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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핵연료 피복관은 필거링 및 열처리 공정에 의해 제조되며, 핵연료 피복관 표면의 불순물 및 산화층을 제거하기 위해 산세 공정

이 진행된다. 산세 공정 중 산세 용액으로 지르코늄이 용해되어 포화상태가 될 시 폐 산세 용액은 전량 폐기 되며 용액 내 지르코

늄 또한 폐기된다. 그러므로 지르코늄을 재활용하기 위해 BaF2를 폐 산세 용액에 첨가하여 공침 반응에 의해 Ba2ZrF8을 형성시켰

다. 한편, 전해제련을 통해 Zr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Ba2ZrF8을 전해질로 사용해야하지만, 용융점이 1053oC로 높다. 따라서 ZrF4를

첨가하여 용융점을 낮추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Ba2ZrF8을 진공 증류를 통해 BaF2 및 ZrF4로 분리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BaF2 입자크기(1 µm, 35 µm, 110 µm)에 따른 침전 특성을 실험하였다. 그리고 진공 증류를 통해 수득된 BaF2를 볼밀링을 통해

분쇄하였으며, 침전 공정을 거치지 않은 BaF2와 침전 효율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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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clear fuel cladding tube is fabricated by pilgering and annealing process. In order to remove impurity and oxygen layer

on the surface, pickling process is carried out. When Zirconium(Zr) is dissolved and saturated in acid solution during the pickling

process, all the waste acid including Zr is disposed. Therefore, BaF2 is added into the waste acid to extract Zr and Ba2ZrF8 is

subsequently formed. To recycle Zr by electrowinning process, Ba2ZrF8 is used as electrolyte, but it has high melting point

(1053oC). ZrF4 should be added into Ba2ZrF8 to decrease the melting point. In this paper, it was investigated that Ba2ZrF8 was

separated to BaF2 and ZrF4 by vacuum distillation. Firstly, BaF2 with different particle size (1 µm, 35 µm, 110 µm) was added

into the waste acid and the respective precipitation property was estimated. BaF2 obtained by vacuum distillation was shattered

by ball-milling with different time. The precipitation efficiency was compared with 1 µm of BaF2’s one, which was not used

as precipitation agent.

Key words : Zirconium, Precipitation, Vacuum distillation, ZrF4, BaF2

1. 서 론

낮은 중성자 흡수율을 가지고 있는 지르코늄(Zr)은

핵연료 피복관으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원전 연료 Zr

피복관으로서 사용되기 위해 수 차례의 필거링 공정 및

열처리 공정을 거친다. 이 때 생성되는 Zr 피복관 표면

이물질 및 산화층을 제거하기 위해 산세 공정을 거치게

되며1-2), 산세 용액 내 지르코늄이 용해되어 포화 상태

가 될 시 지르코늄 튜브에 대한 산세 효율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폐 산세 용액은 전량 폐기되어 그 양은

연간 450 톤에 달하며, 산세 용액 내 용해되어 있는

지르코늄은 연간 5~6 톤이 폐기된다. 그러므로 환경적

인 문제 해결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해 폐 산세 용액 내

지르코늄을 회수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보고에 따르면 NaF, Na(OH)를 침전제로 사용

하여 폐 산세 용액으로부터 Zr을 회수하는 연구가 진행

된 바 있다. Fennemann3)과 Babu4) 등의 연구에 의하

면 NaF와 Na(OH)를 각각 폐 산세 용액에 첨가하여

Zr을 Na2ZrF6 형태로 회수하여 폐 산세 용액을 재활용

하였다. 하지만 Stewart 등의 연구에 따르면, Na+ 이온

의 산세 용액 내 높은 용해도로 인해 재활용 된 산의

순도 및 Zr 튜브 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되었다5). 

최근에 NaF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Zr의 회수 효율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BaF2를 이용하여 산세 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Zr을 회수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6,7). 폐

산세 용액에 BaF2를 침전제로 사용하면 용액 내 ZrF4

와 반응하여 생성된 Ba2ZrF8을 여과 및 건조를 통해

회수한다. NaF 대신 BaF2를 첨가 시 반응속도가 빠르

고, BaF2의 산세 폐액에 대한 용해도(0.15 g/L)가 매우

낮기 때문에 폐 산세 용액으로부터 BaF2를 이용하여

Zr4+ 이온 제거 효율이 증가하였으며, NaF 침전제를 사

용할 때 발생된 Zr 튜브 식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Ba2ZrF8은 다양한 용도가 있을 수 있으나, 금

속 Zr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Ba2ZrF8을 전해질로 하여

전해제련 공정을 통해 지르코늄 회수가 가능하나,

Ba2ZrF8은 1053oC의 높은 용융점을 가지므로 용융점을

낮추기 위해 ZrF4를 추가적으로 첨가하여 용융점을 낮

춘 후 이를 전해질로 사용하여 Zr을 회수해야한다.

전해 제련 시 ZrF4을 첨가하여 용융점을 낮출 시 많

은 양의 ZrF4가 필요하며, 일반 ZrF4에는 Hf (Hafnium)

이 다소 포함되어 있어 전해 제련에 얻어진 Zr을 원전

용에 사용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폐 산세 용액에서 Zr 회수 공정에서 얻어진

Ba2ZrF8로부터 Hf이 미함유 된 ZrF4 제조에 관한 연구

수행하였다. 먼저 BaF2의 입도 에 따른 Ba2ZrF8의 회

수율을 분석하였으며, 증류 공정을 이용하여 Ba2ZrF8로

부터 ZrF4와 BaF2를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진공

증류 후 생성 된 ZrF4를 X-ray fluorescence (XRF)을

통해 성분 분석을 하였다. 또한, 제조된 BaF2의 재사용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증류 후 벌크 형태의 BaF2를

볼밀 공정을 통해 분쇄 후 산세 폐액에 첨가하여

Ba2ZrF8 형성 및 효율을 측정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입자 크기에 따른 BaF2 침전 실험

본 연구에서는 평균 입자 크기 1 μm, 35 μm,

110 μm BaF2을 제조하기 위해 BaF2(순도: 99%)를

1400oC에 용융하여 BaF2를 벌크 상태로 만들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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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벌크 상태의 BaF2를 막자 사발을 이용하여 35 μm

와 110 μm 입자 크기의 BaF2를 만들었으며, Fig. 1와

같이 입도분석기를 통해 입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BaCO3와 HF를 반응시켜 입자크기 1 μm의 BaF2를 제

조하였다. 침전 실험은 상온(25oC)에서 실시하였으며,

1.0 kg의 폐 산세용액(H2O : HF : HNO3 : Zr = 84 :

1.2 : 14.8 : 1.3 wt.%)에 200 rpm의 속도로 교반을 실

시하였다. 1 μm, 35 μm, 110 μm 입자 크기의 BaF2를

증류수 100 g에 10분 동안 교반하여 분산시켰으며, 분

산된 BaF2 용액을 폐 산세 용액에 첨가하여 2시간 동

안 유지하였다. 그 후 폐 산세 용액으로부터 침전물을

분리하기 위해 감압플라스크를 이용하여 여과를 실시하

였으며, 건조로를 이용 100oC에서 12시간 동안 건조를

하였다. 입자 크기에 따른 BaF2의 침전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해 침전 공정 후 침전물의 무게 및 여액을 증발

시킨 후 무게를 비교하였으며, 여액 내 Zr 및 Ba의 이

온 농도를 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OES)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상이한 입도의 BaF2를 첨가하

여 생성된 침전물을 X-ray (Cu-Kα radiation) diffraction

(XRD) 및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EDS)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2.2. 진공 증류를 통한 Ba2ZrF8 상 분리 실험

Ba2ZrF8 상 분리 실험을 실시하기 위해 온도(1000,

1100, 1200oC)에서 시간(5시간에서 13시간)을 변수로

진공 분위기(10−3 torr) 이하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2은 Ba2ZrF8 상 분리 및 ZrF4 응축 공정 장치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며, heater 부분에서 ZrF4가 분리

된 후 온도 구배에 의해 heating zone을 벗어난 구역

에서 ZrF4가 응축되도록 설계하였다. 각 온도 및 시간

에서 100 g의 Ba2ZrF8을 STS 304 도가니(폭: 3 cm,

길이: 15 cm)에 장입 후 진공 증류를 실시하였다. 또

한 증류 전후의 무게 변화량을 측정하였으며, STS 튜

브 표면에 증착된 고체 물질과 증류 후 도가니 내 잔

존물을 XRD 및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진공 증류 후

생성 된 ZrF4를 XRF (X-ray fluorescence) 분석을 통

해 Hf 함유량을 분석하였으며, 진공 증류 후 수득 된

BaF2의 입자 크기를 제어하기 위해 볼밀링을 시간에 따

라 실시하였다. 볼 1 kg (직경: 1 mm, 재질: 지르코니

Fig. 1. BaF2 particle size by measured particle analyzer (a) Particle size 35 µm of BaF2, (b) Particle size 110 µm of BaF2.

Fig. 2. A schematic diagram of vacuum distillation to separate Ba2ZrF8 to ZrF4 and Ba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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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BaF2 250 g 그리고 증류수 150 g을 1 L의 테프

론 비커에 혼합하여 200 rpm의 속도로 볼밀링을 실시

하였으며, 각 볼밀링 시간에서의 BaF2 샘플을 채취하여

입도분석기(Microtrac S3500 Tri-Laser, USA) 및

SEM을 통해 분석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입자 크기에 따른 BaF2 침전 특성

각 입자 크기의 BaF2 (50 g)을 폐 산세 용액 1.0 kg

에 첨가하여 식 (1)과 같이 반응이 일어나며, 그에 따

른 침전물의 양 및 여액을 증발 후 무게와 여액 내 잔

존하는 Ba 및 Zr 이온의 농도를 Table 1과 Fig. 3에

나타내었다. 

2BaF2 + ZrF4 → Ba2ZrF8 (1)

BaF2 50 g이 폐 산세 용액 내 ZrF4와 반응하여 생

성된 Ba2ZrF8의 이론적인 양은 74 g이며, 이론적인 양

대비 실험에서 측정된 침전물의 양을 수득률로 계산하

였다. BaF2의 평균 입자 크기가 1 μm 일 때 99.3%로

가장 높은 수득률을 얻을 수 있었으며, 입자 크기가 작

을수록 수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Fig.

3a와 같이 침전제로서 사용된 BaF2의 입자크기가 클수

록 침전 후 여액을 증발하여 남아있는 고체의 양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BaF2가 미 반응된 것으

로 판단된다. 침전 후 여액 내 잔존하고 있는 Ba 및

Zr 이온의 농도를 ICP-OES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Fig.

3b에 나타내었다. BaF2의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Ba 및

Zr의 여액 내 잔존 농도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침

전물의 높은 수득률과 낮은 잔존 이온 농도를 볼 때

BaF2의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침전 효율이 증가하였다.

BaF2를 증류수에 미 분산하여 폐 산세 용액에 첨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7), BaF2 입자의 최외각 부분부터

ZrF4와 반응하며 이때 외각 부분에 생성된 Ba2ZrF8은

ZrF4가 내부에 존재하는 BaF2와 반응을 억제한다. 따라

서, Zr4+ 및 F− 이온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NO3)
− 이

온이 BaF2 내부에 침투하여 반응하며, Ba(NO3)2를 생

성하게 된다. Fig. 4a은 입자 크기에 따른 BaF2을 폐

산세 용액 내 첨가 후 수득된 침전물을 XRD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1 μm의 BaF2로부터 생성된 침전물은

Ba2ZrF8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35, 110 μm의 BaF2로부

터 침전 후 여액을 증발시켜 수득된 고체 물질은

Ba(NO3)2인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입자크기가 큰

BaF2를 침전제로 사용할 시 ZrF4와의 반응을 억제하며

이때 Ba(NO3)2의 화합물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b는 1 μm의 BaF2로부터 생성된 Ba2ZrF8

을 SEM 및 EDS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며, 약 1 μm의

입자 크기로 Ba2ZrF8가 구형 형태의 단일 상으로 생성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1. The amount of precipitated and solid residue and,

concentration of Zr and Ba in the acid after

precipitation with different size of BaF2

Precipitated

(g)

Residue

(g)

Yield

(%)

Ba

(ppm)

Zr

(ppm)

1 µm 73.5 0.6 99.3 169 11

45 µm 63.2 14.4 85.4 258 223

120 µm 49.6 20.3 67.0 543 6753

Fig. 3. (a) The amount of precipitated and solid residue after precipitation with different size of BaF2, (b) Concentration of Zr

and Ba in the acid after precipitation with different size of Ba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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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진공 증류를 통한 Ba2ZrF8으로부터 ZrF4 분리

BaF2와 ZrF4의 증기압 차이를 이용하여 Ba2ZrF8의

상 분리 가능성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Fig. 5a에

온도에 따른 BaF2와 ZrF4의 증기압을 나타내었다.

ZrF4의 증기압과 BaF2의 증기압과 비교할 때 1200 oC

에서 ZrF4가 BaF2보다 105배 더 높게 차이가 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BaF2-ZrF4 이원계 상태도에

따르면, Ba2ZrF8의 녹는점은 1053oC이기 때문에 증류

온도 조건을 1000, 1100, 1200oC로 하여 진공 분위기

(10−3 torr)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Table 2와 Fig. 5b

는 진공 증류 후 도가니 내 남아있는 고체 물질의 무

게 및 무게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온도가 증가할수

록 그리고 증류 시간이 증가할수록 그 감소량 증가하였

으며, 1200oC에서 무게 변화율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200oC에서 10시간 동안 증류를 했

을 때 초기 100 g의 Ba2ZrF8으로부터 32.3%의 ZrF4

가 증류된 것을 식 (2)를 통해 계산하였다.

(2)

본 실험 결과를 통해 ZrF4의 진공 증류 온도는

1100~1200oC 그리고 진공 증류 시간은 10~15시간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진공 증류 후 도가니 내 잔존

물과 튜브 표면에 증착된 물질을 Fig. 6와 같이 SEM/

EDS 및 XRD를 통해 분석하였다. Fig. 6b는 도가니

내 잔존물을 분석한 결과이며, 증류 후 BaF2의 상으로

ΔM = M
Ba

2
ZrF

8

M
ZrF

4

–( )/M
Ba

2
ZrF

8

 × 100 = 32.3%

Fig. 4. (a) XRD pattern of precipitated formed by different particle size of BaF2, (b) SEM image of precipitated formed by 1 µm

of BaF2, (c) EDS result of precipitated formed by 1 µm of BaF2.

Table 2. Solid residue after vacuum distillation of Ba2ZrF8

Time

(hr)

Solid residue after distillation(g)

1000oC 1100oC 1200oC

Initial 100 100 100

5 - - 74.90

7 86.75 82.23 70.72

10 81.50 75.44 66.12

13 76.82 69.40 -

Fig. 5. (a) Vapor pressure of ZrF4 and BaF2 (HSC chemistry database), (b) Weight change of solid residue after vacuum

distillation of Ba2Zr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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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BaF2

peak을 제외하고 작은 소수의 peak이 존재하였으며, 이

소수의 peak을 확인할 수 없었다. Fig. 6a와 같이

EDS를 통해 분석한 결과 약 1 wt.%의 Zr 성분이 검

출되었으며, Zr 성분을 포함하여 Ba 및 F 성분 외 다

른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XRD 및 EDS 결

과를 통해 미루어 볼 때 Fig. 6b의 작은 소수의 peak

은 Ba2ZrF8과 같은 BaF2-ZrF4의 복합염으로 판단된다.

Fig. 6d는 튜브 표면에 증착 된 물질을 XRD를 통해

분석한 결과로서 ZrF4이 존재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Fig. 6c과 같이 증류된 ZrF4는 1~5 μm 크

기의 구형 분말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증류된 ZrF4의 성분을 XRF로 분석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증류된 ZrF4에서는 Ba 및 Hf

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다소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Fig. 6의 XRD 결과와

Table 3의 XRF 결과를 통해 Ba2ZrF8으로부터 ZrF4가

진공 증류를 통해 분리하여 전해 제련 시 용융염 제조

에 사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볼밀링을 통한 BaF2 입도 제어

앞선 실험 결과에서 BaF2의 입자 크기에 따라 다른

침전 효율과 진공 증류 후 BaF2는 벌크 상태로 존재하

기 때문에 볼밀링을 통해 BaF2의 입도를 제어하였다.

벌크 상태의 BaF2를 막자 사발을 이용하여 분쇄하였으

며, 이때 BaF2의 평균 입자 크기는 85.03 μm인 것을

입도분석기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 후 0.5시간부터 24

시간까지 볼밀링 시간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여 입도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7과 Table 4에 나

타내었다. 30분 동안 볼밀링을 실시 했을 때 평균 입도

크기는 4.53 μm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6 시간

이후부터는 평균 입자 크기가 1 μm 이하로 감소되는

Fig. 6. XRD patterns and SEM/EDS results of solid residue and distillated solid; (a) SEM/EDS results of solid residue, (b) XRD

patterns of solid residue, (c) SEM/EDS results of distilled solid, (d) XRD patterns of distillated solid.

Table 3. XRF results of ZrF4 obtained by vacuum distillation

Element Distilled ZrF
4 

(wt.%)

Zr Bal.

Nb 0.33

Si 0.02

Fe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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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볼밀링 시간에서 채

취된 BaF2 샘플을 Fig. 8과 같이 SEM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8a에서 10 μm 이상의 입자 크기를

갖는 BaF2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입자 크기가 고르지

못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볼밀링 시간을 6

시간 이상(Fig. 8d-e) 진행한 BaF2의 경우 비교적 입자

크기가 고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입자크기가 대

부분 1 μm 이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볼

밀링을 통해 BaF2를 분쇄할 때 6시간 동안 볼밀링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공 증류를 통해 수득

된 BaF2의 침전 효율을 알아보기 위해 볼밀링을 통해

입도가 제어된 BaF2를 침전제로 사용하여 침전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앞선 실험에서의 1 μm 입자 크기를 갖는

BaF2와 비교평가를 실시하였다. 볼밀링을 통해 입도가

제어된 BaF2를 침전제로 사용했을 경우 침전 효율은

99.1%였으며, 앞선 실험에서의 침전 효율과 비슷한 것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진공 증류를 통해 수득 된

BaF2를 볼밀링을 통해 입도를 제어하여 재사용 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진공증류법을 이용함으로써 폐 산세

용액에서 Zr 회수 공정에서 사용되는 Hf이 미함유 된

ZrF4 제조 및 BaF2 재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수행하

였다. 폐 산세 용액에 입자 크기에 따른 BaF2를 첨가

하여 폐 산세 용액 내 ZrF4와 침전 반응을 할 때,

BaF2의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침전물에 대한 수득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BaF2의 입자 크기가 클 경우 폐 산

세 용액 내 ZrF4와 미 반응된 BaF2가 NO3
− 이온과

반응하여 Ba(NO3)2를 생성하였다. 진공 증류를 통해

Ba2ZrF8을 BaF2와 ZrF4로 상 분리를 하였으며, 튜브

표면에는 1~5 μm 크기의 구형 분말 형태로 ZrF4가 존

재하였고 도가니 내 잔존물로서 BaF2가 존재하는 것을

XRD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XRF 분석을 통해

Ba2ZrF8로부터 진공 증류를 통해 수득된 ZrF4는 Ba 및

Hf이 검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진공 증류 후 도

가니 내 벌크 상태로 존재하는 BaF2를 볼밀링을 통해

Fig. 7. Mean particle size of BaF2 obtained by different ball

milling time.

Table 4. Mean particle size of BaF2 obtained by different

ball milling time

Time (hr) Mean particle size (µm)

Initial 85.03

0.5 4.53

1 2.36

3 1.23

6 0.74

12 0.41

24 0.36

Fig. 8. SEM image of BaF2 obtained by different ball

milling time; (a) 0.5 h, (b) 1 h, (c) 3 h, (d) 6 h, (e) 12

h, (f)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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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하였으며, 볼밀링 시간 6시간 이후부터 입자들이

1 μm 이하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재활용

된 1 μm 이하의 BaF2를 침전제로 사용하여 폐 산세

용액으로부터 침전 실험을 실시하여 99.1%의 수득률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침전제로 사용 되기 전의 BaF2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득률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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