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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Rare Earth Elements on Uranium Electrodeposition  
in LiCl-KCl Eutectic Salt 

LiCl-KCl 공융염에서 우라늄 전착거동에 대한 희토류 원소들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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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electrodeposition behavior of uranium and other elements on the cathode in the electrore-
fining process to recover the uranium selectively from the reduced metals of the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since tran-
suranic elements and rare earth elements is dissolved in the LiCl-KCl eutectic salt. Study on separation factors of U, Ce, Y 
and Nd based on U and Ce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deposition behavior of the cathode with respect to the concen-
tration of rare earth elements in LiCl-KCl eutectic salt. After electrorefining with constant current mode by using Ce metal 
as a sacrifice anode, the contents of U, Ce, Y and Nd in the salt phase and the deposit phase of the cathode were analyzed, 
and separation factors of the elements were obtained from the analyses. Securing conditions of pure uranium recovery in 
the elctrorefining process was investigated by considering the separation factors with respect to UCl3 and CeCl3/UCl3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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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건식공정으로 개발 중인 파이

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은 경제성, 친환경성 및 핵비확

산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원자력 선진국들이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차세대 핵연료주기 기술의 하나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

를 검증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1-3]. 한국원

자력연구원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산화물 사용

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해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

로 환원시키는 전해환원공정, 전해환원공정의 생성물인 금

속전환체로부터 우라늄만을 선택적으로 회수하는 전해정련

공정, 용융염에 잔존하는 우라늄과 초우란 원소들을 회수하

는 전해제련공정, 전해환원과 전해정련공정에 사용된 LiCl 

및 LiCl-KCl 공융염 내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제하는 염폐기

물공정 등으로 구성된 파이로프로세싱을 개발하였다. 이 중 

전해정련공정은 파이로프로세싱의 핵심공정으로 사용후핵

연료의 약 94%를 차지하는 우라늄을 전기화학적으로 회수하

는 공정으로, 일정한 농도의 UCl3가 존재하는 LiCl-KCl 공융

염 매질에서 전해환원공정의 금속전환체를 양극으로 하여, 

고체음극 표면에 우라늄을 전착시키는 공정이다[4-5]. 이 때 

금속전환체의 우라늄 뿐 아니라 초우란 원소와 희토류 원소

들도 용해되어진다. 따라서 전해정련공정을 통해 사용후핵

연료를 처리함에 따라 매질인 LiCl-KCl 공융염에는 양극에서 

초우란 원소와 희토류 원소들이 용해되어 공융염 내에 축적

되어지는 반면, UCl3의 농도는 다음과 같은 금속전환체의 미

환원 희토류 원소의 산화물과의 반응으로 인해 감소한다[6].

REOx + UCl3 = RECl3 + UOx

따라서 전해정련공정의 진행에 따라 LiCl-KCl 공융염 내 

우라늄과 초우란 및 희토류 원소의 염화물 농도가 변화하게 

된다. 이로부터 축적되는 초우란 원소와 희토류 원소와 감

소하는 우라늄 염화물의 농도에 따라 음극에 전착되는 우라

늄 수지상(dendrite)의 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액체 카

드뮴 음극전극을 이용하여 LiCl-KCl 공융염 내 잔존하는 우

라늄과 초우란 원소를 회수하는 전해제련의 경우 분리계수

(Separation factor)를 측정함으로써 우라늄과 초우란 원소

의 회수율의 영향을 고찰하였다[7-8]. 하지만 고체음극을 이

용한 우라늄의 전해정련의 경우, 초우란 및 희토류 원소에 대

한 분리계수를 이용한 우라늄 선택적 회수에 대한 연구는 많

이 진행되지 않았다. 전해정련공정의 목적은 우라늄을 선택

적으로 회수하는 것이므로 LiCl-KCl 공융염 내 염화물의 농도

에 따른 우라늄 전착 거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Ce를 희생양극으로 이용하여 U, Ce, Y, 

Nd 염화물이 용해된 LiCl-KCl 공융염으로부터 우라늄 전착

거동에 대한 희토류 원소들의 영향을 알아보며, UCl3 농도와 

CeCl3 농도 변화에 따른 분리계수를 고찰함으로써 우라늄을 선

택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향

후 상용화 파이로프로세싱 공정 적용을 위한 전해정련공정 조

업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본 연구의 실험은 Fig. 1과 같이 고순도 알곤 분위기로 

산소의 농도가 10 ppm 이하로 유지되는 글로브박스 내에

서 100 g 규모의 전해정련 반응기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전해정련 반응기는 스테인레스 스틸(STS 304) 재질로 직경 

중심단어: 전해정련, 우라늄 전착물, 희토류 원소, 분리계수, Ce 희생양극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전해환원의 금속전환체를 양극으로 한 전해정련공정에는 LiCl-KCl 공융염에 우라늄 원소뿐 아

니라 초우란 원소 및 희토류 원소들이 용해되므로 우라늄을 선택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우라늄과 다른 원소들이 음극에 

전착되는 거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LiCl-KCl 공융염 내 희토류 원소의 농도에 따른 음극에서의 전착거동을 고찰하기 위

해 U 및 Ce를 기준으로 한 U, Ce, Y 그리고 Nd 원소들의 분리계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Ce 금속을 희생 양극으로 이용

하여 정전류 정련반응을 통해 용융염 상과 전착물 상의 U, Ce, Y 그리고 Nd 원소의 농도를 분석하여 이로부터 분리계수를 얻

었으며 UCl3 농도와 CeCl3/UCl3 농도비에 따른 분리계수로부터 우라늄을 선택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조건들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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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mm, 높이 100 mm 크기의 도가니로 제작되었다. 전해

정련 반응 진행을 위해, 4 mm hole 크기의 다공판으로 제작

된 산화 금속 펠렛을 담는 십자형 양극, pseudo STS 기준전

극, Tokai carbon사의 FE-250 재질로 제작된 흑연음극 등 전

극들과 반응기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열전대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십자형 양극은 길이 20 mm, 높이 100 mm의 크기

를 가진 4개의 blade로 제작되어 교반에 의해 양극 용해 속

도를 증강시키도록 하였다. 흑연음극은 직경 15 mm, 길이 

100 mm의 봉으로 가공하여 8 mm의 STS 봉과 연결하여 전

기를 공급하였다. 

이 도가니에 Sigma-Aldrich 사의 고순도 LiCl-KCl (58.2-

41.8mol%, Tm: 355℃) 공융염 3 kg이 장입되어 매질로 사

용되었다. 전해정련 초기 반응의 전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9wt% 삼염화우라늄을 추가 장입하였다. 그리고 공융염에 추

가되는 희토류 원소의 염화물에는 Aldrich 사의 99.99% 순도

의 CeCl3, YCl3 그리고 NdCl3을 사용하였다. 

전해정련 반응은 500℃로 조업되며 LiCl-KCl 공용융염에 

UCl3, CeCl3, YCl3 그리고 NdCl3을 용해한 후 양극 바스켓에 

Ce 금속을 장입하여 이를 희생전극으로 사용하였다. 음극에 

전착되는 거동을 고찰하기 위해 전해정련반응은 Ecochemie 

Autolab 30 potentiostat을 사용하여 정전류법으로 진행되

었으며 인가전류는 6 A이며 전해반응시간은 1-2 시간이다. 

정전류법에 의한 전해반응 후 전해질에서의 각 원소의 농도 

및 음극에 석출된 전착물에서의 각 원소의 농도를 원자 흡

수 분광법(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파이로프로세싱 공정 중 하나인 전해정련공정은 양극에 

장입된 금속혼합물들이 전기화학적으로 LiCl-KCl 공융염에 

용해되어지고, 음극에서는 용해된 여러 금속 염화물 중 우라

늄만이 선택적으로 회수되는 공정이다. 일정전류가 전해셀

에 인가되는 정전류법에서는 전기화학적으로 가장 높은 환

원전위를 가진 금속이온이 먼저 고체음극 표면에 환원된다. 

이 때 인가전류에 상응하는 고체음극의 전위가 우라늄의 환

원전위인 -1.35 V 일 경우에는 거의 우라늄만을 선택적으로 

회수할 수 있지만, 우라늄의 회수 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

가전류를 증가시킬 경우 그에 따라 고체음극에 인가되는 음

극적(cathodic) 전위가 증가되어 우라늄 외에 초우란 또는 희

토류 금속 이온들이 우라늄과 함께 공전착될 수 있다[9]. Lee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LiCl-KCl 공융염 내 UCl3 농도가 일

정농도 이상일 경우에는 고체음극에서 거의 순수한 우라늄

을 회수할 수 있으며 낮은 UCl3 농도에서는 희토류 금속들

이 우라늄과 같이 공전착됨을 보고하였다. 이로부터 전착거

동은 LiCl-KCl 공융염 내 금속이온들의 농도에 의한 영향이 

큼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를 용융염상과 고체음극상에 분배

되는 금속들의 분배계수(Distribution coefficient)와 관련된 

분리계수(Separation factor)를 통해 고찰할 수 있다. 분배계

수와 분리계수는 다음의 식 (1), (2)와 같이 각각 정의 된다.

 (1)

Fig. 1. Experimental apparatus for molten salt electrorefining.

Anode
Solid

cathode
(rotative)

Ar
atmosphere

Reference
electrode

Catch
dish

LiCl-KCl eutectic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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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D는 분배계수이며 용융염상에 존재하던 대상 원

소가 전해법에 의해 고체음극상(전착물)에 분배되는 양으로 

정의되며, x는 각 상에 존재하는 원소의 조성을 나타낸다. 그

리고 SF는 분리계수로 일정 물질 N을 기준으로 다른 물질 M

에 대한 분리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분리계

수를 고찰함으로써 기준 물질 N을 기준으로 물질 M에 대한 

고체음극상으로의 효율적 분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도

출할 수 있다.

500℃의 LiCl-KCl 공융염에 U, Ce, Y와 Nd 염화물을  

용해한 후 양극 바스켓에 Ce 금속을 희생전극으로 사용하여 

6 A의 일정전류를 인가하는 정전류법을 적용하여 1 시간 또

는 2 시간의 일정시간마다 전해반응을 진행한 후, 전해질에

서의 각 원소의 농도와 고체음극에 생성된 전착물의 각 원소

의 농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이 결과로

부터 식 (1)와 (2)를 적용하여 U 및 Ce을 기준으로 각각의 분

리계수를 구할 수 있었고 이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Fig. 2는 U을 기준으로 하여 용융염 상의 UCl3 농도에 따

른 분리계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UCl3의 농도가 감소할수록 U에 대한 Ce, Y 및 Nd

의 분리계수가 증가하고 UCl3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U에 대

한 Ce, Y 및 Nd의 분리계수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U를 기준으로 UCl3 농도가 낮은 경우, 생성물인 전착물

에 Ce, Y, 및 Nd 등이 공전착되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용

융염 내 UCl3 농도가 높아질수록 고체음극에서 순수한 우라

늄만을 선택적으로 회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번 

실험에서는 Ce 금속을 희생양극으로 적용하여 U 전해정련 

반응을 진행하였으므로 반응이 진행될수록 용융염 내에는 

Exp.
No.

Current/
Time

Potential (V) Conc. in salt(%) Conc. in deposit(%)

Cathode Anode U Ce Y Nd U Ce Y Nd

Initial 1.4 0.47 0.75 2.4 - - - -

#1 6A, 1H -1.70 0.53 1.1 0.93 0.68 2.4 10.85 15.3 12.0 62.0

#2 6A, 2H -2.10 0.18 0.7 1.5 0.62 2.1 2.29 36.66 8.67 52.37

#3 6A, 1H -2.20 0.15 0.5 1.6 0.53 1.9 1.54 42.93 7.79 47.82

#4 6A, 2H -1.70 0.50 0.4 2.1 0.52 1.7 0.6 52.3 6.64 40.5

#5 6A, 1H -1.80 0.50 0.11 2.3 0.5 1.6 0.6 56.4 6.07 36.87

#6 6A, 1H -1.70 0.60 0.07 2.5 0.46 1.5 0.137 61.71 5.2 32.9

Table 1. Analyses of concentrations of the elements in the salt and deposit phase after electrorefining

Exp.
No.

Current/
Time

Potential (V) SF (U basis) SF (Ce basis)

Cathode Anode U Ce Y Nd U Ce Y Nd

#1 6A, 1H -1.70 0.53 1.0 0.60 0.56 0.38 1.67 1.0 0.93 0.64

#2 6A, 2H -2.10 0.18 1.0 1.52 0.80 0.52 0.66 1.0 0.53 0.35

#3 6A, 1H -2.20 0.15 1.0 2.27 0.96 0.66 0.44 1.0 0.42 0.29

#4 6A, 2H -1.70 0.50 1.0 3.72 1.18 0.74 0.27 1.0 0.32 0.20

#5 6A, 1H -1.80 0.50 1.0 14.8 4.11 2.54 0.07 1.0 0.28 0.17

#8 6A, 1H -1.70 0.60 1.0 25.3 5.94 3.75 0.04 1.0 0.23 0.15

Table 2. Separation factors calcurated from the results of electroref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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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3 농도는 감소하고 CeCl3 농도는 증가하게 되므로 Fig. 3

과 같이 CeCl3/UCl3 농도비에 대한 분리계수를 고찰할 수 있

다. CeCl3/UCl3 비가 증가할수록 U에 대한 Ce, Y 및 Nd 분리

계수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용융염 내 CeCl3 증가

하고 상대적으로 UCl3 농도가 감소할 때 생성물인 U 전착물

에는 Ce, Y 및 Nd 등이 공전착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Fig. 4와 Fig. 5는 Ce를 기준으로 하여 용융염 상의 CeCl3 

농도 변화와 CeCl3/UCl3 농도비에 따른 분리계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2와 Fig. 3에서 고찰했던 결과와 마찬

가지로 여기서는 Ce 기준으로 CeCl3 농도 및 CeCl3/UCl3 농

도비에 따른 U 및 희토류 원소의 전착거동을 재확인할 수 있

다. CeCl3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CeCl3/UCl3 농도가 증가

할수록 Ce에 대한 U의 분리계수가 작아지는데 이는 Fig. 2와 

Fig. 3의 결과와 같이 전착물에 Ce이 공전착되어 순수한 우

라늄만을 선택적으로 회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리고 Fig. 6은 Ce를 희생양극으로 하여 한 전해정련 반응 후 

고체음극에 전착된 생성물과 그 생성물의 SEM 결과 분석을 

보여준다. 희토류 원소가 공전착된 우라늄의 경우, 정련공정

을 통해 회수되는 우라늄 덴드라이트와 같은 수지상이 아닌 

무정형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Sepration factors of Ce, Y and Nd on U basis with respect to the 
weight percent of UCl3 in the salt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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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pration factors of Ce, Y and Nd on U basis with respect to 
CeCl3/UCl3 concentrat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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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pration factors of U, Y and Nd on Ce basis with respect to the 
weight percent of CeCl3 in the salt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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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pration factors of U, Y and Nd on Ce basis with respect to 
CeCl3/UCl3 concentrat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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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험의 결과로부터 UCl3 농도와 희토류 원소와의 

농도비가 정련공정 생성물의 전착거동에 영향을 미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전해정련공정의 목적인 우라늄만을 선택적

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용융염 상에서의 일정 농도 이상의 

UCl3 농도를 유지해야 함과 희토류 원소 염화물과의 농도비

가 잘 조절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Fig. 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CeCl3/UCl3의 비가 3 이하까지는 U에 대한 Ce의 분

리계수가 그리 크지 않으나 3 이상이 될 경우 U에 대한 Ce 

분리계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순수한 우라늄을 회수할 수 없

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Ce metal을 희생양극으로 사용하여 LiCl-KCl 공융염에 

U, Ce, Y, Nd 염화물에 대한 정전류 전해정련 실험을 수회 

수행하면서 각 단계에서 용융염상과 전착물상에서의 U, Ce, 

Y, Nd의 농도를 분석하여 분리계수를 구하였다. 분리계수에 

대한 고찰로부터 CeCl3 농도가 증가할수록 UCl3 의 농도가 감

소할수록 U 전착물에 Ce 등 희토류 원소들이 공전착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전해정련공정을 통해 우라늄을 선

택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용융염 상에서 UCl3를 일정 농

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희토류 원소 염화물과 UCl3의 농

도비를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해야 함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 결과는 전해정련공정의 주요 운전 조건의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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