)을 넣

고 하룻밤 방치한다.

3.1.15.2 XAD-16 입자가 부유하고 있는 상등액을 혼합액을 사용하여 2～3번

제거한 후 혼합액을 미리 적신 거름종이 위에서 거른다.

3.1.15.3 가능한 신속하게 거른 후 알루미늄지 위에 펴놓고 적외선 등 아래에

서 건조시킨 다음 무게변화가 거의 없을 때까지 진공오븐에 방치한

후 마개달린 용기에 보관한다. (2.47 mmole TBP/g)

3.1.15.4 Syringe 분리관 (안지름; 5 mm)에 300 mg의 TBP/XAD-XVI 수지를

넣고 유리봉으로 가볍게 두드려서 흡착제가 균일하게 충전되도록 한

다음 필터로 막고 유리봉으로 가볍게 눌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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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5 연동펌프를 사용하여 가장 느린 흐름속도로 분리관의 용출구로부터 증

류수를 흘려 넣어 흡착제 사이에 차있는 공기를 제거한다.

3.1.15.6 3 mL의 증류수를 통과시키고 (흐름속도: 약 18 분/mL) 사용전에 3

mL의 4 M HNO3을 흘려 넣는다.

3.1.16 Mo, Zr 및 Fe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용 표준액 (1,000 μ

g/mL)

3.1.17 20 mL 유리 비커

3.1.18 50 mL 유리 비커

3.1.19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기

3.2 241Am,, 244Cm, La, Ce, Nd 및 Y 정량

3.2.1 2-(di-ethylhexyl)phosphoric acid (HDEHP, Aldrich)

3.2.2 Lactic acid (85～90%, Tedia company, U.S.A.)

3.2.3 n-Hexane (Merck, GR)

3.2.4 HDEHP/Hexane 혼합액 (50:75, v/v)

3.2.5 Diethylenetriaminepentaacetic acid (DTPA, Aldrich)

3.2.6 Amberlite XAD-16 (100～200 mesh)

3.2.7
241

Am 및
244

Cm 분리용 HDEHP/XAD-XVI 수지 제조 및 분리관 준비

3.2.7.1 마개달린 250 mL 용량의 유리용기에 XAD-XVI(100～200 mesh) 10 g과

100 mL의 HDEHP/Hexane 혼합액 (50:75, v/v)을 넣고 하룻밤 방치한다.

3.2.7.2 XAD-16 입자가 부유하고 있는 상등액을 혼합액을 사용하여 2～3번 제

거한 후 혼합액을 미리 적신 거름종이 위에서 거른다.

3.2.7.3 가능한 신속하게 거른 후 알루미늄지 위에 펴놓고 적외선 등 아래에서

건조시킨 다음 무게변화가 거의 없을 때까지 진공오븐에 방치한 후 마

개달린 용기에 보관한다. (2 mmole HDEH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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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 Medical syringe 분리관에 350 mg의 HDEHP/XAD-XVI 수지를 넣는

다.

3.2.7.5 유리봉으로 가볍게 두드려서 흡착제가 균일하게 충전되도록 한 다음 끝

부분을 필터로 막고 유리봉으로 가볍게 눌러준다.

3.2.7.6 연동펌프를 사용하여 가장 느린 흐름속도로 분리관의 용출구로부터 증

류수를 흘려 넣어 흡착제 사이에 차있는 공기를 제거하고 분리관을 안

정하게 한다.

3.2.7.7 증류수를 3 mL 통과시키고 (흐름속도: 약 18 분/mL) 사용전에 3 mL

의 0.1 M HCl을 흘려 넣어 전처리한다. (충전높이: 48 mm)

3.2.8 0.05 M DTPA/0.5 M lactic acid (pH 3.0)

3.2.8.1 2.5 M lactic acid: 마개달린 용기에 129 g의 lactic acid와 250 mL의

증류수를 85 ℃에서 2 일간 방치시켜 생성된 lactone을 가수분해시키

거나 해중합시킨 다음 증류수로 500 mL 되게 한다.

3.2.8.2 0.25 M DTPA (pH 3.4); 50 g의 DTPA를 취하여 350 mL의 증류수가

들어 있는 비커에 넣고 진한 암모니아수를 서서히 가하여 용해시킨 다

음 증류수로 500 mL 되게 한 후 걸러서 사용한다.

3.2.8.3 150 mL의 용량 비커에 20 mL의 2.5 M lactic acid와 20 mL의 0.25

M DTPA를 넣고 20 mL의 증류수를 추가한다.

3.2.8.4 자석 젓게 막대로 저어주면서 묽은 암모니아수로 pH가 3.0이 되도록 조

절한 다음 증류수로 100 mL 되게 한다.

3.2.9 0.1 M HCl

3.2.10 0.2 M HCl

3.2.11 0.001 M HCl

3.2.12 6 M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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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기

3.2.14 전착 시스템

3.2.15 알파분광분석 시스템

4. 분석 과정

4.1 Mo, Zr 및 Fe 정량

4.1.1 Pu 정량절차의 ‘4.2.3’에서 회수한 용액을 증발 건고한다.

4.1.2 1 mL의 진한 HCl으로 용해시킨 다음 열판기 위에서 가열할 때 공기방

울이 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증발 건고한다.

4.1.3 5 mL의 2 M HCl으로 용해 및 증발 건고하는 과정을 3 번 반복한다.

4.1.4 0.4 mL의 2 M HCl으로 용해시키고 약 1 시간 방치한다.

4.1.5 1.6 mL의 진한 HCl (12.07 M)을 넣고 하룻밤 방치한 다음 시료용액으

로 사용한다.

4.1.6 10 M HCl으로 전처리한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AG MP-1) 아래에 50

mL 용량 플라스크를 놓고 분리관 깔대기 입구에 거르게를 끼워 놓은 1

mL 용량의 syringe 거름관을 놓는다.

4.1.7 준비한 시료용액을 1 mL씩 거름관에 흘려 넣는다.

4.1.8 10 M HCl 1 mL씩으로 3 번 그리고 2 mL씩으로 2 번 비커를 씻어 거

름관에 넣는다.

4.1.9 거름관의 NaNO3 결정이 완전히 용해된 것을 확인한 후 25 mL의 10

M HCl을 5 mL씩 흘려 넣고 10 M HCl으로 표선을 맞춘 다음 241Am

및 244Cm 정량에 사용한다.

4.1.10 계속해서 분리관 아래에 50 mL 용량의 플라스크를 놓고 40 mL의 8

M HNO3을 5 mL씩 통과시켜 U, Mo, Zr 및 Fe를 용리,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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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 8 M HNO3으로 표선을 맞추고 약 10 mg의 U이 함유되어 있는 10

mL를 취하여 20 mL 용량 유리 비커에 옮겨놓는다.

4.1.12 열판기 위에서 증발 건고하고 2 mL의 2 M HNO3으로 용해시킨다.

4.1.13 열판기 위에서 증발 건고하고 1 mL의 4 M HNO3으로 용해시킨다.

4.1.14 3 mL의 4 M HNO3으로 전처리한 TBP/XAD-XVI 분리관 아래에 10

mL 용량 플라스크를 놓고 준비한 "4.1.11."의 용액을 흘려 넣는다.

4.1.15 4 M HNO3 1 mL씩 3 번 비커를 씻어 넣는다.

4.1.16 1 mL의 4 M HNO3을 흘려 넣은 다음 증류수로 표선을 맞춘다.

4.1.17 맹검액 (1 M HNO3)과 5 μg/mL의 Mo, Zr 및 Fe 혼합 표준용액 (1 M

HNO3)을 사용하여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분석한다.

4.2 241Am 및 244Cm 정량

4.2.1 Mo, Zr 및 Fe 정량과정의 “4.1.9.“에서 회수한 용액에서 10 mL를 취하

여 20 mL 유리 비커에 넣은 다음 열판기 위에서 증발 건고한다.

4.2.2 0.2 mL의 1 M HCl을 넣어 용해시킨 후 하룻밤 방치한다.

4.2.3 1.8 mL의 0.001 M HCl을 방울방울 넣고 잘 섞은 다음 2 시간 방치한

다.

4.2.4 3 mL의 0.1 M HCl으로 전처리한 HDEHP/XAD-XVI 분리관 아래에

0.02 mL의 15% NaNO2 용액이 들어 있는 10 mL 용량 플라스크를 놓

고 준비한 시료용액을 1 mL씩 흘려 넣는다.

4.2.5 0.1 M HCl을 1 mL씩 취하여 3 번 비커를 씻어 넣는다.

4.2.6 2 mL의 0.001 M HCl을 흘려 넣고 0.1 M HCl으로 표선을 맞춘다.

4.2.7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맹검액 (0.1 M HCl)과 5 μg/mL의 Li, Sr 및 Ba

혼합 표준용액 (0.1 M HCl)을 사용하여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

분광법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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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계속해서 분리관 아래에 10 mL 용량 플라스크를 놓고 0.05 M DTPA/

0.5 M lactic acid (pH 3.0)를 2 mL 및 3 mL 통과시켜 241Am과 244Cm을

용리, 회수한 다음 증류수로 채운다.

4.2.9 5 mL를 취하여 “알파분광분석법에 의한 237Np, 239Pu, 241Am 및 244Cm 정

량절차”에 따라 241Am 및 244Cm을 정량한다.

4.2.10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분리관 아래에 25 mL 용량 플라스크를 놓고 계

속해서 6 M HCl을 5 mL씩 3 번 통과시켜 La, Ce, Nd 및 Y을 용리,

회수한다.

4.2.11 증류수로 표선을 맞춘 다음 맹검액 (3.6 M HCl)과 5 μg/mL의 La 및

Ce 및 Y 그리고 10 μg/mL의 Nd 혼합 표준용액 (3.6 M HCl)을 사용

하여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분석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성분원소의 양은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에 의한 U 및 핵분열

생성물 정량절차” 및 “알파분광분석법에 의한
237

Np,
239

Pu,
241

Am 및
244

Cm

정량절차”에 따라 241Am 및 244Cm을 정량한다.

6. 오차 범위

6.1 상대표준편차 (RSD)는 원소마다 각각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7.1 최종 측정에서 공존하는 핵분열생성물 또는 핵종간의 분광학적 간섭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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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에서 U과 함께 금속으로 전환되지 않는 미량의 Cs,

Sr 및 Ba, 부식생성물인 Cr, Ni 및 Mg, 공정물질인 Li 그리고 LiCl 용융염 매질

에서 환원거동이 분명하지 않은 La, Ce, Nd 및 Y의 정량방법을 기술하였다.

10 M HCl에서 음이온교환수지법으로 U, Zr, Mo 및 Fe을 흡착시키고 Cs, Li, Sr,

Ba, Cr, Ni, Mg, La, Ce, Nd, Y, Ni, Cr 및 Mg을 용리, 회수한 다음 유도결합 플

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분석한다. 필요한 경우 이 방법으로 La, Ce, Nd 및

Y과 함께 분리되는 Pr, Nd, Sm, Eu 및 Gd의 동시 정량도 가능하다.

2. 적용 범위

Cs은 8 μg/g 이상의 농도에서 불꽃원자흡수분광법으로 그리고 Sr, Ba, Cr, Ni,

Mg, Li, La, Ce, Nd 및 Y은 5 μg/g 이상의 농도에서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

방출분광법으로 상대표준편차 5% 이하의 분석이 가능하다.

3. 시약 및 기구

3.1 진한 HCl (Merck GR, 37%)

3.2 10 M HCl

3.3 음이온교환수지 (Bio Rad AG 1×8, chloride form, 200～400 mesh)

3.4 Bio Rad 분리관 (Econo-pack disposable chromatography column, 20 mL

안지름 : 15 mm, Cat. No., 732-101)

3.5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준비

3.5.1 250 mL 용량의 비커에 50 g의 AG 1×8 음이온교환수지를 넣고 100 mL의

10 M HCl으로 3 회 씻은 후 증류수로 중성이 될 때까지 씻어서 Cl형으로

바꾼 다음 0.1 M HCl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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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Bio Rad 분리관에 수지의 충전부피가 12 mL가 되도록 한 다음 30 mL의

10 M HCl을 흘려 넣어 전처리한다. (흐름속도; 2.5 분/mL)

3.6 Cs 불꽃 원자흡수분광분석용 표준용액 (1,000 μg/mL)

3.7 10% KCl (1:1 HNO3)

3.8 Cs, Sr, Ba, La, Ce, Nd 및 Y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용 표준

용액 (1,000 μg/mL)

3.9 100 mL 유리 비커

3.10 50 mL 비커

4. 분석 과정

4.1 Cs, Li, Sr, Ba, La, Ce, Nd, Y, Ni, Cr 및 Mg 정량 시료용액 준비

4.1.1 약 1 g의 U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20 mL의 “U Metal

Ingot 및 Reduced Metal 시료 용해용액”을 무게로 취하여 50 mL 용

량의 유리 비커에 넣는다.

4.1.2 열판기 위에서 (heating level; 3) 증발 건고한 다음 3 mL의 진한 HCl

으로 용해시키고 공기방울이 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열판기 heating

level; 2.5) 증발 건고하는 과정을 2 번 반복한다.

4.1.3 2 mL의 3 M HCl으로 용해시키고 증발 건고한다.

4.1.4 4 mL의 10 M HCl으로 용해시키고 하룻밤 방치한 다음 사용한다.

4.2 Cs, Li, Sr, Ba, La, Ce, Nd, Y, Ni, Cr 및 Mg 분리

4.2.1 10 M HCl으로 전처리된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아래에 100 mL 유리

비커를 놓고 시료용액을 2 mL씩 흘려 넣는다.

4.2.2 10 M HCl 2 mL씩으로 5번 비커를 씻어 넣는다.

4.2.3 30 mL의 10 M HCl을 2 mL씩 흘려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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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비커를 열판기 위에 올려놓고 증발 건고한 다음 5 mL의 진한 HNO3으

로 비커 기벽을 씻어 내린다.

4.2.5 증발 건고한 후 5 mL의 4 M HNO3으로 용해한 다음 하룻밤 방치한다.

4.2.6 1 mL 피펫을 사용하여 20 mL 용량 플라스크로 옮기고 증류수로 씻어

넣는다.

4.2.7 표선을 맞춘 다음 용액이 탁하면 주사기 거르개로 거른다

4.2.8 Cs 정량을 위하여 5 mL를 취하여 10 mL 용량 플라스크에 넣고 1 mL

의 10% KCl을 넣은 다음 증류수로 채운다.

4.2.9 맹검액과 0.1, 0.5, 1.0 및 2.0 μg/mL의 Cs 표준용액을 사용하여 Cs을

불꽃 원자흡수분광법으로 분석한다.

4.2.10 Sr, Ba, Li, Ni, Cr. Mg, La, Ce, Nd 및 Y을 정량하기 위하여 맹검액

(1 M HNO3)과, 5 μg/mL의 Li, Sr 및 Ba, 10 μg/mL의 La, Ce, Nd,

Y 및 Ni 그리고 20 μg/mL의 Cr의 혼합 표준용액을 사용하여 유도결

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분석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성분원소의 양은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에 의한 U 및 핵분열

생성물 정량절차” 및 “화학분석․시험절차서의 고온도로 원자흡수분광법

(CAM-002) 및 불꽃 원자방출분광법 (CAM-003)"에 따라 정량한다.

6. 오차 범위

6.1 상대표준편차 (RSD)는 원소마다 각각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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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최종 측정에서 공존하는 핵분열생성물 또는 핵종간의 분광학적 간섭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8. 참고 문헌

8.1 이창헌, 서무열, 최계천, 박양순, 지광용, 김원호.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

출분광기/차폐 시스템의 특성 및 방사성 물질 분석에 대한 적용성 평가”, J.

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 13, 474 (2000)

8.2 Chang Heon Lee, Moo Yul Suh, Kwang Soon Choi, Jung Suk Kim, Byong

Chul Song, Kwang Yong Jee, Won Ho Kim, Analytica Chimica Acta, 428,

133 (2001)



U Metal Ingot 및 Reduce Metal 시료 중 성분원소 정량절차서
제정일자: 2003.01.15.

개정일자: 2006.09.19.

개정번호: 1

쪽 번 호: 1/3Ru 정량

1. 개 요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 시료의 물질수지 평가를 위하여 U과 함께 금속으

로 전환되는 Ru의 정량방법을 기술하였다. 0.5 M HCl에서 양이온교환수지법

으로 분리, 회수한 후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분석한다. 필

요한 경우를 Ru과 함께 분리되는 Rh 및 Pd의 동시 정량이 가능하다.

2. 적용 범위

Ru은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100 μg/g 이상에서 상대표준편차

5% 이하의 분석이 가능하다.

3. 시약 및 기구

3.1 5 M HCl

3.2 0.5 M HCl

3.3 Ru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 분석용 표준용액 (1,000 μg/mL)

3.4 양이온교환수지 (Bio Rad 50W×8, chloride form, 200～400 mesh)

3.5 Extract-clean reservoir 분리관 (Alltech # 210001, 1.5 mL, 안지름: 6 mm)

3.6 Ru 분리용 양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준비

3.6.1 250 mL 용량의 비커에 50 g의 AG 50W×8 양이온교환수지를 넣고 100

mL의 묽은 HCl(1:1 v/v)으로 3 회 씻는다.

3.6.2 증류수로 중성이 될 때까지 씻은 후 0.1 M HCl에 보관한다.

3.6.3 분리관에 준비한 양이온교환수지를 증류수에 풀어서 수지 충전부피가 1

mL가 되도록 한 다음 10 mL의 0.5 M HCl을 통과시켜 전처리한다.

3.7 20 mL 유리 비커

3.8 20 mL 용량 플라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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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기

4. 분석 과정

4.1 Ru 정량 시료용액 준비

4.1.1 약 10 mg의 U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0.2 mL의 “U Metal

Ingot 및 Reduced Metal 시료 용해용액”을 무게로 취하여 20 mL 용량

의 유리 비커에 넣고 5 mL의 증류수를 가한다.

4.1.2 Ru이 산화되어 휘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열하지 말고 백열등

아래에서 매우 약하게 증발 건고한 다음 1 mL의 5 M HCl으로 용해

및 증발 건고과정을 3 회 반복한다.

4.1.3 1 mL의 0.5 M HCl으로 용해시키고 하룻밤 방치한다.

4.2 Ru 정량

4.2.1 양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아래에 10 mL 용량의 플라스크를 놓고 준비한

용액을 흘려 넣는다.

4.2.2 0.5 M HCl으로 1 mL씩 3 번 비커를 씻어 넣는다.

4.2.3 0.5 M HCl을 3 mL씩 2 번 흘려 넣어 Ru을 용리, 회수하고 0.5 M HCl

으로 표선을 맞춘다.

4.2.4 맹검액 (0.5 M HCl)과 5 μg/mL의 Ru 표준용액 (0.5 M HCl)을 사용하여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분석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성분원소의 양은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에 의한 U 및 핵분열

생성물 정량절차”에 따라 정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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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차범위

6.1 상대표준편차 (RSD)는 원소마다 각각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7.1 최종 측정에서 공존하는 핵분열생성물 또는 핵종간의 분광학적 간섭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8. 참고문헌

8.1 서무열, 손세철, 이창헌, 최광순, 김도양, 박영재, 박광균, 지광용, 김원호. “모

의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된 루테늄의 양이온교환분리 및 정량”, J. Kor. Chem.

Soc., 44, 526 (2000)

8.3 Chang Heon Lee, Moo Yul Suh, Kwang Soon Choi, Jung Suk Kim, Yeong

Jae Park, Won Ho Kim, Analytica Chimica Acta, 475, 17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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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의 U Metal Ingot 및 Reduce Metal 시료 중 Tc의

정량방법을 기술하였다. 음이온교환수지법으로 악티늄족 원소 및 핵분열생성

물 원소들로부터 선택적으로 분리, 회수한 후 ICP-MS로 분석한다.

2. 적용 범위

ICP-MS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99Tc를 정량할 수 있는 방

법으로서 2 ng (0.036 nCi) 이상의 99Tc을 함유하는 U Metal Ingot 및 Reduce

Metal 시료의 Tc을 분리, 정량할 경우 상대표준편차는 5% 이하이다.

3. 시약 및 기구

3.1 10 M HNO3

3.2 0.5 M HNO3

3.3 95% (v/v) ethanol

3.4 0.001 M KIO4

230 mg의 KIO4를 8 M HNO3로 녹여 10 mL를 제조한 다음 0.1 mL를 취해

8 M HNO3로 희석하여 10 mL를 제조한다. 이 용액은 사용 당일 제조한다.

3.5 99Tc 수용액; NH4
99TcO4의 수용액

3.6 99Tc 표준용액; 100 ng 99Tc/mL의 0.5 M HNO3 용액

99Tc 용액을 0.5 M HNO3으로 희석하여 100 ng 99Tc/mL (1.7 nCi/mL)를 제

조한다

3.7 99Tc 검정용액;

99Tc 표준용액을 0.5 M HNO3으로 희석하여 0, 0.125, 0.175, 0.250, 0.374, 및

0.498 ng
99

Tc/mL 검정용액 20 mL씩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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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음이온교환수지 (Bio Rad AG MP-1, chloride form, 200～400 mesh)

3.9 Extract-clean reservoir 분리관 (Alltech # 210001, 1.5 mL, 안지름: 6 mm)

3.10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준비

3.10.1 250 mL 용량의 비커에 50 g의 AG MP-1 음이온교환수지를 넣고 100

mL의 8 M HNO3으로 3 회 씻는다.

3.10.2 증류수로 중성이 될 때까지 씻은 후 0.1 M HNO3에 보관한다.

3.10.3 음이온교환수지를 증류수에 풀어서 충전부피가 1 mL가 되도록 분리관에

넣은 다음 증류수로 용출액이 중성이 되도록 흘려 넣는다.

3.10.4 사용전에 5 mL의 0.5 M HNO3을 통과시켜 전처리한다.

3.11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기 (ICP-MS, Finnigan MAT, Element, Germany)

4. 분석 과정

4.1 Tc 정량 시료용액 준비

4.1.1 약 5 mg의 U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0.1 mL의 “U Metal

Ingot 및 Reduced Metal 시료 용해용액”을 취하여 25 mL 용량 플라스

크에 넣고 8 M HNO3로 표선까지 채운다.

4.2 Tc 정량

4.2.1 약 50 ng의 Tc 분리를 고려하여 0.3 mL의 시료용액을 10 mL 비커에 취

하고 10 μL의 0.01 M KIO4 용액을 가한 다음 1 일간 방치한다.

4.2.2 5 mL의 0.05 M HNO3를 가한 후 95% (v/v) 에탄올 1～2 방울 가해서

Ru 산화수를 조절한다.

4.2.3 5 mL의 0.5 M HNO3로 전처리한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 산화수를

조절한 시료용액을 넣고 1 mL씩 0.5 M HNO3로 비커를 3 회 세척하

여 분리관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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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10 mL의 1 M HNO3을 통과시켜 악티늄족 원소 및 핵분열생성물을 세

척, 제거한다.

4.2.5 분리관 아래에 10 mL 용량 플라스크 놓고 10 mL의 10 M HNO3를 통

과시켜 Tc를 용리, 회수한다.

4.2.6 ICP-MS 운영절차에 따라 플라스마를 켜고 1 시간 기기를 안정시킨 다음

KOLAS 공인화학지침서 (TCI-CA-13) 및 ASTM D 5673-02와 동일 절차

로 측정한다.

4.2.7 99Tc 검정용액의 질량-99 피크세기 (cps)를 측정하여 검정곡선을 작성한

다.

4.2.8 0.5 mL의 Tc 용출액을 10 mL 용량 플라스크에 취하고 증류수로 표선까지

채운 다음 질량-99 피크세기 (cps)를 측정한 다음 검정곡선을 이용하여

99Tc의 농도를 계산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U Metal Ingot 및 Reduce Metal 시료 중 Tc의 양 (μg
99

Tc/g U)

Tc 농도 (μg
99

Tc/g U) = CMS × Fdil × Veluate × 1/VSF × 1/CUSF

여기서, VSF : 취한 시료 용해용액 부피 (mL)

CUSF : 시료 용해용액 중 우라늄 농도 (g U/mL)

CMS : ICP-MS로 측정된 Tc 농도 (μg 99Tc/mL)

Veluate : Tc-eluate 부피 (mL)

Fdil : ICP-MS 측정을 위한 Veluate의 희석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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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차범위

6.1 상대표준편차 (RSD)는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7.1 최종 측정에서 간섭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8. 참고문헌

8.1 ASTM, D 5673-02, “Standard Test Method for Elements in Water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8.2 Moo Yul Suh, Chang Heon Lee, Kwang Soon Choi, Bying Chul Song,

Yeong Jae Park and Won Ho Kim, Bull. Kor. Chem. Soc., 23, 1819 (2002)

8.3 Moo Yul Suh, Chang Heon Lee, Sun Ho Han, Jung Suk Kim, Yeong Jae

Park, Won Ho Kim, Bull. Kor. Chem. Soc., 24, 168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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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EVA․Spec 수지 분리를 포함시키려면 다음 사항을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준

비” 부분에 추가하면 된다.

1. TEVA․Spec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수지 (100～200 mesh)

2. TEVA․Spec 수지 분리관 준비

2.1. Polyethylene disposable transfer pipette의 bulb 끝을 잘라 내고 안지름

7 mm 부분에만 이온교환수지를 채울 수 있도록 분리관의 끝을 개조한

다.

2.2. 유리솜으로 분리관의 끝을 막고 TEVA․Spec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수지를

증류수에 풀어서 6 cm 높이까지 (충전부피: 2.3 mL) 흘려 넣은 후 유리

솜으로 얇게 막은 다음 5 mL의 증류수를 통과시킨다.

* 사용 직전에 5 mL의 0.5 M HNO3를 통과시켜 안정화.

* 시료의 loading, Tc 분리절차, ICP-MS 측정 등은 AG MP-1의 경우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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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LiCl 및 Li2O가 매질인 Salt Ingot 시료의 성분원소 분리 및 정량을 위하여 묽

은 HCl으로 Salt Ingot를 용해시키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2. 적용 범위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의 Salt Ingot 시료의 용해에 적용된다.

3. 시약 및 기구

3.1 Salt Ingot 시료 용해

3.1.1 진한 HNO3 (Merck, GR, 65%, 14.44 M)

3.1.2 8 M HNO3

3.1.3 100 mL 유리 비커

3.1.4 테프론 재질의 비커 덮개

3.1.5 20 mL 용량 플라스크

3.1.6 주사기 거르게 장치 (Millipore, 0.45 μm, HA type)

3.1.7 시료 용해용액 보관 용기 (50 mL, HDPE, NALGENE)

4. 분석 과정

4.1 Salt Ingot 시료 용해

4.1.1 Salt Ingot 시료는 흡습성이 크기 때문에 용해하기 전까지 폴리 에틸렌 재

질의 마개 달린 용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밀 용기에 보관한다.

4.1.2 약 2 g의 Salt Ingot 시료를 취하여 100 mL 유리 비커에 신속하게 넣고

무게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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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15 mL의 진한 HNO3을 넣고 덮개를 한 다음 용액이 튀지 않도록 열판기

위에서 약하게 가열시켜 용해한다.

4.1.4 용해가 완료되면 백열등 아래에서 증발 건고시킨다.

4.1.5 잔유물을 3 mL의 진한 HNO3으로 다시 용해시킨다.

4.1.6 4.1.3～4.1.5.의 과정을 2 회 반복한 다음 잔유물을 6 mL의 8 M HNO3으로

용해시키고 파라-필름으로 밀봉한 후 하룻밤 방치한다.

4.1.7 피펫을 사용하여 미리 무게를 측정한 15 mL 용량의 원심분리관으로 옮긴

다음 5,000 RPM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한다.

4.1.8 피펫을 사용하여 상등액을 미리 무게를 측정한 20 mL 용량 플라스크로

옮긴다.

4.1.9 2 mL씩 6 번 8 M HNO3으로 비커를 씻어 원심분리관에 넣고 5,000 RPM

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한다.

4.1.10 상등액을 20 mL 용량 플라스크로 옮기고 8 M HNO3으로 표선을 맞춘

다.

4.1.11 무게를 측정한 다음 순용액의 무게를 기록하고 폴리 에틸렌 재질의 용기

에 보관한다.

4.2 불용성 잔유물 용해 및 성분 정량

4.2.1 피펫을 사용하여 불용성 잔유물을 테프론 재질의 가압 용해 용기로 옮긴

다.

4.2.2 1～2 mL의 증류수를 사용하여 원심분리관에 남아 있는 불용성 잔유물을

씻어 옮긴다.

4.2.3 백열등 및 열판기를 사용하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4.2.4 5 mL의 진한 HNO3과 1.0 mL의 진한 HF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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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마개를 한 후 열판기 위에 놓고 (heating level: 2.5) 약 2 시간 정도 반응

시킨 다음 실온까지 식힌다.

4.2.6 가압 용해용기를 microwave digestion unit에 넣고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용해시킨다. 250 W : 5 분, 400 W : 5 분, 650 W : 5 분, 250 W : 5 분

4.2.7 피펫을 사용하여 용해용액을 15 mL 용량의 원심분리관으로 옮긴 다음 1

mL씩 5 번 증류수로 씻어 옮긴다.

4.2.8 5,000 RPM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하고 피펫을 사용하여 상등액을 폴리에

틸렌 재질의 25 mL 용량 플라스크로 옮긴다.

4.2.9 5 mL의 증류수로 가압 용해용기를 원심분리관으로 옮긴 후 5,000 RPM에

서 10 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피펫을 사용하여 상등액을 25 mL 용량 플라

스크로 옮긴다.

4.2.10 “4.2.9”의 조작을 1 번 더 수행하고 증류수로 표선을 맞춘다.

4.2.11 시료용액과 같은 매질 (2.89 M HNO3/0.56 M HF)의 검정용액을 사용하

여 Zr, Mo, Ru, Fe, Cr 및 Ni을 ICP-AES로 정량한다.

4.2.12 원심분리관에 남아 있는 검은색 잔유물을 2～3 mL의 증류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Ni 도가니로 옮긴다.

4.2.13 열판기 (heating level; 2) 위에서 증발건고 한 다음 약 300 mg의 KOH를

무게 달아 넣는다.

4.2.14 전기로에 넣고 온도를 서서히 증가시켜 300 ℃에서 1 시간 방치한다.

4.2.15 온도를 서서히 증가시켜 600 ℃에서 1 시간 방치한 다음 Ni 도가니를 꺼

내어 서서히 돌려 내용물을 잘 섞어준다.

4.2.16 700 ℃에서 2 시간 방치한 다음 실온으로 냉각시킨다.

4.2.17 2 mL의 증류수를 넣어 용해시키고 곧 피펫을 사용하여 25 mL 용량의

유리 바이알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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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8 위와 같은 조작을 4 번 더 수행하여 약 10 mL의 용해용액을 모은다.

4.2.19 8 mL의 진한 HCl을 넣고 파라-필름으로 마개를 단단히 밀봉한 다음 열

판기 (heating level: 2) 에서 가온한다.

4.2.20 용해를 확인 한 후 피펫을 사용하여 용해용액을 25 mL 용량 플라스크로

옮긴 다음 1 mL씩 5 번 증류수로 씻어 표선을 맞춘다.

4.2.21 필요한 경우 주사기 거르개로 거른 후 시료용액과 같은 매질 (3.86 M

HCl)의 검정용액을 사용하여 ICP-AES로 Ru, Zr, Mo, Fe, Ni 및 Cr을

정량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불용성 잔유물의 성분원소 양은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에 의

한 U 및 핵분열생성물 정량절차”에 따라 표시한다.

6. 오차범위

6.1 상대표준편차 (RSD)는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7.1 최종 측정에서 공존하는 핵분열생성물 또는 핵종간의 분광학적 간섭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8. 참고 문헌

8.1 K. Gloe, P. Muhl and M. Knothe, "Recovery of precious metals from

electronic scrap, in particular from waste products of the thick-layer

technique., Hydrometallurgy, 25, 88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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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에서 U과 함께 금속으로 전환되어 Salt Ingot에 미

량 잔류하는 TotalPu (239Pu), 및 237Np의 정량방법을 기술하였다. Salt Ingot 시

료를 8 M HNO3으로 용해시키고 Pu과 Np의 산화수를 조절한 다음 음이온교

환수지법으로 Pu과 Np을 차례로 분리, 회수한 다음 알파분광법으로 분석한다.

2. 적용 범위

약 100 mg의 Salt Ingot 시료가 용해되어 있는 8 M HNO3 매질의 시료 용해

용액에 함유되어 있는 Pu과 Np을 음이온교환수지법으로 선택적으로 분리한

후 각각 열이온화질량분석법과 알파분광분석법으로 정량한다. 20 ng이상의

TotalPu [20 Bq (8.7 ng) 이상의 239Pu]과 20 Bq (0.77 μg) 이상의 237Np을 정량할

경우 상대표준편차는 5% 이하이다.

3. 시약 및 기구

3.1 진한 HNO3 (Merck, GR, 65%, 14.44 M)

3.2 8 M HNO3

3.3 H2O2 (Merck, GR, 30%)

3.4 9 M HCl/0.05 M NH4I

3.5 0.5 M HCl

3.6 음이온교환수지 (Bio Rad AG MP-1, chloride form, 200～400 mesh)

3.7 Extract-clean reservoir 분리관 (Alltech # 21001, 1.5 mL, 안지름 : 6 mm)

3.8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준비

3.8.1 250 mL의 유리 비커에 50 g의 AG MP-1 음이온교환수지를 넣고 100 mL

의 8 M HNO3으로 3 회 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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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용출액이 중성이 될 때까지 증류수로 씻은 후 0.05 M HNO3에 보관한다.

3.8.3 분리관에 흘려 넣어 충전부피가 1 mL 되도록 한다.

3.8.4 5 mL의 8 M HNO3을 통과시켜 전처리한다.

3.9 100 mL 유리 비커

3.10 50 mL 유리 비커

3.11 20 mL 유리비커

3.12 Pu 및 Np 전착장치

3.13 알파분광분석기

4. 분석 과정

4.1 Pu, 237Np, 241Am 및 244Cm의 회수율 측정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경우

239Pu 및 237Np를 각각 20 Bq씩 그리고 241Am 및 244Cm을 각각 40 Bq씩 20

mL 유리 비커에 넣은 후 백열등 아래에서 매우 약하게 가열시켜 증발 건

고한다.

4.2 2 mL의 8 M HNO3으로 용해시킨 다음 약 100 mg의 Salt Ingot 시료가 함

유되어 있는 1 mL의 시료 용해용액을 넣는다.

4.3 하룻밤 방치한 후 Pu(IV)와 Np(IV) 산화상태로 조절하기 위해 0.1 mL의

H2O2를 가하고 5～7 일 방치한다.

4.4 5 mL의 8 M HNO3으로 전처리한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아래에 50 mL 유

리 비커를 놓고 산화수를 조절한 시료용액을 1 mL씩 분리관에 흘려 넣는다.

4.5 8 M HNO3을 1 mL씩 취하여 비커를 3 번 씻어 분리관에 넣는다.

4.6 7 mL의 8 M HNO3을 통과시켜 회수한 용출액을 “Cs, U, Sr, Ba, Mo, Zr, La,

Ce, Nd, Y (+Pr, Sm, Eu, Gd), 241Am, 및 244Cm 정량”을 위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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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계속해서 분리관 아래에 20 mL 유리 비커를 놓고 2 mL의 9 M HCl/0.05

M NH4I 용액을 통과시킨다.

4.8 1 시간 경과한 후 8 mL의 9 M HCl/0.05 M NH4I를 통과시켜 Pu (239Pu)

을 용리, 회수한다.

4.9 2 mL의 진한 HNO3을 넣고 백열등 아래에서 증발 건고시킨 후 TotalPu의 경

우에는 “열이온화질량분석법에 의한 Pu의 정량절차”에 따라 그리고 239Pu의

경우에는 “알파분광법에 의한 237Np, 239Pu, 241Am 및 244Cm 정량절차”에 따

라 정량한다.

4.10 분리관을 1 mL의 9 M HCl으로 씻어준다.

4.11 계속해서 분리관 아래에 20 mL 용량의 유리 비커를 놓고 5 mL씩 2 번

0.5 M HCl을 통과시켜 Np을 용리, 회수한다.

4.12 0.3 mL의 진한 HNO3를 넣고 백열등 아래에서 증발 건고시킨 후 “알파분

광법에 의한 237Np, 239Pu, 241Am 및 244Cm 분석절차”에 따라 정량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Salt Ingot 시료 중 239Pu 농도 (μg Pu/g Salt Ingot 시료)

237
Np,

239
Pu,

241
Am 및

244
Cm 분석절차 참조

5.2 Salt Ingot 시료 중 237Np의 농도 (μg Np/g Salt Ingot 시료)

237Np의 농도 = I237/26.1 × (100/Eff) × (100/Fsep) × (100/Fdep) × (1/WLiCl)

여기서, I237 : 10 mL의 Np 용리액에 함유된 237Np의 알파방사능 측정값(Bq)

Eff : 알파계측 효율 (%)

Fsep : Np 이온교환분리 회수율 (%)

Fdep : Np의 전기전착 회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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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Bq/μg : 237Np의 알파 비방사능

WLiCl : Salt Ingot 시료 무게 (g)

6. 오차 범위

6.1 상대표준편차 (RSD)는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7.1 최종 측정에서 간섭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8. 참고 문헌

8.1 서무열, 이창헌, 김정석, 손세철, 박영재, 김원호, “질산용액에서 넵투늄 산화상

태 조절”, KAERI/TR-235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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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에서 LiCl+Li2O 매질의 Salt Ingot에 용해되는 Cs,

Sr 및 Ba과 함께 241Am 및 244Cm의 정량방법을 기술하였다. 약 100 mg의

Salt Ingot 시료가 용해되어 있는 8 M HNO3 매질의 시료 용해용액에 함유되

어 있는 Pu과 237Np을 음이온교환수지법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회수한 Cs,

U, Sr, Ba, Zr, La, Ce, Nd, Y, 241Am, 및 244Cm으로부터 Cs, Sr, Ba, 241Am 및

244Cm을 양이온교환수지법과 HDEHP/XAD-XVI 추출 크로마토그래피로 순차

적으로 분리, 회수한 후 Cs은 불꽃 원자흡수분광법으로 Sr, Ba, La, Ce, Nd 및

Y은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그리고 241Am, 및 244Cm은 전착한

후 알파분광법으로 분석한다. 미량 함유되어 있지만 이 분리과정에서 U, Zr,

Pr, Sm, Eu 및 Gd이 함께 분리되므로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자세하게 분리,

정량방법을 기술하였다.

2. 적용 범위

Cs은 불꽃 원자흡수분광법으로 80 μg/g 이상의 농도에서 Sr, Ba, U, Zr, La,

Ce, Nd, Y (+Pr, Sm, Eu, Gd)은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20 μ

g/g 이상의 농도 범위에서 상대표준편차 5% 이하의 분석이 가능하다.
241

Am과

244Cm은 알파분광분석법으로 20 Bq 이상의 농도범위에서 상대표준편차 5% 이하

의 분석이 가능하다.

3. 시약 및 기구

3.1 Cs 분리 및 정량

3.1.1 진한 HCl (Merck GR, 37%, 12.07 M)

3.1.2 0.5 M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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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0.6 M HCl

3.1.4 양이온교환수지 (Bio Rad AG 50W×12, hydrogen form, 200～400 mesh)

3.1.5 Syringe 분리관 (1 mL, 안지름: 5 mm)

3.1.6 Cs 분리용 양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준비

3.1.6.1 250 mL 유리 비커에 50 g의 AG 50W×12 양이온교환수지를 넣고 100

mL의 묽은 HCl(1:1 v/v)으로 3회 씻는다.

3.1.6.2 용출액이 중성이 될 때까지 증류수로 씻은 후 0.1 M HCl에 보관한다.

3.1.6.3 Syringe 분리관에 수지의 충전부피가 0.65 mL 되도록 한다.

3.1.6.4 증류수를 흘려 넣어 용출액이 중성이 되도록 한 다음 5 mL의 0.5 M

HCl을 통과시켜 전처리한다.

3.1.7 Cs 불꽃 원자흡수분광분석용 표준용액 (1,000 μg/mL)

3.1.8 10% KCl (1:1 HNO3)

3.1.9 20 mL 유리 비커

3.1.10 20 mL 용량 플라스크

3.1.11 10 mL 용량 플라스크

3.2 U 분리 및 정량

3.2.1 1.5 M HCl

3.2.2 10 mL 용량 플라스크

3.2.3 U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용 표준용액 (1,000 μg/mL)

3.3 Zr 분리 및 정량

3.3.1 0.1 M HCl

3.3.2 0.1 M HCl/0.02 M oxalic acid

3.3.3 10 mL 용량 플라스크

3.3.4 Zr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용 표준용액 (1,000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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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r, Ba, 241Am 및 244Cm 정량

3.4.1 0.1 M HCl

3.4.2 6 M HCl

3.4.3 2-(di-ethylhexyl)phosphoric acid (HDEHP, Aldrich)

3.4.4 n-Hexane (Merck, GR)

3.4.5 HDEHP/Hexane 혼합액 (50:75, v/v)

3.4.6 Diethylenetriaminepentaacetic acid (DTPA, Aldrich)

3.4.7 Lactic acid (85～90%, Tedia company, U.S.A.)

3.4.8 Amberlite XAD-16 (100～200 mesh)

3.4.9 Syringe 분리관 (1 mL, 안지름: 5 mm)

3.4.10 241Am 및 244Cm 분리용 HDEHP/XAD-XVI 수지 제조 및 분리관 준비

3.4.10.1 마개달린 250 mL 유리용기에 XAD-16 (100～200 mesh) 10 g과 100

mL의 HDEHP/Hexane 혼합액 (50:75, v/v)을 넣고 하룻밤 방치한다.

3.4.10.2 XAD-16 입자가 부유하고 있는 상등액을 혼합액을 사용하여 2～3번

제거한 후 혼합액을 미리 적신 거름종이 위에서 거른다.

3.4.10.3 가능한 신속하게 거른 후 알루미늄지 위에 펴놓고 백열등 아래에서

건조시킨 다음 무게변화가 거의 없을 때까지 진공오븐에 방치한 후

마개달린 용기에 보관한다 (2 mmole HDEHP/g).

3.4.10.4 Syringe 분리관에 350 mg의 HDEHP/XAD-XVI 흡착제를 넣는다.

3.4.10.5 유리봉으로 가볍게 두드려서 흡착제가 균일하게 충전되도록 한 다음 끝

부분을 필터로 막고 유리봉으로 가볍게 눌러준다.

3.4.10.6 연동펌프를 사용하여 가장 느린 흐름속도로 분리관의 용출구로부터 증

류수를 흘려 넣어 흡착제 사이에 차있는 공기를 제거하고 분리관을 안

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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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7 증류수를 3 mL 통과시키고 사용하기 전에 3 mL의 0.1 M HCl을 흘려

넣는다. (흐름속도: 약 18 분/mL, 충전높이: 48 mm).

3.4.11 0.05 M DTPA/0.5 M lactic acid (pH 3.0)

3.4.11.1 2.5 M lactic acid: 마개달린 용기에 129 g의 lactic acid와 250 mL의

증류수를 85 ℃에서 2 일간 방치시켜 생성된 lactone을 가수분해시

키거나 해중합시킨 다음 증류수로 500 mL 되게 한다.

3.4.11.2 0.25 M DTPA (pH 3.4); 50 g의 DTPA를 취하여 350 mL의 증류수가

들어 있는 비커에 넣고 진한 암모니아수를 서서히 가하여 용해시킨

다음 증류수로 500 mL 되게 한 후 걸러서 사용한다.

3.4.11.3 150 mL의 용량 비커에 20 mL의 2.5 M lactic acid와 20 mL의 0.25

M DTPA를 넣고 20 mL의 증류수를 추가한다.

3.4.11.4 자석 젓게 막대로 저어주면서 묽은 암모니아수로 pH가 3.0이 되도록

조절한 다음 증류수로 100 mL 되게 한다.

3.4.12 10 mL 용량 플라스크

3.4.13 20 mL 용량 플라스크

4. 분석 과정

4.1 Cs 정량

4.1.1 “239Pu, 237Np 분리 및 정량” 과정의 “4.6.”에서 회수한 용출액을 열판기

위에서 증발 건고한 후 2 mL의 진한 HCl을 넣어 용해시킨다.

4.1.2 “4.1.1.”의 과정을 2 번 반복한 다음 pH 용지로 잔류산이 없음을 확인한다.

4.1.3 3 mL의 0.5 M HCl으로 용해하고 하룻밤 방치한 다음 시료용액으로 사용한다.

4.1.4 5 mL의 0.5 M HCl으로 전처리한 분리관 아래에 20 mL 유리 비커를 놓

고 시료용액을 1 mL씩 흘려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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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시료용액이 분리관을 완전히 통과하면 1, 1 및 2 mL의 0.5 M HCl으로

비커를 씻어 넣는다.

4.1.6 0.5 M HCl을 2 mL씩 4 번 통과시켜 Li과 함께 Mo과 Cd을 제거한다.

4.1.7 계속해서 분리관 아래에 20 mL 용량 플라스크를 놓고 3 mL의 0.6 M

HCl을 6 번 통과시켜 Cs을 용리, 회수한다.

4.1.8 0.6 M HCl으로 채운 다음 5 mL를 취하여 1 mL의 10% KCl과 함께 10 mL

용량 플라스크에 넣고 0.6 M HCl으로 표선을 맞춘다.

4.1.9 맹검액과 0.1, 0.5, 1 및 2 μg/mL의 Cs 표준용액을 사용하여 불꽃 원자흡수

분광법으로 Cs을 분석한다.

4.2 U 정량

4.2.1 계속해서 분리관 아래에 10 mL 용량 플라스크를 놓고 2 mL씩 10 mL의

1.5 M HCl을 통과시켜 U을 용리, 회수한 다음 맹검액 (1.5 M HCl)과 5 μ

g/mL의 U 표준용액 (1.5 M HCl)을 사용하여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

출분광법으로 U을 분석한다.

4.3 Zr 정량

4.3.1 계속해서 2 mL의 0.1 M HCl을 흘려 넣은 후 분리관 아래에 10 mL 용

량 플라스크를 놓고 2 mL의 0.1 M HCl/0.02 M oxalic acid를 2 번 그리고

2 mL의 0.1 M HCl을 1 번 통과시켜 Zr을 용리, 회수한 다음 0.1 M

HCl으로 표선을 맞춘다.

4.3.2 맹검액 (0.1 M HCl/0.008 M oxalic acid)과 5 μg/mL의 Zr 표준용액

(0.1 M HCl/0.008 M oxalic acid)을 사용하여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

방출분광법으로 Zr을 분석한다.

4.4 Sr, Ba,
241

Am,
244

Cm, La, Ce, Nd, Y (+Pr, Sm, Eu, Gd)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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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계속해서 분리관 아래에 20 mL 유리 비커를 놓고 5 mL씩 3 번 15 mL의

6 M HCl을 통과시켜 Sr, Ba 241Am, 244Cm, La, Ce, Nd, Y (+Pr, Sm, Eu,

Gd)을 용리, 회수한다.

4.5 Sr 및 Ba 정량

4.5.1 "4.4.1."에서 회수한 용출액을 열판기 위에서 증발 건고시킨 후 2 mL의

0.1 M HCl으로 용해시키고 하룻밤 방치한다.

4.5.2 3 ml의 0.1 M HCl으로 전처리한 HDEHP/XAD-XVI 분리관 아래에 10

mL 용량 플라스크를 놓고 시료용액을 1 mL씩 흘려 넣은 후 1 mL씩 3 번

0.1 M HCl으로 비커를 씻어 넣는다.

4.5.3 1 mL의 0.001 M HCl을 흘려 넣은 후 0.1 M HCl으로 표선을 맞추고 맹검

액 (0.1 M HCl) 및 5 μg/mL의 Sr 및 Ba 혼합 표준용액 (0.1 M HCl)을

사용하여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분석한다.

4.6 241Am 및 244Cm 정량

4.6.1 계속해서 분리관 아래에 10 mL 용량 플라스크를 놓고 0.05 M DTPA/

0.5 M lactic acid를 3 mL씩 2 번 통과시켜 모은 후 증류수로 채운다.

4.6.2 5 mL를 취하여 20 mL 용량의 유리 비커에 넣어 증발 건고한 다음 “알

파분광분석법에 의한
237

Np,
239

Pu,
241

Am 및
244

Cm 정량절차”에 따라

241Am 및 244Cm을 정량한다.

4.7 La, Ce, Nd 및 Y (+Pr, Sm, Eu, Gd) 정량

4.7.1 계속해서 분리관 아래에 20 mL 용량 플라스크를 놓고 5 mL씩 3 번 6 M

HCl을 통과시켜 La, Ce, Nd, Y (+Pr, Sm, Eu, Gd)을 용리, 회수한다.

4.7.2 증류수로 표선을 맞추고 맹검액 (4.5 M HCl)과 5 μg/mL의 La, Ce,

Nd, Y (+Pr, Sm, Eu, Gd) 혼합 표준용액 (4.5 M HCl)을 사용하여 유

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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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산 및 결과표시

5.1 성분원소의 양은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법에 의한 U 및 핵

분열생성물 정량절차”에 따라 계산한다.

5.2 241Am 및 244Cm의 양은 “알파분광분석법에 의한 237Np, 239Pu, 241Am 및

244Cm 정량절차”에 따라 계산한다.

6. 오차 범위

6.1 상대표준편차는 원소마다 각각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7.1 최종 측정에서 공존하는 핵분열생성물 또는 핵종간의 분광학적 간섭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8.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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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분광기/차폐 시스템의 특성 및 방사성 물질 분석에 대한 적용성 평가”,

J. 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 13, 47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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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에서 U과 함께 금속으로 전환되어 Salt Ingot에는

미량으로 잔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U, Zr, Mo, La, Ce, Nd 및 Y과

부식생성물로 검출되는 Fe의 정량방법을 기술하였다. Salt Ingot 시료를 HCl

으로 용해시키고 10 M HCl에서 음이온교환수지법으로 미량의 U, Zr, Mo 및

Fe을 농축한 후 3 M HNO3으로 분리, 회수한 다음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방

출분광법으로 분석한다. 0.1 M HCl에서 HDEHP/XAD-XVI 추출 크로마토그

래피로 Li 주성분으로부터 La, Ce, Nd 및 Y을 농축한 후 6 M HCl으로 분리,

회수한 다음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분석한다. 필요한 경우

La, Ce, Nd 및 Y과 함께 분리되는 Pr, Sm, Eu 및 Gd도 정량이 가능하다.

2. 적용 범위

U, Zr, Mo, Fe, La, Ce, Nd 및 Y은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5

μg/g 이상의 농도 범위에서 상대표준편차 5% 이하의 분석이 가능하다.

3. 시약 및 기구

3.1 Salt Ingot 시료 용해

3.1.1 진한 HNO3 (Merck GR, 65%, 14.44 M) 및 8 M HNO3

3.1.2 진한 HF (Merck, GR, 48%, 27.8 M)

3.1.3 진한 HCl (Merck, GR, 12.07 M)

3.1.4 10 M HCl 및 6 M HCl

3.1.5 50 mL 용량 플라스크

3.1.6 100 mL 유리 비커

3.1.7 테프론 재질의 비커 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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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원심분리기 (SANYO, HARRIER 18/80, U.K.)

3.1.9 원심분리관 (15 mL 및 45 mL, VWR brand)

3.1.10 시료 용해용액 보관용기 (50 mL HDPE, NALGENE)

3.1.11 Microwave digestion unit (Milestone, mls 1200 mega)

3.1.12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기

3.2 U, Zr, Mo 및 Fe 정량

3.2.1 10 M HCl

3.2.2 8 M HNO3

3.2.3 음이온교환수지 (Bio Rad AG MP-1, chloride form, 200～400 mesh)

3.2.4 Extract-clean reservoir 분리관 (Alltech # 210104, 4 mL, 안지름: 9 mm)

3.2.5 U, Zr, Mo 및 Fe 분리용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준비

3.2.5.1 250 mL 유리 비커에 50 g의 AG MP-1 음이온교환수지를 넣고 100 mL

의 10 M HCl으로 3 회 씻는다.

3.2.5.2 용출액이 중성이 될 때까지 증류수로 씻은 후 0.05 M HCl에 보관한다.

3.2.5.3 분리관에 음이온교환수지를 풀어 넣어 충전부피가 1 mL 되도록 한다.

3.2.5.4 5 mL의 10 M HCl을 통과시켜 전처리한다.

3.2.6 U, Zr, Mo 및 Fe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용 표준용액

(1,000 μg/mL)

3.2.7 50 mL 유리 비커

3.2.8 10 ml 용량 플라스크

3.3 La, Ce, Nd 및 Y (+Pr, Sm, Eu, Gd) 정량

3.3.1 0.1 M HCl

3.3.2 6 M HCl

3.3.3 2-(di-ethylhexyl)phosphoric acid (HDEHP, Aldrich)



Salt Ingot 중 성분원소 정량절차서
제정일자: 2003.01.15.

개정일자: 2006.09.19.

개정번호: 1

쪽 번 호: 3/8미량 U, Zr, Mo, La, Ce, Pr, Nd, Sm, Eu, Gd, Y 및 Fe 정량

3.3.4 n-Hexane (Merck, GR)

3.3.5 HDEHP/Hexane 혼합액 (50:75, v/v)

3.3.6 Diethylenetriaminepentaacetic acid (DTPA, Aldrich)

3.3.7 Lactic acid (85～90%, Tedia company, U.S.A.)

3.3.8 Amberlite XAD-16 (100～200 mesh)

3.3.9 Extract-clean reservoir 분리관 (Alltech # 210001, 1.5 mL, 안지름; 6 mm)

3.3.10 La, Ce, Nd 및 Y 분리용 HDEHP/XAD-XVI 수지 제조 및 분리관 준비

3.3.10.1 마개달린 250 mL 용량의 유리용기에 10 g의 XAD-16 (100～200

mesh)과 100 mL의 HDEHP/Hexane 혼합액 (50:75, v/v)을 넣고 하

룻밤 방치한다.

3.3.10.2 XAD-16 입자가 부유하고 있는 상등액을 혼합액을 사용하여 2～3번

제거한 후 혼합액을 미리 적신 거름종이 위에서 거른다.

3.3.10.3 가능한 신속하게 거른 후 알루미늄지 위에 펴놓고 백열등 아래에서

건조시킨 다음 무게변화가 거의 없을 때까지 진공오븐에 방치한 후

마개달린 용기에 보관한다. (2 mmole HDEHP/g)

3.3.10.4 Extract-clean reservoir 분리관에 350 mg의 HDEHP/XAD-XVI 수지를

넣는다.

3.3.10.5 유리봉으로 가볍게 두드려서 흡착제가 균일하게 충전되도록 한 다음 끝

부분을 필터로 막고 유리봉으로 가볍게 눌러준다.

3.3.10.6 연동펌프를 사용하여 가장 느린 흐름속도로 분리관의 용출구로부터 증

류수를 흘려 넣어 흡착제 사이에 차있는 공기를 제거하고 분리관을 안

정하게 한다.

3.3.10.7 3 ml의 증류수를 흘려 넣고 사용전에 3 mL의 0.1 M HCl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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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La, Ce, Nd 및 Y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용 표준용액

(1,000 μg/mL)

3.3.12 20 mL 용량 플라스크

3.3.13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기

4. 분석 과정

4.1. Salt Ingot 시료 용해

4.1.1 약 5 g의 시료를 취하여 100 mL 유리 비커에 넣고 15 mL의 진한 HCl을

가한다.

4.1.2 비커 덮개를 하고 기체 발생이 멈출 때까지 방치한 다음 시료가 튀지 않

도록 열판기의 온도를 조절하면서 용해한다. (heating level; 2.5)

4.1.3 필요하면 진한 HCl을 추가로 넣고 약 2 시간 가열한다.

4.1.4 용액이 맑으면 백열등 아래에서 증발 건고한다.

4.1.5 25 mL의 6 M HCl으로 용해시킨 다음 파라-필름으로 밀봉하고 하룻밤 방

치한다.

4.1.6 피펫을 사용하여 미리 무게를 측정한 원심분리관으로 옮긴 다음 5,000

RPM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한다.

4.1.7 피펫을 사용하여 상등액을 미리 무게를 측정한 50 mL 용량 플라스크로

옮긴다.

4.1.8 5 mL의 6 M HCl으로 비커를 씻어 원심분리관으로 옮긴다.

4.1.9 원심분리시켜 상등액을 50 mL 용량 플라스크로 옮긴다.

4.1.10 이러한 조작을 수회 반복하여 상등액을 50 mL 용량 플라스크로 옮긴 다

음 6 M HCl으로 표선을 맞춘다.

4.1.11 무게를 측정하여 순 용해용액의 무게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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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불용성 잔유물을 10 mL의 증류수로 3 번 씻는다.

4.2. 불용성 잔유물 용해 및 성분 정량

4.2.1 피펫을 사용하여 불용성 잔유물을 테프론 재질의 가압 용해 용기로 옮긴

다.

4.2.2 1～2 mL의 증류수를 사용하여 원심분리관에 남아 있는 불용성 잔유물을

씻어 옮긴다.

4.2.3 백열등 및 열판기를 사용하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4.2.4 5 mL의 진한 HNO3과 0.5 mL의 진한 HF를 넣는다.

4.2.5 마개를 한 후 열판기 위에 놓고 (heating level: 2.5) 약 2 시간 정도 반응

시킨 다음 실온까지 식힌다.

4.2.6 가압 용해용기를 microwave digestion unit에 넣고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용해시킨다. 250 W : 5 분, 400 W : 5 분, 650 W : 5 분, 250 W : 5 분

4.2.7 피펫을 사용하여 용해용액을 15 mL 용량의 원심분리관으로 옮긴 다음 1

mL씩 5 번 증류수로 씻어 옮긴다.

4.2.8 5,000 RPM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하고 피펫을 사용하여 상등액을 폴리 에

틸렌 재질의 25 mL 용량 플라스크로 옮긴다.

4.2.9 5 mL의 증류수로 가압 용해용기를 원심분리관으로 옮긴 후 5,000 RPM에

서 10 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피펫을 사용하여 상등액을 25 mL 용량 플라

스크로 옮긴다.

4.2.10 “4.2.9”의 조작을 1 번 더 수행하고 증류수로 표선을 맞춘다.

4.2.11 시료용액과 같은 매질 (2.89 M HNO3/0.56 M HF)의 검정용액을 사용하

여 Zr, Mo, Ru, Fe, Cr 및 Ni을 ICP-AES로 정량한다.

4.2.12 원심분리관에 남아 있는 검은색 잔유물을 2～3 mL의 증류수를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Ni 도가니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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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열판기 (heating level; 2) 위에서 증발건고 한 다음 약 300 mg의 KOH를

무게 달아 넣는다.

4.2.14 전기로에 넣고 온도를 서서히 증가시켜 300 ℃에서 1 시간 방치한다.

4.2.15 온도를 서서히 증가시켜 600 ℃에서 1 시간 방치한 다음 Ni 도가니를 꺼

내어 서서히 돌려 내용물을 잘 섞어준다.

4.2.16 700 ℃에서 2 시간 방치한 다음 실온으로 냉각시킨다.

4.2.17 2 mL의 증류수를 넣어 용해시키고 곧 피펫을 사용하여 25 mL 용량의

유리 바이알로 옮긴다.

4.2.18 위와 같은 조작을 4 번 더 수행하여 약 10 mL의 용해용액을 모은다.

4.2.19 8 mL의 진한 HCl을 넣고 파라-필름으로 마개를 단단히 밀봉한 다음 열

판기(heating level: 2)에서 가온한다.

4.2.20 용해를 확인 한 후 피펫을 사용하여 용해용액을 25 mL 용량 플라스크로

옮긴 다음 1 mL씩 5 번 증류수로 씻어 표선을 맞춘다.

4.2.21 필요한 경우 주사기 거르개로 거른 후 시료용액과 같은 매질 (3.86 M

HCl)의 검정용액을 사용하여 ICP-AES로 Ru, Zr, Mo, Fe, Ni 및 Cr을

정량한다.

4.2 U, Zr, Mo 및 Fe 정량

4.2.1 약 1 g의 Salt Ingot가 용해되어 있는 10 mL의 시료 용해용액 (6 M HCl)

을 무게로 취하여 50 mL 유리 비커로 옮긴다.

4.2.2 열판기 위에 올려놓고 (heating level; 3) 증발 건고한다.

4.2.3 백열등 아래에서 완전히 증발 건고한다.

4.2.4 5 mL의 10 M HCl으로 용해시킨 다음 하룻밤 방치한다.

4.2.5 전처리한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아래에 50 mL 유리 비커를 놓고 “4.2.4”

의 용액을 1 mL씩 흘려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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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10 M HCl으로 2 mL씩 3번 비커를 씻어 넣고 2 mL씩 2번 통과시켜 Li과

함께 La, Ce, Nd 및 Y을 회수하여 "La, Ce, Nd 및 Y 정량“에 사용한다.

4.2.7 계속해서 분리관 아래에 20 mL 용량의 플라스크를 놓고 8 M HNO3을

3, 3, 및 4 mL 흘려 넣어 U, Zr, Mo 및 Fe을 용리, 회수한다.

4.2.8 맹검액 (4 M HNO3)과 5 μg/mL의 U, Zr 및 Mo 그리고 10 μg/mL의 Fe

혼합 표준용액 (4 M HNO3)을 사용하여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

광법으로 분석한다.

4.3 La, Ce, Nd 및 Y 정량

4.3.1 4.2.2에서 회수한 용출액을 잔류하는 산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열판기

위에서 증발 건고시킨다.

4.3.2 2 mL의 0.1 M HCl으로 용해시키고 열판기 위에서 백열등을 켜고 완전

히 증발 건고시키며 이 조작을 3 번 반복한다.

4.3.3 5 mL의 0.1 M HCl으로 용해시켜 시료용액으로 사용한다.

4.3.4 0.1 M HCl으로 전처리한 HDEHP/XAD-XVL 분리관에 준비한 시료용

액을 1 mL씩 흘려 넣는다.

4.3.5 시료용액을 모두 흘려 넣은 후 비커를 4 mL의 0.1 M HCl을 사용하여

1 mL씩 씻어 넣는다.

4.3.6 10 mL의 0.1 M HCl을 2 mL씩 흘려 넣는다.

4.3.7 계속해서 분리관 아래에 20 mL 용량의 플라스크를 놓고 6 M HCl을 5

mL씩 3번 흘려 넣어 La, Ce, Nd 및 Y을 용리, 회수한 다음 증류수로

표선을 맞춘다.

4.3.8 맹검액 (4.5 M HCl)과 5 μg/mL의 La, Ce, Nd 및 혼합 표준용액 (4.5

M HCl)을 사용하여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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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산 및 결과표시

5.1 핵분열생성물의 양은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법에 의한 U 및

핵분열생성물 정량절차”에 따라 계산한다.

6. 오차 범위

6.1 상대표준편차 (RSD)는 원소마다 각각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7.1 최종 측정에서 공존하는 핵분열생성물 또는 핵종간의 분광학적 간섭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8. 참고 문헌

8.1 이창헌, 서무열, 최계천, 박양순, 지광용, 김원호.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

출분광기/차폐 시스템의 특성 및 방사성 물질 분석에 대한 적용성 평가”,

J. 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 13, 474 (2000)

8.2 Chang Heon Lee, Moo Yul Suh, Kwang Soon Choi, Jung Suk Kim, Byong

Chul Song, Kwang Yong Jee, Won Ho Kim, Analytica Chimica Acta, 428,

13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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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공정에서 U과 함께 금속으로 전환되어 LiCl 및 Li2O가

매질인 Salt Ingot에 미량 잔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Ru의 분리, 정량

방법을 기술하였다. 양이온교환수지법으로 Ru을 분리, 회수한 후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분석한다. 필요한 경우 Ru과 함께 분리되는 Rh

및 Pd도 정량이 가능하다.

2. 적용 범위

Ru은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10 μg/g 이상의 농도 범위에서

상대표준편차 5% 이하의 분석이 가능하다.

3. 시약 및 기구

3.1 0.2 M HCl

3.2 양이온교환수지 (Bio Rad AG 50W×12, hydrogen form, 200～400 mesh)

3.3 Extract-clean reservoir 분리관 (Alltech # 210104, 4.0 mL, 안지름: 9 mm)

3.4 Ru 분리용 양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준비

3.4.1 250 mL 유리 비커에 50 g의 AG 50W×12 양이온교환수지를 넣고 100 mL

의 묽은 HCl (1:1 v/v)으로 3 번 씻는다.

3.4.2 용출액이 중성이 될 때까지 증류수로 씻은 후 0.1 M HCl에 보관한다.

3.4.3 양이온교환수지를 증류수에 풀어서 분리관에 넣고 50 mm 높이 (충전부

피; 3.1 mL)까지 흘려 넣은 후 거르개로 막는다.

3.4.4 용출액이 중성이 될 때까지 증류수를 흘려 넣은 후 10 mL의 0.2 M HCl

을 통과시켜 분리관을 전처리한다.

3.5 Ru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용 표준용액 (1,000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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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0 mL 용량 플라스크

3.7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기

4. 분석 과정

4.1 Salt Ingot 시료 용해용액 준비

4.1.1 “Salt Ingot 시료 내 미량의 성분원소 정량”을 위하여 준비한 “4.1”의 6 M

HCl 매질의 Salt Ingot 시료 용해용액 중 약 100 mg의 Salt Ingot 시료가

용해되어 있는 1 mL를 취하여 25 mL 유리 비커에 넣고 5 mL의 증류수

를 넣은 다음 백열등 아래에서 약하게 증발 건고한다.

4.1.2 잔류하는 산의 유무를 확인한 다음 2 mL의 0.2 M HCl으로 용해시키고

이 조작을 2 번 더 반복한다.

4.1.3 열판기 위에서 완전히 증발 건고시키고 건고물을 2 mL의 0.2 M HCl으

로 용해한 다음 하룻밤 방치한 후 시료용액으로 사용한다.

4.2 Ru 정량

4.2.1 10 mL의 0.2 M HCl으로 전처리한 양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아래에 10 mL

용량 플라스크를 놓는다.

4.2.2 시료용액을 1 mL 씩 흘려 넣은 후 1 mL씩 0.2 M HCl으로 3 번 비커

를 씻어 넣어 Ru을 용리, 회수한다.

4.2.3 0.2 M HCl으로 표선을 맞춘 후 맹검액 (0.2 M HCL)과 5 μg/mL의 Ru 표

준용액을 사용하여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으로 분석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핵분열생성물의 양은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법에 의한 U 및

핵분열생성물 정량절차”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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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차 범위

6.1 상대표준편차 (RSD)는 원소마다 각각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참고문헌

8.1. 참조)

7. 간섭 및 방해

7.1 최종 측정에서 공존하는 핵분열생성물 또는 핵종간의 분광학적 간섭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8. 참고 문헌

8.1 서무열, 손세철, 이창헌, 최광순, 김도양, 박영재, 박광균, 지광용, 김원호. “모

의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된 루테늄의 양이온교환분리 및 정량”, J. Kor. Chem.

Soc., 44, 526 (2000)

8.2 Chang Heon Lee, Moo Yul Suh, Kwang Soon Choi, Jung Suk Kim, Yeong

Jae Park, Won Ho Kim, Analytica Chimica Acta, 475, 17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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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Salt Ingot 시료를 진한 HCl으로 용해시킨 후 HCl의 농도를 0.05 M로 조절한

다음 음이온교환수지법으로 99Tc을 선택적으로 분리, 회수하여 유도 결합 플라

스마 질량분석기 (ICP-MS)로 정량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2. 적용 범위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법으로 Salt Ingot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99Tc을 정

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25 ng 99Tc (15.8 Bq, 0.43 nCi)/250 mg Salt Ingot 이

상의 농도범위에서 상대표준편차는 5% 이하이다. 약 50 ng의 99Tc (31.5 Bq,

0.85 nCi)을 함유하고 있는 Salt Ingot의 측정한계는 1 mBq (0.027 μCi)이다.

3. 시약 및 기구

3.1 진한 HCl (Merck GR, 37%, 12.07 M)

3.2 0.5 M HNO3

3.3 10 M HNO3

3.4 0.05 M HCl

3.5 6 M HCl

3.6 Ethanol (동양화학, 95% v/v)

3.7 5% NaOCl

3.8 99Tc 수용액 (NH4
99TcO4의 수용액)

3.9 99Tc 표준용액 (100 ng 99Tc/mL 0.5 M HNO3)

99Tc 수용액을 0.5 M HNO3으로 100 ng 99Tc/mL (1.7 nCi/mL)로 묽힌다.

3.10 99Tc 검정용액: 99Tc 표준용액을 0.5 M HNO3으로 묽혀서 0, 0.125, 0.175,

0.250, 0.374 및 0.498 ng
99

Tc/mL 검정용액을 10 mL씩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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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음이온교환수지 (Bio Rad AG 1×8, chloride form, 200～400 mesh)

3.12 Extract-clean reservoir 분리관 (Alltech # 210001, 1.5 mL, 안지름: 6 mm)

3.13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준비

3.13.1 250 mL 용량의 비커에 50 g의 AG 1×8 음이온교환수지를 넣고 100 mL

의 6 M HCl로 3 회 씻는다.

3.13.2 증류수로 중성이 될 때까지 씻은 후 0.05 M HCl에 보관한다.

3.13.3 음이온교환수지를 증류수에 풀어서 충전부피가 1 mL가 되도록 분리관에

넣은 다음 증류수로 용출액이 중성이 되도록 흘려 넣는다.

3.13.4 5 mL의 0.5 M HCl을 통과시켜 전처리한다.

3.14 10 mL 용량 플라스크

3.15 25 mL 유리 비커

3.16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기 (ICP-MS, Finnigan MAT, Germany)

4. 분석 과정

4.1 Salt Ingot 시료 용해용액 준비

4.1.1 “Salt Ingot 시료 내 미량의 성분원소 정량”을 위하여 준비한 “4.1”의 6 M

HCl 매질의 시료용액 중 약 250 mg의 Salt Ingot가 함유되어 있는 2.5

mL를 취하여 25 mL 용량의 비커에 넣고 열판기 위에서 서서히 증발 건

고한다.

4.1.2 3 mL의 0.05 M HCl으로 용해시키고 용해 및 증발 건고 조작을 3 번 반

복한 다음 5 mL의 0.05 M HCl으로 용해시킨다.

4.1.3 99Tc의 회수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4.1.1”의 단계에서 50 ng의 99Tc (31.6

Bq)을 첨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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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Tc 정량

4.2.1 Tc과 Ru의 산화수를 조절하기 위해 시료용액에 0.1 mL의 5% NaOCl을

가하고 하루 방치시킨 다음 95% (v/v) ethanol을 1～2 방울 가한다.

4.2.2 전처리한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 산화수를 조절한 시료용액을 넣고 1

mL의 0.05 M HCl으로 비커를 3 회 세척하여 넣는다.

4.2.3 10 mL의 1 M HNO3을 통과시켜 악티늄족 원소 및 핵분열생성물 원소를

세척, 제거한다.

4.2.4 분리관 아래에 10 mL 용량 플라스크 놓고 10 mL의 10 M HNO3을 통

과시켜 Tc를 용리, 회수한다.

4.2.5 ICP-MS 운영절차에 따라 플라스마를 켜고 1 시간 기기를 안정시킨 다

음 KOLAS 공인화학지침서(TCI-CA-13) 및 ASTM D 5673-02와 동일한

절차로 측정한다.

4.2.6 99Tc 검정용액의 질량-99 피크세기 (cps)를 측정하여 검정곡선을 작성한다.

4.2.7 산도를 낮추기 위하여 0.5 mL의 99Tc 용출액을 10 mL 용량 플라스크에

취하고 증류수로 표선까지 채운다. (20 배 묽힘, 0.5 M HNO3)

4.2.8 질량-99 피크세기 (cps)를 측정한 후 검정곡선을 이용하여 99Tc의 농도를

계산한다.

5. 계산 및 결과표시

5.1 Salt Ingot 시료 중 Tc의 양(μg 99Tc/g LiCl)

Salt Ingot 시료 중 Tc 농도(μg 99Tc/g LiCl) = CMS × Veluate × 1/WLiCl

여기서, WLiCl : Salt Ingot 시료의 무게(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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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 ICP-MS로 측정된 Tc element의 농도(μg 99Tc/mL)

Veluate : Tc-eluate 부피(mL)

6. 오차 범위

6.1 상대표준편차 (RSD)는 5% 이하의 값을 갖는다.

7. 간섭 및 방해

7.1 최종 측정에서 간섭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8. 참고 문헌

8.1 ASTM, D 5673-02, “Standard Test Method for Elements in Water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8.2 ASTM, C 1387-98, “Standard Guide for Determination of Technetium-99 in Soil”

8.3 Suh, M. Y.; Lee, C. H.; Choi, K. S.; Song, B. C.; Park, Y. J.; Kim, W. H.

Bull. "Valence Control of Technetium and Ruthenium for Anion Exchange

Chromatographic Separation", Korean Chem. Soc., 23, 18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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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과제는 사용후핵연료 금속전환 공정의 물질수지 생산에 필요한 공정시료 내 성분

원소 정량기술개발 및 건식공정 화학특성 측정기술개발과, 새로운 핵연료 개발과 연

계된 조사핵연료 화학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핵연료 주기에서 필요로 하는 화학측정

기술을 확보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보된 금속전환체 내 핵물질(U, Pu),

MAE(Np, Am, Cm) 및 핵분열생성물들의 정량기술은 신뢰도 높은 금속전환공정 물

질수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핵물질 흐름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온용융염 매질에서의 전기화학 연구방법 및 실시간 분광 측정기술은 향후 사

용후핵연료 재활용공정의 고도화 기술개발 단계에 적용될 핵심 요소기술로 기존의 현

상학적 접근에서 분자론적 수준으로 접근하여 본질적인 공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하였다. 고방사성 시편의 미세영역 화학측정을 위해 구축된 방사선차폐

Laser Ablation/ICP-MS 및 Micro-XRD 측정 시스템은 조사핵연료 미세영역에서의 동

위원소 분포 및 미세 결정구조 변화 측정을 통해 조사핵연료 연소특성 자료 생산에

활용될 예정이며, 기타 신소재 개발에서 요구되는 물리‧화학 특성 평가를 위한 핵심기

술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명키워드 사용후핵연료, 건식공정, 용융염 화학, 성분원소 정량,

방사선차폐 LA/ICP-MS, 방사선차폐 micro-XRD, 동위원소분포,

결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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