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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Zr은 고온에서의 높은 치수안정성, 내식성은 물론 낮은 중성자 흡수단면적을 지녀 원자력산업용 소재 중 1차 방사능 차폐재인 핵

연료 피복관으로 사용되며 현재까지 다른 소재로 대체 불가능하다. 하지만 Hf을 정제한 Zr sponge 제조기술은 미국, 프랑스, 러시

아만 가지고 있어 원자력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국가전략물자로 분류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국내 유통되는 Zr의 대부분은 원

자력산업에 사용되어 지며 유통구조는 정제된 Zr합금을 국외로부터 수입하여 tube로 가공 후 핵연료집합체로 제조되고, 그 외 소량

이 합금첨가원소 및 폭약재 등 고부가가치 일반산업에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Zr 제조기술에 대한 현재산업현황 및 정련기술을

살펴보고, 최근 연구되고 있는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와 Molten oxide electrolysis와 같은 신 제련기술에 대한 소개 및 Zr

recycling의 전반적인 기술소개도 포함하였다.

주제어 : 지르코늄 제조, 지르코늄 정련, 지르코늄 재활용, 원자로급 지르코늄, 무 하프늄 지르코늄

Abstract

Zirconiu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aterial used as cladding of fuel rods in nuclear reactors because of its high dimen-

sional stability, good corrosion resistance and especially low neutron-absorbing cross section. However, Hf free nuclear grade

Zr sponge is commercially produced by only three countries including USA, France and Russia. So, Zr has been thoroughly man-

aged as a national strategic material in Korea. Most of the zirconium is used for Korean nuclear industry as nuclear fuel cladding

materials manufactured from Hf free Zr alloy raw material. Also, there are some other applications such as alloying element and

detonator. In this review, zirconium production and recycling technologies have been reviewed and current industrial status was

also analyzed. And recent achievements in innovative reduction technologies such as electrolytic reduction process and molten

oxide electrolysis  were also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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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Zr은 원자력발전 소재 중 노심 소재인 핵연료피복관

으로 사용되며 0.18 barn으로 상용화금속 중 가장 낮은

열중성자 흡수단면적을 가지고 있고, 높은 고온치수 안

정성에 기인하여 현재까지 대체 불가능한 소재로 여겨

지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구조용 Zr의 대부분

은 원자력 산업소재로 사용되어 지며, 나머지는 일반산

업용 특수합금의 첨가원소 및 폭약재 등에 사용된다.

Zr에는 화학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Hf이 원광으

로부터 공존하며 금속화 시 중량 비 2 %내외로 혼합되

어 있다. 하지만 Hf은 열중성자 흡수단면적이 Zr에 비

해 600배 이상 높아 원자로급에 적용시 반드시 추가적

인 정련과정을 통해 제거해야한다. ASTM B349,

Nuclear grade Zr sponge규격1)을 보면 분리가 어려운

Hf을 100 ppm이하로 제어해야 하며 Hf-free Zr의 제

조 시에 다단의 용매추출과 염소화공정이 포함되어 제

조단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의 원자로급 Zr의 물자유통현황은 중간재인 합금

이나 T-Rex 튜브를 (주)한전원자력연료가 국외로부터 수

입하여 핵연료 튜브로 가공하며, 최종적으로 핵연료집

합체까지 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Zr을 원광으로부터

제련하는 기술은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Zr은 3년 주기인 원전 1회 운전 시 25 ton이 사용

되고,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은 현재 국내실정 상 취급을

할 수 없다. 또한 원자재는 전량수입에 의존하기 때문

에 Zr은 국가전략물자로 분류되어 철저한 물질관리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Zr sponge가격은 2005

년 약 22 $/kg에서 2009년에 58 $/kg로 2배 이상 증가하

였으며 현재까지는 국제 Zr 가격변동에 따라서 능동적

대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원자로급 지르코늄 제련기술 국산화 및 관련

합금 기술개발의 움직임이 활발히 관찰되고 있으며 현

재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원전용

Zr 제조에 대한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등 한국은 현재

Zr의 기술력확보를 위하여 매우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또한 최초로 UAE에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국내 분

위기에서 핵심소재로 분류되는 Zr의 기술력확보는 설비

기술과 함께 동반성장 할 것이며 경제적 잠재력이 매우

크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Zr의 상용 제조기술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 제련기술에 대한 소개를 다루고

있으며 더불어 Zr scrap에 대한 현황 및 재활용기술에

대한 소개도 포함하였다. 

2. 지르코늄 산업현황

 국내 지르코늄의 최대 시장은 원전 연료용 피복관이

주를 이루고 있어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11년

도 국내 총 수요는 503 억원으로서 단가 대비 총 수요

는 타 금속재료 대비 그리 크지 않다. 전 세계 수요

또한 2011년도 약 1 조 911 억원으로서 국내외 총 수

요는 2020년까지 3조 4천억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2011년 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신

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

으나 가까운 미래에도 원전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이

현실적으로 없고, 기존 원전에 대한 다중 안전장치를 강

화하고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첨단 사고 방지기술이 적

용 되는 등 대부분 국가의 원전 정책은 큰 변화가 없

Fig. 1. The status and prospects of Zr industr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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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여겨져 2030년 까지 원전연료 피복관을 비

롯한 일반 산업용 Zr의 수요는 약 16조원에 이를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Zr 생산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일부 기술 선진국에 제한되어 있으며,

Westinghouse, Areva, Tvel 등 Zr 관련 일체의 기술에

대해서 비공개 및 제공 불가함을 원칙으로 자체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3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원자로급 Zr sponge의 경우

전 세계 sponge 생산의 96%를 차지하고, Zr sponge 생

산사에서 피복관 튜브 완제품까지 제조함으로써 수급불

안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우선 자사수요를 충족해 가격

불안 요소가 상존한다. 실제로 2005년 22 $/kg이었던

Zr sponge 가격은 2009년도에 58 $/kg으로 폭등하는

등 관련 기술이 전무한 국내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3. Zr 제련 세부기술

Zr의 제련, 정련, 가공 및 재활용에 이르는 순환 구

조를 Fig. 2에 나타내었다. 현재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Zr 광석은 zircon sand (ZrSiO4)로서 전 세계 생산량의

37 %가 호주에서 나오고 있다. zircon sand는 열 화학

적으로 매우 안정된 물질로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염

화공정을 거쳐 ZrCl4를 제조하며 습식 분리공정이 가능

한 형태인 ZOC(ZrOCl2)로부터 Hf을 분리한다. Hf은

Zr대비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600배 이상 커 원자로급

Zr의 ASTM B349 규격 Hf 요구조건은 100 ppm 미만

이나 상용 원자로급 Zr은 50 ppm 미만으로 Hf 양을

제어하고 있다. 따라서 원전용 Zr 제조공정에서 Hf 분

리공정은 가장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이

다. 이렇게 Hf 및 기타 불순물이 분리된 Zr 용액은

ZrO2로 제조되고 다시 금속 Zr 제조를 위하여 ZrCl4로

재 염화시킨다. ZrCl4의 환원 시에는 Mg과 반응시키는

Kroll 공정이 사용되며, 이렇게 제조된 Zr sponge는 용

해 가공공정을 거쳐 각종 지르코늄 소재로 제조된다. 각

공정에 대한 세부 기술을 아래에 기술한다.

3.1. Zircon sand (ZrSiO4) 전처리

Fig. 3은 Zr원광인 Zircon sand (ZrSiO4)의 선광공정

을 나타낸다. 호주 등지의 Zr 노천광산에서 채광된 광

Fig. 2. A cycle of nuclear  grade zirconium.

Fig. 3. A process flow of Zr ore dressi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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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은 예비선광 과정을 거쳐 부유물 및 자갈 등을 걸러

내며, Zircon sand가 기타 불순물보다 비중이 무거운

특성을 이용하여 나선형 분리기 (spiral separator)를 이

용하여 저밀도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렇게 제조된

Zircon 농축물은 모나자이트 및 철분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정전기력 및 자력을 이용하여 도체 및 강자성체인

모나자이트 성분을 부도체인 Zircon sand와 분리시키다.

Zircon sand 원광에는 모나자이트 성분이 일정량 포함

되어 있어 이 공정에서 방사능 물질인 Th이 상당량 제

거된다. 이렇게 제조된 Hf을 제외한 ZrSiO4의 순도는

99% 이상으로서 Hf은 2~4 wt%정도 포함되어 있다.

3.2. ZrCl4 및 ZrOCl2 제조 공정

선광공정을 거친 zircon sand에는 67.1 wt.%의 ZrO2

외에 약 32.9 wt.%의 SiO2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다량의

SiO2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Fe2O3 및 TiO2가

주요 불순물로 함유되어 있으므로 후속 공정으로 진행하

기 전에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산화물

을 염화물형태로 제조한다. 염화장치의 예를 Fig. 4에 나

타내었으며 이에 대한 염화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ZrSiO4 + 2C + 4Cl2(g) =

ZrCl4 + SiCl4(g) + 2CO2(g), ∆Go
25= −93 kcal (1)

반응조에 zircon sand와 탄소 혼합물을 장입하고, 약

1150oC에서 염소 가스를 하부에서 취입하면 ZrCl4 및

SiCl4 가스가 생성된다. ZrCl4와 불순물간의 증기압은

원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매우 커서 Fig. 4에 나타낸 응축기를 이용한 분리

가 가능하다. 증기압 차이가 작은 Fe는 습식처리 시 이

온교환공정 등에 의해 제거한다.

이렇게 회수된 ZrCl4에는 여전히 HfCl4가 남아있게 되

는데 이는 상호 물리 화학적 특성이 매우 유사하여 단독

공정으로는 분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Hf의 습식분리기술

인 용매추출법은 먼저 ZrCl4 수용액을 제조하는데, 이때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ZrCl4는 ZrOCl2로 된다.

ZrCl4 + H2O = ZrOCl2 + 2HCl, ∆Go
25= −28 kcal (2)

3.3. Hf 분리공정

3.3.1 습식 분리공정

현재 상용화된 습식 분리 공정은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MIBK(Methyl Isobutyl Ketone)-Thiocyanate Pro-

cess, TBP(Tributyl Phosphate)-Nitric Acid Process 및

N235(Alamine 336) 공정 등이 있다. 먼저 MIBK 공

정의 경우, ZrOCl2와 NH4CNS를 혼합한 후 유기용매

인 MIBK를 혼합하고, Hf의 MIBK에 대한 용해도가

다소 높은 특성을 이용하여 Hf는 MIBK상으로 Zr은

NH4CNS상으로 이동시킨다. 이때 두 액상간의 교환 반

응은 계면에서 이루어지므로 충분한 교반이 필요하며,

상업적으로는 연속식 countercurrent extractor가 사용된

다. 유기용매상으로 이동한 Hf 성분은 washing 및

stripping공정을 통해 유기물상인 MIBK는 다시 재활용

되며, 수용액상은 침전 및 하소 과정을 거쳐 HfO2로

제조한다. 한편 수용액상으로 이동한 Zr은 NH4CNS 수

용액으로부터 침전시켜 ZrO2를 제조한다.

Fig. 4. Chlorinator and condensers4). Fig. 5. Vapor pressure comparisons of each chlor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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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P(Tributyl Phosphate)-Nitric Acid Process의 경

우는 ZrOCl2와 염산, 질산 수용액과 유기용매인 TBP를

혼합하여 잔사(residual raffinate)를 제거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Hf를 하소하면 HfO2를 얻을 수 있다. 또한

stripping 공정을 거쳐 유기용매상과 수용액상을 분리하

고, 수용액상의 Zr을 침전 및 하소하면 ZrO2가 얻어진

다. 여기서 유기용매인 TBP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N235 공정은 Alamine 336 아민계 유기용매를 사용

하여 Hf을 분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앞서 두 공정과 다

른 점은 zircon sand 처리를 염화 공정을 거치지 않고,

NaOH를 이용하여 수용성 염으로 제조하며 그 반응식

은 다음과 같다.

ZrSiO4 + 4NaOH =

Na2ZrO3 + Na2SiO3 + 2H2O, ∆Go
600 = −22 kcal (3)

Zricon sand를 NaOH와 스틸 포트에 장입한 후

600~650oC에서 가열하면 수용성의 Na2SiO3가 생성된다.

수세를 통해 분리된 Na2ZrO3는 황산, 염산 또는 질산

을 이용하여 수용액상태로 제조한다. Columbia

National사에서는 TBP 공정의 원료로도 사용하며,

N235공정에서도 역시 Zr 원료로 이용하여 N235 용매

를 첨가하고 유기물 상과 수용액 상으로 분리한다. 이

때 유기물 상에는 Zr이 포함되며, stripping, 침전 및

하소 공정을 거치면 ZrO2가 얻어진다. 또한 분리된 수

용액상에 P204 유기용매를 첨가하면 Hf을 분리 할 수

있으며, 수용액 내에 잔류하는 Zr은 재분리 과정을 거

쳐 고순도의 Zr제조가 가능하다.

3.3.2 건식 분리공정

습식 공정은 기술축적이 많이 되어 있고 상용규모에

서의 생산 경험이 많아 아직까지 원자로급 Zr 생산공정

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사용되는 유기용매가 고가

이며, 발화 위험이 있고, CN등의 독성 물질을 사용함으

로서 환경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습식 공정

의 문제점은 최종 생성물이 ZrO2로서 Kroll 공정에 의

해 금속 Zr sponge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재 염화공정

을 거쳐야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해 화학물질

을 첨가하지 않고 Hf을 분리하며, 최종 생성물도 투입

상태와 동일하여 변환공정을 거치지 않는 건식 분리공

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프

랑스 CEZUS 사에서 상용화시킨 추출증류공정(extractive

distillation process)으로서 Fig. 7(a)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용매로서 KCl-AlCl3를 사용하여 HfCl4함유 ZrCl4와

counter current로 흘려줄 경우, 용융염 상태의 KCl-

AlCl3내에서 HfCl4의 증기압이 ZrCl4보다 충분히 높아5)

1회 분리 시에 HfCl4 함량이 30~50%까지 농축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존의 습식법과 추출증류법을 비

교한 Fig. 7(b)의 경우 가장 큰 차이점은 습식 분리공

정의 경우 변환공정을 거치며, 최종 수율이 89%인 반

면, 추출증류 공정의 경우 수율은 98%에 달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건식 처리공정은 독성의 화학약품을 사용

Fig. 6. Comparison of Hf separation wet-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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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변환공정을 제거함으로서 습식공정에 경쟁

력이 있으나 추출증류 공정을 제외하고는 연속공정화가

어려워 상용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출증류 공정

이외에 건식처리공정으로 그동안 연구된 공정을 아래에

요약하였다.6)

■ Newham process (ZrCl4의 선택적 환원)

Zr과 Hf 염화물의 반응성 차이를 이용하여 Zr(Hf)Cl4

와 고상의 ZrCl2를 반응시켜, 고상의 ZrCl3를 제조하며,

이때 HfCl4는 ZrCl2와 반응하지 않고 기상의 HfCl4로

기화되어 분리가 가능하다.

Zr(Hf)Cl4 + ZrCl2(s)⇔ 2ZrCl3(s) + HfCl4(g)

2ZrCl3⇔ ZrCl2(s) + ZrCl4(g)

Newham process의 또다른 방법은 ZrCl2 대신에 금

속 Zr을 반응시켜 ZrCl3로 제조한 후 진공에서 기상의

ZrCl4와 고상의 ZrCl2로 제조하여 기상의 ZrCl4만 회수

하는 방법이다.

3ZrCl4 + Zr(s)  4ZrCl3(s), 

2ZrCl3(s)+  ZrCl2(s) + ZrCl4(g)

■ Chandler’s process (Chloride-oxide 교환반응)

Chandler공정은 ZrO2와 HfCl4의 교환반응을 이용하

는 것으로서 Hf을 고상의 HfO2로 만들고, 기상의

ZrCl4를 다음과 같이 분리한다.

ZrO2(s) + HfCl4(g) → HfO2 + ZrCl4(g), 

∆G500
o
C= −0.548 kcal

 Ke=2.3~2.8 at 298K~1223K

■ Megy’s process (fluoride-redox 교환반응)

금속 Hf과 의 반응에 의해 를 생성하

고, 금속 Zr과의 증기압 차에 의해 제거하는 방법이다.

+ Hf→ + Zr

logk = −8.266 + (0.886 × 104)/T,

k = 1.6~−0.866 at 900~1200 K

■ Flengas’s process(알카리금속염과 HfCl4의 선택적 반응)

알카리 금속 염이 ZrCl4 보다 HfCl4과 우선 반응하

는 특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고상의

M2HfCl6 화합물을 형성하며, 기상의 ZrCl4를 분리하여

회수하는 방법이다.

2MCl(s) + ZrCl4(g)→ M2ZrCl6(s), 

M2ZrCl6(s)+HfCl4(g)→ M2HfCl6(s)+ZrCl4(g)

■ Berl’s process (기상 탈염소 반응)

기상의 ZrCl4를 산소와 반응시켜 ZrO2 고상으로 변환

하며, 888 K까지는 아래의 두 반응 속도가 동일하지만

893 K이상에서는 ZrCl4의 산화속도가 HfCl4보다 빨라

ZrO2로 우선 변환되어 HfCl4를 응축시켜 분리하는 방법 

ZrCl4(g)+O2(g)→ ZrO2(s)+Cl2(g),,

HfCl4(g)+O2(g)→ HfO2(s)+Cl2(g)

logKZr = −4.25 − 5300/T

logKHf = 2.9 − 4100/T

 
643K

 vacuum

473K

Ke

HfO2[ ] ZrCl4[ ]
ZrO2[ ] HfCl4[ ]

----------------------------------=

ZrF6

2  –
HfF6

2  –

ZrF6

2  –
HfF6

2  –

Fig. 7. Extractive distillation process of CEZUS (a), and comparison between wet and extractive distillation process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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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별증류법

HfCl4의 증기압이 ZrCl4보다 523 K에서 1.7배 크므

로 분별 증류공정으로 분리 가능하다.

(atm) = 11.4623−(5191/T), below 699K

(atm) = 11.6726 − (148/T), below 685K

    

■ 전해분리법 I

용융염 내에서 Zr과 Hf의 산화전위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한다.

Zr(IV→ Zr(0) 1.86 V at 728 K LiCl−KCl molten salt

Hf(IV)→ Hf(0) 1.88 V at 728 K LiCl-KCl molten salt

용융염 내의 Hf 농도가 증가하면 분리 효율이 저하

되므로 다단 전해정련조 필요하다.

■ 전해분리법 II

불활성양극 사용하여 음극에서 산화환원전위 조절을

통해 Zr만 선택적으로 회수 한 뒤 염화과정을 거쳐 선

택적으로 ZrCl4를 회수하는 공정이다. 

2nd electrolysis ZrCl3(s) + Cl =

             ZrCl4(1→ g→ condensation) + e−

3.4. ZrCl4 환원공정 

Zr의 환원공정은 염화물 환원법, 용융염 전해법, 금속

열환원법 및 요오드법 등이 있으며 각 공정의 장단점이

있어 목적에 맞게 적용되고 있다. 염화물 환원법의 경

우는 ZrCl4를 가스화하여 Mg과 반응 (ZrCl4 + 2Mg =

Zr + 2MgCl2) 후 진공증류하여 금속을 얻는 일명 Kroll

공정으로 불린다. 이 공정은 sponge 형태의 Zr 금속을

얻을 수 있어 반응생성물인 MgCl2의 제거가 용이하며,

금속 표면적이 작아 산소오염도가 낮으므로 원자로급

Zr 제조공정으로 세계 생산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용융염 전해법의 경우 환원제의 사용없이 전기적으로

Zr염을 직접 환원하는 기술로서 NaCl, KCl, LiF,

CaCl2, MgCl2의 혼합욕에 ZrCl4를 용해하여 600이하에

서 운전한다. 본 공정은 고순도의 금속 Zr회수가 가능

하지만 Zr 금속과 ZrCl4와의 disproportionation 반응에

의하여 전착물이 미분화하는 경향이 있어 염제거, 산화

방지 등 후처리가 어려워 실제로는 제한적으로 사용되

며, 불화물 염을 사용함으로서 Zr4+ 이온을 안정화시켜

disproportionation반응을 억제시키는 연구가 진행된바

있다.7)

금속 열환원법(Thermit reaction)은 다음과 같은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ZrO2 + 2Mg = Zr + 2MgO) 금속 Zr

분말을 제조하는 공정으로서 외부의 추가적인 열 공급

없이 자발적으로 반응이 진행되어 경제적으로 Zr이 제

조 가능하지만 회수 Zr의 입자가 미세하고 산소함량이

높아 원자로급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요오드법은 초 고순도의 Zr을 제조하기 위해 이용되

는 방법으로 ZrI4를 제조하고, 이를 승화시켜 열분해 함

으로서 불순물의 혼입을 방지하여 초 고순도의 Zr 제조

가 가능하나 제조 단가가 고가여서 상업화에는 어려움

이 있다.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Kroll 공정의 경우 Fig. 8

과 같이 sponge 형태의 Zr 금속이 얻어지며, 반응생성

물인 MgCl2는 진공증류 공정에 의해 제거되고 절단,

파쇄 및 분급을 거쳐 합금화 및 잉곳으로 제조된다.

4. 기타 신제련기술

이상의 기존 Zr제련공정은 다단의 염화공정, 화학적

분리공정 및 환원공정을 거침으로서 제조단가가 상승하

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Zr 환원

기술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전기화학공정에 기반을

두어 환원제가 필요 없고 독성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4.1. 전해환원공정

전해환원공정은 발명자의 이름으로 부터 일명 FFC공

법 (Fray Farthing Chen)으로 불리우며, FFC공법은 Ti

환원의 경우 TiO2 + 4e−→ Ti + 2O2− (in molten CaCl2)의

원리로서 음극에 위치한 산화물에서 전자에 의해 산소

가 이온화 됨으로서 화학적 환원재의 사용 없이 전기적

으로 금속 환원이 가능한 공법이다.8) 본 공정은 Ti이외

에 Zr, Y, V, Cr, Nb, Ta, W 및 Ce, Nd 등 희토류

원소까지 환원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pilot scale

까지 규모를 확장하여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다.9) 본 공

logZrCl
4

logHfCl
4

1st electrolysis 
cathode; 2Zr

4  +
1( ) 2e

 –
2Zr

3  +
s( )→+

anode; 2Cl
 –

2e
 –

Cl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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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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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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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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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i Hf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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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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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0.62V at 600 C
o

–



지르코늄의 製造와 再活用技術 25

자원리싸이클링 제 21권 제 5호 , 2012

법의 가장 큰 장점은 환원 시에 이산화탄소, 염소, 불소

가스 등 유해 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800oC내

외의 비교적 저온에서도 고융점 금속의 환원이 이루어

지며, 부산물로 산소가스만 얻어짐으로서 환경 친화적

이다는 점이다. 그러나 FFC공법의 유일한 단점은 고상

의 산화물에서 산소를 이온화 시킴으로서 표면반응은

빠르지만 산화물 내부로 들어갈수록 산소확산이 어려워

반응시간이 길다는 점이다. 따라서 원료를 미분화 시키

고, sponge형태의 원료를 사용하여 반응시간을 단축시

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양극에서 산소가 발생

함으로서 고온의 산화성분위기에서 견딜 수 있는 경제성

있는 전극 개발 또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2. Molten oxide electrolysis

FFC공정이 지닌 느린 반응속도를 극복하기 위하여

환원 대상 광석을 포함한 저용점 산화물조성의 전해질

을 이용하여 환원금속의 융점 이상으로 환원 온도를 높

혀주는 MOE(Molten Oxide Electrolysis)공정이 미국

MIT의 Sadoway 교수팀에 의해 2006년도에 최초 보고

되었다.10) MOE공정은 전자에 의해 산화물내의 산소를

이온화 시킨다는 점에서는 FFC공법과 유사하며, 액상

의 산화물 전해질에 대상 광석을 용해시키는 점은 알루

미늄 제련 공정인 Hall-Heroult 공정과 유사하여 양 공

법의 장점을 취한 공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MOE

법은 저탄소 배출 금속추출법으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철, 니켈, 크롬, 마그네슘, 실리콘, 타이타늄 등

이 추출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Ti의 경우

1725에서 음극을 Mo으로 양극을 탄소로하여 전류 밀도

1 A/cm2이하 조건에서 제조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

며, 저비용 추출이 가능하고 추출을 넘어서 전기적 에

너지 저장용으로 적용 가능함이 보고되고 있다. MOE

공법 역시 유해가스를 방출하지 않고 금속 제조가 가능

하고, 반응속도도 FFC공법에 비해 매우 빠르지만 산소

가 발생하는 분위기에서 견디는 양극소재 개발이 관건

이다.

5. Zr recycling 기술

5.1. Zr 및 Zr scrap의 시장현황

Zr은 원전 이외에도 각종 화학플랜트, 특수합금(비정

질, Ni합금 등), 폭약재, Cermet 공구, 의료용 등 다양

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비원전용 Zr의 전세계 사

용량은 약 3000 ton 정도로 원전용 사용량인 7600 ton

에 비해 비교적 작지만, 향후 전 세계 화학플랜트 건설

의 증가에 따라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 Table 1에 국내

외 Zr 원료금속의 수요전망을 나타냈다. 국내의 비원전

용 Zr 금속 수요는 약 150 ton 정도이지만, 국내의 플

랜트 기자재 제작산업이 꾸준하게 발전함에 따라 Zr 금

속의 국내 수요량도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국내에서 원자로용 Zr 제조시 scrap 발생량은

연간 약 50 ton 이내로 크지 않지만 연평균 발생량이

5% 정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추세를

감안시 2016년에 약 80 ton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국내에서 Zircon sand 제련을 통해 원자로급

Zr 제조시 이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500

ton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Table 2에 나타낸 다

른 금속소재와의 스크랩가격대비 금속가격비율을 살펴

보면 kg당 7,300원으로 재활용이 용이한 다른 금속소재

Fig. 8. Zr sponge preparation by Kroll process and its back-en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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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알루미늄과 타이타늄과 유사한 가격을 보이지만 본

scrap을 원자로급 Zr으로 재활용 시 가격은 kg당

63,800원으로 scrap대비 가격상승률이 약 9배에 이른다

. 본 수치는 다른 금속소재와 비교 시 높은 수치로서

재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점이 매우 큼을 의미한다. 현

재 국내의 원자로급 Zr scrap은 전량 (주)한전원자력연

료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scrap전량은 저가로

전량 국외에 수출하고, 다시 원자재는 해외에서 수입하

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있다.  

5.2. Zr recycling 현황 

앞서 언급한대로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원광으로부터

Zr을 제련하는 기술은 전무한 상태이고 원자로급에 적

용시 중간재인 Hf-free Zr 잉곳이나 T-REX 튜브로 수

입된다. 본 중간재는 (주)한전원자력연료에서 수입하여

핵연료피복관으로 제조하여 원자력산업에 사용한다. 현

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자로급 Zr을 취급하는 (주)한

전원자력연료의 공정도를 Fig. 9에 나타내었다. 최초 수

입된 중간재는 2차 가공공정으로서 검사공정, pilgering,

cleaning, pickling, annealing과 3차가공인 straightening,

ID blasting, cutting, OD polishing를 거쳐 최종재를 제조

하게 된다. 

Table 3에 Zr scrap 발생원과 그 양에 대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2차, 3차가공과 핵연료집합체를 제조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총량은 42.5 ton/year이며 형태상으로

분류 시 cutting공정 중에 발생하는 절단된 tube나 기계

가공 공정중 나오는 chip, turning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비교적 큰 오염이 없는 on-grade Zr

scrap이다. 이는 단일합금으로 조성제어가 불필요하여

간단한 세정공정후 청정용해공정으로 재활용이 가능하

다. 이들이 차지하는 전체 scrap 중 비율은 86%정도로

매우 높다.

나머지 14%는 이종합금이나 세정공정을 통해 직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산화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

는 Zr과 조성제어에 문제가 있는 불량재를 포함하며

off-grade Zr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Off-grade Zr의

경우 원광 제련공정과 동일하게 염소화하여 Kroll 공정

                           Table 1. Domestic and foreign demands of Zr resource2)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2030 CAGR

국내
원전용 Zr 원료금속* 338 419 519 643 796 2,319 19,692 24%

비원전용 Zr 원료금속 165 194 229 269 317 715 3,650 18%

국외
원전용 Zr 원료금속 7,611 8,254 9,105 10,086 10,847 17,518 65,640 12%

비원전용 Zr 원료금속 3,300 3,884 4,572 5,381 6,333 14,305 72,991 18%

계 11,415 12,751 14,424 16,379 18,292 34,858 161,972 15%

*원료금속 : Zr 소재의 원료가 되는 sponge 및 scrap 등을 통칭.

※위에 설명된 Zr 소재의 수요량으로부터 원료금속 수요량을 도출(원료금속~소재 제조수율 40%)하고, 원료금속 가격인 60 $/kg을

적용함. 또한 원료금속의 명목가격 상승률 7 %를 적용함

Table 2. The cost increasing rate of recycled Al, Ti, Ni and

nuclear grade Zr

금속
스크랩가격 A 

(KRW)

금속가격 B 

(KRW)

상승률 C

(C = B/A)

Al 2,000 3,300 165 %

Ti 7,000 11,000 157 %

Ni 20,000 27,500 137 %

Zr 7,300 63,800 873 %

Fig. 9. A processing flow diagram for preparing nuclear

grade Zr tube in KEPCO NF Co., Lt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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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다시 Zr sponge로 재 제조하여 사용하거나 다

른 정련법을 이용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원

자로급 Zr scrap의 총량이 43 ton으로 그리 크지 않은

양이며, 국내에 Zr 전문 재활용업체가 없어 현재까지는

산업에서 재활용에 대한 움직임은 없다. 하지만 현재 지

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을 통

해 국가차원에서 기술개발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 Zr

원광 제련시 발생되는 scrap의 양은 크게 증가 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에서 Zircon sand 제련 시

scrap 중 off-grade Zr scrap의 분율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외의 Zr scrap의 재활용 현황에 대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국외 주요 원자로급 Zr 제조사인 Areva,

Westinghouse, Wahchang에서는 연간 총생산량이 각각

약 4000, 1000, 2000 ton으로 원자력산업에 사용되는

Zr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본 제조사 중 Areva, Westing-

house의 경우 원자로급 Zr 제조 시 scrap을 30% 정도 첨

가하여 제조하며 Areva의 경우 전체 scrap의 약 95% 정

도 재활용하고 있다. 

5.3. Zr Scrap 재활용 기술

Fig. 10에 원자로급 Zr 제조공정에 따라 발생되는 Zr

scrap에 대하여 발생원측면에서 4단계로 분류하였다.

1. Short range recycling: 기계가공 공정중 발생하는

scrap으로 조성적 오염이 없어 간단한 세척 후 용

해공정을 통해 재제조가 가능한 scrap

2. Medium range recycling: Hf이 제어된 Zr 원료의

용해공정이나 합금화공정시 발생하는 슬래그 및 주

조 부산물을 포함하는 scrap, 직접 용해공정 불가.

3. Long range recycling: Sponge 제조공정 중 산소

함량이나 불순물함량이 많아 직접 재사용이 불가능

한 Off grade Sponge을 포함, 직접 용해공정 불가.

4. Ultra long range recycling: 핵연료집합체 제조 시

발생하는 저준위폐기물과 원자력발전 후 발생하는

사용후 피복관 포함, 현재 국내실정에서 취급불가.

비록 현재 국내에 발생하는 Zr scrap의 경우 86%가

on-grade Zr scrap으로 short range recycling에 해당하

여 재활용 기술에 대한 부담이 적지만 국내 원자로급

Table 3. Classification of Zirconium scrap

구분 발생원 발생량(ton) 발생률(%) 비고

2차가공
tube

long tube 14 32.9 단일합금

short tube 7.5 17.6 단일합금

chip & turning 9 21.2 단일합금

strap plate & chip 3.5 8.2 이종합금

3차가공
sleeve

short tube 1.5 3.5 이종합금

chip 0.5 1.2 이종합금

end Plug chip 1 2.4 단일합금

핵연료집합체 조립
long & short tube 5 11.8 단일합금

low level radioactive tube 0.5 1.2 이종합금

계 42.5 100 -

Table 4. Status of Zr scrap recycling quantities and rates in major Zr manufacturing company2)

국가
Zr 소재 

제조사

연간 생산량

 (ton)

Scrap 사용량 

(ton)

제품 내 Scrap 비율

(scrap/scrap+virgin)

Scrap 

재활용율

프랑스 Areva 4,000 1,200 33 95%

미국
Westinghouse 1,000 300 30 N.A.

Wahchang 2,000 N.A. N.A. N.A.

N.A: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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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 제련 및 용해기술 산업화시 off grade Zr scrap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활용공정 중 on-

grade Zr 재활용에 대한 내용을 Fig. 11에 나타냈다.

핵연료 피복관용 Tube가공 공정 중 발생하는 On-grade

Zr scrap은 초음파 및 산 세척 후 바로 재활용이 가능

하다. 일반산업에 적용 시 scrap 자체를 공급하여 전자

산업, 내화재, PDP 등에 사용되는 특수합금의 첨가원소

사용되며 다시 원자력산업 구조재로 재사용 시 압분 후

진공아크재용해법의 소모성 전극으로 제조하고 잉곳화

를 통해 재사용되게 된다. Fig. 12에 off grade Zr

recycling 기술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off grade Zr

scrap은 앞서 언급한 대로 세척 후 바로 재사용이 불가

능한 Zr scrap을 의미하며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원광제련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Zr scrap metal을

다시 염소화 한 뒤 Kroll공정을 통해 sponge로 제조한

다. 본 과정 중 Zr 형태는 금속 Zr에서 염화물로 다시

Fig. 10. A material flow chart of Zr scrap generated during nuclear-grade Zr production. 

Fig. 11. A typical flow diagram of on-grade Zr scrap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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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ge로 형태가 변화하고 다단의 공정이 필요하게 되

어 환경적, 경제적으로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

하여 최근 기존방법이 아닌 용융염 분위기에서 Zr

scrap metal에서 순수 Zr 만을 직접 재회수 하는 공법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6. 결 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의 원자력산업에 대

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지만 현재까지 바로 원자

력을 대체 할 수 있는 에너지자원이 없는 것이 사실이며

세계원자력산업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핵연료피복관 소재로 사용되는

Zr은 다른 금속소재로 대체 불가능하여 꾸준한 수요가

예상된다. 원자로급 Zr은 Zircon광석의 선광공정, ZOC

제조, Hf 분리, ZrCl4 제조, Zr sponge 제조, 용해, 합

금화, 튜브 제조, 핵연료집합체제조까지 매우 다단의 공

정을 포함한다. 또한 조성적, 기계적 품질제어 및 규제

가 까다로워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고급 소재산업

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수준은 중간재의 기계가공

을 통한 핵연료집합체 제조에 국한되어 있어 Zr 원자재

의 가격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 최근 UAE

에 원전수출 등 설비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기술력

을 인정받고 있지만 원자력 소재분야에서의 국내기술은

미국, 프랑스 등 국외 원자력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

은 수준이며 수입비율이 매우 높다. 특히 원자력 소재

중 핵심소재로 분류되는 원자로급 Zr 제조의 기술적 독

립을 통한 경쟁력확보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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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녹색에너지기술전문대

학원 공학석사

•현재 충남대학교 녹색에너지기술전

문대학원 박사과정

洪 淳 翼

•고려대학교 금속공학 공학사

•한국과학기술원 재료공학 공학석사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재료공학

공학박사

•현재 충남대학교 나노소재공학과

교수

柳 煥 俊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현재 한전원자력연료(주) 튜브운영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