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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OH)2를 이용한 레늄 산화물의 포집반응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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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rapping Characteristics of Rhenium Oxide Using Ca(O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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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basic data for trapping gaseous technetium (Tc) oxide 
generated from the voloxidation process in spent nuclear fuel pyroprocessing. Rhenium (Re) and Ca(OH)2
were used as surrogates for the technetium and a trapping material, respectively. The trapping 
characteristics of rhenium oxide were investigated with changing temperatures and molar ratios of calcium 
(Ca) over rhenium, and the thermal behaviors of the trapping products were observed. The products 
following after the trapping test were identified as Ca(ReO4)2 and Ca5Re2O12. The conversion to Ca5Re2O12
was preferr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s, and the trapping products were completely converted into 
Ca5Re2O12 under conditions exceeding 800 ℃, or when maintained at 750 ℃ for 4 hr. The trapping efficiency 
at a molar ratio of 2.5 (Ca:Re=5:2) was significantly superior to that at the molar ratio o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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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사용후 산화물핵연료를 재활용

하기 위한 기술로서 핵확산 저항성과 환경 친화성을 보유한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1]. 파이로 공정은 사용후 산화물핵연료를 금속형태로 전

환하는 전해환원공정, 환원된 금속에서 U과 TRU (Transuranic 

element) 및 희토류 원소를 회수하는 전해정련 및 전해제련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이로 공정에 앞서 사용후 핵연료

는 전처리 과정에서 핵연료 집합체의 해체, 절단, 탈피복 과

정과 voloxidation 공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Cs-137, Tc-99, I-129 등과 같은 준휘발성 핵종과 Kr-85, 

C-14, H-3 등의 휘발성 핵종이 배기체로 발생한다. 그 중 

Tc-99는 우라늄의 핵분열과정에서 생성되는 Mo-99가 베타 

붕괴하여 발생하는 인공방사성원소로 21 만년의 긴 반감기

를 거쳐 Ru-99로 안정화 되며, 높은 핵분열 생성율로 인해 방

사성 폐기물 내 장수명 핵종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2].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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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기체 내 존재하는 기체상의 테크

네튬(Tc) 화합물은 온도 하강에 따라 응축으로 인해 장치나 

배관의 벽면에 침적됨으로 인해 부분적인 배관의 막힘, 배관

의 부식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원자력 관련시설의 높은 방

사선장을 초래하여 배기체 처리 장비의 성능 및 종사자의 안

전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점들로 기체상 테크네

튬의 제거는 가능한 발생초기 단계에서 포집하거나 분리/저

장되어야 하며[3], 현재 배기체 내 방사성 핵종에 대한 포집

기술로 핵종별 다양한 포집매질을 적용한 다공성구조의 세

라믹필터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5].

이러한 테크네튬은 인공의 방사성 동위원소로서 제한된 

양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적 거동이 유사한 모사

물질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6]. 테크네튬의 특성은 레늄

(Re)과 매우 유사하고, 두 원소 모두 +7과 +4의 산화상태에

서 가장 안정한 상태를 보이며, 두 원소에 있어 대표적으로 

안정한 산화물은 Tc2O7과 같은 Re2O7 형태이다 [6].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볼 때 테크네튬과 레늄의 열적거동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이유에서 테크네튬의 모사

물질(surrogate)로 레늄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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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quilibrium calculations of the rhenium oxidation.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파이로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기체 내 테크네튬 산화물의 포집반응특성을 파악하고자 

포집제 Ca(OH)2와 테크네튬의 모사물질인 레늄을 이용하여 

반응조건에 따른 포집반응특성과 반응생성물의 열적 거동을 

살펴보았으며, 이 결과들을 활용하여 파이로 공정에서 발생

하는 기체상 테크네튬의 포집공정 수립 및 포집생성물의 고

형화조건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체상의 레늄 산화물에 대한 포집매질로서 

Ca(OH)2(SHOWA. 96%)를 이용하였으며, 포집반응은 포집

제와 레늄(Aldrich. 99.9%)을 일정 몰비로 혼합하여 5~6 g 정

도의 양을 알루미나 도가니에 충진한 후 레늄의 산화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하여 대기(atmosphere) 분위기로 

조성되는 전기로 내부에 장입하여 수행하였다. 칼슘포집제와 

레늄산화물과의 반응을 통해 생성될 수 있는 비교적 안정한 

Ca(ReO4)2와 Ca5Re2O12 형태의 화합물 생성을 고려하여 레늄

과 포집제의 혼합몰비(Ca:Re)를 1:2와 5:2로 달리하여 포집반

응을 수행하였으며 [3], 반응온도를 250~750 ℃로 조절하여 

혼합비와 반응온도에 따른 포집반응특성을 살펴보았다. 각 설

정온도 도달 후 약 20분 간 반응시켰으며, 각 온도에서의 무게

변화와 형상을 관찰하였다. 또한 포집반응 후 얻어진 반응생

성물에 대하여 750~1,000 ℃에서 추가적인 열처리를 통해 단

일형태의 포집생성물의 생성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포집실험에 앞서 레늄금속의 산화반응특성과 산화반응 후 

온도에 따른 휘발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열중량분석

(TG/DTA 6300, Seiko)을 수행하였으며, Air 분위기에서 유

량 200 mL/min, 승온속도 10 ℃/min의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포집반응 후 얻어진 생성물에 대한 열중량 분석을 통해 

포집생성물에 대한 열적안정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동

일조건의 N2 분위기에서 수행하였다. 혼합비와 온도에 따른 

반응생성물의 생성형태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X-선 회절 분

석(XRD: D8 Advance A25, Bruker)을 수행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산화분위기에서 레늄의 열적 거동

산화분위기에 따른 레늄금속의 산화반응특성을 예측하기 

위해 HSC-Chemistr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레늄 대비 산소의 

몰비에 따른 이론적 평형상태를 계산하였으며 [7], 그 결과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a)와 같이 레늄 대비 산소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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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G/DTA curves of rhenium metal at oxygen atmosphere.

Fig. 3. Images of the trapping products: (a) Molar ratio (Ca:Re) = 
1.2, (b) Molar ratio (Ca:Re) = 5.2.

몰비로 존재하는 경우 800 ℃까지는 주로 ReO3형태의 산화

물이 생성되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주로 Re2O7의 형태로 

산화반응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레늄 대

비 산소의 몰비가 2 이상인 산화분위기에서는 그림 1(b-d)와 

같이 470 ℃이하에서는 주로 ReO4 형태의 산화물이 생성되

며, 약 330 ℃에서부터 Re2O7로의 산화반응이 활발해져 470 

℃ 이상에서는 주로 Re2O7형태의 산화물로 생성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일반적으로 레늄은 테크네튬과 같이 가장 안정

한 원자가 상태는 +7로 산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Re2O7 형태

로 산화물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6], 이러한 결

과로 볼 때 공기분위기의 포집실험 조건에서도 레늄금속의 

산화반응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ReO4에서 Re2O7로 형성

될 것이라 사료된다.

산화반응 후 레늄산화물의 온도에 따른 휘발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열중량 분석을 통한 산화분위기에서의 레늄의 열

적거동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

림 2에 따르면, 약 300 ℃에서 무게감량이 시작되어 온도증

가에 따라 점차적으로 무게감량이 늘어났으며, 400~500 ℃ 
온도구간에서 매우 급격한 무게감량이 나타났다. 약 550 ℃
에서 무게감량은 종결되었으며, 전량의 레늄이 휘발되었다. 

일반적으로 테크네튬과 레늄의 휘발성은 산화상태에 따라 

크게 바뀌며, 높은 산화상태일수록 휘발성이 높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 [7]. 노란색을 띄고 있는 Re2O7형태의 레늄산화물

은 끓는점(363 ℃)이 낮고, 증기압이 높은(증기압: 760 

mmHg at 357 ℃)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311 ℃의 끓는점을 

가지는 Tc2O7 또한 유사한 열적 거동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

다 [8,9].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금속상태의 레늄은 대기 분위

기에서 산소와 쉽게 반응하여 300 ℃에서 산화물을 형성하

며, 550 ℃ 이하의 온도에서 산화물 형태의 레늄이 기체상으

로 모두 휘발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3.2. 반응조건 따른 포집반응 특성

Ca(OH)2와 레늄의 혼합몰비(Ca:Re)를 1:2와 5:2로 달리하

고 온도에 따른 포집반응을 수행한 후 각각의 반응조건에서 

얻어진 생성물들의 사진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a)에 

따르면, 혼합비 1:2의 조건에서 포집반응 전 짙은 회색을 보

이던 시료는 350 ℃에서 반응 후 짙은 녹색을 보였으며, 400 

℃이상에서는 노란색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시료의 색상

변화는 포집반응온도에 따라 반응생성물의 형태가 변화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600 ℃ 이상의 반응온도에서는 시

료가 붉은색을 보이나 가열로 인한 것으로 냉각 후 400 ℃에

서 반응한 시료와 비슷한 노란색의 시료가 관찰되었다. 혼합

비 5:2의 조건에서는 그림 3(b)에 나타낸 것과 같이 250 ℃의 

포집온도에서 시료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300 ℃에서 

시료의 일부가 녹색으로 변화됨이 관찰되었으며, 400 ℃ 이
상에서 온도에서는 모두 노란색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온

도에 따른 시료의 색상변화로 볼 때 열중량 분석과 상응하는 

결과로서 포집반응은 300 ℃에서 시작되며, 400 ℃에서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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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XRD patterns of the trapping product using Ca(OH)2 at 
750 ℃ (molar ratio Ca:Re=1:2). Fig. 5. Mass variations with trapping temperatures.

분의 포집반응은 종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포집반응을 통한 얻어진 반응생성물의 화학적 형

태를 살펴보고자 혼합비 1:2, 포집온도 750 ℃의 조건에서 포

집반응 후 얻어진 반응생성물에 대한 X-선 회절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반응생성물에서 미반응의 Ca(OH)2나 레늄금속 또는 

산소와의 반응응을 통해 생성된 칼슘산화물이나 레늄 산화

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Ca(ReO4)2와 Ca5Re2O12 두 가지 형

태의 화합물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반응

생성물의 형태를 통해 예시를 이용한 기체상의 레늄 산화물

의 포집반응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Ca(OH)2 + 2Re + 3.5O2 = Ca(ReO4)2 + H2O(g) (1)

5Ca(OH)2 + 2Re + 3.5O2 = Ca5Re2O12 + H2O(g) (2)

CaO + Re2O7 = Ca(ReO4)2 (3)

5CaO + Re2O7 = Ca5Re2O12 (4)

이상의 반응식을 통해 칼슘포집제와 레늄의 반응 몰비는 

1:2와 5:2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질적인 포집

반응은 산화반응을 통해 생성된 CaO와 Re2O7의 반응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Ca(OH)2와 레늄의 혼합 몰비를 1:2와 5:2로 달리하여 각 

온도에서의 포집반응 후 무게변화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혼합비 1:2(Ca:Re)의 조건에서는 

350 ℃에서 반응 후 4.99%정도의 무게감량이 일어나며, 400 

℃에서 반응 후 23.36%정도의 매우 큰 무게감량이 나타났다. 

이 후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약간의 무게감량이 더 발생되며, 

600 ℃ 이상의 온도에서는 25.35%정도의 무게감량을 유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비 5:2(Ca:Re) 조건에서는 250 

℃에서 반응 후 1.01%정도의 무게감량을 제외한 나머지 포

집온도에서는 무게가 미량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OH)2와 레늄의 반응은 위의 반응식과 같이 반응물로 산

소가 투입됨에 따라 무게가 증가하는 쪽으로 진행되며, 생성

된 수분의 증발을 고려했을 때 Ca(ReO4)2와 Ca5Re2O12의 생

성조건에서 각각 21%, 3%정도 무게가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

된다. 하지만 1:2의 혼합비 조건에서 23~25%의 무게감량이 

발생되는 점으로 보아 기체상으로 휘발된 레늄 산화물의 포

집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다. 표 1에 각 

실험조건에서 반응 후 측정된 무게변화를 통해 계산된 레늄

의 감소량을 나타내었으며, 이 때 레늄의 산화반응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는 300 ℃ 이하의 온도에서의 감소량은 고려

하지 않았다. 혼합비 1:2의 조건에서 레늄의 감소량은 포집온

도가 증가될수록 증가하며, 600 ℃ 이상의 포집온도에서는 

초기량 대비 43%정도가 포집되지 않고 기체상으로 휘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합비 1:2조건의 경우 Ca(ReO4)2의 

생성 당량에는 맞으나 Ca5Re2O12가 함께 생성됨에 따라 Ca

의 부족으로 인해 미반응 레늄 산화물의 휘발로 큰 무게감량

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Ca의 부족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혼합비 5:2의 조건에서는 미반응으로 인한 레늄의 감소량이 

온도에 따라 1~5%정도로 크게 발생되지 않아 효과적인 것으

로 판단되며, 이러한 감소량은 반응기나 필터형태의 변화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것이라 사료된다.

온도에 따른 포집 반응 특성을 살펴보고자 혼합비 

5:2(Ca:Re), 250~750 ℃의 조건에서 반응 후 각 온도에서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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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ss reductions of rhenium
Molar 
ratio

(Ca:Re)

Initial 
sample

mass (g)

Temperature
(℃)

Mass reduction 
of rhenium

(g)

Mass reduction 
rate of rhenium

(%)

1:2 5.01

350 1.00 23.97
400 1.71 40.94
500 1.75 41.86
600 1.78 42.78
700 1.79 42.96
750 1.78 42.78

5:2

5.97 250 - -
5.97 300 - -
5.95 400 0.03 1.10
5.97 500 0.00 0.07
5.95 600 0.09 3.10
5.99 700 0.10 3.20
5.94 750 0.15 5.10

Fig. 6. XRD patterns of reaction products for each trapping 
temperature (molar ratio Ca:Re=5:2).

Fig. 7. XRD patterns of trapping products after thermal treatment 
for each temperature (molar ratio Ca:Re=5:2).

어진 반응생성물에 대한 X-선 회절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반응온도 250 ℃조건에서는 레

늄의 산화반응과 포집반응이 진행되지 않아 미반응 잔류물

인 Ca(OH)2와 금속상태의 레늄이 시료 내 그대로 존재하였

고, 300 ℃에서는 미반응의 Ca(OH)2, 레늄과 함께 반응생성

물로서 Ca(ReO4)2·2H2O형태의 화합물이 확인되었으며, 400 

℃ 이상에서는 미반응 물질 없이 거의 대부분의 시료가 반응

하여 포집생성물로서 Ca(ReO4)2와 Ca5Re2O12형태의 화합물

이 생성되었다. 앞서 언급한 온도에 따른 시료의 색상변화와 

더불어 볼 때 레늄은 약 300 ℃에서 산화반응 후 생성된 레늄

산화물의 휘발이 시작되어 포집반응을 통해 짙은 녹색을 보

이는 Ca(ReO4)2·2H2O을 형성하며, 400 ℃ 이상에서는 노란

색을 띄는 Ca(ReO4)2와 Ca5Re2O12 형태의 화합물을 형성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400 ℃ 이상

에서 Ca(ReO4)2와 Ca5Re2O12의 혼재를 보이는 피크는 750 

℃까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Ca(ReO4)2의 피크 강도가 점차 

낮아지고 Ca5Re2O12 피크의 강도가 점차적으로 증가됨이 관

찰되었으며, 이로부터 반응온도가 증가될수록 포집생성물은 

Ca5Re2O12형태로의 형성됨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와 같이 온도의 증가에 따른 포집생성물의 형태를 파악하여 

단일 형태의 포집생성물(Ca5Re2O12)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하고자 5:2의 혼합비조건하 250과 300 및 400 ℃에서 포

집반응을 수행하여 얻은 포집생성물에 대해 800~1,000 ℃에

서 추가적인 열처리를 각각 약 20분 간 수행하였고, 이와 더

불어 추가적인 열처리 온도보다 낮은 조건(750 ℃)에서 열처

리 시간을 증가시킴(4 시간)에 따른 영향을 관찰함으로써 추

가적인 열처리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

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열처리를 통해 얻은 생성물의 X-선 

회절분석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

이, 다소 낮은 온도에서의 포집반응으로 미반응 물질과 

Ca(ReO4)2·2H2O형태의 포집생성물을 보이던 250 및 300 ℃
에서의 반응생성물과 Ca(ReO4)2와 Ca5Re2O12가 혼재되어 있

던 400 ℃에서의 반응생성물 모두 800 ℃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함으로써 Ca5Re2O12형태의 화합물을 얻을 수 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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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G/DTA curves of the rhenium trapping product (Ca5Re2O12).

확인되었으며, 750에서 반응시간을 20분에서 4 시간으로 증

가시킬 경우 단일형태의 포집생성물(Ca5Re2O12)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포집온도가 800 ℃ 이상 또는 

750 ℃에서 반응시간을 증가시키는 반응조건에서 Ca5Re2O12

형태만 존재하는 포집생성물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며, 이러한 단일 화합물로 구성된 포집생성물은 최종처분을 

위한 고화체를 제조하는데 있어 고화매질을 선정할 때 용이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Ca5Re2O12형태의 포집생성물의 

고화체 제조를 고려하여 열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열중량 분

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Ca5Re2O12형태의 포집생성물은 900 ℃까지 무게변화 거의 

없고, 열적으로 안정함을 보였으나 이후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서서히 무게감량이 발생되었으며, 1,100 ℃에서부터 급격

한 무게감량이 나타났다. Ca5Re2O12는 1,000 ℃이상의 온도

에서 Ca6Re2O11 또는 Ca11Re4O24 형태로 변화될 수 있다 

[10,11]. 이 과정에서 산소와 레늄산화물(Re2O7)이 생성될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레늄산화물은 끓는점이 낮

고 증기압이 높아 1,000 ℃ 이상의 온도에서 쉽게 휘발되기 

때문에 급격한 무게감량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

이 1,000 ℃이상의 고온에서의 열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Ca5Re2O12형태의 포집생성물이 Ca6Re2O11 또는 

Ca11Re4O24의 형태로의 변화됨에 따른 열적 거동을 관찰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Ca5Re2O12형태의 포집생성물을 손실 없이 효과적으로 고화

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900 ℃이하의 온도에서 고화공정을 

수행하거나 1,000 ℃이상의 고온에서 안정한 형태로 유지할 

수 있는 화학적 형태로의 화합물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12,13].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공방사성 물질인 테크네튬 산화물과 열적 

거동이 유사한 모사물질로서 기체상의 레늄산화물에 대한 포

집제로 Ca(OH)2를 이용하여 포집반응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반응생성물에 대한 열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포집반응을 통

해 반응생성물로서 Ca(ReO4)2와 Ca5Re2O12가 생성됨에 따라 

칼슘 포집제와 레늄의 혼합몰비는 5:2로 주어지는 것이 Ca의 

부족으로 인한 미반응 레늄산화물의 휘발을 억제할 수 있으

며, 레늄산화물의 포집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응온도 300 ℃에서 레늄산화물의 포집반응이 시작

되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반응생성물은 Ca(ReO4)2보다 

Ca5Re2O12 형태로 형성됨이 우세하였다. 800 ℃이상의 반응

온도 또는 750 ℃에서 4시간 이상 유지하는 조건에서 단일형

태의 포집생성물(Ca5Re2O12)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단

일 포집생성물의 형성이 추후 고화공정의 매질선정에 용이할 

것이라 판단된다. Ca5Re2O12형태의 포집생성물은 열중량 분

석결과 900 ℃정도까지 무게감량 없이 열적 안정성을 보이

며, 이러한 특성으로 포집반응 후 얻어진 반응생성물의 고화

공정은 900 ℃이하의 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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