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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용 후 핵연료시료 중의 요오드를 정량하고 용해과정 중 요오드의 휘발거동을 조사하기 위하

여 중성자 방사화 분석(NAA) 및 전자미세탐침분석(EPMA)을 이용하였다. 모의 사용 후 핵연료시료

(SIMFUELs)를 준비하여 HNO3(1+1) 용액으로 90 oC에서 8 시간 용해하고 용해 후 용해용액 중에 잔류

된 요오드, 용해장치에 응축된 요오드 및 휘발하여 흡착체에 포집된 요오드 각각을 정량하였다. 응축된

요오드는 장치내 용해용액을 옮긴 후 HNO3(1+1) 용액으로 재증류하여 회수하였다. 용해 및 재증류 용액

중의 요오드는 용매추출과 이온교환 및 침전법으로 분리한 후 방사화학적 중성자 방사화 분석(RNAA)으

로 정량하였다. 요오드 분리에 사용한 이온교환분리관 및 여과키트는 폴리에틸렌 관으로 제작하여 중성

자 조사를 위한 이송관 내부의 삽입체(Insert)로 이용하였다. 핵연료용해 중 휘발된 요오드는 제조한 흡

착체(Ag-Silica gel)를 담은 흡착관에 포집하였다. 흡착체를 구간별로 나누어 균질시료로 만든 다음 비파

괴 중성자 방사화 분석(INAA)으로 정량하였다. 흡착된 요오드의 분포를 EPMA 분석으로 조사하였다. 모

의 사용 후 핵연료 및 원자력발전소로부터의 실제 사용 후 핵연료 시료로부터 휘발된 요오드의 흡착특

성을 비교하였다.

Abstract: The determination of iodine in the spent nuclear fuel and the volatile behavior during its acid

dissolution have been studied by NAA(neutron activation analysis) and electron probe microanalysis (EPMA).

Simulated spent fuels (SIMFUELs) were dissolved in HNO3(1+1) at 90 oC for 8 hours. The iodine remained

in a dissolver solution after dissolution, and that condensed in dissolution apparatus and trapped in the adsorbent

by volatilization during the dissolution were determined, respectively. The condensed iodine was recovered by

the redistillation with HNO3(1+1) after transfer of the dissolver solution. The iodines in the dissolver and

redistilled solution were separated by solvent extraction followed by ion exchange or precipitation method and

determined by RNAA (radiochemic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The ion exchange column and filtration kit

used for the isolation of iodine, which were prepared with a polyethylene tube, were used as an insert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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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eumatic tube for neutron irradiation. The iodine volatilized during the dissolution of SIMFUELs was collected

in a trapping tube containing Ag-silica gel (Ag-impregnated silica gel) adsorbent, and the distribution of iodine

trapped in the adsorbents were determined by EPMA. The adsorbing characteristics shown with the SIMFUELs

were compared with those shown with a real spent fuel from the nuclear power plant. 

Key words : Iodine, spent nuclear fuel, Ag-silica gel absorbent, NAA, EPMA 

1. 서 론

사용 후 핵연료내 총 요오드 및 요오드 동위원소

분석은 사용 후 핵연료 중의 핵분열생성물 관리, 방사

성 요오드의 회수, 핵연료처분 및 환경으로의 방출,

배기체 처리시설의 설계과정에서 폐기물처리와 흡착

체사용에 대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1-3 요오드

는 주요 핵분열생성물로서 핵연료 피복관(zircaloy)의

스트레스 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을 일으키

고 CsI 등 핵연료 성분원소와 휘발성 화합물을 형성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29I는 주요 핵분열생성물

로서 존재하는 요오드의 주 방사성 동위원소이며 긴

반감기(1.6×107
 years) 및 높은 핵분열수율(0.7%)을 가

진다. 요오드는 화학적 조건에 따라 휘발 및 비휘발성

특성을 가지며, iodide와 iodate 등 여러 산화상태 혹

은 유기성 요오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요오드의 거동

은 매우 복잡하다. 127I과 129I 동위원소비는 수용성 요

오드의 방출, 트리튬 이동현상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

으며, 방사성 요오드는 International Committe on

Radiological Protection(ICRP) 규약에 의하여 환경으로

의 방출을 규제하고 있다.4-8

핵물질 및 환경시료 중의 요오드 및 요오드 동위원

소 분석에는, 기기적 중성자 방사화 분석(INAA,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방사 화학적

중성자 방사화 분석(RNAA, radiochemic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음표면이온화 질량분석(negative

surface ionization mass spectrometry), 감마선 분광 분

석(gamma-ray spectrometry), 가속기 질량분석(AMS,

accelerator mass spectrometry), 유도쌍 플라스마 질량

분석(ICP-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

trometry), 열계량(calorimetry),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gas chromatography), X선 형광분광법(X-ray fluore-

scence spectrometry), 분광 광도법(spectrophotometry)

및 이온선택 전극(ion-selective electrode)이 주로 이용

되었다.9-18 

사용 후 핵연료 핵분열생성물 중에 포함된 129I는

저에너지 베타입자(0.15 MeV)를 방출하면서 붕괴하고,

붕괴와 관련된 고에너지의 감마선을 가지지 않는 장

반감기의 동위원소로서 낮은 비방사능(6.4 Bq/µg)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핵적 특성 때문에 직접 방사능

을 계측하여 분석하는 방법은 어렵고 감도가 낮기 때

문에 중성자 방사화시켜 분석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용 후 핵연료는 고방사성

의 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시료 중의 요오

드를 정량하기 위해서는 중성자 방사화 분석에 앞서

분석을 간섭하는 감마선방출 핵분열생성물을 화학적

으로 분리 제거해야 한다.19 사용 후 핵연료 용해 중

에 휘발되는 핵분열생성물 중에는 요오드가 포함되어

있다. 휘발 요오드중 129I는 14C(CO2)와 마찬가지로 베

타 방출체로서 사전에 제거하지 않을 경우 14C 회수

및 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0 휘발요오드 포집

을 위한 흡착체로는 Ag-silica gel, Ag-xeolite, 활성탄

등이 이용되어 왔다.21,22 이 중 Ag-silica gel은 질산용

해에 내성이 크며 성능이 오래 지속되는 점 등 장점

을 가지고 사용 후 핵연료 용해 중에 휘발되는 요오

드 포집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핵연료 중의 요오드를 정량하기 위

하여 핵연료용해 과정에 휘발, 잔류 및 응축된 요오드

각각을 정량하고 휘발된 요오드의 흡착거동을 알기

위한 몇 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요오드를 포함

하는 모의 사용 후 핵연료와 요오드 흡착체을 제조하

고 핵연료 용해장치 및 발생기체 포집장치를 제작 설

치하였다. 모의 사용 후 핵연료 용해 후 잔류 및 응축

된 요오드는 시료의 산화상태를 조절한 후 용매추출

로 요오드를 회수한 다음 이온교환 또는 침전법으로

방사화학적으로 분리한 후 중성자 방사화 분석으로

정량하였다. 용해 중에 휘발된 요오드는 제조한 Ag-

silica gel 흡착체로 포집한 다음 흡착체를 부분별로

나누어 분석시료를 준비하고 각각의 시료에 대해 기

기적 중성자 방사화 분석과 EPMA를 이용한 표면분

석을 수행하였다. 모의 사용 후 핵연료 분석에 이용한

용해 및 발생기체 포집장치를 방사성구역 hot cell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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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하고 실제 사용 후 핵연료(PWR형 UO2)를 용

해 및 휘발된 요오드를 포집해 보았다. 모의 사용 후

핵연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흡착체에 대한 기기적 중

성자 방사화 분석 및 EPMA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및 기구

실험에 사용한 NaClO 5% 용액은 Aldrich,

NH2OH·HCl은 Aldrich A.C.S. 99%, K2S2O5는 Aldrich

98%, AgNO3는 Aldrich A.C.S. 99%, CsI는 Aldrich

99.99%, Silica gel (70-230 mesh)은 Aldrich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I2 표준용액은 Merck 0.1 M solution,

NaNO3는 Merck extra pure 99%, HNO3는 Merck GR

65%, CCl4는 Merck GR 99.8%, NaOH는 Merck GR

99%, Na2S2O3는 Wako Pure Chem. 특급시약을 사용

하였다. 음이온교환수지는 Bio Rad사의 AG 1X4(200-

400 mesh)를 사용하였다. EPMA는 JEOL사의 JXA

8600을 사용하였다. 

핵연료용해 및 발생기체 포집을 위한 모의 사용 후

핵연료(SIMFUEL) 시료는 UO2 분말에 10 종의 모의

핵분열생성물원소 분말을 성형하여 pellet으로 만든

후 500 oC에서 산화시켜 U3O8으로 변환시켰다. 이 후

1100 oC의 공기분위기에서 2 시간 동안 열처리한 후

분말시료를 준비하였다(Table 1). CsI 용액을 별도 준

비하여 용해 전 일정량 취하여 SIMFUEL과 함께 용

해용기에 가하였다. 제조에 사용한 UO2는 원자로급

고순도 산화우라늄으로 O/U 비는 2.04이었다. 사용

후 핵연료시료는 고리 2 호기에서 연소한 PWR형

UO2 사용 후 핵연료 시편 일정량을 화학시험을 위한

방사성구역 hot cell 안으로 이송하여 준비하였다. 

2.2. 핵연료용해 및 발생기체 포집장치 설치

모의 사용 후 핵연료시료를 용해하는 중 휘발되는

기체를 포집하기 위한 장치(Fig. 1)를 후드 안에 설치

하였다. 장치는 전체적으로 개별 장치를 조립식으로

구성하여 설치 및 분해가 용이하고 부분적 교체가 가

능하도록 하였다. 용해용기는 2 구 플라스크 형태로

제작하여 분별깔때기를 통하여 질산용액의 주입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용해 중에 휘발되는 요오드를 포집

하기 위한 포집관(내경 1 cm, 길이 11 cm 유리관)은

용해장치의 냉각장치 상부에 연결되도록 제작하였다.

포집관내에는 22% AgNO3를 침윤시켜 제조한 실리카

겔(Ag-silica gel, 8 mesh) 흡착체를 충전시켰다. 또

한 용해 중에 휘발되는 NOx 기체 및 14C(CO2)를 포

집하기 위하여 1.5 M NaOH 흡착용액 일정량(25

mL)을 채운 포집관 2 개를 요오드 포집관 다음에

연속적으로 연결하였다. 각 포집관의 기체흡입구에

는 모세관을 채워 기체흐름을 완화시켰다. 실제 사

용 후 핵연료시료 중의 요오드를 회수하기 위한 장

치는 원격조종과 장치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모의 사

용 후 핵연료시료에 이용한 장치를 약간 수정하여

hot cell 내에 설치하였다. 휘발요오드 포집관의 길이

를 4 cm로 줄여서 제작설치하고 Ag-silica gel을 충

전시켰다. 또한 14C(CO2)와 NOx 기체 포집을 위한

포집관 2 개도 작게 제작하고 각각에 1.5 M NaOH

용액 12.5 mL씩 채웠다. 

Table 1. Compositions of simulated spent fuel

Element Added compound
wt.%

(Prepared value)

U UO2 82.394

Nd Nd2O3 0.269

Mo MoO3 0.245

Ce CeO2 0.895

Ru RuO2 0.240

Ba BaCO3 0.106

La La2O3 0.092

Pd PdO 0.092

Sr SrO 0.070

Y Y2O3 0.035

Rh Rh2O3 0.032

O 15.116

I CsI* 0.0225 g

*Supplementary addition

Fig. 1. Dissolution apparatus for nuclear fuel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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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핵연료시료 용해

모의 사용 후 핵연료시료의 경우 시료 1 g과 CsI

0.0225 g을 넣고 HNO3(1+1) 용액 40 mL를 적가시킨

다음 90 oC에서 4 시간 환류시켜 용해하였다. 용해 중

휘발기체를 계속 포집하고 용해완료 후 24 시간 방치

하였다. 실제 사용 후 핵연료시료의 경우 hot cell 안으

로 이송된 소량의 핵연료를 먼저 원격조종 디지털저울

을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0.849 g). 시료를 용해

용기에 넣고 HNO3(1+1) 용액 약 30 mL를 가하고 90
oC에서 12 시간 환류시켜 용해하였다. 용해 중 휘발기

체를 계속 포집하고 용해완료 후 24 시간 방치하였다.

2.4. 휘발요오드 흡착특성 분석

핵연료용해 중 휘발요오드의 흡착체에 대한 흡착특

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준비한 시료들에

대해 EPMA를 이용한 EDS (energy dispersive X-ray

emission spectrometry) 및 SEM (scanning electron mi-

croscopy)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료 S-3~S-7는 모의

사용 후 핵연료 및 실제 사용 후 핵연료 시료를 용해

하는 중 휘발된 요오드를 흡착시킨 흡착관내 Ag-

silicagel 흡착체를 부분별로 취하여 준비하였다. 

2.5. 흡착체 중 요오드 분석

핵연료용해 중 휘발된 기체를 포집한 흡착체 중의 요

오드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기적 중성자 방사화 분석

(INAA)을 이용하였다. 아래와 같이 준비한 시료를 한국

원자력연구원내 하나로에서 공압식 수송시스템을 이용

하여 중성자 조사(2.95×1013n/cm2
·sec 중성자 속에서 1

분간)를 하였다. 방사능계측 후 절대법(absolute method)

으로 정량하였다. 모의 사용 후 핵연료시료로부터 기체

를 포집한 경우 포집관을 부분별로 나누어 각 부분의

흡착체를 수집한 다음 무게를 측정하였다. 각 부분에

대한 균질시료를 만들기 위하여 수집한 시료를 폴리에

텔렌 용기에 담아 wrist action shaker (Burrell)을 이용하

여 분쇄 및 혼합하였다. 균질시료 일정량 취하여 무게

를 측정한 후 제작한 폴리에틸렌 바이알(폭 16 mm, 높

이 12 mm)에 넣고 마개를 한 다음 중성자 조사를 하였

다. 사용 후 핵연료시료로부터 기체를 포집한 경우 방

사선작업 특성상 방사성 요오드를 흡착한 흡착체의 분

쇄가 불가능하므로 포집관(4 cm)을 glove box로 옮긴

다음 포집관 윗부분부터 흡착체를 부분적으로 나누어

소분하였다. 소분시료 전량을 무게측정하고 폴리에틸렌

바이알에 담아 마게를 한 다음 중성자 조사를 하였다. 

 

2.6. 잔류 및 응축 용액 중 요오드 분리

 시료명 시료 이력 

 S-1 시판 Silicagel (Aldrich, 8 mesh)

 S-2 S-1에 AgNO3를 침윤시킨 Silicagel(Ag-Silicagel 흡착체)

 S-3
S-2 흡착체로 모의 사용 후 핵연료시료로부터 휘발

요오드를 흡착시킨 흡착관 중간 부분(전방 3 cm)

시료

 S-4
S-2 흡착체로 모의 사용 후 핵연료시료로부터 휘발

요오드를 흡착시킨 흡착관 앞부분(전방 0.1-0.5

cm) 시료

 S-5
S-2 흡착체로 실제 사용 후 핵연료시료로부터 휘발

요오드를 흡착시킨 흡착관 중간 부분(전방 1-3 cm)

시료

 S-6
S-2 흡착체로 실제 사용 후 핵연료시료로부터 휘발

요오드를 흡착시킨 흡착관 앞부분(전방 0.1-1 cm)

시료

 S-7
S-2 흡착체로 실제 사용 후 핵연료시료로부터 휘발 요

오드를 흡착시킨 흡착관 맨 앞부분 유리솜 필터

 시료명  시료 이력 
 시료량 

(g)

 B-1 시판 Silicagel (Aldrich, 8 mesh)  0.329

 B-2
B-1에 AgNO3를 침윤시킨 Silicagel

(Ag-Silicagel 흡착체)
 0.391

 L-1

B-2 흡착체로 모의사용후핵연료시료로부

터 휘발요오드 흡착시킨 흡착관 맨 앞부

분(유리솜 필터 및 전방 0.1-1 cm) 분말

시료

 0.334

 L-2
B-2 흡착체로 모의사용후핵연료시료로부

터 휘발요오드 흡착시킨 흡착관 L-1 다

음부분(전방 1-3 cm) 분말시료

 0.388

 L-3
B-2 흡착체로 모의사용후핵연료시료로부터

휘발요오드 흡착시킨 흡착관 L-2 다음부

분(전방 3-7.5 cm) 분말시료

 0.454

 L-4
B-2 흡착체로 모의사용후핵연료시료로부터

휘발요오드 흡착시킨 흡착관 L-3 다음부

분(전방 7.5-12 cm) 분말시료

 0.430

 N-1
B-2 흡착체로 실제사용후핵연료시료로부

터 휘발요오드 흡착시킨 흡착관 맨 후미

부분 시료

 1.245

 N-2
B-2 흡착체로 실제사용후핵연료시료로부

터 휘발요오드 흡착시킨 흡착관 N-1 앞

부분 시료

 0.905

 N-3
B-2 흡착체로 실제사용후핵연료시료로부

터 휘발요오드 흡착시킨 흡착관 N-2 앞

부분 시료

 0.625

 N-4
B-2 흡착체로 실제사용후핵연료시료로부

터 휘발요오드 흡착시킨 흡착관 N-3 앞

부분 시료

 1.031

 N-5
B-2 흡착체로 실제사용후핵연료시료로부

터 휘발요오드 흡착시킨 흡착관 맨 앞부

분 유리솜 필터

 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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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사용 후 핵연료시료 용해 후 용액 중에 잔류

한 요오드를 정량하기 위하여 증류 플라스크내의 용

해용액을 50 mL 용적의 부피 플라스크에 옮기고 일

정부피로 만든 다음 일정량(3 mL)을 취하여 Fig. 2의

과정에 따라 산화수 조절 및 용매추출 방법으로 용액

중에 잔류한 요오드를 분리하였다. 또한 모의 사용 후

핵연료시료 용해 후 증류장치 내에 응축된 요오드를

회수하기 위하여 용해 후 증류 플라스크내의 용해용

액을 옮긴 다음 HNO3(1+1) 용액으로 90 oC에서 2 시

간 동안 재증류하였다. 재증류한 용액을 25 mL 용적

의 부피 플라스크에 옮기고 일정부피로 만든 다음 일

정량(6 mL)을 취하여 용해용액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

로 Fig. 2의 과정에 따라 분리하여 응축용액 중의 요

오드를 회수하였다. 유기층으로 회수한 추출용액을 재

차 역추출하여 요오드를 회수하고 일정부피로 만든

다음 일정량을 취하여 Fig. 3과 같이 제작한 이온교환

분리관의 수지에 흡착시켜 요오드만을 순수하게 회수

하였다. 화학적 회수율측정을 위하여 모의 사용 후 핵

연료시료 대신 CsI로 만든 표준용액 일정량을 동일한

과정으로 요오드를 추출분리 및 이온교환수지에 흡착

시켜 준비하였다. 또한 침전법에 의한 요오드 회수율

측정을 위하여 HIO3로 제조한 표준용액 일정량을 동

일한 과정으로 요오드를 추출분리한 후 추출용액 일

정량에 0.1 M AgNO3 용액을 가하여 AgI로 침전시켰

다. 이온교환분리관과 비슷한 크기로 폴리에틸렌 관으

로 여과키트를 만들고 이온교환수지 대신 하부에 여

과지(Whatmann 44)를 끼워서 요오드 침전물(AgI)을

여과 및 회수하였다. 실제 사용 후 핵연료시료의 용해

로부터 수집한 용해용액 및 응축용액 중의 요오드정

량은 원격작업의 특성상 정교한 작업이 어려우므로

본 연구의 제작장치를 이용한 이온교환 및 침전분리

는 생략하였다. 

2.7. 잔류 및 응축 용액 중 요오드 분석

폴리에틸렌 분리관 및 여과키트를 이용하여 시료

Fig. 2. Iodine separation for NAA. 

Fig. 3. Modified ion exchange column as irradiation insert.
 : Glass pipet, : Polyethylene column,  : Glass

wool, :Sample introduction, : Anion exchange
resin, :Polyethylene column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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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표준물 중의 요오드에 대한 이온교환흡착 및 침전

분리를 완료하면 분리관 및 여과키트 내의 이온교환

수지 및 여과지를 완전히 건조시켰다. 구멍이 없는 폴

리에틸렌 마개로 폴리에틸렌 분리관 및 여과키트 위

아래를 막고 밀폐상태로 조립한 다음 중성자 조사를

위한 삽입체(insert)로 이용하였다. 표준용액(127I)으로

만든 표준시료와 함께 준비한 시료를 한국원자력연구

원내의 하나로에서 공압식 수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중

성자조사(2.95×1013n/cm2·sec 중성자 속에서 이온교환

수지의 경우 1 초간, AgI 침전물의 경우 1 분간)하였

다. 방사능계측 후 정량은 비교법으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핵연료시료 용해 및 휘발기체 포집 

Fig. 1은 본 연구에서 이용한 핵연료용해 및 휘발기

체 포집장치이다. Ag-silica gel 흡착체를 포함하는 요

오드 포집관에 이어 설치한 1.5 M NaOH 용액을 포

함하는 포집장치는 사용 후 핵연료 용해시 발생하는

NOx 기체 및 요오드와 함께 휘발되는 14C(CO2)를 포

집하기 위함이다. 큰 입자의 silica gel로 흡착체를 제

조하였으므로 냉각관에 요오드 포집관을 연결하고 휘

발된 14C(CO2)를 1.5 M NaOH 용액 포집장치로 포집

하였을 때 포집관 연결에 따른 기체 흐름의 방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의 Ag-silica gel 흡착체가 휘발된

요오드를 완전히 흡착시키지 못할 경우 잔여 요오드

가 1.5 M NaOH 용액에 흡착하게 되므로 휘발된 요오

드의 정량은 어려워 진다. 또한 휘발된 요오드 정량과

함께 휘발된 14C(CO2)를 추가로 정량하고자 할 경우

NaOH 용액에 포집된 14C(CO2)를 액체섬광계수기로 측

정할 때 방사성의 129I가 간섭하게 된다. 즉, 방사성 129I

와 14C 모두 β-emitter이므로 14C의 정량은 불가능해진

다. NaOH 포집용액 중에 요오드의 잔존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NaOH 용액 일정량을 여과지에 흡착시켜

중성자 방사화 분석을 시도해 보았으나 Na-24의 간섭

이 매우 강하여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핵연료용

해 전 요오드 포집관의 Ag-silica gel 흡착체는 보라색

을 띠나, 휘발기체 포집이 완료된 용해 후에는 포집관

앞부분의 유리솜 필터와 흡착체가 노란색을 띠므로서

요오드 흡착을 정성적으로 보여 주었다. 흡착체의 앞부

분 이외의 다른 부분은 연한 보라색으로 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활성화된 것을 보여 주었다. 적외선등을 이

용하여 흡착관을 50 oC로 가열 유지하면서 휘발기체를

포집해 보았으나 흡착체의 노란색 띠의 변화, 즉, 온도

상승에 따른 요오드 흡착의 상승효과는 발견되지 않았

다. 따라서 hot cell 내에 설치한 요오드 포집관의 길이

도 축소하여 제작 설치하였다(내경 1 cm, 길이 4 cm).

또한, 기초실험 결과, 1.5 M NaOH 용액을 포함하는 3

단계의 14C(CO2) 포집장치 중 첫 번째 포집관에서
14C(CO2)가 전량 포집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2 단계

로 축소하였으며, hot cell 내에 설치한 핵연료용해장치

의 포집장치의 경우도 .1.5 M NaOH 포집용액의 부피

를 반으로(25 mL --> 12.5 mL) 줄였다.

3.2. 휘발요오드 흡착특성 분석 

모의 사용 후 핵연료 제조시 요오드를 직접 첨가하

면 고온처리 중에 휘발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요오드

없이 제조한 모의 사용 후 핵연료 일정량을 취하여

용해용기에 넣고 CsI 0.0225 g을 추가로 가한 다음 용

해에 이용하였다. 이 첨가량은 원자로에서 35,000

MWD/MTU로 연소된 PWR 사용 후 핵연료 50 g 중

에 함유된 요오드의 양에 해당한다. 사용 후 핵연료내

에서 주요 핵분열생성물인 Cs은 UO2에 대한 용해도

가 낮아 핵연료봉내의 빈공간(gap)에서 요오드와 반응

하여 주로 CsI를 형성하므로 본 실험에서도 비슷한

거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CsI를 이용하였다. Ag-Silica

gel 흡착체를 담은 요오드 포집관을 증류장치에 부착

하고 90 oC로 4 시간 용해하였을 때 요오드 포집관의

흡착체 앞부분이 노랗게 착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모의 사용 후 핵연료에 첨가된 CsI의 양이

시료명  시료 이력  비 고 

 S-1 표준용액(I)을 이온교환수지에 흡착  976.9 µg-I

 S-2 표준용액(II)을 이온교환수지에 흡착  97.7 µg-I

 S-3
표준용액(III)을 이온교환수지에

흡착
 9.8 µg-I 

 Y-1
 표준용액(I)을 추출분리 후 이온교

환수지에 흡착
 분리 회수율 

 Y-2
 표준용액(I)을 추출분리 후 이온교

환수지에 흡착
 분리 회수율 

 C-1
 응축된 요오드를 추출분리 후 이온

교환수지에 흡착
 응축된 요오드량 

 C-2
 응축된 요오드를 추출분리 후 이온

교환수지에 흡착
 응축된 요오드량 

 D-1
 잔류된 요오드를 추출분리 후 이온

교환수지에 흡착
 잔류된 요오드량

 D-2
 잔류된 요오드를 추출분리 후 이온

교환수지에 흡착
 잔류된 요오드량

 RS-1  표준용액(IV)을 여과지에 흡착  50 µg

 RS-2  표준용액(V)을 여과지에 흡착  2.0 µg

 RY-1
 표준용액(IV) 일정량을 추출 및 침

전분리 후 여과지에 흡착
 분리 회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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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질 수록 포집되는 요오드가 많아지므로 포집관

앞부분에 나타나는 노란띠의 길이는 조금씩 길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비방사성구역의 후드 및 방사성구역

의 hot cell 안에 별도 설치된 장치를 이용하여 각각

모의 사용 후 핵연료 및 실제 사용 후 핵연료 시료를

용해하면서 휘발된 요오드를 Ag-silica gel 흡착체로

포집하였다. 포집관을 용해장치로부터 분리한 후 포집

관을 부위별로 나눈 다음 각 부위의 흡착체시료를 채

취하였다. 흡착체 제조에 이용한 시판 실리카겔 및

AgNO3를 침윤시켜 만든 포집 전의 Ag-silica gel 흡착

체와 함께 EPMA 분석을 하였다. 먼저 시판 실리카겔

(S-1)에 대한 EDS 분석결과, 실리카겔의 주요 성분인

Si의 피이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4(A)]. Ag-silica

gel 흡착체(S-2)에 대한 EDS 분석결과, Ag가 실리카

겔 표면에 첨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B)].

Fig. 5(A)는 Ag-silica gel 흡착체를 이용하여 모의 사

용 후 핵연료시료로부터 휘발된 요오드를 흡착시킨

포집관 중간부분의 흡착체(S-3)에 대한 EDS 분석결과

이다. 이 스펙트럼은 S-2의 스펙트럼[Fig. 4(B)]과 비

슷하며 요오드가 거의 흡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Fig. 5(B)는 Ag-silica gel 흡착체를 이용하여 모의 사

용 후 핵연료시료로부터 휘발된 요오드를 흡착시킨

포집관 앞부분의 흡착체(S-4)에 대한 EDS 분석결과이

다. 이 결과는 S-3 분석결과[Fig. 5(A)]와 달리 요오드

가 상당량 흡착되었음을 보여준다. Fig. 6(A)는 실제

사용 후 핵연료시료로부터 휘발된 요오드를 흡착시킨

포집관 중간부분의 흡착체(S-5)에 대한 EDS 분석결과

이다. 모의 사용 후 핵연료시료에 대한 분석결과[Fig.

Fig. 4. X-ray spectrum for Ag-Silicagel absorbent after Ag impregrated. A : Silicagel (S-1), B : Ag-Silicagel absorbent

Fig. 5. X-ray spectrum for Ag-silicagel absorbent after dissolution with simulated spent nuclear fuel. A : middle portion of
absorbent (S-3), B : front portion of absorbent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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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와 비슷한 스펙트럼을 보이며 요오드가 거의 흡착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Mo으로 추정되는 원

소가 추가로 흡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후 핵연료

중에 함유된 핵분열생성물 Mo은 금속상의 내포화합물

(inclusion) 외에 일부 perovskite 상인 (Ba,Sr)MoO3의

산화침전물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4 또한

사용 후 핵연료의 질산용해 중에는 금속상은 재침전물

형태로 불용성잔유물을 형성하며 perovskite 상은 전량

녹는 것으로 알려 졌다.25 따라서 흡착체(S-5) 중의 Mo

은 perovskite 상이 질산에 녹아 사용 후 핵연료내에서

기체상을 형성하는 MoO3와 같은 형태로 휘발하여

Ag-silica gel 흡착체에 흡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Fig.

6(B)는 실제 사용 후 핵연료시료로부터 휘발된 요오드

를 흡착시킨 포집관 앞부분의 흡착체(S-6)에 대한

EDS 분석결과이다. 이 결과는 S-5에 대한 분석결과

[Fig. 6(A)]와 비슷한 스펙트럼을 보이나 추가로 미량

의 요오드가 흡착되었음을 보여 준다. Fig. 7(A)는 실

제 사용 후 핵연료시료로부터 휘발된 요오드를 흡착

시킨 포집관 맨 앞부분의 유리솜 필터(S-7)에 대한

EDS 분석결과이다. 유리솜 성분원소들의 피이크들 때

문에 Ag-Silica gel 흡착체의 스펙트럼과 차이를 보이

지만 S-6의 분석결과[Fig. 6(B)]와 마찬가지로 미량의

요오드가 흡착되었으며, 또한, Mo으로 추정되는 원소가

흡착되었음을 보여 준다. Fig. 7(B)는 유리솜 필터(S-7)

에 대한 SEM 사진이다. 섬유상의 유리솜 표면에 보이

는 하얀색의 cluster들은 포집된 요오드의 응축 화합물

로 추정되었다.

 

3.3. 흡착체 중 요오드 정량 

본 연구에서의 휘발된 요오드의 총량은 포집관내의

Fig. 6. X-ray spectrum for Ag-Silicagel absorbent after dissolution with real spent nuclear fuel. A : middle portion of absorbent
(S-5), B : front portion of absorbent (S-6)

Fig. 7. X-ray spectrum and SEM image for glass wool filter of absorption tube after dissolution with real spent nuclear fuel.
A : X-ray spectrum, B : SEM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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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체를 구간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 정량값을 합

하였다. 흡착체 중의 요오드 정량은 기기적 중성자 방

사화 분석(INAA)을 이용하였다. 중성자 방사화 분석

은 다른 분석방법에 비해 감도가 높고 전처리가 간단

하며, 건조 및 산처리에 의한 휘발을 방지할 수 있으

므로 본 실험의 흡착체 분석을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모의 핵연료 시료로부터 휘발되어 흡착된
127I의 양은 중성자 포획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128I의

감마선(433 keV)을 Ge(Li) 검출기로 계측하고 직접법

으로 정량하였다. 반면, 사용 후 핵연료시료(N-1~N-4)

중에는 127I 외에도 핵분열생성물 129I가 함유되어 있다.

이들 시료 중에 함유된 129I의 직접법에 의한 정량은

흡착체 중의 다량의 Ag에 의한 간섭 때문에 효과적이

지 못하였다. 따라서 129I의 함량은 127I 정량결과와 본

시료의 핵연료 연소이력(35,000 MWD/MTU 연소도

및 3년 냉각)을 기초하여 프로그램(ORIGEN 2 code)

을 이용하여 계산된 핵분열생성물의 비(129I/127I)를 이

용하여 산출하였다.26 Table 2에는 중성자 방사화 분석

에 의한 요오드 정량결과를 나타내었다. Ag-Silica gel

흡착체(B-2) 및 제조에 이용한 silica gel (B-1)에서는

요오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모의 사용 후 핵연료

로부터 휘발된 요오드를 흡착시킨 경우 포집관의 맨

앞부분의 흡착체와 유리솜 필터를 포함하는 L-1에서

다량의 요오드가 검출되었으며, 그 외의 부분(L-2, L-

3 및 L-4)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Ag-silica gel

흡착관에 연결된 NaOH 포집관의 용액 일정량을 여과

지에 흡착시켜 중성자 방사화 분석을 하고자 하였으

나 Na-24 감마선의 심한 간섭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

하였다(P-1, P-2). 그러나 L-2~L-4의 흡착체에서 요오

드가 거의 검출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NaOH 포집용

액 중에 흡착된 요오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

용 후 핵연료시료의 경우 흡착체 가장 뒷부분인 N-1

에서는 요오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N-2 및 N-3

에서도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흡착체 앞부분인 N-4

에서 미량의 요오드가 검출되었다. 상기 S-7의 EDS

분석결과(Fig.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포집관 가장

앞부분인 유리솜 필터에도 미량의 요오드가 포집되었

을 것으로 판단되나 유리솜에 함유된 Na 성분이 중성

자 방사화 분석을 간섭하여 정량이 불가능하였다. 

3.4. 이온교환법에 의한 요오드 분리 및 분석

모의 및 실제 핵연료시료의 용해로부터 얻어진 용

해용액 및 용해 중 냉각관에 응축된 요오드를 재증류

시켜 회수한 용액은 Fig. 2의 과정에 따라 요오드를

분리하여 회수하였다. 시료용액 중의 모든 요오드 화

학종은 NaClO 용액을 첨가하고 방치하여 periodate로

산화시켰다. 요오드를 추출 분리하기 위하여 추출제

(CCl4) 및 NH2OH·HCl용액을 가하여 periodate를 요

오드로 환원시킨 후 유기층으로 분리하였다. 이어 증

류수와 K2S2O5 용액을 가하여 요오드를 다시 iodide로

환원시킨 후 수용액으로 역추출 분리하였다. 회수한

요오드를 정제 및 중성자 방사화을 위한 이온교환수

Table 2. Dertermination of iodine in the adsorbent by INAA

Sample Irrad. Time Method
Found (µg) Count. error 

Remark
I-127 I-129 (%)

B-1
1 min. Absolute

 N.D - -

B-2  N.D - -

L-1 493 - 1.25

L-2
1 min. Absolute

0.26 - 17

L-3 0.18 - 17

L-4 0.53 - 11

P-1
1 min. Absolute

I.M - - Strong Na-24

P-2 I.M - - Strong Na-24

N-1

1 min. Absolute

N.D N.D -

N-2 0.20 0.640 38

N-3 0.12 0.384 30

N-4 2.54 8.123 5.1

N-5 I.M I.M - Strong Na-24

N.D : non detected, I.M : imposibl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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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흡착시키기 위하여 역추출 분리한 수용액을 제

작한 분리관에 천천히 흡착시키고 증류수로 씻어서

다른 양이온들을 제거하였다. 분리에 이용한 분리관은

폴리에틸렌 재질로 특별히 제작하였으며 요오드를 흡

착시킨 이온교환수지와 함께 중성자 방사화를 위한

삽입체(insert)로 이용하였다. 예비실험으로 제조한 분

리관에 요오드 수용액을 흡착시킨 후 용출용액을 취

하여 요오드 정색반응을 시험해 보았으나 반응이 나

타나지 않았으므로 요오드의 이온교환수지 흡착은 매

우 효과적이었다.27 Table 3의 S-1, S-2, S-3는 요오드

정량에 이용하기 위하여 여러 농도의 요오드 표준용

액을 이온교환수지에 흡착시킨 후 중성자 방사화 분

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100배 농도차이를 보이는 표준

용액 흡착시료들을 중성자 방사화 분석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Table 3의 Y-1, Y-2는 용매추출 및

역추출 과정에 대한 요오드의 화학적 회수율측정을

위하여 표준용액 일정량을 용매추출 및 역추출하여

분리 회수하고 이온교환수지에 흡착시킨 후 중성자

방사화 분석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두 측정결과는

0.4% 상대오차 범위에서 일치하였으며 평균 회수율은

86.1%이었다. 모의 사용 후 핵연료시료 용해 후 분리

회수한 용해용액(D-1, D-2) 및 응축용액(C-1, C-2) 중

의 요오드 함유량을 표준시료와 동일한 조건으로 중

성자 방사화 분석으로 측정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나

타났다. 

3.5. 침전법에 의한 요오드 분리 및 분석

핵연료 중의 요오드 회수 및 정량의 비교분석으로

요오드를 이온교환수지에 흡착시키는 방법 대신 AgI

침전으로 요오드를 분리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Fig.

2). I-127 표준용액을 추출 분리한 용액 일정량에 0.1

M AgNO3 용액을 가하여 AgI 침전을 생성시킨 다음

상기의 이온교환분리관과 같은 크기로 제작한 폴리에

틸렌 여과키트에 거름종이(Whatman 44, 3 mm 직경)

를 끼우고 폴리에틸렌 관을 통하여 침전물을 여과하

였다. 침전물을 건조시킨 후 여과키트의 마개를 하고

폴리에틸렌 바이알에 재포장하였다. 회수율측정을 위

한 표준시료로서 요오드 표준용액(HIO3 용액) 일정량

을 같은 종류의 여과키트 거름종이에 흡착시키고 마

개 및 재포장하여 만든 후 시료와 함께 중성자 방사

화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회수율은 84.7%로서 이

온교환수지에 흡착시킨 경우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침전제에 의한 다량의 Ag와 추출제로부터 유입되는

Cl이 중성자 방사화 분석을 간섭하였다. 본 방법(용매

추출-AgI 침전-중성자 방사화 분석)은 비방사성구역에

서 수행하는 모의 사용 후 핵연료시료 중의 요오드

정량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상기의 이

온교환수지흡착법에 의한 요오드 분리 및 분석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방사성구역에서 원격작업을 수행해

야 하는 실제 핵연료시료로부터의 요오드 분리 및 분

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였다.

3.6. 용해용액 및 응축용액 중 요오드분포 측정

모의 사용 후 핵연료시료를 이용하여 용해 후 Ag-

silicagel 흡착체 분석에 의한 휘발된 요오드, 이온교환

수지 분석에 의한 용해 및 응축용액 중의 잔류된 요

오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용해에 따른 요오드 분포

를 산출하였다. 흡착체 중의 요오드는 구간별 시료를

균질화하고 대표시료를 취하여 무게를 측정한 후 중

성자 방사화 분석을 하여 구간 전체에 함유된 양을

산출하였다. 용해 및 응축된 요오드는 중성자 방사화

분석 결과의 평균값 및 시료 희석배율을 곱하여 산출

하였다. 모의 사용 후 핵연료시료에 첨가한 총 요오드

는 10.99 mg, 흡착체 중에서 검출된 양은 1.20 mg,

Table 3. Dertermination of iodine in the ion exchanger by INAA

Sample Irrad. Time Method Found (µg) Count. error (%) Remark

S-1 978 0.9

Strong Cl-38S-2 1 sec. Relative 97.7 2.9

S-3 9.8 9.1

Y-1
1 sec. Relative

844 0.8
Strong Cl-38

Y-2 841 1.1

C-1
1 sec. Relative

421 1.5
Strong Cl-38

C-2 358 1.3

D-1
1 sec. Relative

207 1.2
Strong Cl-38

D-2 24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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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용액 중에서 검출된 양은 5.27 mg, 그리고 응축

용액 중에서 검출된 양은 4.52 mg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본 핵연료 용해조건(8 M HNO3 용액으로 90 oC

에서 4시간 환류 용해)에서의 요오드분포는 용해 중

완전히 휘발된 요오드는 10.9%, 휘발 후 냉각기에 응

축된 요오드는 41.1%, 용해용액에 잔류하는 요오드는

48.0%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상기의 실험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Ag-silicagel 흡착체에 대한 부분별 시료에 대한

EPMA 분석으로 휘발요오드의 흡착체에 대한 화학적

흡착거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2. 본 연구에서의 Ag-silicagel 흡착체는 모의 사용

후 핵연료 및 실제 사용 후 핵연료 시료의 용해과정

에서 휘발되는 요오드를 전량 흡착시킬 수 있었다. 

3. Ag-silicagel 흡착체 중의 요오드는 흡착체를 구

간별로 나누고 각 부분별 대표시료에 대한 중성자 방

사화 분석을 하여 흡착된 요오드를 효과적으로 정량

할 수 있었다. 

4. 본 연구에서의 Ag-silicagel 흡착체는 사용 후 핵

연료시료 용해과정에서 휘발되는 14C(CO2)가 흡착되

지 않으므로 요오드의 간섭없이 NaOH 포집용액으로

회수가능하며 동시정량이 가능하였다. 

5. 핵연료 용해용액 및 응축용액 중의 요오드는 용

매추출 방법으로 회수 및 중성자 방사화 분석을 위한

이온교환수지에 효과적으로 흡착시킬 수 있었다.

6. 제작한 폴리에틸렌 이온교환분리관 및 여과키트

를 화학적 분리를 위한 분리관 및 중상자 방사화를

위한 삽입체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정교한

작업이 수반되므로 원격작업에 이용하기에는 개선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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