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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oprocessing has been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resolving the current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issue and en-
hancing the recycle of valuable resources. An electrolytic reduction of the pyroprocessing is a process to reduce oxides into 
metals using LiCl as an electrolyte and requires a post-treatment process due to the inclusion of residual salt in porous metal 
products. A vacuum distillation has been adopted for various molten salt systems and could be applied to the post-treatment 
process of the electrolytic reduction. The residual salt in the metal products includes LiCl, alkali chlorides, and alkaline 
earth chlorides. In this paper, vapor pressures of chlorides have been estimated and the composition changes on the residual 
liquid during the vacuum distillation process have been calculated. A model combining a material balance and vapor-liquid 
equilibrium relations has been proposed under a constant vapor discharging flow rate and liquid composition changes have 
been calculated using the vapor pressures with respect to a dimensionless time. The behaviors have been compared with 
temperature and molten salt composition changes to simulate the process condition variation. The distillation of the residual 
salt has been dominated by LiCl which is the main component of the salt and CsCl of which vapor pressure is higher than 
that of LiCl would be readily removed. RbCl exhibits similar vapor pressure with LiCl and maintains its composition. How-
ever, SrCl2 and BaCl2 of which vapor pressures are much lower than that of LiCl are concentrated with time and expected 
to be possibly precipitated during the distillation when the initial compositions are increased.

파이로 공정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이슈 해결과 유용자원 재활용 제고의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파이로 공정 중 전해환원 

공정은 LiCl을 전해질로 사용하여 산화물을 금속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으로 금속 전환체에 잔류염이 포함되므로 후속 공정이 

요구된다. 진공 증류 공정은 다양한 용융염계에서 적용되어 왔으며 금속 전환체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전해환원 금속 전환

체 잔류염은 LiCl과 알카리 및 알카리토 금속 염화물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염화물들의 증기압을 추산하여 진공 증

류 공정에서 잔류 액체의 조성변화를 계산하였다. 증류된 기체가 일정하게 제거되는 조건에서 물질수지와 기-액 평형식을 결

합한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증기압을 이용하여 무차원 시간에 대한 액체 조성 변화를 계산하였다. 공정 조건 변화 모사를 위

해 온도와 용융염 조성을 변화시켜 거동을 비교하였다. 잔류염의 증류는 주성분인 LiCl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LiCl 보다 증기

압이 높은 CsCl은 쉽게 제거될 것이 예상되었다. 증기압이 유사한 RbCl은 LiCl과 일정한 조성이 유지되었다. 반면 증기압이 

낮은 SrCl2와 BaCl2는 시간에 따라 농축되며 초기 조성이 높은 경우 증류 과정에서 석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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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속적인 원자력 발전의 결과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는 직접처분 대상으로 여겨지기에는 잔존하고 있는 유용한 

자원들의 가치가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가치

를 인정하고 존재하는 자원들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공정 개발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1,2]. 이 중, 가장 높

은 기술적 성숙도를 보이고 있으며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

는 PUREX 공정은 대표적인 습식공정이다. PUREX를 포함한 

여러 습식공정들은 비혼합 액체-액체 상들 사이에서 사용후

핵연료 구성성분들의 분배차를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발

전되어 왔으며 다단계 과정을 거쳐 핵종들을 각각의 특성에 

따라 분리 회수한다. 

최근에는 습식공정들과는 달리 전기화학적 반응을 이용

하여 사용후핵연료 내의 핵종들을 분리하는 파이로 공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파이로 공정은 대표적인 건식공정으

로, 공정 매질로는 고온 용융염이 사용된다. 파이로 공정은 

습식공정에 비해 공정이 단순하며 순수한 Pu을 분리하지 않

아 핵확산 저항성이 증대된 공정으로 인정받고 있다. 초창기

에는 금속 형태의 고속로 핵연료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환원 공정의 도입으로 산화물 연료를 사용하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도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3-5].

한국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파이로 공정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수로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목적으로 파이로 공정의 기본 개념을 확립하는 한편 

고속로 핵연료 주기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6-8]. 제안된 

파이로 공정은 전기화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산화물 사

용후핵연료의 전해환원, 환원된 금속의 전해정련, 용해된 금

속 이온들의 전해제련의 세 공정들을 중심으로 각 공정들의 

전처리 및 후처리 공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화학적 원리

가 적용되는 전해환원, 전해정련, 전해제련 공정들은 모두 

전해질로 용융염을 사용한다. 상들 사이의 접촉 측면에서 공

정들을 분류하면 이들 공정 중에서 액체 음극을 사용하는 전

해제련 공정은 액체-액체 접촉이 발생하며 전해환원과 전해

정련 공정은 고체-액체 접촉이 핵종 분리에 관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된 세 전기화학 공정의 후처리 공정에서

는 특성에 따라 액체-액체 분리 또는 고체-액체 분리 공정이 

필요하게 된다.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하는 파이로 공정 흐름

에서 전기화학 공정의 첫 단계는 산화물을 금속으로 전환시

키는 전해환원 공정이다[9-11]. 전해환원 공정은 LiCl 용융염

을 전해질로 사용하여 산화물 형태의 사용후핵연료 구성 성

분들 중 용융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들로부터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산소를 제거하여 금속 환원체를 얻는 공정이다. 일

반적인 전해 공정과 다른 특징으로 전해환원 공정에서는 산

화물 자체가 음극으로 사용되어 환원 반응기 역할을 하게 된

다. 이 과정에서 금속 환원체는 외형적으로는 환원 이전의 

산화물과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로부터 빠져

나간 산소에 의해 다공성 성질을 지니게 되고 매질로 사용된 

용융염은 이러한 기공에 침투되어 회수된 금속 환원체에 포

함된다. 후속 공정인 전해정련 공정은 용융염으로 LiCl-KCl 

공융염을 사용하므로 전해환원에서 얻어진 금속 환원체에 

포함된 LiCl이 제거되지 않고 전해정련 공정에 도입된다면 

공융염 조성을 변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전해환원 공정에

는 후처리 공정으로 LiCl 제거 공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전해정련, 전해제련과 같은 파이로 공정의 여러 후처

리 과정에 감압 진공 증류 방법이 응용되고 있으며 용융염[12] 

또는 액체 금속[13, 14]을 금속 생산물 또는 침전물[15-17]로부

터 분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전

해환원 공정의 후처리 공정도 이와 같은 진공 증류 방법이 적

용가능하다. 최근에는 실험적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전해

환원 매질인 LiCl의 증류 장치가 개발되어 ＜100 mTorr, 900℃ 

조건에서 분말형상으로 LiCl을 회수한 결과가 발표되었다[18].

진공 증류 방법으로 전해환원 후 생산되는 금속 전환체

에서 잔류염을 제거하는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해환

원 공정 조건을 고려해야한다. 사용후핵연료 내의 핵종 중 일

부는 매질인 LiCl에 쉽게 용해되어 금속 전환체 잔류염에 포

함되므로 실제로 증류되는 염은 LiCl 단일 물질이 아닌 혼합

물이 된다. 혼합물의 증류는 각 물질의 증기압에 따라 기-액 

분리가 발생되므로 증류 공정의 조건에 따라 증발되거나 또

는 잔류하게 되는 염의 조성이 변화 된다. 따라서, 파이로 공

정 전체에서 물질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금속 전환체의 잔

류염 증발에서 혼합물의 증발 거동을 이해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이와 같은 공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다성분 증류

의 기-액 평형 조건 하에서 공정 조건에 따른 LiCl과 이에 용

해된 염화물들의 조성 변화를 계산하였다. 먼저 LiCl에 용해

되는 핵종들을 열역학적으로 선정한 후 이들의 증기압을 이

용하여 다양한 진공 증류 조건에서 조성 변화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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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염화물 특성

2.1 산화물의 염화 용해

산화물 사용후핵연료가 전해환원 반응기에 도입되면 전

해질인 LiCl에 대해 용해성 물질들은 녹아나오게 된다. 용해

되지 않는 산화물 중 일부는 인가된 전류에 의해 생성된 Li 

금속과의 반응(식 (1)과 (2)) 또는 직접 전해환원 되어(식(3)) 

금속으로 전환된다. Li에 대해 안정적인 산화물들 또는 Li 분

해전위 보다 높은 분해전위를 갖는 산화물들은 전해환원 반

응에 참여하지 않고 산화물로 존재하게 된다.

(1)

(2) 

(3)

어떤 산화물들이 용해되고, 어떤 산화물들이 환원되며 

어떤 산화물들이 안정적인지는 열역학적 계산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19] 일반적으로 알카리, 알카리토 금속 산화물들

은 LiCl에 용해되고 악티나이드와 귀금속류 산화물들은 금

속으로 환원되며 희토류 산화물들은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LiCl에 용해되는 반응은 식(4)와 같이 표현된다. 금속 산

화물은 LiCl과 반응하여 염화물로 전환되며 LiCl에 용해되어 

다성분 염화물 용융염을 형성하고 생성된 Li2O는 이온화 되

어 식(1)과 같이 전해환원 반응에 참여하게 된다.

(4)

사용후핵연료 내 산화물 중 식(4)와 같이 LiCl과 반응하

는 알카리 및 알카리토 금속 산화물로는 BaO, Cs2O, Rb2O 

및 SrO가 있으며 이들과 LiCl과의 반응 Gibbs 에너지 변화는 

Fig. 1과 같다. LiCl과 반응 Gibbs 에너지 변화가 큰 음의 값

을 갖는 알카리 금속 산화물들인 Cs2O와 Rb2O는 LiCl과 쉽

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카리토 금속 산화물 역시 

LiCl과 반응으로 염화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하게, SrO의 경우 반응 Gibbs 에너지가 630℃ 이상에서 

양의 값은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값 자체가 20 kJ/g-mol O 

정도의 비교적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식(4)와 같은 반응

에서 과량의 LiCl이 도입되는 전해환원 공정에서는 반응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대부분의 SrO는 염화물로 전환될 것

이 예상된다[19].

2.2 염화물의 증기압

전해환원 공정 후 용융염에 잔류하게 되는 염화물들은 

매질로 사용된 LiCl과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용해되어 나온 

RbCl, CsCl, BaCl2, SrCl2이다. 이들은 전해환원된 금속전환

체와 함께 진공 증류 공정에 도입되므로 이들의 증기압은 증

류 공정의 주요 물성이 된다.

증기압은 온도의 함수로 일반적으로는 상관관계식으로 

표현된다. 알카리 금속 염화물들의 상관관계식은 식(5)와 같

이 문헌[20]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계수들은 순수한 물질의 

용융점(Tm)과 함께 Table 1에 정리되었다.

Fig. 1. Reaction Gibbs energy changes of alkali and alkaline earth 
oxides with LiCl.

Table 1. Temperature coefficients for vapor pressure

Substance A B C Tm [K] Remark

LiCl -10,760 -4.02 22.30 883 [20]

CsCl -9,815 -3.52 20.38 918 [20]

RbCl -10,300 -3.0 18.77 990 [20]

BaCl2 -18,810 -6.12 31.70 1,233 This work

SrCl2 -18,890 -5.60 29.72 1,147 T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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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식에서 온도는 절대온도 단위를 사용한다. 알카리 금

속 염화물과 달리 알카리토 금속 염화물에 대해서는 증기압

의 계수를 보여주는 문헌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증기압 관계식을 얻기 위해 열역학적 해석 방법을 적

용하였다.

열역학적으로 증기압을 계산하는 방법은 순수한 성분의 

증발을 다음과 같은 반응식으로 다루는 것이다.

(6)

위 반응의 평형상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며 순수한 액

체 염화물의 활동도는 1이므로 평형상수는 순수한 기체의 증

기압과 같게 된다.

(7)

평형상수 K는 식(6)의 반응 Gibbs 에너지 변화로부터 얻

을 수 있으므로 온도에 따른 순수한 액체와 기체의 Gibbs 에

너지 자료가 있다면 식(7)로부터 증기압을 계산할 수 있다.

증기압이 알려지지 않은 염화물인 BaCl2, SrCl2에 대한 

Gibbs 에너지는 문헌[21]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

여 계산된 증기압 데이터를 식(5)로 표현된 LiCl, CsCl, RbCl 

상관관계식 결과와 함께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에서 LiCl

과 RbCl의 증기압은 매우 유사하여 온도 범위 내에서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도시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알카리 금속 염

화물의 증기압이 알카리토 금속 염화물에 비해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수식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Gibbs 에너지

를 이용하여 얻은 알카리토 금속 염화물의 증기압 자료를 식

(5)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식(5)에 맞춰 알

카리토 금속 염화물의 증기압을 회귀분석하였으며 이를 통

해 얻은 온도 계수를 Table 1에 함께 표시하였다.

3. 염화물 증류 거동 분석

3.1 순수 성분 및 이성분계 상평형도

Table 1에서 보인 것과 같이 용융점이 높은 순수한 BaCl2

는 진공 증류 조건으로 설정된 900℃[18]에서 고체로 존재하

게 된다. 그러나 용융된 LiCl에 용해되어 있는 경우 낮은 공융

점 형성에 의해 이성분계에서는 순수한 물질의 용융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액체로 존재할 수 있으며 진공 조건에서 기체

로 상변화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는 상평형도를 이해해야한다.

Fig. 3 (a)는 물질 a와 b로 표시된 두 순수성분의 P-T 상

도를 보여준다. Fig. 3 (a)의 ta, tb는 각각 a, b의 삼중점을 

의미하며 ca, cb는 각 물질의 임계점을 나타낸다. sa-ta선과 

sb-tb선은 각각 a, b의 고-액 상평형 선이며 ca-ta선과 cb-tb선

은 각 물질의 기-액 상평형 선을 의미한다. 일정한 압력 P1

에서 상평형 선과 만나는 온도는 낮은 온도부터 Tm1,a, Tm1,b, 

Tb1,a, Tb1,b로 그림에 표시하였으며 이들은 각각 a의 용융점

(melting point), b의 용융점, a의 기화점(boiling point), b

의 기화점을 의미한다. 압력이 P2로 낮아지면 이 온도들 역

시 변화하여 각각 Tm2,a, Tm2,b, Tb2,a, Tb2,b로 움직이게 된다. 이 

때, 압력에 의한 상평형 온도의 변화는 다음의 Clapeyron 식

에 의존한다.

(8)

Fig. 2. Calculated vapor pressure of chlorides: lines by Eq. (5) and 
symbols by Eq.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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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ΔHαβ와 ΔVαβ는 각각 α상과 β상 사이의 상변

화에 따른 엔탈피 변화와 부피 변화를 나타낸다. 고-액 상변

화의 경우 두 상 사이의 부피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ΔVαβ

는 작은 값을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식(8)에서 dPs/dT의 값

은 커지고 Fig. 3 (a)의 sa-ta 선과 같이 상변화 선도는 수직에 

가깝게 된다. 따라서 압력 변화에 따른 용융점의 변화는 크

지 않아 Tm1,a ≒ Tm2,a, Tm1,b ≒ Tm2,b의 관계를 갖게 된다. 반

면 기-액 상변화에서는 두 상의 부피변화가 크므로 압력 강하

에 따라 기화점이 낮아지게 된다.

Fig. 3 (b)는 a, b 두 성분으로 구성된 이성분계 상평형

도를 보여주고 있다. 우측과 좌측 끝에 표시한 온도는 Fig. 3 

(a)에서 정의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성분계 고-액 상

평형(SLE)이 Fig. 3 (b)의 E점과 같이 공융점을 갖는 시스템

에서, F로 표시된 조건의 온도는 압력이 P1일 때 b의 용융점

인 Tm1,b보다 낮으나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압력이 P2로 

낮아지면 순수성분들의 기화점이 낮아져 기-액 상평형(VLE) 

영역이 낮은 온도로 이동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F점

은 기-액 상평형 영역에 들어오게 되어 기상 V와 액상 L로 상

분리, 즉, 증류된다.

이와 같은 상평형도 해석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 염화물

계에 적용된다. BaCl2와 SrCl2는 LiCl과 각각 514℃, 492℃에

서 공융점을 갖는 이성분계를 형성한다[22]. 따라서, 증류 온

도인 900℃가 BaCl2의 융점보다 낮지만 Fig. 3 (b)의 F점과 

같이 감압 조건에서는 증류가 가능하게 된다.

3.2 다성분 증류 모델

용융염 증류 공정은 생성된 기상을 지속적으로 제거하

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장치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잔류하는 액상의 조성에 관심을 두고 모델을 개발하

였다. 시간에 따른 조성 변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다성분 증

류 현상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동적 물질수지에서 시작해

야한다. 액상과 기상의 몰수를 각각 L, V라 하고 액상과 기상

에서 i물질의 몰조성을 각각 xi, yi라 정의한다면 증류시스템

의 총괄 몰수지와 i물질의 몰수지의 미분식들은 다음과 같다.

(9)

(10)

위 식들에서 시스템에서 제거되는 시간당 기체 몰유량을 

나타낸다. 위두식 들을 결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시간

에 따른 액상의 조성변화를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얻을 수 있다.

(11)

Fig. 3. Phase diagrams of (a) two pure substances (a and b) and (b) a binary system of a and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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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에서 다음 식(12)로 정의되는 초기 액체 몰수

(L0)에 대한 증류된 기체의 몰수 비 θ는 식(11)에 대입되어 

정리된 식(13)에서 무차원 시간으로 사용된다.

(12)

(13)

한편, 잔류하는 액상과 제거되는 기상이 평형상태에 있

게 되면 xi와 yi는 다음의 상평형관계식을 만족시켜야 한다.

(14)

위 식에서 Øi와 γi는 각각 퓨게시티 계수와 활동도 계수

를 나타낸다. 퓨게시티 계수는 온도와 압력, 기체 조성의 함

수이나 본 연구의 대상인 감압 증류 공정과 같이 저압 시스템

에서는 기상이 이상기체 거동을 보이므로 1로 설정할 수 있

다. 액체의 비이상성을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도 계수는 

용융 염화물계에서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혼합물의 기-액 

상평형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본 연구에는 염화물들의 

화학적 유사성에 의해 이상용액으로 가정하여 이 역시 1로 

설정하였다.

다성분 기-액 분리 해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

법은 가장 휘발되지 않는, 즉 증기압이 가장 낮은, 물질을 기

준으로 정의된 상대휘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상대휘발도 

 는 다음 식(15)과 같이 정의되며 이를 이용하면 기상의 조

성은 식(16)로 정리된다.

(15)

(16)

식(15)에서 하첨자 H는 가장 휘발도가 낮은 물질을 의미

한다. 휘발도인 yi/xi는 식(14)으로부터 주어진 온도에서 압

력과 증기압에서 계산된다. 본 연구의 대상 염화물 중에는 

Fig. 2에서 보인 것과 같이 SrCl2의 증기압이 가장 낮아 이를 

기준으로 상대휘발도가 계산된다. 상대휘발도는 온도의 함

수로 SrCl2를 제외한 4개의 염화물에 대한 상대휘발도는 Fig. 4

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Table 1의 증

기압 계수를 융점 이하로 연장하여 사용하였다.

증기압이 비슷한 LiCl과 RbCl은 Fig. 4의 상대휘발도 역시 

겹쳐 보이며 전체적으로 알카리 금속 염화물들의 상대휘발도

가 알카리토 금속 염화물에 비해 세 자리이상 크게 나타났다.

3.3 전해환원체 잔류염 증류 계산

3.3.1 공정 조건

사용후핵연료의 조성은 연료의 농축도, 연소도 및 냉각기

간에 따라 변화한다. ORIGEN II는 다양한 조건에서 사용후

핵연료 특성 계산에 사용되는 코드로 이를 이용하여 계산된, 

농축도 4.5%, 연소도 55,000 MWd/tU, 냉각기간 10 년에서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는 Cs, Rb, Sr, Ba의 질량분율

은 각각 4.074×10-3, 0.560×10-3, 1.231×10-3, 3.046×10-3이다.

전해환원에 도입된 사용후핵연료와 매질로 사용되는 

LiCl의 질량비는 공정 변수로 공정 조건에 맞춰 변경시킬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질량비로 5배의 LiCl이 사용되는 것으

로 산정하였다. 또 다른 운전 변수는 용융된 LiCl에서 수행되

는 전해환원 횟수이다. 동일한 염에서 수회의 전해환원 공정

이 운전되면 LiCl에 알카리 금속과 알카리토 금속 원소들의 

조성은 점점 높아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변화

를 추산하기 위해 1, 10, 20회를 기준 시나리오로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설정된 공정 변수를 기준으로 증류 대상이 되

Fig. 4. Relative volatilities of chlorides with respect to SrC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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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잔류염의 조성이 추산되며 Table 2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

을 수행하였다. 증류 온도, 압력 역시 중요한 계산 변수들이

며 Table 2에 설정된 증류 온도와 압력을 함께 나타내었다. 

Case 1의 경우 온도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3가지 온도에서 

계산을 수행하였다.

3.3.2 계산 결과

Case 1의 공정 조건에서 계산된 무차원 시간(또는 증류

비)에 따른 액상의 조성변화를 Fig. 5에 표시하였다. 전체적

으로 주요 성분인 LiCl에 비해 높은 증기압을 보이는 CsCl은 

시간에 따라 액상의 조성이 낮아진다. 이는 높은 증기압에 

따라 증류되는 기체 내에 높은 조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LiCl과 유사한 증기압을 보이는 RbCl은 거의 일정한 조성으

로 계산되었다. 이는 휘발되는 LiCl과 유사한 비로 기상으로 

상변화되기 때문이다. 반면, BaCl2와 SrCl2는 시간에 따라 액

상에 농축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Fig. 5는 온도에 대한 영향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700에

서 1100℃에 이르는 온도 범위에서 전체적인 거동 변화는 유

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Fig. 4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온도 증

가에 따라 상대 휘발도가 감소되고 이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질의 휘발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Case 1의 경우 LiCl 

외 다른 염화물의 조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

이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CsCl의 경우 최종 조성이 온도 

700, 900, 1100℃에서 각각 2.25×10-9, 1,31×10-7, 1.10×10-6으

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잔류하는 액상과 증발되는 기상의 조성으로 x-y 도표를 

구성하여 Fig. 6에 각 염화물에 대한 결과를 도시하였다. 동

일한 액상 조성을 기준으로 BaCl2와 SrCl2는 온도에 따라 기상
Fig. 5. Liquid composition changes with dimensionless time for 

Case 1: top 700oC, middle 900oC, and bottom 1100oC.

Table 2. Calculation basis for salt distillation

Salt composition basis Distillation condition

AM, AEM weight 
fraction in SF*

SF:LiCl by 
weight

LiCl usage 
(times)

Temperature 
(oC)

Pressure 
(mTorr)

Case 1
Cs: 4.074×10-3

Rb: 0.560×10-3 
Sr: 1.231×10-3 
Ba: 3.046×10-3

1:5

1 700, 900, 1100

100Case 2 10 900

Case 3 20 900

*AM: alkali metal, AEM: alkaline earth metal, and SF: Spent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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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성이 증가하는 반면 CsCl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RbCl은 LiCl과 유사한 증기압의 결과로 초기 조성과 최종 

조성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Fig. 6에서 시간에 

따라 CsCl과 RbCl은 액상의 조성이 낮아지는 방향 즉,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조성이 변화하며 SrCl2와 BaCl2는 액상의 조

성이 증가하도록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조성이 변화한다.

동일한 용융염을 이용하여 수회 전해환원 공정을 진행하

면 용해성 물질들은 반복되는 공정의 결과로 용융염에서의 

조성이 증가하게 된다. 전해환원 공정의 또 다른 후속공정인 

폐용융염 공정은 일정 횟수의 전해환원 공정이 수행된 후 용

융염 내에 존재하는 알카리 및 알카리토 금속 물질들을 제거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잔류염 증류 공정에 도입되

는 금속 전환체 역시 수회 전해환원 된 염을 포함 할 수 있다. 

동일한 염에서 1, 10, 20회 전해환원이 수행된 경우를 산정하여 

동일한 온도인 900℃에서 계산된 잔류염 조성 결과를 Fig. 7

에 비교하여 도시하였다. 전체적인 거동은 모든 경우 유사하

게 나타나 SrCl2와 BaCl2는 농축되고 다른 염화물들은 증류

되어 제거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Table 3에 수치

로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과 같이 SrCl2와 BaCl2의 최종 조성

은 Case 2와 Case 3에서 크게 증가하여 Case 3에서는 LiCl의 

조성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Fig. 

3 (b)의 F 점이 SLE 영역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에 대

한 계산은 다성분 계에서 SrCl2 및 BaCl2의 용해도 자료가 필

요하여 현재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경

향, 즉 반복되는 전해환원에 의해 알카리토 금속들이 LiCl에 

축적되어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류 과정에서 기체로 제거되

Fig. 6. x-y diagrams during distillation for Case 1: (a) CsCl, (b) RbCl, (c) SrCl2, and (d) BaCl2.

(a) 

(c)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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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석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파악할 수 있다.

4. 결 론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와 활용을 제고시키는 한편 핵확산

저항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파이로 공정은 초창

기 금속 연료를 대상으로 시작되어 전해환원 공정의 도입으

로 산화물 연료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국내에서는 산화물 연

료의 처리와 미래 원전인 고속로 핵연료주기와의 연계를 위

해 파이로 공정이 채택되어 단위 공정들이 개발되고 있다.

산화물 연료를 대상으로하는 파이로 공정에서 산화물을 

금속으로 전환시키는 전해환원 공정은 LiCl을 전해질로 사용

하여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금속 환원체를 생산한다. 이 과정

에서 LiCl에 용해되는 알카리 및 알카리토 금속 물질들은 금

속 환원체의 공극에 포함되어 후처리 공정에서 처리된다. 잔

류염을 제거하는 금속 환원체의 후처리 공정으로는 진공 증

류 공정이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 환원체의 진공 증류 공정 해석을 위

해 다양한 염화물이 포함된 용융염의 다성분 증류에 대한 계

산을 수행하였다. 염화물들의 증기압 계산을 위해 일부 염

화물들은 열역학적 관계식을 이용하였으며 증기압을 온도

Fig. 7. Comparison of liquid composition changes for Case 1, Case 2, and Case 3: (a) CsCl, (b) RbCl, (c) SrCl2, and (d) BaCl2.

(a) 

(c)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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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함수로 제시하였다. CsCl, RbCl, SrCl2, BaCl2, LiCl의 다

섯 성분으로 구성된 다성분 증류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기-액 

상평형 관계식을 활용하여 잔류하고 있는 액상의 조성 변화

를 계산하였다.

증류거동은 용융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LiCl이 주

도한다. LiCl 보다 증기압이 높은 CsCl은 증류과정에서 쉽게 

기상으로 제거되어 시간에 따라 액상의 조성이 증류 초기부

터 낮아진다. RbCl은 LiCl과 증기압이 유사하여 거의 일정한 

조성으로 액상에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rCl2와 

BaCl2는 낮은 증기압에 의해 액상에 농축되는 것으로 계산되

었다. 이와 같은 거동은 700, 900 및 1100℃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온도가 증가하면서 SrCl2를 기준으로 한 상

대 휘발도가 낮아져서 CsCl의 경우 잔류하는 액체에서 조성

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전해환원 운전 방법에 의해 용융염의 반복적인 사용을 

설정하여 반복 횟수에 대한 증발 거동 역시 계산되었다. 용

융염이 반복 사용됨에 따라 알카리 및 알카리토 금속 성분들

의 농도가 증가되고 증류 거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10, 

20회 사용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인 거동은 증기압에 의해 좌

우 되어 CsCl은 쉽게 증발되고 SrCl2와 BaCl2는 농축되는 경

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20회의 경우 공정 후반부

에서는 잔류하는 액체에서 SrCl2와 BaCl2의 농도가 LiCl에 유

사한 정도로 증가되어 석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경

우 금속 전환체와 함께 알카리토 금속 원소들이 후속 공정인 

전해정련 공정에 도입될 것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염화물들의 증기압을 기초로 전해환원 후

속 공정인 진공 증류 공정에서 다성분 염화물의 거동을 예

측하였다.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다성분 염화물들의 

LiCl에 대한 용해도와 VLE 자료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계산된 기-액 거동은 파이로 공정에서 공정간 연

계에서 활용되어 물질수지 설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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