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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라늄 및 희토류(RE : rare-earth) 산화물의 황화반응에 대한 M-O2-S2 상태도 및 Gibbs 자유에너지 변화(∆Go)와 같은 열역학적

특성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우라늄 및 희토류 산화물의 혼합상에서 황화반응에 의해 희토류산화물만 희토류황화물로의 선택적 반

응이 가능한지를 조사하였다. 황화제로는 CS2가 적합하였는데, CS2는 다른 황화제보다 강한 황화제이며 반응온도를 낮출 수 있다.

CS2를 황화제로 이용하여 U2-O2-S2 및 RE-O2-S2의 상태도를 비교한 결과, UO2은 반응하여 UOS로 전환되며 희토류산화물은 반응

하여 희토류황화물이 되었다. 희토류산화물의 황화반응에 의한 ∆Go는 우라늄산화물의 ∆Go보다 낮았다. 따라서 희토류와 우라늄 산

화물 혼합상은 300~800oC에서의 황화반응 시에 평형상태에서 우라늄산황화물과 희토류황화물이 우선적으로 생성된다.

주제어 : 우라늄, 희토류, 산화물, 황화물, 황화반응

Abstract

In order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selective sulfidization of uranium and rare-earth(RE) oxides, an analysis on ther-

modynamic data, such as M-O2-S2 phase stability diagram and changes of Gibbs free energy for sulfidization of uranium and

rare-earth oxides were carried out. Comparing RE-O2-S2 with U-O2-S2 phase stability diagram at wide range of sulfur potential,

UO2 remains unreacted, while RE oxides are sulfidized. The Gibbs free energy change(∆Go) of sulfidization of RE oxides is

lower than that of uranium oxides. Thus, the selective formation of RE sulfides is possible during sulfidization of RE and ura-

nium oxides at lower temperature. CS2 was selected as a sulfidizing agent, because it is a stronger sulfidizing agent than other

agents and reacts at lowe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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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래형 핵연료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소에

서 타고난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위한 건식처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에는

이산화우라늄(UO2) 외에도 연소 중 핵분열로 생기는 여

러 핵분열생성물 원소들이 불순물로 함유되어 있다. 이

중 희토류 원소 (La, Ce, Pr, Nd, Pm, Sm, Eu, Gd

등, RE: rare earth)들은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전체 중성자 흡수량의 약 50% 정

도를 차지한다. 특히 핵분열생성물 중에서 Nd, Sm 및

Eu는 중성자 흡수능이 매우 높다1). 따라서 사용후핵연

료 재활용을 위한 건식처리를 통하여 제조된 핵연료내

에 희토류원소와 같은 핵분열생성물 함량이 높으면 핵

연료 연소시 중성자 흡수량이 매우 높게 되어 원자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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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핵연료의 연소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

므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에 있어 희토류 원소들을 분

리 제거한다면 핵분열물질의 에너지효율(Energy/kg)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반응성 기체를 이용하여 희

토류를 건식으로 제거하기 위한 상분리 방법으로는 현재

까지 고온산화처리법과 황화반응법이 연구되고 있다2,3).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 및 희토류의 산화물과 황화물에

대한 열역학적 특성 자료를 분석한 후에 우라늄과 희토

류 산화물의 혼합물로부터 희토류산화물만 희토류황화물

로 선택적 반응이 가능한지를 분석하여 희토류황화물 제

조, 분리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U-S2-O2 상태도 작성

U-S2-O2 

계 화합물의 열적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열역학적 데이터베이스인 HSC4) 및 Dewally와 Perrot

의 자료5)를 이용하여 U-S2-O2 상태도를 작성하였다.

UO2+x (0 ≤ x ≤ 1)는 황화반응에 의해서 산황화물인

UOS(uranium oxysulfide)가 먼저 생성된 다음에 US2+x

(−1 ≤ x ≤ 1)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그러나,

UO2+x와 US2+x의 중간 생성물인 UOS가 포함된 상태도를

작성할 수 있는 열역학적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UOS에

대한 Dewally와 Perrot의 Gibbs 자유에너지 변화(Go) 및

반응식 (1)을 사용하여 UO2+x-UOS 및 UOS-US2+x 상

경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G°를 구하여 Table 1에 나타

내었다. 

U + 1/2O2 + 1/2S2 = UOS, 

∆G° = −927174 + 172.38T(J) (1)

U-S2-O2 상태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Table 1에 나타

낸 각 반응에 대한 ∆Go값을 식(2)에 입력하여 일정 온

도 및 1 atm에서의 반응 평형상수를 구하였다. 식(3)은

반응식 (1)의 산소분압과 황분압의 관계식을 나타낸 것

으로, 평형상수를 반응 평형식(식(3))에 입력하여 산소

분압(log Po2) 및 황분압(log Ps2)의 관계식을 구하여

산소 및 황 분압에 따른 상 경계를 작성하였다. 이때

고체상인 αUOS 및 αU의 활동도를 1로 하였다. 

∆Go = −RTlnK = −2.303RTlogK (2)

(3)

Fig. 1은 산소 및 황 분압을 각각 −80 ~ +20 범위로

하여 300oC 및 800oC에서의 안정상을 비교하기 위한

U-S2-O2 상태도이다. UO2+x는 일정한 황분압에서 온도가

증가할 경우에 산화물로서의 안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산소분압이 보다 높아야 한다. 즉, 황분압이 높아지면

산소분압도 높아져야 UO2+x의 안정상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UOS도 일정한 황분압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안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소분압이 높아야

한다. US2+x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황분압이 높고,

산소분압이 높은 범위에서 안정상을 유지한다. 황화반응

은 산소분압을 낮게 유지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고온에

서는 황분압이 낮아도 UO2가 UOS 및 US2로 상변화가

쉽게 일어나게 된다. 저온에서 UO2는 넓은 범위의 황분

압 영역에서 안정한 상을 유지함을 보인다. 

3. RE-O2-S2 상태도 작성 

일정온도에서 황 및 산소 분압에 따른 희토류 및 우

라늄으로부터 희토류의 선택적 황화반응이 가능한 영역

을 분석하기 위해 희토류의 RE-O2-S2 상태도를 작성하

였다. RE-O2-S2 상태도는 열역학적 데이터베이스인

DATABASE MALT II8)를 이용하여 300oC~600oC 온

도범위에서 작성하였으며, 중성자 흡수능이 큰 Nd 및

Eu에 대하여 400 및 500oC에서의 RE-O2-S2 상태도를

Fig. 2 및 3에 각각 나타내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서 산황화물의 안정상 영역이 좁아지고, Nd2S3 및

K log  
α
UOS

α
U

Po2

1/2
Ps2

1/2
⋅ ⋅

--------------------------------------log 1/2logPo2– 1/2logPs2–= =

Fig. 1. Phase diagram of U-S2-O2 system; solid line : 300oC,

grey line and italic : 8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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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ibbs free energy change for sulfidization of uranium and rare earth oxide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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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3S4와 같은 황화물의 안정상 영역이 넓어진다. 일정

한 황분압에서 황화물은 높은 산소분압에서도 안정상을

유지한다. 동일한 온도에서 Nd와 Eu의 산화물 및 황화

물의 안정상을 비교하기 위해서 500oC에서 Nd-O2-S2

및 Eu-O2-S2를 함께 Fig. 4에 나타내었다. Nd 및 Eu

는 거의 동일한 황 및 산소 분압범위에서 산황화물 또

는 황화물(Nd2S3 및 Eu3S4)로 안정하게 존재한다. 따라

서, 황화반응 시에 일정한 온도 및 황분압을 유지하면

희토류산화물로부터 희토류황화물을 제조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4. 황화제 선정

반응성이 우수한 황화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황화제로

는 CS2 및 H2S로 하여 UO2와 Nd2O3의 황화반응 생

성물에 대한 Gibbs 자유에너지 변화(∆Go)를 열역학적

데이터베이스인 HSC를 이용해서 계산하여, 반응온도에

따른 ∆Go 변화를 Fig. 5에 나타내었다. 황화제인 CS2

는 H2S보다 각 반응물에 대해서 보다 낮은 Go 변화를

보인다. 이는, 황화물 생성반응에 있어 반응온도를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CS2에 의해 Nd2S3가 생성되

Fig. 2. Phase diagram of Nd-S2-O2 system at 400 and

500oC; dot line : 400oC, solid line : 500oC. 

Fig. 3. Phase diagram of Eu-S2-O2 system at 400 and

500oC; dot line : 400oC, solid line : 500oC. 

Fig. 4. Phase diagram comparing Nd-S2-O2 system with Eu-

S2-O system at 500oC. 

Fig. 5. Gibbs free energy change of UO2 and Nd2O3 in

terms of sulfidiz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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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응의 경우에는 ∆Go가 음의 값으로 황화반응이 자

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Sato 등3)이 CS2 및

H2S를 사용하여 UO2SO4를 반응시킨 결과에 의하면,

CS2의 경우에는 800oC에서 반응에 의해 UOS와 US2

가 생성됨을 보였고, H2S의 경우에는 1000oC에서

UOS 단일상이 생성됨을 보였다. 최근의 희토류황화물

제조에 관한 연구는 CS2를 사용하여 저온에서 수행하

고 있다9-11). 

HSC의 반응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Go 및 평형상수(

식(4))를 사용하여 CS2(1 atm)의 황 분압을 식(5)에 의해

서 구하였으며 이를 H2S의 황 분압과 함께 Table 2에

나타내었다. H2S는 동일한 온도에서 CS2에 비하여 낮은

황분압을 갖는다. 따라서 H2S는 반응온도를 높여야 황화

반응 생성물을 얻을 수 있게 된다. 

C(s) + S2(g) = CS2(g) 

(4)

(5)

CS2는 비점(46.2oC)이 낮은 액체이며 증기압(식 (6))

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급용기에서 CS2를 예열하면 황

분압을 조절할 수 있다. 

ln(Pvp) = A*ln(T) + B/T + C + D*T2 

( Pvp : kPa, T : K) (6)

여기서, A = −4.817221 , B = −4.563180*103, 

C = −46.19124, D = −4.829056*10−6

황화제로 사용되는 소듐 polysulfide (Na2Sn, n = 2~5)는

고체 분말로 온도에 따라서 S의 몰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융점이 낮아져(275oCn=2 251.8oCn=5) 액상이 되므로 액상-

고상 황화반응에 사용될 수 있으나 건식공정기술로는 부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황화제로 FeS 또는 FeS2와

기계적 에너지원으로는 볼밀 또는 attrition 밀을 이용하

여 기계적 방법으로 고상-고상 황화반응이 가능하나 Fe

등의 잔류물에 대한 처리 문제가 발생된다. 

우라늄산화물은 산화온도에 따라서 O/U비가 다양한

산화물이 생성되며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시에 출발물

질이 되고 있다. O/U비가 다른 UO2+x(x = 0, 0.25,

0.667)의 CS2와의 황화반응성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Table 1에 나타낸 열역학적 자료를 이용하여 UOS로

상 전환 시에 ∆Go 변화를 계산하였다. UO2의 UOS로

의 상 전환 시에 ∆Go 변화(반응식 (7))는 반응식 (8),

(9) 및 (10)으로 구하였다. 

UO2(s) + 1/2CS2(g) = UOS(s) + 1/2CO2(g), 

∆G° = −35383 + 1.55TlogT − 7.98T (7)

UO2(s) + 1/2S2(g) = UOS(s) + 1/2O2(g), 

∆G° = 155095 + 1.51T (8)

C(s) + S2(g) = CS2(g), 

∆G° = −11981 − 1.4TlogT + 4.33T (9)

C(s)+O2(g)=CO2(g), 

∆G°  = −392852 + 1.69TlogT − 14.65T (10)

U4O9의 UOS로의 상 전환 시에 ∆Go  변화(반응식

(11))는 반응식 (9), (10), (12), (13)로 구하였다. 

1/4U4O9(s) + 13/24CS2(g)

= UOS(s) + 13/24CO2(g) + 1/12SO2(g), 

 ∆G°  = −40085 + 1.67TlogT−17.19T (11)

1/4U4O9(s) + 1/2S2(g) = UOS(s) + 5/8O2(g), 

∆G° = 196358−12.97T (12)

1/2S2(g) + O2(g) = SO2(g), 

∆G° = −361657 + 72.73T (13)

U3O8의 UOS로의 상 전환 시에 ∆Go 변화(반응식

(14))는 반응식 (9), (10), (12), (13)로 구하였다. 

1/3U3O8(s) + 11/18CS2(g)

= UOS(s) + 11/18CO2(g) + 2/9SO2(g), 

∆G°  = −53723 + 18.9TlogT − 39.53T (14)

Kln
P
CS

2

ac P
S
2

⋅
--------------ln  

∆G
o

RT
----------,  (ac –  1)= = =

P
S
2

log  P
CS

2

log=
∆G

o

2.303RT
--------------------+

Table 2. Variation of sulfur potential of CS2 and H2S with

temperature4).

Temperature(oC)
log Ps2

CS2 H2S

400 −1.21 −3.14

500 −1.10 −2.55

600 −1,03 −2.09

700 −0.97 −1.73

800 −0.92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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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U3O8(s) + 1/2S2(g) = UOS(s) + 5/6O2(g),

∆G° = 259400 − 44.09T (15)

또한 UOS의 CS2와의 반응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서 US2로 상 전환 시에 ∆Go 변화(반응식 (16))를 반

응식 (9), (10), (17)로 계산하였다. 

UOS(s) + 1/2CS2(g) = US2(s) + 1/2CO2(g), 

∆G° = 84756 + 15.5TlogT − 20.36T  (16)

UOS(s) + 1/2S2(g) = US2(s) + 1/2O2(g),

∆G° = 275191−10.87T (17)

UO2+x(x = 0, 0.25, 0.667)의 UOS로의 상 전환 시에

온도에 따른 ∆Go 변화를 Fig. 6에 비교하여 나타내었

다. UO2+x는 모두 ∆Go가 음의 값으로 황화반응이 자

발적으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반응성 정도는 U3O8 >

U4O9 > UO2의 순서대로 보다 자발적으로 황화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 U-O2-S2 및 RE-O2-S2 안정상 비교

온도에 따라서 황화제로 CS2(g)를 이용하여 우라늄산

화물과 희토류산화물의 혼합상의 황화반응에 따른 반응

영역 및 예상되는 상(phase)을 비교하기 위해서 U-O2-

S2와 Nd-O2-S2 상태도, U-O2-S2와 Eu-O2-S2를 400oC

및 500oC에서 겹쳐 작성하였다(Fig. 7 및 8). 또한

1 atm의 압력에서 온도에 따른 CS2(g), CO2(g) 및 SO2(g)

의 평형선도를 함께 나타내었다. 

SO2(g)의 1 atm의 압력에서 출발물질이 U3O8인 및

U4O9이 1 atm의 CS2(g)와 반응할 경우에는 SO2(g)의 평형

선도를 따라서 UO2로 환원된 다음에 UOS 및 우라늄황

화물로 전환된다. 황화반응계에 주입되는 CS2는 상온에

서 액상으로 불화성의 질소 또는 알곤이 운반기체로 사

용된다. 따라서 반응계에서 산소는 UO2+x가 황화반응에

진행됨에 따라서 발생하게 된다. 이때 산소는 황(g) 또는

C(s)와 반응을 하게 되는데 SO2(g)보다 CO2(g)를 생성하

Fig. 6. Gibbs free energy change of UO2+x for sulfidization

with reaction temperature.

Fig. 7. Phase diagram comparing Nd-S2-O2 system with
U-S2-O2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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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소분압이 낮기 때문에 CO2(g)가 보다 우선적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UO2 및 RE2O3 혼합물의 황화반응에

의한 평형상태에서의 생성물은 CO2(g)와 CS2(g)의 평형

상태의 선이 만나는 지점에서의 화합물이 된다. 

Fig. 7 및 8에서 보듯이 열역학적으로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우라늄산화물 및 희토류산화물 혼합상에서 황화

반응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희토류만 황화물로 전환하기

위한 UO2 및 희토류황화물이 겹치는 영역이 없었다.

UO2 및 Nd2O3 혼합상에서는 온도와 무관하게 황화반응

에 의해 UOS와 Nd2S3가 생성되며 안정한 상으로 존재한

다(Fig. 7). UO2 및 Eu2O3 혼합상에서는 400oC에서는

UOS와 Eu2O2S가 500oC에서는 UOS와 Eu3S4 생성되어

안정한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Fig. 8). UO2 및 희토류산

화물 혼합상의 황화반응에 의해서 우라늄은 우라늄산황물

(UOS)와 희토류는 희토류황화물로만 전환이 가능하며 황

화반응 온도는 500oC가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6. 반응성 분석

 우라늄 및 희토류 산화물의 반응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황화제를 CS2로 하여, 반응생성물의 Gibbs 자유

에너지(∆Go)를 우라늄산화물은 열역학적 자료를 이용하

여 계산하였으며, 희토류산화물은 열역학적 데이터베이

스인 DATABASE MALT II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를 Fig. 9에 나타내었다. UO2 및 희토류산화물이 황화

반응에 의해서 우라늄 및 희토류 산황화물로 전환될 경

우에 ∆Go는 모두 음의 값으로,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UOS가 US2로 전환되는

경우에 ∆Go가 희토류산황화물이 희토류황화물로 전환

될 때 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희토류만 완전히 황화물

로의 황화반응이 가능함을 보인다. 희토류산황화물이

희토류황화물로 전환될 경우에는 Pr2O2S가 Pr2S3,

Eu2O2S가 Eu3S4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Go

가 음의 값으로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남을 알 수 있

다. 반면에 UOS의 경우에는 US2로 전환될 경우에는

∆Go가 양의 값으로 반응이 자발적으로는 일어나지 않

는다. 

7. 결 론

우라늄 및 희토류(RE : rare-earth) 산화물의 황화반

응에 대한 M-O2-S2 상태도 및 Gibbs 자유에너지 변화

(∆Go)와 같은 열역학적 특성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우

라늄 및 희토류 산화물의 혼합상에서 황화반응에 의해

희토류산화물만 희토류황화물로의 선택적 반응이 가능

한지를 조사하였다. 황화제로는 CS2가 적합하였는데,

CS2는 다른 황화제보다 강한 황화제이며 반응온도를 낮

출 수 있다. CS2를 황화제로 이용하여 U2-O2-S2 및

RE-O2-S2의 상태도를 비교한 결과, UO2은 반응하여

UOS로 전환되며 희토류산화물은 반응하여 희토류황화

물이 되었다. 희토류산화물의 황화반응에 의한 ∆Go는

우라늄산화물의 ∆Go보다 낮았다. 따라서 희토류와 우라

Fig. 8. Phase diagram comparing Eu-S2-O2 system with U-

S2-O2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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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 산화물 혼합상의 300~800oC에서의 황화반응 시에

평형상태에서 황화물이 되는 순서는 Gd2O3, Lu2O3,

La2O3→ Re2S3, UO2→ UOS, 나머지 Re2O3→ Re2S3

및 Re3S4, 그리고 UOS→ US2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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