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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l-KCl 공융염 내에서 희토류염화물들의 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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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l-KCl 공융염 내 존재하는 몇가지 희토류염화물(Ce/Nd/GdCl3)들의 산소와의 반응으로 인한 침전반응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산소와의 반응으로 형성되는 희토류침전물의 형태와 산소분산 시간(최대 420 min) 및 공융염(450∼750 ℃) 온도
가 침전물로의 전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결과 산소분산 시간 및 공융염의 온도와 무관하게 NdCl3 및 
GdCl3는 옥시염화물(REOCl), CeCl3는 산화물(REO2)형태로 침전되었으며 이러한 실험결과는 반응 Gibbs free energy (△Gr)
를 이용한 예측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희토류염화물의 침전물로의 전환특성은 전환율 개념을 도입하여 파악하였다. 전환율
은 산소분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750 ℃의 공융염 온도 및 300 min 이상의 분산시간 조건에
서 0.999 이상의 전환율을 나타내었다. 공융염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환율이 증가하였다. Ce의 경우에는 60 min 이상의 
산소분산 조건에서 전 실험온도 범위에서 0.999 이상의 일정한 전환율을 나타내었다. 

The precipitation reaction of some rare earth chlorides (Ce/Nd/GdCl3) in a LiCl-KCl molten salt has been carried out by re-
action with oxygen. Identification of rare earth precipitates by reaction with oxygen and effects of oxygen sparging time  
(max. 420 min) and molten salt temperature (450∼750 ℃) on conversion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regardless of the 
oxygen sparging time and the molten salt temperature, oxychlorides (REOCl) for NdCl3 and GdCl3, and an oxide (REO2) 
for CeCl3 are formed as a precipitate, which are identical with the estimation results of Gibbs free energy of reaction (△Gr). 
The conversion of rare-earth chlorides into insoluble precipitates was described by using a conversion ratio. The conversion 
ratio increased exponentially with the oxygen sparging time and finally showed asymptotic value, over 0.999 at 750 ℃ of 
the molten salt temperature and over 300 min of sparging time conditions. The conversion ratios were increased with the 
molten salt temperature. In case of CeCl3, when the sparging time exceed 60 min, the values of the conversion ratio were 
nearly constant over 0.999 in all experimental temperatur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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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위한 습식법의 대안으로 건식기술인 전

해정련공정(pyroprocessing)이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기술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해정련 공정은 핵비확산성, 
환경친화적 및 경제성이 부과된 기술로 물을 사용하지 않고 NaCl- 
KCl이나 LiCl-KCl 공융염을 사용하여 용융염 내에서 사용 후 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U, Pu와 함께 장수명핵종인 마이너악티나이드(Np, 
Am, Cm)를 회수할 수 있다[1-3]. 산화물 핵연료의 전해정련 공정에서

는 희토류와 소량의 악티나이드 등의 염화물을 포함하고 있는 염폐기

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발생하는 염폐기물에서 순수한 염을 재활용하

는 기술은 전해정련 공정의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해정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기물 내의 염을 재활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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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염폐기물 내에 존재하는 희토류염화물을 염과 분리하여야 하는

데 이를 위하여 염 증류공정이 사용될 수 있다. 염 증류공정은 염과 

염 내 존재하는 희토류 등의 금속들 간의 증기압 차이를 이용하여 순

수한 염만을 분리하는 공정으로 일반적으로 증류하고자 하는 두 성분 

간의 증기압이 주어진 온도에서 12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때 가장 

효율적인 증류에 의한 분리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4]. 따라서, 전
해정련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기물에서 순수한 염을 증류공정을 이

용해서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염폐기물 내에 염화물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성물질들을 휘발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산화물(옥
시산화물)의 형태로 침전시키는 공정이 필요하다.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용융염 내에 염화물로 존재하는 금속물질들(희토류 및 악티나이

드)을 산화제를 이용하여 산화물 혹은 옥시염화물 형태로 침전시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Smith 등[5]은 염폐기물(NaCl-KCl) 내에 존재하는 

PuCl3와 PuOCl를 vanadium pentoxide (V2O5)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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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산화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Picard 등[6]은 용융염 내에서 몇몇 

희토류원소들에 대한 침전연구를 수행하여 Pr, Nd, Gd 등은 높은 산

소이온 농도에서 산화물의 형태로 침전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

다. Katayama 등[7]은 LiCl-KCl 공융염 내에 염화물 형태로 존재하는 

희토류원소들의 산화/침전에 대한 연구를 Li2O를 산화제로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희토류원소들의 특성에 따라서 산화물과 옥시산화물형

태로 산화되어 침전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전해정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재

활용된 염 내 순수한 염 이외에는 다른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

는데 산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염폐기물 내 존재하는 희토류염화

물의 고효율 산화반응을 위하여 과잉으로 첨가되어 미반응 상태로 존

재하는 산화제를 제거해야 하는 추가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전해정련 공정은 공융염 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 산화제를 사용하는 

경우 부반응으로 인해 공융조성이 변화하게 되므로 염폐기물을 다시 

전해정련 공정에 재사용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화제를 사용하지 않고 산소와의 

반응으로 염폐기물 내 존재하는 희토류 등의 금속염화물들을 산화시

키는 공정이 사용될 수 있다. 산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화제를 사

용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과잉 산화제의 제거공정이 불필요할 뿐

만 아니라 부반응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융조성이 변하지도 않기 때문

에 재사용성에 많은 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Cl-KCl 공
융염 내에 존재하는 3종의 희토류염화물(Ce/Nd/GdCl3)들의 산소에 의

한 산화반응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온도에 따른 산화율 특성

과 산소와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희토류침전물들의 특성파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실    험

  KCl-LiCl 공융염 내 존재하는 희토류 염화물의 침전 실험은 원통형 

SUS 칼럼, 전기히터, 반응로(0.055 m I.D., 0.16 mH.) 그리고 산소 분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the LiCl-KCl Eutectic Salt with Tem- 
perature

Temperature
(℃)

Density
(kg/m3)

Surface tension
(dyne/cm)

Viscosity
(cP)

450 1646.4 130.0 2.09

550 1589.7 121.8 1.71

650 1535.6 113.6 1.32

750 1484.5 105.3 1.03

Table 2. Detailed Experimental Conditions
Rare earth

chloride
Temperature 

(℃)
Amount of eutectic

salt (g)
Amount of rare earth

chloride (g)

CeCl3 450
∼
750

197∼240

6∼6.48

NdCl3 5.22∼5.34

GdCl3 5∼12

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험장치에서 수행하였다(Figure 1). 고온 용

융염 및 산소에 의한 부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응로와 산소분산

관은 모두 알루미나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였고 공융염으로는 LiCl
과 KCl을 각각 58.2 mol%, 41.8 mol%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이 경

우 공융염의 공융온도는 352 ℃이며 전해정련 공정에서 사용되는 공

융염의 조성과 동일하다. Table 1에 온도에 따른 공융염의 물성변화를 

나타내었다. LiCl-KCl 공융염의 밀도와 점도는 온도가 450 ℃에서 

750 ℃로 증가함에 따라서 1646∼1484 kg/m3으로 감소하였고 점도도 

2.09에서 1.03 cP로 감소한다.
  산소와의 반응을 통한 용융염 내 희토류염화물의 산화는 고온 이상

(two-phase) 반응으로 일종의 기포탑(bubble column)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용융염 내 기상(gas phase)의 흐름형태는 본 산화반응에 있

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용융염 내 산소의 흐름이 난류흐름

(turbulent flow)이나 슬러그흐름(slug flow)이 된다면 크고 빠른 상승

속도를 가지고 있는 기포군들에 의해서 전달현상이 저하될 뿐만 아니

라 염 및 생성된 희토류 산화물들의 방출현상이 발생하여 장시간의 

산화반응이 불가능하게 된다[8].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산소유량은 전 

온도범위에서 1.5 L/min의 유량을 유지하였는데 이 유량조건에서는 

염 및 생성된 희토류 산화물들의 유출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실험

에 사용한 희토류 염화물로는 99.99% 순도의 CeCl3, NdCl3 그리고 

GdCl3을 사용하였다. 자세한 실험조건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실험은 먼저 알루미나 반응기 내에 고체상태의 공융염과 희토류염

화물을 충분히 혼합하여 충전하고 SUS 칼럼 내에 넣어 원하는 온도

까지 가열한 후 공융염이 완전히 공융되었을 때 산소를 분산관을 이

용하여 공융염층 내에 주입하였다. 시간에 따른 희토류 염화물들의 

산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간격으로 석영관을 이용하여 

공융염을 약 9 g 정도 채취하였다. 농도분석용으로 채취한 염은 500 
mL의 증류수에 용해한 뒤 필터를 이용하여 불용성인 침전물을 분리

하고 ICP 발광분석법(ICP-AES)으로 수용액 내 존재하는 희토류 이온

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LiCl-KCl 공융염 내에 존재하는 희토류염화물

들이 산소에 의해 산화되어 형성된 침전물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는 공융염과 침전물을 분리하는 조작이 필요하다. 산소분산 실험이 

종결된 후 순수한 염상과 침전물상으로 상분리가 되어있는 공융염을 

증류수에 용해하면 LiCl-KCl 염 및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희토류염

화물들은 모두 용해되지만 희토류 산화물들 물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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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XRD patterns of precipitates.

낮아 증류수에 용해되지 않고 침전물로 분리된다. 이때 침전물은 희

토류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고유의 색을 나타내었다. 분리된 침전물

은 여과를 거쳐 분리하고 건조한 후 X선 회절법 및 SEM 이용하여 분

석하였고 EPMA를 이용하여 각각의 원들에 대한 대략적인 정량분석

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희토류염화물의 침전물 특성

  희토류염화물이 포함되어 있는 공융염상에 산소를 분산시키면 산

소와 희토류 원소간의 산화반응으로 인한 침전물이 형성되어 최종적

으로 공융염 상에 침전된다. Figure 2에 LiCl-KCl 공융염 내에서 산소

와의 반응으로 형성된 각 희토류 산화물들에 대한 XRD pattern을 나

타내었는데 Nd, Gd는 옥시염화물(NdOCl, GdOCl)로 침전되었고 Ce
의 경우에만 산화물(CeO2)로 침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희

토류 산화물들의 형태는 반응 시간 및 온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

를 나타내었다. 용융염 내에서 희토류원소의 산화형태로 산화물과 옥

시염화물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안정한가에 대한 것은 Katayama 
등[7]에 의해서 상세하게 검토되었다. Katayama 등은 LiCl-KCl 공융

염에서 Li2O를 산화제로 사용하였을 경우 Gd를 기준으로 하여 Gd보

다 이온반경이 작은 희토류원소는 옥시염화물(REOCl) 그리고 Gd보

다 이온반경이 큰 희토류원소는 산화물(RE2O3)로 안정화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

(a) CeO2

(b) NdOCl

Figure 3. Scanning electron microsope image of precipitates.

나 Ce의 경우에는 CeO2인 산화물 형태로 침전되어 RE2O3 형태의 산

화물로 침전된다는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

는 산화반응에 참여하는 산소의 농도 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3에 산소와의 반응으로 형성된 각각의 희토류산화물들의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옥시염화물 

(NdOCl)은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판형(plate type) 물질이었으나 산화

물(CeO2)은 2 µ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6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

었다. SEM-EDS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을 이용하여 대략적인 

원소를 분석한 결과 각 성분들의 함량에 대한 이론값과 실제값이 비

슷한 결과를 나타내어 XRD의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산소와의 반응으로 형성되는 희토류화합물(산화물 혹은 옥시염화

물)의 상대적인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산소와 희토류간의 가능한 

산화반응들에 대한 반응 Gibbs free energy (△Gr)값을 HSC-Chemistry 
[9]를 이용하여 계산하여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3에서 볼 수 있

듯이 Nd와 Gd의 경우에는 옥시염화물(REOCl)이 형성되는 반응이 산

화물(RE2O3)이 형성되는 반응에 비하여 좀 더 안정하였고 Ce의 경우

에는 REO2 형태의 산화물 형성반응이 RE2O3 형태의 산화물이 형성되

는 반응에 비하여 좀 더 안정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실제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로 LiCl-KCl 공유염 내 존재하는 희토류 염화

물의 산소분산에 의한 산화반응식은 원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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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ibbs Free Energy of Reaction for Possible Precipitation 
Reactions

Rare-earth 
Element

△Gr (kcal)

RECl3 + 1/2O2 →

 REOCl + Cl2

RECl3 + 3/4O2 → 

1/2RE2O3 + 3/2Cl2

RECl3 + O2 → 

REO2 + 3/2Cl2

Nd -151.5 -137.7 -

Gd -149.2 -142.0 -

Ce - -138.3 -168.8

Figure 4. Example of a weight change of the rare earth chlorides in a 
molten salt with the sparging time (molten salt temperature = 550 ℃).

  NdCl3, GdCl3의 경우 : RECl3 + 0.5O2 → REOCl + Cl2         (1)

  CeCl3의 경우 : RECl3 + O2 → REO2 + 1.5Cl2                 (2)

  3.2. 침전효율 특성

  Figure 4에 시간에 따른 용융염 내 존재하는 희토류염화물들의 무

게변화를 시간에 따라 취한 용융염 시료 내 희토류의 농도를 ICP- 
AES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산소

분산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용융염 내 존재하는 희토류염화물의 무게

가 지수적으로 감소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

융염 내의 이온상태로 존재하던 희토류 이온들이 산소와 반응하여 용

융염 내 불용성인 침전물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화반응을 좀 

더 정량적으로 표현하고자 전환율(conversion ratio) 개념을 도입하였다. 
전환율은 식 (3)으로 정의되며 희토류염화물이 시간에 따라서 불용성

인 침전물(옥시염화물 혹은 산화물)로 전환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식 

(3)에서 X(t)는 분산시간 t에서의 전환율, WO과 Wt는 각각 초기와 t시
간(min) 경과 후 공융염 내 희토류염화물(RECl3)의 무게를 의미한다.

    

  (3)

  산소분산 시간과 공융염 온도가 전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Figure 5

Figure 5. Effect of sparging time on conversion ratio (molten salt 
temperature = 750 ℃).

와 6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ure 5에서 공유염의 온도가 750 ℃로 일

정할 때 분산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환율은 지수적으로 증가하였

으며 분산시간이 약 320 min을 초과하였을 경우 거의 일정한 점근값

(0.999 이상)을 보였으며 CeCl3가 가장 빠르게 0.999 이상의 전환율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정한 분산시간에서(60 min, 120 min) 
공융염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전환율은 일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Figure 6) 이는 반응자체의 활성화에너지특성 이외에 공융염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산소의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산소와의 반응으로 인한 희토류핵종의 침전반응은 공융

염에 대한 산소의 용해도와 자유 희토류핵종(RE3+)에 대한 산소이온

(O2-)의 확산에 좌우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소의 확산영향은 산소분산 

방법에 의해서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소의 공융염에 

대한 용해도가 침전반응을 좌우하게 된다. 기체의 용융염에 대한 용

해도는 반응성(reactive) 기체(할로겐, CO2, SO2 등)와 비반응성(inert) 
기체(noble gas, O2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반응성 기

체의 용해도가 비반응성 기체의 용해도보다 크다[10]. 비반응성 기체

의 경우 용융염에 대한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하게 

된다. 단, 여기서 반응성 및 비반응성의 의미는 용해될 때 분산상인 

용융염과의 반응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각 희토류핵종의 침전물로의 전화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용해

되는 산소이온의 증가에 따른 반응속도의 증가가 이유인 것으로 판단

된다. 단, Ce의 경우는 120 min 이상의 분산시간 조건에서 모든 온도

범위(450∼750 ℃)에서 0.999 이상의 전환율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서 최종적으로 얻어진 희토류핵종의 침전물로의 전환율 결과를 온도

에 따라서 Table 4에 정리하였는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750 ℃의 공

융염온도와 420 min의 분산시간 조건에서 0.999 이상의 높은 산화물

로의 전환율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해정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융염 폐기물 내 존재하는 희토류염화물을 산소분산 방법

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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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ffect of molten salt temperature on conversion ratio.

Table 4. Value of Conversion Ratio with Molten Salt Temperature 
(Oxygen Sparging Time = 420 min)

T(℃)
RECl3

450 550 650 750

CeCl3 > 0.999 > 0.999 > 0.999 > 0.999

GdCl3 0.551 0.878 0.998 > 0.999

NdCl3  0.645 0.997  > 0.999 > 0.999

4. 결    론

  LiCl-KCl 공융염 내 존재하는 희토류염화물은 공융염 내 산소분산

에 의해 Nd, Gd의 경우는 옥시염화물(NdOCl, GdOCl)로 Ce의 경우는 

산화물(CeO2)로 산화되어 침전되었으며 침전물의 형태는 온도 및 분

산시간에 무관하게 일정하였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능한 침전반응

의 반응 Gibbs free energy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분산시간 및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서 산화물로의 전환율은 증가하였으며 전환속도는 

Ce의 경우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750 ℃의 공융염 온도와 420 
min의 산소분산 시간 조건에서 실험에 사용된 모든 희토류 염화물들

의 산화물로의 전환율은 0.999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사용 후 산화물 핵연료의 전해정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LiCl- KCl 공융염 폐기물 내 존재하는 희토류염화물은 산소분산 방법

을 이용하여 99.9% 이상 산화되어 침전되므로 효과적으로 공융염과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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