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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ctiveness

  Characteristics 

●   Exclusively developed unit process : more 

eco-friendly compared to other institutions’ 

processes

   -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other 

institutions’ processes

KNF process other process(1) other process(2)

Unit
process

Conversion-
Dissolution-

Precipitation-
Separation

Dissolution-
Acidification-
Precipitation-

Separation

Dissolution-
Acidification-
Precipitation-

Separation

Liquid
waste

15 ton/tonU 40 ton/tonU 40 ton/tonU

U content
in filtrate

1 ppm 10 ppm 20 ppm

  Benefits

●    Less radioactive waste
●   Cost reduction in purchasing uranium by 

recovery and reuse
●   Transfer plant technology

experience

●    Process developing

   -  Lab scale experiment and process model are 

completed

   - Pilot scale experiment is scheduled
●   Commercial plant construction(plan) 

   : Max. 5 tonU/yr

Deliverables

●   Product : UO2 powder

   [ with Uranium purification and AUH 

reconversion processes]
●    Technical services : Plant EPC

⇓

⇓

⇓

⇓

< NaDU scr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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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U 스크랩 우라늄 회수

기술 개요

- UF6 실린더 세척시 발생하는 NaDU 스크랩으로부터 우라늄을 핵연료 제조공정에 투입 가능한 형태로 분리
하는 기술

기술 내용

목적
- NaDU 스크랩으로부터 우라늄을 분리하여 핵연료 제조공정에 투입 가능한 우라늄화합물(AUH)로 제조

필요성
- 선행핵주기 공정의 중요 기술 및 플랜트 보유 필요
- UF6 실린더 세척공정 운영에 필수적인 공정

기술원리
- 전환·용해 : NaDU 스크랩을 적절한 온도에서 반응 가스와 반응시켜 산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물질로
             전환한 후, 질산에 용해하여 UN 용액 제조
- 침전 : 용해된 스크랩(UN 용액)을 반응 가스와 반응시켜 AUH로 침전하여 우라늄 분리

공정 구성
- 전환, 용해, 침전, 고액분리의 4개 단위공정으로 구성
 전환 단위공정 : NaDU 스크랩을 전환
 용해 단위공정 : 전환된 스크랩을 질산에 용해하여 UN 용액을 제조하고 불용분 제거
 침전 단위공정 : UN 용액으로부터 AUH 슬러리 제조
 고액분리 단위공정 : AUH 슬러리를 여과 및 건조하여 분말로 제조

- 최종 생산물은 불순한 AUH 분말이며, 이를 우라늄 전처리공정을 거쳐 우라늄 정제공정에 투입

   

반응가스
↓

질산
↓

반응가스
↓

⇒ 전환
단위공정

⇒ ⇒ 용해
단위공정

⇒ ⇒
침전/

고액분리
단위공정

⇒

[NaDU
스크랩]

[전환
스크랩]

↓
불용분

[UN 용액] ↓
여액

[AUH 분말]

기술 우수

기술특징 : 주요 단위공정 독자 개발, 타 기관 개발공정에 비해 친환경적 공정
- 타 기관 개발공정과의 비교

  

KNF 개발공정 기관(1) 개발공정 기관(2) 개발공정

 공정 단계 4단계 : 전환-용해-침전-고
액분리

4단계 : 용해-산처리-침전-
고액분리

4단계 : 용해-산처리-침전-
고액분리

 폐액량 15 ton/tonU 40 ton/tonU 40 ton/tonU
 여액 U함량 1 ppm 10 ppm 20 ppm

< Converted scr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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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U 스크랩 우라늄 회수

기술 개요

- UF6 실린더 세척시 발생하는 NaDU 스크랩으로부터 우라늄을 핵연료 제조공정에 투입 가능한 형태로 분리
하는 기술

기술 내용

목적
- NaDU 스크랩으로부터 우라늄을 분리하여 핵연료 제조공정에 투입 가능한 우라늄화합물(AUH)로 제조

필요성
- 선행핵주기 공정의 중요 기술 및 플랜트 보유 필요
- UF6 실린더 세척공정 운영에 필수적인 공정

기술원리
- 전환·용해 : NaDU 스크랩을 적절한 온도에서 반응 가스와 반응시켜 산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물질로
             전환한 후, 질산에 용해하여 UN 용액 제조
- 침전 : 용해된 스크랩(UN 용액)을 반응 가스와 반응시켜 AUH로 침전하여 우라늄 분리

공정 구성
- 전환, 용해, 침전, 고액분리의 4개 단위공정으로 구성
 전환 단위공정 : NaDU 스크랩을 전환
 용해 단위공정 : 전환된 스크랩을 질산에 용해하여 UN 용액을 제조하고 불용분 제거
 침전 단위공정 : UN 용액으로부터 AUH 슬러리 제조
 고액분리 단위공정 : AUH 슬러리를 여과 및 건조하여 분말로 제조

- 최종 생산물은 불순한 AUH 분말이며, 이를 우라늄 전처리공정을 거쳐 우라늄 정제공정에 투입

   

반응가스
↓

질산
↓

반응가스
↓

⇒ 전환
단위공정

⇒ ⇒ 용해
단위공정

⇒ ⇒
침전/

고액분리
단위공정

⇒

[NaDU
스크랩]

[전환
스크랩]

↓
불용분

[UN 용액] ↓
여액

[AUH 분말]

기술 우수

기술특징 : 주요 단위공정 독자 개발, 타 기관 개발공정에 비해 친환경적 공정
- 타 기관 개발공정과의 비교

  

KNF 개발공정 기관(1) 개발공정 기관(2) 개발공정

 공정 단계 4단계 : 전환-용해-침전-고
액분리

4단계 : 용해-산처리-침전-
고액분리

4단계 : 용해-산처리-침전-
고액분리

 폐액량 15 ton/tonU 40 ton/tonU 40 ton/tonU
 여액 U함량 1 ppm 10 ppm 20 ppm

⇓

< UN sol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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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U 스크랩 우라늄 회수

기술 개요

- UF6 실린더 세척시 발생하는 NaDU 스크랩으로부터 우라늄을 핵연료 제조공정에 투입 가능한 형태로 분리
하는 기술

기술 내용

목적
- NaDU 스크랩으로부터 우라늄을 분리하여 핵연료 제조공정에 투입 가능한 우라늄화합물(AUH)로 제조

필요성
- 선행핵주기 공정의 중요 기술 및 플랜트 보유 필요
- UF6 실린더 세척공정 운영에 필수적인 공정

기술원리
- 전환·용해 : NaDU 스크랩을 적절한 온도에서 반응 가스와 반응시켜 산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물질로
             전환한 후, 질산에 용해하여 UN 용액 제조
- 침전 : 용해된 스크랩(UN 용액)을 반응 가스와 반응시켜 AUH로 침전하여 우라늄 분리

공정 구성
- 전환, 용해, 침전, 고액분리의 4개 단위공정으로 구성
 전환 단위공정 : NaDU 스크랩을 전환
 용해 단위공정 : 전환된 스크랩을 질산에 용해하여 UN 용액을 제조하고 불용분 제거
 침전 단위공정 : UN 용액으로부터 AUH 슬러리 제조
 고액분리 단위공정 : AUH 슬러리를 여과 및 건조하여 분말로 제조

- 최종 생산물은 불순한 AUH 분말이며, 이를 우라늄 전처리공정을 거쳐 우라늄 정제공정에 투입

   

반응가스
↓

질산
↓

반응가스
↓

⇒ 전환
단위공정

⇒ ⇒ 용해
단위공정

⇒ ⇒
침전/

고액분리
단위공정

⇒

[NaDU
스크랩]

[전환
스크랩]

↓
불용분

[UN 용액] ↓
여액

[AUH 분말]

기술 우수

기술특징 : 주요 단위공정 독자 개발, 타 기관 개발공정에 비해 친환경적 공정
- 타 기관 개발공정과의 비교

  

KNF 개발공정 기관(1) 개발공정 기관(2) 개발공정

 공정 단계 4단계 : 전환-용해-침전-고
액분리

4단계 : 용해-산처리-침전-
고액분리

4단계 : 용해-산처리-침전-
고액분리

 폐액량 15 ton/tonU 40 ton/tonU 40 ton/tonU
 여액 U함량 1 ppm 10 ppm 20 ppm

⇓

< AUH pow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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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U 스크랩 우라늄 회수

기술 개요

- UF6 실린더 세척시 발생하는 NaDU 스크랩으로부터 우라늄을 핵연료 제조공정에 투입 가능한 형태로 분리
하는 기술

기술 내용

목적
- NaDU 스크랩으로부터 우라늄을 분리하여 핵연료 제조공정에 투입 가능한 우라늄화합물(AUH)로 제조

필요성
- 선행핵주기 공정의 중요 기술 및 플랜트 보유 필요
- UF6 실린더 세척공정 운영에 필수적인 공정

기술원리
- 전환·용해 : NaDU 스크랩을 적절한 온도에서 반응 가스와 반응시켜 산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물질로
             전환한 후, 질산에 용해하여 UN 용액 제조
- 침전 : 용해된 스크랩(UN 용액)을 반응 가스와 반응시켜 AUH로 침전하여 우라늄 분리

공정 구성
- 전환, 용해, 침전, 고액분리의 4개 단위공정으로 구성
 전환 단위공정 : NaDU 스크랩을 전환
 용해 단위공정 : 전환된 스크랩을 질산에 용해하여 UN 용액을 제조하고 불용분 제거
 침전 단위공정 : UN 용액으로부터 AUH 슬러리 제조
 고액분리 단위공정 : AUH 슬러리를 여과 및 건조하여 분말로 제조

- 최종 생산물은 불순한 AUH 분말이며, 이를 우라늄 전처리공정을 거쳐 우라늄 정제공정에 투입

   

반응가스
↓

질산
↓

반응가스
↓

⇒ 전환
단위공정

⇒ ⇒ 용해
단위공정

⇒ ⇒
침전/

고액분리
단위공정

⇒

[NaDU
스크랩]

[전환
스크랩]

↓
불용분

[UN 용액] ↓
여액

[AUH 분말]

기술 우수

기술특징 : 주요 단위공정 독자 개발, 타 기관 개발공정에 비해 친환경적 공정
- 타 기관 개발공정과의 비교

  

KNF 개발공정 기관(1) 개발공정 기관(2) 개발공정

 공정 단계 4단계 : 전환-용해-침전-고
액분리

4단계 : 용해-산처리-침전-
고액분리

4단계 : 용해-산처리-침전-
고액분리

 폐액량 15 ton/tonU 40 ton/tonU 40 ton/tonU
 여액 U함량 1 ppm 10 ppm 20 ppm

Conversion
→Reactant

gas

Dissolution
Sludge→→Nitric

acid

Precipitation
/Separation

→→Reactant

gas

Filtrate

This process is to separate 

uranium from NaDU scrap generated 

when cleaning UF6 cylinder.

Description

  purpose

●    To produce AUH ready to be utilized in Fuel 

Fabrication by separating Uranium from 

sodium diuranate containing scrap

   (NaDU scrap) 

  Necessity

●   KNF’s unique front end cycle technology and 

plant are needed
●   Indispensible to UF6 cylinder cleaning process

  process Constitution

●   This process consists of 4 unit processes 

   :  Conversion, Dissolution, Precipitation, L/S 

separation

     -  Conversion : Converting sodium diuranate 

to acid-soluble form

     -   Dissolution : Making UN solution by 

dissolving the converted scrap in nitric acid

     -   Precipitation : Making AUH slurry by 

adding reactant gases into UN solution

     -   L/S separation : Making AUH powder by 

filtration and drying of AUH slurry
●   The final product is  impure AUH powder 

   :  Fed to Uranium purification process after 

pre-treatment

●  Component 
validation in 

relevant 
environment

teChNoloGy 
reaDINess 
leVel(trl) 

technology transfer

BusINess 
MoDel

licensing

Joint search

service execution

others

  principle

●   Conversion · Dissolution : NaDU scrap is converted to soluble form by reaction with reactant 

gases at appropriate temperature and dissolved with nitric acid to produce UN solution.

●   Precipitation : UN solution reacts with reactant gases  to precipitate as AUH slurry to separate 

urani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