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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제염해체 기술개발 세부추진방안수립 및 KAERI 토양제염공정 평가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우라늄 변환시설 환경복원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제

염기술 및 우라늄 슬러지 처리 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수

립하여 사업 진행 중에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자체 처분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또한, TRIGA 연구로 해체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원자력연구소에 보

관중인 방사성 토양 폐기물의 제염기술 개발 방안을 수립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001년 8월부터 중장기로 수행되는 “원자력연구시설 제염기술 

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이용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제염해체 기술개발 세부추진 방안 수립

   가. 변환시설 제염기술 개발

     . 우라늄 변환시설 개요 및 제염기술 개발 현황 파악, 기술 수목도 작

성 및 기술현황 분석을 수행하 다. 

     . 연구 목표와 세부 연구내용을 설정하여 기술적 추진방안 및 변환시설 

환경복원 사업과 연계 방안에 대하여 논하 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

술개발을 전망하 다.  

   나. 우라늄 슬러지 처리기술 개발

    ․국내외 기술현황을 분석하 고 우라늄 슬러지/폐액의 처리 방안과 산

학연 협력추진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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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목표와 세부 연구내용을 설정하여 기술적 추진방안 및 변환시설 

환경복원 사업과 연계 방안에 대하여 논하 다.  

   다. 해체기술 개발

    ․해체 기술에 대한 개요와 국내외 기술현황을 분석하 다. 

    . 연구 목표와 세부 연구내용을 설정하여 기술적 추진방안, TRIGA 해체 

사업과 연계 방안에 대하여 논하 다. 

  2. 토양폐기물 처리기술개발 계획 수립

   가. KAERI 토양제염 기술성 평가

     . 토양제염 공정과 제염 폐액 처리기술을 평가하 다. 

     . 토양 제염 후 잔류 방사능 평가를 위해 solvent flushing 실험장치를 

사용하여 제염 실험을 수행하 고 결과를 모델링 하 다. 

   나. 토양제염 기술 개발

     . 국내외의 토양 제염기술 개발 현황을 토양 제염공정장치의 개발 및 

실증 현황을 기준으로 분석하 다. 

    . 연구 목표와 세부 연구내용을 설정하여 기술적 추진방안, 변환시설 환

경복원 사업과 연계 방안에 대하여 논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1. 제염해체 기술개발 세부추진방안 수립

   가. 변환시설 제염기술 개발

     . 변환시설 표면에 대한 오염특성 분석, 유사제염 사례 및 단위 기술 

분석을 통해 해체 전 계통제염 단위 공정과 절차를 개발한다. 실험실 규모 

표면제염 공정장치를 제작하여 실험을 통해 변환시설 표면제염 단위공정을 

개발한다.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 전/후 계통 및 금속폐기물 표면 제염공정

을 실증 및 상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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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라늄 슬러지 처리기술 개발

     . 우라늄 슬러지 폐액 특성 분석, 처리방안 시험/평가 및 공정개념 설

정, 자체 처분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실험실 규모 우라늄 슬러지 처리 단위기

술을 개발한다. 

     . 실증 규모 공정장치 설계 및 제작, 우라늄 슬러지 폐액 감용/안정화 

처리기술 실증 시험을 통해 우라늄 슬러지 폐액 처리기술을 실증 및 상용화

한다. 

   다. 해체기술 개발

    ․연구로 시설 해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 저장, 검색, 분석할 수 

있는 연구로 폐로 기술 정보 전산 data base를 구축하고 연구로 해체 주요 

공정 전산 모사기술을 개발한다. 

    . 고 방사능 재료를 수중에서 원격 절단할 수 있는 절단장비와 표면 오

염도 자동 측정 장비를 개발한다. 

  2. 토양폐기물 처리기술개발 계획 수립

   가. KAERI 토양제염 기술성 평가

    . TRIGA 오염토양을 효과적으로 제염하기 위한 공정도를 개발했다. 또

한, TRIGA 토양을 인공적으로 오염시킬 때, 오염용액 내의 코발트농도가 작

아짐에 따라 코발트의 흡착평형계수는 증가하 고, 이 오염토양 질량 대 

citric acid 용액 부피 비율을 1 : 5로 하 을 때 제염효율이 높았다. 화학 침

전 법에 의해 토양 세척 폐액을 재생 실험한 결과 코발트 제거 율은 토양 

세척 폐액 내의 코발트농도가 낮아질수록 저하되었다. 

     . Sr
2+ 이온으로 오염시킨 TRIGA 토양을 solvent flushing법으로 제염

하고자 할 때, citric acid의 농도에 따른 Sr2+의 흡착 및 제염특성을 분석했

다. TRIGA 토양을 Sr
2+ 이온으로 흡착실험을 수행한 결과 citric acid의 농도

가 증가할수록 Sr2+의 파과 곡선은 비 반응물질인 
3
H2O의 파과 곡선에 가까

워졌다. 또한 citric acid의 농도가 0.01 M이하일 경우의 파과곡선의 모양은 

비평형 흡착의 특성을 나타내는 비대칭이었다. R과 Kp는 citric acid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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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오염된 토양의 제염실험에서는 

citric acid의 농도가 낮을수록 평형 모델값 보다 비평형 모델 값이 실험치 

에 더 가까웠으며, citric acid 농도가 높아감에 따라 비평형 모델 값과 평형 

모델 값 모두 실험치에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나. 토양제염 기술 개발

     . TRIGA 토양폐기물에 대한 제염공정 개발을 위해 실험실 규모의 공

정/장치를 제작하여 실험실적으로 각 제염공정을 시험 평가한다. 

    . TRIGA 토양폐기물에 대한 KAERI 제염공정의 실증을 위해 토양폐기

물 제염공정 장치 성능 시험, 원연 토양폐기물 제염 기술 실증 및 토양폐기

물 자체처분 안전성 평가, 잔류방사성 토양 처리 방안을 평가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변환시설 내부 제염 및 우라늄 슬러지 폐액 처리 사업적용 기술개발을 통

해 국내 해체 전후 내부 제염 및 슬러지 폐액 처리기술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해외에 이 분야 기술 수출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 제염 연

구결과는 현재 원연 방사성폐기물 저장고에 저장 중인 오염토양의 제염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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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A Study on Implementation Plan of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R & D and Evaluation of KAERI Soil Decontamination 

Proces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establish the methodology for efficient 

development of the decontamination technology and the sludge waste 

treatment technology by which the amount of in-site disposal waste 

generated from the environmental restoration project of uranium 

conversion facility is maximized. The other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establish the methodology for efficient development of technologies 

applicable to the decommissioning of TRIGA research reactor and the 

decontamination technology of radioactively contaminated soil stored in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of the middle and 

long term research project " Nuclear Research Facility Decontamination 

Technology Development" which will be started in Augus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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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s

 Part 1. Establishment of the Detail Performanc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Technology 

   A. Decontamin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Uranium Conversion 

Facility 

     . Understanding of uranium conversion facility and related 

decontamination technologies, preparation of technology tree and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decontamination technologies

     . Establishment of the objective and research items of the middle 

and long term R & D project. Discussion about the performance plan and 

about the methodology for connection with the project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of uranium conversion facility 

   B. Treatment Technology Development of Uranium Sludge

     ․ Analysis of the domestic and overseas research development 

status 

      . Suggestion of treatment methodology of uranium slurry and  

cooperative R&D among industr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

     . Establishment of the objective and research items of the middle 

and long term R & D project. Discussion about the performance plan and 

about the methodology for connection with the project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of uranium conversion facility 

   C. Decommissioning Technology Development

    ․Analysis of the domestic and overseas research development status 

and the overview of decommissioning technologies

    . Establishment of the objective and research items of the middle and 

long term R & D project. Discussion about the performance pl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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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methodology for connection with the project of TRIGA 

decommissioning 

 Part 2. Establishment of Radwaste Soil Treatment Technology 

Development Plan

   A. Evaluation of KAERI Soil Decontamination Technology

     . Evaluation of soil decontamination process and the liquid 

decontamination waste treatment technology 

     .  Performance of soil decontamination test using solvent flushing 

test equipment for evaluation of residual radioactivity after decontami- 

nation and modeling of the results

   B. Soil Decontamin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alysis of domestic and overseas research development status 

     . Establishment of the objective and research items of the middle 

and long term R & D project. Discussion about the performance plan and 

about the methodology for connection with the project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of uranium conversion facility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Part 1. Establishment of the Detail Performanc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Technology 

   A. Decontamin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Uranium Conversion 

Facility 

     . Development of system decontamination process and procedure  

before decommissioning through the characterization of the surface of the 

uranium conversion facility, analysis of similar decontamination in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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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f the unit decontamination technology 

     . Demonstr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system decontamination ( 

before/after decommissioning) and surface decontamination of metal waste

   B. Treatment Technology Development of Uranium Sludge

     . Characterization of liquid waste of uranium sludge, evaluation of 

treatment technology  and establishment of process concept 

     . Development of the laboratory scale unit process for the treatment 

of the uranium sludge

     . Design and fabrication of the demonstration scale equipment for 

the treatment of the uranium sludge

     . Commercialization of the uranium sludge liquid waste treatment 

technologies from the demonstration of the volume reduction and 

stabilization of uranium sludge liquid waste

   C. Decommissioning Technology Development

    ․ Construction of the data base which can be applied to the 

collection, storage, search and analysis of necessary informations for the 

decommissioning of the research reactor

    . Development of the visual simulation technologies on the main 

decommissioning process of the research reactor

    . Development of the remote cutting system which is used to cut the 

high radioactivity material in water

    . Development of the automatic measurement system to the surface 

contamination level

 Part 2. Establishment of Radwaste Soil Treatment Technology 

Development Plan

   A. Evaluation of KAERI Soil Decontamination Technology

    .  The process to remediate TRIGA contaminated soil wa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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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concentration of cobalt ion decreased, in case of contaminating 

TRIGA soil with cobalt ion artificially, the sorption equilibrium coefficient 

increased. The efficiency of soil washing was high when the soil 

weight(g) to citric acid solution volume(ml) ratio was 1 : 5.  The results 

of recycling experiment by chemical precipitation method were as follows; 

Co removal efficiency was reduced along with the decrease of  Co
2+
  ion 

concentration of wastewater. Meanwhile, a lot of NaOH had to be added 

and the volume of final solid waste was about 10% of that of the 

contaminated soil 

     .  Absorption and remediation characteristics of Sr
2+ 
versus citric 

acid concentration were analyzed on remediating the TRIGA soil 

contaminated with Sr
2+ artificially using citric acid by a solvent flushing 

method. Results of absorption experiment for the TRIGA soil are as 

follows. The more citric acid concentrations increase, the more 

BTC(breakthrough curve) of Sr
2+ ion agreed with that of 3H2O. In citric 

acid concentration less than 0.01M, the shape of BTC showed an 

asymmetry which had nonequilibrium absorption characteristics. The more 

citric acid concentration increased, the more values of R and Kp 

decreased.  In remediation experiment, the lower citric acid concentration 

became, the more the model values by nonequilibrium model agreed with 

experiment values than the model values by equilibrium model.  The 

higher citric acid concentration become, the more  model values by both 

nonequilibrium model and equilibrium model agreed fairly with experiment 

values 

   B. Soil Decontamination technology Development 

     ․  Laboratory scale soil decontamination equipment will be 

designed and  fabricated, then tested and evaluated with the soil waste 

from TRIGA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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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rformance test of the soil decontamination equipment, 

demonstration of soil decontamination process using radioactive soil waste 

in KAERI, safety evaluation on the restricted release of soil waste and 

evaluation of treatment technologies of the residual radioactive soil were 

executed for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KAERI soil decontamination 

technology

V. Application Plan for the Research Results

    .  Construction of the related domestic technology basis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l decontamination technology of the uranium 

conversion facility and the development of the treatment technologies on 

the uranium sludge liquid waste   

    .  Contribution of the developed soil decontamination technology to 

the restricted release of soil stored in the temporary storage site of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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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기획연구 결과 

  국내 원자력 연구시설의 해체 사업과 우라늄 변환시설에 대한 환경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원자력 시설에 대한 제염 및 해체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 평가원에서는 ‘제염해체 연구과제 개발을 위

한 선행 정책연구’를 기획하 으며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1999년 9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수행하 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 구체적인 국내 기술 

수요와 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국내 미 자립 기술의 개발 전망을 평가하여 

원자력 중장기 연구과제로 수행할 원자력 시설 제염.해체 연구과제를 도출

하기 위해 한국전력 기술 주식회사와 한국원자력 연구소에 각각 연구를 수

행토록 하 다. 연구의 객관성 확보와 산업체의 기술 수요를 적절히 반 하

기 위해, 한국 전력 기술 주식회사에서는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기술개발 

전략연구’를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제염해체 기술 수요 및 기술 수준 

평가연구’를 수행하 다.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수행된 제염해체 기술수요 및 수준 평가 연구는 

크게 1) 국내외 제염해체 시장 전망, 2) 국내 제염해체 기술 수요 및 기술 

수준 평가, 3) 제염 해체 단기 개발기술 평가로 구분되어 수행되었다. 

  국내외 제염해체 시장 전망은 국내 제염해체 시장 전망과 해외 제염해체 

시장전망으로 나누어 평가하 으며 국내 제염해체 시장전망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폐로 시장, 원전 유지보수 및 수명연장 관련 제염해체 시장, 연구로 

제염해체 시장, 핵연료 주기 제염해체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2010 년까

지의 단기시장과 2030 년까지의 장기시장을 비교하 다. 해외 제염해체 시

장 전망에서는 해외 원전 폐로 시장, 해외 원전 유지보수 및 수명연장 관련 

제염해체 시장, 연구로 해체 동향, 해외 연구로 제염해체 시장, 미국의 후

행 핵연료 주기 시설 및 부지 제염해체 시장 전망과 세계 각국의 핵연료 주

기 시설 및 부지 제염.해체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2010 년까지의 단기시

장과 2030 년까지의 장기시장을 비교하 다. 

  국내 제염해체 기술 수요 및 기술 수준 평가는 제염해체 대상 시설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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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술 난이도와 제염해체 주요 소요기술 및 국내 수준을 비교하 으며 제

염해체 대상 시설 특성 및 기술 난이도비교에서는 제염해체 대상 시설, 대

상시설별 제염해체 기술 난이도를 비교하 으며 제염해체 주요 소요기술 및 

국내 수준 비교에서는 국내 원자력 시설 제염해체 기술 수목도 작성, 국내 

원자력 시설 제염해체 기술 수준 및 개발 전망 평가, TRIGA 연구로 및 우라

늄 변환시설 해체 사업과 연계한 국내 제염해체기술 수요 및 기술개발 전

망, 제염해체 대상별 기술 수요 및 소요기술 평가, 제염해체 분야별 소요기

술 및 국내외 기술 수준 평가, 제염해체 기술 개발 추진을 위한 소요기술 

수목도를 작성하 다.

  제염해체 단기 개발기술 평가에서는 기술개발 목표 평가, 세부기술 개발 

내용 및 기술수준 평가, 기술개발 추진 방안 및 성과물을 분석하 다. 기술

개발 목표 평가에서는 최종 목표의 평가와 단계별 목표의 평가가 이루어졌

다. 세부기술개발 내용 및 기술수준 평가 연구에서는 세부기술 개발 내용을 

평가하고, TRIGA 연구로 해체사업 적용기술 개발, 우라늄 슬러지 처리 및 

금속폐기물 재활용기술 개발, 고 방사능 건식제염기술 개발, 레이저 해체 

및 원격기술 개발, 환경복원 및 잔류방사능 평가기술개발과 관련한 세부기

술 별 기술수준을 평가하 다. 그리고, 추진전략과 추진방법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추진방안, 기대성과, 활용방안에 대해 기술하 다.  

  이상의 연구로부터, 국내 제염해체 시장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해외의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외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을 파악하 다. 단기적인 국내 제염해체 시장은 현재 당면한 국가 제염. 해

체 사업인 TRIGA 연구로와 변환시설 환경복원 사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

으며, 단. 중장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유지 및 보수와 수명연장 중심

의 원자력 발전소 제염 해체 시장과 핵연료 주기 연구개발시설 및 북한 핵

시설 중심의 핵연료 주기시설 제염.해체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해외에서는 원자력시설 제염해체가 미국만 하여도 연간 60억불 이상의 대규

모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국, 프랑스에서도 제염해체가 원전 건설보다 

더 큰 원자력 산업이 되고 있음을 파악하 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증

대되고 있는 원자력시설 제염해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기술대비를 

할 시점에서 당면한 국가 제염해체 사업인 TRIGA 연구로 및 우라늄 변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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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복원 사업과 연계한 정부 주도의 제염해체 기술개발이 추진될 좋은 기회

이며, TRIGA 연구로 및 우라늄 변환시설 제염해체를 통한 국내 산.학.연 경

험 축적과 해체 대상 설비를 이용한 제염해체 기술 실증 기회로 활용함으로

써 효과적으로 제염.해체 기술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 다. 국

내의 제염해체 기술 개발은 1983년부터 과기부 제염.해체 연구개발을 통해 

상당 부분 관련 기술 및 연구인력이 구축되어 있어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TRIGA 연구로 및 우라늄 변환시설 제염.해체 사업에 개발 기술을 적용하고 

기술 실증을 함으로 기술 활용성이 크고, 이를 통해 국내 제염.해체 기반기

술 자립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는 제염해체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기술 수출을 선도할 가능성이 매우 큼을 

확인하 다. 

  원자력 발전소 유지.보수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제염.해체 기술 수요가 중

장기적으로 가장 높으므로 이를 대비한 제염. 해체기술의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 다. 1983 년부터 정부 주도로 확보한 관련기술, 인력자원 및 연구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한전 주도의 원자력발전소 제염. 해체기술 개발

을 정부주도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 이에 

전부와 산업체가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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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목적 및 범위 

  한국 과학기술 평가원의 위탁 연구로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된 ‘제

염해체 기술 수요 및 기술 수준 평가연구’ 과제로부터, 국내에서도 원자력 

시설에 대한 제염. 해체 기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평가되었

다. 

  한국 과학기술 평가원의 위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

은 변환시설 제염 기술의 개발방안, 변환시설의 lagoon 에 존재하는 우라늄 

슬러지 처리기술의 개발방안, 해체기술 개발 방안 및 현재 원자력 연구소에

서 보관중인 오염토양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제염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수

립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발된 기술을 현재 추진중인 변환시설 환경복

원 사업 및 TRIGA 연구로 해체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평가하고자 한다.   

  변환시설 제염기술 개발 방안에서는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을 분석하여 이

를 통한 세부 연구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 다. 그리고, 기술적 추진방안 및 

변환시설 환경복원 사업과 연계방안을 알아보고자 하 다.  

 우라늄 슬러지 처리기술 개발 방안 연구에서도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을 분

석하여 이를 통한 세부 연구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 다. 그리고, 기술적 추

진방안, 변환시설 환경복원 사업과 연계 방안, 국내 산학연 협력 방안을 알

아보고자 하 다. 

 해체기술 개발에서는 국내외 기술현황 분석을 통하여 연구내용을 도출하고

자 하 다. 그리고, 기술적 추진방안, TRIGA 해체사업과 연계 방안, 국내 

산학연 협력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 다. 

 토양폐기물 처리기술개발 계획 수립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TRIGA 오염토

양을 제염하기 위한 공정도를 개발하 다. 그리고, 제염폐액 처리기술을 분

류하여 평가하 으며 토양 제염 후 잔류방사능 평가를 통해 KAERI 토양제염 

의 기술성을 평가하 다. 토양제염기술 개발 연구에서는 국내외 기술현황 

분석을 수행하 고, 기술적 추진방안, 변환시설 환경복원 사업과 연계 방

안, 국내 산학연 협력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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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제염해체 기술개발 세부 추진방안 수립  

제 1 절 변환시설 제염기술 개발

1. 국내외 기술현황 분석

  가. 우라늄변환시설 개요

     원자력연구소 내 우라늄변환시설은 1981년 건평 약 600평에 pilot 규

모 (100 tU/y)의 변환시설 (ADU 공정)을 불란서로부터 도입하여 시험 운 하여 

오다가 1987년 건평 약 300평에 AUC 공정의 부대시설 (100 tU/y)이 추가되

어, 이로부터 1992년까지 약 320톤의 월성 CANDU용 핵연료분말 (UO2 분말)을 

생산하 다. 참고로 ADU 및 AUC 공정에 의한 UO2 분말의 제조는 다음과 같은 

반응경로로 진행된다.

   
U3O8

용해/숙성
UN

침전 (NH3)
ADU

배소/환원(H2)
UO2

불화수소화(HF)
UF4

정제(S.E) 여과 안정화

   
UN

     증발/농축
AUC

배소/환원(H2)
UO2

침전(NH3, CO2)/여과 안정화

  상기 변환공정의 주요 단위공정 별 취급 물질, 조건 및 설비 현황을 표 1

에 정리하여 수록하 다.

표 1. 공정 조건 및 설비.

주요 공정 공정 조건 주요 설비

ADU

공정

정광 (U3O8)

용해

용해 160kg/batch, 80℃ 용해조, 부대설비

성숙 95℃, 3∼4 시간 성숙조, 부대설비

여과 UN 용액, Precoater
드럼회전여과기 3조

부대설비

용매추출
UN 용액, 질산, TBP (40%), 

실온∼60℃
맥동탑 4조, 부대설비

침전/배소/환원

ADU 침전
UN 용액, NH3, ADU, 

70∼80℃
침전조, 여과기, 부대설비

배소/환원
ADU, UO3, UO2,

40 kg-U/hr, 400∼650℃
Rotary Kiln 2조, 부대설비

불화수소화 UO2, HF, UF4, 550℃ Rotary Kiln, 부대설비

폐기물처리
NOX, NH3NO3, NaOH, 

Ca(OH)2

Scrubber, 저장조,

부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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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주요 공정 공정 조건 주요 설비

AUC

공정

증발 농축 및

침전 여과

UN 용액,NH3, CO2, 

AUC, MeOH, 80℃

농축조, 침전조,

여과기 2조, 부대설비

배소/환원 및

안정화

AU, UO3, UO2, H2, N2

550∼650℃

FBR 2조, 혼합기 2조,

부대설비

액체 처리
AUC 여액, NH3,

80∼90℃
반응기, 저장조, 부대설비

  따라서 본 우라늄변환시설 내부 건물표면 및 설비 표면은 정광 (U3O8), UN 

(UO2
2+), 유기물 (TBP, dodecane 등), UO2 및 U 산화물 (UO3, UO2+X) 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오염표면을 구성하는 금속성 부품

으로는 스테인레스강재 배관류, 스테인레스강 및 인코넬로 이루어진 반응기 

및 저장조와 기타 기기, 공구류 및 펌프류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전선류, 

플리스틱류 및 의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제염기술개발 현황

      원자력산업에 있어서 제염기술은 적용 목적에 따라 원자력시설 가동 중 

상시 소요되는 유지․보수기술로써 작업자 피폭 저감 목적의 제염과 가동 중 

또는 해체 시 막대하게 발생하는 방사성 고체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제염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목적 중에서 본 우라늄변환시설의 제

염은 작업자피폭 저감 측면의 제염기술이 요구되지는 않으며 완전 해체철거가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자체처

분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방사성폐기물로 

저장하거나 처분할 폐기물량을 최소화하는 제염 기술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시설 특히 우라늄 화합물로 오염된 시설의 

해체 시 발생되는 고체 폐기물의 재활용에 의한 폐기물 저감화 측면에 역점

을 둔 제염기술의 현황을 조사하 다. 

    1) 국외

       금속성폐기물의 제염 및 재활용기술은 폐기물의 자원화와 폐기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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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부피의 감소를 위해 OECD/NEA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 선진국에서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과 경험축적을 통해 관련 기술 기반을 확보하고 있

고, 실제로 금속폐기물의 제염에 의한 재활용 기술은 폐기물의 자원화와 폐

기물 처분부피 감소를 위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하며 1980

년대 말부터 해외에서 일부 방사성 금속폐기물의 재활용 실적이 있다.

  일본의 경우, JPDR 제염해체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금속폐기물 재활용 제

염기술을 개발하여 왔으며, 물리화학적 표면제염 및 용융제염의 두 분야에

서 연구개발을 수행하 다.

  유럽공동체의 경우는 독일, 프랑스, 국 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활발

히 진행되어 왔다. 독일에서는 용융 제염 시설을 건설하여 원자력 발전소 1

기에서 수명기간 동안 발생된 방사성 폐기물량에 해당하는 금속성 방사성폐

기물을 용융 제염으로 제한적 재 사용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또한 국 

BNFL 에서는 100 톤/주 용량의 습식제염 시설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수천 톤의 

금속폐기물을 무구속 방출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Bobcock & Wilcox Co.에서는 DOE의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는 U 

compound 및 actinides 오염 금속의 재사용을 위하여 착화제를 사용하는 화학

제염공정으로 EDTA/Carbonate/Peroxide 제염제를 개발하 으며, pilot 

plant를 이용하여 화학제염공정 및 이차폐기물 감소를 위한 제염제의 재생 

공정 실증을 실험실적으로 완료하 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2단계 

연구를 계획 중에 있다.

  또한 미국의 SEC (Scientific Ecology Group)에서는 연간 25,000 톤의 오염

된 금속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시설을 이용

하여 이미 방위산업과 관련된 우라늄 생산시설인 Fernald site로부터 발생한 

5,000 톤의 α 폐기물 중 약 2,200톤을 습식방법으로 제염하거나 용융 제염 

공정을 적용하여 차폐체 등으로 재활용한 실적을 갖고 있다.

  미국의 ORNL에서는 DOE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한 미량의 Th-234, Cs-137, 

Co-60, U 등으로 오염된 200,000톤의 Ni scrap을 재사용하기 위한 개선된 

제염공정으로써 기존의 electrorefining 혹은 electrowinning 공정에 시멘

트 고화, 용매 추출, 이온교환 등 이차폐기물 정화 및 처리 시스템을 도입

한 공정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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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ORNL의 Gaseous Diffusion Plants(ORDGP)의 Al scrap 제염 및 재사

용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제염공정으로 기존의 melting refining 공정에 불

화 기체를 흘려보내 uranium compound를 처리하는 신 공정을 개발하 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입자성으로 오염된 금속폐기물의 제염 시 이차폐기물의 획기적인 

저감이 가능한 PFC, CO2, 플라즈마를 사용한 제염 기술은 해외에서도 기술개

발 단계에 있다.  

  기존 CFC-113 공정보다 고체 표면에서 작은 입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거

할 수 있는 프레온 대체 제염공정으로 최근 PFC (perfluorocarbon) 공정 개

발이 미국(ESI, Entropic Systems, Inc.)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금속장비 및 

구조물 표면이나 전자 장비표면에 오염된 입자성, 비 고착성 오염물을 대상

으로 제염효과의 증진 및 사용된 PFC 용매의 정화 및 재사용을 위한 여과 

및 증류공정에 관한 연구가 복합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건식 제염기술로써 적용 가능한 기술의 하나로 원격조작이 용이하고, 다양한 

오염 모재에 적용성이 우수하며, 장치비와 운 비가 비교적 적은 장점 때문

에 노출표면의 주 제염기술로 사용되는 CO2 분사제염기술은 미국(ORNL, OTI, 

WINCO) 및 유럽(Tecnubel) 등에서 다양한 기술 적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 응용의 경우 현재는 대개 플라즈마의 

고 도 power를 이용한 용융 고화처리 및 제염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등에서 

다양한 처리방법과 다양한 플라즈마 장치 및 기술이 환경 친화적인 기술로 

시도되고 있다.

  2)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건물 및 금속 표면제염 기술과 관련하여 국내 기

술개발 현황은 그 저변이 매우 취약하며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기반기술을 

개발하 다.

  건물 표면 제염기술로 1992년부터 체르노빌 핵사고 국제 공동연구로 

Bentonite Clay를 사용한 핵사고 도시 표면오염 제염기술을 개발하 으며, 

핵사고 현장의 도시 표면에 대한 실증 실험을 수행하여 실제적인 경험과 기

술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금속표면 제염기술로 저 농도 화학제염뿐만 아니라 1992년부터 재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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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MI 제염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1995년 관련 기술의 특허화 및 실증시험

을 수행함으로써 화학제염 전반에 걸친 연구 경험과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97∼’98년도 원자력중장기연구 (재활용연구)로 연구로 금속(Al) 

폐기물 제염, 제염폐액 처리 및 재활용 기반기술을 확보하 다.

  원자력연구소와는 별도로 원자력환경기술원(NETEC)에서는 현재 원전금속

폐기물 재활용연구로 ‘01∼’03까지 FP/방사화 오염 원전 금속성폐기물 제염 

및 재활용연구로써 오염된 스테인레스강과 탄소강의 전기화학적 제염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입자성 고방사성 오염 폐기물의 건식제염연구는 국내 원자력연구소에서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99∼’00년도 원자력중장기연구(고방사능건식 제염기

술개발)로 기초기술을 확보하 으며, PFC, CO2 및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단위

제염기술의 시험 및 성능평가를 통해 고가 장비 및 설비를 제염 후 Hot Cell 

장비로 재활용하거나 저준위 폐기물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제염이 가능함을 

실험실적으로 입증하 다. 

  국내외 제염기술에 대한 연구내용과 결과를 요약하여 표 2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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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염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현황 요약.

구분 기관명 연구  내용 및 결과 요약 참고문헌

국내

한국

원자력연구소

- 원자력시설 제염기술개발을 통해 일부 표면제염기술 

확보

- 저농도 화학제염기술 개발 (제염제 및 제염공정 특허 

2건 등록)

- 재생성 LOMI 제염기술 개발 (관련 특허 2건 등록) 

- 전기화학적 산화환원에 의한 금속폐기물 재활용 제염 

기반기술 확보

- Al 폐기물 제염 및 재활용 기반기술 확보

[1, 2, 3]

원자력

환경기술원

- FP/방사화오염 원전 금속성폐기물 제염 및 재활용 

연구의 일환으로 스테인레스강 및 탄소강의 전기 

화학적 제염 연구 수행 중

해외

미국

Bobcock

&

Wilcox Co.

- U compound 및 actinides로 오염된 금속 재사용을 

위한 착화제 사용 화학제염공정 개발

- EDTA/Carbonate/Peroxide 제염제 확립 및 pilot 

plant 실증을 통해 제염공정 및 이차폐기물 감소를 

위한 제염제의 재생에 의한 재활용 공정 실증 

[4]

미국 Fernald 

Environmental 

Restoration 

Manage. Corp.

- 우라늄 생산시설인 Fernald site로부터 발생한 α 폐기

물 중 철 금속은 용융 제염하고 비철금속은 습식으로 

제염(Quadrex decon.)하여 약 2,200톤을 차폐체 등

으로 재활용한 실적을 갖고 있음.

[5]

미국

ORNL

- 미량의 Th-234, Cs-137, Co-60, U 등으로 오염된 

200,000톤의 Ni scrap을 재사용하기 위한 제염공정 

(기존 electrorefining 혹은 electrowinning 공정에 

시멘트 고화, 용매 추출, 이온교환 등 이차폐기물 

정화 및 처리 시스템 도입) 개발

- ORNL의 Gaseous Diffusion Plants(ORGDP)의 Al 

scrap 제염 및 재사용을 위한 새로운 melting 

refining 공정(복합적인 기체 제염공정 도입) 개발

[6, 7]

일본

JAERI

- JPDR 제염해체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해체 후 금속폐

기물 재활용 제염기술을 개발 (화학적/물리적 습식

제염 및 용용 제염)

[8]

OECD/NEA

- 방사성 금속폐기물의 발생량과 방사성 금속폐기물은 

재활용 규모에 관계없이 처분하는 것보다는 재활용

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

- 경제성에 향을 주는 인자로는 처분단가가 지배적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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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술 수목도 및 기술현황 분석

     본 우라늄변환시설의 제염기술은 시설 내부 설비의 해체 전․후 제염

기술뿐만 아니라 내부 설비의 완전 해체 철거 후 건물 자체를 개조하여 재 

사용하기 위한 건물 표면 제염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기술수목도에

서는 우라늄변환시설에 적용되는 제염기술들을 해체 전 제염, 해체 후 제염 

및 건물 제염의 3개의 기술분야 (Level 0)로 분류하여 나타내었다. 이들 각

각의 기술분야에 대하여 세부기술 (Level 1∼Level 3)을 도출하여 작성한 

제염기술 수목도를 표 3에 수록하 다.

표 3. 우라늄 변환시설 적용 가능 제염기술 수목도. 

Level 0 Level 1 Level 2 Level 3

해체 전 제염 오염특성 분석기술 우라늄오염특성 Soft오염(표면)

Hard오염(조직침투)

Chemical오염특성 HNO3

HF

계통제염기술 화학제염 유기산제염

무기산제염

REDOX 제염

해체 후 제염 부품제염기술 건식제염 PFC 제염

CO2 제염

플라즈마제염

분사연마제염

습식제염 고압수제염

화학침수제염

초음파제염

전해제염

건물제염 바닥제염 콘크리트 제염 고압수제염

Scabbling

금속바닥 제염 Wiping/scrubbing

Strippable coating

화학 Gel 제염

Wall/천장 제염 콘크리트 제염 Wiping/scrubbing

Strippable coating

  표 3에 열거된 세부 제염 활동들에 대한 세부 기술별 현황을 조사하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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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 수록하 다.

표 4. 제염연구 현황 세부 요약.

기술명 현황 Science Technology Needs 사업적용 필요성

우라늄

오염특성
- 상용화

- 현존 장비, 보정기술 및 분석절

차의 최적화 필요

- 현장분석장비로서 확보 

및 전문분석인원 필요

CHEMICAL 

오염특성
- 상용화 - 특정 분석절차서 개발 필요

- 자체 분석기술 확보 및 

가동 인력필요

유기산제염 - 상용화

- 이차폐기물 처리 및 감용 연구 

필요

- 금속 재료의 부식억제제 개발 

필요

- 이차폐기물 처리공정장

치가 요구됨

무기산제염
- 상용화 - 고농도의 산을 이용하므로 이차

폐기물 처리 및 부식억제 필요

- 이차폐기물 처리공정장

치가 요구됨

REDOX 제염 - 상용화

- 오염대상물 특성에 적합한 실

험실적 실증 및 bench scale 

test 필요

- 이차폐기물 처리설비 필요

PFC 제염
- 실증/시험/

  평가 필요

- 미세입자 제거 원리 규명 필요

- 오염대상물 특성에 적합한 공정

장치개발

- 이차폐기물 발생 최소화처리

장치의 개발 필요

- 오염대상물의 오염특성 및 

제염 요구조건에 따른 제염

방법, 제염제 재생 공정

개발 업무 필요

- 복합제염공정 개발 필요

CO2 제염 - 상용화
- 증기화 된 CO2 후처리 시스템 

개발 필요
- 기체폐기물 포집방안 필요

플라즈마제염
- 실증/시험/

  평가 필요

- 오염대상물 특성에 적합한 실험

실적 실증 자료 필요

- 핵종별 반응특성 연구 필요

- 고출력 플라즈마 발생장치 개발 

필요

- 기화/승화된 제염물질의 

포집/여과공정 개발 업무 

필요

- 안정한 플라즈마 발생장치 

개발이 필요

분사연마제염 - 상용화

- 원격화를 위한 로봇 제어시스템 

개발 필요

- 이차폐기물 저감을 위한 연마제 

분리/회수

- 오염대상물 특성에 적합한 공정

개발 필요

- 오염된 먼지, 가스, 유체 

등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 

필요

고압수제염
- 상용화 -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폐수처리 설비 개발 필요

- 폐수처리설비를 장치에 

결합시킬 필요

화학침수제염 - 상용화
- 이차폐기물 처리 및 감용 연구 

필요

- 적절한 침수화학제 선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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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

기술명 현황 Science Technology Needs 사업적용 필요성

초음파제염
- 상용화

- 무해하며, 오염물 분리 및 이차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재사용 

가능 세척 매개액 개발 필요

- 더욱 효과적인 세척력을 갖도록 

기술 향상 필요

- 부가적 훈련 없이 바로 

인력 투입 가능

- 제염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개선 업무 필요

전해제염 - 상용화

- 금속 표면으로부터 방사성오염 

제거에 널리 사용

- 폐액 및 세척폐수의 재순환 

공정 개발 필요

- 제염전 비전도성 물질 

제거/분류 업무 필요

- In-situ 제염기술 개발 

업무 필요

Scabbling - 상용화

- 원격화를 위한 로봇제어시스템 

개발 필요

- 소음감소, 오염확산 방지 진공

흡입/여과 시스템 개발 필요

- 가동을 위한 작업자의 

훈련 필요

Wiping/scrubbing - 상용화
- 건물/장비의 분진 오염을 제거

하는 일반적인 세정기술

- 능률적인 제염작업을 위해 

장비의 효율적인 설계가 

요구됨

Strippable 

coating
- 상용화

- TMI-2의 보조건물, 콘크리트 

바닥제염에 사용

- 코팅제 비용절감을 위한 연구

개발 필요

- 고팅제의 비용절감 노력 

필요

화학 Gel 제염
- 실증/시험/

  평가 필요

- 액상 오염물에만 효과적

- 다양한 겔 조성 요구됨. 목적에 

따른 최적화 필요

- 제염 완료 후 도포된 물질

을 거나 벗겨내는 장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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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표 및 세부연구내용

  가. 연구목표

      원자력발전소 해체는 2020년 이후에나 예상되지만 수명연장, 주기적 

안전성 점검 등 원전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염이나 부분 해체는 점증하여 국

내 제염해체 시장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며, 해외의 경우는 대규모 

제염해체 시장이 이미 미국, 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에 형성되어있

다.  그 한 예로 미국은 연간 60억U$의 제염해체 시장을 개방하여 국, 프

랑스 등 선진국에서 많은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시장은 기존 산업설비의 활용도가 높은데다 인건비의 비중이 크다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요소기술 중심의 기술개발을 할 경우, 해외

시장 참여의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라 하겠다.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나라

도 원자력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리라 보며 국내 제염해체 기술 및 산업이 

매우 취약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당면한 우라늄 변

환시설 해체 사업에 필요한 제염기술이 대부분 국내에 부재하여 해외 기술 

및 장비 도입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라늄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 일정에 맞추어 시급히 당

면한 연구시설 제염해체 사업 적용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당면

하고 있는 우라늄 변환시설의 환경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변환시설 내에 존재

하는 공정 장치들의 안전한 해체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

다. 우라늄 변환시설의 다양한 공정장치 표면은 우라늄 분말과 같은 입자성 

오염 및 uranyl nitrate와 같은 액상 오염이 존재하며, 해체 시 방대한 양

의 우라늄 함유 금속성 고체 폐기물이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라늄 변환시설을 사용한 제염기술개발 및 실증프로그램을 통해 

화학적, 기계적/물리적 제염 외에도 재활용 및 부피 감용을 위한 용융 제염 

등 다양한 제염 및 재활용기술의 기반 구축 및 실제 사업에 적용 가능한 기

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속성 폐기물의 제염에 의한 감용 및 재활

용은 OECD/NEA 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핵심기술로 향후 국내 이용을 위해서도 기술개발의 추진이 필요하다. 

제염에 의한 금속성 폐기물 재활용기술의 적용은 해체폐기물의 양을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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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뿐만 아니라 변환시설 내 고가의 장비를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분비

용을 감소시키고 고가 장비의 재활용에 의한 자원 절약 및 경제적인 이득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향후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원자력 시설의 

해체 시 다량으로 발생하는 금속폐기물의 제염에 의한 재활용으로 자원 절

약뿐만 아니라 해체폐기물의 감용에 의한 처분비 절감 및 방사성 금속폐기

물의 처분 안전성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라늄변환시설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방사성 폐기물 자체처분 및 재활용

은 방사성폐기물의 환경방출을 억제하는 환경 친화적인 기술로 환경보호 차

원에서 원자력산업 전반에 대한 대 국민 신뢰도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수명이 다한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해체하고, 해체된 폐기물의 경제적이고

도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술의 하나로 제염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원자력 산

업에 대한 대 국민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이며, 선진국형 핵연료주기의 국

내도입에 대한 국민수용성 향상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원자력 선진국으로

써의 사회적인 저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개발 필요성 및 기술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라늄 변

환시설 제염기술개발의 최종 목표는 우라늄변환시설 제염 사업적용 기술개발

에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사업 수행 초기 단계에 있는 우라늄 변환시설 환

경복원 사업과 연계한 기술개발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 및 기술의 심화발전을 위한 연구의 연

속성이 유지되면서 해외 진출을 대비한 선도기술 또는 중장기적 기술기반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수행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최종 목표 및 

1단계 목표를 제시하 다.

최종

목표

 우라늄변환시설 제염 사업적용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고방사성 

시설 첨단 건식제염 기술기반 및 해외 기술수출 선도

1단계

('01∼'03)

목표

 우라늄변환시설 제염 사업적용 기술 개발 및 국내 기술기반 구축

  - 변환시설 해체 전 계통제염과 해체 후 해체폐기물 및 건물의 

오염표면 제염기술개발

    ․제염 성능: 변환시설 금속성 해체폐기물의  60%이상 자체

처분(재활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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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세부연구내용

     상기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하 다.

  •우라늄변환시설 오염특성파악 및 해체 전 설비 표면제염 기술 시험평가

     - 화학적/방사학적 오염/제염 특성 평가

     - 해체 전 계통 내부 표면제염 단위기술 시험 및 평가

  •우라늄변환시설 계통제염 기술개발 및 해체 후 부품 표면제염 단위기술 

시험/평가

     - 계통 내부 표면제염기술 적용방안 개발

     - 실험실규모 해체 후 부품 표면제염 공정장치 설계제작 단위기술 시

험/평가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후 부품 표면제염기술실증 

     - 해체 후 부품 표면제염공정 시험/평가

     - 실증규모 복합제염 공정장치 설계/제작 및 기술실증

     - 해체 후 건물표면 제염기술 시험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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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방안

 가. 기술적 추진방안

     우라늄 변환시설의 제염 대상 및 개발 기술의 상호 관계를 그림 1에 

수록하 다.

       그림 1. 우라늄 변환시설 제염에 대한 연구개발 항목 체계도.

  우라늄변환시설은 당면한 환경복원 사업을 통해 내부 설비는 완전 해체 

철거하고 건물은 재사용 할 예정으로 있다. 이 시설 내부 설비의 완전 해체 

철거에 따라 금속성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 폐기물의 자체처

분 또는 제한적 재활용을 위한 표면제염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건물

은 재 사용할 예정이며, 특히 바닥 콘크리트에 침투한 오염의 제거를 위한 

제염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염기술 개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우라늄변환시설 제

염기술 개발의 기술적 추진방안으로는 먼저 우라늄으로 오염된 변환시설 건물 

및 해체 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자체처분 하기 위한 해체 전․후 제염기술을 개

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제염법으로는 물리/화학적 제염법과 건식제염법

을 복합적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제염기술은 변환시설 내 오염공정 및 장비

를 대상으로 시험․실증하여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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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전 계통제염기술개발을 위해 먼저 실험실적 규모의 제염제 

screening test를 통해 적절한 제염제를 도출하고 상세 연구를 통해 제염제

의 효율을 최적화하는 공정적용 인자의 변화 실험을 수행하며, bench scale 

시험을 통해 실제 상황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동적 조건하에서의 제염 공정

계통을 개발하며, 이어 실증 규모 공정장치 연구를 통해 실제로 오염된 변

환시설 계통에 적용함으로써 실증 시험을 완료하고 완성된 계통제염 공정을 

확립한다.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후 장치 및 배관 등에 대하여는 계통제염기술개발을 

통해 개발된 제염제 및 단위공정을 적용하되 열 적 또는 기계적 절단에 의

한 절단면의 제염성능 등을 상세히 평가하며, 비교적 제염이 용이한 입자성 오

염으로만 이루어진 오염물에 대해서 이차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될 수 있는 

건식제염 공정을 개발하되 이차폐기물 저감 측면을 고려하여 우선 건식제염 

공정을 먼저 적용한 후 제염이 더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습식제염 공정을 적

용하는 복합제염공정을 개발한다. 

  건물 표면 제염을 위해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침투되어 오염된 우라늄 화

합물의 침투거동 규명을 통한 침투정도의 파악과 제염에 의한 바닥 제거 깊

이의 결정하고 기존에 개발된 상용화 기술을 바탕으로 제염효율 측면에서 

제염공정 또는 장치 등을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 효율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우라늄 오염 해체폐기물 제염기술을 토대로 우라늄과 성분이 유사한 

고준위 입자성 오염인 고방사능 시설 첨단건식 제염기술을 개발한다. 

  우라늄 변환시설 제염기술개발 항목별 세부 수행 내용 및 추진방안을 요

약하여 표 5에 수록하 다.

 표 5.  우라늄 변환시설 제염 연구 개발에 대한 관리 전략.

대별 기술개발 항목 개발 목표 수행 내용 및 추진 방안

해체 전

제염

오염특성

분석기술

방사선적, 물리화

학적 표면오염특

성 분석기술 개발

- 알파 방사능 측정을 통한 방사선

적 오염도 측정 및 평가수행

- 기기분석을 통한 물리화학적 표면

오염 분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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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대별 기술개발 항목 개발 목표 수행 내용 및 추진 방안

해체 전

제염
계통제염기술

재활용 또는 자체

처분 하기 위한 금

속성 설비 및 배관 

등의 해체 전 계통 

제염기술 개발

- 실험실적 규모의 제염제 screening 

test를 통해 적절한 제염제를 도출

하고 상세 연구를 통해 제염제의 

효율을 최적화하는 공정적용 인자의 

변화 실험을 수행하며, bench scale 

시험을 통해 실제 상황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동적 조건하에서의 제염 

공정계통을 개발하며, 이어 실증 

규모 공정장치 연구를 통해 실제로 

오염된 변환시설 계통에 적용함으

로써 실증 시험을 완료하고 완성된 

계통제염 공정을 확립함

제염폐액

처리기술

이차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한 제염

폐액 재생 및 감용

처리기술 개발

- 선정된 계통제염공정으로부터 발생

하는 제염제 특성에 적합한 화학제 

재생 및 감용처리 공정을 확립함

해

체

후

제

염

금속

폐기물

제염

습식제염기술

재활용 또는 자체

처분 하기 위한 해

체 후 금속폐기물 

제염기술 개발

-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후 장치 및 

배관 등에 대하여 계통제염기술 

개발을 통해 개발된 제염제 및 단위

공정을 적용하되 열적 또는 기계적 

절단에 의한 절단면의 제염성능 

등을 상세히 평가

건식제염기술

- 비교적 제염이 용이한 입자성 오염으

로만 이루어진 오염물에 대해서 

이차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될 수 

있는 건식제염 공정을 개발

복합제염기술

- 이차폐기물 저감 측면을 고려하여 

우선 건식제염 공정을 먼저 적용한 

후 제염이 더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습식제염 공정을 적용하는 복합제염

공정을 개발함

건물

제염

콘크리트 

침투오염특성

분석기술

콘크리트 바닥으

로 침투한 우라늄 

화합물의 오염거

동 규명

- 콘크리트 바닥으로 침투되어 오염된 

우라늄 화합물의 침투거동 규명을 

통한 침투정도의 파악과 제염에 

의한 바닥 제거 깊이의 결정

콘크리트

바닥제염

기존 제염기술의 

개선

- 기존에 개발된 상용화 기술을 바탕

으로 제염효율 측면에서 제염공정 

또는 장치 등을 개선하는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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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변환시설 환경복원 사업과 연계방안

     우라늄변환시설은 당면한 환경복원 사업을 통해 내부 설비는 완전 해

체 철거하고 건물은 재사용 할 예정으로 있으며, 본 사업 일정은 다음과 같

다.

추 진 내 역 2001 년도 2002 년도 2003 년도 2004 년도

1.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 제염방법 조사

  - 재활용 가능 기기 조사

  - 해체 및 철거설계

2. 방사선 환경 향평가

3. 인허가

4. 시설 내의 장치 및 기기류 제염 

및 해체

  - 방사선 오염 현황 조사

  - 비오염물질 철거

  - 1차 제염 

  - 액체폐기물 이송 (Lagoon)

  - 재활용 기기 철거

  - 기기 해체 및 절단

  - 2차 제염

  - 액체폐기물 이송 (Lagoon)

  - 비오염물질 철거

  - 소각 (연소성물질)

  - 압축

  - 포장

  - 방사선 중간검사

  - 시설 내부 제염 및 도장

  - 방사선 최종검사

  - 고체폐기물 운반 및 보관

  - 고체폐기물 처분

5. Lagoon의 액체폐기물 처리

  - 액체폐기물 처리(증발/농축)

  - 고체 분말화 및 처분

  - 제염

  - 방사선 검사

  - 매몰

6. 데이터 평가 및 서류 작성

 이 시설 내부 설비의 완전 해체 철거에 따라 금속성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

생하게 되며, 이 폐기물의 자체처분 또는 제한적 재활용을 위한 표면제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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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상기 해체 일정에 따라 2002년 중반까지는 해체 전 

표면제염기술을 개발하여 이후 사업에 적용하고 해체 후 제염기술은 2003년

도 중반까지 완료하여 이후 사업에 적용되도록 연구 개발 업무를 추진하여

야 한다.

  우라늄변환시설 제염기술개발 업무 내용 및 변환시설 환경복원 사업과의 

상호 관계는 그림 2에 수록하 다.

’

’

’

’

’

’

 그림 2. 우라늄 변환시설에 대한 제염 기술 개발연구와 해체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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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개발 전망

  우라늄 변환시설 오염표면 제염기술은 제염 대상 표면 자체가 다양한 형태, 

크기, 금속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에 따라 오염특성도 다양할 것으로 예견되

므로 각 장치 및 공정에 적합한 제염 기술이 요구된다. 또한, 오염 특성 분석

기술 및 표면/계통 제염기술 등이 효과적으로 취합되어야 하며, 국내에서는 

일부 관련 기술이 초기 개발단계에 있거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 상태

가 매우 취약하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원자력시설 제염․해체에 대한 체계적

인 기술대비를 할 시점에서 우라늄 변환시설 제염․해체사업을 통해 국내 산․

학․연 경험 축적과 기술실증 기회로 활용할 경우 관련 기술의 발전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1983년부터 시작된 국내의 제염기술 개발은 대부분 관련 기술 및 연구인력

이 구축되어 있어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우라늄 변환시설 제염․해체 사업에

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국내 제염․해체 기반기술을 확립하고, 

해외 제염․해체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감안할 때 해체폐기물의 제

염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극소화 및 재활용 기술 개발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

리라고 예견된다. 해체폐기물 제염에 의한 재활용 기술은 해외에서도 많은 연

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 실질적인 재활용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연구 개발해온 제염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토대로 우라늄변환시설 

건물 및 장치 제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면 향후 원자력 시설

의 해체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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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우라늄 슬러지 처리기술 개발

  1. 국내외 기술현황 분석 

   가. 기술 개요

       방사성 슬러지에 대한 처리기술은 크게 용기나 탱크로부터 슬러지 

제거 공정(슬러지 부유 조작 포함), 고형 슬러지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조작

되는 슬러지의 전처리 공정, 고액 분리공정, 분리된 고체의 탈수공정, 그리

고 탈수된 고형 슬러지의 고화 및 포장 공정 등으로 구성된다.

    1) 슬러지의 전처리

      전처리는 slurry로부터 고체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해주는 공정조작으

로, 화학적 첨가제나 물리적 조작을 통해 slurry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변화

시킨다.  전처리의 결과로서, 작은 입자나 콜로이드는 더 큰 입자가 되거나 

물의 점도가 감소된다.

     가) 응결과 응집

         화학적 전처리 공정인 응결과 응집은 슬러지의 침강이나 여과를 

증진시키는데 흔히 사용된다. 이들 공정은 고체입자의 크기, 모양 특성 및 

표면 성질 등을 변화시킨다. 응결과 응집은 원자력 산업계에 광범위하게 사

용되어왔다[10]. 응결은 콜로이드 입자들이 서로 직접 부착해서 더 큰 입자 

응집체를 형성하는 현상으로 콜로이드의 통상의 표면전하를 중화시키는 다

원자가 고분자와 같은 화학첨가제는 인력을 통해 콜로이드를 부착시킬 수 

있다. 

  응집은, 부유 입자들간의 가교로 작용하는 분자들을 통해서, 응결에 비해 

훨씬 많은 응집체(open agglomerates)를 생성시킨다. 이 가교기능을 수행하

는데 사슬이 긴 유기고분자가 사용된다. 유기고분자는 녹말이나 합성 고분

자 전해질처럼 중성이다.

  응집 공정이 침강과 농축(thickening)을 증진시킴에 따라, 혼합물 중 고

체의 농도는 증가하게 된다. 응집제의 종류에 따라 floc 구조가 달라져 침

투성과 강도가 달라진다. 약한 floc 구조는 압력이나 전단응력으로 쉽게 깨

어진다. 이들 각각의 인자는 여과 특성과 여과기의 성능에 중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전처리 화학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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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물에 첨가되면 강한 이온성을 나타내는 aluminum, calcium, iron 

및 silica의 염 등을 포함한 무기물. (응결제)

      ② guar gum, gelatin, glue, 여러 전분 및 sodium alginate 등의 자

연 생성 polymers (응집제)

      ③ polyacrylamide  및  이의  공중합체,  sodium  polyacrylate, 

         polyethylene -imine 및 여러 가지 polyamines을 포함한 합성 고

분자 즉, 고분자전해질 (응집제)

  모든 무기 전처리제는 강전해질이며, aluminum chlorohydrate, aluminum 

sulfate, lime, ferric chloride, ferric sulfate 및 activated silica 등

이  효과적이다. 이온교환에 의해 chlorides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수화학 

및 부식 관점에서 원자력설비에 chlorides 함유 화학제를 사용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

  어떤 산과 phosphates 또한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들의 효과는 

주입속도, pH 값 및 부유액 중 용해고체의 성질 등에 크게 의존한다.

  전분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연발생 전해 화학제이다. glues와 gelatins

은 비교적 싸고 널리 사용되나 부유액의 이온강도와 pH 값에 따라 성능이 

변한다. 

  Guar gum은 쉽게 갈리고 물에 분산되어 비이온성 응집제를 발생시키므로 

넓은 범위의 pH 값에 적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합성 polymers는 이들의 실같은 분자의 긴 길이 상에 분포되는 

이온기의 존재로 특징 지워지는 수용성 선형물질이다. 분자의 길이는 중합

정도에 의해 제어되어질 수 있다. 활성 이온기는 수소결합에 의해 발생되는 

고체 표면에 대해 큰 친화성을 나타낸다.

  화학제는 많은 적용에서 흔히 혼합되어 사용된다. 전해질과 전분의 혼합

사용은 이미 언급하 다. 큰 분자량을 갖는 고분자 전해질은 빠른 침강속도

를 유발해서 미세하게 나누어진 입자를 부유액 중에 남게 하여 탁하거나 미

정화된 상등액을 발생시킨다.

  더 많은 충돌과 이에 따른 미세하게 나누어진 입자가 부착하여 침강 

flocs이 생성될 기회를 제공하는데는 저 분자량 응집제가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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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교 고분자 전해질에 의한 이러한 조건이 존재한다면 lime이나 iron or 

aluminum salt와 같은 전해질이나 적절한 charge의 더욱 강한 이온성 화학

제를 첨가함으로써 가교되기 전에 순 반발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후 적당한 이온의 첨가에 의해 가교 고분자 전해질이 생성되고 응집 조

건이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처리를 통해 여과 저항을 감소시켜 여과기의 

성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응집 효과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자들이 중요하다.

   ㆍ응집제는 처리하고자 하는 mixture에 신속ㆍ균일하게 분산되어져야 한

다.

   ㆍ응집제는 희석 용액에 가장 잘 첨가된다: 완전한 분산을 위해 충분한 

강도의 혼합이 필요하지만, 전단응력의 깨짐이나 입자 분해를 유발할 정도

로 커서는 안된다.

  ㆍ고분자 전해질이 사용될 때 희석정도는 0.01% 미만이 적당하다.

  ㆍflocs의 깨짐 없이 입자들 간의 최대 충돌이 필요하다.

  ㆍ일단 응집이 발생되면, 응집 체의 깨짐을 최소화하기 위해 난류조건이 

피해져야 한다.

     나) 동결/용해   

         하수 및 방사성 슬러지의 전처리 단계로 냉동 후 용해공정을 생각

할 수 있다. 냉동의 결과로서 겔 형태의 액체는, 비교적 여과가 용이한 슬

러지로 생성됨으로써 쉽게 침강될 수 있는 입자로 변화되었다.

  이 공정은, 성능은 효과적이지만 고가이고 사용 빈도가 크지 않으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11]. 

     다) 가열공정

         고ㆍ액 혼합물의 온도 증가는 액상의 점도를 감소시킨다. 점도의 

감소는 주어진 흐름에서 필터의 압력 강하를 감소시켜 더 많은 양의 slurry

가 여과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 여과된 슬러지 내의 잔류 습분이 공기로 대

체되어 습분양이 감소되며 또한 고체의 침강속도가 증가되어질 수 있다.

  여과동안 압력강하의 감소와 침강속도의 증가는 점도에 반비례한다. 물을 

20℃에서 50℃로 가열하면 점도가 45%만큼 감소하여 그에 상응한 필터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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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강하와 침강속도에 효과적인 향을 준다. 그러나 열원 제공에 따른 비

용이 크므로 저렴한 가열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고려되어질 수 

있다.

     라) 표면 활성제

         표면 활성제의 사용은 침강 혹은 여과된 고체에 함유된 잔류 액체

량  에 크게 향을 줄 수 있다.  coal slurry를 사용한 실험결과, 소량의 

침윤제 (0.1wt. % 용액) 첨가에 의해 진공여과로 생성된 여과 coal cake 내 

수분 함량이 크게 감소되었다[12]. 

  이 현상은 또한 filter cake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원자력 계에서

는 이 방법의 사용실적이 없다. 

     마) 산화전처리

         침강분리 후 유출물의 배출 전 어느 단계에서 산화 전처리(일반적

으로 염소화 반응)공정이 응집공정과 함께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10]. 

효과적인 살균 이외에도 염소 전처리는 철, 망간 등을 산화시키고 조색물질

을 표백하고, 박테리아와 조류의 성장 및 응집공정과 잘 반응하는 연니

(slime)의 생성을 파괴함으로써 응집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이 유기체의 사세포는 더 쉽게 응집되어진다. 그러나 염소는 원    

자력 시설의 부식 및 수화학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오존화 방법이 박테리아 물질과 산화할 수 있는 유기 물질을 제거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염소화와 마찬가지로 철 성분을 응집하고 조색 물질을 표

백한다. 오존은 또한 EDTA를 파괴할 수 있다. 

  생물학적 오염이 너무 심하다면, 화학적 응집제에 박테리아 전처리법  이 

사용될 수 있다. 이는 교반탱크로 공기를 불어넣거나 산화 bed나 산화지를 

사용해서 폐기물을 폭기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 초음파 및 기계적 진동

         자기적 및 압전기적 방법에 의해 생성된 초음파 진동이 원광처리

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다[11]. 약 10∼15분 진동 노출 후 폐기물 슬러

지 입자가 더욱 신속하게 침강되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나 원전에서 이 방법

을 사용한 경험이나 실적이 없다. 

     사) 전기 및 자기 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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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적 응집 방법에 의한 성공적 적응이 보고된 바 있다[11]. Al 

전극을 사용한 전해작용에 의해 고체입자에 응집효과를 주는 알루미늄 수산

화물이 방출되었다. 철전극을 사용한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

었다. 

  전기부유법은 오염수 처리에 슬러지를 농축하는데 사용되는 새로운   방

법이다. 물의 전기분해에 의해 생성된 가스 기포가 부유입자를 뜨게하고 농

축시키는 결과를 나타낸다. 10V 이하의 전압이 사용되며 전력소모는 낮게 

유지된다. 이 공정에서 수소가 방출되므로 안전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기 물질의 주입은 자기장 역에서 응집과 침강 효과를 증진시킨다.    

이 이유는 입자들이 인접한 다른 극성의 입자들과 서로 반응하기 때문    

이다.

     아) 여과조제

         여과조제는 미세 크기의 불활성 고체로 정의되며 규조토와 진주암

이   대표적인 물질이다. 셀룰로즈와 석면 또한 사용되어 왔으나 보통 진주

암이나 규조토와 함께 혼합되어 이용된다[11]. 

  탄소 기질 여과조제도 이용 가능하지만 비교적 비용이 고가이므로 높은 

화학적 저항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목재 톱밥, 비산회 및 폐석

회 또한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주입량이 많아야하

고 입자의 크기 범위 제어가 어려워 효율은 떨어진다. 

    2) 고액분리

       고체분리는 slurry로부터 고체의 제거나 slurry내 고체의 농축(부분 

분리)으로 정의되며, 여러 종류의 기술이 고체분리나 slurry로부터의 농축

에 대해 개발되었다. 고체분리 공정의 종류와 공정 반응기구는 다음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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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고체분리 공정의 종류와 공정 반응기구.

      

 Mechanism Process

① Reverse osmosis Diffusivity

② Electrofiltration : electrophoresis Particulate charge

③ Magnetic filter Magnetism

④ Evaporation (concentration)

⑤ Freeze concentration

⑥ Drying (spray, microwave)

Thermal energy

⑦ Flotation Surface activity

⑧ Hydrocyclone

⑨ Centrifugation

⑩ Sedimentation

Density

⑪ Filtration Particle size

  일반적으로 공정선택 기준은 slurry로부터 고체의 99% 이상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정은 micron 범위(1∼10㎛)의 입자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

다. 만약 추가적으로 입자제거가 필요하다면, 기존 설비장치나 저렴한 추가 

장치를 고려해야 한다. 

  초미세입자 제거 장치는 항상 고가이며 고체의 농도가 낮은  slurry사용

에만 효과적이다. 공정은 oil, 그리스와 같은 오염물과 제염제의 다양한 크

기와 구조, 특성을 갖는 여러 가지 고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단

순하고, 조작이 용이하고 유지보수가 편리하며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따

라서 구동부는 최소화되어야 하고 처리동안 최소의 유지ㆍ보수 및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가) 역삼투법

         역삼투법은 이온성 및 거대 분자 크기 범위의 물질제거에 사용된

다. 빈번한 막 막힘을 피하기 위해 원료는 항상 매우 낮은 농도의 고체를 

함유해야 한다. 원자력 산업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주로 세탁폐기물의 처리

에 사용되어 왔다[13]. 그러나 이들 조건은 일반적으로 방사성 슬러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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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되지 않는다.

  역삼투법은 또한 처리하고자 하는 slurry의 양이 적거나 빈번히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싼 편이다. 비록 훨씬 낮은 압력에서 운전되고 막힘에 대

해 민감하지는 않지만, 한외여과와 미세여과에도 마찬가지 고려사항이 일반

적으로 적용된다.

     나) 전기여과(Electrofiltration)

         전기여과법은 kaolin 및 latex 처리에 사용되는 새로운 공정으로 

고체의 크기가 10Pm 미만이고 높은 제타전위를 갖는 저 전도도 (<5000 ㎛

ho/㎝ )의 용액으로부터 고체의 수거에 가장 적합하다[14]. 이러한 조건은 

방사성 폐기물 슬러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기여과 및 관련 전기 화학

적 공정이 원자력 산업에 적용되도록 조사 및 개발될 필요가 있다.

     다) 자력분리(Magnetic separation)

         이 기술은 강한 자성을 갖는 입자에 적용된다. 여러 금속 및 실리

콘 기조 고체를 갖는 방사성 슬러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화학제 첨가 후, 

비자성 입자를 자성을 띄게 만드는 응결과 응집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 등도 

진행중이다[15]. 

     라) 증발법

         대부분의 증발기에서 적지 않은 고체의 농도는 열전달 표면의 급

속한 scaling과 계장장비의 막힘과 열 전달 튜브의 막힘 및 급속한 부식을 

유발한다. 증발기는 설치 및 운전비가 많이 들지만 특별한 적용에 필요하

다. 원자력 산업에서 증발기는 널리 사용된다. 설비 투자 및 조작비와 함께 

조작의 복잡성 때문에 1차 solid 농축 공정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렵다.

  1차 농축 혹은 분리 공정은 분무 건조 제거 공정에 연계된다면 약 50gpm 

이상으로 운전 되야 한다. 따라서 처리 slurry량은 아마 수천 갤런 이상으

로 커야한다. 

   Bitumen 고화와 같은 기존 혹은 상용화 공급장치로 소량의 slurry의 최

종농축에 증발기를 사용하는 것이 최종 감용에 효과적일 수 있다.

     마) 동결/용해

         이 기술은 오수 슬러지 처리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국 Harwell

에서 방사성  고체 분리를 위해 연구가 수행되었다[12]. 이 공정은 고체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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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공정으로는 고가이며, 상용 원전 적용을 위해 추가 평가 및 개발이 필요

하다.

     바) 분무 건조법

         슬러지 농축을 위해 분무 건조나 마이크로파 건조법을 사용할 경

우 고려해야 할 점은 증발기에서의 고려사항과 유사하다. 경제성 분석 결

과, 방사성 폐기물 슬러지 처리를 위해 분무 건조장치나 마이크로파 건조장

치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지는 않으며, 만약 현장에 건조 장치나, 이동

성 상용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사용해서 슬러지를 농축할 수 있다.

  방사성 폐기물 슬러지를 분무 건조하는 기술이 크게 개발되어 왔으나 방

사성 폐기물의 마이크로파 건조에 대한 연구 및 시험은 시작 단계이다[16]. 

마이크로파 건조는 기술적으로 타당해 보이나 특히 연속 처리를 위해,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하다. 건조는 경제적으로는 아주 고가의 공정이다. 그러나 

특별히 건조의 이점은 확실하게 슬러지가 탈수된다는 점이다.

     사) 부유법

         slurry로부터 고체와 유기물의 분리에 화학공업, 석유화학산업 등

과 같은 일반 산업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온 기술이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 고체와 유기물의 농축에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상용 원전의 방사성 슬러지 처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평가와 

개발이 필요하다.

     아) 수력싸이클론(Hydrocyclones)

         수력 싸이클론법은 원자력 시설의 액체 방사성 폐기물로부터 고체

를 제거하기 시험되어졌다. 합성 Oyster Creek fuel pool의 합성 slurry로

부터 슬러지 제거를 위해 20cm 직경의 수력 싸이클론법이 시험되었다. 이 

개념은 진공, 싸이클론 및 여과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프랑스의 SGN 장치

를 사용한 것이다. 이 경우 고체를 농축하기는 했지만 고체의 분리효율은 

저조했다. 

  ICPP (Idaho Chemical Processing Plant)의 fuel storage basin 슬러  지 

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slurry로부터 슬러지를 분리하는데 수력 싸이클론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수력 싸이클론 분리기가 floor drain 및 

filter 슬러지 폐기물로부터 고체 제거를 위해 Nine Mile Point-1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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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험되었다[17]. 첫 번째 종류의 수력 싸이클론은 floor drain과 

filter sludge 폐기물 모두에 대해 82∼89 wt%의 고체를 제거한 반면, 2 번

째 종류의 수력 싸이클론의 제거효율은 4∼89 wt%의 범위로 크게 변하 다.  

  수력 싸이클론은 구동부분이 없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장비이다. 그러나 

수력 싸이클론의 성능은 원료, 유량, 고체의 농도 및 고체 성질에 따라 크

게 변한다. 슬러지의 제거 효율을 높이고 비교적 고유 량을 얻기 위해서는, 

유량변화를 밸브에 의해 조절하면서 소직경 및 다단의 수력 싸이클론을 사

용할 필요가 있다. 

  하향류의 경우 고체의 농도가 높으면 막히는 경향이 있다. 막힘 문제는 

장치 설계시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방사성 고체 폐기물 슬러지

의 물리적 성질은 정확히 규명이 안되고 변화 범위가 넓다. 이러한 변화 때

문에, 수력 싸이클론의 설계 및 선택이 어려우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 수력 싸이클론은 사용 전에 실제 슬러지로 필

연적으로 공정 시험을 해야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운 광범위한 슬러지 

특성 조사가 필요하다.

     자) 원심분리

         이 기술은 슬러지 분리에 고려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bowl 속도와 유량 조절에 의해 넓은 범위의 유량, 원료

의 농도 및 입자 성질에 대해 처리할 수 있다. 

  Bowl 연속 원심분리기는 상용원전의 수지 탈수에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

으며, 수처리에서의 슬러지 제거에 널리 사용되었다.  이 공정은 또한 용량

이 크며 매우 적은 공간을 차지한다. 

       최근의 개발은 다음 역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 응집제 주입 기술의 사용으로 과거 5∼10㎛ 범위에서 약 1㎛ 입자제

거 까지 가능한 방법 (필히 입자 특성에 의존)

     - bowl에 screening부의 설치에 의해 입자크기 제거 효율은 약간 감소

하지만 dryer product의 생성이 가능하다.

  원심 분리기의 주요 단점은, 여과에 비해 장비 투자비용이 비교적 높다는 

점이다. 장비의 유지 보수 주기가 비교적 높으며 장비 조작이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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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r 표면 재질 강도를 높여 개선된 설계를 통해 신뢰성과 보수성이 개선되

었지만, 주기적 주유 및 보수가 필요하다. 적당한 슬러지 제거 및 탈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slurry로 원심분리를 시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심분리기의 슬러지 제거능은 슬러지 입자크기, 모양, 도 및 농도 특

성 뿐 아니라 bowl을 따라 슬러지를 이동시키는 소용돌이의 능력에 의존하

다. 만약 고체가 진흙 같거나 매우 솜털같이 푹신하다면 슬러지의 이동은 

만족스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체는 또한 물을 함유하는 경향이 있어, 처분용 liner에 요구되는 처분 

혹은 탈수능에 적합한 것보다 더 적은 물을 함유해야 한다. liner 내로 탈

수 슬러지가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이동형 원심분리 장치가 효과적이다. 원

심 분리기로부터 liner까지 고체를 이송하는데 고체의 양을 증가시키는 부

풀림 (fluffing)이 일어난다.

  Bowl 연속 원심분리기 외에 bowl basket 원심분리기와 연속 디스크 원심

분리기가 원자력 산업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다.

  Bowl basket 원심분리기는 US DOE의 원자력 시설에 광범위하게 시험 및 

사용되어왔다[18]. 이는 slurry로부터 고체의 제거에 효과적이나 낮은 농도

의 고체 slurry 생성물이 생성되어 비용이 비싸진다. 연속 디스크 원심분리

기는 매우 효과적으로 고체를 제거하나 원자력 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욱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막힘과 유지ㆍ보수가 문제점으로 예상되며 

생성물은 미탈수 되어진다.

     차) 침강법

         처리시간이 충분하고 시설내 적절한 탱크 공간이 있다면, 모든 슬

러지 분리 공정 중 가장 간단한 기술이다. 침강법의 경우, 최종 탈수나 고

화를 위해 농축된 슬러지를 콘테이너에 보내기 위한 장치가 추가로 필요하

다. 그러나 만약 적절한 장치를 현장에서 이용할 수 없다면 경제성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다. 

  이 장치는 용량 효율이 낮고, 큰 탱크를 사용하더라도 (15,000gal) 회분

식 조작을 해야한다. 응결제 혹은 응집제를 사용하면, 침강 속도를 증가시

킬 수 있다. 응집은 탈수 생성물의 양을 증가시키게 한다. 침강완료 여부와 

고체 계면의 위치 확인을 위해 검지가 필요할 수 있다. 제거를 위해,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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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침강 고체를 부유시키기 위해 탱크의 교반이 필요하다. 탱크로부터 

slurry 제거를 위해 최소의 물이 사용 되야 한다.

  만약 슬러지가 처분을 위해 세멘트화 된다면, slurry water의 일부가 세

멘트고화에 사용될 수 있다.

  Lamella plate, tube, parallel plate separators와 같은 새로운 장치는 

연속 조작에 필요한 침강 장치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장치

의 사용 빈도수가 많지 않다면, 경제성은 감소하게 된다. 이 성능 검증을 

위해 실제  slurry로 시험 개발이 수행되야 한다. 이 새로운 장치는 연속조

작에는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카) 여과법

         여과는 원자력 및 일반 산업계에서 slurry로부터 고체와 슬러지 

제거에 잘 확립된 입증된 기술이다. 여러 종류의 여과기를 이용할 수 있다. 

원자력 계에서 사용하기 위한 여과기 선정의 주 요소는 단순성(구성성분 및 

구동부 수의 최소)과 유지 보수 용이성(보수의 양 및 접촉 보수의 최소화)

과 조작능(가능한 한 자동 조작) 등이다.

  이러한 설계 원리에 의해 PWR에는 cartridge 필터가, BWR에는 튜브형 

precoat 필터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bag, deep-bed 및 nonprecoated 튜

브형 필터 또한 상용 원전 및 타 원자력 시설에서 사용되어 왔다.

  원전에서 수지와 필터를 탈수하기 위해서는 간헐적으로 중단되는 구동 부

를 갖는 precoat flat bed 및 원심배출 필터 및 precoat 필터가 사용되어 

왔다. 

  Bag 필터는 pool 청소 시 슬러지의 분리를 위해 ICPP fuel pool 과 

Oyster Creek 원전에서 사용되었다. Palisades 원전과 타 원자로에서 슬러

지 분리를 위해 cartridge 필터가 사용되었다. 이들 필터의 성공적인 조작

에 있어서 주요 인자는 슬러지 미세 입자에 의한 조기 막힘을 방지하기에 

충분히 큰 필터 기공크기의 선택이다. 

  필터의 조기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slurry 내 고체 농도가 높아야 한

다. 필터 상에 일단 케이크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이 케이크는 미세입자를 

제거할 수 있는 여과 매체로 작용할 것이다.

  스테인레스강 wire mesh로 보강된 polypropylene bag filter(10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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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ster Creek에서 사용되었다. ICPP에서 사용된 bag 필터는 200㎛ 기공크기

다. Palisades 원전에서는 50∼100㎛ 기공 크기의 wound fiber 필터를 사

용하 다. 

  필터와 필터용기는, 원하는 유량에 맞게끔 압력강하와 필터용기내 슬러지

의 충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 되야 한다.

  슬러지 여과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50㎛ 필터에서 시작해서 적절하게 

기공크기를 증가시켜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결 금속 필터는 slurry로부터 철수산화물로 구성된 슬러지 제거를 위해 

BNW에서 매우 성공적인 시험결과를 나타내었다. 슬러지 분리는 매우 좋았으

나 오염이 문제가 되었다. 이 필터는 TMI-2 노심의 제염 시 핵연료 입자 제

거에 사용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시험되었다[19].

  Etched disk filter가 핵연료 풀 세정 및 방사성 폐기물 여과를 위해 

Millstone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철성분이 다량 함유된 슬러지

의 경우에 있어, precoat 필터를 사용해서 필터의 수명과 막힘 문제를 만족

스럽게 해결하 다. 이 금속필터는 아마도 주로 역류세척을 위해 적용된다. 

precoat 필터 없이, 금속 필터의 용량은 역류세척장치처럼 시간에 따라 크

게 감소될 수 있다.

  여과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다. 조기 막힘이 문제라면, 

precoat, body feed, 응집제 혹은 slurry 온도증가 등과 같은 전처리 기술

이 사용될 수 있다. 여러 개의 필터가 연속적으로 사용될 경우, 초기 필터 

성능에 근거해서 필터의 배열이 바뀌어 질 수 있다.

  슬러지 세정을 위해서는 50 ㎛의 여과매체 기공크기로 여과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탈수처리 공정

       탈수는 고체로부터 잔여 상등 액을 분리해서, 고체가 탈수 고체에 

대한 처분 요구사항에 만족되도록 하는 것이다. 탈수는 다음 여러 가지 공

정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이들 몇몇 공정은 고체 분리 공정을 더 확장시

켜 적용된 경우이다.

        ㆍ배수

        ㆍ진공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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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원심분리

        ㆍ열 건조(분무건조, 마이크로파 건조)

  폐기물 탈수 공정 선택시 주 고려인자는 경제성이며, 추가적으로 탈수 공

정 선택 시 적은 설치공간 및 투자설비 비용 그리고 유해하고 부식성의 화

학제의 미사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20].

     가) 배수

         탈수의 일차적인 방법은 고강도 용기로 수지 및 여과 슬러지를 이

송한 후 용기로부터 잔류수를 배수하는 것이다.

     나) 원심분리

         원심분리 또한 몇몇 원전에서 수지 탈수를 위해 사용되었다. 이 

추진력은 구심력이 증진됨에 따라 생기는 틈새의 물을 제거하는데 크게 증

가된다. 이러한 탈수 목적을 위해 원심분리기를 사용할 경우 고려사항은 슬

러지 분리 시의 고려사항과 마찬가지이다. 물의 제거는 효과적이지만 원심

분리기로부터 수지의 배출은 수지를 부풀리게 하여 수지의 부피를 크게 증

가시킨다.

  Foster miller는 원심 탈수에 있어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 다. 이 개념은 

centrifuge bowl로 처분 liner를 사용해서 수지로부터 물을 제거하기 위해 

이를 회전시키면서 liner 내로 sludge slurry를 이송하는 것이다. 이 방법

은 수지의 부풀림이 방지되며,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실험실 규모로만 

입증된 단계로서 확장된 규모의 시험이 요구된다[21]. 

     다) 열 건조법

         이 방법은 농축 슬러지나 slurry로부터 물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분사건조와 마이크로파 건조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건조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공정 배기가스가 생성되므로 배

출하기 전에 처리가 필요하다. 이 배기가스 처리장치의 추가 설치로 기존 

구비설비에 비용과 복잡성이 추가된다. 만약 현장에 기존 slurry 건조 시스

템이 있다면, 경제성은 증가된다. 

  DOE 주관 하에 Pacific Northwest Laboratory와 ICPP에서의 방사성 슬러

지를 분무건조 및 소성 시킨 여러 번의 경험이 있다. 그러나 상용규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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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는 기술적 보완이 일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16].

  이온교환 수지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slurry를 마이크로파를 사용한 건

조 시험이 수행되었다. 높은 전력비용과 slurry 및 고체 취급 장치의 개발 

필요성 그리고 추가 배기 가스의 처리비용 때문에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건

조 방법은 방사성 슬러지 건조에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공여과법

         진공여과법은 탈수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 Nuclear Packaging 

Inc. 에서는 고강도 container 내의 slurry로부터 수지나 필터 슬러지를 여

과에 의해 제거하는 독점적인 방법을 개발하 다[20]. 제거된 물은 중력에 

의해 슬러지로부터 배수된다. 이 슬러지는 최종적으로 폐순환 loop를 사용

해서 더운 공기에 의해 표면건조 되어진다. 이 공정은 이온교환 수지와 필

터 슬러지에 대해 검증되었다. 이 공정은 또한 crud와 슬러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채택에 필요한 몇몇 미비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공정시스템은 비교적 간단하여, fill head, chilled water 

dehumidifier, blower, air 필터 및 펌프로 구성된다. 이 시스템은 매우 적

은 투자비용으로 경제적이지만, 모든 슬러지의 균일한 처리를 위해 고강도 

container 내의 여과기 설계가 특별히 고려되야 한다. 이 시스템은 슬러지

와 crud의 탈수에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

 나. 국내외 기술현황 분석

  1) 외국의 경우

       미국 Savannah River Lab.과 Du Pont de Nemours Co.에서는 Sava- 

nnah River Plant(SRP) 방사성 폐기물 탱크의 슬러지 제거 및 제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2단계 공정을 개발하 는데, 1단계는 저압 수력 이동기

술로 폐액을 순환시키고 슬러지를 부유하는데 최소의 동력을 사용하고, 2단

계는 화학적 기술로, 미부위 잔류물을 옥살산으로 용해시키고 수세 후 수력

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22]. 실제규모의 방사성 폐기물 탱크 

mockup 실증을 통해 효과적인 제염 반경은 jet momentum에 비례함을 확인하

으며 실제 슬러지에 대한 옥살산 용액에 의한 용해 실험결과, 95% 이상의 

용해 결과를 얻었다. 이와 함께 Savannah River Plant의 폐기물 탱크내 2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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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 시료 채취용 장치를 개발하 는데 실린더형 시료 용기는 내부 장입

이 가능한 형태로서 pipe로 슬러지 층을 통해 채취기를 설치 시 슬러지는 

환상부로 흡입되는 특징을 보유하 다.

  또한 SRP에 보관중인 사용 폐기된 23개의 고준위 폐기물 저장탱크내에 

2300만 L의 salt와 1000만 L의 슬러지가 보관되어 새로운 이중 보호탱크에 

이송작업을 수행하 다.  steam jet circulator를 사용한 1900만 L의 salt 

cake의 용해는 내용물의 온도를 증가시켜 부식유발 가능성과 장시간의 냉각

이 필요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salt 용해 메커니즘을 조사한 결과, cask 표

면에 물의 접촉 능이 salt 용해 속도의 주 향인자이며 도 차에 의한 기

계적 교반기를 bench규모로 개발하여 실제 폐기물 탱크에서 실증하 다. 

(85배). 도 차를 이용한 교반장치는 salt cake내 지올라이트나 sludge 존

재에 방해를 받으며, steam jet circulator와 도차 이용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계적 교반 기술이 효과적임을 입증하 다[23]. 

  미국 Savannah River Lab.에서는 Defense Waste Processing Fa- 

cility(DWPF)의 범위와 비용 감소를 위해 탱크내 슬러지 처리에 대한 실규

모 실증시험을 수행한 결과, 고준위탱크내에서 수행한 Al 용해, 슬러지 세

척 및 침강 실험 등을 통해 비교적 성공적인 실증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다

[24].

  미국 Allied Chem. Corp.에서는  Idaho Chemical Processing Plant의 핵

연료 저장 basin내 5∼7Cm 두께의 슬러지 제거program을 수행한 결과, 이 

슬러지를 대규모 저장 탱크에 진공으로 수거하여 이동형 콘크리트 vaults에 

이송하여 고화 하는 기술을 사용하 다. 48,150 L의 슬러지가 제거ㆍ고화되

어 방사성 폐기물 관리단지에 안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었다[25]. 

  미국 Envirotech Corp.에서는 3개의 lime scrubbing과 3개의 lime stone 

scrubbing 시설을 포함한 6개의 실규모 탈황시설에 생성된 폐 슬러지의 탈

수성능 시험을 수행한 결과, pilot 규모 원심시험 및 bench 규모 농축ㆍ여

과 시험을 수행하여 장치 설계 및 규모 기준을 최적화하 다. 충진재로 사

용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탈수 시 채취한 슬러지 시료에 대한 물리적 성질

을 조사한 결과 구조적 성질이 약해 슬러지 고정화 없이는 충진 구조 재로 

사용이 불가능함을 확인하 다. 또한  슬러지의 탈수특성은 입자의 크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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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 관계되고 불연재와 sulfate/sulfite비가 클수록 탈수효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26].

  CEC(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서는 프랑스 chooz 원전

에 응집ㆍ침전 설비에 의해 방사성 유출 물을 연속 처리하기 위해 500l/h의 

불연속 lab 규모 설비에서 시작해서 5m3/h의 산업규모까지 확장시험을 수행

하 다. ferric chloride에 의해 침전된 copper-ferrocyanide floc를 사용

하여 방사능을 흡착시킨 후 물은 여과되는 기술을 사용하 으며, 여러 단계

의 기초실험 및 개선 후 요구 제염조건에 만족되고 허용가능 배출량의 약 

5∼10%까지 방사능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다. 기술적 

및 경제적 관점에서 증발법에 비해 응집기술이 효과적으로 확인하 다[27].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 (LANL)에서는 LANL내 10,000ppm 농도의 

actinides에 응결제와 철 및 lime이 주성분으로 함유된 년 간 200 drum 

(55gallon)의 슬러지(약 60톤)처리 연구를 수행하 는데 유입 폐액중 주로 

actinides를 분리하여 약 98%까지 sludge의 양을 줄이려는 목적 하에 R&D 

수행할 실적이 있다[28]. 

  미국 Oak Ridge에서는  PORTS(Portsmouth Gaseous Diffusion Plant)의 우

라늄 회수 및 장치 제염 중 발생된 raffinate 내에 함유된 고농도 질산, 독

성 중금속 및 저 준위 방사성핵종(U235,Tc99)제거를 수행한 결과,  

poly-4-vinyl-pyridine (PVP) 수지(Reillex402)가 고농도 nitrate 이온 함

유 폐액중 Tc의 제거에 강염기성 음이온 교환수지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또한 저렴한 무기 화학제인 원소 철 및 ferrous sulfide(Greigite Fe3S4)가 

nitrate 폐액중 용해성 Hg 및 Tc 제염에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29].

  미국 Idaho National Eng. Lab.에서는 Tinker AFB의 Industrial Waste 

Treatment Plant에서 발생된 sludge로부터 Cr 및 여러 다른 금속 제거 기술

을 개발하 다. sulfur 및 phosphorus 오염 존재하나 금속들은 raw 

stainless steel로 회수가 가능하 으며, 미생물 사용 슬러지내 금속제거는 

비효율적 반면 화학적 추출 및 침전법이 더 효과적임을 밝혀내었다[30].

  미국 Westinghouse Hanford Co.에서는 Hanford 탱크 폐기물 sludge 분리

를 위한 기본 공정으로 개선된 sludge 세척 기술을 개발하 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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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ORNL에서는 ORNL 폐기물 탱크내의 약 40만 gal의 sludge를 재부유시

켜 새 탱크로 이송할 목적으로, 슬러지의 특성분석, 슬러지의 재부유기술 

및 부유상태의 유지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32].

  미국 Westinghouse  Savannah River Co.에서는 1990년부터 고농도 폐액 

slurry 및 저장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여과 및 안정화 기술에 대한 연구

를 통해, 기존 방법에 비해 94%이상의 폐기물 감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

술을 개발하 다[33].

  독일 STEAG GmbH에서는 약 40년 동안 운전된 우라늄 정련시설로부터 발생

된 우라늄 슬러지 폐액의 처리를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의 연구는 상

등 액으로 되어 있는 폐액처리를 목적으로 실험실 규모의 역삼투막을 이용

하여 우라늄뿐만 아니라 라돈과 Arsenic을 동시에 처리하는 시험을 수행하

으며, 이 결과 처리 수는 환경방출이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국 Harwell 연구소에서는 우라늄함유 폐액 처리를 위해서 화학처리와 

한외여과막의 결합공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험실 규모의 연구를 수행하

다. 폐액 내 우라늄과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화학제(흡착제, 착화제)

를 주입하여 우라늄이온과 결합시킨 후 한외여과막에 의해서 우라늄이 결합

된 화학제를 분리 제거시키는 개념으로 우라늄만을 선택적으로 제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99%이상 제거가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국 Harwell, 프랑스 Marcoule, 미국 Los Alamos Lab., 벨기에 Mol 연구

소 등에서 슬러지 탈수는 슬러지의 함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물

리적 방법으로 많은 기술들이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자력선진국에서는 슬러지 처리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실증 

및 사용규모 운전 실적이 있지만, 해외 슬러지 처리기술은 그  주요 대상이 

고준위 핵분열 생성 핵종 및 초우라늄 원소 오염 슬러지 로서 현재 우리의 

연구 대상인 우라늄 슬러지의 분리나 처리 기술과는 상이하며, 해외 우라늄 

변환시설은 수만 톤급 규모로 당 연구기술의 적용대상인 우라늄 변환시설규

모(100톤)보다 대규모이고 슬러지 폐액의 조성 등 폐액의 특성이 국내와 상

이하다.

  해외 우라늄 변환시설 등으로부터 발생된 우라늄 슬러지는 pond에 방류하

여 침전물은 침강시키고 자연 액체 증발을 통해 pond를 control하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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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현재 당 연구에서처럼 현장에서 직접 우라늄 함유 슬러지를 처리 

및 분리할 수 있는 해외 기술은 부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국내의 경우

       국내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이 분

야에 대한 연구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1999년에 변환시설 라군폐액 처리

방안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 으며, 상등 액은 5 ppm 이하의 우라

늄이 함유된 초기 함수율 35 %의 주로 염성분으로 구성된 용액으로 상등액

의 감용을 위해 증발기 내에서의 비등처리와 같이 열을 가하는 기계적인 

탈수 처리공정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감용비를 2 이상 얻기가 어려운 것

으로 판단하 다[34].

  연구로 1,2 호기의 운 으로 발생한 슬러지 폐액의 처리를 목적으로 슬

러지 폐액의 전처리 기술과 탈수 기술에 대한 기술현황을 분석한 바 있으

며, 모의 슬러지 폐액을 대상으로 filter press 및 원심분리법에 의한 기

초성능 실험을 수행하 다[35,36]. 

우라늄 슬러지 폐액 처리기술은 핵연료 변환시설의 가동 정지 후 10년 

동안 자연 증발에 의해 농축된 슬러지 폐기물로 우라늄의 회수 기술, 폐

액처리기술 및 슬러지 탈수기술의 개발 사례가 미비하다.

우라늄함유 폐기물은 발생 시설의 사용목적에 따라 폐기물의 특성이 매

우 다르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처리기술이 요구된다. 국내 우라늄 변환 시

설은 이산화우라늄분말 생산과 관련 연구개발 시설로, 변환시설 라군 폐 

기물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되어 우라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무기 

화학물질이 혼합된 혼성폐기물로서 다양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의 처리 

기술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우라늄 슬러지 처리 

기술에 대한 국내기술수준을 표 7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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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우라늄 슬러지 처리 기술에 대한 국내기술수준.

핵심기술 비교국명

국내기술수준

1단계

(‘01-’03) 근거

•우라늄 슬러지    

  특성 평가기술
미국 80 %

•저 준위 방사성폐액대상 기초기술이 확보된 

화학처리 및 분리기술의 이용 시험 및 새로

운 개선기술의 적용시험과 실증실험을 통하

여 기술 개발 및 적용기술 확보

•TRIGA슬러지 탈수 연구로부터 얻은 기초기

술을 토대로 우라늄 슬러지의 특성평가, 전처

리조건, 탈수조건을 도출하여 공정을 개발

•우라늄슬러지 탈수조건과 연계하여 기 확보

된 저준위 농축폐액 고화기술을 토대로 고농

도 우라늄슬러지에 대한 시험/실증으로 적기

에 기술 확보 

•Slurry 고액 분리  

  기술
미국, 국 30 %

•슬러지 화학적    

  안정화 및 방사성  

  폐기물 고정화 

미국, 일본 50 %

•우라늄 함유 폐액  

  특성
미국 80 % 

•폐액 처리기술
미국, 

프랑스
50 %

•자체처분 및 재활용 

평가기술
미국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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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표 및 세부연구내용 

   가. 연구목표

        최종 연구 목표는 변환시설 우라늄 슬러지폐액 처리 사업적용 기술개

발을 통해 국내 슬러지 폐액 처리기술 기반 구축 및 해외 기술수출을 선도하는 

것이다. 단계별 목표로서 1단계 (’01 - ’03)에서는 우라늄 변환시설 슬러지 

폐액처리 사업적용 기술개발 및 국내 기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변환

시설 우라늄슬러지 폐액처리 기술 개발하는 것이며 처리 성능은 방사성 우라늄

슬러지폐기물의 50% 이상을 자체 처분하는 것으로 잡았다.    

   나. 세부연구내용

      연도별 연구개발 목표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를 아래에 기술하

다.  

구  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제 1차 

년도

(2001)

실험실 규모 

우라늄 슬러지 

폐액 처리단위 

기술 개발

•우라늄 슬러지 폐액 처리 단위 기술 평가 및 처리방안 도출

  -우라늄 슬러지폐액 특성분석

  -처리방안 시험/평가 및 공정개념설정

  -자체처분 시나리오 선정

제 2차 

년도

(2002)

  우라늄 

슬러지 폐액 

처리 공정 

개발

•우라늄 슬러지 폐액 처리 공정 개발

  -실험실 규모 단위 공정장치 제작 및 성능시험

 -우라늄슬러지 감용/화학적 안정화 처리 공정 도출

 -자체처분 안전성평가 모델개발 및 방사성슬러지 고정화 

방안 시험

제 3차 

년도

(2003)

우라늄 슬러지 

폐액 처리 

기술실증

•우라늄 슬러지 폐액 처리 기술실증

  -실증 규모 공정장치 설계 및 제작

  -우라늄슬러지폐액 감용/안정화 처리기술 실증 시험

  -상용규모 공정장치 설계/운전기술 개발

  -자체처분 안전성 평가 및 방사성슬러지 고정화 방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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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방안

 가. 기술적 추진방안 

     변환시설 우라늄 슬러지 폐액 처리는 변환시설 Lagoon 에 누적된 우라늄 

폐액 및 슬러지를 대상으로 자체 처분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

(우라늄의 화학적 분리 및 슬러지 탈수)하고자 하며, 잔류 방사성폐기물의 

감용 고정화 방법과 자체처분기술을 시험평가 하고자 한다. 실험실 규모 우

라늄 폐액 처리 공정장치를 제작하여 시험 및 평가하고 상용규모 공정장치 

설계 및 운전 변수를 도출하여 사업적용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변환시설 Lagoon은 Lagoon-1과 Lagoon-2로 구성되며, 40mX10mX3 m 규모의 

Lagoon-1과 40mX9mX2.3m 규모의 Lagoon-2에는 각각 200m
3
 과 140m

3
의 slurry

가 보관되어 있어 Lagoon 구조물 폐기물을 합쳐 약 3,000드럼의 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라늄 오염농도는 Lagoon1과 Lagoon2에 각각 

45000 ppm (Lagoon1), ∠500ppm 이며, NH4NO3,  Ca(NO3)2, NaNO3 등의 고농

도 염이 중금속과  함께 존재하는 처리가 난해한 방사성 오염 화학 폐기물

로 생각할 수 있다. Lagoon 슬러지의 화학적 구성 성분분석결과와 물리적 특성

을 표 8에 나타내었다.

표 8. Lagoon 슬러지의 화학적․물리적 특성. 

구분 물리적 특성 lagoon 2, [m
3
] lagoon 1, [m

3
]

용액 층 용액   18 ( 13 %)   16 ( 5 %)

상 층 무색 결정    7 (  5 %)   12 ( 6 %)

하 층 deposit  119 ( 83 %)  172 ( 86 %)

계  144 (100 %), *'94년도(약540m
3
)  200 (100 %), *'94년도 (약900m

3
)

주요 Chemical, [wt 

%]

NO3(43), NH4(3), Ca(24),

물/미지(29), 회분(0.4), 

중금속(0.2), U(≤0.04)

NO3/NH4/Na/물/미지(다량),

회분(소량), Ca(1), 중금속(소량)

U(≤5)

  최적 우라늄 슬러지 폐액처리방안의 선정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화

학적 타당성, 최종 생성물의 형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적합성, 경제적 

타당성, 및 공정의 기술적 타당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고려 사항에 대한 

세부 고려인자를 표 9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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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우라늄 슬러지 폐액처리기술 선정 고려 인자

           

방안 고려 사항 세부 고려인자

화학적 타당성

 -  Thermodynamically and

    Chemically  Feasible

 -  단순 희석의 개념이 아닐 것

최종 생성물 형태

 -  고체 형태

 -  유리수의 최소화

 -  폭발, 인화 및 유해성 없을 것

 -  제한된 침출성

인․허가 적합성

 - 변환 시설 내에서 처리

 - 조업의 방사선, 화학적 안전성

 - 폭발, 화재 등 안전  

경제적  타당성

 -  규제 면제 대상 폐기물의

    최대화

 -  공정의 조업 용이성 및

    단순성

 -  최소 비용

기술적 타당성

 -  U/Salt 분리 및 감용

 -  방사성/화학 폐기물 안정화

 -  미량 U함유 폐액 재활용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우라늄 슬러지 폐액 처리방법으로는 화학적처리법과 

열분해처리법을 들 수 있다. 이들 두 처리법에 대한 공정흐름도를 그림 3과  

그림 4 에 각각 나타내었다. 

  화학적 처리법의 경우, Ca, Mg 등의 알칼리 토금속이 NO3
- 나 CO3

- 등의 리

간드와 화합물을 형성하여 과포화된 침전물로 존재하므로 슬러지의 양을 줄

이는 한 방법으로 물을 첨가하여 희석시키거나 화학제 첨가에 의한 화학반

응을 발생시켜 슬러지 내의 알칼리 토금속과 리간드의 결합을 깨뜨려 Ca 등

의 알칼리 토금속을 고상으로부터 액상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첨가된 물의 양에 의한 용해도 증가만큼 슬러지로부터 Ca 등의 알칼리 토

금속이 떨어져 나올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액상으로 떨어져 나온 알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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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토금속의 양만큼 슬러지의 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감용된 

슬러지는 화학적으로 안정화 및 고정화시킨 후 방사성폐기물로 자체처분하

게 된다.

  물의 첨가에 의한 희석이나 화학제에 의한 화학반응으로 과량의 염을 함

유한 폐액은 화학적 처리나 혹은 폐액 감용 효과가 뛰어난 전기화학적 처리

를 통해 비방사성폐기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열분해 처리법은 2회에 걸쳐 열분해만을 하는 순수 열분해처리법과 1차 

열분해 후 혼산(황산과 질산의 혼합물)처리하는 혼산 처리 병행 열분해법을 

고려할 수 있다. 

  순수 열분해처리법의 경우, 400 ℃에서 3 ∼ 5 시간 처리를 통해 ,  

NH4NO3의 용융 및 팽윤으로 다음 반응과 같이 분해처리 후, 

    NH4NO3  = 2H2O + N2O

  2차 열분해단계는, 850C에서 1시간 동안 서서히 가열하여 Calcium 

Nitrate와 Calcium Hydroxide가 다음 반응식과 같이 분해되어 최종 생성물

로  Ca만이 남게된다.

     Ca(NO3)2  = CaO + NOx + O2

     Ca(OH)2  = CaO + H2O

  또 다른 열분해 방법은 1차 열분해로 잔류한  Calcium Nitrate와 Calcium 

Hydroxide를 혼산 (Sulfuric/Nitric/Water = 4/1/4)을 1 ml/g 혼합하여 여

과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반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CaSO4가 생성된다.

      H2SO4  +  Ca(NO3)2  = CaSO4 + 2HNO3

      H2SO4  +  Ca(OH)2  =  CaSO4 + 2H2O

  순수 열분해처리법의 경우 소각 최종폐기물이 전량 방사성폐기물로 발생

되는 단점이 있으며, 혼산 처리 병행 열분해처리법의 경우 우라늄이 고상에

서 액상으로 이동하여 방사성폐액이 발생하게 된다.

  어떤 슬러지 처리법을 선택할지는 상기 요구사항 및 인자 등을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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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사항에 맞는 최적 처리방법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그림 3. 화학적 슬러지 처리 공정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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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열분해 슬러지 처리 공정 흐름도

   나. 변화시설 환경복원 사업과 연계방안

       당면한 국가 제염․해체 사업인 우라늄변환시설 환경복원 사업에 필

요  한 적용기술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시설 해체 사업적용 

기술개발 경험을 토대로 기술수목별 제염해체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경쟁력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 국내 산학연 협력방안 

        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산학연 기술개발 연계체계를 구

축하며, 연구소는 기술개발 주관 및 당면 해체사업에 기술 시험실증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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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학교/산업계에서는 자체처분 평가기술 등과 같은 기초기술 및  비방

사선 단위기술개발을 담당토록 한다.

  또한, 해외 제염해체 사업진출 위해 국내 유관기관 산학연 제염해체사  

업 컨소시엄을 구축하고자 한다. (예: KOPEC/KAERI/NETEC)

  이와 함께 국제 협력 방안으로는,  G7 중심으로 추진 중인 체르노빌   원

전 제염해체 및 핵사고 복구 사업에 참여하여 경험 축적 및 선진 기술을 확

보하고, 한/우크라이나 제염해체 기술협력 (‘00. 2, 체르노빌 방문 및 기술

협력협의; ‘01. 2, 우크라이나 전문가 3명 원자력연구소 제염해체 사업 및 

연구개발참여 ;  ‘02부터 체르노빌 제염해체 사업참여 추진예정) 및 미국 

ANL, ORNL 및 SNL과 제염해체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미국 ANL과 

HEDPA를 사용한 금속제염기술 개발 협력 추진 중; 미국 ORNL 및 SNL과 원격

해체 및 레이저 절단기술 연구협력 추진)  

  또한 KOPEC 중심으로 2001년부터 미국 DOE 제염해체사업 및 국   제염

해체 사업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오 연구로 해체기술에 대한 교류

를 추진하고 있다.(오스트리아의 ASTR(10MW) 연구로 폐로 예정)

  장비, 실험/실증시설 확보 방안으로서, 기 확보된 분석장비(AA, FTIR 등) 

및 실험장비 (Power supply, Potentiostat 등)을 최대한 활용. AA의 분석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품인 HCL lamp구매 확보하고, 실험장치는 시험실 

규모에서는 beaker test 또는 bench scale 제염공정 장치를 제작하여 연구

를 수행할 예정이다.  1989년에 구입하여 노후화 한 MCA를 upgrade하여 다

양한 종류의 토양시료/슬러지 분석하며, 실험실 및 방사능실증시설 확보 방

안으로는 기존에 사용하고있는 일반 실험실에서는 현재 우라늄 화합물을 취

급할 수 없으므로 변환시설 내 방사성물질 취급이 가능한 공간 (기존에 이

미 허가를 취득한 방사능 실증시험실)을 확보하여 제염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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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해체기술 개발

  1. 국내외 기술현황 분석

   가. 기술 개요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력 시설 등의 건설 산업은 침체기에 있는 반면, 

원자력시설 해체 산업은 이미 원자력 분야의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 다. 이

러한 기술수요 및 시장 변화의 추이에 맞춰 미국, 국, 프랑스, 일본, 벨

기에, 독일 등 선진국들은 원자력시설 해체 기술 개발을 자국 최초의 원자

력시설 해체와 때를 같이하여 상당부분 달성하 다. 

우리나라는 1997년 서울 공릉동의 연구로 1, 2호기(TRIGA Mark-Ⅱ＆Ⅲ)해

체 사업시작을 계기로 관련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었다. 그러나 

1999-2000년 연구로 해체사업 심의 의결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들의 권고 

및 과기부장관의 해체 승인시의 지시사항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즉 연

구로 1, 2호기 해체 공사를 연구 개발과 병행하여 국내 폐로 기술을 확보하

라는 정책적 결정 내용이 그것이다. 

원자력시설을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으로 그리고 작업자피폭을 최소화하면

서 환경에도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체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기술이 필

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연구로 1, 2호기

를 대상으로 요소기술 수목도를 작성하 으며, 이로부터 연구로 1, 2호기 

해체 사업과 연구가 병행될 수 있는 과제들을 선정, 단계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전략을 수립하 다. 수 차례의 기획단계를 거쳐 제1단계에서 수

행할 세부연구내용으로, 연구로 해체 D/B시스템 구축 및 해체 주요공정 전

산모사기술 개발, 고방사능 장치 수중분해 장비개발, 표면오염도 자동측정 

장비개발을 선정하 다. 

 ○ 연구로 해체 D/B 시스템개발 및 주요해체공정 전산모사기술개발

  수년 또는 수십년 이상 소요되는 해체 작업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다량의 방사성폐기물, 해체 작업자료, 작업자 안전관리 및 피폭관리, 해

체 소요비용, 해체 기술 등 많은 정보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

한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D/B Structure

를 개발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많은 선진국들도 나름대로의 D/B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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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정보자료를 D/B화 해 둠으로써 추후 원

자력시설 해체시 매우 유용한 기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해체 주요공정 전산모사는 원자로나 고방사성 구역 등 주요시설을 해체하

기 위해 실시하는 필연적인 연구개발이다. 주요공정에 대한 전산모사를 우

선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작업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 작업자를 피폭위험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가상 작업 훈련을 통한 해체 시간

단축, 작업 실수 최소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해체공정 전산 

모사는 선진국들의 해체 과정에서도 그 효용성을 널리 입증한 바 있다. 

 ○ 고방사성장치 수중분해 장비개발

  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가장 신중하게 취급되어질 해체 대상장치 중의 

하나가 원자로 주의에 설치된 회전시료 조사대의 해체이다. 회전시료조사대

는 스테인레스강으로 만들어진 부품들이 내장되어 있는데, 잔류방사능이 중

준위급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회전시료조사대 자체를 그대로 처리할 

경우 중준위급의 방사성폐기물이 다량 발생함으로써 이의 관리를 위한 차폐

용기개발, 제작비용 및 처분비용 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전

시료조사대로부터 스테인레스강 부품만을 분리․제거하여 중준위급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회전시료조사대의 방사능이 

높아 작업자의 피폭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차폐가 가능한 수중작업이 

필연적이다. 즉, 수조 내에서 효과적으로 분리처리하기 위한 분해․절단 장

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해․절단 장비는 해외에서도 개발된 바가 

없으며, 만약 해외에 위탁 개발할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된 바 있다. 고방사능장치 수중분해 장비의 개발은 비단 연구로 해체에

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향후 예견되는 원자력 발전소 등의 수중 절단, 분

해, 해체 작업에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수중분해장비는 원

격으로 분해, 절단, 해체 등 여러 가지 목적에 맞도록 개발될 것이다. 

 ○ 표면오염도 자동측정 장비개발

 해체작업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엄청난 양의 시

료채취, 방사선/능 측정, 분석 및 평가작업이다. 일반적으로 방사능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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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된 기기 또는 건물 벽체의 오염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방사능계측기

를 표면에 직접 접촉하여 측정하는 방법과 오염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분석

기에서 측정하는 간접측정법이 있다. 직접측정법은 주변의 방사능 향으로 

실제 오염된 표면의 방사능 량을 정확히 계측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기 때문

에 간접측정법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측정법 역시 시료를 채취하는 

사람에 따라 문지르는 횟수, 강도, 면적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의 

재현성이 없는 단점이 있다. 

더구나 엄청난 양의 방사선/능 측정시 이를 작업 요구 시간 내에 효과적

으로 처리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기다리기 위한 시간낭비도 매

우 심하다는 것이 경험적 결과이다. 이러한 기술적 폐단을 피하기 위해 본 

과제에서는 자동 smear시료장치와 방사선계측기 및 컴퓨터 계통을 일체화하

는 장치를 개발하여 측정치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향상하고 해체작업의 효율

성과 신속성을 증진시킬 예정으로 있다. 

   나. 국외 기술개발 현황

    원자력발전소 또는 원자력 시설의 해체기술 개발은 OECD/NEA 회원국

과 같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초창기의 해체기술

은 주로 단위 요소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의 실증 및 적

용 연구는 수명을 다한 연구로나 실증로를 중심으로 단위 요소기술들의 조

합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OECD/NEA에서는 원자력시설 제염․해체에 대한 기술정보교환을 목

적으로 1985년 해체협력프로그램(CPD: Cooperative Program on 

Decommissioning)을 조직하고 오늘날까지 매우 활발한 기술정보교환 활동을 

하고 있다. 본 해체협력프로그램은 OECD/NEA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

으며, 회원국의 해체사업을 본 해체협력프로그램에 제안하면 CPD의 운 위

원회(Liaison Committee)에서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

치고 있다.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개발은 주로 산업적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

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이미 상업화되어 기술보호를 하고 있다. 특히, 해체 

비용절감을 위해 기존의 많은 산업장비나 기기들이 원자력시설의 해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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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투입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해체와 관련한 각종 장비의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폐로 기술이 

점점 일반화되고, 표준화되고 또 일반산업체로부터의 장비활용도 극대화되

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설의 운전 및 가동정지 이후 상태, 사용용도, 사용 

기간, 사고 이력, 시설의 접근도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경우에 맞는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들 장비는 매우 단기적 사

용에 그치는데다 대량생산을 할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결국 개발과 

사용에 고비용을 요하게 된다.

모든 원자력시설 또는 원자력발전소들이 나름대로의 고유한 설계적 특성

과 운전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된 어느 한 기술이 만능으로 활용되

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성으로 인하여 최근

의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 제염․해체(폐로) 비용이 건설비용

대비 당초 추정치인 15∼20%에서 20∼30%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OECD/NEA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원자력시설의 해체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미국의 쉬핑포트(Shippingport) 원전은 72 MWe급으로 1950년대 중반에 

건설이 시작되어 1957년 12월 임계에 도달한 후, 1982년 10월에 가동을 정

지한 미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이다.

또한 쉬핑포트 원전은 미국 에너지부(DOE) 주도하에 1985년 제염․해체

사업을 착수하여 1989년 성공리에 마친 바 있는 미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제염․해체를 위한 개념 및 상

세설계는 이미 1983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해체사업은 원전가동 정지와 

동시에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쉬핑포트 원전 해체 프로젝트는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그 외에도 현재 미국은 20여기의 원전을 해체중이거나 

해체단계에 있으며, 이들을 통해 부단한 연구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각종 연구용 원자로들의 해체 경험을 통해 미국은 많은 기술 기준을 정

립하는 한편, 일반 산업체로부터 해체에 사용 가능한 각종 기기 및 장비를 

Data Base화 함으로써, 상업용 원전 폐로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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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원전 폐로에 대한 기본정책은 원전 가동정지 후 IAEA 권고기준

에 따른 Stage 1 또는 2까지만 완료한 다음 약 50년 간의 충분한 감쇄기간

을 거친 후 폐로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원자로와 주변의 방사능이 충

분히 감쇄되기 때문에, 작업자의 피폭위험성이 현격히 감소될 수 있으며, 

방사성폐기물 양도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리고 이 기간을 활용해서 

폐로와 관련한 각종 연구개발과 또 관련 장비 및 기기도 개발한다는 것이

다.  

프랑스는 Rapsodie FBR(30MWt) 원자로를 Stage 2까지 폐로를 수행하면서 

원전 해체장비, γ-camera 장비, 방사선/능 측정장비 등 많은 해체관련 기

기 및 장비를 개발한 바 있다.  

G2 및 G3 GCR 원자로 역시 Stage 2까지 완료하고 방치하여 두었다가, 2

0∼30년 또는 그 이후에 폐로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G2 및 G3 해

체과정 중에 금속폐기물 처리를 위해 현지에 용융시설인 INFANTE를 건설하

여 1992년 4월 운 에 들어간 바 있다. 본 시설에서 1994년 중반까지 G2/G3

로부터 발생하는 Steel Scrap을 모두 용융하 으며, CEA 다른 시설로부터 

오는 Steel Scrap도 용융한 바 있다.

최근에는 Marcoule의 재처리시설인 UP1에 대한 해체작업이 시작되었는

데, 30년 동안 약 300억프랑(약 6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  

본 해체예산 중에서 약 200억프랑은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비용에 소요되

고, 나머지 100억프랑은 실제 해체비용에 소요될 예정으로 있는데, 방사성

폐기물 처리 처분 비용이  해체사업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간접

적으로 시사해 주는 부분이다.

또한 프랑스 고속증식로 연구의 상징이었던 수퍼피닉스(1200MWe)도 정치

적 이유로 가동을 정지하고 폐로키로 결정하 다. 현재 해체 중에 있는 본 

수퍼피닉스 해체사업은 약 180억프랑(3조 6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으

로 있다.

그리고 Rapsodie와 피닉스로부터 발생되는 고속증식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기 위한 AT-1 재처리시설도 1979년 가동을 정지하고 현재 해체 중

에 있다.

독일의 경우도 100MWe Prototype의 KKN 원전, 200MWe급의 MZFR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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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Wt의 KWL 원전, 440MWe급의 VVER 원전, HDR 원전, WAK 재처리시설, 

15MWe의 AVR 등 많은 원자력 관련 시설들이 단계적 폐로를 거치고 있다. 독

일 역시 이러한 원전의 폐로를 통해 많은 관련기술들을 축적하고 있는데, 

개발기술은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의 경우 가동 정지된 동력실증로 JPDR을 원자로 해체기술 개발의 계

기로 삼고자 1982년 「JPDR 해체계획」을 일본 과기청에 제출하 다.  그러

나 폐로와 관련한 각종 요소기술 개발은 이미 1981년에 시작되었으며, 연구 

종료시점인 1985년에는 JPDR 해체를 위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된 바 있다.

    해체과정으로서 원자로의 운전이력으로부터 정성 적인 오염의 가능성이 

없는 역을 구분하고, 건물표면의 방사능 측정을 실시하여 오염에 대한 분

리 방안을 확정하 다. 

이러한 요소기술들은 1986∼1996년까지 수행된 JPDR 해체에서 실증되고, 

또 모든 폐로 관련 자료들이 Data Base화 됨으로서 상업용 원자로의 폐로사

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 다.

그 외에도 일본에서는 JRR-2를 해체 중에 있으며, 일본 최초의 자체개발 

연구로인 JRR-3도 해체키로 결정하 다. 특히 JRR-3의 경우 그 자리에 새로

운 연구로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바, JRR-3 원자로는 일체로 현지 지하에 

매립하는 방법을 택하 다. 그리고 일본 최초의 원자력선인 Mutsu의 경우도 

원자로 일체를 제거하여 매립하는 방법을 택하 으며, 나머지 원자력선 자

체는 전시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재처리실험시설 등도 현재 해체 

중에 있다.

원자력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주요 요소기술 개발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 원전을 비롯한 원자력시설의 해체를 수행한 국가들은 관련 정보들을 

D/B화하여 활용하고 있다.

• 해체를 위한 주요 공정의 전산 모사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고 있으며, 

현재 이러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상용화 된 그래픽 시뮬레이션 패키

지로써는 미국의 IGRIP, 이스라엘의 Robcad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품

에 대한 program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특히 IGRIP의 

TELEGRIP과 Robcad의 MARTEL 모듈은 동력학적으로 고려된 그래픽 시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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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 및 그래픽 기반 실시간 원격제어 장치 구현할 수 있다.  

• 국, 프랑스, 일본 등은 자국의 원자력시설(특히 핵주기시설)의 해

체를 위해 다양한 해체장비들을 오래 전부터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Manipulator를 이용한 원격 제어기술은 일반 산업체에서는 상용화된 

기술이지만 수중 작업을 위한 manipulator 는 상용화된 적이 없으며, 

특히 방사능 구역에서 작업이 가능한 manipulator는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현재까지 개발된 방사능 구역에서 사용 가능한 manipulator는 특

수용도에 맞게 설계 제작되었으며, 수중에서 작업 가능한 장치는 거의 

없다.

• 외국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이미 십 수년 전부터 레이저를 이용한 원

자력 시설의 수중 절단 작업을 수행하 으며, 프랑스의 CEA에서는 2 

kW pulse 형 Nd:YAG를 이용하여 수중 원격절단 실험을 수행하 고, 일

본의 경우 IHI 사에서는 6 kW Nd:YAG 레이저를 이용한 원자력 시설 구

조물의 수중 원격절단 연구를 최근에 수행하 다.

• ISTC와 달리 미국이 직접 러시아의 원자력기관을 지원하는 IPP 계획

에 따라 러시아의 COIL ( Chemical Oxygen Iodine Laser )를 이용하여 

해체용 레이저 절단연구를 수행하는 계획이 BNL 과 러시아의 

Arzamsa-16 간에 협약이 진행에 있다.

• 미국의 Sandia 연구소에서는 Rocky Flat의 플루토늄 시설의 해체에 

레이저 절단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실험실에서 실증

한 단계이나, 아직 현장에서의 레이저 절단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아서, KAERI 의 해체 현장에서의 레이저 절단을 적용하

는 기술의 공동 개발에 관심은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연구비를 확보

하지 못한 상황이다.

• 현재 원격조작 기술은 선진국에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나 원자력 시

설 해체 및 폐기물 취급 공정에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정기

술의 보완 및 실증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원격 검사 공정의 개

발과 원격조작에 적합한 해체 공구의 개발이 취약한 기술적 문제점으

로 대두되고 있으며, 원격조작기의 조작성 및 취급 가반중량을 향상

시키는 연구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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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작업환경의 방사능 오염상태 및 작업환경의 원격감시를 위한 실

시간 검사 기술과 이동형 로봇기술의 개발도 필요하나, 이는 현재 선

진국에서도 기술개발 초기 단계이다.

    

기관 및 국가 내           용

SNL(미)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첨단 원격조작 기술을 개발

하고 있음

PNNL(미)

미국 DOE가 수행중인 환경복구 및 폐기물관리 프로젝트중 

폐기물 저장 시설의 해체 및 복구 관련 연구를 수행.

특히, 방사선 오염시설의 오염검사를 위한 소형, 경량의 원격

조작기와 시설해체를 위한 긴 팔 원격조작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바 있음

Hans

Walischmiller 

(독)

폐기물 취급, 시설해체, 발전소 보수와 관련한 원격장치 및 

조작기를 생산. PKA 시설에 투입되는 사용후핵연료 수납장

비와 시설 보수용 원격조작기 제작 완료

Gundremming

en power 

station(독)

1977년 폐쇄된 KRB-A 원전의 해체사업을 1990년부터 2000

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음. 현재는 원전 압력용기

와 증기 발생기를 원격방식으로 절단,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

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수중 

절단기술을 개발중임

   다. 국내 기술개발 현황

       국내 원자력시설의 해체는 TRIGA 연구로, 원자력발전소 및 핵연료주

기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여 ‘80년대 중반 이후 연구개발이 수행되어 오고 

있다. 기술개발 초기는 주로 원자력 시설의 해체 사업 및 기술 현황 분석과 

국내 원자력 시설의 해체방안 정립에 대한 software적인 연구에 머물 으나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특수 목적을 위한 로봇을 개발하는 등 hardware적인 

연구도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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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도부터 2년 간에 걸쳐 한전 수탁과제로 원자력발전소 해체방안 정

립 및 비용 평가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여 고리 1호기를 대상으로 상세 해

체 작업별 단위비용인자 환산법을 적용하여 폐로 조치 비용을 산정 하 으

며, 국내 원전에 대한 최적 폐로 조치 방안을 도출하고 폐로 조치 대책을 

제시하 다.

  1996년도부터는 원자력 시설물의 해체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기술로서 연

구용 원자로의 해체 공정을 설계. 검증하기 위한 해체공정의 그래픽 전산모

사기 개발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연구용 원자로 내부수조 벽면의 오염 

상태 검사를 위하여 수중 벽면 주행로봇, 매니퓰레이터, 방사선 측정기 및 

제염용 브러시로 구성된 벽면주행형 오염검사장치의 개발 연구가 수행되었

다.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1995년 준공되어 성공적으로 운전됨에 

따라 연구로 1호기 및 2호기의 활용 성이 날로 떨어지고 노후화 및 운 상

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TRIGA연구로 폐로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원자력산업의 선진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선진국들도 이미 오래 전

부터 원자력시설 폐로에 대한 기술개발과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현

실에서 우리나라도 이미 원자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폐로 기술이 대두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여건은 폐로에 관한 기술도 정립되어 있지 않고 기술기

준 및 세부 규정지침도 마련도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연구로 1호기 

및 2호기를 폐로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선진기술을 활용하고 국내 실정에 적

합한 각종 규제 및 기술기준을 정립하며 원자력 시설 폐로에 대비한 각종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에서는 1985년부터 2년 간 걸쳐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현황 분석을 통한 원자력발전소 해체방안 정립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1993

년도부터 2년 간 걸쳐 이미 기술한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산정 

및 해체방안 연구가 수행되었을 뿐이다. 

 해체 요소기술에 대한 국내기술 개발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현재 국내에서 D/B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나 연구로 해체에 적합한 D/B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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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측정 평가기술 (표면오염도 자동 측정장비 개발, 이동식 원격제어 

방사선준위 측정장비 개발, 해체대상물 방사능 재고량 평가기술)에 대한 국

내 연구개발은 미미한 실정임.

 • 국내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그래픽을 활용을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

행되고 있으나 기초연구 단계에 있으며 해체작업 등과 같은 실제 공정에 적

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한 원격 가공기술을 다양하게 개발

한 경험이 있으나, 수중에서 레이저 원격절단 연구는 수행한 적은 없으며, 

외국의 원자력관련 연구기관에 비해 아직 국내에서는 기술 및 시설 등의 문

제로 아직 관련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1.2 kW의 pulse형 Nd:YAG 레이저 발진장치와 50 m 

의 원격 전송이 가능한 광섬유 전송 장치를 갖고 있으며, 이장치를 이용한 

원자력 증기발생기 원격 보수용접 기술을 원자력중장기과제로 개발하 으

며, 특히, 용접 head 나 절단 head 와 같은 특수 목적의 소형 레이저 집속 

장치 개발관련 기술을 확보하 음.

  또한 해체 관련기술 및 연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KAERI에서는 1992년부터 추진된 원자력중장기 과제의 일환으로 원자력 

산업용 원격 조작 및 제어기술의 개발과 기반 및 요소 기술을 심도 있게 개

발하여 왔음. 개발된 원격 기술은 상업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정기검사 

기간 및 정상 가동중 수행하는 점검감시 또는 유지보수 작업중 작업자의 고

방사선 피폭이 초래되는 작업의 원격 무인화를 목적으로 개발하 음. 

 • 정상가동중인 원전의 이상상태를 점검감시 하기 위하여 감시용 카메라, 

방사선 모니터링 센서 등이 탑재된 특수차륜형의 이동 로봇을 개발을 완료

하 음. 감시점검을 위한 이동 로봇의 개발과 더불어 경수로형 원전의 정기

검사 기간중 수행되는 유지보수 작업의 원격화에 대한 연구개발도 수행하

음.

 • 유지보수 작업의 대상은 원전 일차 냉각계통의 주 기기인 원자로, 증기

발생기 및 가압기로 1995년까지 증기발생기의 노즐댐 장/탈착을 위한 고하

중 작업이 가능한 다관절형 원격 조작 및 제어 기술을 개발하 고,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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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및 가압기와 관련된 작업을 원격 조작 및 제어기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음.  

 • 원격 제어에 필수적인 조작기 및 작업환경의 모니터링과 디스플레이의 성

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도 심도 있게 수행하 음. 편광방식 고선명 

실감 상디스플레이 시스템, 주시각제어 기능을 구비한 입체 상 카메라 시스

템을 개발하여 원격제어 작업의 질적인 향상과 원격작업의 용이성을 도모하

음. 

 • 로봇의 내방사선화를 위하여 비파괴검사팀, 방사선 재료 및 차폐개발

팀, 하나로 원자로 관련 팀 등 연구소 내부의 유관 부서와의 기술 교류와 

더불어 원전 현장의 실무자,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등과의 긴 한 기술 교

류 및 협조를 통하여 자료수집과 각종 소재에 대한 제원을 수립하 음. 극

도의 고방사선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관측용 카메라의 개발을 카나다 OHT 

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로봇 내부에 내장되는 내방사선용 제

어기의 개발을 미국의 ITD 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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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목표 및 세부연구내용

   가. 연구목표

       최종 목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로 1, 2호기 해체에 적용할 각

종 요소기술들을 개발하고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국내 해체 기술기반 구축 

및 해외 기술수출의 교두보 마련하는 것이다. 1 단계 목표 및 연구내용을 

표 10에 수록하 다.

    

      표 10.  1 단계목표 및 내용(‘01 - ’03).   

    

연구명 목표 및 내용

 연구로 해체 

D/B 시스템 

개발 및 주요 

해체공정 

전산 모사 

기술개발

- 연구로시설 해체에 다른 모든 정보들을 수집, 저장,  

검색, 분석할 수 있는 연구로 폐로기술 정보 전산 

D/B 시스템 구축 및 연구로 해체 주요공정 전산모

사 기술 개발

- 해체 공정 및 폐기물처리 정보 전산 D/B 화

- 해체 주요공정에 대한 3D 동적 전산모사 기법 개발 

고방사능장치 

수중분해 

장비 개발 

- 연구로시설의 방사화된 기기중 고방사능 재료를 수

중에서 원격으로 절단 분리할 수 있는 장비 개발

- 회전판이 부착된 수중에서 원격으로 작동되는 절단

장비 개발

 표면오염도 

자동 측정 

장비 개발

- 원자력시설내의 바닥, 벽면 등 표면의 유리성 오염

도를 측정, 평가

- Smear 시료의 자동채취와 동시에 오염도를 측정, 

평가할 수 있는 계측기를 일체화한 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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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표 11에 수록하 다. 

    표 11.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제1차년도

(2001)

D/B 정보  전략계획 

수립 및 전산모사 

개념 설정

- 해체 D/B 구축 사례 조사 및 분석

- D/B 구축범위 설정 및 조정

- 정보 및 자료의 분류 체계 확립

- 전산모사 개념설정 및 모델 선정

- 전산모사 대상 주요해체공정 선정

고방사성장치 

특성연구 및 분해장비 

설계

- 고방사성장치 특성 연구

  ∙방사화 특성 분석

  ∙물리적 특성 분석

- 수중 요소기술 분석 및 선정

  ∙수중에서의 공구 절삭력

  ∙수중 원격제어 기술

- 분해장비 설계

  ∙설계요건 도출

  ∙기본 및 상세 설계

- 동적전산모사를 이용한 설계 검증

  ∙가공 가능성 검토

  ∙주변 간섭사항 파악

방사능 오염도 자동측정 

장비 구성 및 

시료채취장치 설계 및 

제작

- 자동측정 장비 구성 및 개념설정

  ∙단위기술분석(시료채취부, 계측장치, 장

비제어 및 측정자료분석)  

  ∙장비구성 및 개념설정

- 자동시료채취기술 개발

  ∙시료채취 방법의 알고리즘 설계

  ∙시료채취용 fluor 함침막 제조방법 도출 

및 적용성 분석

  ∙시료채취장치 제어방식 개발

  ∙시료채취용지의 구동 및 이동 메커니즘 

설계 및 시제품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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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제2차년도

(2002) 

D/B 정보 구현계획 

수립 및 전산모사 

대상 모델링

- 목적시스템과의 연계성 분석

- 필요정보를 데이터 엔티티 간의 관계로 

변환

- D/B 관리 시스템을 위한 Prototype 설계 

- 해체 대상물의 특성파악 및 모델링

- 취급장비 및 작업 환경 모델링

수중원격분해 장비 

제작

- 구성부품 가공 및 조립 

- 시험장치제작 및 모의 시험

방사선 계측장치 설계 

및 제작

- 적용 검출기 분석 및 기술 조사

- 표면오염도 측정/포집용 시료채취 함침막의 제

조조건 최적화 및 성능 평가

- 신호처리 방식 개발

- 방사선 계측회로의 설계, 제작 및 시험

- 자료 송수신부 설계 및 제작

제3차년도

(2003)

해체 D/B Structure 

구축 및 전산모사 

구현

- Prototyping에 의한 D/B Management 

System 운  평가

- 현장 자료 시험 운  및 개선

- 해체 주요공정 전산모사 구현

신뢰성시험 및 

현장적용 시험

- 성능 시험

- 수정 및 보완

- 연구로 해체현장 투입 적용시험

◦방사능 측정/평가 및 

장비운  프로그램 제

작

◦방사능 오염도 자동측

정 장비 개발 완료

- 동작 알고리즘 및 계측 전자회로 설계 

- 장비제어 및 측정자료의 분석 프로그램 

제작 및 시험

- 표면오염도 측정/포집용 시료채취 소재의 

규격화 및 적용성 실험

- 국제기준에 따른 성능검사

- 방사능 오염도 자동측정 장비 현장 적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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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진방안 

   가. 기술적 추진방안

    1) 연구로해체 D/B 시스템개발 및 주요해체공정 전산모사기술개발

     - 해체 D/B 관련 해외 사례 심층 분석을 통한 연구로 해체 D/B 

Structure 구축 개념 확립 

       ꋻ미국 Project Data Package(PDP), 캐나다 AECL의 Whiteshell 

Decommissioning Record System(WDRS) 및 벨기에 BR-3의 Material Flow 

Management(MFM) 등 선진국의 기록보존 관리시스템 구축사례를 분석하여 우

리 연구로 상황에 맞도록 활용 

       ꋻNEA D/B 자료를 통하여 세계 각국 원자력시설 해체 D/B의 항목별 

분류 체계 파악

     - 해체 D/B Structure 구축 및 주요공정 전산모사 기술 효율성 제고 

     - 작업량이 많으면서도 단순한 작업의 경우에는 외부인력을 활용  

     -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 부분은 외부 전문가 그룹을 최대한 활용

     - 연구개발 수행 진도 점검을 위하여 세미나 개최

       ꋻ비정기적인 자체 모임을 통하여 연구개발 상황을 자체 점검

      - 해체 대상물과 취급장치의 모델링 및 주요공정 선택의 최소화

 해체 요소기술에 대한 국내기술 개발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ꋻ핵심적인 해체공정을 전산모사하여 연구로 해체 시 대두될 수 있

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2) 고방사능장치 수중분해 장비 개발 

     - 고방사화물질의 취급이 방사선 안전관리 요건에 맞도록 수중원격 해

체기술에 대한 개념설정 및 요건 수립.

     - 원격해체 기술요건에 맞도록 설계인자를 도출하여 개념설계 및 기본

설계 수행.

     - 상세설계, 장치제작 등은 공작기계 개발경험이 풍부한 기계연구원을 

통해 위탁연구 수행.

     - 설계도면의 전산모사로 해체대상물과 주변환경 사이의 간섭사항을 

파악한 후 설계도면을 수정․보완. 

     - 적합한 기자재 선정 및 요소부품 가공, 제작 및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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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제품 제작후 모의 시험장치(Water Pool 및 모의 회전시료조사대)

를 구성하여 해체 대상 품에 대한 종합적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 성능시험 후 연구로 1,2호기 해체현장에 투입하여 실제 해체대상물

인 회전시료조사대를 수중원격 분해하여 고방사화된 스테인레스 스틸부품을 

알루미늄 본체로부터 분리 수거함으로써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감량.

    3) 표면오염도 자동측정 장비 개발

     - 표면오염도 자동측정 장비는 연구소 자체 개발

     - 장비의 각 구성부분에서 시료채취부분은 시료채취 sequence를 구성

하여 동작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각 부분품을 조립하여 단계마

다 작동을 확인하면서 제작.

     - 시료채취부분은 방사능 오염도를 cocktail 없이 직접 측정할 수 있

고 핵종의 포집(전이)율을 높일 수 있는 무기 fluor가 함침된 시료채취용 

소재를 개발

     - 방사능 계측부분의 경우 검출기는 기존 제품을 사용하되, 각 부분의 

계측회로를 설계․제작하여 작동을 확인하면서 제작.

     - 측정 및 평가 부분은 방사능 계측 회로에서 계측된 신호를 PC에서 

측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방사능의 단위로 변환되어 화면에 표시 및 저장되

고, 장비운 을 제어하는 프로그램도 개발.

     - 제작된 장치에 대한 방사선학적 성능평가는 관련 IEEE STD, ANSI 등

의 국제기준에 따라 연구소의 방사선 교정검사 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고 

연구로 1, 2호기의 해체공사 현장에 적용 시험함.

     - 개발된 시작품은 상용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용화 전략도 수립예정.

  나. TRIGA 해체사업과 연계방안

      연구로를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해체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기술

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연구로 1, 

2호기를 대상으로 요소기술 수목도를 작성하 으며, 이로부터 연구로 1, 2

호기 해체 사업과 연구가 병행될 수 있는 과제들을 선정, 단계적으로 연구

개발을 수행하도록 전략을 수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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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GA 연구로 해체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개발은 해체사업(기관고유사

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분야와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에 의해서 추진하는 분

야로 나누어진다(그림 5). 

   TRIGA 연구로 해체와 관련하여 수행 중인 연구과제로는 주변의 환경감시

와 결과평가, 작업자 샤워 및 세탁 폐액 처리를 위한 막분리 장치 개발, 액

체방사성폐기물 자연증발처리 후 잔류 슬러지 및 농축 폐액의 고정화를 위

한 고화 장치 개발, 연구로2호기 콘크리트 핫셀 내의 방사성물질 제거를 위

한 원격관측장치 개발, 방사성 슬러지 함유폐액 처리연구 등이 자체 또는 

소내 전문부서에서 수행되고 있다.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에서는 상기 수행 중인 과제 이외에 해체공사

에 필요한 소요기술 도출하여 TRIGA 해체 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연구

개발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다.

  1 단계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D/B 시스템 개발은 해체시 발생되는 모

든 자료를 분석하여 D/B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자료의 시험운 을 통해 

D/B 시스템 구축한다.  해체 공정 전산모사 기술 개발은 원자로나 고방사성 

구역 등 주요시설에 대한 해체 대상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주요 공정을 선정

하고 작업환경을 고려한 전산모사 기술을 개발한다. 고방사성 장치 수중분

해 장비 및 표면오염도 자동측정 장비 개발은 연구로 해체환경에 적합한 요

소기술을 평가하여 장비를 개발하고, 개발된 장비는 성능시험 후 연구로 해

체현장에 적용시험을 수행하여 개발한다.



- 66 -

원
자

로
실

제
염

해
체

연
구

로
1호

기
원

자
로

실

및
부

속
시

설
제

염
해

체

주
변

시
설

제
염

해
체

최
종

방
사

능
조

사
및

평
가

슬
러

지
함

유
폐

액
처

리
및

건
고

화
장

치
(2

0
0
1
 ~

 2
0
0
3
)

오
염

콘
크

리
트

분
진

흡
입

장
치

(2
0
0
2
 ~

 2
0
0
3
)

고
압

수
분

사
제

염
장

치
(2

0
0
2
 ~

 2
0
0
3
)

금
속

성
폐

기
물

감
용

장
치

(2
0
0
4
 ~

 2
0
0
5
)

농
축

액
고

화
장

치
(2

0
0
5
 ~

 2
0
0
6
)

2
0
0
5

2
0
0
8
.1

2
2
0
0
8
.9

원
격

금
속

절
단

장
비

(2
0
0
4
 ~

 2
0
0
7
)

방
사

화
G

ra
p
h
it
e
 처

리
연

구
연

구
(2

0
0
4
 ~

 2
0
0
7
)

방
사

화
콘

크
리

트
경

년
열

화
연

구
(2

0
0
4
 ~

 2
0
0
7
)

고
방

사
성

장
치

수
중

분
해

장
비

(2
0
0
1
 ~

 2
0
0
4
)

방
사

화
금

속
특

성
연

구
(2

0
0
4
 ~

 2
0
0
7
)

이
동

식
원

격
제

어
방

사
선

준
위

측
정

장
비

(2
0
0
4
 ~

2
0
0
7
)

해
체

후
잔

류
방

사
능

평
가

기
술

(2
0
0
7
 ~

 2
0
0
8
)

폐
로

데
이

터
베

이
스

(2
0
0
1
 ~

 2
0
0
6
)

준
비

공
사

2
0
0
1

해
체

과
정

기
술

(기
관

고
유

사
업

)

원
자

력
중

장
기

연
구

개
발

연
구

로
해

체
공

사
(기

관
고

유
사

업
)

연
구

로
2
호

기
1

2
0
0
1
.6

2
0
0
2
.6

2
0
0
7
.6

표
면

오
염

도
자

동
측

정
장

비
(2

0
0
1
 ~

 2
0
0
4
)

원
격

금
속

절
단

장
비

연
구

로
해

체
D

/B
 시

스
템

및
주

요
해

체
공

정
전

산
모

사
기

술
(2

0
0
1
 ~

 2
0
0
4
)

연
구

로
2호

기
부

속
시

설
제

염
해

체

2

선
원

항
평

가
프

로
그

램
개

발
(2

0
0
4
 ~

 2
0
0
7
)

규
제

해
제

폐
기

물
자

체
처

분
연

구
(2

0
0
4
 ~

 2
0
0
7
)

원
자

로
실

제
염

해
체

연
구

로
1호

기
원

자
로

실

및
부

속
시

설
제

염
해

체

주
변

시
설

제
염

해
체

최
종

방
사

능
조

사
및

평
가

슬
러

지
함

유
폐

액
처

리
및

건
고

화
장

치
(2

0
0
1
 ~

 2
0
0
3
)

오
염

콘
크

리
트

분
진

흡
입

장
치

(2
0
0
2
 ~

 2
0
0
3
)

고
압

수
분

사
제

염
장

치
(2

0
0
2
 ~

 2
0
0
3
)

금
속

성
폐

기
물

감
용

장
치

(2
0
0
4
 ~

 2
0
0
5
)

농
축

액
고

화
장

치
(2

0
0
5
 ~

 2
0
0
6
)

2
0
0
5

2
0
0
8
.1

2
2
0
0
8
.9

원
격

금
속

절
단

장
비

(2
0
0
4
 ~

 2
0
0
7
)

방
사

화
G

ra
p
h
it
e
 처

리
연

구
연

구
(2

0
0
4
 ~

 2
0
0
7
)

방
사

화
콘

크
리

트
경

년
열

화
연

구
(2

0
0
4
 ~

 2
0
0
7
)

고
방

사
성

장
치

수
중

분
해

장
비

(2
0
0
1
 ~

 2
0
0
4
)

방
사

화
금

속
특

성
연

구
(2

0
0
4
 ~

 2
0
0
7
)

이
동

식
원

격
제

어
방

사
선

준
위

측
정

장
비

(2
0
0
4
 ~

2
0
0
7
)

해
체

후
잔

류
방

사
능

평
가

기
술

(2
0
0
7
 ~

 2
0
0
8
)

폐
로

데
이

터
베

이
스

(2
0
0
1
 ~

 2
0
0
6
)

준
비

공
사

2
0
0
1

해
체

과
정

기
술

(기
관

고
유

사
업

)

원
자

력
중

장
기

연
구

개
발

연
구

로
해

체
공

사
(기

관
고

유
사

업
)

연
구

로
2
호

기
1

2
0
0
1
.6

2
0
0
2
.6

2
0
0
7
.6

표
면

오
염

도
자

동
측

정
장

비
(2

0
0
1
 ~

 2
0
0
4
)

원
격

금
속

절
단

장
비

연
구

로
해

체
D

/B
 시

스
템

및
주

요
해

체
공

정
전

산
모

사
기

술
(2

0
0
1
 ~

 2
0
0
4
)

연
구

로
2호

기
부

속
시

설
제

염
해

체

2

선
원

항
평

가
프

로
그

램
개

발
(2

0
0
4
 ~

 2
0
0
7
)

규
제

해
제

폐
기

물
자

체
처

분
연

구
(2

0
0
4
 ~

 2
0
0
7
)

그림 5. TRIGA 연구로 해체사업과 연구개발 과제와의 관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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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내 산학연 협력방안

      연구로 해체기술개발은 원자력, 기계, 전자, 방사능 계측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요구되며, 이들 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

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학계가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가 유지되도

록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단계에서 추진하는 연구로 해체기술 및 장비개발은 원자력연구소가 주

관하여 대부분 개발하고, 일부 기초기술 및 비방사성 분야는 학계 및 산업

계에 위탁으로 추진하여 이 기술들을 접목하여 개발한다. 연구 항목별로 작

업량이 많으면서 단순한 작업의 경우나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 분야는 전문

성이 있는 국내 산학연 협력으로 추진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로 해체 D/B 시스템개발 및 주요해체공정 전산모사기술개발

     - 연구로 해체 DB Structure 구축을 위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분류 

체계 수립 : 국내 전산 전문기관(산업계)에 위탁으로 추진

    2) 고방사성장치 수중분해 장비개발

     - 수중분해장비에 대한 기본 및 상세 설계를 바탕으로 동적전산모사를 

실시하여 간섭 향평가 : 국내 기계 전문연구기관이나 산업계에 위탁으로 

추진

    3) 표면오염도 자동측정 장비개발

     - 무기 fluor 함침 고분자막 제조를 위한 기술분석 및 함침막 제조방

법 도출 : 국내 전문기관(대학)에 위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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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토양폐기물 처리기술개발 계획 수립

제 1 절 KAERI 토양제염 기술성 평가

1. 토양제염 공정평가

가. 서언

   원자력산업은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제성 있는 대체에너지

를 제공하며, 21세기의 동력전달 수단으로서 가장 주목되고 있는 분야이다. 

국내에는 12개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중이며,  동위원소를 생산하기 위한 1

개의 연구용 원자로가 가동 중이다. 이러한 원자력시설의 가동, 해체, 또는 

사고 시, 방사능이 누출될 수 있으며, 원자력시설 주변의 토양이 방사능 핵

종인 코발트, 스트론튬, 세슘 등으로 오염될 수 있다. 최근 불의의 핵사고

로 인한 원자력시설 주변부지 오염시  더 이상의 오염확산을 차단하고  오

염된 토양을 신속히 제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오염토양 제염 기술이 제시

되어 왔다. 

   오염토양 내의 방사성핵종을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Soil Washing, 

Solvent Flushing, Electrokinetic  Separation 등이 있다[37]. 이중 Soil 

Washing은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착화제를 사용하여 토양내의 중금속

을 세척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38,39]. 그러나 Soil Washing 방

법을 사용하여 토양제염 시 여러 번 세척해야 90%이상의 제염효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토양세척폐액이 발생된다[40]. 그러므로 이 토양

세척폐액의 부피를 감소시키기 위해 폐액을 재생시켜 여러 번 다시 사용하

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토양제염 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

는 착화제중 Ethylene diaminetetraacetic acid(EDTA) 가장 효과적으로 보

여지지만, EDTA는 비용이 높고, 제염시 토양에 오랫동안 잔류하며 상당한 

악 향을 미치므로 중금속 오염토양 제염을 위한 광범위한 사용에 제동을 

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착화제로 EDTA 대신에 토양 내에서 생물학적

으로 분해 가능한 Citric acid를 사용하여 Washing하 다.  

    한국원자력 연구소에 보관된  TRIGA 연구용 원자로 주변 오염 토양에 대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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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공정은 그림 6과 같다. 오염토양은 먼저 물과 혼합한 후  스크린을 사용하여 

입자를 분류한다. 즉 > 2mm, 0.2-2.0 mm,<2.0 mm로 분류한다.  > 2mm인 입자 크

기의 토양은 제염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 Scrubbing하여 세척한다.<2.0 mm인 입

자크기의 토양은 따로 저장하여 차후에 동전기적방법을 사용하여 제염한다. 한편, 

0.2-2.0 mm 입자 크기의 토양은 제염제로 Citric acid를 사용하여 Scrubbing 하

고 제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시 반복하여 세척한다. 이 혼합 용액은 

Centrifuge로 보내져서 세척된 토양을 침전시켜 분리한다. 세척토양은 자체처분

부지로 보내져 관리되며, 세척에 사용된 Citric acid 용액은 재사용하기 위해 재

생장치로 보내져 방사성 핵종 및 중금속을 제거시킨다. 재생된 Citric acid용액

은  저장탱크로 보낸다. 여기에 Fresh한 Citric acid 용액을 넣어 손실된 양을 

                   그림 6. TRIGA 오염토양 제염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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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한 뒤 이 용액은 오염토양을 세척하기 위해 다시 사용된다.

나. TRIGA 토양 특성 분석

   본 연구를 위해 토양을 TRIGA 주변 부지에서 채취하여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채취한 토양를 체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고 TRIGA 주변 

토양의 평균 입도는 약 1mm로 분석됐다. 1mm 이하의 입도를 가진 토양이 본 연구

의 토양제염 실험에 사용되었다.

표 12. 토양입자의 입도 분포.

 Particle Size(mm) Soil Mass(%)

≥ 2.0 34.8

1.0∼2.0 20.1(54.9)

0.5∼1.0 18.4(73.3)

0.25∼0.5 14.7(88.0)

≤0.25 12.00(100.0)

     0.01 M과 0.0001 M의 코발트 용액으로 오염시킨 TRIGA  토양을 한달 동안 

건조시킨 후 각 토양으로부터 10g을 채취하여 100 ml의 플라스틱용기에 넣고 토

양에 0.01 M Citric acid 용액의 부피를 30, 50. 80, 110 ml등으로 변화시켜 넣

고 이 혼합용액을 Shaker에서 Soil Washing 시킨 결과 제염효율은 그림 7과 같이 

0.01 M로 오염시킨 토양은  각각 28, 43, 50, 58 %, 0.0001 M로 오염시킨 토양

은  각각 17, 36, 49, 56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citric acid용액을 50 ml 넣

었을 경우 제염효율도 높고 토양 폐수량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0.01 M과 

0.0001 M의 코발트 용액으로 오염시킨 TRIGA 토양을 한달 동안 건조시킨 후 각 

오염토양 제염을 위한 최적  Citric acid 용액의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 10g의 오

염 토양에 50 ml 의 Citric acid 용액의 M 수를 각각 0.005, 0.01, 0.05, 0.1M 

등으로 변화시켜 넣고 이 혼합용액을 Shaker에서 Soil Washing시킨 결과 제염효

율은 그림 8과 같이 0.01M로 오염시킨 토양은  각각 36.0%, 43.0%, 50.3%, 

55.0%로 나타났고 또한, 0.0001M로 오염시킨 토양은  각각 20.0%, 36.0%, 

60.0%, 77.1%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Citric acid용액의 최적 M 수는 50ml 넣었

을 경우 제염효율도 높고 Citric acid에 의한 오염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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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오염토양 10g 과 반응한 citric acid 부피

        (ml) 와 제염효율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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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염폐액 처리기술 평가

가. 서언

     토양세척폐액을 재생시키는 방법으로는 화학침전법[41],이온교환수지

법[42,43], 그리고 여과법 등이 있다.  화학침전법은 금속산업폐수를 처리

하기 위한 주요방법으로 사용되어 왔고 또한 중금속을 포함한 지하수를 제

염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오염폐액으로부터 금속침전은 용해된 중금속을 비

용해염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침전물은 침전이나 여과와 같은 

물리적 방법으로 제거한다. 화학침전법의 공정으로는 pH조절, 화학제첨가, 

응집등이 있다. 보통 금속침전제로는 Hydroxides, sulfides, 그리고 

Carbonates등이다. 이 공정은 중금속의 용해도 및 허용농도기준에 따라 변

한다.  여기서는 염화철을 이용하여 Citric acid 폐액 내의 코발트를 철로 

치환시켜준 뒤 추출된 코발트 이온을 인산 염으로 침전시킨 후 다시 수산화

나트륨을 첨가하여 수산화철염을 생성시켜 Fe를 침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

한다. 이온교환수지법은 이온교환물질과 토양세척폐액 내의 방사성핵종 사

이에 양이온교환으로 액상에서 핵종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온교환 물질로는 

교환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Function Group을 포함한 합성유기수지로 구성

된다. 수지의 용량이 다 소모된 후에는 재생시켜 재 사용할 수도 있다. 여

기서는 강산성수지를 토양세척폐액 내의 첨가하여 수 시간 동안 혼합하여 

폐액 내의 방사성핵종을 수지에 흡착 제거한다. 여과법은 유체를 다공성매

질을 통과시키므로 입자입도 차에 의해 방사성핵종을 제거하는 것으로 여기

서는 토양세척폐액을 여과막에 통과시켜 방사성핵종을 폐액으로부터 분리시

키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용 원자로인  TRIGA 원자로 주변의 토양을 채취하

여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흡착특성, 그리고 Citric Acid용액에 의한 제

염 특성을 분석했다.  또한, 토양세척폐액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화학침

전법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즉,  방사성핵종의 농도가 다른 토양세척폐액들

을 화학제를 사용하여 방사성핵종을 침전시켰을 때의 토양세척폐액들의 방

사성핵종의 제거효율, 사용된 화학제의 종류 및 부피, pH, 그리고 최종폐기

물부피 등을 비교분석했다. 또한, 화학침전 공정도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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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학침전에 의한 토양세척폐액 재생 이론 고찰

     코발트로 오염된 토양을 Citric acid용액으로 제염할 때, 추출된 용액은  

Co-Citric acid, 여러 가지 금속-Citric acid  그리고 잔류 Citric acid를 포

함한다. 일반적으로, 여러 금속의 존재 하에 금속-Citric acid 화합물의 상대안

정도는 안정상수(Stability Constant), 용액의 pH, 금속과 Citric acid의 농도 

그리고 다른 전해물질의 존재 등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있다.  금속-Citric acid 

화합물에 대한 조건안정상수를 비교하면, pH 4.0에서 금속-Citric acid 화합물

을 형성경향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43,44] :  Fe3+> Cu2+> Co2+>  Ni2+> 

Zn
2+
>  Cd

2+
>  Ca

2+
. Co-Citric acid 화합물의 조건 안정상수에 근거하면, Citric 

acid는 모든 pH값의 범위에서 철과 구리화합물을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코발트와 

화합물을 형성할 것이다.  낮은 pH에서, 철이온은 Citric acid와 화합물을 형성

한 니켈과 아연이온들을 대치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동등 몰농도의 코발트, 철 

그리고 Citric acid를 가진 용액에서, Fe-Citric acid은 5.2보다 낮은 pH에서 

Co-Citric acid 보다  좀더 지배적이라고 사료된다.  Fe-Citric acid 화합물은 

Cu-Citric acid 화합물 보다 높은 안정도 때문에, Cu-Citric acid 화합물은 낮

은 pH에서 철 이온들에 의해 치환된다. 철 이온들은 황산염과 인산염 이온들을 사

용하여 낮은 pH에서 침전된다. 같은 몰농도의 황산염과 인산염이온들은 7보다 낮

은 pH에서, 코발트 인산염은 코발트황산염보다 낮은 용해도를 갖는다. 염소이온의 

존재 하에서 인산염용액 내의 철이온 용해도는 Co5(PO4)3Cl의 침전 때문에 더욱 

감소된다. 침전된 철은 용액으로부터 분리된다. Fe-Citric acid용액에서 철이온

들은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여 높은 pH에서 침전시킨다[44]. 침전후의 최종용액

은 재생 수이며, 오염된 토양으로부터 코발트를 추출하기 위해 다시 사용된다. 이

때 pH는 추출공정 동안 5이상으로 조절된다.

다. 오염토양 재생 실험

     화학침전법에 의학 토양폐액 재생실험은  그림 9와 같이 두 단계로 수

행했다. 첫 번째 단계는 재생공정 중  코발트이온의 치환과 침전단계이다.  

Ferric Chloride가 Co-Citric acid 화합물 내의 코발트를 치환하기 위해 사

용되며, 코발트이온들은 Sodium Phosphate를 사용하여 침전시킨다. 치환과

정에서 Ferric chloride를 선택한 이유는 염소이온에 인산 염이 첨가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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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코발트의 침전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는 토양세척폐액 내

에 함유된 철등의 모든 금속이온을 수산화나트륨으로 침전시키는 단계이다. 

최종 처리된  Co- Precipitated Citric acid 재생수는 다시 다른 오염토양 

Co Substitution with Fe

(Fe-Citric Acid +Co
2+
)

pH Adjustment

Fe Separation

(Na-Citric Acid)

Fe Precipitation

(Na-Citric Acid +Fe(OH)3(S))

Co Separation

Co Precipitation 

(Fe-Citric Acid +Co Phosphate(s))

Recycling for Co Extraction

  FeCl3

  Na2HPO4

  NaOH

  Fe(OH)3(s)

Soil Decontamination

Co-Citric Acid

Fe-Citric Acid

Fe-Precipitated

Citric Acid

  Co Phosphate(s)

그림 9. 폐액 재생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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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코발트를 추출하기 위해 재 사용된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원자력시설 주변에서 채취해 온 TRIGA토양 200g

을 0.01M Co용액 1000 ml와 혼합하여 흡착시킨 후 약 한달 간 건조시킨다. 

1차 Washing 실험은 100 ml 폴리프로필렌 용기에 10g의 코발트 오염토양과 

50ml의 0.01M Citric acid 용액을 넣고, 이 용기를 교반기에 넣고 코발트 

Washing실험을 수행했다. 7 시간 후 교반기로부터 용기를 꺼내서 2시간 동

안 용기내의 토양을 가라앉힌 후 0.45-μm Membrane filter paper를 사용하

여 여과시켰다. 이 용액을  토양세척폐액이라 명명하고 20ml 씩 나누어 2개

의 플라스틱용기에 담았다. 이 폐액 내의 코발트농도를 실험후 한꺼번에 원

자흡광광도법으로 측정하기 위해 잔여 용액 중 약 3 ml를 실험관에 넣어 보

관했고 이 용액의 pH는 약 5.0이었다.

   위의  토양세척폐액을 재생시키기 위해 그림 9와 같은 재생공정을 수행

하 다. 우선 두 용기내의 20 ml Co-Citric acid 폐액 에 포함된 코발트를 

철로 치환하기 위해 Ferric Chloride를 용액내의 코발트 양 보다 많은 0.01 

g을 각각  첨가했다. 치환실험은 50 ml 폴리프로필렌 원심분리용기에서 수

행했다. Ferric chloride의 첨가는 용액의 pH를 2와4 사이의 값으로 낮추기 

때문에, pH의 조절은 필요 없다.  이 용액을 교반기에 넣어 6시간 동안 혼

합시켰다. 이 용액 내의 코발트를 침전시키기 위해  Sodium phosphate를  

용액내의 코발트 양보다 충분히 많은 0.05g을 첨가하 다. 이 용액은 10시

간 동안 교반시킨 후 10분 동안 3000 rpm으로 원심 분리시켰다. 이 용액을 

0.45-μm Membrane filter paper로 통과시켜 코발트침전물을 제거했다. 이 

용액을 Fe-Citric Acid 용액이라 명칭을 정하고, 코발트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두 개중 한 개의 용기로부터 3ml를 채취했다. 

   다음으로  Fe-Citric acid 용액으로부터 Fe를 침전시키기 위하여 또 다

른 용기의 20ml Fe-Citric Acid 용액에 NaOH를 첨가하여 pH를 13으로 조절

했다. 이 용액을 1시간 교반시킨 후 침전된 Ferric hydroxide를 제거하기 

위해 여과시켰다. 철이 제거된 용액에 강산을 첨가하여 pH를 5.0으로 조절

하여 1차 재생수 (Fe-precipitated Citric Acid)를 만들고, 1차 재생수 내

의 코발트농도를 원자흡광광도법으로 측정하기 위해 약 3 ml를 실험관에 넣

어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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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TRIGA토양의 코발트오염농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0.001M Co용액을 

토양과 혼합하여 흡착시킨 후 약 한달 간 건조시킨 후 이 토양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토양 세척폐액에 대한 재생실험을 수행했다. 이때 토양 내에 

흡착된 코발트 양이 매우 작기  때문에,  Ferric Chloride 0.01g 과 Sodium 

phosphate 0.05g을 첨가했다. 마지막으로 0.0001M Co용액을 토양과 혼합하

여 흡착시킨 후 약 한달 간 건조시킨 후 이 토양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

로 토양 세척폐액 재생실험을 수행했다.    

라. 실험결과 및 토의

   화학침전법에 의한 재생실험결과는 그림 10 에서 보여준다. 0.01M, 

0.001M, 0.0001M 코발트용액으로 오염된 TRIGA토양을 0.01M Citric acid로 

washing한 후의 토양세척폐액의 코발트농도는 각각 136.0, 14.0, 1.5 ppm이

었고, Citric acid 내의 코발트를 철로 치환시킨 후 추출된 코발트이온을 

인산 염으로 침전시켜 제거한 후의 용액인 Fe-Citric acid 용액은 그림과 

같이 코발트 제거 율이 2.2%, 4.5%, 5.3%로 매우 미진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철을 포함한 금속들을 수상화염으로 침전시

켜 제거한 후의 용액인 Fe- precipitated Citric acid 용액은 코발트 제거 

율이 97%, 94%, 88%로 높게 나타났다. 토양세척폐액 내의 코발트농도가 낮

은 데도 제거 율이 오히려 조금씩 저하는 것은 토양 세척폐액 내에 코발트 

이외에 다량의 다른 금속이온을 포함하고 있어 이것들이 수산화염을 형성하

며 침전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금속이온들을 수산화염으로 치환

시키기 위해 다량의 NaCl이 첨가되어야 하며 또한,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수

산화염의 부피가 오염토양부피의 약 10%정도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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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폐액 중의 Co 농도에 따른 화학침전법의 Co 

제거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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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양 제염 후 잔류방사능 평가 

가. 서언

    본 연구에서는 Citric acid를 Solvent로 사용하여 Sr2+으로 오염된 토양

을 Solvent Flushing법으로 제염하고자 할 때, Citric acid의 농도에 따른 

흡착 및 제염특성을 분석했다. 일정한 농도의 Citric acid을 사용하여 흡착

실험을 수행하여 BTC를 작도하고, 이어서 제염실험을 수행하여 제염 후 

Effluent 내의 Sr
2+
농도 곡선을 작도했다. 또한 평형 및 비평형 모델을 이용

하여 토양칼럼에서 흘러나오는 Effluent 내의 Sr
2+
농도를 시뮬레이션 하

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TRIGA 주변 토양은 원자력시설 주변 토양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나. 실험 장치와 방법

    본 연구에서 오염물로 사용한 Sr2+이온은 방사능 시설 주변 오염토양에 

포함된 방사성핵종 중의 하나이며, pH의 변화에 따라 복잡한 여러 합성물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했다. 또한 Citric acid는 제염 후 폐수처리가

EDTA보다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용매로 사용하 다. 실험

에 사용된 TRIGA 토양은 음지에서 건조한 후 1.18mm 토양체를 통과시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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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다. 토양의  pH는 토양과 증류수의 비를 1:5로 하여 pH meter로 측정

하 고, pH는 7.3이었다. 유기물 함량은 2.42%로 Walkley-Black법으로 측정

하 다. TRIGA는 서울에 위치한  실험용원자로 이름이며, TRIGA 주변에서 

채취한 토양은  우리나라 원자력시설이 대부분 사질 암반 위에 있기에 이들 

특성을 대변하기 위해서 사용하 다.

      TRIGA 주변지역에서 채취한 토양 내에서 Sr
2+
의 흡착 및 제염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그림 11과 같은 토양흡착 및 제염 장치를 제작했다. 이때 칼

럼 내의 토양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칼럼을 바닥 면에 두드리며 천천히 

토양을 칼럼 안에 넣었다. 토양을 칼럼에 넣은 후 이 칼럼을 아래의 토양제

염 장치에 장착한다. Citric Acid와 0.01M Sr
2+ 

혼합용액을 저장용기에 넣고 

압력펌프를 이용하여 가압시켜 혼합용액을 컬럼 내부로 흘려보내므로써 컬

럼토양 내에 Sr
2+
을 흡착시킨다. 이때, 압력 게이지는 컬럼토양에 가해지는 

혼합용액의 압력을 측정하며, 평균압력은 1.0 kgf/cm2이었다. 

   토양컬럼은 직경 6cm 길이 12cm이며, 미세 토양입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컬럼 위쪽과 아래쪽에 유리섬유로 제조된 필터를 설치했

다. 컬럼토양을 통과한 혼합용액은 Effluent 저장용기에 수집된다. 이 

Effluent 내의 스트론튬 농도는 원자흡광광도법(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으로  분석했다. 실린더형 토양컬럼의 지름은 6cm이고, 길이

는 12cm이다.  컬럼토양의 도와 공극율은 각각 1.65g/cm
3
와 0.36이다. 흡

착실험을 마친 후 이어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염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11. Solvent flushing 실험 장치.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충분히 Sr
2+
이온이 흡착된 컬럼 내의 오염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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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일한 장치를 이용하여 토양제염실험을 하 다. 즉, Solvent로서 

Citric acid 용액을 사용하여 제염장치의 저장 용기에 넣고 압력펌프를 통

과시켜 평균 1.0 kgf/cm
2
의 압력으로 가압시킨다. 압력게이지는 토양컬럼에 

가해지는 Citric acid 용액의 압력을 측정한다. 가압된 Solvent는 좀더 빠

른 속도로 오염된 토양을 제염하게 된다. 주입된 Citric acid 용액은 컬럼 

내의 스트론튬을 제염한 후 그림 7과 같이 Effluent 저장용기에 수집된다. 

이 Effluent 중 3 ml를 채취하여 실험관에 넣고 원자흡광광도법(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으로 스트론튬 농도를 분석했다. 다음단계로 농도

가 다른 Citric acid을 가진 혼합용액 및 
3
H2O를 이용하여 앞과 같은 방법으

로 토양흡착 및 제염 실험을 수행하 고 트리튬의 농도는 액체섬광계수기

(Liquid Scintillation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다. 모델링

    오염토양 제염실험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일차원 비평형흡

착 용질이동모델[45]을 사용했다. 이 모델은 토양컬럼내의 평형 및 비평형

흡착 용질이동에 대해 해석할 수 있다.

∂
C
∂t
+F

ρ
θ

∂S 1
∂t
+
ρ
θ

∂S 2
∂
t=D

∂
2
C

∂x 2
-v
∂C
∂x
-λ(C+

ρ
θ
S 2)

S 1=KpC

∂S 2
∂t
= k 2 ( (1-F)KpC-S 2)

위의 식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된다.

∂RθC
∂t

=θD
∂
2
C

∂x 2
-v

∂C
∂x
-θVC+W

R=1+
ρ
θ
KpF

V=
ρ
θ
Kp(k 2 (1-F)+λF)+λ

W=ρ(k 2-λ)S 2

F : fraction of instantaneous sorption domains

R : retardation factor

S2 : sorbed concentration in rate-limited domain(M/M)

k 2 : reverse first-order sorption rate coefficient(T
-1)

C : concentration in solution(M/L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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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time(T)

v : pore water velocity(L/T)

D : hydrodynamic dispersion coefficient(L
2
/T)

λ : radioactive decay constant(T
-1)

x ; distance in column(L)

Kp : equilibrium sorption coefficient(L
3
/M)

ρ : dry bulk density

θ : volumetric water content

   이 TRIGA 토양모델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표 13의 모델입력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모델링하 다. 여기서, 수리분산계수는 비 반응 물질인 

Uranyl(U2O)용액을 앞에서 언급한 장치를 이용하여 컬럼 실험을 수행하고 이 

결과를 Ogata(1970)의 해석해를 사용한 일차원 수리분산계수를 Mathematic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했다. 즉시흡착 비율은 bench 흡착실험을 통해 즉시

흡착비율의 범위를 결정하 고, 컬럼토양 제염실험값과 모델값이 일치하도

록 약간 보정한 값이다.

표 13. Citric acid 제염 시 TRIGA 토양으로부터 Sr2+ 이온

의  용출에 대한 column 변수.

Parameter Value

Hydrodynamic dispersion coefficient(m
2
/min) 0.2

The fraction of instantaneous domains(F) 0.1

Hydraulic conductivity(cm/min) 5.21×10
-4

Pore velocity(cm/min) 0.103

라. 결과 및 고찰

      Citric Acid와 0.01M Sr
2+ 

혼합용액과  
3
H2O를 토양컬럼에 통과시키고 

유출 부에서 Sr2+이온과 3H이온 농도를 측정하여 그림 12와 같은 BTCs 

(Breakthrough Curves)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비 흡착물질로 사용된 
3
H2O 

BTC는 대칭형을 이루었다. 그러한 대칭형은 용질의 이동이 수력학적 평형을 

이룬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Citric acid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3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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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와 점차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토양 미세공극으로의 Sr
2+
ion

의 확산이동이 컬럼 내부의 용질지체시간보다 빨라지기 때문이며, Citric 

acid의 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와 반대로, Citric acid의 농도 감소와 

더불어 점차 비대칭형이 증가하 으며, 비평형흡착의 특성을 나타내는 

'Tailing' 현상(C/C0 = 1 또는 0에 완만하게 가까워짐)을 나타내었다. 그림 

12를 이용하면, 다음 식에 의해서 Retardation factor, R을 구할 수 있다

[46,47].

 R =
⌠
⌡

P max

0
1-C*dp  

  여기서, Pmax는 컬럼을 통과한 총 공극부피이며 C*는 초기유입농도와 

Effluent 농도의 비이다(C/C0). P는 공극부피(Pore Volume)이다. 구해진 R값

은 다음 식에 의해서 평형흡착계수를 구할 수 있다(Kp=(R-1)θ/ρ). 여기에

서, θ는 공극률이고, ρ는 토양의 Bulk Density이다.  Citric acid의 농도

별 R 값과 Kp 값을 표 14 에 나타냈으며, Citric acid의 농도가 커질수록 R

과 평형흡착계수가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얻어진 Kp 값은 오염 토

양 제염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링의 입력파라미터로 사용된다.

그림 12.  TRIGA 토양 column을 통한 Sr
2+
 이온의 이동에 대한 

          파과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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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TRIGA 토양에서 citric acid의 R과 Kp 에 대한 효과.

Solvent R Kp

Water 6.12 1.12

0.01 M citric acid 3.21 0.48

0.1 M citric acid 1.54 0.12
 

    흡착실험에서는 Citric acid의 농도가 감소할수록 비대칭이 증가하고 

비평형 흡착이 발생함을 밝혔다. 제염실험에서는 다른 농도의 Citric acid

를 Sr2+이온으로 오염된 토양컬럼에 통과시키고, Effluent 내의 Sr2+이온 농

도를 분석하여 BTCs를 작성하 다. 또한, 앞서 언급한 모델 입력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평형, 비평형흡착 모델을 실행하여 실험 값과 모델 값을 비교 도

시하 다. 비평형흡착모델과 평형흡착모델의 입력파라미터는 앞서 기술한 

공극속도, 공극율, 도, 수리분산계수, 평형흡착계수, 컬럼토양 용액의 

Sr
2+이온농도 등이다. 그러나 비평형흡착모델은 이외에도 즉시흡착비율(F), 

역반응속도계수( k 2)등이 필요하며, k 2의 범위는 Brusseau와 Rao의 실험자료

를[47] 참조했다.

   그림 13은 물을 solvent로 사용하여, 컬럼을 통과한 유출수 Sr
2+
이온 농

도를 분석하고 BTC로 나타내었다. 또한, 평형 모델과 비평형 모델값도 실험

값과 비교하여 도시하 다. 그림 13에서 보인 바와 같이, 평형모델보다는 

비평형 모델이 실험값에 일치하 으며, 평형모델로는 TRIGA 토양 내 Sr2+이

온의 거동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4는 0.01M 

citric acid를 Solvent로 사용했을 경우의 BTC와 모델 값으로 그림 13과 비

교하여 보다 실험값에 근접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15는 0.1M 

citric acid로 제염한 것으로, 두 모델 모두 실험값에 근사함을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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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물에 의한 토양 처리 후 용출액 내 Sr2+ 이온의 

         상대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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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0.01 M citric acid 용액에 의한 처리 후

         용출액 내 Sr2+ 이온의 상대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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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0.1 M citric acid 용액에 의한 토양 제염

         후 용출액 내 Sr2+ 이온의 상대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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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토양제염기술 개발

1. 국내외 기술현황 분석

  가. 서언

       TRIGA 연구로는 주로 방사성 물질의 안전 취급에 대한 관심이 소홀

하던 시절부터 가동되었기 때문에, TRIGA 연구로 부지 중 일부가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해체 중 발생 가능한 부

지 오염에 대비하여 이를 청정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토가 좁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가 선정 중에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2차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 량을 최소화시키는 관점에서 토양제염 관련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으로 본다.

   일반 산업과 원자력 산업을 비교할 때, 일반산업 시설의 토양 및 부지가 

중금속 혹은 유기물에 의해 고 농도로 오염된 반면 원자력 관련 시설의 가

동 결과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은 그 농도가 극히 저 준위일 뿐만 아니라 방

사성 핵종과 유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오염되기 때문에 일반산업에 비해 제

염하는 방법이 극히 까다로우며 그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다. 해외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미국 

DOE의 PNNL 국립 연구소는 2001년 생물학 및 환경관련 분야의 연구 예산으

로 75백만 달러를 집행하고 있다. 이는 PNNL 전체 예산의 81.6 % 에 이른다

[48]. 또한, PNNL 연구소에서는 궁극적인 환경복원을 위해 분자과학연구소

[49] 를 설립하여 분자규모의 관점에서 환경 관련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TRIGA 연구로의 해체와 함께 우리나라도 원자력 시설의 해체 및 환경복원 

산업이 개시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또한,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는 1988

년 발생한 4000드럼 규모의 토양폐기물이 저장되어 있다. 처리 대상 토양 

폐기물을 비 방사성폐기물로 직접 처분시 약 90%의 폐기물 감용이 가능하며 

약 40 억원의 처분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을 제염하여 환경

에 방출하기 위해서는, 극 저 준위 상태의 방사능 준위를 정확하게 측정하

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 방출을 위한 방법론, 제염 토양을 환경에 제한 

방출하 을 때 인간에 미치는 향을 확률론 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도 개

발되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발생되는 2차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며 토양

으로부터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는 제염 공정/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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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사업 및 방사성토양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제

염기술이 대부분 국내에 부재하여 해외 기술 및 장비 도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사업 일정에 맞추어 시급히 당면한 연구시설 및 토양폐기물 제염해

체 사업 적용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나. 국내 기술현황 분석

      국내 오염토양 폐기물 제염공정 장치개발 및 실증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 1996년의 토양제염 기술 현황 분석과 함께 1997

년부터 1999년까지 방사능 오염토양 제염 기초 연구를 소규모로 수행하 다.

   - 광운대학교, 경희대, 한국과학기술원, 연세대, 서울대, 충남대 및 부경

대, 중부, 울산대 등에서 일반 환경산업으로부터 발생된 오염토양 복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대조 바이오텍, 한국건설기술 연구소, 대우기술연구소, 한국자원연구

소, 선경연구소, 대한 토양환경 연구소, 식품의약품 안전청, 독성연구소, 

삼성연구소, 선경연구소, KIST 등의 연구소가 오염토양 제염관련 연구를 수

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제일 분석센터(주), 엔비자인(주), 동진분석기술 연구소에서는 토양, 비

료, 퇴비에 존재하는 환경오염 물질 측정, 음용수 및 분석 등 민간화학 분석

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용역업체들임. 환경클리닉 센터, 에코솔류션, 한국환경 

콘설팅, 엔비자인, 지오그린 21, 강원 E & C, 서울 환경컨설팅 등에서는 외국

의 환경관련 회사와 계약을 맺어 토양복원을 위한 자문을 수행하거나 오염 

토양을 직접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다. 해외기술현황 분석

    오염토양 제염 및 오염지역 부지 환경복원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수

행되고 있다.

    - 미국 PNNL에서는 맨하탄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던 Hanford site를 

청정화 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기술을 개발․실증하 음. 실증된 기술

로는 six phase soil heating, sludge decontamination by chemicals,  

electrokinetic soil remediation, soil washing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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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Kurchatov 연구소에서는 대규모 오염지역의 제염을 위해 

미생물 및 식물류(phytoremediation) 기술을 개발하 다. 

    - 국의 AEA 및 BNFL 에서도 동전기적 토양 복원 및 생물학적 복원

기술을 개발 실증하 다. 

    - 벨기에의 SCK․CEN 에서도 동전기적 토양 복원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 프랑스의 SGN은 미국의 Flour Daniel, Lockeed Martin 등과 공동

으로 Hanford site 복원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표 15에  토양제염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및 개발결과를 정리하 다.

 라. 오염토양 폐기물 제염공정 장치개발 및 실증

    토양 제염은 우리보다 일찍 원자력 산업을 시작한 미국, 러시아, 프

랑스 및 국 등과 같은 나라의 경우 오염된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연구투자를 통해 Slovent Flushing, Soil Washing, 

Eletrokinetic Method, 고정화기술 등을 축적 중에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이 분야에 대한 기술투자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보통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Soil Washing은 토양제염 폐액의 발생량이 매우 많은 것이 문

제점이며 동전기적방법은 음극부근의 pH가 높아 수산화물의 침전을 형성

하여 제염효율이 감소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잔류 방사능 평가와 관련해

서는 선진국과 유사하게 국내 방사성 오염장비 및 설비 등의 재활용 또

는 방출 기준 등의 설정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토양제염 국

내외 기술수준을 표 16에 수록하 다. 지금까지 개발된 기반기술을 발판

으로 연구 투자를 계속한다면 국내 자체 기술로 충분히 처리 대상 오염

토양에 대한 제염 기술 및 공정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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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토양제염관련 국내외 연구내용  

구분 기 관 명 연구  내용 요약 참 고

한국원자력연구소

- 동전기적 방법을 이용하여 토양으로부터 Co 제염 

성능 실험: pH 상승으로 침전이 발생하여 제염효

율이 감소하므로 초산완충제 주입하여 90% 제염

- Co와 Cs 에 대한 제염제별 토양제염 성능 파악: 

EDTA와 Citric acid의 제염효율이 비슷함

- Solvent flushing 실험장치 제작 및 Co이온 오염

토양 제염 특성 : 90 %이상 제염

- MODFLOW 및 MT3D 에 의한 TRIGA 인근지역 지하수 

흐름도 파악과 장래 오염도 예측

국내

 에코솔류션, 한국환경

콘설팅, 엔비자인, 

지오그린 21, 강원 E&C, 

서울 환경컨설팅 등

- 미군부대 주변 화학물질 오염토양 제염 연구

- 토양, 비료, 퇴비에 존재하는 환경오염 물질  

  측정, 음용수 분석 

- 외국 환경관련 회사와 계약을 맺어 토양복원을 위

한 자문을 수행하거나 오염 토양을 직접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대우기술연구소, 

삼성연구소, KIST,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 동전기적방법 이용 폐광산 주변 중금속 제염 연구

- 화학공장주변 오염토양을 Soil Vapor 

  Extraction 방법을 사용한 제염 연구 

- 토양 미생물 이용 유기물 오염토양 제염 연구 

 미국 PNNL

- 맨하탄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던 Hanford site를 청

정화 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기술을 개발․실증

하 음. 실증된 기술로는 six phase soil 

heating, sludge decontamination by chemicals,  

electrokinetic soil  remediation, soil washing 

등 기술 개발 중.  

해외 러시아의 Kurchatov 

- 대규모 오염지역의 제염을 위해 미생물 및 식물류

(phytoremediation) 기술개발,

  Interpolyelectrolyte complex 이용 고정화기술 

개발

프랑스의 SGN
- 미국의 Flour Daniel, Lockeed Martin 등과 공동

으로 Hanford site 복원 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국 AEA 및 BNFL 
- 동전기적 토양 복원 및 생물학적 복원기술을 개발 

실증하 음.      

벨기에 SCK․CEN - 동전기적 토양 복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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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토양제염 국내외 기술수준

핵심기술
비교

국명

국내외 기술수준

1단계

(01-03)
근거

Soil Washing

Electrokinetic

Method

Solvent 

Flushing

고정화 기술

Phyto-

remediation

국

미국

프랑

스

러시

아

러시

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KAERI, KIST등 연구를 수행해왔고 비교적 

높은 제염효율을 얻을수 있었으며 제염폐

액 재생 및 처리에 관한 연구 필요함

KAERI, KAIST 등에서 연구를 수행해왔고 

중금속의 제염효율은 높았지만 수산화침

전물의 발생 제어가 문제점임

국내 많은 연구기관에서 수행해왔고 폐기

물처분장 및 공장지대 부근의 오염토양제

염에적용되어 온 방법으로 사용된 화학제

염제에 의한 2차오염이 문제점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주변의 광대한 오

염부지에 적용된 방법으로 KAERI에서도 

이 기술을 개발한 경험이 있음

미생물과 식물류를 사용하여 오염토양을 

제염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는 광주과기

원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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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현 기술상태의 취약성 

    방사능 오염토양/부지의 제염에 관한 연구는 우리보다 일찍 원자력 

산업을 시작한 미국, 러시아, 프랑스 및 국 등과 같은 나라의 경우 오

염된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연구투자를 통해 기술을 축적 

중에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이 분야에 대한 기술투자가 매우 취약한 상태

에 있다. 잔류 방사능 평가와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유사하게 국내 방사

성 오염장비 및 설비 등의 재활용 또는 방출 기준 등의 설정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바. 앞으로의 전망 

  - 냉전종식 이후 미국은 핵시설 인근 부지 및 지하수의 청정화에 관심

을 가지고 환경복원 관련기술 개발을 수행 중에 있다. 특히, Rocky 

Flats Environmental Technology site, Argonne National 

Laboratory(east and west), Nevada Test site, Hanford site 등이 심하

게 오염되어 있다. 그 외에도  러시아의 첼리아빈스크 핵 시설 단지, 쿠

르스크 발전소 및 톰스크-7 비  무기공장 등의 부지 오염과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주변지역도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들 지역을 

복원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 토양을 제염하여 무제한 혹은 제한 방출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표준

화된 방법이 필요한데, 미국의 경우 RESRAD를 사용하여 방출을 위한 토

양 중 최저 방사능 농도 결정, MARSSIM을 사용하여 방출을 위한 제염기

준이 만족되기 위한 지침을 보이기 위한 환경방사선 조사 계획, 수행, 

평가 및 기록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MARLAP 에 의한 최적 분석절

차를 수립하기 위한 과제가 수행 중에 있다. 

  - 기존에 개발된 모델(MODFLOW, MT3D, FEMWATER 등)을 국내부지 및 모

델링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고 오염지역에 적합한 최적의 입력 

인자 측정기술 개발 및 부지고유 입력인자의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이바

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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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표 및 세부 내용

  가. 토양폐기물 제염기술 개발 목표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토양 제염 기술 및 해체 후 잔류방사능평가 

사업적용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 토양제염 관련 기술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2003년 까지의 목표는 토양폐기물의 90% 이상 자체처분을 

위한 토양 제염 기술 사업적용 기술개발 및 국내 토양제염 기술기반을 구축

하는 것이다. 

  나. 세부 연구내용

     - 2001년도 연구내용은 TRIGA 토양폐기물에 대한 실험실적 공정을 개

발하는 것으로서  실험실 규모 공정/장치를 제작하여 실험실적으로 각 제염

공정을 시험/평가하고, 자체처분 시나리오개발 및 제염잔류물 처리 방안을 

분석하는 것이다.

     - 2002년도 연구내용은 TRIGA 토양폐기물에 대한 제염공정을 조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복합제염공정 시험, 실증규모 공정/장치 설계/제

작, 자체처분모델개발 및 방사성잔류물 고정화 방안 시험을 수행하고자 한

다. 

     - 2003년도 연구내용은 TRIGA 토양폐기물에 대한 제염기술 실증을 수

행하는 것으로서 토양폐기물 제염공정장치 성능시험, 원연 토양폐기물 제염

기술 실증 및 토양폐기물 자체처분 안전성 평가 및 잔류방사성토양 처리방

안을 평가하고자 한다. 

3. 추진 방안 

  가. 기술적 추진방안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1년에는 실험실규모 토양제염 공정

을 시험․평가하고자 한다. 이 후, 실증규모 방사성 토양폐기물 제염 공정 

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원자력 연구소에 보관중인 토양폐기물을 사용하여 

기술 실증을 추진하고자 한다. 제염 토양의 자체처분 방안 연구는 공정성을 

고려하여 국내 위탁연구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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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정보는 문헌연구 및 학회 참석을 통해 습득하고 애로기술은 국내외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며, 오염지역에 적합한 모델링과 평가를 

위한 입력 자료 도출을 위해 물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토양제염 기술 개발 및 상용화의 관점에서 원자력연

구소를 중심으로 산학연 기술개발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축체계를 중심으로 연구소에서는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당면 제염․해체 

사업에 기술 시험을 실증하고 학교 및 산업계에서는 기초기술 및 비방사선 

단위기술(자체처분 평가기술 등)을 개발하여 상용화한다. 그리고, 해외 제

염해체 사업진출 위해 국내 유관기관사이에 산학연 제염해체사업에 대한 컨

소시엄을 구축한다. 

  국제 협력 방안으로서, G7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체르노빌 원전 제염해체 

및 핵사고 복구 사업에 참여하여 경험 축적 및 선진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

는데  이미 2000년 2월 한국과 우크라이나사이에 제염해체 기술협력을 합의

(체르노빌 방문 및 기술협력 협의)하 다. 2001년 2월에는 우크라이나 전문

가 2 인이 원자력연구소 제염해체 사업 및 연구개발 참여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2002부터는 체르노빌 제염해체 사업에 참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ANL과 HEDPA를 사용한 금속제염기술 개발을 협력 추진 중( 미

국 ANL에서 공동연구 협력 제안서 송부 예정)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ASTR(10MW) 연구로를 폐로할  예정인데 연구로 제염기술의 교류도 추진 중

이다. 

  나. 변환시설 환경복원 사업과 연계방안 

      토양제염 기술의 실증장치를 향후 증설하여 토양제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상용장치 증설에는 변환시설 해체 설비(sus 탱크, 파이프, 

밸브 등)를 제염하여 재활용하므로 비용절감 효과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라늄변환시설 라군에 대한 제염 토양의 자체처분 활용성을 고려 

한다. 

  해체 후 건물 및 부지 잔류방사능 평가 기술을 개발하여 변환시설 해체 

후 잔류방사능 평가에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지 잔류방사능 평가용 

MARSSIM/국내 지질 적용에 수반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주 적용 대상인 TRIGA

연구로와 고리-1, 월성-1호기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기술을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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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내 산학연 협력방안

      방사성 오염토양 제염기술 개발은 원자력, 환경, 화학, 방사능 계측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요구되며, 이들 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

해서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학계가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단계에서 추진하는 토양폐기물 제염기술은 원자력연구소가 주관하여 

대부분 개발하고, 제염 토양 처분 방안 등은 산업계와 학계에 위탁으로 추

진하여 도출한다. 그리고, 연구 항목별로 작업량이 많으면서 단순한 작업의 

경우나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 분야는 전문성이 있는 국내 산학연 협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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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건의사항  

   우라늄 변환시설 내부 제염기술에 대한 개발 방안, 변환시설의 lagoon 

에 존재하는 우라늄 슬러지 처리기술 개발 방안, TRIGA 해체기술 개발 방안 

및 현재 원자력 연구소에 보관중인 오염토양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제염하기 

위한 추진 방안 수립과 KAERI 토양제염 공정의 평가 연구를 수행하 다. 

  변환시설 내부 제염기술 개발 방안 연구와 우라늄 슬러지 처리방안 연구

를 통해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통한 세부 연구 내용을 도

출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론을 도출하 다. 이와 함께, 변환시

설 환경복원 사업과 연계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과 국내 산학연 협력이 

주요함을 파악하 다.   

  해체기술은 TRIGA 연구로 폐로 사업에 필요한 요소기술의 효과적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구로 시설 해체에 필요한 모든 전보를 수집, 저장, 

검색, 분석할 수 있는 연구로 폐로 기술 정보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여야 함을 파악하 다. 그리고, 연구로 해체의 주요 공정을 전산 모사 가능

한 기술을 개발하고 고 방사능 재료를 수중에서 원격 절단할 수 있는 절단

장비와 표면 오염도 자동 측정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양폐기물 처리기술은 기존 연구를 통해 상당부분 인력과 기술기반이 구

축되어 있다. TRIGA 연구로 폐로 사업 추진과 국내 방사성 토양폐기물 발생

량 점증으로 국내 환경복원 및 잔류방사능 평가기술의 확보가 중요하며 원

자력 중장기 연구로 수행되어온 토양제염 연구의 지속적 추진으로 관련기술

의 적기 확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토양제염 연구결과는  현재 원연 방사성

폐기물 저장고에 저장중인 오염토양의 제염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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