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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용융 LiCl-Li2O계에서의 산화물 사용후핵연료 전해환원에 대한 열역학적 고찰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산화물 형태의 사용후핵연료의 부피, 방사성 및 열부하를 줄이기 위한 사용후

핵연료 차세대 관리 공정의 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동위원소를 포함하는 60종 이

상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각 성분 거동을 실험적으로 측정

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이에 따라 열역학 기초자료를 활용한 거동 예측의 필요

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목적은 각 핵종들의 거동 분석을 위해 실험

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기초 방향을 제시데 그 목적이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보고서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의 중심 공정인 전해환원에 

의한 금속전환 공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구성성분인 금속 산화물들의 화

학적 및 전기화학적 반응 및 반응 생성물의 거동을 Gibbs 자유에너지 변화를 고

려하는 개략적인 열역학 추산 방법으로 제시함으로서 각 금속 산화물들의 반응 

생성물의 안정적인 화합물 형태 및 금속 전환 공정의 적절한 운전 조건을 간략

히 제시하 다. 전해환원 공정은 반응 대상물의 대부분이 독립적인 고체상에 존

재하므로 대상 물질이 이온으로 존재하는 전해정련 공정에 비해 화학 반응에 대

한 열역학 계산이 단순하다. 그러나 염화물로 전환되어 용융염에 용해되는 알카

리 및 알카리토 금속 등과 같은 종의 거동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용해도와 같은 

추가적인 데이터의 측정이 필요하다. 또한 전기화학 반응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

서는 과전압 및 물질 전달 등의 데이터를 실험적으로 측정해야 할 것이다.

Ⅳ. 연구개발결과 

   전해 환원 공정에서는 화학적 반응과 전기화학적 반응이 동시에 발생하며 우

라늄, 초우란원소 및 귀금속족 원소들의 산화물들은 화학반응에 의해 금속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우라늄과 아메리슘 산화물들은 U3O8과 AmO2인 경우 Li2O의 

활동도가 주어진 값들에 비해 낮은 값으로 운전될 때 염화물로 전환될 수 있다. 

만약 U3O8과 AmO2로부터 UCl3와 AmCl3가 발생할 경우 용융염에 용해되는 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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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은 전기분해 되어 우라늄과 아메리슘을 금속으로 회수할 수 있다. 란타나이

드 원소들의 이중산화물의 발생을 생각하지 않을 경우 ACP 공정의 전해환원 공

정의 초기 운전 조건에서 Eu은 금속으로 회수되며 PrO2는 PrCl3로 전환될 것이 

예상된다. Li2O 활동도의 초기 운전 조건이 낮아지거나 운전중에 Li2O의 활동도

가 감소할 경우 SmCl2와 TbCl3 역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TbCl3와 

PrCl3 전해셀의 전위를 조정하여 전기분해 할 수 있다. SmCl2의 경우 용융 LiCl

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셀 전위가 유지된다면 용융염에 용해되

어 분해 반응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 언급한 란타나이드 원소들

을 제외한 란탄족 원소들의 산화물은 환원되지 않으며 주조 공정에서 용재로 제

거될 수 있다. 알카리 및 알카리토 금속 원소들은 LiCl과 반응하여 염화물로 전

화되어 용융염에 용해됨으로서 금속전환체에서 선택적으로 분리되며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 분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의 계산에 의해 제시된 전해환원 공정 운정 조건은 Li2O의 활동도는 

0.166에서 0.353이며 셀 전위는 -2.8에서 -3.4 V이다. 이 조건에서 U3O8의 염화물 

전환은 발생하지 않으며 Am2O3는 리튬 금속과 반응하여 Am 금속으로 환원된

다. AmO2에서부터 반응하여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AmCl3는 제시된 셀 전위

에서 전해될 것으로 예측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거동에 관한 열역학적 고찰은 실제 실험으로 측정이 

필요한 자료의 종류를 제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공정 모사를 위한 기반 자

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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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Thermodynamic Considerations for an Electrolytic Reduction of Spent 

Oxide Fuel in a Molten LiCl-Li2O System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ACP) has been proposed 

and developed to reduce the volume, the radioactivity, and the heat load of 

spent oxide fuels. However, it is impossible to examine the actual behavior of 

more than 60 elements including various isotopes in spent fuels on the ACP. 

Therefore, it is required to predict the behavior by using thermodynamic 

basic data. The objective of this report is to present an appropriate way to 

an experimental approach for analyzing the behavior of each element.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An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plays a central role in the ACP. In the 

process, spent fuel constituents of metal oxides experience chemical and 

electrochemical reactions. The reaction products are predicted by using Gibbs 

free energy changes and a thermodynamic methode and the operation 

condition of the process is proposed. In the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most of reactants exist in an invariant solid phase which makes the 

thermodynamic evaluation simple while the reactants exist in a liquid phase 

as ions as for an electrorefining process. However, additional data such as 

solubilities are required to estimate the behavior of alkali and alkaline earth 

metals which are chlorinated and dissolved in a molten salt phase. Moreover, 

overpotential in the cell and mass transfer data should be measured for the 

prediction of electrochemical reactions.

Ⅳ. Result of Project

   In the electrolytic reduciton process, the chemical and electrochemical 

reactions proceed simultaneously. Uranium, TRU, and noble metal oxides are 

reduced as metals by chemical reactions while a chlorination of U and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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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U3O8 and AmO2, respectively, would occur when the Li2O activity is 

lower than given values. UCl3 and AmCl3, if they are proceed, could be 

recovered as metals by an electrolytic reaction during the process. Without 

considering the double oxides of lanthanides, Eu is expected to be recovered 

as a metal and PrO2 is transformed into PrCl3 by chemical reactions at the 

initial condition of the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of the ACP. If the initial 

condition is lowered or the Li2O activity is decreased during the process, 

SmCl2 and TbCl3 are also producible. However, TbCl3 and PrCl3 would also 

be decomposed and metals would be recovered by adjusting a cell potential. 

In the case of SmCl2, a decomposition would not occur and it would be 

dissolved in the melt when the cell potential is set to maintain a stable 

molten LiCl. The other lanthanide oxides are not reduced and they could be 

removed as dross in a smelter. The alkali and alkaline earth metals are 

selectively separated from the metal product as chlorides by reacting with 

LiCl and the produced chlorides are not reduced by the electrochemical 

reactions.

   The proposed operation ranges are 0.166 to 0.353 for the Li2O activity and 

-2.8 to -3.4 V for the cell potential. Within the activity range, a chlorination 

of U3O8 would not take place and Am2O3 would react with the lithium metal 

to be reduced. AmCl3 which could be produced from AmO2 will be 

decomposed within the cell potential range.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thermodynamic considerations for the behavior of spent fuel is to be 

utilized to propose the required experimental data and is to be used as a 

fundamental analysis for developing a process simulation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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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국내 전력 공급의 약 40%를 담당하는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에 비해 화석연

료의 연소에 따른 지구온난화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발전 단가에 대한 원료 

의존성이 낮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며 안정적인 발전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러나 전력 생산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되어 저장되고 있고 사용후핵연료와 추후 

발생하게 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안은 기술적 요건과 별도로 사회적 이해

와 합의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능력은 점차 한계

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라늄 자원 또한 화석 연료와 같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정적인 자원이라는 인식과 함께 사용후핵연료가 포함하고 있는 에너

지원으로서의 가치가 현재 재조명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효

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속로와 같이 우라늄 활용을 증대시키는 핵연료주기

로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으로 원자력연구소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

공정 개발을 원자력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차세

대 관리공정은 국내에서 운전되는 상업용 발전 방식인 경수로에서 발생되는 산

화물 형태의 사용후핵연료를 고온용융염 공정에 기반하여 금속으로 환원시키는 

공정으로 요약 설명된다.

건식 공정은 초기에 미국 EBR-II의 금속 사용후핵연료의 소내 재처리 타당성

을 실증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1990년대 초반 연구의 중심은 고속핵연료 주기에 

맞춰졌으며 현재는 금속 핵연료 주기와 연계한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공정으로 개발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건식공정의 개발에 관련된 공정 및 

반응 해석을 위한 이론적 방법의 물리 화학적 기초는 약 40여 년간의 기간 동안 

개발되어 왔다. 몇몇 새로운 응용 방법들은 지난 10년 동안 개발되었지만 주된 

개념들의 대부분은 60년대 중반에 확립되었다. 현재까지 개발된 다양한 건식공정

들은 특정 원소의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별 공정을 위해 제시되었다.

미국 ANL 연구소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용융 정련 공정(melt 

refining process)을 개발하 다. 용융 정련 공정은 금속 EBR-II 사용후연료를 지

르코니아 도가니에서 용융시키는 공정으로 ZrO2 도가니는 일부 분열생성물과 반

응하여 sub-stoichiometric 지르코니아와 산화물 형태의 분열생성물을 발생시킨

다. 분열생성물 산화물들은 광재(dross)로 용융 U 금속 표면에 형성되어 용융 U 

합금과 분리된다. 1960년대 미국은 고온 야금공정 [1,2],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분

리 정제를 위한 용융염 이송공정[3], 용융염계에서 염화반응과 전기분해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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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용융염 전해정련 공정[4]를 개발하 으며 산화물 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

하여 IFR 핵연료 주기에 재순환하기 위해 리튬 환원과 전해정련을 연계한 공정

을 개발하 다[5].

건식 공정은 리튬 환원과 전해정련과 같이 일반적으로 용융염을 매질로 사용

한다. 용융염은 전통적으로 알루미늄, 마그네슘, 나트륨 및 불소 등의 제조에 사

용되고 있으며 야금학적 및 전기화학적 중요성 등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연구활

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현재 용융염에서 가능한 공정은 크게 다음 Table 

1.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건식 공정에서는 주로 염화물계의 용융염이 사용된다. 금속산화물에 대한 용

해도가 상당히 큰 불화물계 용융염과 달리 염화물계의 경우 이 혼합염에 대한 

금속산화물들의 용해도는 거의 없지만 염화제(chlorinating agent)의 사용에 따라 

금속산화물들을 선택적으로 용해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금속의 제련이

나 정제 그리고 더 나아가 용융염 전해욕 중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데 대단히 

유용하다.

용융염을 이용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 공정의 해석을 위한 반응 평형 화학은 

공정 타당성 및 기술 개발에 기초적인 자료이며 다성분계인 사용후핵연료의 모

든 거동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용한 접근 방식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기

술 개발과 실험에 비해 반응 평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아직 미흡한 편이며 

이에 따라 건식 공정 해석을 위한 방법 제시 및 적용 예시가 필요하다. 본 보고

서에서는 열역학 및 반응 평형에 관한 정리를 통하여 사용후핵연료 전해환원 공

정 해석 및 활용에 기술적인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를 활용하면 

기존 공정에 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며 건식 공정 개발에 초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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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lassified electrodeposition processes in molten salts.

Process Anode Cell Feed
Minimum required properties of 

cathode deposit

Electrowinning Inert electrode

Compound of 

deposited metal 

dissolved in 

electrolyte

Metal in recoverable form 

suitable for refining

Electrorefining Impure metal Anodes only Pure metal in recoverable form

Electroplating Pure metal Anodes only

Continuous, coherent, 

comparatively thin coating of 

metal adherent to substrate

Electroforming Pure metal Anodes only
Thick, continuous, free standing 

metal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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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 

제 1 절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 개요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의 가동을 시작으로 2006년 현재 20기의 원자

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2기의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 온실 가스를 방출

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원자력 발전은 필연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키며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소 소내 습식 저장시설 혹은 콘

크리트 사일로에 저장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내 저장시설 용량의 한계에 의해 

조 저장 또는 추가로 소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여 저장용량을 확보하여 저장 

포화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방법은 한계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관리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기술적으로 확립

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저장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기술적으

로 타당성을 인정받는 방법은 고방열성 물질인 Cs과 Sr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산화물 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시켜 건식 저장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중장기 원자력연구 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은 경수로에서 발생되는 산화물 형태 사용후핵연

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감용 및 에너지원으로서의 재순환을 위해 개발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실험실 규모 연구를 거쳐 2006년 현재 핫셀에서의 실증단계에 

도달하 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은 Fig. 2.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저장 

중인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해체하여 UO2 pellet을 피복관으로부터 분리

하는 탈피복(slitting)과정과 UO2 pellet을 고온의 공기 분위기 하에서 산화시켜 

분말로 전환시키는 건식분말화(voloxidation)공정으로 시작된다. 산화우라늄 분말

은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의 주된 공정인 금속전환 공정의 전해환원 반

응기의 음극으로 사용되어 고온 용융염계에서 산소를 잃고 금속으로 전해환원 

된다. 금속으로 전환된 사용후핵연료는 용융염과 분리되어 주조 공정으로 이송되

어 저장용 canister의 형태에 맞도록 일정한 모양의 금속 Ingot으로 주조된다.

전해환원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용융염은 용해성 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하고 있

어 고준위폐기물로 취급되며 저장하기 용이한 일정 크기의 bead 형태로 제조된

다. 고방열 물질인 Cs, Sr등을 함유하고 있는 bead 형태의 폐염은 금속 전환 반

응에 재순환되어 Cs, Sr의 농도가 한계에 이를 때까지 재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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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Block diagram of the A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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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탈피복 및 건식분말화 공정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해체하여 인출된 사용후핵연료 rod는 운반 및 취급의 

용이성을 위하여 25 cm의 일정한 크기의 rodcut으로 절단되어 탈피복 및 분말화

공정으로 보내진다. 탈피복 공정장치는 사용후핵연료 cutting rod를 주입하는 

feeder와 cutter, 그리고 slitting된 피복관과 UO2 pellet을 수집하여 분리하는 

hopper로 구성 된다. 탈피복(slitting)공정에서 zircaloy tube는 cutter blade에 의

해 물리적으로 UO2 pellet과 분리된다.  UO2 pellet은 건식분말화(voloxidation) 

공정으로 보내져 공기 분위기에서 산화되어 U3O8 분말로 전환된다.

Pellet 형태를 분말로 전환하는 것은 다음 공정인 금속전환공정에서 금속으로 

전환시킬 때 금속 전환율과 반응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넓은 표면적을 제공하

기 위해서이며 I2, Ke, Xe와 같은 휘발성 물질을 제거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건식분말화 공정의 화학반응은 다음과 같이 UO2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

여 발생한다.

(2.1)

위 반응에 참여하는 UO2의 도는 11.0 g/cm
3
인 반면 U3O8의 도는 8.3 g/cm

3

로 반응에 의해 30% 이상의 부피 팽창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pellet 형태의 

UO2는 분말 형태의 U3O8으로 전환된다. 위 반응의 적정 온도는 400∼600 ℃이며 

500 ℃ 근방에서 최고 속도를 나타내었다. 

U3O8 분말의 평균 입도는 반응온도에 의존하여 20∼50 ㎛ 범위에서 나타나며 

비표면적은 약 0.2∼0.7 m
2
/g의 범위를 갖는다. 500 ℃의 조업 조건에서는 약 30 

㎛의 평균 입도와 약 0.28 m
2
/g의 비표면적을 나타내었다.

건식분말화 공정장치는 UO2 pellet 공급장치, 지속적으로 공기가 공급되는 

UO2 pellet 산화반응기와 반응온도 유지를 위한 가열기 및 제어장치, 공기 주입 

및 배기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산화반응기 내에서 UO2 pellet은 공기와 접촉하

여 분말 형태의 U3O8으로 전환되고 분말은 다단의 sieve를 통과하여 반응기 하

단의 U3O8 수집장치에서 회수된다. UO2 pellet의 산화반응기와 U3O8 분말 분리장

치는 일체형으로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vibrator 등을 설치하여 분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건식분말화공정에서 UO2 분말이 공급되는 공기에 의해 동반 비말되는 것을 

3UO 2+O 2→ U 3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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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고 산화반응기 내부 압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급 공기의 유

속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반응기 내로 공급되는 공기의 유속은 20 cm/s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다[6].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는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인 H3는 전량, Kr, Xe, I2는 일

부가 과량으로 공급되는 공기와 함께 반응기 외부로 방출되며 별도로 설치되는 

off-gas 처리공정을 거쳐 배기된다.

제 3 절 금속전환 공정

금속전환 공정은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의 핵심 공정으로 650 ℃ 고온

의 LiCl-Li2O 용융염계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전도 특성과 Li2O의 전해 특성을 

이용하여 산화물 형태의 우라늄을 금속으로 전해 환원시키는 공정으로서 전기화

학적 분해반응에 의해 Li2O로부터 생성된 Li
+
 이온이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와 

우라늄 산화물로 구성된 일체형 음극에서 우라늄 산화물과 반응하여 우라늄 금

속으로 전환되는 공정이다. 생성된 금속 우라늄은 용융염에 대한 용해도가 낮으

며 마그네시아 기공을 빠져나오지 못하므로 마그네시아 필터 내에 응집되어 잔

류하게 된다. 양극과 기준전극으로는 용융염계에서 비교적 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백금을 사용한다. 금속전환 반응기의 마그네시아 필터 내에 잔류하는 우라

늄 금속전환체는 마그네시아 필터를 들어 올림으로서 쉽게 용융염과 분리되며, 

마그네시아 필터와 함께 다음 공정인 주조공정으로 보내진다.

사용후핵연료의 대부분은 UO2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나머지의 대부분은 원자

로에서 연소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핵분열생성물인 금속산화물로 구성되어 있

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의 우라늄산화물과 핵분열에 의해 생성되는 각 화합물들

은 LiCl 용융염 매질 내에서 Li 금속과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각 화합물들의 상

대적인 안정도에 따라 금속, 염화물 또는 산화물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리튬이

온의 환원과 생성된 금속 리튬에 의한 금속 산화물들 사이의 화학반응은 다음 

식들로 표현된다.

(2.2)

(2.3)

Li
+
+e

-
→Li

M xO y+2yLi→ xM+ yLi 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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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응에 대한 개별 핵종에 대한 반응성 및 이론적 고찰의 상세한 설명은 제4

장에 기술되었다.

금속전환장치는 이중 구조의 반응기, 전극, 가열장치 및 반응기 상부의 냉각장

치, inert cover gas 공급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반응기는 내외부 반응기 사이에 

세라믹 도가니를 설치하여 외부의 전기적 노이즈를 차단하는 구조를 가지며, 상

부에는 기화되는 LiCl 증기를 응축시키고, 반응기의 냉각을 위하여 냉각 jacket이 

설치되어 inert gas인 아르곤 가스에 의해 냉각된다. 금속전환공정에서 발생하는 

off-gas로는 Cs 화합물 일부와 fission gas(I2, Xe, Kr)의 상당량이 배기되며, 이

들은 cold trap과 Cs trap을 거쳐 fission gas 처리를 포함하는 off-gas 처리공정

을 거쳐 배기된다.

제 4 절 주조 공정

주조공정은 금속전환공정에서 제조된 금속전환체를 고온에서 용융시키고, 제

조된 금속 용탕을 주조 장치로 공급하여 저장하기 용이한 형태인 round bar나 

괴 형태의 금속으로 성형, 주조하는 공정이다. 금속전환체의 대부분이 우라늄 금

속이므로 우라늄 금속의 용융점이 1133 ℃인 것을 고려하여 주조를 위한 용해로

의 조업 온도 조건은 1400 ℃ 정도로 설정된다.

우라늄 금속은 강한 산화성 물질이므로 용융 및 주조 과정에서 산소와의 접촉

이 엄격히 제한되는 불활성 분위기에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

진공 분위기에서 공정이 처리되며, 제조된 우라늄 ingot은 용기에 담겨 캡슐로 

되어 저장 장소로 운반된다.

주조 공정장치는 용융 chamber, 도가니 및 가열로로 구성되는 용융장치와 용

탕 주입장치, 주조로, 진공장치 및 냉각장치로 구성되는 주조장치로 구성된다. 또

한 주조공정에서 발생하는 off-gas로는 금속전환체 표면에 붙어 있던 염이 증발

하면서 발생하는 증기와 잔류하는 Cs, Sr 화합물 및 fission gas 등이 고려되어

야 하며, 이들은 cold trap과 Cs, Sr trap을 거친 후 off-gas 처리장치를 거쳐 배

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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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건식화학

제 1 절 열역학 기초

1. 평 형

실제 화학 공정에서 반응물의 혼합과 반응을 위한 조건(온도, 압력 등)의 

설정에 의해 발생하는 화학반응들의 대부분은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어 반응물이 

완전 소비되며 종료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반응이 종결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생성물은 항상 미반응하여 잔류하고 있는 반응물과의 혼합되어 있다. 평형상태로 

정의 되는 이와 같은 반응 종결 단계는 세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 번

째는 에너지 관점으로 주어진 온도와 압력에서 계(system)가 주위(surroundings)

와 평형을 이루어 계의 자유에너지 값이 최소값을 갖게 되는 상태로 해석된다. 

두 번째는 통계역학적 측면으로 미시적 관점에서 분자들의 분포가 가장 발생 확

률이 높은 상태에 다다른 것을 평형상태라 일컫는다. 마지막은 반응 속도론적 관

점으로 평형에 다다르면 반응물들이 생성물이 되는 반응 속도와 생성물들이 역

반응으로 반응물이 되는 반응 속도가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평형상태에

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비는 일정하게 되며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이 각각 2개인 

반응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평형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3.1)

 (3.2)

여기서 K eq는 식(3.1)의 반응 평형상수이다. x는 화학종의 농도이며 nA, nB, nC, 

nD는 각각 A, B, C, D  화학종의 양론계수이다. 위와 같은 단순한 평형관계식은 

유용하기는 하나 단지 근사식이며 엄 히 농도의 비로 표시되는 평형상수의 관

계를 얻기 위해서는 “수정 인자”가 필요하다.

2. Gibbs (자유)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Gibbs 자유 에너지(G)는 엔탈피(H)와 엔트로피(S)로 부터 다음 식으로 정

nAA+nBB →nCC+nDD

K eq=
x
nC
C ×x

nD
D

x
nA
A×x

n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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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된다.

 (3.3)

여기서 T는 절대온도이다. 위 식의 △H는 에너지가 반응으로 전환되는 열역학 

제1법칙을 표현하며 자발적 반응의 경험으로 얻은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항에 담겨져 있다. G, H  및 S는 상태함수로 계의 변화에 관계된 이력에 의존하

지 않고 계의 온도, 압력, 부피 및 조성에 의존하는 함수들이다. 실제로 온도, 압

력 및 부피는 상태방정식(Equation of State, EOS)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

문에 세 변수 중 두 변수가 결정되면 나머지 변수는 정해진다. 상태함수의 변화

는 상태(온도, 압력, 부피, 조성)의 변화에만 의존하여 계의 변화 경로가 알려지

지 않아도 계의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가 알려지면 상태함수의 변화를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상태함수의 값은 어떠한 표준상태(standard state)에서

의 값으로 보고된다. 표준상태는 특정한 조건의 압력, 조성과 물리적 상태에서의 

화학종의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1 기압(= 101.325 kPa)이 오랫동안 표준압력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1 bar(= 100 kPa)의 압력이 표준상태로 사용되고 있

다. 1 기압과 1 bar의 차이에 따른 상태함수 값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무시 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예전에 보고된 자료를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조성에 대해

서는 순수한 화학종의 상태가 표준상태이며 물리적 상태에 대해서는 기체의 경

우 이상기체 상태, 액체와 고체의 경우는 실제상태가 각각 표준상태로 정의된다. 

표준상태는 기호 □를 상첨자로 사용하여 나타내도록 하 다. 

일어날 수 있는 화학반응의 수는 무수히 많으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화학종

의 수 또한 무수히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반응에 대한 모든 화학종의 자료

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반응에 참여하는 

성분들의 표준생성열을 안다면 그로부터 그 반응의 표준반응열을 계산할 수 있

다. 생성반응(formation reaction)이란 그 구성원소로부터 단일 화합물을 생성하

는 반응을 말한다. 생성반응에 대한 △fG
□
 값은 문헌들에 넓은 온도 온도범위에 

걸쳐 표로 실려 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표준상태의 구성원소로부터 생성

반응이 구성된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UO2의 생성반응을 예로 들면, 

 (3.4)

ΔG=ΔH-TΔS

U+O 2 → U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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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우라늄은 941 K에서 αU에서 βU로 동소변이를 하며 이에 따라 941 K 이하

에서는 αU가 표준상태이며 이 온도 이상에서는 βU가 표준상태이다. 그러므로 

941 K 이상의 온도에서 αU를 사용하면 엔탈피 값(△H  = 2.791 kJ/mol)과 엔트

로피(△S  = 2.966×10
-3
 J/mol) 값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3. Gibbs 에너지 변화와 화학 반응

Gibbs 에너지 값의 부호와 크기는 화학반응의 방향과 정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된다. 만약 어떠한 반응에서 △rG  값이 양의 값을 나타내면 그 반

응은 자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음의 값이라면 반응은 자발적으로 발생

하며 0의 경우는 평형상태를 나타낸다.

다음의 반응을 고려한다면,

(3.5)

298.15 K에서 위 반응의 표준 Gibbs 에너지 변화(△rG
□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다.

(3.6)

위 식에서 단위는 kcal/mol이다. 위 반응의 표준 Gibbs 에너지 변화가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반응물과 생성물이 표준상태에 있는 경우 위 반응은 자발적

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 비슷한 방법으로 식(3.5) 반응의 298.15 K에서의 

반응 엔탈피와 반응 엔트로피는 각각 -23.8 kcal/mol과 -1.42 cal/mol‧K이다.

기준온도인 298 K 이외의 온도인, 예를 들어, 1000 K에서의 반응 Gibbs 

에너지 변화는 온도에 의존하지 않는 반응 엔탈피와 반응 엔트로피를 가정하고 

식(3.3)을 이용하면 -22.4 kcal/mol의 값으로 계산된다. 이 값은 Pankratz의 데이

터[7]인 -20.5과 다소 상이한 값이지만 이는 데이터의 정확도에 비추어 비교적 

유용한 값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반응 Gibbs 에너지에 대한 온도의 향을 엄 하게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

UCl 3+Pu → PuCl 3+U

Δ rG
□
=Δ fG

□
PuCl 3

+Δ fG
□
U-Δ fG

□
UCl 3
-Δ fG

□
Pu

= -213.296+0.0- (-189.910+0.0)

= -2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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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련의 과정으로 유도된 식을 활용해야한다. 반응의 표준물성변화의 정의에서 

다음의 식을 얻는다.

(3.7)

표준 반응 엔탈피와 표준 엔트로피는 각각 다음 식들에 의하여 생성물과 

반응물의 정압열용량 차이와 관련된다.

(3.8)

(3.9)

(3.10)

(3.8)과 (3.9)에서 하첨자 0는 기준온도(T0)에서의 각 물성을 표시하며 (3.10)식에

서 ν i는 반응물의 경우 음의 값, 생성물인 경우 양의 값을 갖는 양론계수이다. 

따라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온도 범위에서의 정압열용량이 알려져 있다면 보다 

엄 한 값을 얻을 수 있다.

4. Gibbs 에너지와 평형상수

반응의 평형상수 계산에 표준 Gibbs 에너지 변화는 유용하게 활용된다. 그

러나 용액에서와 같은 혼합물에서 물질의 Gibbs 에너지는 순수한 상태와는 다르

게 용액에서의 농도에 의존하며 이 값으로 반응 평형상수를 계산해야 한다. 용액

의 Gibbs 에너지 변화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용액에 대한 열역학적 접근을 위해 

정의되는 화학포텐셜(chemical potential)을 소개하면 혼합물 중의 성분 i의 화학

포텐셜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11)

위 식에서 ni는 성분 i의 몰 수이다.

Δ rG
□
=Δ rH

□
-TΔ rS

□

Δ rH
□
=Δ rH

□
0 +R

⌠
⌡

T

T 0

Δ C
□
p

R
dT

Δ rS
□
=Δ rS

□
0 +R

⌠
⌡

T

T 0

ΔC
□
p

RT
dT

ΔC
□
p =∑

i
ν i C

□
p, i

μ i≡[
∂(nG)

∂n i ] P,T,n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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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bbs 에너지의 부분몰 성질(partial molar property)인 화학포텐셜과 농도

의 관계는 활동도(activity)의 정의식인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3.12)

위 식을 이용하여 용액에서 (3.1)식의 반응에 대한 반응 Gibbs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13)

위 식은 모든 반응물과 생성물이 용액에 존재하는 것을 가정하 으며 이 때 용

액에서의 반응의 Gibbs 에너지 변화와 표준 Gibbs 에너지 변화를 각각 △rG과 

△rG
□
로 나타내었다.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면 반응 Gibbs 에너지 값이 0이므로 

위 식으로부터 반응 Gibbs 에너지와 평형상수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3.14)

(3.15)

(3.15)식에서 Ka는 활동도 평형상수이다. (3.2)식의 Keq와 Ka를 비교하면 활동도

가 “수정 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3.15)식이 평형상수의 정확한 표현식이

라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5. 활동도 계수 (activity coefficient)

활동도를 이용하면 엄 한 평형상수를 얻을 수 있지만 활동도의 개념과 물

리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실제 측정 가능한 물성과 활

동도의 관계를 정의하는 활동도 계수( γ i)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3.16)

μ i= μ
□
i+RT lnai

Δ rG =∑
i
ν iμ i=∑

i
ν i(μ

□
i +RT lna i)=∑

i
ν iμ

□
i +RT∑

i
ν ilna i

=Δ rG
□
+RT ln

a
n C
C ×a

n D
D

a
n A
A ×a

n B
B

Δ rG
□
=-RT ln

a
n C
C ×a

n D
D

a
n A
A ×a

n B
B

Δ rG
□
=-RT lnKa

a i= x i×γ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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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도 계수의 도입이 활동도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의미가 있는 농도 항과 농도 항의 보정인

자로 표현된 식(3.16)이 활동도를 직접 사용하는 것 보다 유용하다. 이상용액에서 

활동도 계수는 1의 값으로 정의되며 이에 따라 활동도 계수는 이상용액에서 벗

어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인자가 된다.

활동도와 활동도 계수를 사용할 때는 표준 상태의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표준 상태는 활동도가 1인 상태로 반응 깁스 에너지 계산을 위해 용액에서 

사용되는 식(3.12)에서 μ
□
i의 값이 정의되는 상태이다. 식(3.16)의 xi는 농도를 

나타낸다. 무게, 몰 농도, 몰랄 농도 등 다양한 농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언

급이 없는 경우 몰분율(mole fraction)을 사용하 다.

용액에서 용매의 표준 상태는 용액 상태에서의 순수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반면, 용질의 경우는 다소 복잡하다. 용질의 표준 상태는 용액 조

건(온도, 압력)에서 안정적인 순수 상태로 정의하거나 또는 용액의 상태로 정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50 ℃ 용융 LiCl-Li2O 계에서 용융점이 610 ℃인 용매 

LiCl의 표준 상태는 650 ℃ 순수 액체 LiCl이며 용융점이 1570 ℃인 용질 Li2O의 

표준 상태는 650 ℃의 순수 고체 Li2O 또는 650 ℃로 과냉각된 액체

(super-cooled liquid) Li2O가 사용된다. 활동도는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용질의 

표준 상태 선정이 계산 결과를 부정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표준 깁스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항상 표준 상태에 주의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활동도 계수는 깁스 에너지 변화로부터 계산된다.

고체 물질 A가 xA의 용해도를 보이는 포화 액체 용액과 평형에 있다면 고

상의 A와 액상의 A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응과 반응 깁스 에너지를 고려할 수 

있다.

(3.17)

(3.18)

A가 액상에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식(3.17)은 평형을 유지하고 △rG는 0

이 된다. 용액의 A에 대해 표준 상태를 순수 고체로 하는 경우 μ
□
A (sol)와 

μ
□
A (c)이 같게 된다. 따라서 RT lnaA=0이 되어 γA=1/xA로 활동도 계수

는 용해도의 역수가 된다. 한편, 용액의 A에 대해 표준 상태를 과냉각된 액체

A (c) → A( sol)

Δ rG=μ A(sol)-μ A(c)=μ
□
A(sol)+RT lna A-μ

□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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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l)로 하는 경우 μ
□
A (sol)와 μ

□
A (c)는 더 이상 같지 않으며 그 차이는 시

스템 온도 T에서의 용융 깁스 에너지( ΔmGA= μ
□
A (scl)- μ

□
A (c))가 된다. 

따라서, 활동도 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19)

두 경우 모두 포화 용액 조건에서만 활동도 계수가 정확하게 계산된다. 그

러나 만약 용액의 농도가 묽어 Henry의 법칙이 적용되면 활동도 계수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액체 금속 용액에서 용질의 활동도 및 활동도 계수의 예를 보면 표준 상태 

선정에 의한 차이를 수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액체 카드뮴에 대한 고체 우라

늄의 용해도는 500 ℃에서 몰분율로 약 0.013[8]이다. 순수 고체 우라늄이 표준 

상태로 사용되면 액체 카드뮴에 존재하는 포화 상태 우라늄의 활동도는 용해되

지 않은 표준 상태 고체 우라늄과 평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1이 된다. 따라서 활

동도 계수는 (3.16)식에 의해 용해도의 역수인 76.9이다. 만약 과냉각된 액체 우

라늄이 표준 상태라면 우라늄 금속의 500 ℃ 용융 깁스 에너지가 포함 되어야 

한다. 용융 엔탈피와 용융 엔트로피가 온도에 무관하다는 가정으로 금속 우라늄

의 500 ℃ 용융 깁스 에너지 변화는 985 cal/mol[9]로 계산된다. 이 값으로 (3.19)

식을 이용하면 40.5의 활동도 계수를 얻을 수 있다. 

γ A=
1
x A
×exp (

-Δ mG A

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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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액체금속-용융염계 열역학

1. 분배 계수

액체금속-용융염 사이의 물질 분배는 용융염 용액에 녹아 있는 물질의 몰

분율의 액체 금속 용액에 녹아 있는 원자분율(atomic fraction)에 대한 비로 정의

되는 분배 계수로 표현된다.

분배 계수의 설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정한 반응을 고려하자.

(3.20)

위 반응에서 salt는 용융염 계를 liq metal은 액체금속 계를 각각 의미한다. 위 

반응의 평형 상수는

(3.21)

로 표현된다. 식(3.21)의 U(M)과 Pu(M)은 액체금속 상에서 액체금속 M이 U과 

Pu의 용매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응식(3.20)에서 U와 Pu의 분배 계

수는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22)

(3.23)

식(3.21)에서 식(3.23)을 정리하면 분배 계수와 평형 상수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

(3.24)

식(3.24)에서 알 수 있듯이 Pu의 분배 계수와 U의 분배 계수의 비는 열역학적 

평형 상수, 용융염에서의 활동도 계수의 비, 액체 금속에서의 활동도 계수의 비

인 세 가지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 열역학적 평형 상수는 식(3.15)와 같이 

표준상태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에서 얻을 수 있으며 용융염과 액체금속 상에 

UCl 3(salt)+Pu ( liq meta l) → PuCl 3(salt)+U( liq metal)

K a=
a U(M )×a PuCl 3
a Pu(M )×a UCl 3

=
γ U(M)x U(M)×γ PuCl 3x PuCl 3
γ Pu(M)x Pu(M)×γ UCl 3x UCl 3

DU= xUCl 3/xU(M)

DPu= xPuCl 3/xPu(M)

DPu
DU

=Ka×
γUCl 3
γPuCl 3

×
γPu(M)
γ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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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무관하다. 그러므로 세 가지 요인은 서로 독립적이며 각각 깁스 에너지, 용

융염계, 액체 금속계의 물성에만 의존하게 된다.

2. 과냉각된 염의 Gibbs 에너지 계산

과냉각된  염의 생성 깁스 에너지는 고체의 생성 깁스 에너지에 용융 깁스 

에너지를 더하여 얻을 수 있다.

(3.25)

(3.26)

일반적으로, 식(3.25)의 생성 깁스 에너지 값은 많은 참고 문헌에 보고되어 있으

므로 쉽게 얻을 수 있다. 반면, 용융 깁스 에너지는 반응 온도에서 용융 엔탈피

와 용융 엔트로피로부터 계산된다.

(3.27)

용융점에서 용융 깁스 에너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ΔmS=ΔmH/Tm이다. 위 

식은 일정한 용융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가정한 것으로 두 상의 열용량 차이, 

ΔmCp,가 알려져 있고 열용량 차이가 온도에 대해 일정한 것을 가정하면 식

(3.27)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게 된다.

(3.28)

위 식의 a와 b는 용융열과 용융점으로부터 결정된다. 식(3.27)과 식(3.28) 모두 가

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때로는 용융점과 용융열 모두 부정확한 경우가 있다. 그러

므로 용융염에서 활동도를 계산할 때는 일관성을 유지하여 식(3.27) 또는 식

(3.28)을 사용해야 한다.

반응 온도에서의 고체의 생성 깁스 에너지와 용융 깁스 에너지 변화로부터 과

냉각된 가상의 액체 염의 생성 깁스 에너지가 계산된다.

(3.29)

U(c) +3/2Cl 2(g) → UCl 3(c) : Δ fG
□

UCl 3(c)→UCl 3( liq) : Δ mG

ΔmG=ΔmH-TΔmS

ΔmG= a-ΔmCpT lnT+bT

Δ f G
□
scl=Δ fG

□
+Δ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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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Pu의 분배 계수 계산

분배 계수 계산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용융 금속과 용융염 사이의 U과 Pu

의 분배를 예로 들어 분배 계수를 계산하면, 과냉각 액체를 표준 상태로 했을 때 

식(3.20)의 773.15 K의 반응 깁스 에너지는 -21,378 cal/mol이며 평형 상수는 

1.10×10
6
으로 계산된다. 용융염에서의 활동도 계수는 이상 용액(ideal solution)으

로 간주하면 1의 값이 되어 식(3.24)에서 없어진다. 또한 용융염에서 두 염화물의 

활동도 계수의 값이 비슷한 경우 그 비를 1로 간주하여 식(3.24)에서 없앨 수 있

다. 그러나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카드뮴과 같이 낮은 용융점을 갖는 금속에 용해

되어 있을 때 금속상의 활동도 계수의 비는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을 수 있다. 500 

℃ 액체 Cd에 대한 용해되어 잇는 Pu과 U의 활동도 계수는 각각 1.39×10
-4
과 

74.6으로 측정되었으며 [10, 11] 따라서 활동도 계수의 비는 1.86×10
-6
으로 계산된

다. 이 값이 평형 상수 값과 결합되면 2.05의 분배 계수 비를 얻을 수 있다. 이 

값은 용융염에서의 활동도 계수의 비를 1로 가정했음에도 실험으로 측정된 1.9와 

[12] 비슷한 값을 나타낸다.

KCl-LiCl 공융염 조성에서 PuCl3와 UCl3의 활동도 계수가 유사하다는 가

정에서 비교적 정확한 분배 계수를 얻었지만 실제 측정된 활동도 계수로 이 가

정을 검증해 보아야한다. 실험적으로 측정된 두 염화물의 활동도 계수의 비는 

[13, 14] 0.88로 이 값을 고려한 분배 계수의 비는 1.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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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액체금속 용액 열역학

1. 이성분계

액체 금속 용매에 대한 금속 용매의 용해도는 용매 고체와 액체 금속 용액

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액체 금속에서의 용매 금속의 양으로 정의된다. 평형 

상태는 다음과 같은 반응식으로 표현된다.

(3.30)

위 식에서 MXm은 M(U 또는 Pu)과 X(Zn, Cd, Mg 등)로 이루어진 이성분계 액

체 용액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고체상이다. 포화 용액에서 M의 원자비(atomic 

fraction), x
s
M,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3.31)

(3.32)

위 식에서 Δ fG
□
(MX M )은 M의 gram-atom단위의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이

다.

MXm이 순수한 금속일 때 (m=0) 금속 M이 기준 상태(reference state)라면

(3.33)

이 된다. 만약 과냉각된 액체 금속 M을 기준 상태로 사용하면 위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34)

깁스 에너지를 엔탈피와 엔트로피 항으로 대체하면 위 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MX m(s) → M(s ol)+mX( sol)

RT( ln a
s
M+m lna

s
X)-Δ fG

□
(MX m )=0

ln x
s
M=

Δ fG
□
(MXm )

RT
- ln γ

s
M-m ln a

s
X

ln x
s
M=- lnγ

s
M

lnx
s
M=-

ΔG fusion

RT
- ln γ

s
M=

-(ΔGfusion+Δ G 
xs( s)

M )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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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엔트로피와 엔탈피는 온도에 덜 의존하므로 용해도와 온도의 역수는 일반적으로 

직선관계를 나타낸다.

MXm이 금속간 화합물(intermetallic compound)을 형성하는 용해도가 매우 

낮아 aX가 거의 1의 값을 갖는다면 식(3.32)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3.36)

여기서, Δ fH
□
와 Δ fS

□
는 각각 온도 T에서 MXm의 표준 생성 엔탈피와 엔트

로피이다. 일반적으로, 액체 금속의 용매가 X이므로 기준 상태는 X에 대해서는 

액상이며 M에 대해서는 고상이 이용된다. H
*
M과 S

*
M은 식(3.35)의 엔탈피

와 엔트로피와 같은 의미이다. H
*
M는 금속간 화합물의 생성 엔탈피 값보다 작

으며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는 증가한다. 금속간 화합물과 액체 금속 용

액의 열역학 물성이 알려져 있다면 (3.32) 또는 (3.36)식으로 용해도를 계산할 수 

있다. 

2. 삼성분계

삼성분계에서 금속의 용해도는 다음의 평형식으로부터 시작한다.

(3.37)

여기서 MXmYn은 M, X, Y로 이루어진 액체 금속 용액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고

체상이다. 고체상의 화학식은 이성분계 용매계에서 역에서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액체상에 대한 금속 M의 용해도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3.38)

ln x
s
M=

-(ΔHfusion+ H 
xs( s)

M )

RT
+
ΔSfusion+ S 

xs( s)
M

R

lnx
s
M=

Δ fH
□
(MX m )- H

* ( s)
M

RT
-
Δ fS

□
(MX m )- S

* ( s)
M

R

MX mY n(s)=M(sol )+mX( sol)+nY( 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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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Δ fG
□
(MXmYn)은 MXmYn의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이다.

이성분계 액체 금속 용매에 대한 용해도를 추산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1) 두 용매 금속에 대한 M의 용해도, (2) 금속간 물질의 생

성 깁스 에너지, (3) 이성분 X-Y 액체 용매계에서 X와 Y의 활동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삼성분 금속간 물질의 존재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M-X와 M-Y의 이

성분계들의 조성과 구조를 고려한다. 만약 적어도 한 계에서 금속간 물질이 발견

되지 않는다면 삼성분 물질의 존재 가능성은 매우 낮다. 두 계에서 모두 금속간 

물질이 발견되고 금속간 물질의 구조가 비슷하다면 삼성분계 금속간 물질의 존

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식(3.38)의 우변 첫 항은 생성 깁스 에너지로부터 결정된다. 두 번째 항은 

다음과 같은 기하 평균 가정으로 추산될 수 있다.

(3.39)

위 식에서 x X와 x Y는 용매 금속들에서의 원자비이며 γ M,X와 γ M,Y는 두 순

수 용매에 대한 M의 활동도 계수이다. 수정항인 Λ은 단순히 0으로 가정할 수도 

있으며 다음과 같은 D.A.R.[15, 16] 표현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3.40)

위 식에서 Δmix G
xs
X-Y는 조성 x X와 x Y에서 용매 X-Y의 혼합 과잉 깁스 에

너지(excess Gibbs energy of mixing)이다.

M의 두 순수 용매 금속에 대한 활동도 계수는 용매 금속에 대한 M의 용

해도와 금속간 화합물의 생성 깁스 에너지로부터 계산된다.

(3.41)

ln x
s
M=

Δ fG
□
(MXmYn)

RT
- ln γ

s
M-m ln a

s
X-n ln a

s
Y

ln γ M=x X lnγ M,X+x Y lnγ M,Y+Λ

Λ=-
Δmix G

xs
X-Y

RT

ln γ M=
Δ fG

□
MX m

RT
- lnγ sat'dM -m ln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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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도가 낮은 경우 용매 금속의 활동도( a X)는 1로 놓을 수 있다. 순수 용매가 

평형상태의 고체상이라면 앞선 언급한 바와 같이 활동도 계수는 용해도의 역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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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전해환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산화물 형태의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시키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ACP,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을 개발하고 있다. 이 기술은 건식분말화, 전해환원, 금속용융과 염처리 

공정으로 이루어져있다. ACP 공정의 목적은 처분되거나 재활용되는 사용후핵연

료로의 부피를 저감시키고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하는 방사독성 및 열부하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펠렛 형태의 사용후핵연료는 공기 분위기 500 ℃의 건식분말

화 장치에서 산화되어 분말형태로 전환된다. 건식분말화 공정은 펠렛 형태의 사

용후핵연료를 분말형태로 바꿀 뿐만 아니라 I, Kr, Xe과 같은 휘발성 분열생성물

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넓은 표면적을 제공하는 분말형태의 사용후핵연

료는 다공성 세라믹 필터에 충전되어 전해환원 공정의 음극으로 사용된다. 금속

산화물의 산소 원소는 음극에서 이온 형태로 제거되어 용융염 전해조의 양극에

서 전자를 잃고 기체로 제거된다. 금속용융 공정에서는 전해환원 공정에서 회수

된 금속들에 잔류하고 있는 염을 휘발시켜 제거하고 금속 잉곳을 제조한다. 염처

리 공정에서는 폐용융염을 균일한 형태의 염 잉곳으로 고화시켜 재활용하기 용

이한 형태로 제조한다.

ACP에서 대부분의 화학반응은 전해환원 공정에서 발생하며, 따라서 고체상과 

액체상 사이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구성성분의 분배는 바로 전해환원 공정에서 발

생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 구성성분의 분배는 실험에 의해 명확하게 알 수 있으

나 실제 사용후핵연료 구성성분의 핵종이 많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확인되기 어

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전해환원 공정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이론적 접

근을 통해 개략적인 분배를 예측할 수 있으며 공정 조건 설정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실험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틀을 제시할 수 있다.

제 1 절 전해환원 공정 개요

ACP 공정의 전해환원 공정은 전해조의 셀 전위가 리튬을 금속으로 환원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임가된다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금속핵연료 주기 공정으로의 

적용을 위해 개발되었던 리튬 공정의 리튬환원공정과 리튬 회수공정의 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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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 있다. 전해환원 공정에서 사용하는 LiCl은 건식공정에서 자주 사용되

는 CaCl2에 비해 용융점이 낮으며 상당한 양의 Li2O를 (650 ℃에서 11.9 mol%, 

750 ℃에서 16.1 mol%) 용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채택되었다. 또한 용융 LiCl은 

Sr과 Cs 같은 고방열성 핵종을 금속전환체로부터 제거하는데 유용하다. 최근에

는 UO2[17], MOX[18]와 U3O8[19-21]을 사용하여 LiCl계에서 전해환원을 수행한 

결과들이 발표되었으며 전해환원 기술을 실험적으로 증명하 다.

ACP의 전해환원 공정은 고온 산화분위기의 LiCl-Li2O계에서 안정한 것으로 

나타난[22]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를 분말 용기로 사용한다. 또한 전해환원 공

정은 비소모성 전극인 백금을 양극으로 사용하며 전해환원을 위한 산화물 분말

과 금속 전도체 및 마그네시아 필터로 구성된 음극으로 사용한다. 전해환원조에 

존재하는 이온들은 마그네시아 필터의 기공을 통과하여 자유롭게 필터 내외를 

이동할 수 있으나 용융염에 불용성인 환원 금속 및 미환원 금속 산화물들은 필

터내에서 용융염으로 유출되지 않으며 용융염으로부터 회수된다.  산화물 분말에 

존재하는 산소 원자들은 음극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양극에서 기체로 산화되어 

전해조로부터 방출된다. 전해환원 반응기에서 발생하는 화학 및 전기화학 반응은 

다음과 같다.

음극 반응;

(4.1)

(4.2)

(4.3)

양극 반응;

(4.4)

위 반응 중 (4.1)과 (4.2)는 음극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며 두 반응의 합은 리

튬을 환원제로 사용하는 리튬환원 공정[23-26]의 반응과 동일하다. 음극에서 산

소를 이온으로 제거하는 금속산화물의 직접 환원 반응인 식(4.3)은 리튬 이온이 

전자를 받는 식(4.1)로 표현된 반응과 동시에 발생한다. 음극에 임가되는 전위가 

두 반응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경우 두 반응을 실제 공정에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리튬 이온이 전자를 받는 반응식 (4.1)이 고체 상태

인 M-O 결합을 끊고 산소를 이온 형태로 내보내는 반응식 (4.3) 보다 쉽게 발생

Li
+
+e

-
→Li

M xO y+2yLi→ xM+ yLi 2O

M xO y+2ye
-
→ xM+yO

2-

O
2-
→ 1/2O 2+2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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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해 셀에 가해진 전류가 모두 전극에서의 화학반응에 사용

된다면 반응 (4.1)에 의해 소비되는 리튬의 양만큼 반응 (4.2)에서 발생하므로 전

해환원 공정 동안 용융염에서의 Li2O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ACP 공정의 금

속 환원 공정은 다공성 마그네시아 필터를 사용하여 분말 형태의 금속 전환체가 

용융염으로 분산되는 것을 막아 금속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리튬 환원 공정과 비교하여 전해환원 공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전해환원 시스템은 리튬 환원 반응기와 리튬 회수 반응기로 사용되므로 리튬 

한원 공정에 비해 공정 장치의 수가 적다.

(2) 전해환원 공정의 구동력은 외부에서 임가되므로 전류 또는 전압을 조절하여 

안정적인 반응 속도 및 선택적 환원을 할 수 있다. 리튬 환원 공정에서는 리

튬 금속의 첨가에 의한 반응 구동력 조정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용융 LiCl

에 대한 리튬 금속의 용해도가 650 ℃에서 0.22 mol%로 낮아 리튬 금속은 

용융염 표면위에 떠 있게 된다. 따라서 반응 대상 물질과의 접촉을 위해서는 

기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3) 용융염 내의 산소 이온의 농도는 전해환원 시스템에서 일정한 값 또는 일정

한 범위에서 유지된다. 반면, 리튬 환원 공정에서는 반응 생성물인 Li2O가 발

생함에 따라 반응 진행에 의한 산소 이온의 농도의 증가를 필할 수 없게 된

다.

제 2 절 전해환원 공정 화학반응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의 전해환원 단계는 LiCl을 매질로하여 초기산

소이온의 농도를 높여주기 위하여 Li2O를 첨가하여 시작한다. 전해환원 공정은 

리튬환원 공정과 리튬회수 공정의 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해환원 

공정에서의 기초적인 화학반응은 리튬환원 공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리튬환원 공

정과 전해환원 공정의 화학반응은 공정 조건인 Li2O의 활동도 차이에 의해 다르

게 나타난다. 리튬환원 공정에서는 초기 금속 전환 반응기에 존재하는 화학종은 

금속산화물과 리튬 금속이며 리튬 금속에 의해 산화물들의 환원이 진행함에 따

라 Li2O의 농도가 증가한다. 반면, 전해환원 시스템에서는 금속산화물, 산화리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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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염화리튬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존재하며 리튬 금속은 전류가 전해조를 통과

함에 따라 생산된다. 따라서, 전해환원 공정에서의 고려 대상 화학반응은 다음과 

같다.

(4.5)

(4.6)

(4.7)

(4.8)

위에 나열된 반응에 더하여 LiMOx로 표현되는 복합 산화물 생성반응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복합산화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복합산

화물 생성 조건등 정략적인 데이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 언급

된 반응만을 고려하기로 하겠다.

금속 산화물은 금속 원소의 산화수에 따라 안정적으로 존재하거나 위의 네 반

응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반응에 참여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 구성성분인 금속 

산화물에 대해 위 반응의 깁스 반응에너지 변화를 문헌의 데이터를[27, 28] 이용

하여 650 ℃에서 계산하여 Table 4.1에서 4.3에 정리하 다. 표에서 보인 바와 같

이 몇몇 반응은 발생하지 않으며 몇몇 반응은 특정 Li2O 조건에서 발생한다. 반

응 (4.5)에서 (4.8)의 공통 생성물인 Li2O는 반응성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 변수이

다. Gibbs 반응에너지와 공정 변수와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각 반응에 대한 Li2O

의 활동도를 계산해야 하며 계산된 활동도는 표에 함께 기제 되었다. 

Table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라늄 산화물들은 Li2O의 활동도와 무관하게 

금속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U3O8의 경우 Li2O의 활동도가 0.166보다 낮으면 Li와 

LiCl과 반응하여 UCl3로 전환된다. UCl3가 생성되는 반응은 LiCl에 대한 UCl3의 

용해 성질에 의해 우라늄을 금속으로 회수하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이다. 

아메리슘의 경우 Am의 산화가가 4이고 Li2O의 활동도가 0.407 보다 낮으면 

UCl3를 생성시키는 반응과 동일한 반응에 의해 AmCl3로 전환된다. LiCl에 용해

되는 UCl3와 AmCl3의 회수에 관해서는 다음에 기술하도록 하겠다. Pu2O3는 악티

나이드 산화물 중에서 리튬 금속에 의해 환원시키기 가장 어려운 산화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건식분말화 공정에서 Pu2O3를 PuO2로 산화시키는 것이 전해환원 

공정에서 플루토늄을 금속으로 회수하기위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정한 형

태인 Pu2O3를 제외하고 우라늄과 TRU 산화물들은 금속으로 쉽게 전환되는 것을 

M xO y+2yLi → xM+ yLi 2O

M xO y+(2y-z)Li+ zLiCl → M xCl z+yLi 2O

M xO y+2yLiCl → M xCl 2y+yLi 2O

M xO y+2(y-z)LiCl → M xO zCl 2( y- z )+(y-z)Li 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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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 있으며 Li2O의 낮은 활동도 역에서의 U3O8과 AmO2의 염화물 전환 반응

을 제외하고는 우라늄과 TRU 산화물들의 염화물 전환 반응은 발생하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된다.

란타나이드 산화물 중 Eu 산화물들은 Table 4.2에서 보인 것과 같이 금속으

로 쉽게 전환된다. 다른 란타나이드를 금속으로 얻기 위해서는 Li2O의 활동도를 

10
-2
보다 낮게 유지해야한다. 그러므로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의 전해환

원 공정에서 Eu를 제외한 란타나이드들은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며 금속 전환체

와 함께 마그네시아 필터 내에서 회수된다. 란타나이드 산화물들의 염화물 전환 

반응 역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Table 4.2에 나타난 것과 같

이 PrO2, Sm2O3, TbO2의 염화물 전환 반응의 Li2O 활동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SmCl2, TbCl3, PrCl3는 산화물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는 알카리, 알카리토 금속 원소들은 LiCl에 용해되어 

Table 4.3에 표시한 것과 같이 염화물로 전환되어 금속 전환체로부터 쉽게 선택

적으로 제거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SrO와 LiCl사이의 반응에 대해 반응 자

유 에너지 변화는 양의 값으로 계산되는데 반해 Li2O의 활동도 계수가 1이라는 

것이다. 자유에너지로부터 계산되는 활동도 평형상수의 값은 0.48이다. 이것은 반

응 생성물인 SrCl2와 Li2O가 일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염화물들에 

대해 이상적인 거동과 일정한 Li2O 활동도 계수를 가정한다면 Li2O, SrCl2, LiCl

에 대해 각각 1.3591, 0.1618, 0.6764의 활동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활동도는 

1을 넘을 수 없으며 따라서 Li2O의 활동도는 1로 계산된 것이다. 이것은 Li2O의 

용해도 범위까지 SrO의 염화반응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4.3에 표

시된 다른 산화물들은 리튬 금속과 반응하여 U과 TRU와 함께 금속 전환체로 

쉽게 회수된다.

악티나이드 산화물과 란타나이드 산화물에 대해 반응 생성물들을 Li2O 활동도

에 따라 Figs. 4.1과 4.2에 각각 도시하 다. 각 그림에서 Li2O의 활동도 역 

10
-1
이상에 나타난 회색 막대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의 전해환원 공정

의 초기 Li2O 농도를 의미한다. 초기 Li2O의 조건은 3 wt%로 Li2O 포화 조건의 

활동도 계수가 농도에 대해 일정하다 가정하면 활동도 값으로 0.353로 계산된다. 

Figs. 4.1과 4.2의 회색 막대를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한 반응 생성물은 전해환원 

조건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Li2O의 초기 조건인 3 wt%는 플루토늄의 부반응[29]

을 억제하고 란타나이드들의 환원을 막기 위해 전해환원 공정에서 설정된 조건

이다. 초기 Li2O의 활동도는 전해환원과 연계 공정의 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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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조건이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에서는 전해환원 공정의 후

속 공정인 용융염 휘발 및 금속 전환체 용융 공정에서 란타나이드 산화물들을 

광재(dross)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설정 되었으며 따라서 란타나이드 

산화물들을 금속으로 전환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결정되었다. 전해환원 공정에서 

Li2O 농도는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공정 운전 동안 일정 범위에서 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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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전해환원 반응에서의 악티나이드 산화물들의 반응 Gibbs 에너지 변화 

및 Li2O 활동도

Reaction △rG
o* aLi2O Reaction △rG

o* aLi2O

U3O8+16Li→3U+8Li2O -107.0742 1 AmO2+4Li→Am+2Li2O -96.9479 1

U3O8+7Li+9LiCl→3UCl3+8Li2O 20.3502 0.1659 AmO2+Li+3LiCl→AmCl3+2Li2O 20.3091 0.4069

U4O9+18Li→4U+9Li2O -54.1543 1 Am2O3+6Li→2Am+3Li2O 10.6516 0.2496

U4O9+6Li+12LiCl→4UCl3+9Li2O 96.8672 3.963×10-4 Am2O3+6LiCl→2AmCl3+3Li2O 166.9942 5.894×10-6

UO2+4Li→U+2Li2O -14.7619 1 PuO2+4Li→Pu+2Li2O -37.1980 1

UO2+Li+3LiCl→UCl3+2Li2O 155.1373 3.599×10-6 PuO2+Li+3LiCl→PuCl3+2Li2O 86.5883 1.387×10-3

NpO2+4Li→Np+2Li2O -43.9893 1 PuO+2Li→Pu+Li2O 6.9734 0.4031

NpO2+Li+3LiCl→NpCl3+2Li2O 107.1502 2.325×10-4 Pu2O3+6Li→2Pu+3Li2O 44.5364 3.019×10-3

Pu2O3+6LiCl→2PuCl3+3Li2O 209.5849 2.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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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전해환원 반응에서의 란타나이드 산화물들의 반응 Gibbs 에너지 변화 

및 Li2O 활동도

Reaction △rG
o* aLi2O Reaction △rG

o* aLi2O

CeO2+Li+3LiCl→CeCl3+2Li2O 57.0886 1.793×10
-2
Nd2O3+6LiCl→2NdCl3+3Li2O 160.0302 1.016×10

-5

Ce2O3+6LiCl→2CeCl3+3Li2O 148.8436 2.436×10
-5
Nd2O3+2LiCl→2NdOCl+Li2O 73.3779 7.045×10

-5

Ce2O3+6Li→2Ce+3Li2O 34.0411 1.185×10-2 Nd2O3+6Li→2Nd+3Li2O 38.1568 6.933×10-3

Dy2O3+6LiCl→2DyCl3+3Li2O 212.0518 1.741×10-7 PrO2+Li+3LiCl→PrCl3+2Li2O -4.8942 1

Dy2O3+6Li→2Dy+3Li2O 52.7003 1.042×10
-8
Pr2O3+6LiCl→2PrCl3+3Li2O 149.9183 2.240×10

-5

Eu2O3+6LiCl→2EuCl3+3Li2O 181.1538 1.949×10
-6
Pr2O3+6Li→2Pr+3Li2O 36.9169 8.148×10

-3

Eu2O3+6Li→2Eu+3Li2O -18.0729 1 Sm2O3+2Li+4LiCl→2SmCl3+3Li2O 39.6764 0.1215

Eu2O3+2Li→2EuO+Li2O -56.5691 1 Sm2O3+6LiCl→2SmCl3+3Li2O 175.7777 2.966×10-6

EuO+2Li→Eu+3Li2O 1.1753 0.8580 Sm2O3+6Li→2Sm+3Li2O 40.6527 5.008×10
-3

Er2O3+6Li→2Er+3Li2O 65.6216 1.936×10
-4
Sc2O3+6Li→2Sc+3Li2O 68.0578 1.409×10

-4

Gd2O3+6LiCl→2GdCl3+3Li2O 189.0619 1.050×10-6 TbO2+Li+3LiCl→TbCl3+2Li2O 33.2965 0.1385

Gd2O3+2LiCl→2GdOCl+Li2O 129.7120 4.573×10-8 Tb2O3+6LiCl→2TbCl3+3Li2O 206.8649 2.611×10-7

Gd2O3+6Li→2Gd+3Li2O 43.1070 3.637×10
-3
Tb2O3+6Li→2Tb+3Li2O 55.9944 6.785×10

-4

Ho2O3+6Li→2Ho+3Li2O 60.4412 3.801×10
-4
Tm2O3+6Li→2Tm+3Li2O 58.3044 5.022×10

-4

La2O3+6LiCl→2LaCl3+3Li2O 135.5849 6.870×10-5 Y2O3+6LiCl→2YCl3+3Li2O 213.2158 1.589×10-7

La2O3+2LiCl→2LaOCl+Li2O 84.8404 1.583×10-5 Y2O3+6Li→2Y+3Li2O 68.2130 1.381×10-4

La2O3+6Li→2La+3Li2O 32.4307 1.462×10
-2
Yb2O3+6Li→2Yb+3Li2O 39.9044 5.521×10

-3

Lu2O3+6Li→2Lu+3Li2O 58.5249 4.879×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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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전해환원 반응에서의 기타 산화물들의 반응 Gibbs 에너지 변화 및 

Li2O 활동도

Reaction △rG
o* aLi2O Reaction △rG

o* aLi2O

BaO2+2Li+2LiCl→BaCl2+2Li2O -261.5983 1 NbO2+4Li→Nb+2Li2O -164.0194 1

BaO+2LiCl→BaCl2+Li2O -55.4906 1 NbO+2Li→Nb+2Li2O -141.7357 1

Cs2O+2LiCl→2CsCl+Li2O -294.6005 1 NiO+2Li→Ni+2Li2O -321.3322 1

Rb2O+2LiCl→2RbCl+Li2O -287.912 1 PdO+2Li→Pd+2Li2O -457.5456 1

RbO2+3Li+LiCl→RbCl+2Li2O -410.8964 1 Ru2O3+6Li→2Ru+3Li2O -483.0646 1

SrO+2LiCl→SrCl2+Li2O 5.6266 1 RuO2+4Li→Ru+2Li2O -402.2926 1

TeO2+6Lil→Li2Te+2Li2O -555.9615 1 Sb2O3+6Li→2Sb+3Li2O -322.6604 1

SnO2+4Li→Sn+2Li2O -282.8213 1

CdO+2Li→Cd+Li2O -311.735 1 SnO+2Li→Sn+Li2O -283.6903 1

MoO2+4Li→Mo+2Li2O -267.294 1 TcO2+4Li→Tc+2Li2O -343.7418 1

MoO3+6Li→Mo+3Li2O -306.4452 1 ZrO2+4Li→Zr+2Li2O -16.158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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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O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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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Reaction products of the actinide oxides with the Li2O activity(• 

Metal, ￭ Chloride, and ❙Initi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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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O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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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Reaction products of the lanthanide oxides with the Li2O activity(• 

Metal, ￭ Chloride, and ❙Initi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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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전해환원 공정 전기화학 반응

전해환원 공정은 리튬 환원 공정과 비교 했을 때 금속전환 반응기에 전기를 

임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사용후핵연료의 상간 분배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용해성 생성물들의 분해전위를 살펴보아야 한다. Table 4.1에서 4.3에 

나타난 반응 생성물 중 염화물들은 용융 LiCl에 용해성질을 갖고 있으며 음이온

과 양이온으로 해리한다. 용해성 염화물들은 용융염 상의 각 전극에서 Li2O와 경

쟁하며 금속과 염소 기체로 분해된다. 고방사성 고방열성 물질인 Cs과 Sr은 금

속 전환체의 방사성과 열부하를 낮추기 위하여 금속 전환체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Cs과 Sr의 염화물들의 분해 반응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Li2O의 활동도가 각각 0.166과 0.407 이하일 때 발생하는 UCl3와 

AmCl3의 분해 반응은 U과 Am 금속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바람직하다. 염화물

들의 분해 반응은 셀의 전위를 조절하여 발생시킬 수 있다.

분해전위는 각 반응에 대해 다음의 Nernst식을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4.9)

(4.10)

위 식에서 n은 반응에 필요한 전자의 수이며 F는 Faraday 상수이다. 식(4.10)에

서 변하지 않는 고체상의 활동도 계수는 1이며 염소 기체의 분압은 1로 가정 할 

수 있다. 실제로 염소 기체의 분압은 전해환원 셀에서 1 보다 낮으나 분해전위에 

대한 기체상의 향은 낮은 것으로 하여 분해전위를 계산 할 수 있다.

악티나이드와 란타나이드 염화물들의 분해전위를 활동도에 따라 Fig. 4.3에 나

타내었다. Fig. 4.4에서는 알카리 및 알카리토 금속 염화물들의 분해전위가 제시

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해환원 공정의 셀 전위는 CsCl과 SrCl2는 분해

시키지 않으며 UCl3와 AmCl3는 분해시키는 범위에서 결정되어야한다. Figs. 4.4

과 4.5로부터 판단하면 잠정적으로 셀 전위는 -2.8에서 -3.6V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금속 환원 반응은 리튬 금속 생성에서부터 시작하므로 셀 전위 결정을 

위해서는 Li2O의 분해 전위와 LiCl의 전해 창을 고려해야 한다.

Li2O의 분해전위는 식(4.10)의 염화물을 Li2O로 염소기체를 산소기체로 전환하

여 계산할 수 있다. Li2O의 분해전위는 Li2O의 활동도와 산소의 분압에 의존한

MCl x(LiCl)→M( s)+ x/2Cl 2(g)

E=-
ΔG

o

nF
-
RT
nF

ln
a MP

x/2
Cl 2

a MCl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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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해환원 셀에서 산소 기체의 분압은 Li2O가 분해됨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Fig. 4.5에 표시한 것과 같이 Li2O의 분해전위는 산소 기체의 분압 보다

는 Li2O의 활동도에 크게 의존한다. 염화물 전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금속 염

화물의 양은 많지 않지 때문에 용융염의 주된 구성 성분은 Li2O와 LiCl로 생각할 

수 있다. 용융염을 이성분계로 가정하면 한 성분의 활동도는 다른 구성 성분의 

조성에 의존하면 결과적으로 Fig. 4.6에 도시한 것과 같이 분해전위 역시 의존하

게 된다. Figs. 4.3에서 4.6을 종합하면 전해환원 반응에 임가되는 셀 전위는 -2.8

에서 -3.4V 범위이다. 이 범위에서 UCl3, AmCl3, Li2O는 분해되는 반면 CsCl, 

SrCl2와 LiCl은 용융염에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전해환원 공정에서 주된 두 공정 변수는 Li2O의 활동도와 셀 전위이다. 각각

은 화학 반응과 전기화학 반응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Fig. 4.6에 공정 운

전 조건을 종합하여 도시하 다. 그러나 더욱 정확한 공정 조건을 얻기 위해서는 

활동도 계수, 과전압, 확산 계수등 실험적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 36 -

MClx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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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Decomposition potentials of actinide and lanthanide chlor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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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Decomposition potentials of alkali and alkaline earth metal chlor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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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O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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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ACP 공정은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를 감소시키며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ACP 공정의 핵심 단위 공정인 전해 환원 공정은 건식

화학 기술에 기반하여 PWR에서 발생하는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해 환원 공정에서 발생하는 반응 생성물을 이

론적으로 고찰하 다. 전해 환원 공정에서는 화학적 반응과 전기화학적 반응이 

동시에 발생하며 우라늄, 초우란원소 및 귀금속족 원소들의 산화물들은 화학반응

에 의해 금속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우라늄과 아메리슘 산화물들은 U3O8과 

AmO2인 경우 Li2O의 활동도가 Table 4.1에 주어진 각각의 값들에 비해 낮은 값

으로 운전될 때 염화물로 전환될 수 있다. 만약 U3O8과 AmO2로부터 UCl3와 

AmCl3가 발생할 경우 용융염에 용해되는 염화물들은 전기분해 되어 우라늄과 

아메리슘을 금속으로 회수할 수 있다. 란타나이드 원소들의 이중산화물의 발생을 

생각하지 않을 경우 ACP 공정의 전해환원 공정의 초기 운전 조건에서 Eu은 금

속으로 회수되며 PrO2는 PrCl3로 전환될 것이 예상된다. Li2O 활동도의 초기 운

전 조건이 낮아지거나 운전중에 Li2O의 활동도가 감소할 경우 SmCl2와 TbCl3 

역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TbCl3와 PrCl3 전해셀의 전위를 조정하여 전

기분해 할 수 있다. SmCl2의 경우 용융 LiCl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범위

에서 셀 전위가 유지된다면 용융염에 용해되어 분해 반응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앞에 언급한 란타나이드 원소들을 제외한 란탄족 원소들의 산화물

은 환원되지 않으며 주조 공정에서 용재로 제거될 수 있다. 알카리 및 알카리토 

금속 원소들은 LiCl과 반응하여 염화물로 전화되어 용융염에 용해됨으로서 금속

전환체에서 선택적으로 분리되며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 분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의 계산에 의해 제시된 전해환원 공정 운정 조건은 Li2O의 활동도는 

0.166에서 0.353이며 셀 전위는 -2.8에서 -3.4 V이다. 이 조건에서 U3O8의 염화물 

전환은 발생하지 않으며 Am2O3는 리튬 금속과 반응하여 Am 금속으로 환원된

다. AmO2에서부터 반응하여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AmCl3는 제시된 셀 전위

에서 전해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ACP 공정의 핵심 공정인 전해환원 

공정을 중심으로 전공정인 건식분말화 공정과 후공정인 주조 공정에 대해 다음

과 같은 공정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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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해환원 공정에서 Pu2O3를 금속으로 전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건식분말화 

공정에서는 Pu2O3를 PuO2로 산화시키는 조건에서 운전해야한다.

2) 전해환원 공정에서 AmO2는 AmCl3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Am2O3는 

염화물 전환 반응에 안정하다. 따라서 건식분말화 공정에서는 Am2O3를 

AmO2로 산화시키지 않는 조건을 찾아야한다.

3) 전해환원 공정에서 발생하는 금속전환체의 방사독성과 열부하를 낮추고 금속

전환체의 상 균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조공정에서 란타나이드 산화물들

을 용재로 제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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