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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핵연료 피복관(지르코늄 합금)은 필거링, 세정, 산 세정 및 열처리공정을 거쳐 만든다. 튜브 표면의 산화층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 세정(酸 洗淨, Acid pickling) 공정이 요구된다. 이때 산세 공정 중 불산과 질산의 혼합 산(酸) 용액으로부터 용해된 Zr이

농축된 폐산은 중화반응을 거쳐 전량 폐기 처리 된다. 본 연구에서는 BaF2 침전 공정을 통해 재생산된 산세 용액의 잔존 불순물

(Ba)이 산세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실제 핵연료 피복관의 산세 공정에 적합한 재생산 제조를 위한 잔존 Ba 및

Zr의 농도 저감 실험을 실시하여 최적 침전 공정 조건을 도출하였으며, 핵연료 피복관의 산세 공정을 모사한 파일럿 플랜트 산세

공정 장치에서 재생산된 산세용액을 사용하여 피복관의 산세 효율을 AFM 분석을 통해 관찰하였다.

주제어 : 지르코늄합금; 피복관; 산세정; 재생산

Abstract

Nuclear fuel cladding tubes are manufactured through pilgering and the annealing process. In order to remove the oxidized

layer and impurities on the surface of the tube, a pickling process is required. Zirconium (Zr) is dissolved in a HF and HNO3

acid mixture during the process and the pickling waste acid, including the dissolved Zr, is completely discarded after neu-

tralization. This study observes the effects of the residual impurities (Ba) in the pickling solution regenerated from the BaF2 pre-

cipitation process on the waste pickling solution. In addition, the concentration of Ba and Zr for the actual nuclear fuel cladding

· Received : August 30, 2017 · Revised : October 10, 2017 · Accepted : October 17, 2017
§

Corresponding Author : Jong Hyeon Lee (E-mail : jonglee@cnu.ac..kr)

Graduate School of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34, Korea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98 안창모 ·최정훈 ·한슬기 ·박철호 ·강종원 ·이영준 ·이종현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6, No. 5, 2017

tube process was optimized. The regenerated pickling solution was tested through a pilot plant pickling process device that sim-

ulates the commercial pickling process of nuclear fuel cladding tubes, and the pickling efficiency was analyzed through AFM

analysis of the roughness of the cladding tube surface.

Key words : Zr-Alloy; Cladding tube; Acid pickling; regenerated pickling solution

1. 서 론

핵연료 피복관은 핵분열 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는 일차적인 방호벽 역할을 하

며, 고온의 원자로 운전 환경에서 수년간 사용되기 때

문에 크리프 저항성 등 내구성이 뛰어나야 한다1). 지르

코늄은 산, 알칼리 등 여러 화학물질에 대한 내식성이

우수하고 가공성, 강도, 열전달 특성이 우수하여 화학

산업에서 열 교환기, 반응기, 압력 탱크, 파이프 등의

소재로 널리 사용된다. 특히, 열중성자 흡수단면적이 작

고, 내열성 및 내식성과 기계적 성질이 우수할 뿐만 아

니라 핵연료로 사용하는 이산화 우라늄(UO2)과 양립성

도 우수하므로 국내 유통되고 있는 구조용 지르코늄의

90% 이상이 중수로와 경수로에서 핵연료 피복관으로

사용되고 있다2,3). 이러한 지르코늄을 이용하여 핵연료

피복관 제조 시 Fig. 1과 같이 3단계의 필거링, 세정

및 산세정(acid pickling), 그리고 열처리 공정을 수반

한다4,5).

Zr + 4HF → ZrF4 +2H2 (1)

피복관 제조 공정 중 필거링 단계에서 생성된 표면의

이물질 및 산화 피막의 생성은 피복관의 불균일한 열처

리로 인한 결함을 발생하기 때문에 산세정 공정이 필수

적이다. 산세정 공정은 불산과 질산이 혼합된 산 용액

(3 : 15 : 82 = HF : HNO3 : H2O wt.%)의 사용으로 인

해 산세정 과정에 식 (1)과 같이 지르코늄이 용해되어

폐산용액(1.2 : 14.8 : 82 : 1.3 = HF : HNO3 : H2O : Zr

wt.%)속에 존재하게 되며, 공정 진행에 따라 산 용액

내에 농축된 지르코늄과 소모되는 불산으로 산세정 효

율이 감소되어 용액의 주기적 교체가 필요하다6,7). 이때

발생되는 폐산 용액은 연간 1,400 km 튜브 생산시 약

450톤 이며, 모두 가성소다(NaOH)를 이용하여 중화 반

응 후 증발 및 농축 공정을 거쳐 슬러지 폐기물 형태

의 산업폐기물로 전량 폐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폐 산

용액의 재활용 및 용액 내 용해된 지르코늄의 재활용을

위하여 중화반응을 배제하고, 폐산 용액 내의 지르코늄

이온과 알칼리 금속 불화물을 Double salt 형태로 공침

시키는 침전 반응을 통해 잔류된 산을 재활용하는 동시

에 지르코늄을 회수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8-12). 식

(2)와 같이 NaF를 이용한 침전 반응을 통해 지르코늄

회수를 시도한 연구에서는 NaF의 높은 용해도(40 g/L,

20oC)로 인해 폐산 용액 내에 잔존하는 불순물(Na)의

양이 증가되어 식각 균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2NaF + ZrF4 → Na2ZrF6 (2)

2BaF2 + ZrF4 → Ba2ZrF8 (3)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침전 반응 시 용해도가 낮은

double salt를 형성함과 동시에 잔류 질산에 의해 수용

성의 부산물을 형성하지 않는 BaF2 침전제(1.6 g/L,

20oC)를 이용하여 식 (3)과 같이 침전 반응 후 지르코

늄을 비롯한 침전제의 잔류 금속 이온의 농도를 낮추는

연구를 진행하여 불순물(Ba)의 잔존량을 169.51 ppm으

Fig. 1. Manufacturing process of Zirconium alloy cladding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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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낮추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BaF2 침전 공정을 통해 재생산된 산(재생산, regene-

rated acid)으로 산세정 시 용액 내 잔존 불순물(Ba)이

산세정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실제

핵연료 피복관의 산세정에 적합한 재생산 산 제조를 위

해 저온 침전 공정을 통해 잔존 Ba 및 Zr의 농도 저

감 실험으로 최적 침전 공정 조건을 도출하였으며, 핵

연료 피복관의 산세정 장치를 모사한 파일럿 플랜트를

이용, 산세 후 피복관의 표면 조도 분석을 통해 산세정

효율을 관찰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재료 준비

본 연구에 사용된 폐산용액(H2O : HF : HNO3 : Zr =

84 : 1.2 : 14.8 : 1.3 wt.%)과 실험용 튜브(Zr : Nb : Cr :

Sn : Fe : O : C : Si = Balance : 1.48-1.52 : 0.08-0.12 :

0.38-0.42 : 0.18-0.22 : 0.100-0.140 : 0.007-0.013 : 0.008-

0.012, %)는 한전원자력연료(KEPCO NF)의 세정공정에

서 제공한 샘플과 첨가제로 사용된 BaF2(Sigma aldrich,

99 wt.%)를 사용하여 침전 실험을 실시하였다.

2.2. BaF2 침전 실험

침전 실험은 상온(25oC)에서 ZrF4가 약 24 g (Zr –

1.3 wt.%) 포함되어 있는 1.0 kg의 폐산용액을 1.5 L

테플론 비커에 장입 후 Fig. 2와 같이 칠러를 이용해

온도 조절이 가능한 플라스크에 장입하여 실시하였다.

침전 반응 시 공정 온도에 따른 침전 효율을 분석하기

위해서 상온(25oC)과 저온(−10oC)에서 시간에 따른 침

전물의 양과 산세 용액내의 Zr 및 Ba의 농도를 분석하

였다. 침전 반응 후 형성된 침전물은 폐산용액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감압플라스크를 이용하여 여과를 실시

하였으며, 침전물은 증류수로 세척 후 100oC 건조로에

서 24시간 동안 건조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2.3. 산세정 실험

침전 공정 후 재생산의 산세 효율과 잔존 바륨(Ba)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제 산세정 대상군인 지르코늄

합금 튜브(Zirlo)를 대상으로 산세정 용액 내 Ba의 농

도를 0, 100, 200, 500, 그리고 1000 ppm으로 증가

시켜 식각 균일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초기 산

세정 용액(H2O : HF : HNO3 = 82 : 3 : 15 wt.%), 폐산

용액(H2O : HF : HNO3 : Zr = 82 : 1.2 : 14.8 : 1.3 wt%),

침전 공정 후 산세 용액(H2O : HF : HNO3 : Zr : Ba =

86.2 : 1.4 : 12.4 : 0.09 : 0.8),그리고 침전 공정 후 소모된

불산과 질산을 추가 한 재생 용액(H2O : HF : HNO3 :

Fig. 2. Set up for precipitation process at low temperature

(−10oC).

Fig. 3. Bath for pilot test of pickling of zirconium cladding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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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 : Ba = 86.2 : 1.1 : 12.7 : 0.07 : 0.3)을 대상으로 Fig.

3과 같은 실제 산세 공정의 1/10로 모사한 산세정 장치

에서 산세정 실험을 실시하였다. BaF2 침전공정을 통해

재생산된 산세정 용액의 재활용 적합성은 산세정 효율

및 피복관 내 외부의 균일도를 통해 분석하였다. 산세

정 효율은 실제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산세정(30초간 30

회 반복 침지) 후 산세정 용액 교체 시 폐산 내 Zr

농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때 폐산 내 Zr의 농도는

1.3 wt.%(산세효율 100%) 이다.

2.4. 특성 분석

침전물의 결정 구조 및 형상은 고 분해능 X-선 회절

분석기(XRD, D8 DISCOVER, 독일) 및 장방출 주사

전자 현미경(SEM, JEOL JSM-7000F, 일본)을 사용하

여 특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폐산용액의 잔존 불순물

함량을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광 발광 분석법(ICP-AES,

Thermo scientific iCAP 70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세 실험 후 지르코늄 피복관의 균일도는 주사탐침현

미경(AFM, XE100_PSIA, 한국)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BaF2의 침전 특성

침전 실험은 폐산용액 내 지르코늄의 전량 회수를 위

해 반응 식 (3)의 화학 양론적 계산을 통해 첨가량(폐

산세 용액 1.0 kg 기준, 50 g)을 계산하였으며, 침전 공

정 온도에 따른 산세 용액 내 BaF2의 용해도를 관찰하

기 위해 −10oC에서 침전 실험을 실시하였다. 침전 시

간에 따른 반응 후 산세 용액 내 잔존 Ba과 Zr의 농

도를 Fig. 4의 그래프에 도시하였다. 침전 실험 결과,

기존 실온(25oC)에서의 BaF2를 이용한 침전 결과에 비

해 저온(−10oC)에서 침전 실험 시 1시간 경과 후 잔존

불순물의 제거 효율이 18% 이상 낮은 결과를 보이며,

24시간 경과 후 100 ppm 이하의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침전 공정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BaF2의 용해도

가 낮아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침전 실험 후 수득

된 침전물을 Fig. 5와 같이 SEM-EDS와 XRD를 통해

분석한 결과, 폴리-미소 결정 형태를 갖는 Ba2ZrF8 분

말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재생산 내 잔존 Ba 영향 분석

NaF 이용 침전 공정을 통한 산세정 용액의 재생산은

용액 내 잔존 Na의 영향으로 인해 식각균일성이 저하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재생 산

세정 용액 내 잔존 Ba의 농도에 대한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Fig. 6과 같이 산세정 실험을 통한 지르코늄 튜브

의 외각 표면을 SEM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Ba의

농도가 200 ppm으로 증가 시 산세정 식각 균일성이 감

소하며 500 ppm 이상으로 증가 시 표면에 흰색의 고형

물이 침착되어 식각이 매우 불균일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흰색의 고형물을 EDS 분석을 통해 성분 분석한

결과, Ba의 농도가 500 ppm에서 형성된 흰색의 고형물

은 BaZrF6의 조성을 가지며 1000 ppm의 경우 Ba2ZrF8

Fig. 4. Concentration of remained Ba and Zr in acid solution

recovered from precipita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time.

Fig. 5. The result of SEM-EDS and XRD for recovered

precip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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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성을 갖는 화합물이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Fig. 7과 같이 산세 공정 후 각 Ba의 농도에 따른

침전물을 관찰한 결과, Ba의 농도가 100 ppm일 경우

어떠한 침전물도 관찰되지 않았으나, 200 ppm에서 흰색

의 부유물이 관찰되었으며 500 ppm 이상에서는 고상

침전물이 형성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세정 전·후의 용액 내 Ba의 농도 감소를 ICP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1과 같이 산세정 후 Ba의 농도가

92 ~ 127 ppm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재생산을 이용한 산세정 공정에서 Ba의 농도가 100

ppm 이상으로 잔존 시 피복관에서 용해된 ZrF4와 잔류

Ba의 화학반응을 통한 화합물(BaZrF6 또는 Ba2ZrF8)이

형성되어 식각 균일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 할 것으

로 예상된다. BaF2의 첨가량에 따른 침전 공정(T: −10oC,

t: 24시간) 후 산세정 용액 내 잔존 Ba와 Zr의 농도를

Fig. 6. SEM images of Zr-tube surface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of residual Ba in pickling solution.

a) Ba concentration : 0 ppm; b) 100 ppm; c) 200 ppm; d) 500 ppm; e) 1000 ppm.  

Fig. 7. The precipitation behavior of regenerated acid after pickling test for zirconium cladding tube according to residual Ba

concentration.

Table 1. The concentration of Zr and Ba before and after the

pickling process

Before pickling After pickling

Ba (ppm) Zr (ppm) Ba (ppm) Zr (ppm)

107 510 92 1257

213 25 121 1123

522 17 127 983

Table 2. Concentration of remained Ba and Zr according to

the supplied BaF2

 BaF2 (g)

Elements
48 49 49.2 49.4 49.6 49.8 50

Ba (ppm) 27 85 94 100 127 162 169

Zr (ppm) 2660 987 711 538 360 12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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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P 분석 결과를 Table 2와 Fig. 8에 나타내었다. 침전

실험 결과, Zr이 1.3 wt.% 농축된 1 kg 폐산 용액의

경우 49.4 g의 BaF2를 이용한 침전 공정을 통해 지르

코늄 피복관의 산세정 공정에 재사용이 적합한 산세정

용액의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재생산을 이용한 지르코늄 피복관 산세 모사 실험

실제 지르코늄 피복관의 산세정 시 침전 공정을 통해

재생산된 산세정 용액의 재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

한 모사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침지 횟수에 따른 산세정

용액 내 Zr의 농도를 Fig. 9에 나타냈다. 산세정 실험

결과, 재생산 용액은 초기 산세 용액보다 초기 Zr의 용

해도가 높지만 균일하게 Zr의 농도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산세정 효율이 98.34% 수준으로 재생산 용

액을 산세정 공정에 재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10과 같이 AFM 분석을 통해 표면 거칠기

를 측정한 결과, 재생산을 이용한 산세 공정 시 초기

산세 용액을 사용한 결과와 유사한 측정값을 보이며 산

세 효율(초기 산세정 용액 표면 RMS/재생산 표면

RMS × 100%)을 계산한 결과 재생산은 초기 산세정 용

액의 96.347%의 산세 효율을 보임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BaF2 침전 공정을 통해 얻은 재생산

(regenerated pickling solution)에 대한 산세정 용액 내

잔존 불순물(Ba)이 산세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관

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실제 핵연료 피복관의 산세정에

적합한 재생산 제조를 위해 저온 침전 공정으로 잔존

Ba 및 Zr의 농도 저감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BaF2 침전 공정 시 온도에 따른 반응 후 산세정

용액 내 잔존 Ba과 Zr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 실온

(25oC)보다 저온(−10oC)에서 침전 공정 시 잔존 Ba 농

도가 42.65% (24시간 경과 후, 169.54 → 97.22 ppm)

감소하는 값을 보인다. 이때 형성된 침전물은 폴리-미

소 결정 형태를 갖는 단일 상의 Ba2ZrF8 분말이 형성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재생산된 산 용액 내 잔존 불순물(Ba)의 농도에

따른 산세정 영향을 실험한 결과, 재생산을 이용한 산

세정에서 Ba의 농도가 100 ppm 이상으로 잔존 시 피

복관에서 용해된 ZrF4와 잔류 Ba의 화학반응을 통한

화합물(BaZrF6 또는 Ba2ZrF8)의 형성으로 인해 식각 균

일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Fig. 8. Concentration changes of residual Ba and Zr in the acid solution according to the amount of BaF2.

Fig. 9. The concentration of Zr according to the dipp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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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Zr이 1.3 wt.% 농축된 1 kg 폐산 용액의 경우

49.4 g의 BaF2를 이용한 저온(−10oC) 침전 공정을 통해

지르코늄 피복관의 산세 공정에 재사용이 적합한 산세

용액의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침전 공정을 통해 재생산된 산세 용액의 재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사 실험(실제 한전원자력연

료 산세조의 1/10 scale)을 실시한 결과, 산세 효율이

산세 용액 내 Zr 농도 기준: 98.34%, AFM을 통한

균일도 기준: 96.347% 수준으로 재생산 용액을 산세

공정에 재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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