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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지하 핵종 거동 규명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고준위폐기물 처분은 본격적인 사업추진 이전에 국내 지질 환경 평가, 처분 

부지 세부 특성 평가, 처분 시스템 평가, 핵종 유출 현상 규명 등에 관한 연구를 

선행해야하며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에 비추어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20여 

년이 소요되므로 관련 기술 인력의 저변 확대 및 장기 투자에 대비한 정책적 접

근이 요구된다. 지하핵종거동규명연구는 방사성 핵종의 지하 환경에서의 이동 현

상을 실험적으로 규명하고 안전성 평가에 요구되는 핵종 이동 관련 데이터를 실

험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과제이며 평가의 신뢰도 향상에 필수적인 연구이다.

  본 연구 과제의 최종목표는 심지층 핵종 및 화학종 특성 평가를 위한 기반 구

축으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종합안전성평가 관련 자료 생산 및 평가

  ◦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핵종이동현상의 지화학적 특성 파악 및 실험실적 검증

위의 종합적 연구목표를 위해 2단계(2000. 4. 1 ~ 2003. 3. 31)에서 수행한 본 과

제의 2단계 세부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 기준처분시스템 안전성평가용 입력인자 생산

     - 핵종별(U, Th, Eu) 확산계수

     - 환원환경에서 핵종별(U, Th, Eu) 수착계수

     - 지화학반응 열역학 데이터(U, Th, Am, Np, Pu)

  ◦ 환원성 분위기에서 핵종수착과 이동현상 예측 및 실험적 규명

     - 산화 및 환원환경에서의 수착특성 및 속도론적 메커니즘 규명

     - Large Block에서 핵종의 수착 및 이동 실험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안전성 평가용 입력인자 생산, 수착특성 및 메커니즘 규명, 암반 

균열에서 핵종 이동 연구, 콜로이드 생성 및 이동 특성, 심지층 핵종 및 화학종 

특성 규명 연구, 복합요소를 고려한 종합평가 등 6개의 분야로 나누어 수행되었

다. 각 분야에 대한 연구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성 평가용 입력인자 생산

   본 연구과제는 시스템형 대 과제인 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결과는 대과제 목표로 제시된 “심지층 처분개념 설정 및 안

전성 평가 방안 정립”에 직접 활용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처분장의 성능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핵종 관련 입력인자를 제공하는 것이 본 과제의 중

요한 목적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험적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안전성 평가용 입력인자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된 핵종 관

련 입력인자들 및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핵종 확산계수

     - 국내산 화강암에 대한 비수착성 핵종(Eosine, Cl
-
)과 수착성 핵종(U, Th, 

       Eu)의 확산계수 측정

     - 관통확산 모델 정립 및 조건변화에 따른 확산계수 변화 규명

  ◦ 핵종 수착계수

     - 환원조건 유지를 위한 로브 박스 설치 및 환원조건 시험

     - 약한 환원 조건 및 강한 환원조건에서 국내 화강암과 광물에 대한 핵종 

       수착계수 측정

     - 연구소 부지내 시추공으로부터 채취한 화강암 및 지하수를 이용한 핵종 

       수착계수 측정 

     - 웹 기반 수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국내 생산자료 입력

  ◦ 지화학반응 열역학 데이터

     - 고준위 핵종들(Am. Th, U, Np, Pu 등)에 대한 수용성 반응정보 

     - 악티나이드 침전물 형태 및 반응데이터

  ◦ 침전 및 용해도

     - 국내 심부지하수에서 핵종(U, Am, Th, Np, Pu)들의 용해도 및 화학종



       특성 

     - 지하수 조건 변화에 따른 악티나이드 핵종 용해도 민감도 분석(추가)

2. 수착특성 및 메커니즘 규명

   

   국내산 화강암 시료의 광물 조성 및 고준위 핵종들의 수착 특성을 칼럼 및 

회분식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아울러 다양한 실험 조건과 지화학적 변

수들의 향을 고찰하고 평형론적 및 속도론적 수착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함으로써 수착현상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와 현상 규명을 통해 수착현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감소하고자 하 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착특성

     - 분쇄 화강암 칼럼에서 U(VI) 이동 특성 규명

     - 지화학 조건(pH, Eh, 탄산이온 농도 등) 변화에 따른 핵종별, 광물별 

       수착 특성 규명

  ◦ 물리, 전기화학적 변수 향 분석

     - 분쇄화강암 칼럼 및 회분식 실험을 통한 온도, 유량, pH, 탄산농도 향

       분석

  ◦ 암석조성 및 균열표면 특성 향 규명

     - 화학추출법 및 XRD를 이용한 화강암 구성광물의 우라늄 수착 향 분석

     - 분광학적 및 현미경학적 방법을 이용한 화강암 구성광물의 우라늄 수착 

       향 분석

  ◦ 속도론적 및 평형론적 메커니즘 규명

     - 국내 화강암 암석 조성 맟 균열 표면 특성 분석

     - 산화환경에서 화강암 표면 형태(분쇄입자, 모암표면, 균열표면 등)에 따른 

       핵종들(U, Th, Eu)의 수착계수 Kd 및 Ka 결정

     - 지화학적 조건(pH, 이온강도, 탄산염 농도 등) 변화에 따른 속도론적 및 

       평형론적 수착 메커니즘 규명

     - Ka 및 Kd의 상관관계 해석

3. 암반 균열에서 핵종 이동 연구

   균열 암반을 통한 핵종이동 현상 해석을 위해 1m 규모의 국내상 자연 균열 



암반을 이용한 다양한 핵종 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 먼저 균열 암반의 흐름 특

성을 규명하기 위해 비수착성 핵종들을 사용하 고 이 후에 악틴족을 포함하는 

수착성 핵종을 사용하여 이동 실험을 수행하고, 암반 공극으로의 확산 특성 및 

Variable aperture channel model의 적용성 등을 검증하 다. 이러한 대규모 연구

를 통해 암반 균열을 통한 핵종 이동의 기본 현상을 이해하고, 실험실적 해석으

로부터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규명하고 감소시키고자 노력하 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m 규모 국산 균열 화강암을 이용한 핵종 이동 실험

  ◦ 음이온(Br-, Cl-) 및 비수착성 핵종(THO, Eosine, Dye)을 이용한 지하수 

     흐름 특성 분석

  ◦ 수착성 핵종(Sr
2+
, Cu

2+
, Co

2+
, Cs

+
, UO2

2+
, Th

4+
, Eu

3+
)이동 특성 분석

  ◦ Variable aperture channel model의 적용성 검증

  ◦ 암반 공극 내로의 확산 향 평가

4. 콜로이드 생성 및 이동 특성

   나노 크기와 ppt 수준의 농도를 가진 콜로이드 입자들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최신의 기술인 Laser-Induced Breakdown Detection(LIBD)를 이

용한 콜로이드 특성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자력연구소 부지

내에서 채취한 지하수의 콜로이드 특성을 분석하 다. 아울러 처분장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벤토나이트로부터 발생가능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와 고준위 방사성 

핵종과의 반응 특성을 다양한 지화학적 조건하에서 분석하 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Laser 기술을 이용한 자연콜로이드 특성(농도 및 크기) 분석 방법 개발

     - Laser-Induced Breakdown Detection(LIBD)를 이용한 콜로이드 특성 

       분석 방법론 개발 

     - 연구소 부지 내 지하수 콜로이드 특성 분석

  ◦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고준위 핵종과의 반응 특성 분석

     - U(VI), Th(IV), Eu(III)과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반응 특성 분석 및 

       수착계수(또는 의사콜로이드 형성 상수) 결정 

     - pH, 이온강도 등 지화학적 변수 향 규명

   



5. 심지층 핵종 화학종 특성 규명연구

   심지층 처분조건 하에서 고준위 핵종들의 화학적 거동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는 처분장 안전성 평가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분야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과제

에서는 고준위 핵종의 지화학적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 1단계에서 자체 개발한 

MUGREM 코드의 성능 개선을 통해 코드를 최적화하고 수정된 코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지화학적 조건에서 핵종의 분배계수 및 고농도 전해질 조건에서의 핵종 

용해도를 분석하 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화학모델 적용 및 최적화를 통한 MUGREM 수정 

     - SPM 모델 적용

     - SIT 모델 적용

  ◦ Pitzer Equation 파라미터의 실험적 도출

     - U, Eu, Th, Nd에 대한 Pitzer 방정식 파라미터의 실험적 측정

     - 고농도 전해용액에서 활동도 계수 예측법 개발

  ◦ 산화/환원 조건 변화시 핵종거동 특성

     - pH, Eh, 탄산농도 변화에 따른 U, Np, Pu의 흡착 분배계수 예측

  

6. 복합요소를 고려한 종합평가

   실제 처분장은 10만년 이상의 장시간 동안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지화학적 조건 및 지하매질의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핵종거동을 해석하는 것이 

처분 안전성 평가의 불확실성 저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지하 광물의 용해/광물화와 같은 장기적인 현상이 핵종 이동에 

미치는 향을 다양한 방법으로 규명하고 지하수, 광물, 화학환경, 시간 등 복합

요소를 고려한 종합평가를 하고자 하 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물전이에 의한 핵종 흡착현상

  ◦ 암반의 용해 및 광물화에 따른 핵종거동 특성

     - 자연매질의 용해 및 광물화에 대한 우라늄의 재분배 및 화학종 규명

     - 지하수 화학, pH, Eh 등을 고려한 지화학적 해석

  ◦ 산화/환원 조건 하에서 용해/광물화 이동특성

     - 자연매질에서 용해/광물화에 의한 우라늄의 이동현상 규명

     - 자연에서 장기 효과를 고려한 지화학적 해석



  ◦ 복합요소를 고려한 종합평가

      - 지하수, 광물, 화학환경, 시간을 고려한 실험 결과 종합 평가

Ⅳ. 연구개발결과

1. 안전성 평가용 입력인자 생산

   심부 지하환경인 환원조건을 모사하기 위해 로브 박스를 설치하고 고순도 

질소가스를 채우거나 가스 정제 시스템을 가동시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배제시

켰다. 그리고 로브 박스내에서는 환원제인 Na2S2O4용액을 수착전 용액에 첨가

하여 Eh를 -360∼-500mV로 조절하 다. 수착실험을 용액의 pH를 변화시키면서 

회분식으로 수행한 결과, 광물에 대한 우라늄과 유로퓸 수착의 경우는 Kd  값이 

0.1과 1145 L/g 사이의 값으로 분포하 다. pH가 증가하면서 Kd  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캐올리나이트 보다 침철석이 높은 Kd 값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

다. 화강암에 대한 Kd  값은 유로퓸이 우라늄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우라늄

의 경우 탄산이온의 향이 크게 나타났다. 연구소 부지 내 시추공에서 채취한 

심부 화강암(약 500m)의 주요 구성광물은 석 , 장석, 백운모이 으며 지하수에

는 Na
+
, SiO2, HCO3

-
, CO3

2-
와 F

-
가 주요 이온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화강암과 

천연지하수에서의 U, Th, Eu, Co, Cs, Sr과 I의 분배계수를 살펴보면, Eu의 경우

는 가장 높은 값인 49∼173ml/g가 얻어졌으며, 그 다음은 Cs이며 그 다음은 Th, 

Co, Sr이 비슷한 값이었으며 U의 경우는 1.7∼7.2ml/g의 값이었다. 그리고 I는 

수착계수를 얻을 수 없었다. 한편 기존의 수착 테이터베이스를 여러 사람이 데이

터를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윕

-버전 테이터베이스를 개발하 다. 그리고 국내조건에서 실험으로 얻어진 자료를 

추가 입력하 다.

  국내 화강암 박편을 사용한 관통확산 실험을 통해 얻은 Cl
-
, eosine, U. Th, 

Eu의 확산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Cl-는 에오신보다 높은 확산계수( Da)를 나타냈

고 U, Th, Eu는 산성조건과 알칼리 조건에서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U

은 알칼리조건에서 높은 값을, Eu는 산성조건에서 높은 값을 나타났는데 이는 

pH에 따른 핵종의 화학종변화에 기인한다.

  국내 고준위폐기물 처분 안전성평가를 위한 주요 악틴족 핵종의 열역학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와 최근 

문헌으로부터 Am, Th, U, Np, Pu의 반응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 다. 그리고 데

이터의 비교, 검토와 전문가 판단을 거쳐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반응 데이

터를 선정하 다.

  국내 심부 지하수 조건에서 악틴족의 용해도를 결정하는 침전물은 Am의 경우 

AmOHCO3(s) 또는 Am(OH)3(s)이며, U은 soddyite 또는 UO2(am), Np는 

Np(OH)4(am), Pu는 Pu(OH)4(am)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용액중의 화학종

은 Am(OH)2
+
, Am(CO3)2

-
, UO2(OH)3

-
, UO2(CO3)3

4-
, Np(OH)4(aq), Np(OH)3CO3

-
, 

Pu(OH)4(aq), Pu(OH)3CO3
-
 이었다. 이와 같이 용액중의 탄산이온이 착물을 가장 

잘 형성하므로 용해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그리고 pH, Eh와 탄산농

도의 변화에 따른 Am, U, Th, Np, Pu의 용해도의 민감도도 조사하 다. 지하수

의 pH, Eh와 탄산농도는 악틴족 핵종의 용해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성 

값이며 이 값들은 지하수 유동에 따라 변하므로 악틴족의 용해도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게 된다. 그러므로 처분 안전성평가에서는 보수적으로 각 핵종에 대해 얻

어진 최대값을 용해도 한계값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2. 수착특성 및 메커니즘 규명

   우라늄 및 유로퓸의 화학종 및 침전 반응 특성을 glove-box 등을 이용하여 

호기 및 혐기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 결과를 지화학 코드인  

MINTEQA2의 계산결과와 비교하 다. 우라늄과 유로퓸의 경우 CO2 조건에 따

라 용액 중 화학종과 침전물의 형태 및 침전 정도가 상당히 달라짐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다양한 광물들에 대한 실험 결과, 다양한 CO2 조건 및 pH 등의 지화

학적 조건이 핵종 수착 특성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고, 아울러 고준위 핵종의 수착 특성은 지화학적 조건에 따른 핵종들의 화학종의 

변화 등에 매우 민감하게 의존함을 확인하 다. 따라서 이들 고준위 핵종들의 수

착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적 접근 및 분석 방법 등을 이용할 필

요가 있다고 하겠다.

  물리화학적 변수들의 향 규명을 위한 국내산 분쇄화강암을 이용한 우라늄

(Ⅵ) 흡착과 이동 연구를 수행하여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온

도의 향을 살펴보면 회분식 방법으로 얻어진 수착계수 Kd는 온도에 따라 증

가했다. 그리고 분쇄화강암 칼럼에서의 우라늄 이동실험에서는 온도가 높아질수



록 우라늄의 평균체류시간은 커졌으며 회분식 실험에 의해서 얻어진 온도효과와 

일치하 다. 우라늄 이동 모델링은 크로마토그래피의 단수이론(plate theory)으로 

수행되어졌으며, 평형이동모델(equilibrium transport model)보다는 속도론적 이

동모델(kinetic transport model)이 실험 데이터와 잘 일치하 다. 또 우라늄 이동

실험에서 유량이 작아지면 우라늄이 흡착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칼

럼 Kd  값이 커졌다. 동일 pH에서 칼럼실험으로 얻어진 Kd는 회분식 방법으로 

얻어진 Kd보다 컸다. 이 결과는 안전성 평가 시 회분식 방법으로 구한 Kd를 사

용하는 것이 더 보수적인 결과를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채취한 화강암의 모암은 주로 석 , 사장석, K-장석, 흑운모, 각섬석, 

스친, 불투명광물 및 소량의 녹니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균열표면은 조암광

물로서 석 , 사장석, K-장석, 흑운모 등과 부구성광물로 방해석, 침철석/적철석, 

백운모, 할로이사이트, 파이로필라이트, 녹니석, 스멕타이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

음을 확인하 다. 연속화학추출법과 XRD를 이용한 화강암 구성광물들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기여도 평가 및 EPMA를 이용한 화강암 모암표면 및 균열표면에 

대한 X-선 상 분석(X-ray mapping) 결과, 모암의 경우 우라늄은 주로 운모류

(micas)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균열표면의 경우엔 녹니석

(chlorite)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균열 충진물질의 주성분이

자 화강암 모암의 풍화에 의해 생성된 녹니석은 소량 존재 시에도 우라늄 수착

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강암 표면에서 각 구성 광물들이 광물 

함량과 수착능의 곱만큼 우라늄 수착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종의 우세한 

광물이 지배적으로 기여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울러 화강암-녹니석 복

합광물계에 대한 우라늄 수착 실험의 결과, 혼합 복합광물의 경우엔 단일광물계

와는 다른 차원에서 수착 거동을 해석해야 함을 확인하 다.

   국내에서 채취한 분쇄화강암, 화강암 모암표면 및 균열표면 등을 대상으로 평

형론적, 속도론적인 연구를 수행하 다. 이러한 실험적 연구의 결과 U(VI), 

Th(IV), Eu(II)와 같은 고준위 핵종들의 화강암에 대한 수착은 표면 형태, pH, 

탄산염 농도, 접촉 시간 등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용액의 이온강도

에는 거의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강암 균열표면은 모암표면에 비

해 수착능이 뛰어난 2차광물이나 점토광물 등을 더 많이 함유하는 관계로 더 높

은 수착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균열표면의 표면적 향은 거의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준위 핵종들의 수착거동은 물리적 향보다는 화

학적 향에 더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3. 암반 균열에서 핵종 이동 연구

   국내산 자연균열을 지닌 화강암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 우선 비수착성 추적자

들에 대해 살펴보면 음이온의 경우, 암반균열 내부가 음이온을 띠므로 음이온 추

적자가 음이온 배제효과로 암반내 확산이나 균열내 분산효과가 거의 없이 가장 

빨리 이동하 다. 고분자 유기염료의 경우, 큰 분자크기로 인해 또한 암반공극내

로 확산효과가 거의 없었으며, 음이온에 대해 상대적인 분산효과가 있었다. THO

는 암반공극내로 확산이 상당히 일어나 상대적으로 이동이 지연되고 회수율도 

83％ 수준이 다. 수착성 핵종의 경우 유출곡선으로부터 구한 지연인자 값을 회

분식 측정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회분식으로 측정한 값이 훨씬 큰데, 이는 0.2㎖

/min 유속의 이동실험의 경우 수착 평형 관계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여겨

진다. 또 비가역적 수착성이 클수록 이 오차는 컸다. Cs의 경우는 대부분이 암반

균열표면에 수착하고 출구로 빠져나오지 않았다. U, Th, Eu 세 핵종의 경우, 약 

2% 정도가 유출예측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하 고 나머지는 계속 암반표면

에 고착되어 잔존하 다. 이들 세 핵종은 지화학조건에 따라 복잡한 화학종을 가

지며 수착특성도 바뀌는데, 이중 일부가 복합물을 형성해 콜로이드 형태로 이동

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콜로이드 생성 및 이동 특성

   최근에 개발된 LIBD 방법을 AsymFFFF 및 ICP-MS 등과 결합하여 다양한 

측정을 통해 국내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 내에서 채취한 지하수 콜로이드들의  

큭성을 분석한 결과 농도는 약 290ppb 정도이며 크기는 20nm에서 <100nm 사이

의 작은 분율 입자들은 100nm에서 450nm 사이의 큰 입자 분율 등 두 가지 종류

의 분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아울러 작은 분율의 입자들은 주로 Sr과 

결합된 방해석(calcite) 계열의 입자들이고, 큰 분율의 입자들은 주로 

aluminoslicate 및 철산화물 계열의 입자들임을 확인하 다. LIBD는 매우 낮은 

농도(ppt 범위까지) 및 매우 작은 크기(수 nm 범위까지)의 콜로이드를 측정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분석 방법으로 악티나이드 콜로이드의 형성 및 특성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자연 콜로이드의 특성 분석에 매우 유용함이 입

증되었다. 

  아울러 국산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에 대한 우라늄(VI), 토륨(IV), 유로퓸(III)에 

대한 수착실험을 수행하 고, 수착계수(또는 의사콜로이드 형성상수)를 구하 다. 

이들 콜로이드에 수착계수는 일반 점토 입자들에 대한 수착계수보다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수착에 필요한 보다 

큰 표면적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핵종에 대한 공시험을 수행

하여 수착반응 용기 벽면에 의해, 침전에 의해, 한외여과 또는 콜로이드 형성에 

의해 손실된 우라늄 양을 평가하 다. 또 Th(IV)의 경우엔 콜로이드의 형성에 

의한 용액으로부터의 토륨농도의 감소를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Th(IV)와 Eu(III)의 경우엔 용해도 한계에 의한 실험수행 상의 어려움이 해서 이

들 핵종에 대한 결과는 많은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고준위 핵

종을 이용한 실험에서 보다 정확한 자료획득을 위해서는 이들 핵종들의 실험이

나 취급을 위한 시설이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된다.

5. 심지층 핵종 화학종 특성 규명연구  

   1 단계에서 개발된 지화학 반응 해석용 컴퓨터 코드인 MUGREM Ver 1.0 

(1999) 및 Ver 2.0 (2000)의 적용성 향상과 추가적 기능보강을 위해 고농도 조건

에서 표면흡착을 모사할 수 있는 SPM(Surface Precipitation Model)과 고농도 전

해질 용액에서 활동도계수를 예측할 수 있는 SIT(Specific Interaction Theory) 

방정식이 추가로 도입되어 수정되었다. 수정된 코드는 EQ3/6 코드와 비교계산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각각 MUGREM-SPM, MUGREM-SIT의 version으로 등록되

었다. 

  또한 MUGREM을 이용하여 Eh, pH 및 탄산농도 조건에 따른 U, Np, Pu의 지

하매질에 대한 분배계수를 정성적으로 평가하 다. 변수의 변화 범위는 자연상태

의 지하수에서 자주 관찰되는 pH= 3~10, Eh= -0.4~0.4V, 탄산농도=10
-5
~10

-1
M 

이었다. U, Np, Pu의 분배계수는 모두 환원분위기로 갈수록 증가하 다. 특히 

Pu의 경우 환원분위기에서의 분배계수는 다른 핵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컸

다. 이로부터 현재 예비 안정성 평가에서 자주 적용되는 분배계수는 산화상태에

서 주로 측정된 값이긴 하나 보수적 관점에서는 환원분위기를 유지하는 지하 처

분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시 사용되어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고전해질 용액에서의 주요 핵종의 활동도계수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링과 

Pitzer 상수를 실험적으로 구하 다. 얻어진 Pitzer 상수는 특정 전해질의 활동도

계수를 구하는 목적으로 곧바로 사용될 수 있으며 구하여진 활동도계수는 전해

질의 용해도 및 용액의 증기압 등을 구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Pitzer 모델은 

이온농도의 매우 넓은 구간에 걸쳐 용액내의 전해질의 거동을 매우 상세하고도 

정확한 예측할 수 있으므로 고농도 전해질이 존재하는 시스템의 사실적 해석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6. 복합요소를 고려한 종합평가

   악틴족 핵종 이동 자연유사 연구에서 광물학 및 분광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천연 우라늄광 지역에서 풍화에 따른 2차 광물의 생성 및 이와 관련된 우라늄 

핵종 거동의 변화를 조사, 확인하 다. 지하 매질(암석, 광물)은 지하수의 유입에 

따라 풍화가 진행되면서 물리적으로 조직이 열화되고 화학적으로는 변질작용을 

받아 2차 광물을 생성하게 된다.       

  연구지역인 쿵가라 우라늄 광상에서는 특히 녹니석의 풍화가 우라늄의 재분포

에 큰 향을 주었다. 석 -녹니석-휘석의 풍화토에서 우라늄은 주로 살레이아

이트 (saleeite)라는 함 우라늄 인산염 광물과 수반되어 나타나 우라늄 광체-지하

수 반응에 의해 용출된 우라늄이 지하수를 따라 이동하면서 주변 광화대에서 인

회석을 치환하면서 생긴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함 우라늄 광물인 살레이아이

트는 녹니석의 풍화로부터 생성된 침철석에도 미세한 인산염 형태로 공존하고 

있으며, 전자현미분석 및 분광학적 분석 결과 우라늄은 풍화작용에 의해 생성된 

철 함유 광물에 수반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우라늄광 광화대의 토양에서 우라늄

은 함 우라늄 인산염 광물의 형성이나 산화철 광물에의 수착/침전을 통해 산화

철 광물과 함께 나타나고 있어 산화철 광물이나 인산염 광물이 자연계에서 우라

늄의 이동을 지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본 자연유사 연구를 통해 연구지역인 천연 우라늄광에서 지하수의 유입과 함

께 풍화의 결과로서 우라늄광으로부터 핵종 (우라늄)의 용해, 지하수를 통한 핵

종의 이동 및 이동 중 2차 광물에의 수착, 침전 등을 통한 핵종의 지계내 지연 

현상 등을 확인하고 핵종의 이동 및 지연에 관한 메커니즘을 밝혀냈다. 즉, 지하

수-암석 간의 반응이 장기적으로 지질 매체에 많은 향을 주어 우라늄의 이동 

및 재분포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나아가 방



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부터의 악틴족 원소 이동 및 지연현상을 예측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연구들이 시간

적 한계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질학적으로 오랜 미래에 발생할 일을 평가하

거나 예측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실제 자연계에서 핵종의 이동, 지연 등 지구화

학적 반응은 매우 느린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자연유사를 통

한 연구 결과를 자연계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과제는 시스템형 대 과제인 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추

진되어 왔으며 그 결과는 대과제 목표로 제시된 “심지층 처분개념 설정 및 안전성 

평가 방안 정립”에 직접 활용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과제는 고준위폐기물 처

분 종합 안정성 평가 관련 자료생산, 평가 및 자료의 D/B 구축, 또한 핵종이동의 

지화학적 특성파악 및 실험적 검증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과제의 

연구결과는 타 세부과제와 연계/종합되어 국가차원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정책 수

립을 위한 기술검토 자료로써 직접 활용가능하며, 국내 고준위폐기물 처분정책 

결정의 판단 근거가 되는 종합안정성평가서 작성에 직접 활용될 것이다.

  연구결과로 생산된 악티나이드 용해도, 열역학데이터, 수착데이터 베이스 등은 

환경 향평가나 P&T를 포함한 후행핵연료주기 기술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이다. 상용 지화학코드에 비하여 수정/보완이 가능한 매우 유용한 

지화학 코드인  MUGREM을 자체 개발하여 등록을 마쳤으며, 웹 버전(Web 

version)으로 개발된 핵종수착 데어터베이스(SDB-21c)는 이미 호주에 기술이전 

되어 선진 외국에서도 관심이 높아 그  활용성이 기대되는 우수한 결과라 판단

된다. 특히 EPR, LIBD, 입도분석기 등을 활용한 분석기술은 연구소 내 유관 부

서 및 관련 타 분야에 기술 지원이 되고 있다.

  아울러 수착 메카니즘 규명 연구 결과 및 점토광물을 이용한 실험결과 등은 

다른 산업 및 일반 폐기물 분야에도 활용성이 기대되며 지수과학 분야에도 활용

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전/원자력환경기술원 주도로 수행중인 중저준

위폐기물 처분사업의 안전성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며, 현상규명을 위한 실

험적 방법론이 평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술 이전될 수 있다.



SUMMARY

I. Project Title

   Radionuclide Behavior at Underground Environment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n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ollowing studies should be 

carried out ahead of an actual project for a future radioactive waste disposal: 

1) evaluation of  domestic geological environment, 2) evalu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a disposal site, 3) evaluation of the disposal system, and 4) 

analysis of radionuclides release phenomena. In general, ahead time of about 

20 years for these studies is normally required, which has also been the case 

for other advanced countries. Thus a systematic approach based upon 

government policy is necessary for the expansion of technical man-power and 

the sustained long-term investment. The present study on the Radionuclide 

Behavior at Underground Environment is a necessary project to experimentally 

investigate the migration phenomena of radionuclides in the subsurface 

environment, to obtain radionuclides migration data necessary for the safety 

assessment, an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safety assessment.

  Therefore, the final goal of this project is evaluation of nuclide behavior and 

nuclide speciation in deep geological environment.  The main sub-goals of this 

project to accomplish the final goals are 

  ◦ to produce and evaluate the data required for the total safety 

     assessments of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 to construct a data-base for the pertinent data sets, and

  ◦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assessment methods through 

     characterization of the geochemical processes and experimental validation 

     of the radionuclide migration phenomena. 



  The objectives of the second step of this project which have been 

performed last three years(Apr. 1, 2000 ~ Mar. 31, 2003) are as follows:

  ◦ to produce and evaluate the data required for the total safety 

     assessments of a reference disposal system

     - diffusion coefficients of nuclides(U, Th, Eu)

     -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nuclides(U, Th, Eu) in a reducing 

environment

     - thermodynamic data of nuclides(U, Am. Np, Th, Pu) for geochemical 

       reactions

  ◦ to predict and experimentally validate the sorption and migration of 

     nuclides in oxic and reducing environments

     - characterization of the nuclide sorption properties and mechanisms 

       in oxic and reducing environments

     - nuclide sorption and migration in a large block.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project is composed of 6 sub-subjects; 1) data production required 

for safety assessments, 2) sorption properties and mechanisms, 3) nuclide 

migration in the fractured rock, 4) 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5) nuclide 

speciation in deep geological environments, and 6) total evaluation of 

geochemical behaviors considering multi-factors. The scopes of the 6 

sub-subjects are as follows.

1. Data production required for safety assessments

  o Distribution coefficient

    - Glove-box installation and its test operation to maintain anoxic 

      condition

    - Measurement of distribution coefficient of nuclides on minerals/granite 

      under weak and strong anoxic conditions



    - Measurement of distribution coefficient of nuclides using a domestic  

      granite and groundwater sampled from the KAERI site

    - Development of web-based sorption database and extension of database 

      by inclusion of domestically produced data

  ◦ Diffusion coefficients of nuclides

     - Measurements of diffusion coefficients of nonsorbing tracers(Eosine, 

       Cl
-
) and sorbing tracers (U, Th, Eu) for domestic granite

     - Establishments of a through-diffusion model and computer program

     - Study on the diffusivity variation according to geochemical conditions

  ◦ Thermodynamic data of actinides

     - Aqueous reaction constant of actinides, Am. Th, U, Np, and Pu 

     - Dissolution/precipitation solubility product of actindes solids

     - SIT interaction parameter

  ◦ Precipitation and solubility

     - Speciation and solubility of U, Am, Np, and Pu in domestic deep

       groundwater conditions 

     - Sensitivity analysis of actinides solubility on groundwater composition  

2. Sorption properties and mechanisms

   A study on the mineralogical compositions and sorption properties of 

high-level radionuclides for domestic granite has been performed using batch 

and column methods. We intended to reduce the uncertainties related with the 

sorption phenomena by understanding and characterizing the sorption 

phenomena. This intention was accomplished by the studies both on the 

effect of various geochemical parameters and experimental conditions and on 

the equilibrium and kinetic sorption mechanisms. The detailed scope and 

contents are as follows:

  ◦ Sorption properties

     - characterization of uranium migration in a crushed granite column

     - characterization of radionuclides sorption on various minerals according 

       to geochemical conditions(pH, Eh, carbonate concentration etc.)



  ◦ Studies on the effects of physical and electrochemical parameters

     - effects of temperature, flow rate, and pH on uranium migration by 

       crushed granite column and batch experiments

  ◦ Studies on the effects of rock composition and fracture surfaces

     - analysis on the contribution of constituent minerals of granite to the 

       sorption of uranium by chemical extraction and XRD

     - analysis on the contribution of constituent minerals of granite to the 

       sorption of uranium by spectroscopic and microscopic methods 

  ◦ Investigation on kinetic and equilibrium mechanisms  

     - investigation on the rock composition of domestic granite and the 

       properties of fracture surfaces

    - determination of distribution coefficients Kd  and Ka  for 

      radionuclides(U, Th, Eu) according to the surface types of granite 

      in an oxic conditions

    - analysis on the equilibrium and kinetic sorption mechanisms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geochemical conditions(pH, ionic strength, carbonate 

      concentration etc.)

    -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d  and Ka

3. Nuclide migration in the fractured rock

   Migration experiments of contaminants through a natural fracture of 

granite were carried out to understand contaminants transport in deep 

underground. The scale of rock fracture was 1m. In order to observe the 

migration characteristics, various kinds of tracers were used according to 

their chemical properties. Non-sorbing tracers were used for characterizing 

hydraulic properties as well as examining effects of matrix diffusion. While 

sorbing tracers were tested not only for the validation of the batch Kd

concept and the migration model, but also for minimizing uncertainties in the 

migration process. The study items are as follows:

  ◦ Migration experiments of nuclides through a natural fractured granite of 



     1 m scale.

  ◦ Hydraulic characterization in the flow field using anions (Br
-
, Cl

-
) and 

     nonsorbing tracers (THO, Eosine, Dye)

  ◦ Migration properties of sorbing tracers(Sr
2+
, Cu

2+
, Co

2+
, Cs

+
, UO2

2+
, Th

4+
, 

     Eu
3+
)

  ◦ Applicability of the variable aperture channel model

  ◦ Effect of diffusion of nuclides through the rock mass

4. 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We developed a methodology for characterizing colloidal particles using the 

LIBD(Laser-Induced Breakdown Detection), which is recently developed and 

can analyze the properties of colloidal particles with nano-size and ppt level. 

We applied this method to the domestic groundwater colloids sampled from a 

borehole located within the region of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ndwater colloid. We also 

investigated the reaction properties of high-level radionuclides with a 

bentonite colloid which can be generated from a buffer material in various 

geochemical conditions. The detailed scopes and contents are as follows:

  ◦ Method development for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natural colloids 

     such as concentration and size using a laser technique

     - development of methodology for characterizing colloidal particles using 

       the LIBD(Laser-Induced Breakdown Detection)

     - analysis on the groundwater colloids sampled from a borehole located 

       within the region of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 Investigation on the reaction properties of high-level radionuclides with 

     bentonite colloids 

     - characterization of the sorption reactions of U(VI), Th(IV), and Eu(III) 

       with bentonite colloids and determination of the sorption coefficients(or 

       pseudo-colloid formation constants)

     - investigation on the effects of geochemical parameters such as pH and 

       ionic strength



5. Nuclide behavior characteristics in deep geological environments

  ◦ Improvement and optimization of MUGREM by application of new 

     models

     - SPM(Surface Precipitation Model)

     - SIT(Specific Interaction Theory)

  ◦ Experimental determination of Pitzer's parameters

     - Modeling of activity coefficient of ions in high concentrated

       electrolytes solution

     - Measurement of Pitzer's parameters for U, Eu, Th and Nd

   ◦ Estimation of distribution coefficient of U, Np, and Pu as function of 

      pH, Eh and carbonate concentration by MUGREM

6. Total evaluation of geochemical behaviors considering multi-factors

   Th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should maintain the stability 

for long time over 10,000 years. An analysis on the long-term behaviors of 

radionuclides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geochemical and geological 

conditions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the uncertainties related with 

disposal safety assessments. Therefore, in this project,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long-term phenomena such as dissolution and mineralization on the 

nuclide migration with various methods. Besides, we intend to totally evaluate 

the migration process by considering multi-factors such as groundwater, 

minerals, geochemical conditions, and time. The detailed contents are as 

follows:

  ◦ Nuclide sorption phenomena by mineral transformation 

  ◦ Characteristics of nuclide behaviors according to rock dissolution and 

     mineralization

     - Uranium speciation and redistribution by dissolution and mineralization 

       of natural geomedia

     - Geochemical analysis considering groundwater chemistry, pH, and Eh

  ◦ Nuclide migration properties by dissolution and mineralization in oxic 



     and reducing conditions

     - Characterization of uranium migration phenomena by dissolution and 

       mineralization in natural geomedia

     - Geochemical analysis considering long-term effects in the nature

  ◦ Total evaluation considering multi-factors

      - Total evaluation of experimental results considering groundwater, 

        mineral, chemical environment, and time

IV. Results of the Project

1. Data production required for the safety assessments

   The glove-box filled with high-purity N2 gas was installed to simulate 

underground anoxic conditions. Trace amount of O2 and CO2 remained in the 

glove-box was removed by a gas purification system. The reducing agent of 

Na2S2O4 was added to the nuclide solution to adjust the solution Eh. The 

solution Eh was between -360mV and -500mV. From the results of 

batch-wise sorption experiments on minerals, the values of Kd  for U and Eu 

varied between 0.1 and 1145 L/g. The values of Kd  increased with increasing 

pH. The values of Kd  on goethite are higher than those on kaolinite. In the 

case of the sorption on granite, the values of Kd  for Eu are higher than 

those for U. The values of Kd  for U decreased rapidly as the carbonate 

concentration increased. The major mineral components of the granite sampled 

from the KAERI site were quartz, feldspar, and muscovite. The major ions of 

the groundwater were Na
+
, SiO2, HCO3

-
, CO3

2-
 and F

-
. From the results of 

sorption experiments of U, Th, Eu, Co, Cs, Sr, and I using field granite and 

groundwater, the priority of Kd  was in the case of Eu>Cs>Th, Co, Sr>U>I. 

The values of Kd  for Eu and U were 49-173 and 1.7-7.2 ml/g, respectively. 

For the improvement of the sorption database (SDB-21C), the web version of 

the database was developed, which has multi-access function to input and 

search the data. The new domestic sorption data were included to the 



database additionally.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rough-diffusion using granite coupon and 

nuclides such as Cl
-
, eosine, U, Th, and Eu showed that the diffusion 

coefficient of Cl
-
 was higher than that of eosine. The diffusion coefficients of 

U, Th, Eu were varied with the pH of solutions. In the case of U, the 

diffusion coefficient( Da) in the alkaline condition was higher than that in 

acidic condition. The results of Eu was quite versa. This may be due to the 

change of major species.

  By a joint study with FZK/INE, Germany, the best values of the formation 

constant and solubility product of major actinides, Am, Th, U, Np and Pu 

were selected through a peer review of the existing thermodynamic databases  

and some recent literatures. The selected thermodynamic data are complied 

for use at 25
o
C and zero ionic strength. Some were estimated by the 

electrostatic approach due to the lack of experimental data.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esent database, like any other chemical 

thermodynamic database, would no more than represent a survey of what is 

known at the present time. Therefore, it should be continuously updated to 

more precise values, based on new experimental evidence and recent results. 

  From the solubility calculation of actinides for domestic underground water 

condition, the precipitates determining the solubility appeared to be 

AmOHCO3(s) or Am(OH)3(s), soddyite or UO2(am), Np(OH)4(am), and 

Pu(OH)4(am) in the case of Am, U, Np, and Pu, respectively. The 

predominant aqueous species calculated were Am(OH)2
+
, Am(CO3)2

-
, 

UO2(OH)3
-
, UO2(CO3)3

4-
, Np(OH)4(aq), Np(OH)3CO3

-
, Pu(OH)4(aq), 

Pu(OH)3CO3
-
. The results of this model speciation suggested that the 

carbonate ion as well as pH is key factor to control the solubility. In 

addition, the sensitivity of actinides solubility was analyzed by varying pH , 

Eh, and the concentration of carbonate ion. These variables are important to 

determine the solubility, but these are variable according to the groundwater 

pathway. It is, therefore, recommended to use as solubility limit the maximum 

value obtained within the parameter variation, considering the uncertainty of 

the measured groundwater composition.



2. Sorption properties and mechanisms

   Experiments for speciation and precipitation reactions of uranium and 

europium in aerobic and anaerobic conditions using glove-box have been 

carried out and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s were compared with calculation 

results by the geochemical code, MINTEQA2. For the uranium and europium, 

it was noticed that the speciation, the species of precipitates, and the amount 

of precipitation in aqueous solutions are greatly dependent on the conditions 

of CO2. Besides, it was noticed that the sorption properties of radionuclides 

are greatly influenced by the geochemical conditions such as CO2 conditions 

and pH and by the variation of the speciation of the high-level radionuclides 

according to the geochemical conditions. Thus, various analysis methods and 

experimental approaches may be necessary to characterize the sorption 

properties of high-level radionuclides. 

  The adsorption and transport characteristics of uranium (VI) by using a 

Korean crushed-granite were investigated to better identify the adsorption 

processes involved and to obtain suitable data for models describing the 

uranium transport in the granite. In order to obtain the batch Kd  and the 

breakthrough curve of uranium, experiments were conducted with both batch 

and column systems under the conditions of varying pH and temperature. 

Model prediction for the uranium transport was performed with the plate 

model of chromatography combined with two adsorption models: the 

equilibrium adsorption model and the kinetic adsorption model. The batch Kd  

was increased with temperature. This indicates that the uranium adsorption 

onto the granite is endothermic. The pH dependency of the Kd  showed a 

typical adsorption characteristic of actinides onto constituent mineral of 

geological media, which showed very strong adsorption in the range of pH 

6~7. The uranium transport data was well described by a linear kinetic 

transport model.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uranium adsorption process was 

time-dependent, rather than in equilibrium during the migration in the column. 

The Kd  values of uranium obtained from the column experiments were larger 



than the Kd  values obtained from the batch experiments at the same pH. 

This implicates that the Kd  values from obtained batch experiments are more 

conservative than the Kd  values from the column experiment in terms of 

safety assessment.

  Granite body sampled from a domestic site is mainly composed of quartz, 

plagioclase, K-feldspar, biotite, hornblende, sphenes, opaques, and small 

amount of chlorite. The natural fracture surface of granite is mainly 

composed of quartz, plagioclase, K-feldspar, and biotite as rock forming 

minerals, calcite, goethite/hematite, muscovite, halloysite, pyrophyllite, chlorite, 

smectite as subsidiary rock forming minerals. From the results of experiments 

for mineralogical contribution to the sorption of uranium on granite particles 

by sequential chemical extraction combined with XRD and from the X-ray 

mapping analysis on matrix surfaces and fracture surfaces using EPMA, it 

was found that uranium is mainly distributed on the micas in the case of 

matrix surfaces whereas uranium is mainly distributed on the chlorite in the 

case of fracture surfaces. Besides, it was revealed that chlorite, commonly 

generated by weathering processes of granite, dominates the uranium sorption 

on granite surfaces even in a trace amount. It was also noticed from the 

results of uranium sorption experiments on a granite-chlorite composite 

mineral system that the sorption behaviors of a nuclide in a composite 

mineral system should be described and understood differently with the 

sorption behaviors in single mineral systems.

  A kinetic and equilibrium sorption study has been performed for the 

domestic granite surfaces of crushed granite, machined fresh granite, granite 

with fracture surfaces. It was shown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that the 

sorption of high-level radionuclides such as U(VI), Th(IV), and Eu(III) are 

greatly dependent on surface type, pH, carbonate concentration, and contact 

time but nearly not dependent on ionic strength. It is also noticed that the 

sorption capacity of the fracture surfaces of granite was greater than that of 

the intact rock surfaces due to the higher mineralogical content of secondary 

minerals which were found to be excellent in nuclide sorption. However, the 

effect of surface area of the granite surfaces on the radionuclide sorption was 



found to be small.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sorption behavior of 

high-level radionuclides is more sensitive to the chemical effects than the 

physical effects.

3. Nuclide migration in the fractured rock

   The anions and polymeric organic dyes migrated faster than the tritium in 

the natural fracture and they were recovered almost 100% at the exit. While 

tritium was recovered only 83%. This phenomenon can be explained in two 

aspects. First, as the surface of the rock fracture is negatively charged, the 

anion could be expelled by the rock surface and thus does not have chemical 

interactions with the rock surface by the anion exclusion effect. Thus, anions 

move only through the main flow path with water. Second, as the ionic size 

of the polymeric organic dye is larger than cations by over 1000 times,   

eosine hardly diffuses into the rock matrix, but tritium diffuses easily into the 

rock pores. The sorbing tracers such as strontium, cobalt, & copper retarded 

less than expected with the batch sorption data. It seems that the migration 

system does not reached a fully equilibrium state in the flow rate of 0.2㎖

/min. While most of Cs fixed on the fracture surface and did not migrate out 

at the exit. In the case of U, Th, and Eu, about 2% of them migrated faster 

than expected, and the most portion of them bound and remained on the 

fracture surface. The fast moving portion of 2% seems as a colloidal 

transport in the form of chemical complex.

4. 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We have applied a recently developed LIBD method combined with 

AsymFFFF and ICP-MS to the characterization of groundwater colloids 

sampled from a borehole located i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nd obtained the result that the concentration was about 290ppb and the size  

was from 20nm to less than 100nm in the smaller fraction and from 100nm 

to 450nm in the larger fraction. It was found that the colloids in the smaller 



fraction are mainly calcite particles combined with Sr and colloids in larger 

fraction are aluminosilicates and Fe-oxides. LIBD is known as a powerful 

method to detect colloids in very low concentrations(to the ppt) and small 

size(to the nm range). LIBD has been proved to be a very useful tool in 

characterizing the formation of actinide colloids and their properties.

  Sorption experiments have been carried out in order to obtain distribution 

coefficients(or pseudo-colloid formation constants) of uranium(VI), 

thorium(IV), and europium(III) with a domestic bentonite colloid. The sorption 

coefficients of the radionuclides with the bentonite colloids were larger than 

those with clay mineral particles since colloids provide larger surface area  

necessary for radionuclide sorption. We also evaluated the amount of uranium 

lost by adsorption on reaction bottle walls, precipitation, and ultrafiltration or 

colloid formation by performing blank tests. In case of Th(IV), the loss of 

mass from solution by colloid formation was obviously noticed. However, the 

results for Th(IV) and Eu(III) involves some uncertainties since there were 

some problems in performing sorption experiments with Th(IV) and Eu(III) 

due to the solubility limit. Thus useful experimental and handling facilities are 

necessary for obtaining more accurate and reliable experimental data for these 

high-level radionuclides.

5. Nuclide speciation in deep geological environments

   In order to improve the applicability and function of a geochemical code 

MUGREM developed by KAERI during the first stage, the code has been 

modified by introducing two additional models, the SPM(surface precipitation 

model) that can simulate the surface adsorption under the high surface 

coverage and the SIT(specific interaction theory) that can predict the activity 

coefficient of species in concentrated-electrolyte solution. The modified 

MUGREM has been verified by the comparison with the calculation result 

obtained by EQ3/6 for the same geochemical problem, and officially registered 

to the version name of MUGREM-SPM and MUGREM-SIT.

  As a part of the application of MUGREM, the effects of pH, Eh and 



carbonate concentration on the distribution coefficient of U, Np, and Pu for 

goethite have been quantitatively investigated. The ranges of studied variables 

were pH of 3 to 10, Eh of -0.4 to 0.4V, and the carbonate concentration of 

10
-5
 to 10

-1
M. All the calculated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U, Np and Pu 

increase with decreasing Eh. Under the reducing condition, the distribution 

coefficient of Pu is much greater than that of other actinides. We can 

conclude that the distribution coefficient, which has been mostly obtained 

under the oxidizing condition, could be used in the safety assessment of the 

deep underground repository under reducing condition in the view point of 

conservatism.

  The Pitzer's parameters of Th, Nd, U, and Eu have been obtained from the 

isopiestic experiment. The obtained parameters can be used to calculate the 

activity coefficient, the solubility of electrolytes as well as the vapor pressure 

of solution. The Pitzer model can predict reliably the chemical behavior of 

electrolytes over a broad range of ionic strength from dilute solution to 

concentrated solution, and therefore must be very useful to study the 

long-term behavior of actinide ions in concentrated solution like seawater. 

6. Total evaluation of geochemical behaviors considering multi-factors

   Using mineralogical and spectroscopic analyses of saprolite samples 

collected from several boreholes at the Koongarra uranium deposit in the 

Alligator Rivers, Australia. We studied the formation(precipitation) of 

secondary minerals as a product of weathering, followed by the migration and 

retention of uranium, one of the most popular actinides in the geosphere. 

  The uranium rich host geomedia experienced severe mineralogical, chemical, 

and textural changes by weathering. The chlorite weathering has affected the 

uranium redistribution both microscopically and macroscopically. Uranium was 

released and transported from the orebody to surrounding area along 

groundwater flow pathways and subsequent reaction with groundwater took 

place under mildly oxidizing conditions. Electron microbe analyses on carefully 

prepared polished sections showed that uranium occurred as a large(several 



hundreds of micrometer) uranyl phosphate crystal(saleeite), that replaced 

apatite or was bound to Fe-oxide minerals. They occurred as a coating on 

quartz grains or as a disseminated or nodular form on clay minerals. 

  The EPMA/VIS/EPR studies suggest that possible main uranium 

retardation mechanisms are closely related to the formation of iron bearing 

minerals which have high affinity for uranium. The iron minerals are 

accumulated in fractures, micro-fissures and grain boundaries ubiquitous over 

the geosphere. The uranium bound to Fe-oxide minerals always accompanied 

P, which suggests that uranium exists as a microcrystal of uranyl phosphate. 

The uranium fixation(retardation) mechanisms are saleeite microcrystal 

coprecipitation and sorption to the iron minerals formed during weathering 

processes. 

  The groundwater-rock interactions affect host geomedia over long-time 

scale. And this alteration processes affect the uranium redistribution, and thus 

migration from the repositories. Many geochemical reactions take place very 

slowly in natural conditions(slow kinetics). The knowledge at the present time 

is not enough for assessing the same subject state long time later. 

Geochemical behavior of radionuclides around the repository is exactly the 

case. Geochemical system evolves very slowly, and geological barriers as well 

as radionuclides are changing to a more stable form with time. During these 

natural processes, changes in retardation mechanisms also accompanied with 

time. Redistribution of uranium at the Koongarra orebody demonstrated the 

related phenomena and the importance of long-term sight for performance 

assessment of high-level waste disposal. 

V. Application of the Project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as a sub-project of High-Level Waste 

Disposal Technology Development, which is aiming at establishment of a deep 

geologic disposal concept and safety assessment methodology. This study has 

been designed to provide the input data for safety assessment and to 

minimize the uncertainties of the process involved. The focused target are the 



production and evaluation of data for total safety assessment for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the establishment of their database for easy and 

efficient use, and better understanding of the geochemical phenomena involved 

in the migration of radionuclid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directly 

applied to the radiological safety assessment of a preliminary disposal concept 

as input data and background information. In the future, the result will be 

utilized as a technical background for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policy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together with the result of other 

sub-projects. 

  Actinide solubility, thermodynamic data, and sorption data base produced 

from this project can be usefully applied as a basic information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r back-end nuclear fuel techniques 

including P&T. The self-developed geochemical code MUGREM takes 

advantage of what be easily and immediately modified and upgraded when 

we need, comparing to the imported commercial code. In addition, the 

web-based nuclide sorption data-base, namely SDB-21C, one of good 

products of this project had already transferred to ANSTO, Australia. 

Presently, some foreign research institutes are interested in the sorption 

database. Furthermore, we have supported outside research institute and other 

projects in KAERI with the high-tech analysis methods such as EPR, LIBD, 

and particle size analyzer.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project can be 

applicable to the safety assessment of low- and medium-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being conducted by KEPCO/NETEC and the experimental 

methodologies can be transferred to the institute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assessment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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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및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제 1 절 서론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국내 에너지원으로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은 안전성 확보가 

주요 관건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그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의 

처분은 세계 모든 선진국들의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고준위폐기물의 처분방

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심지층처분방식은 선진 각국이 제안하고 있는 공통적인 

해결방안으로서 그에 대한 세부기술 타당성이 검토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심지층

처분의 장기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관련 연구가 집

중되고 있다. 즉 각국의 자연환경, 지질여건 등에 따라 고준위폐기물처분의 기술

타당성 및 장기안전성이 향을 받게 되므로 각국마다 자기특성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자국의 지질특성 평가 및 그에 따른 방사성핵종의 장기거동규명

등은 선진외국의 결과들을 단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의 체계적 수행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경제산업적 측면 

     고준위폐기물처분은 사업자체의 단순한 추진보다는 사업수행에 따른 시설

의 방사선적 장기 안전성확보가 주요과제로 부각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

한 대상부지의 선정뿐만 아니라 해당부지에 지하시험시설을 건설하여 부지적합

성 평가 및 제반 현장시험등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선진 외국의 경우 이를 위한 

소요기간이 통상 20∼30년 소요되므로 국내의 경우도 관련기술인력의 저변확대 

및 장기투자에 대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사회적 측면 

     방사성폐기물 전반에 대한 국민적시각이 매우 민감하고 부정적인 국내     



 현실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기술적 접근방법에 의한 해결방안의 제시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해결의지를 가시화 하여야 하며, 본 과제의 

정책적 추진을 공식화하여 국내 에너지 수급현실에서 배제할 수 없는 원자력 발

전과 그로부터 야기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기술적 타

당성을 제시함으로서 대국민 신뢰도를 구축/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2. 1단계 연구개발 실적

◦ 본과제의 주요연구대상은 고준위폐기물처분의 안전성평가와 관련한 제반 데

이터의 실험적 생산 및 예측 방안의 정립과 평가방안의 신뢰도 증진을 위한 

핵종이동관련 메카니즘 규명 및 그 실험적 검증 등이다. 

◦ 처분 대상부지나 암종이 선정되지 않은 국내 여건에서 지난 1단계 3년간 본 

과제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실적은 핵종수착계수, 암반을 통한 핵종확산계수 및 

핵종별 용해도 추정을 위한 방법론 정립에 초점을 맞추어 고준위 대표핵종중

심의 단일 대표 광물(산화철계통, 점토질광물)에 대한 핵종수착자료를 확보하

다. 본 자료들은 단일 광물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자연 복합광물(단열충진

물)의 핵종수착능 예측에 직접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처분예비개념설정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핵종수착계수를 위해

서는 지난 15년 간 국내에 축적된 기존자료와 OECD/NEA의 핵종 수착 

D-base를 총 망라하여 핵종수착 종합 D-base를 구축하 으며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GUI(Graphic User Interface)기능을 부가하여 D-base 운 체제

(SDB-21C)를 갖추었다.

◦ 핵종이동관련 메카니즘 규명 및 그 실험적 검증을 위해서는 인공균열을 통한 

핵종이동 실험을 수행하여 핵종이동관련 제반현상을 단위 현상별로 규명하

으며 현장조건과 유사한 실험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천연 균열암반(1m×0.6m

규모)을 채취하여 균열특성 파악 등 예비 실험 등이 수행되고 있는 중이다. 

◦ 콜로이드가 핵종이동에 미치는 향평가를 위한 천연/인공 콜로이드 특성분

석 및 여과효과 규명에 초점을 맞춘 소규모 Column에서의 콜로이드 이동 실

험도 수행하 다. 

◦ 방사성 핵종의 심부 지하 조건에서 유출과정 중에는 pH, Eh, 이온강도 등 제

반 지화학 조건 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들 조건 변화가 핵종이동 및 고준위 



핵종의 거동에 미치는 향 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화학코드(MUGREM)를 자

체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MUGREM 지화학 코드는 기존의 범용 

지화학 코드의 제한된 적용/응용성을 극복할 수 있는 Tool로써, 본 과제 수행

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구체적인 추가 현상의 반 이 용이하다. 

◦ OECE/NEA 주관의 ASARR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호주 Koongarra우라

늄광 대상의 자연유사연구를 수행하 으며 우라늄의 광물학적 특성규명, 지하

매질(산화철, 점토광물, 지하모암)에 대한 우라늄의 흡착특성 및 이동특성규명

을 목적으로 현장 시료를 다량 확보하여 분석/평가하 다.

3. 연구 목표

  

  가. 최종목표

     본 과제의 최종목표는 “심지층 핵종 및 화학종 speciation 평가”로 이를 위

한 구체적인 실천 목표로는

      - 종합안전성평가 관련 자료 생산 및 평가

      - 관련 자료의 Data-Base 구축

      - 핵종이동현상의 지화학적 특성 파악 및 실험실적 검증

등을 기본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 다.

  나. 단계목표

      

      본 과제의 2단계 연구수행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기준처분시스템 안전성평가용 입력인자 생산

      - 핵종별(U, Th, Eu) 확산계수

      - 환원환경에서 핵종별(U, Th, Eu) 수착계수

      - 지화학반응 열역학 데이터(Am, Th, U, Am, Np, Pu)

  ◦ 환원성 분위기에서 핵종수착과 이동현상 예측 및 실험적 규명

      - 수착특성(Eh: 200-50mV 이하) 및 속도론적 메커니즘 규명

         (이온강도: 0.001-0.1, pH: 5-9)

      - Large Block에서 수착특성 및 핵종이동 실험

           (60cm x 100cm 크기, 핵종: U, Th 등)



4. 연구 내용 및 범위

  

  가. 기준처분시스템 안전성평가용 물리화학적 인자도출

    1) 확산계수

       ◦ 관통확산실험장치를 사용한 확산계수 측정

       ◦ 핵종 : U, Eu, Th

       ◦ 대상매질 : 국내산 화강암

       ◦ 암석굴곡도, Dp, De, Da 측정

       ◦ pH에 따른 Diffusivity 변화양상 규명, 

       ◦ Alkali 역에서 complex 형성이 확산이동에 미치는 향

    2) 흡착계수

       ◦ 환원조건 유지장치 설치 및 환원조건 시험

       ◦ 강한 환원 조건에서 U, Eu의 Goethite, Kaolinite에 대한 수착특성 

 ◦ 약한 환원 조건에서 U, Eu의 화강암에 대한 수착특성

       ◦  산화조건에서 Am의 Kaolinite에 대한 수착특성

       ◦ U, Eu 수착에 대한 pH 및 탄산농도 향 해석

◦ 연구소 부지내 현장 지하수와 암석에 대한 핵종의 수착특성

◦ 수착 데이터베이스의 웹 버전 구축을 통한 활용

    3) 침전 및 용해

       ◦ 지하수 조성 : KAERI site

       ◦ 핵종: U, Am, Th, Np, Pu

       ◦ pH 및 Eh 범위: KAERI 지하수 기준

       ◦ MUGREM 에 의한 계산

       ◦ 지하수 조성에 따른 핵종 용해도 민감도 분석

    4) 지화학반응 열역학 데이터 D/B 구축

       ◦ 대상 핵종: Am, Th, U, Np, Pu 

       ◦ 수용액 species의 반응상수, 반응생성열 

       ◦ 함유광물의 특성데이터(반응식 및 solubility product)



       ◦ SIT interaction 상수

  나. 산화 및 환원조건에서의 이동현상 비교

    1) 물리, 전기, 화학적 변수

       ◦ 핵종: Bromide, U

       ◦ 매질: 분쇄화강암

       ◦ 실험방법: Column 및 batch

       ◦ pH: 5-9, 온도: 20-50 
o
C, 유량: 0.1-1 mL/min

       ◦ Batch Kd 와 dynamic Kd 의 비교

       ◦ Constant Kd 가정의 검증

       ◦ U 이동에 대한 carbonate 향평가

    2) 수착 특성

       ◦ 조건(pH, Eh, 탄산이온농도)변화에 따른 핵종, 광물별 수착특성 비교

    3) 암석조성 및 균열에 미치는 향 

       ◦ Chemical extraction 및 XRD를 이용한 화강암 구성 광물들의 

          U 수착에 미치는 향 분석

       ◦ 분광학적 및 현미경학적 방법 이용한 화강암 구성 광물의 U 수착에 

          미치는 향 규명

       ◦ 복합광물인 화강암의 핵종 수착 메커니즘의 해석

    4) 메커니즘규명(속도론적 및 평형론적)

       ◦ 국내 화강암 암석조성 및 균열표면 특성분석

       ◦ 분쇄화강암에 대한 U, Th, Eu 등의 속도론적 및 평형론적 Kd값 측정

       ◦ 산화환경에서 화강암 모암표면 및 균열표면에 대한 U, Th, Eu 등의 

          속도론적 및 평형론적 Ka값 측정

       ◦  pH(5-9) 및 이온강도(0.001-0.1) 향 분석

       ◦ Ka와 Kd의 상관관계 해석

       ◦ Glove-Box를 이용한 U, Th, Eu의 Aerobic 및 Anaerobic 조건에서 

          국내 화강암에 대한 수착 특성 규명



       ◦ 분광학적 방법을 이용한 침전 및 광물표면의 수착 메커니즘 규명

    5) 콜로이드 생성 이동 특성

        ◦ 자연콜로이드의 특성(크기, 농도, 조성) 규명을 위한 분석 방법

           (Laser 기술 이용 등) 개발

        ◦ 무기(bentonite) 및 유기(흄산) 콜로이드에 대한 U, Th, Eu의 

            의사콜로이드 형성 상수 (Kp) 결정

        ◦ 실험조건 (pH, 이온강도 등)의 향 규명

    6) 화강암 large block에서의 핵종이동 실험

       ◦ 대상매질 : 1m 규모 균열화강암 (50*100 cm)

       ◦ 핵종 : Br
-
, Cl

-
, Sr, Cu, Cs, U, Th, Eu

       ◦ 지화학 조건변화에 민감하지않은 수착성핵종의 이동 특성 해석

       ◦ Static batch Kd 측정치의 적용성 평가

       ◦ 지화학조건 변화에 민감한 악티나이드 핵종의 산화조건에서 이동 

          특성 해석

       ◦ Variable Aperture Channel Model 의 적용성 검증 

       ◦ 화학특성에 따른 암반공극내로의 확산 향 평가 

  다. 심지층 핵종 및 화학종 특성 규명

    1) 지화학반응평형모델 파악 및 수정

       ◦ SCM 모델 review

       ◦ MUGREM 수정: SPM효과 및 SIT 고려

       ◦ MUGREM 내로 pitzer식 통합 및 코드 등록

    2) Pitzer 방정식 도입 및 매개변수 생산

       ◦ Th, Eu, Nd, U의 Pitzer 파라메터의 실험적 측정

       ◦ Pitzer 방정식 모델링

       ◦ 실험으로 구한 Pitzer 파라메터 테스트 및 검증



    3) 산화/환원 조건변화시 핵종 거동 특성 (pH, Eh)

       ◦ MUGREM을 활용한 핵종(U, Np, Pu)의 pH(5-9), Eh(-0.4-0.8V),

          탄산농도(1.E-5 ~ 1.E-1M) 변화에 따른 speciation 및 Kd 변화 평가

    4) 암반의 용해 및 광물화에 따른 핵종거동 특성

       ◦ 자연매질의 용해/광물화에 대한 우라늄의 재분배 및 화학종 규명

       ◦ 지하수 화학, pH, Eh 등을 고려한  지화학적 해석 

       ◦ 자연매질의 용해/광물화에 의한 우라늄의 이동현상 규명

       ◦ 자연에서의 long-term 효과를 고려한 지화학적 해석  

    5) 광물전이에 의한 핵종이동 및 지연특성

       ◦ 풍화에 의한 2:1Clay의 전이와 U 핵종 거동 변화 과정

       ◦ 2차광물 생성과 U 핵종거동 변화 메커니즘 규명

          (Fe-Ox 광물을 중심으로)

       ◦ 호주 Koongarra 우라늄광 지역 대상의 자연유사 연구

    6) 복합요인/지하수/광물/화학환경/시간을 고려한 종합평가

       ◦ 지하수, 광물, 화학환경, 시간을 고려한 실험결과 종합평가



제 2 절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원자력발전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또는 고준위방사성폐

기물의 안전한 처분은 해당국가의 고유한 의무이다. 지난 40년 동안 방사성폐기

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기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그 중 지하 수 백 미터 아

래 안전한 지층에 처분하는 심지층처분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

다. IAEA 정의에 따르면 심지층처분은 장기적 관리, 감독이 필요 없이 합리적 

수준의 안전이 보장된 처분장을 심부 지질 내에 건설하여 그곳에 폐기물을 처분

하는 것이며, 다중방벽의 사용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 개념이다. 다중방벽은 

시스템의 장기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공적인 기술이 가미된 인공방벽과 

지하매질 그 자체가 방벽 구실을 하는 천연방벽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심지층처

분장의 작업구역 및 관련 부대시설의 설계기준 뿐만 아니라 처분장 주변의 지하

환경 즉, 지질, 수문, 지화학 조건이 안전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

다. 처분 안정성은 전체 시스템이나 부분 시스템의 성능을 예측하고, 그 결과가 

적절한 규제나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확보된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방벽들의 기계적, 열적 성능뿐만 아니라 물리화학적 성질을 포함한 매우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이해와 관련 매개변수 도출은 처분 안전성 평가에 필수적인 

정보이다. 

  처분장이 위치한 주변의 지하매질은 자연현상의 결과이므로 매우 복잡한 현상

을 보여주고, 과거의 역사나 앞으로의 진행 방향도 예측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하매질을 통한 핵종의 이동이나 심부 지하조건에서의 핵종의 거동 현상에 대

한 이해는 전체 처분안전성의 신뢰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처분연구의 선진국가들도 천연 지하매질 또는 심부지하 환경에서의 핵종 거동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실제적이고 현장 위주의 연

구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하핵종거동규명연구의 2단계에서는 심부 지하조

건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핵종의 다양한 물리화학적 현상의 정확한 이해와 상대

적 중요도 및 관련 매개변수의 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추진한다.

◦ 기준처분시스템 안전성평가용 물리화학적 인자도출

   - 확산계수

   - 흡착계수

   - 침전 및 용해



   - 지화학반응 열역학 데이터

   - 광물조성

◦ 산화 및 환원조건에서의 이동현상 비교

   - 물리, 전기, 화학적 변수

   - 수착 및 메커니즘 특성

   - 콜로이드 생성 이동 특성

   - 화강암 large block에서의 핵종이동 실험

   - 균열표면에서의 Ka와 Kd의 상관 관계

◦ 심지층 핵종 및 화학종 특성 규명

   - 지화학반응평형모델 파악 및 수정

   - Pitzer 방정식 도입 및 매개변수 생산

   - 암반의 용해 및 광물화에 따른 핵종거동 특성

   - 광물전이에 의한 핵종이동 및 지연특성

   - 복합요인/지하수/광물/화학환경/시간을 고려한 종합평가

  위의 연구분야는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기준처분시스템을 안전성 평가용 물리화학적 인자는 평가용 모델에 따라 다르지

만 위에 나열한 항목들이 공통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되는 연

구를 현상학적으로 분류하면 크게 흡착특성, 콜로이드 특성, 지화학특성, 핵종이

동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현상학적 분류에 따른 기술 현황을 기술

한다.

1. 유사 연구사례의 조사

  

  가. 외국의 경우

    1) 일반적 연구개발 현황

      

       심지층처분은 상용화 직전 단계인 국가도 있고, 인허가를 추진중인 국가

도 있으며, 부지조사를 진행하는 국가도 있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 계획이 

아직 없는 나라들조차도 고준위폐기물 처분 관련 연구는 심도 있게 수행하고 있

다. 네덜란드는 암염지대에 대한 연구를 독일과 긴 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수행하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와 고준위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발생이 크지 않



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자국내의 암염지역이 처분장 건설을 위한 모암으로 적절

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수행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벨기에는 오랫동안 

Boom clay 이라 불리는 북동지역에 위치하는 Oligocene 의 점토층이 처분에 적

합한지를 수년동안 조사하고 있다. 이 지역에 HADES라는 지하연구시설을 건설

하여 매우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최종 

부지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스페인은 암염층, 점토층, 화강암층 세가

지 지층을 처분장 후보지로 설정하여 이 매질 모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 아직까지 최종적인 매질 및 부지선정 계획은 없다. 일본은 화강암 지역을 집

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Tono 및 Kamaishi 광산을 통한 현장실험을 포함하여 

화강암에 집중적인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준위폐기물 처분에 대한 장

기 프로그램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캐나다는 다른 나라들과는 매우 다

른 방법으로 부지선정 추구한다. 즉 기술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심지층처분이 주변 

환경에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부지선정을 유보하 다. 

매우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연구개발에 의거하여 수행된 환경 향평가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이 검토 결과 제시된 개

념 및 방안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어지면 캐나다는 향후 보다 심도 

있는 부지 특성적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2) 핵종의 흡착특성

        흡착현상의 본질은 핵종/지하매질/지하수 3요소간의 상호작용이다. 흡착

계수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핵종/지하수/지하매질 상호작용결과를 측정한 것이다. 

따라서 핵종흡착평가의 핵심은 핵종/지하수/지하매질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있

다. 흡착현상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상호작용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중요성으로 인해 이 분야는 오래 전부터 많은 관련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연구의 세부내용은 각국이 고려하고 있는 처분개념과 지질특성을 고려하여 

각국에 적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흡착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부지특성과 연관되

어야 활용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측정의 방법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많은 불확실

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데이터를 비교, 검증하여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OECD/NEA 의 주관으로 추진되었던 

핵종흡착 데이터베이스 (SDB, Sorption Data Base)프로그램이다. 최근 들어서 

안전성평가에 자주 적용되는 단순 Kd 모델의 한계가 자주 노출되고 있다. 보다 



실제적이고 시스템 변수들의 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핵종흡착모델 개발

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SCM(surface complexation 

model)이다. 이 모델은 현재까지 goethite나 hematite등 철산화물 계통에서 우라

늄 흡착현상 기술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었고 점차 다양한 형태의 광물로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단일광물 데이터를 활용한 복합광물의 흡착특성 예측, 

EPR등의 새로운 분석법을 통한 계면에서의 미세 흡착 현상을 규명하려는 연구

도 최근 눈에 띠는 분야이다. 

  한편, 자연유사현상 연구를 통해 흡착현상을 검증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

다. 자연유사(Natural Analogue)연구의 필요성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장기적 안

전성평가 방법 및 관련 데이터의 검증에 있다. 그 이유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 안

전성평가에서 평가모델 즉, 평가방법은 실험적 확인을 거쳐야 평가결과의 신뢰성

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자연유사연구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안전성을 

자연 자체가 입증하는 대상지를 찾아서 관련된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자연유사연구는 실험의 규모, 기간으로 보아 실험실적 한계를 넘는 경우 

처분과 관련된 현상의 유사자연연구를 통해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

는 방법이다. 자연유사 현상과 관련한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오랫동안 세계 각지에서 자연유사현상연구가 추진되어 왔다. 그 대표적

인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Oklo  우라늄 광산  (남아프리카  가봉 )

   - Cigar Lake 우라늄 광산  (캐나다)

   - Alligator River 우라늄 광산 지역 (호주)

   - Morro do Ferro (브라질)

   - Osamu Utsumi mine (브라질)

  자연유사 지역에서 채취한 시료로부터 얻은 흡착데이터를 실험실에서 얻은 데

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안전성 평가에서 적용되는 매개변수들의 문제점과 불확실

성을 감소시키는 연구도 계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3) 콜로이드 특성 

       콜로이드 이동특성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각국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콜로이드는 1-1000 nm 정

도의 지름을 가지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원자, 이온, 또는 분자들을 포함하는 아



주 작은 입자들로 정의할 수 있다. 콜로이드 상태에 있는 물질들은 약 300 ㎡/g 

정도의 큰 표면적을 가지기 때문에 콜로이드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가 

흡착과 같은 표면 반응과 관련된 특성들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콜로이

드 중에서 방사선을 띠는 콜로이드를 방사성콜로이드로 정의할 수 있으며, 방사

성콜로이드는 그 형성 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참 콜로이드

(true-colloid) : 가수반응 또는 침전 등의 결과로서 분자나 이온들이 응축하여 형

성된다. 이들의 대부분은 가수반응에 의해 형성된 수산화물 또는 고분자들이다. 

이들은 형성되는 속도가 빠르고 높은 pH에서 잘 형성된다. 의사 콜로이드

(pseudo-colloid) : 용액에 존재하는 콜로이드성 불순물에 흡착된 결과로 형성되

며 대체로 참 콜로이드에 비해 매우 크다. 의사 콜로이드의 형성 속도는 기본적

으로 흡착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방사성 콜로이드들은 단순한 이온성의 

방사성 핵종들보다 빨리 이동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방사성 핵종들의 이동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악티나이드와 같은 

다가의 이온성 핵종들을 함유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 이러한 

콜로이드에 의한 핵종이동 가속화의 향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또는 지하매질에 존재하는 콜로이드들은 

균일한 하나의 크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 콜로이드들의 발생 특성 및 관련

된 반응 과정들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콜로이드들의 

크기 분포에 향을 주는 인자들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콜로이드의 발생원

  - 지화학적 환경 인자 (온도, pH, Eh)

  - 콜로이드가 존재하는 매질의 깊이

  - 콜로이드의 물리화학적 특성 (표면 전하, 크기, 농도 등)

  일반적으로 지하수에 존재할 수 있는 자연 콜로이드는 그 화학적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유기성 콜로이드 (흄물질 등)

  - 무기성 콜로이드 (금속 산화물 또는 점토 광물)

  - 생물학적 콜로이드 (박테리아 등의 거대 미생물)

  일반적으로 모든 지하수에는 콜로이드들이 존재하며 콜로이드의 함량과 조성

은 지질학적 특성과 깊이 등에 따라 변하게 된다. 이러한 지하수에 존재하는 콜

로이드들의 함량이나 질량을 분석하는 것은 샘플의 채취 상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보수적인 평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하수에 존재하는 콜로이드들의 처

분장 안전성 측면에서의 주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 방사성 핵종들과 결합하여 방사성 핵종들의 이동을 가속화시킨다.

  - 방사성 핵종들의 지하 매질로의 흡착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서 

     방사성 핵종들의 지연 효과를 감소시킨다.

  - 지하수에서의 핵종 거동을 복잡하게 함으로서 거동 해석 및 예측을 어렵게 

     한다.

이 분야의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의 AECL, 스위스 NAGRA 및 미국, 유럽국가의 원자력 관련 연구

기관에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협력도 활발한 편이다.

    4) 지화학 특성

       이 분야의 연구는 지금까지의 단순한 핵종이동현상이 복잡한 지구화학적

조건을 단순화한 조건에서의 평가의 벽을 뛰어 넘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해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처분 개념의 평가는 처분시스템내 방사

성핵종들의 물리적, 화학적 거동의 이해에 바탕을 두고 수행한다. 방사성핵종 거

동에 대한 정보는 실험실에서 또는 실제 자연 상태에서 여러 현상들을 조사함으

로써 얻을 수 있으며 제안된 처분 개념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증가시켜 준다. 

처분장의 안전성은 처분장과 지하 매질을 통해 흐르는 지하수에 의한 방사성핵

종 이동과 그로 인해 인간 생활권에 미치는 방사능 향을 평가하여 예측한다. 

따라서 핵종이동에 관한 연구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안전성 연구의 핵심이 된다. 

핵종이동 연구의 일반적 목적은 1) 실험실 또는 현장 테스트의 결과에 근거한 모

델의 개념 또는 가정의 검증(verification) 2) 관찰된 이동 현상의 과학적 개념의 

이해 3) 관찰된 현상을 대변하는 측정된 데이터로 매개변수의 고유화 또는 정량

화 4) 주어진 또는 가정된 조건 하에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이동 메커니즘의 

과학적 예측 등이다.

  지하 매질을 통한 고준위방사성핵종의 이동에는 매우 복잡한 자연현상들이 동

시에 수반되므로 방사성핵종의 물리, 화학적 성질 및 지하수 유동의 이해는 핵종

이동 예측의 열쇠가 된다. 방사성핵종 이동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물리, 화학적 

현상들은 다음과 같다,. 



  - 지하수내에서의 화학종의 침전-용해

  - 지하수내에서의 확산 (diffusion) 에 의한 분산 (dispersion)

  - 매질의 미세 균열 내로의 확산

  -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이온과 방사성핵종간의 이온교환

  - 고체 표면에서의 화학적 및 정전기적 흡착

  - 지하 매질의 골격을 구성하는 안정 동위원소와 방사성핵종간의 자리 교환

  - 침전물과 방사성핵종간의 동위원소 교환 반응

  - 의사 콜로이드나 거대 이온의 여과 (filtration)

이러한 현상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처분 환경의 물리, 화학적 환경이나 열역학적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이외에 유기 미생물의 존재는 핵종이동을 가속 또는 감속

시킬 수 있으며 유기화합물 또한 방사성핵종과 결합할 수 있으므로 핵종이동에 

향을 준다. 

  핵종이동에 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물리, 화학적 인자는 용액 내의 자유 수

소 이온의 이용도 (pH), 자유전자의 이용도 (Eh), 용액의 온도 및 지하수내에 존

재하는 이온들의 농도 등이다. 지표면과 가까운 지하 매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

하 매질의 지화학적 조건은 산소의 존재가 희박한 환원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환원환경 하에서의 핵종이동연구는 실제 현상의 

파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주요 핵종인 악티나이드는 

용액 내에서 다른 이온과 결합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수산화이온이나 

carbonate/bicarbonate 와 우선적으로 결합한다. Chloride, sulphate, phosphate 등

과 같은 이온들은 핵분열 핵종의 화학종에 큰 향은 미친다. 이와 같이 지하수

에 포함된 음이온들은 용액 내의 방사성핵종들의 화학종에 향을 주고 용액 내

에 침전물을 생성시킨다. 방사성핵종이 용액 내에서 침전되면 용액으로부터 제거

되므로 핵종이동을 저지하는 효과가 된다. 평형 상태 용액 내의 침전-용해 반응

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실험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처분장으로부터 

먼 곳에 위치하는 곳에서의 방사성핵종의 농도는 낮기 때문에 침전-용해 반응은 

처분장 근처에서만 핵종이동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확산은 지하수내 또는 매질의 미세균열 내로 방사성핵종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핵종이동을 저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완전히 정체된 지하수계 (stagnant 

water zone) 에서는 액상 확산이 주요 이동 메커니즘이 된다. 흐름계에서 확산은 

지하수로부터 핵종을 매질의 미세균열내로 제거시키거나 용액 내의 혼합으로 핵

종을 희석시킨다. 결정암질의 미세 균열 내로의 확산은 지하 매질의 균열 분포나 



구조 등에 큰 향을 받는다. 암석 내로의 확산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은 다수 존

재한다. 이 메커니즘은 화강암이나 dead-end pore 가 존재하여 침투성이 크지 

않은 매질 등에서 특히 중요하다. 

  대개의 매질에서 물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의 모든 고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흡

착은 방사성핵종 지연의 주요 인자이다. 흡착은 화학종과 고체 표면 사이의 화학

적 및 정전기적 결합의 결과로 발생한다. 정전기적 흡착은 고체 표면의 표면 전

하의 생성으로 발생한다. 이 표면 전하는 매질의 내부 격자의 전하의 불균일이나 

포텐셜을 결정하는 이온의 표면 결합으로부터 발생한다. 이온교환은 점토질 같은 

매질에서 양이온을 흡착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specific adsorption 은 악티나이드 흡착에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알려져 왔

다. Quartz, biotite, apatite, attapulgite, smectite 에서의 U, Np, Pt, Am 등의 흡

착 실험에 대한 결과는 그러한 사실을 현상학적으로 증명한다. 처분에 고려되고 

있는 매질은 모두 흡착에 참여하려는 성질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방사성핵

종은 화학적 또는 동위원소 교환 반응으로부터 지하수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예

를 들면 수용성 방사성 스트론튬은 칼사이트의 칼슘 이온과 화학적으로 교환될 

수 있다. 또는 bicarbonate 의 C-14 는 용액 내의 안정한 동위원소인 탄소와 교

환될 수 있다. 처분 대상 모암의 광물질에 대한 화학종 및 동위원소의 조성이 정

확하게 알려진다면 평형 모델의 침전-용해 반응으로부터 이러한 현상은 예측될 

수 있다. 여과는 콜로이드나 크기가 큰 방사성핵종의 지연에 향을 주는 인자이

다. 예를 들면 원자가가 IV 인 악티나이드는 매우 큰 크기의 수산화물을 형성하

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지하 매질에서 잘 여과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처분환경 하에는 다양한 지화학 반응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고

려한 핵종이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수학적 모델링이 필요하다. 방사성핵종이동 예

측 모델은 주로 분배계수라 불리는 Kd를 이용하여 이동 중 발생하는 흡착이나, 

이온교환 등의 화학반응을 고려하여 왔다. Kd는 일반적으로 상수로 가정되어지

나 이 가정은 실제 현상의 평균값이거나 보수적이므로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대 

평가된 결과를 나타내므로 대개의 경우 합리적이지 않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

성분 반응물질을 포함하고 이온교환이나 흡착과 같은 단일 화학반응을 물질전달

모델에 반 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매

우 많은 성분의 다성분계일 뿐만 아니라 매우 복잡한 화학반응이 동시에 일어나

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최

근에는 핵종이동의 복잡한 화학 현상을 보다 자세하고 개별적으로 모사할 수 있



는 수치해석적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여전히 실험을 통한 검증

을 요구한다. 해석 해를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러한 수치 

해석적 코드의 검증을 실시할 수 있지만 모델의 타당성 조사는 여전히 남는 부

분이다. 개념 모델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서로 다른 코드를 이용한 동일한 개념

의 모델의 예측과 비교 등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5) 핵종이동특성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처분안전성평가를 위해, 지하매질에서 핵종

이동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자연암반균열에서 핵종이동실험을 통해 필요한 매개

변수를 측정하고, 개발한 이동모델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

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실험은 주로 실험실내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져 왔는

데, 이 결과를 실제 처분상황과 연결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가 많이 

있다. 이런 두가지 실험규모에 따른 장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준실증

규모실험(pilot scale test)을  몇몇 나라에서 수행하고있다. 이 실험설비는 실제 

처분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수 있고, 제어된 상태에서 실험을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생태계 오염문제를 없앨 수 있고,  실험물질의 물질수지계산이 가능하

며 이동의 중간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AECL/WL에서는 큰 규모의 암석실험설비를 잘 갖추어 놓고 다년간 핵종이동실

험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스위스, 미국,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실제 

처분장 조건을 갖는 실규모 지하실험시설을 마련하여, 지하매질에서 핵종이동실

험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암반과 같은 지하수의 투수도가 매우 낮은 매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나라에서 이와 같은 지질 내 처분

장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캐나다, 스위스 또는 스웨덴과 같은 나라

는 물론 핀란드나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암반 매질에 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암반에서 핵종이동은 균일한  다공성 매질에서와는 다르다. 실험자료 분석을 

토대로 하면 암반 매질을 다공성의 균질한 매질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으

로 알려진다. 암반 매질은 투수도가 매우 낮아 실제로 지하수의 이동이 거의 일

어나지 않는 불투수층에 가깝고, 이들 매질은 균열을 불규칙하게 포함하고 있어, 

지하수의 흐름은 이러한 균열을 통하여 주로 일어난다. 따라서 핵종이동은 균열

을 통해 지하수 유동에 따라 이류와 분산등으로 이루어지고, 핵종은 균열을 따라 



이동하면서, 균열표면을 통하여 암반 매질로 확산해 들어가, 핵종의 전체적인 이

동 저지에 기여한다. 최근에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균열암반에서 핵종이동은 다

공성 매질에서와는 다른 양상을 띄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Stripa Project로 3차원 추적자 실험을 수행하여, 지하 360 m 

의 화강암반내에 시험 동굴을 굴착하여 추적자의 이동 현상을 관찰한 결과, 지하

수의 흐름이 매우 편중되고, 지하수의 흐름이 일어나는 면적조차도 30 % 이었고 

,그나마 약 2 % 정도의 면적으로 지하수의 흐름이 대부분 일어났으며, 총 지하

수의 흐름의 10 % 가 한 곳으로 집중하 다. 따라서 지하수의 흐름이나 핵종 이

동이 암반 매질의 전 역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보기 힘들다. 

  나. 국내의 경우

      핵종흡착연구의 경우 방사성폐기물 관리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986년 이후로 국내의 모의 후보부지의 암석 및 점토에서의 중.저준위 대표핵종

인 Cs-137, Sr-90 및 Co-60 등의 핵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결과 국

내 매질에 대한 상당한 흡착 데이타가 생산되었고 전반적인 흡착특성에 대한 평

가, 분석작업이 이루어 졌다. 지난 1단계에서는 OECD/NEA 흡착데이터를 기반

으로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추가하는 등 흡착데이터의 보완 작업

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사용자가 편리하게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도록 흡

착데이터베이스 KSDB-21을 개발하 다. 또한 흡착모델링에서는 SCM을 집중적

으로 활용하여 quartz, goethite, hematite, kaolinite 등 단일매질에 대한 우라늄의 

흡착반응상수를 실험적으로 측정하 으며 이를 토대로 복합매질의 흡착을 예측

하는 기법을 개발하 다. 1997년부터는 ASARR 자연유사현상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미국, 일본, 호주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 으며 EPR등의 첨단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우라늄 이동 경로 및 양을 추적하는 연구도 수행하 다.

  콜로이드 특성에 대한 연구는 1997년부터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 분야는 이론

적 모델링과 실험적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현재도 수행중에 있다. 특히 이 

분야의 선진 경험 및 기술을 조기에 습득하기 위하여 캐나다 AECL/WL와 공동

으로 URL로부터 채취한 지하수에 존재하는 자연 콜로이드의 특성을 분석하고, 

화강암 자연균열암반에서의 자연콜로이드 이동 및 Am-241과 Sr-85 핵종들의 이

동에 미치는 콜로이드의 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아울러 다공성 매



질에서의 콜로이드의 이동 특성 및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쇄 화강암 칼럼을 

이용한 실험실적 규모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콜로이드의 여과 현상에 

대한 데이터와 기본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현재 국내 처분환경을 고려한 국

내 자연콜로이드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및 이동 특성에 대한 연구를 계획중이

다. 

  지화학특성 연구도 1997년부터 처음 시도되었다. 핵종 지화학 평형코드 

MUGREM이 개발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Pu, Np, Am의 용해도 계산, 복합매질에 

대한 우라늄 흡착, 흄산의 액상착화반응 특성이 조사되었으며, 핵종이동과 연계

된 지화학코드인 MUGPET을 개발하여 점토 컬럼을 통한 Np의 이동특성을 조사

하 고, ASARR를 위한 우라늄 이동모델링 연구가 수행되었다. 

  핵종이동특성 연구는 비록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1987년부터 연구가 시작되

었고, 1994년에는 캐나다의 AECL과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상당한 관련기술

이 축적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을 위해, 다년간 안전성평가 

측면에서 이동모델을 개발하고, 소규모 실험을 통해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축적해 

왔으며, 이를 고준위처분에 상당부분 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장 주변 지하

매질의 핵종 이동 저지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좀더 광범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야 한다. 특히 핵종 이동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조건에서 

핵종 이동 실험이 필요하나 이동경로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결과해석이 

어렵고, 환경오염의 가능성을  배제해야하는 등 제한이 있다. 현재는 국내 의정

부 지역에서 채취한 화강암 자연균열암반을 통한 핵종 이동 실험계획이 추진되

고 있다. 

  다. 조사연구개발사례에 대한 평가

      지하매질의 핵종 흡착 특성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하

매질을 체계적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암석명만을 가지고 암석에서의 흡착특

성을 기술한다면 이는 매우 비과학적인 접근방법이다. 왜냐하면 암석명 자체만으

로는 광물조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화강

암 혹은 편마암이라고 하는 암석명은 암석에 대한 매우 포괄적인 분류에 의한 

이름일 뿐 구체적인 암석의 특성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동일지역에

서 산출되는 화강암이라고 하더라도 화강암을 이루는 광물의 조성과 조직특성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암석에 대한 핵종 흡착 특성 평가에서 합리적이고 과학



적인 접근방법은 암석을 구성하는 구성광물의 규명 및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이

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흡착특성을 총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써 암석에서의 핵종 흡착 특성의 과학적인 이해와 평가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처분 안전성평가를 위해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 후보지의 지하매

질을 대상으로 하여 부지 특성적인 (site specific) 흡착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부지가 정해지더라도 핵종의 지하이동 경로에서 핵종과 상호 반응하게 되는 지

하매질은 모암(host rock)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천연방벽에서의 핵종

이동은 암반 균열틈(fracture)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핵종의 유출경로(pathway)

가 되는 균열표면에는 지하수의 용해-운반작용 및 풍화작용에 의해 주암석과는 

성질이 다른 광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암반증 처분의 경우 흡착연구

대상 지하매질은 모암 이외에도 암반균열을 입히고 있는 광물(fracture-filling 

minerals, 열극충진광물)에 대한 조사 및 흡착성평가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열극 

충진 광물로는 카올리나이트(kaolinite), 세리사이트(sericite)와 같은 점토광물과 

헤마타이트(hematite)와 같은 산화철광물, 칼사이트와 같은 탄산광물을 틀 수 있

다. 따라서 처분 안전성평가에 있어서 처분 대상지의 모암 및 그와 관련된 

fracture-filling mineral, 나아가 처분장의 뒷채움재로 사용되는 backfill 물질에 

대해서 흡착특성평가가 요구된다. 천연암석은 암석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조암광

물로 이루어져 있다. 지하매질에서의 핵종흡착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하매질을 구성하는 기본광물에서의 핵종흡착에 관한 분자수준에서의 기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토대위에서  더욱 확장된 복합매질에서의 핵종흡착

특성이 이해 될 수 있으며 그 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링이 가능할것이다. 이

는 앞으로의 핵종흡착연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며 전세계적으로  핵종의 흡착현

상을 이해하려는 연구자들이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콜로이드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다.

  - 처분장 주변에 존재하는 콜로이드의 물리화학적 특성

  - 콜로이드의 수착 및 방사성 핵종들의 수착에 대한 향

  - 콜로이드의 이동 및 방사성 핵종들의 이동에 대한 향

  먼저, 처분장 주변에 존재하는 콜로이드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방

사성폐기물(핵종의 종류 및 농도 준위) 및 처분장 환경(pH, Eh, 온도, 이온 강도, 

지하 매질의 종류 및 특성 등)에 의존하는 콜로이드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한 



분석 연구이다. 이러한 특성들로는 콜로이드의 크기 분포 및 농도, 콜로이드들의 

형태 및 조성, 콜로이드들의 형성 과정, 콜로이드들의 회합성 및 안정성 등이 있

다. 그리고 콜로이드의 수착 및 방사성 핵종들의 수착에 대한 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로는 다양한 조건에서 콜로이드 존재 하에서 방사성 핵종들 및 콜로이

드의 흡착 분배 계수의 측정 및 이를 분석하기 위한 흡착 모델의 개발, 그리고 

방사성 핵종들의 콜로이드들의 흡착 현상에 대한 실험적 및 이론적 연구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콜로이드의 이동 및 방사성 핵종들의 이동에 대한 

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매질의 특성에 따른 콜로이드의 이동 모델링, 콜로이

드의 크기 분포를 고려한 이동 모델의 개발, 콜로이드의 수력학적 현상 및 여과 

또는 침적 현상 규명을 위한 이론적 실험적 연구, 콜로이드에 의한 핵종 이동 가

속화 현상 규명을 위한 이론적 연구 및 향 평가 등에 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콜로이드 관련 연구들이 처분장의 안전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근거 자료의 확보 및 필요한 계산 도구의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화학특성 연구는 처분장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침전-용해반응, 액상착화

반응, 이온교환반응, 흡착반응 등 지화학반응 특성을 조사하고 궁극적으로 이런 

반응들이 핵종 이동에 어떤 향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연구의 주목적이다. 

최근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이 분야 연구는 처분환경하의 물리화학적 현

상을 보다 잘 이해하고 안전성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활발하게 수행되

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험실적 환경의 제약, 측정 장치의 제약, 컴퓨터 계산 

능력의 제약이 존재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안전성 연구는 지하 매질을 

통한 핵종이동이 근본이 되고 동시에 지하 매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지화학 현상을 고려하여야 신뢰성 있는 안전성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

다.  

  핵종이동특성연구는 국내 고준위폐기물처분을 대비하여 모델검증을 위한 소규

모 실험실 수준의 연구에서 나아가 실증규모 지하실험시설을 이용한 연구가 국

제공동연구의 형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하실험시설을 건설하는 등 

실증단계의 연구까지로 발전하고 있다. 

2. 세부 기술사항의 검토 분석

  가.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최근 10년간 방사성폐기물 처분관련 연구를 수행함과 외국과의 용역 및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의 기술수준은 자체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정

도로 향상되어 있으나 원자력연구소 내에서 전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을 정도로 

연구 저변이 두텁지 못한 실정이다.  연구개발의 성격이 시제품제작과는 달리 자

국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프로그램에 적절한 방법론 및 데이타의 확보와 같은 지

적재산권의 성격이며 이 같은 기술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외국의 용역에 의존해

야만 하는 상황이다. 

  나. 기술 분석평가

    1) 외국의 경우

       각 국은 자국의 처분개념과 처분장의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으나, 연구의 방법론에는 큰 차이가 없다. 본 연

구과제의 성격이 처분 개념 및 부지에 좌우되는 특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자국의 지질, 지하수, 처분환경조건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공통관심사에 해당되는 연구는 긴 한 국제협력 및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꾀하고 있다. 

    2) 국내의 경우 

       현재 국내의 경우 고준위폐기물 처분 정책 및 처분장 후보부지가  정해

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특성적인 흡착연구가 이루어 질 수 없다. 대신에 

후보지로 거론된 몇몇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암종과 대표적인 점토광물 및 열극 

충진 광물에 대해서 흡착연구 및 핵종이동실험연구가 수행되었다. 지금까지의 수

행한 연구를 통해 많은 기술및 관련 데이타가 축적되어 있다. 콜로이드 이동 및 

지화학적 조건을 고려한 핵종이동실험의 경우는 비교적 외국에서도 근래에 집중

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자제의 기술수준으로 국내 처분 환경을 고려

한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 

  다. 기술의 평가 및 분석



    

1) 기술적인 평가

       본 과제에서 수행할 연구의 내용은 시제품개발과 같은 성격이 아닌 고도

의 know-how, 방법론 및 자국의 특성에 맞는 평가 데이터의 확보에 있다. 이 

같은 기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외국의 용역과 인력에 의존하여 막대한 외화를 

낭비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방법론과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수행한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개발 축적된 기술수준

으로 연구수행이 가능하다.

    2) 경제적인 평가 

       외국 용역에 의존할 경우 막대한 외화를 지출하여야 하지만, 현재 국내에

서 축적된 기술수준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외화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3) 산업기술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연구방법론, 모델링, 데이터 등은 일반환경

과 상황이 거의 유사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는 일반 환경에 비해 보다 선

진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연구는 국내 환경관련 연

구, 평가의 기술수준제고 및 신뢰도 향상  나아가 외화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경제

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산업계 현황

   본 연구과제의 성격은 시제품생산의 성격이 아닌 방법론개발과 데이터 생산

에 있다. 국내의 경우 원자력에 국가 전력에너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

황이고, 이러한 원자력을 이용한 전력생산에 필연적인 부산물인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다. 따라서 방사성폐기

물 처분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이와 관련한 분야

의 기술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대한 외화를 들여 외국에 용역을 주어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한 본 연구과제의 기술개발이 일반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 산업에서 유해, 독성물질의 환경안전성 평가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보전 및 관련기술의 고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앞에서의 연구와 관련한 기술 및 데이터의 확보는 외국에 의존하

여야 하는 평가와 데이터 생산을 자체 확보함으로써 막대한 외화를 절약하고, 국

내의 연구수준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제 2 장 안전성 평가용 입력인자 생산

제 1 절  수착계수

1. 환원조건에서의 광물에 대한 우라늄과 유로퓸의 수착계수

  가. 환원조건 유지 장치의 설치 및 실험방법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심지층 처분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여러 가지의 기술

적, 사회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화강암 지반의 지하 500m 이하의 깊이를 주로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부 지하의 환경은 지표나 천부 지하의 환경과는 매우 

다르다. 심부 지하 환경은 환원조건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하수와 매질

이 산소와 접촉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지하수의 Eh가 낮은 음의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환원환경을 실험실에서 모사하기 위해 로브 박스를 이

용한 핵종의 수착과 이동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도 환원

환경을 모사하기 위한 2대의 로브 박스를 설치하 는데 1대는 가로 110 cm, 

세로 80 cm, 깊이 60 cm의 크기의 수착실험용 로브 박스로 단순히 비활성 기

체를 주기적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유지시켜고 일정한 온도에서의 수착실험을 위

해 진동기를 내장시켜 놓았다. 나머지 1대는 가로 210 cm, 세로 80 cm, 깊이 60 

cm 크기의 이동실험용으로 비활성 기체 주입과 더불어 내부 기체 정제 시스템을 

설치하 다. 기체 정제 시스템은 산소 제거를 위해 구리촉매와 이산화탄소를 제

거하기 위해 LiF 팰렛을 장치한 것이다. 환원조건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산소가 로브 박스 내로 유입되지 않아야 하며 핵종 수착이나 이동 실험시 탄

산이온에 의한 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도 해 

보았다. 그리고 비활성 기체로는 99.999% 고순도의 질소를 사용하 고 박스는 

항상 양압이 유지되도록 하 다. 그리고 로브 박스 내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Agilent 6890N, PDD)를 로브 박스와 연결하여 설치하

다. 실험실에 설치된 로브 박스의 사진을 그림 2.1.1에 나타내었다.

  환원조건 유지를 위해서는 로브 박스 내로 산소가 유입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핵종의 용액 제조가 로브 박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사용되는 3차 증류수는 끓인후 로브 박스 내로 넣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초자

를 박스내로 반입할 경우도 진공을 이용하여 3시간 이상 유지하여 공기를 없애



도록 하 다. 광물에 대한 우라늄과 유로퓸의 수착 실험은 배치 형태로 25℃에서 

실시되었다. 우라늄 용액은 UO2(NO3)2․6H2O (Merck Co., 99%)로 1×10
-2
 M 우

라늄 모액을 제조한 후 이를 희석하여 1×10
-4
 M과 1×10

-6
 M 우라늄 용액을 사

용하 다. 유로퓸 용액은 Eu(NO3)3․4H2O (Merck Co., 99%)을 사용하여 1×10
-4
 

M과 1×10
-6
 M을 제조하여 수행하 다. 용액의 pH는 HClO4와 NaOH 용액을 사

용하여 pH 4에서 10까지 조절하 고 이온강도는 0.01 M NaClO4로 고정하 다. 

그리고 용액의 Eh는 환원제인 1 M과 0.1M Na2S2O4 용액을 사용하여 조절하

다. pH와 Eh를 조절하여 용액을 준비한 후 반응시킬 광물의 무게를 측정하여 용

액에 첨가하 다. 용액 40 ㎖에 광물 0.04 g씩 반응시켜 용액 대 고체의 비가 1 

g/L가 되도록 하 다. 수착실험에 사용한 광물은 침철석과 캐올리나이트로 침철

석은 고순도 시약급을 사용하 고 캐올리나이트는 미국의 Source Clay Mineral 

Repository에서 공급된 것으로 Columbia가 산지이며 양이온 교환능은 15 

meq/100g이 다. 용액과 광물은 25℃가 유지되는 진동기에서 3일 동안 진동시켜 

반응시킨 후 용액중 일부를 시료채취하여 세공크기가 0.45 ㎛이며 셀루로우즈 아

세테이트 재질인 막 필터를 사용하여 분리하 다. 용액중에 남아 있는 우라늄 또

는 유로퓸 농도는  ICP-MS (PQ3, VG Elemental)를 사용하여 분석하 고 침전

된 핵종 농도는 초기 핵종 농도에서 용액에 남아 있는 핵종 농도를 뺀 값으로 

하 다. 그리고 수착 전후 용액의 pH는 복합 유리전극 (Orion 81-02)을 사용하

여 측정하 고 용액의 Eh는 카로멜 기준전극 (Aldrich No. Z11311-5)와 백금선

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나. 침철석과 캐올리나이트에 대한 우라늄의 수착계수

    

     환원조건에서의 침철석과 캐올리나이트에 대한 우라늄의 수착 실험에서 얻

은 분배계수를 그림 2.1.2에 나타내었다. 수착반응 전에는 1×10
-4
 M과 1×10

-6
 

M 용액 모두 Na2S2O4용액을 이용하여 용액의 Eh를 -370과 -480 mV사이의 값

으로 조절하 으나 침철석과 캐올리나이트와의 반응 후에는 -50에서 -230 mV사

이의 값으로 변화되었다. 용액의 pH 변화에 따른 분배계수 값을 살펴보면 용액

의 pH가 증가하면 Kd 값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캐올리나이트의 경우 

Kd가 0.1에서 125 L/g사이에 분포하는 반면 침철석과의 수착시에는 최고 1145 

L/g의 값을 나타내어 캐올리나이트보다 높은 값을 보 다.

 



  다. 침철석과 캐올리나이트에 대한 유로퓸의 수착계수

     환원조건에서의 침철석과 캐올리나이트에 대한 유로퓸의 수착 실험에서 얻

은 분배계수는 그림 2.1.3에 나타내었다. 수착반응 전에는 1×10
-4
 M과 1×10

-6
 

M 용액 모두 Na2S2O4용액을 이용하여 용액의 Eh를 -360과 -500 mV사이의 값

으로 조절하 으나 침철석과 반응 후에는 Eh가 증가하여 -58에서 -160 mV사이

의 값으로 변화되는 반면 캐올리나이트의 경우는 반응 전 Eh 던 값이 그대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어 Eh 값의 분포는 -320과 -420 mV 사이의 값을 나타내었

다. 용액의 pH 변화에 따른 분배계수 값을 살펴보면 용액의 pH가 증가하면 Kd 

값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캐올리나이트의 경우 Kd가 0.1과 0.2 L/g 사

이의 값인 반면 침철석과의 수착시에는 1×10
-4
 M 용액에서는 최고 43 L/g의 값

을 나타내며 1×10
-6
 M 용액에서는 최고 480 L/g의 값을 나타내었다.

2. 환원조건에서의 화강암에 대한 우라늄과 유로퓸의 수착계수

  가 . 분쇄 화강암에 대한 우라늄의 수착계수

      우라늄(VI)의 분쇄화강암에 수착실험 결과를 그림 2.1.4에 나타내었다. 실

험은 대기( P CO 2=10
-3.5  atm) 및 혐기 조건( C CO 2

 < 5ppm)에서 탄산염 농도를 

변화시키고 pH를 약 3에서 11까지 변화시키면서 수행되었다. 혐기조건 실험은 

로브 박스에서 수행되었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우라늄의 수착계수는 탄산염의 

농도에 변화에 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탄산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수착계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결과에 나타난 

바와 일치한다(Bargar et al., 2000; Pabalan and Turner, 1997; Pabalan et al., 

1998; Payne et al., 1998). 특히 탄산염의 농도가 높은 알카리 역에서 이러한 

탄산염의 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라늄이 탄산이온과 반응하여 음

이온의 복합체 (주로 UO2(CO3)2
2- 및 UO2(CO3)3

4-)를 형성함으로서 화강암 표면

에 수착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Baik and Hahn, 2002; Payne et 

al., 1998).

 

  나. 분쇄 화강암에 대한 유로퓸의 수착계수



     그림 2.1.5에 유로퓸(III)의 분쇄화강암에 대한 수착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험은 대기( P CO 2=10
-3.5  atm) 및 혐기 조건( C CO 2

 < 5ppm)에서 pH를 3에서 6

까지 변화시키면서 수행되었고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나머지 조

건들은 동일하게 유지하 고 혐기 조건 실험은 로브 박스에서 수행되었다. pH 

6 이상에서는 유로퓸의 용해도 한계 문제로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 다

(Runde et al., 1992). 그림에서 보여지다시피 pH 3-6 범위에서는 대기조건에서의 

실험 결과와 로브 박스에서의 실험 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pH 6 이하의 산 역에서는 탄산염의 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거의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탄산염 향을 보기 위해서는 보

다 낮은 유로퓸 농도와 pH 8 이상의 높은 pH에서의 실험이 필요하다. 우라늄

(VI)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유로퓸(III)의 수착계수는 우라늄(VI)에 비해 거의 

5-10 배정도 크게 나타났다. 즉 Kd(mL/g)는 pH 변화에 따라 약 10-700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값들은 연구들에서 측정한 값들과 유사

한다(Toshiyama et al., 1996; Hasany and Khurshid, 1997; Rabung et al., 1998). 

우라닐 이온(UO2
2+)보다 유로퓸(Eu3+)이 높은 이온가를 가지기 때문일 것이다.

3. 산화조건에서의 광물에 대한 아메리슘의 수착계수

  가. 실험방법

     아메리슘 수착 실험은 대기조건에서 배치 형태로 25℃에서 실시되었다. 아

메리슘 용액은 Am-241 1 mCi/ml (1 M HCl에 용해된 AmCl3, IPL사) 용액을 희

석하여 1×10-8 M 아메리슘 용액을 사용하 다. 그리고 용액의 pH는 1 M과 0.1 

M의 HClO4와 NaOH 용액을 사용하여 pH 4에서 9까지 조절하 고 이온강도는 

0.01 M NaClO4로 고정하 다. pH를 조절하여 용액을 준비한 후 반응시킬 광물

의 무게를 측정하여 용액에 첨가하 다. 용액 40 ㎖에 광물 0.04 g씩 반응시켜 

용액 대 고체의 비가 1 g/L가 되도록 하 다. 수착실험에 사용한 광물은 캐올리

나이트로 미국의 Source Clay Mineral Repository에서 공급된 것이 다. 용액 2

5℃가 유지되는 항온 진동기에서 3일 동안 진동시킨 후 용액중 일부를 시료채취

하여 용액과 침전을 세공크기가 0.45 ㎛의 막 필터를 사용하여 분리하 다. 반응

전 후 용액중의 아메리슘 농도는 LSC (Liquid Scintillation Counter)를 이용하여 

아메리슘의 α에너지를 측정하여 환산하 다. LSC 분석을 위해서는 시료 0.5 ㎖



에 scitillation cocktail (Parkard) 5 ㎖를 넣어 혼합하 다. 그리고 수착 전후 용

액의 pH는 복합 유리전극 (Orion 81-72)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나. 캐올리나이트에 대한 아메리슘의 수착계수

     산화환경인 대기조건에서의 캐올리나이트에 대한 아메리슘의 수착 실험에

서 얻은 분배계수는 그림 2.1.6에 나타내었다. 아메리슘의 Kd 값은 pH 4.4의 경

우 58 L/g인데 반해 pH가 7.1경우는 1244의 값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초기 아메

리슘 농도가 1×10
-8
 M로 매우 낮기 때문 비교적 높은 Kd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용액의 pH가 증가할수록 Kd는 증가하나 pH 10.1에서는 다시 낮은 

Kd를 얻었다.

4. 연구소내 시추 시료에 대한 핵종의 수착계수

   광물 및 암석에 대한 핵종의 수착계수는 대부분 실험실에서 합성한 용액과 

상용 매질을 이용하여 실험실 조건에서 수착실험을 진행함에 따라 실험에 따라 

도출된 값들이 현장에서의 실제값에 대한 근접 정도는 예측하기 힘들다. 실제, 

고준위 폐기물을 처분하게 될 심부 지질환경은 매우 다양한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리학적, 지화학적 환경을 갖고 있으며 핵종의 수착은 

대상 매질의 종류 뿐만 아니라 매체의 환경 조건 즉, 핵종이 유출되어 이동하는 

주 매체인 지하수에서의 수리학적, 물리화학적 및 광물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매

우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고준위폐기물의 처분 안전성 평가에 사용될 입력

인자로서 잠정 처분 예정 암반인 화강암에 대한 핵종의 분배계수를 생산하고자 

하 으며, 화강암 지역의 심부지하수 (500m 깊이)에서 채취한 화강암 및 현장 지

하수를 이용하여 실제 처분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수착 실험을 실시함으로써 

현장 실제값에 가까운 수착 계수를 생산하고자 하 다. 아울러 수착계수를 구하

는데 있어 핵종의 초기 농도 및 용액:입자비가 핵종의 수착특성에 주는 향을 

조사하기 위해 핵종의 초기 농도와 용액:입자비를 변화시켜 각 경우에서의 수착

계수를 생성하 다. 

  가. 시료 채취 및 실험 방법 



     ⑴ 시료 채취 및 준비

        본 연구에 사용된 화강암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 (KAERI site)내에 

시추공을 설치하여 약 500 m 깊이에서 채취한 쥬라기 화강암이다. 실험을 위한 

지하수는 MP (multi-packer) 시스템을 사용하여 KAERI site의 시추공 지하 475 

m 깊이에서 채취하 다. 시스템의 성격상 한 패커(packer) 당 약 250 ㎖ 정도의 

지하수 채취가 가능하고, 한번의 채취 시 총 1.5 ℓ만 가능하므로 2회에 걸쳐 지

하수 시료를 채취하 다. 시료 채취 시에는 대기중의 산소 및 이산화탄소의 시료 

내 유입을 막기 위해 특수 고안된 PMP 병을 패커에 직접 연결하여 순도 99.99%

의 깨끗한 N2 가스로 압력을 줌으로써 PMP 병에 직접 유입되도록 하 다. 

  시료 채취 후 1개 패커의 지하수 시료에 대해 전극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시료

의 온도, pH, Eh 및 용존산소 함량을 구하 다. 한편 휴대용 여과기를 사용하여 

여과한 시료에 대해 알카리도와 탄산염, 중탄산염의 함량을 구하 다 (Almgren 

et al., 1983, Appelo and Postma, 1999). 

  한편 지하수 시료는 채취 후 즉시 실험실로 가져와 N2 가스로 충진된 로브 

박스에서, 0.45 ㎛ 주사기 필터를 이용하여 여과하 다. 여과한 후 물시료는 깨끗

하게 세척한 1L Nalgene 병에 옮겨 회분식 수착실험에 사용하 고 여과한 시료

의 일부에 대해 AAS, IC, ICP-MS를 이용하여 양이온, 음이온 및 미량원소 분석

을 실시하 다. 또한 여과한 지하수 시료 중 20 ㎖는 요오드 분석을 위해 냉동 

보관하 다. 화강암 시료는 채취 후 증류수로 깨끗이 씻어 60℃ 오븐에서 완전히 

말린 후 자동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쇄하 다. 분쇄한 화강암은 표준체 (standard 

sieve)로 걸러 90 - 150 ㎛ 크기의 입자들을 분리하여 실험에 사용했다. 분쇄화

강암의 비표면적 (specific area)은 질소가스를 충진한 BET 방법으로 측정하 으

며 1.26±0.003 m
2
/g이었다. 또한 X선 회절분석을 이용하여 화강암의 광물조성을 

조사하 다.

  본 실험에 사용한 핵종은 U, Th, Eu, Co, Cs, Sr 및 I로 각각 UO2(NO3)2․

6H2O, Th(NO3)4․6H2O, Eu(NO3)3․5H2O, Co(NO3)2․6H2O, Cs(NO3), Sr(NO3)2 

및 NaI를 증류수에 녹여 10
-5
 - 10

-7 
M로 하여 사용하 다.

  ⑵ 수착 실험



     수착실험은 90 - 150 ㎛ 크기의 화강암 입자에 대해 회분식으로 실시하

다. 실험은 모두 N2 가스로 충진한 로브 박스 내에서 수행되었다. 실험은 처음 

용액의 핵종 농도와 용액:입자 비를 변화시키며 실시되었다. 처음 용액의 핵종 

농도는 10
-5,
 10

-6
 및 10

-7
 M 3가지로 변화시키고 용액:입자 비는 10 ㎖/g 및 20 

㎖/g의 두가지로 변화시켰다.

  0.5 g 또는 1g의 분쇄 화강암을 20 ㎖ 시료용기에 넣고 0.45 ㎛로 여과한 지하

수 10 ㎖를 첨가하여 용액:입자의 비를 10 ㎖/g 또는 20 ㎖/g이 되도록 하 다. 

지하수 시료를 넣은 후 화강암-지하수의 반응이 끝날 때까지 약 2 주간의 안정

화 기간을 두었다. 2주간 계속 pH를 측정하여 pH가 안정화된 시점을 화강암-지

하수 반응 종료시점으로 보고 이 때 핵종을 지하수 용액에 투입하 다. 핵종의 

처음 농도는 10
-2
 M 및 10

-3
 M 농도의 모액을 준비한 후 이것을 앞에서 기술한 

지하수/화강암이 들어있는 시료에 일정량을 주입하여 각각 처음 농도가 10
-5,
 

10
-6
 및 10

-7
 M이 되도록 하 다. 핵종의 용해를 쉽게 하기 위해 모액을 만들 때 

pH 2 이하로 맞추었으므로, 지하수 pH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핵종 모액을 

투입한 후 10
-2 
M NaOH를 넣어 핵종 투입전 지하수의 pH에 맞추었다. 핵종 투

입 후에는 상온에서 약 2주간 가끔 흔들어주면서 반응이 일어나도록 했다. 수착

반응을 시작한지 2주 후에 용액의 최종 pH를 측정하고 이 중 약 5 ㎖의 시료를 

취해 주사여과기를 이용하여 부유물을 제거하고 여과된 용액은 20 ㎖ 시료용기

에 담아 고순도 질산을 이용하여 pH를 2에 맞추어 ICP-MS 분석시까지 보관하

다. I
-
를 투입한 시료는 산처리를 하지 않았다. 수착실험이 끝난 시료의 분석은 

I
-
를 제외하고 모두 ICP-MS를 이용하여 실시하 으며, I

-
는 이온선택성 전극 

(ISE)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수착 실험이 지속되는 동안 분쇄 화강암으로부터 지하수로 용출되는 핵종의 

양을 조사하기 위해 일부 시료는 핵종을 넣지 않은 채 수착실험을 진행했다. 또

한 용기 벽에 흡착되는 핵종의 양을 조사하기 위해 역시 공시험(blank test)를 

병행하 다. 실험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모든 실험은 2회 이상 실시한 후 평균값

을 취하여 수착계수 등을 계산하 다.

 

  나. 화강암의 광물학적 특성 및 조성 

     연구에 사용한 화강암은 연구소내 시추공을 뚫을 때 약 500 m 깊이의 심부

에서 채취한 쥬라기 화강암이다. 채취한 화강암을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풍화 및 



변질작용을 받은 흔적이 있었으며, 녹니석, 방해석 등 이차 광물의 생성도 관찰

되었다. 연구지역 화강암의 광물조성을 알아보기 위해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 구성광물은 석 , 장석, 백운모이고 그 외 소량의 흑운모, 녹니석, 방해

석 등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1).  

  다. 지하수의 화학적 특성

     지하수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화학성분은 주변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에 의

한 향을 많이 받으며 지하수의 심도, 체류시간, 지하수-암석간 상호 반응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 표 2.1.2는 연구에 사용한 지하수

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화학조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지하수의 

수온은 24.5℃로 일반적인 심부 지하수의 특성을 보이며 pH는 약 9.8의 알칼리성

을 띠고 있다. 심부 지하수의 경우 지표에서 형성된 물이 지하로 심층 순환함에 

따라 대기와의 접촉이 거의 차단되고 지하 심부 환경에서 황화광물-물 사이에서 

환원반응 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음의 값을 갖는데 비해 본 연구 지하수

는 0.3 mV의 비교적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연구지역 지하수에 용존되어 있는 주요 양이온으로는 Na
+
과 SiO2가 있으

며 그외 K
+
, Mg

2+
, Ca

2+
 이 소량 함유되어 있다. 주요 음이온은 HCO3

-
와 CO3

2-
, 

F
-
가 있으며 Cl

-
, SO4

2- 
등이 소량 존재한다. 주요 성분 함량에서 보듯이 연구지

역 지하수는 Na과 HCO3 함량이 특히 높은 Na-HCO3 형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지하 심부 암반층으로 유입된 지하수에 의해 화강암의 주 구성광물인 사장석 

등이 용해된 후 지하수 내 방해석 등의 침전에 따른 Ca 이온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Kim et al., 2000).

  라. 수착특성 및 수착계수 

     

    ⑴ 화강암-지하수 반응 안정기 동안 지하수의 조성 변화

       그림 2.1.7은 핵종을 주입하기 전에 분쇄화강암을 지하수에 넣은 다음 안

정화될 때까지 지하수의 pH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GW B1과 GW B2는 각

각 지하수만 들어있는 시료이고 GW + Gr 1과 GW + Gr 2는 분쇄화강암과 지

하수가 모두 들어있는 시료를 나타낸다. x축은 안정화 기간 동안의 경과 일수를 

나타내며 0일에서의 값은 안정화 기간의 시작점 즉, 지하수의 초기 농도를 지시



한다. 지하수만 들어있는 시료 (GW 1, 2)의 경우 장기간 실시되는 실험에서 현

장 지하수 자체의 물리화학적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지하수와 화강암이 

모두 들어있는 시료 (GW + GW 1, 2)는 대개 2-3 주 정도 걸리는 안정화 기간 

동안 암석-용액 반응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지하수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성분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안정화 기간 동안 pH는 GW 시료와 GW + Gr 시

료에서 모두 시간에 따라 감소했다. 화강암과 접촉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

이 pH가 감소하는 것으로부터 시간에 따른 pH 변화는 지하수 시료에 들어있는 

용존 유기물의 분해로 인해 지하수 시료 내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림 2.1.8는 안정화 기간 동안 분쇄 화강암과 지하수의 반응에 따른 지하수내 

핵종 농도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도 x축은 안정화 기간 동안 경과 일수를 

나타내며 0일에서의 농도는 지하수의 초기 농도를 지시한다. 총 23일의 안정화 

기간 동안 Eu과 Th은 농도변화가 크지 않으나 Co와 Sr의 경우 화강암-지하수 

반응에 의해 농도가 매우 크게 증가하여 분쇄화강암 시료로부터 상당량이 지하

수로 유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Cs과 U도 그 양이 크지는 않지만 화강암-

지하수 반응에 의해 용액으로 용해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⑵ 천연 지하수에 주입된 핵종 (U, Th, Eu, Co, Cs, Sr 및 I)의 화강암에 

대한 수착 특성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으로부터 핵종이 유출될 경우 지하수로 유출된 핵종

이 주변 암석에 의해 지연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처분 예정 깊이의 화강암

과 심부 지하수 (약 500m 깊이)를 매질로 하여 U, Th, Eu, Co, Cs, Sr 및 I의 

수착계수를 구하 다. 수착계수를 구하는데 있어 핵종의 초기 농도 및 용액:입자

비가 핵종의 수착특성에 주는 향을 조사하기 위해 핵종을 주입한 지하수의 초

기 핵종 농도를 각각 10
-5
, 10

-6
, 10

-7 
M로 하고 용액:입자비는 10 ㎖/g, 20 ㎖/g

으로 하 다.

  표 2.1.3은 KAERI site에서 채취한 심부지하수와 같은 깊이의 화강암 분쇄입

자에 대해 실시한 U, Th, Eu, Co, Cs, Sr 및 I의 수착계수를 정리한 것이다. 대

체로 이 값은 인공 지하수나 합성 수용액 매질을 이용한 핵종의 수착 실험에 비

해 대체로 낮은 수착계수 (Kd)를 보인다 (Park and Hahn, 1999; Cho et al., 

1995; Ohe, 1984). 용액의 이온강도가 증가하면 Kd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Stumn and Morgan, 1996), 현장 지하수에 많이 포함된 각종 양이온과 탄산염, 

유기물 분해로부터 생성된 음이온들에 의해 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1.9은 KAERI site 현장 지하수 (475 m) 및 같은 깊이에 있는 화강암에 

대한 Co와 Eu의 수착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Co의 경우 초기 핵종 농도 10
-5 
M

에서의 자료 밖에 없어 핵종의 초기 농도에 의한 향은 알 수 없었다. 한편 용

액:입자비 (S:S 비)의 향은 수착률 (fraction of nuclides sorbed)과 Kd 모두 

S:S 비가 10 ㎖/g 보다 20 ㎖/g일 때 크게 나타났다. Eu의 경우 수착률은 S:S 

비 및 핵종의 초기 농도에 거의 무관하게 80% 이상이 화강암 입자에 수착되었

다. 한편 Kd는 핵종의 초기 농도가 커질수록 감소하며 S:S 비는 10 ㎖/g 보다 

20 ㎖/g일 때 Kd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2.1.10은 역시 현장지하수와 같은 깊이의 화강암 분쇄입자에 대한 Cs과 

U의 수착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Cs의 경우 수착률은 Eu과 마찬가지로 전 핵종  

초기 농도에 걸쳐, S:S 비와 무관하게 75% 이상의 수착률을 보이고 있다. Kd는 

S:S 비와 상관없이 핵종의 초기 농도 10
-7
 M에서 가장 낮았고 초기 농도 10

-6 
M 

및 10
-5 
M에서는 비슷하게 높은 값을 보 다. 한편 S:S 비의 경우 10 ㎖/g 보다 

20 ㎖/g일 때 높은 Kd를 보 다. 한편 U의 수착률은 핵종의 초기 농도 및 S:S 

비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30% 미만의 낮은 값을 보 다. 이는 우라늄의 경우 

Co, Cs 등 금속과는 달리 알칼리 역에서 용액 내에 탄산염이 존재할 경우 탄

산염 착물을 형성함으로써 용존상태로 머무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Kd의 경

우에는 Cs과 마찬가지로 초기 농도 10
-7 
M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이며 초기 농

도 10
-6 
M 및 10

-5 
M에서는 비슷하게 높은 값을 보 다. 핵종의 초기 농도가 증

가하면서 Kd가 증가하는 것은 투입한 Cs이 수착실험에 사용된 분쇄 화강암의 수

착 표면 (sorption site) 보다 지하수 중의 음이온 (탄산염, 인산염 등)과의 결합

을 더 선호하거나 지하수에 유리된 양이온에 의한 경쟁 효과 때문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서는 지하수-분쇄화강암의 고체-용액 반응으로 인한 용액 성분변화에 

따른 효과를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림 2.1.11은 현장지하수에서 분쇄화강암에 대한 Th과 Sr의 수착특성을 보여

준다. Th의 경우 용액의 초기 농도와는 거의 무관하게 55-70% 정도의 수착률을 

보이며 10
-5 
M에서 다소 높은 수착률을 보이고 있다. Kd는 10

-5 
M에서 가장 높

은 값을 보이며 10
-7 
M과 10

-6 
M에서는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다. S:S 비에 따

른 차이는 다소 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Sr의 경우 용액의 초기 

농도에 의한 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핵종의 초기 농도가 클수록 수착률 및 Kd



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Sr의 경우 용액 내 경쟁 양이온 (특히 Ca)이 

있을 경우 그 수착에 향을 많이 받는데 (Ohe, 1984) 용액에 주입한 Sr의 초기 

농도가 클수록 경쟁 양이온의 향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지하

수 내 핵종의 초기 농도가 클수록 Kd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Sr의 경우 

역시 S:S 비에 따른 수착률 및 Kd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현장지하수를 이용한 수착실험의 문제 및 향후 연구과제

     현장 지하수 및 주변 화강암 분쇄입자를 이용하여 U, Th, Eu, Co, Cs, Sr 

및 I의 수착실험을 실시한 결과 실험실에서 합성한 용액이나 인공지하수 등의 매

질에서 실시한 수착실험 결과와 비교할 때 대체로 Kd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안전성과 관련하여 Kd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신

중하게 Kd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수착실험에서 도출한 수착계수는 한번의 지

하수 채취를 통해 이루어진 1회의 실험으로 그 값이 KAERI site에서의 실제 Kd 

값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한 Kd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좀 더 보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수착실험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암석-지하수 안정화 기간 포함) 현장 지하

수의 성분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암석-지하수 안정화 기간 및 수착실험이 진행되

는 동안 지속적으로 암석-지하수 간의 반응이 일어나므로 이 기간 동안 지하수

의 화학조성상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 현장 지하수에는 용존 유기물 및 미생물이 들어 있으므로 대개 한 달 이상 

걸리는 수착실험 기간 동안 미생물에 의한 용존 유기물 분해 및 그로 인한 음이

온의 지하수 내 유출에 의한 지하수의 성분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본 수착 실험은 1회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므로 반복적인 실험을 실시함으로

써 도출된 수착계수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고 오차를 축소하는 한편 재현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5. 수착 데이터베이스의 웹 버전 및 수착계수 입력

   실험적으로 구한 수착계수(Kd)는 실험조건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방사성 폐

기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각 처분 시스템의 변수를 고려하여 대표적인 수

착 계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OECD/NEA는 방대



한 양의 수착계수를 보다 포괄적이고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 수착 데이터베이

스 SDB를 구축하게 되었다(Mackinley and Sholtis, 1992; Rüegger and Ticknor, 

1992). 그러나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SDB는 기본적으로 MS 

DOS 방식의 dBASE III plus를 사용하고, 데이터 및 그림 구성 등은 별도로 

Lotus 123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매우 불편하 다. 그리고 1991

년 이후에는 새로운 자료가 더 이상 보완되지 않아 많은 사용자들이 NEA SDB

의 수정 및 수착 데이터 보완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지 특성에 맞는 자료를 적절하게 도출할 수 있도

록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SDB를 구축해왔다. 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기

능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많은 양의 수착 계

수를 쉽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까지 본 프로그램에는 약 

11,000 개의 NEA 수착 자료와 4,000 개의 KAERI 수착 계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웹 기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록할 예정이다. 그

림 2.1.12는 수착 데이터베이스의 발전을 도표화한 것으로 MS DOS 상에서 이용

하던 초기의 형태로부터 웹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사용까지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DB-21C의 구축과 함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응용 연구도 

병행하 다 (Jung, et al., 2000). 

  가. SDB-21C의 개발

  SDB-21C는 국내외에서 생산된 수착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개발되었으

며, MS 윈도즈 95 또는 상위 버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Microsoft Visual C++ 

6.0의 MFC (Microsoft Foundation Class)를 이용하여 개발하 다. SDB-21C는 

ODBC (Open Data Base Connectivity)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소프트웨

어는 수착 자료의 평가 및 분석에 있어 사용자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KAERI에

서 지난 10년간 생산한 수착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SDB-21C는 

NEA SDB와 달리 수착 자료의 입력, 검색, 그림 및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SDB-21C의 흐름도는 그림 2.1.13에 도시되어 있다.

  나. SDB-21C의 주요 기능



  SDB-21C는 각 구성요소들을 다각적으로 연계시킨 최초의 상호연계성 수착 

데이터베이스이다. 본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베이스에 쉽게 접근하고 자료 제시 방

법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내재되어 있어 사용자들이 자료를 훨씬 쉽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다. SDB-21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⑴ 검색 기능

      - dBASE III 및 MS에 비해 데이터베이스 검색 속도가 훨씬 빠르다.

      - 손쉬운 검색을 위해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메뉴를 구성하 다.

      - GUI (Graphic use interface)를 검색 시스템에 도입하 다.

  ⑵ 표 및 그림 기능

  - 검색 결과를 표로 나타낼 수 있고, 이 표를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으므로 검색 결과를 MS Excel 등의 프로그램에 보낼 수 있다. 

  - 검색 결과를 세 종류의 그래픽으로 나타낼 수 있다(Kd 분포, % 분포 

    및 isotherm 분포)

  - parametric model을 위한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어 자료를 3차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⑶ 기타

  - 새로운 자료를 직접 SDB-21C에 입력할 수 있다.

  - 표, 그림 등의 검색 결과를 인쇄할 수 있다.

  - 수착 자료(주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다른 정보, 고체 유형 등 (보조 

    데이터베이스)을 프로그램에 연계시킬 수 있다.

 

  다. 수착 테이터베이스의 웹 버전화

      본 연구에서는 이들 테이터베이스의 수착계수를 처분 안전선 평가에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을 통해 여러 사람이 접속하게 하기 위

한 웹 버전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웹에서의 접속을 통해 여러 사람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으면 보다 많은 데이터가 입력될수 있고 연구자의 목적에 맞는 데

이터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이

러한 목적으로 완성된 웹 버전 수착 테이터베이스의 초기화면을 그림 2.1.14에 

나타내었고 자료 입력을 위한 페이지의 한 예를 그림 2.1.15에 나타내었다. 그리



고 이들 테이터베이스에 앞 항에서 설명한 환원조건에서의 광물과 화강암에 대

한 우라늄과 유로퓸의 수착계를 추가로 입력하고 산화조건에서 얻은 아메리슘에 

대한 수착계수의 국내 값도 입력하 다. 그리고 수착게수를 통계적으로 분석할수 

있는 서브루틴의 개발과 자료를 검색하는 사람이 원하는 환경조건에 대해 신뢰

성 있는 자료를 선택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시스템을 포함시킬 필요

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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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KAERI site)  (500m)
.

Surface area (m2/g) 1.26 +/- 0.003 

Mineralogical composition  Formula Percentage 

quartz SiO2 42.1 

feldspar    

albite NaAlSi3O8 27.4 

microcline KAlSi3O8 10 

muscovite KAl2(Si3Al)O10(OH,F)2 13.1 

chlorite Mg2Al3(Si3Al)O10(OH)8 2.1 

biotite K(Mg,Fe2+)3(Al,Fe3+)Si3O10(OH) 3.5 

calcite CaCO3 2.1 

Total  100.3 

 2.1.2   (500m)
       .  N.D. = (not detected)

Basic Sampling Temp. pH Eh EC DO Alkalinity TDS

Parameters Depth (m) ( ) (mV) mS/cm (mg/L) (mg/L) (mg/L)
475 24.5 9.79 0.3 - 6.76 98.2 128

Cations Na K Mg Ca SiO2

(mg/L) 31.2 0.21 0.01 2.27 18.7   

Anions HCO3
- CO3

2- F- Cl- NO3
- PO4

3- SO4
2- I-

(mg/L) 41.2 14.3 12.6 3.7 ND ND 3.9 0.2 

Trace e. Fe Li Be B Al Ti V Cr
(µg/L) 15.3 127 0.02 102 87.2 2.04 0.03 0.11 

Mn Pb Ni Cu Zn Ga Ge As
4.82 9.35 1.21 1.73 17.5 2.82 1.91 0.16 

Se Rb Sr Y Zr Mo Ag Cd
ND 0.80 59.1 0.02 0.06 46.7 0.01 0.08 

In Sn Sb Bi Ba La W Pt
0.01 0.29 0.41 0.03 1.33 0.03 106 0.00 

Cs U Th Eu Co Au
0.26 0.09 ND ND 0.57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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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475m )
  Co, Eu,, Cs, U, Th, Sr  I

Co 10-5M 10-6M 10-7M
S/S ratio (mL/g) 

10  4 - 11 (7.7) - - 
20 15 - 33 (23) - - 
Eu 10-5M 10-6M 10-7M

S/S ratio (mL/g) 
10 49 - 57 (53) 80 - 88 (84) 93 - 99 (96) 
20 72 - 86 (79) 121 - 129 (125) 146 - 173 (159) 
Cs 10-5M 10-6M 10-7M

S/S ratio (mL/g) 
10 53 - 54 (53) 50 - 60 (55) 13 - 19 (16) 
20 60 - 63 (62) 81 - 84 (82) 32 - 40 (36) 
U 10-5M 10-6M 10-7M

S/S ratio (mL/g) 
10 3.1 - 4.3 (3.7) 3.9 - 4.2 (4.1) 1.8 - 1.8 (1.8) 
20 5.4 - 5.9 (5.6) 6.2 - 7.2 (6.7) 1.6 - 1.7 (1.7) 
Th 10-5M 10-6M 10-7M

S/S ratio (mL/g) 
10 20 - 29 (25) 13  14 - 18 (16) 
20 39 - 48 (43) 17 - 19 (18) 21 - 22 (21) 
Sr 10-5M 10-6M 10-7M

S/S ratio (mL/g) 
10 40- 44 (42) 4.2 - 4.6 (4.4) 0  
20 68 - 69 (68) 3.5 - 4.9 (4.2) 0  
I 10-5M 10-6M 10-7M

S/S ratio (mL/g) 
10 - - - 
20 - - - 

 2.1.4  
Components (mg/l) Minimum Maximum 

pH 5.8 10.6 

Na+ 6.0 193.7 

K+ 0.1 3.8 

Ca2+ 1.1 70.2 

Mg2+ 0.0 6.4 

HCO3
- 0.0 42.3 

SO4
2- 0.1 356.3 

Sr 0.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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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환원조건 실험을 위한 비활성기체 로브 박스 

그림 2.1.2 환원조건에서의 침철석과 케올리나이트에 대한 

      우라늄의 수착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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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환원조건에서의 침철석과 케올리나이트에 대한 

      유로퓸의 수착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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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대기 및 혐기조건에서의 탄산염 농도 변화에 따른 

   분쇄 화강암에 대한 우라늄의 수착계수 ([UT=10
-6 M, 

   I=0.01 M NaClO4,  1g 화강암/20mL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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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대기 및 혐기조건에서의 분쇄 화강암에 대한

   유로퓸의 수착계수 ([EuT=10
-6 M, I=0.01 M NaClO4,

    1g 화강암/20mL 용액) 

그림 2.1.6. 대기조건에서의 캐올리나이트에 대한

              아메리슘의 수착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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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2 수착 테이터베이스의 발전

Development of Sorption Data Base

• MS DOS
• dBASE  III
• 1,1000 data

ISIRS NEA SDB SDB-21C

• MS WINDOWS
• Integrated Software
• Graphic User Interface
• 1,3000 data
• Parametric Model

SDB-21C
(WEB)

DOS                           WINDOWS                          NETWORK  

•Integration
•Interactive

Local                                                        Global

그림 2.1.13 SDB-21C의 구조 

Sorption Data Base

ODBC

SDB-21C

Graphic User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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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4 수착 테이터베이스 웹 버전의 초기화면 

그림 2.1.15 수착 테이터베이스 웹 버전의 테이터 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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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확산계수 

  고준위폐기물을 지하 결정질 암반에 처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암

석이 화강암이다. 그래서 국내 화강암중에서 평균적 물성을 가진 덕정화강암을 

대상으로 확산실험을 수행하 다. 시료는 원래 지표면보다 약 100m 깊이 채석장

에서 노출된 암석을 채취하 다.

1. 관통확산 모델

   그림 2.2.1과 같은 실험시스템에서 고농도 부분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 이 경우는 저농도 부분의 농도가 고농도 부분에 비하여 무시할 정도로 작

을 때, 고농도 부분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 일정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지배방정

식 및 해석해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암석 세공내 확산이 속도 결정

단계일 때,

        ε
δCp
δ t

+(1-ε)ρ
δ q

δ t
= D p

δ 2Cp

δ X 2

                  (2.2.1)

         R
δCp
δ t

 = De
δ 2Cp

δ X
2
                                (2.2.2)

         여기서, 

                      R=ε+(1-ε)ρ  Kd                      (2.2.3) 

                     Rd=1+(1-e)ρ  Kd/ε

이 관계식을 (2.2.2)에 대입하면,

                      δCp
δ t

=Da
δ 2Cp

δ X
2
                      (2.2.4)

                      여기서  Da=
De
R
                      (2.2.5)

초기 및 경계조건은

       C 1 (t=0)= C 0
                       (2.2.6)

       C 2 (t=0)=0                          (2.2.7)

        Cp(X,0)=0,0≤X⋏1                   (2.2.8)

       C p (1,t)= C 0,  t≥0                   (2.2.9)

      C p (o,t)= C 2 (t), t≥o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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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스템에 대한 해석해는 Crank 가 다음과 같이 구했다. [Crank, 1956]

  Cp (x,t)/Co=1-
x
1
-
2
π ∑

∞

n=0
(
nπ X

1
)exp [-

Da n 2 π 2 t

1
2 ]       (2.2.11)

저농도 부분에서 단위 면적당 확산되어 나오는 핵종의 확산속도는 Fick식에서 

윗 식을 미분하여 대입함으로써 구한다.

                  N = -Da
δC
δt
                             (2.2.12)

  이 식을 시간에 대해 적분하면 암석박편을 관통하여 확산된 핵종의 총량 Q를 

알 수 있다.

   Q
ℓ Co

=
De t

ℓ 2 -
R
6
-
2R
π ∑

(-1) n

n 2
exp[ -Dan

2
π
2
t/ ℓ

2
]     (2.2.13)

  t 가 커짐에 따라 exp [  ] 항은 급격히 감소하므로 다음과 같은 근사해를 구

할 수 있다.

            Q=
Co De

ℓ
t-
Co ℓ R

6
                             (2.2.14)

  한편, 윗 식의 Q는 단위면적당 핵종량이므로 이를 전체 확산량 Qt로 표현하면

      Q t = QㆍA = 
Co De t

ℓ
-
Co ℓ R A

6
                   (2.2.15)

또 농도와 Q, Qt 와의 관계는 

          Qt = CㆍV = QㆍA                                   (2.2.16)

그러므로,

      C = 
Co De A

ℓ V
t-
Co ℓ R A

6V
=
Co De

ℓh
t-
CoℓR
6h

        (2.2.17)

  윗 식을 C대 t의 그래프로 그리면 기울기에서 확산계수 De를 계산할 수 있으

며 비흡착성 핵종인 경우 X 절편에서 공극률 R = ε  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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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산실험 방법 및 절차

  가. 기초 측정인자 및 확산계수 종류

     지하핵종 이동 및 확산실험과 관련하여 측정하여야 할 인자로는, 공극률

( ε), 표면적 (A), 비중( ρ), 분배계수(Kd), 기하학적 인자(geometric factor,) 물에

서의 순수확산계수 (Dv), 유효확산계수(De), 겉보기 확산계수(Da) 등이 있다. 이 

중 공극률, 표면적, 비중, 분배계수는 우선 실험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Dv는 문

헌이나 계산식을 사용해 구할 수 있다. De는 암석의 기하학적 형태에 의해 핵종

이동이 지연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흡착성핵종을 사용할 경우 De를 

실험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기하학적 인자 δ/ τ 2  를 구할 수 있다.

                   즉 De / Dv = εδ/ τ 2                        (2.2.18)

공극률 ε  를 실험적으로 측정하면

                      δ/ τ 2 = 
De
ε Dv

                        (2.2.19)

이 식으로부터 기하학적 인자를 계산할 수 있다. Da는 비흡착성핵종의 경우 De

와 같고, 흡착성핵종의 경우는 암석의 기하학적 형태에 의한 핵종지연효과외에 

핵종흡착에 의한 지연효과가 가미된다.

          즉,           Da
Dv
=

εδ

τ 2 [ε+(1-ε)ρKd]
             (2.2.20)

일반적으로 ε는 ρ  Kd에 비해 무시할 정도로 작으므로 다음과 같이 간략할 수 

있다.

                     Da
Dv
=

ε  δ   

τ
2
ρ Kd

                         (2.2.21)

  여기서  ρ, Kd 는 우선적으로 실험측정한 값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Da값을 계

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기초암석 물성치로서 표면적 A, 비중 

ρ, 공극률 ε를 구하고 회분식(Batch)실험으로 분배계수(Kd)값을 구하면 확산실

험에서는 이들 자료를 이용해서 비흡착성 핵종인 경우에는 유효확산계수 De,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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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성인 경우에는 겉보기 확산계수 Da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해 기하학적 인자 

δ/ τ 2  를 구함으로서 지하핵종이동 모델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된

다.

  핵종들의 암석에의 관통확산(through-diffusion)이 일어날 때 상정할 수 있는 

속도결정단계로는 암석양쪽 용액과 접하고 있는 부분의 막저항, 암석내부의 공극

크기와 굴절로 인한 기하학적 저항 등이다. 막저항의 향을 파악하기 위해 행한 

실험은 고정된 상태로 한 실험장치는 전체를 교반기에 넣어 교반시켜 줌으로써 

막저항을 없애주고 확산량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두 경우의 확산량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확산이 암석내부의 세공을 관통하는데 주된 저항이 있음을 나타내 

준다.

  나. 공극률, 비중, 표면적 측정

     실험대상 암석들의 공극률은 수포화법을 이용하 다. 이 방법은 먼저 일정

한 형태의 부피의 암석시료를 증류수로 완전히 내부까지 포화되게 한 후 그 무

게를 잰 다음(Ws), 건조기에 넣고 그 무게의 감소를 측정한다. 무게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으면 이 때 암석내 세공에 들어있던 물이 모두 증발된 것으로 간주

하고 이 때 무게를 측정한다 (Wd), 공극들은 이들의 무게차이로써 계산할 수 있

다.

  즉, 공극률 = Vv
Vt
=
(Ws-Wd)ρ
Ws/ρ

=
Ws-Wd
Ws

               (2.2.22)

  또, BET로 측정한 암석 공극크기 분포는 10 -300Å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핵종의 크기가 2 - 7Å사이이므로 확산기구는 세공확산, 표면확산, Knucksen 확

산등이 모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비중은 앞의 공극률 결정시 사용한 자료를 

이용해 계산한다.

            비중 = Wd
Vt
                                   (2.2.23)

  표면적은 BET 방법으로 측정하 다. 암석을 분말형태로 가공하여 측정한 결

과 모두 1 m
2
/g수준의 값을 보 다. 일반적으로 BET는 매질이 10 m

2
/g 일 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m
2
/g이하일 때는 적용하기 곤란해진다. 분말형태로 

가공하지 않고 암석박편으로 측정한 결과 표면적이 “-”(음수)값이 나와 BET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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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할 수 없음을 나타내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일반적으로 BET 방법을 많

이 쓰고 일부에서는 BET보다 표면적이 더 크게 나오는 ethylene gylcol방법을 

쓰기도 한다.

  다. 암석에 대한 수착실험

     수착성 물질이 암반표면과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초실험으로 회분식 수착실험을 수행하 다. 폐폴리프로필렌 반응기에 

1000ml의 추적자를 포함한 지하수
 
용액을 담고 그 안에 화강암 시편을 넣어 수

착시킨다.  그림2.2.2에서와 같이 수착실험시스템을 꾸몄다. 반응 용기는 20℃로 

유지시키고 약하게 진동시켜 원활한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용액을 5ml씩 채취하고, 농도 변화가 거의 없는 가평형에 도달할 때까

지 시료를 채취하 다. 수착정도를 가늠하기위한 척도로 분배계수(distribution 

coefficient),Kd,를 사용하 으며, 다음 식과 같이 분배계수는(Kd) 매질의 단위무

게당 수착한 용질의 양으로 정의된다.

              K d (cm
3
/g) = 

q s ( g /g )

C  (g /cm 3 )
             (2.2.24)

  여기서 qs는 매질 단위무게당 수착량, C는 용액상 농도이다. 실제 수착실험에

서 분배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 식을 사용하 다.

                     K d = 
Co-C
C

⋅
V
W t
             (2.2.25)

여기서, Co 는 수용액상 초기농도, C 는 수용액 최종농도, V 는 용액 부피, Wt 

는 암석의 무게이다.

  라. 확산실험 방법

     그림 2.2.1과 같은 형태의 관통확산 (through-diffusion)실험장치를 제작하여 

실험하 다. 실험장치가운데에 2 - 5mm두께의 암석박편을 끼우고 epoxy나 

silicon 수지로 봉, 경화시킨 후, 양쪽에 합성지하수를 넣고 1주일 정도 유지시

켜 암석세공이 물로 포화되게 한다. 그 후 한쪽에 확산시킬 화학종을 첨가하고 

교반시킨 후 시간에 따라 농도변화를 관찰한다. 즉, 추적자가 암석박편을 관통해 

반대편으로 확산되어 나온 농도를 측정한다. 시료는 1 ml를 채취한다.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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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용액농도의 감소를 줄이기 위해 시료는 농도측정 후 다시 실험용기에 

재주입한다. 

  실험용액은 0.1 mol KCl  용액에 U, Th, Eu을 용해도가 허용하는 수준만큼 넣

어 용해시키고 KOH 용액으로 pH를 4.0에 가깝도록 조절하 다. 이때 추적자의 

용도는 대략 10
-5
 M 수준이다. 확산실험은 추적자용액을 관통확산실험장치 한쪽

에 넣고 맞은 편에는 같은 부피 pH4인 0.1M KCl 용액을 주입해서 추적자가 가

운데 암석박편을 관통해 맞은 편 쪽으로 흘러가게 한다. 

알카리실험용액은 100ml 의 0.1M Na2CO3,  275ml 의 0.1M NaHCO3, 혼합용액

에 추적자를 주입하고 원자가를 유지하기위해 0.26g NaNO2를 100ml 추가하

다.  pH 는 묽은 KOH, NaOH,  HCl 용액으로 조절하 다.

  실험장치를 실온으로 유지시키고 적당한 시간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해 농도를 

측정하 다. 

  실험 시스템에 세 종류의 비수착성 추적자를 사용하 다. 유기염료인 eosine 

(C20H6Br4Na2O5), 음이온인 bromide 와 chloride,  삼중수소수(tritiated water, 

THO)를 사용하 다. 시료농도는 다음의 기기를 사용해 분석하 다. 우라닌과 에

오신은 HP8452A Diode Array Spectrophotometer 로 파장 524nm의 세기를 분석

하 고, 음이온은 Orion940 Ion-analyzer로, 삼중수소수는 섬광계수기 (Packard 

1900TR Liquid scintillation counter)로, 구리이온은 Perkin Elmer 5100PC AA 

Spectrophotometer로 분석하 다. Cs, Co의 농도는 2“x2" NaI detector와 MCA 

system으로 측정하 다. Sr-90의 농도는 low-background α, β  counter로 total 

β  counting 하 다. U, Th, Eu 는 Varian 사의 ICP-MS (Induced Coupled 

Plazma - Mass Spectroscope)를 사용하 다.

3. 확산실험 결과 및 해석 

  본 실험에 사용한 암석들의 공극률은 앞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0.003 수준이었다. 이들의 확산에 대한 기하학적 인자 (geometric factor) 값은 표 

2.2.2을 기준으로  식(2.2.18)을 사용해 계산하면 0.2 수준의 값을 보여주었다. 이 

값을 다른 실험자들의 값과 비교해 보면 [Ohlsson, 1997], 약간 큰 값이다. 

화강암에서 확산계수는 핵종이 관통확산된 부분인 C2에서의 농도증가를 측정하

여 (2.2.17)식을 사용해 구하 다. C2 대 t의 그래프를 그림 2.2.2 ~ 5에 나타내었

다. 유효확산계수 및 암석수용인자는 그림상 실험곡선을 선형최소법으로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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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 다.

  음이온인 Cl
-
의 확산계수는 유기염료인 Eosine보다 5배정도 큰 값이다. 이는 

암석표면이 전기적으로 음성을 띠므로, Cl
-
는 음이온배제효과 (anion exclusion 

effect)로 인해 암석과 상호작용없이 암석을 관통확산하고, eosine은 큰 분자량으

로 인해 암석세공을 통과하는데 저항이 더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U, Th, Eu등 악티나이드계열을 중심으로 수착성 고준위핵종들은 대부분 산

화환원조건, pH, Eh, 이온강도 등 지화학조건에 민감하게 물성이 바뀌므로 Kd, 

Ds 값도 유동적이다. 그래서 확산 실험도 산성 역인 pH4 수준에서 실험과 알카

리 역인 pH10수준에서 확산실험을 한 후 상호 확산계수 값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그림 2.2.3에 나타낸 우라늄의 확산결과를 분석해 보면, 역시 산성 역과 

알카리 역에서 확산계수 값의 차이가 컸다. 이는 산화환원 상태에 따른 주요 

화학종들이 다르고 이들의 화학특성들도 다르기 때문이다. 대기와 접촉한 조건에

서 우라늄의 주요산화상태는 6가이다. pH4근처에서 가수분해 화학종들의 안정화

상수를 사용해 우라늄의 화학종들을 계산해보면 표2.2.1과 같다. pH4에서 Cl 과 

탄산이온에의한 UO2
+2
의 복합화반응은 무시할 수준이다. pH6이상에서는 

UO2(OH)2H2O 의 침전에 의해 착물을 형성해 용액중 우라늄농도가 제한된다. 

탄산이온과 탄수소화화합물의 안정화상수는 표와 같다. 알카리실험조건에서 우라

늄의 99%이상이 단일삼탄화합물인 UO2(CO3)3
4-
로 존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알카리 역에서 단일삼탄화합물인 UO2(CO3)3
4-
가 산 역에서 주요화학종인 

UO2
2+
보다 확산계수가 4배정도 더 크다. 이는 알카리 역에서  UO2(CO3)3

4-
가 

전기적으로 음성을 띄어 암석과 상호작용이 산성 역에서보다 적으며 콜로이드 

형태로 암석박편을 관통확산한 것으로 여겨진다.

  Th의 경우는 우라늄과 비교해 볼 때, 지화학 조건변화에 확산계수 값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편, Eu의 경우 지화학 조건변화에 확산계수가 가장 큰 변화를 보 는데, 이

는 알카리 역에서 대부분의 유로피움이온들이 암석표면에 수착하여 확산되는 

종들이 지극히 적은 양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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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1 수용액상에서 우라늄 반응 열역학 데이터 

 

Reaction Log *β(I=0)2

UO2
2+
 + H2O ↔  UO2OH

+
 + H

+

UO2
2+ + 2H2O ↔  UO2(OH)2aq + 2H

+

UO2
2+ + 3H2O ↔  UO2(OH)3

- + 3H+

UO2
2+
 + 4H2O ↔  UO2(OH)4

2-
 + 4H

+

2UO2
2+ + H2O ↔  (UO2)2OH

3+ + H+

2UO2
2+ + 2H2O ↔  (UO2)2OH2

2+ + 2H+

3UO2
2+
 + 4H2O ↔  (UO2)2OH4

2+
 + 4H

+

3UO2
2+ + 5H2O ↔  (UO2)3OH5

+ + 5H+

3UO2
2+ + 7H2O ↔  (UO2)3OH7

- + 7H+

4UO2
2+
 + 7H2O ↔  (UO2)4(OH)7

+
 + 7H

+

UO2
2+ + NO3

- ↔  UO2NO3
+

UO2
2+ + F- ↔  UO2F

+

UO2
2+
 + 2F

-
 ↔  UO2F2aq

UO2
2+ + 3F- ↔  UO2F3

-

UO2
2+ + 4F- ↔  UO2F4

2-

H
+
 + F

-
 ↔HF

H+ + 2F- ↔HF2
-

UO2
2+ + Ac- ↔UO2Ac

+

UO2
2+
 + 2Ac

-
 ↔UO2Ac2aq

UO2
2+ + 3Ac- ↔UO2Ac3

-

H+ + Ac- ↔ HAc

 -5.20

-12.00

-20.00

-33.0

 -2.80

 -5.63

-11.90

-15.56

-31.00

-21.9

  0.26

  5.09

  8.62

 10.90

 11.70

  3.17
b

  3.75b

  3.04b

  5.54
b

  6.94b

  4.757b

          표.2.2.2 핵종별 확산계수 측정결과

  Tracer
물에서확산계수

Dv (m
2/sec)x109

유효확산계수

De  (m
2/sec)x1013

 겉보기확산계수

Da (m
2/sec)x1018

 Eosine  0.45  2.7  7x105

  Cl-  2  11.6  1x106

  U  0.43 8.3 (acid) 13.5 (alkari) 3 (acid)   5 (alkari)

  Th  0.15 16 (acid)  18  (alkari) 6 (acid)   7 (alkari)

  Eu  1  8.9 (acid) 0.02 (alkari) 3 (acid)  0.01(alk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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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1 암석관통확산 실험 장치

           그림 2.2.2 화강암에 대한 핵종들의 수착실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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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3  에오신 및 Cl
-
 관통확산 실험결과

               그림.2.2.4 우라늄의 관통확산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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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5  토륨의 관통확산 실험결과

              그림 2.2.6  유로퓸의 관통확산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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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K+

Ca++

Mg++

SiO2
Cl-

[CO3
2-]T

SO4
2-

NO3
-

F-

TDS (mg/L) 
pH
Eh (mV) 
Depth (m) 

1.35E-3
1.28E-5
1.85E-4
8.23E-6
3.23E-4
5.36E-5
1.26E-3
7.49E-5
4.84E-5
3.47E-4
168.0 
9.1

-136
400

1.46E-3
1.28E-5
9.73E-5
1.65E-6
3.43E-4
1.21E-4
3.23E-4
2.08E-5

-
6.47E-4

96.7
10.1
-230
321

1.50E-3
2.30E-5
8.73E-5
1.65E-6
4.42E-4
1.07E-4
2.72E-4
3.33E-5

-
6.53E-4
101.2 
10.1
-155
416

1.55E-3
7.67E-6
6.74E-5
2.06E-6
3.08E-4
1.18E-4
4.09E-4
2.40E-5

-
6.68E-4
101.3 
9.9

-194
458

1) In-situ and chemical data of the groundwater samples from the borehole YS-01 straddled by 

multipacker system in the Yuseong area (Sampling date: Jun. 2002) 

Actinides Reaction log β

Am
   III Am3+ +H2O - H+ = AmOH2+

Am3+ +2H2O -2H+ = Am(OH)2
+

Am3+ +3H2O -3H+ = Am(OH)3
Am3+ +F- = AmF2+

Am3+ +2F- = AmF2
+

Am3+ +Cl- = AmCl2+

Am3+ +2Cl- = AmCl2
+

Am3+ + SO4
2- = AmSO4

+

Am3+ + NO3
- = AmNO3

2+

Am3+ + CO3
2- = AmCO3

+

Am3+ + 2CO3
2- = Am(CO3)2

-

Am3+ + 3CO3
2- = Am(CO3)3

3-

Am3+ + 4CO3
2- = Am(CO3)4

5-

-7.30
-15.19
-25.69
3.40
5.80
0.24
-0.74
3.80
1.33
8.10
13.00 
15.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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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III

IV

V

VI

U4+ + e- = U3+

U4++H2O(l) -H+ = UOH3+

U4+ + 2H2O(l) - 2H+ = U(OH)2
2+

U4+ + 3H2O(l) - 3H+ = U(OH)3
+

U4+ + 4H2O(l) - 4H+ = U(OH)4
6U4+ +15H2O(l) -15H+ = U6(OH)15

9+

U4+ + F- = UF3+

U4+ + 2F- = UF2
2+

U4+ +Cl- = UCl3+

U4+ + SO4
2- = USO4

2+

U4+ + NO3
- = UNO3

3+

U4+ + CO3
2- = UCO3

2+

U4+ + 2CO3
2- = U(CO3)2

o

U4+ + 3CO3
2- = U(CO3)3

2-

U4+ + 4CO3
2- = U(CO3)4

4-

U4+ + 5CO3
2- = U(CO3)5

6-

U4+ + 3H2O(l) -3H+ + CO3
2- = U(OH)3CO3

-

U4+ + 2H2O(l) -4H+ - e- = UO2
+

U4+ + 2H2O(l) -4H+ - 2e- = UO2
2+

U4+ + 3H2O(l) -5H+ - 2e- = UO2OH+

U4+ + 4H2O(l) - 6H+ - 2e- = UO2(OH)2(aq)
U4+ + 5H2O(l) - 7H+ - 2e- = UO2(OH)3

-

U4+ + 6H2O(l) - 8H+ - 2e-  = UO2(OH)4
2-

2U4+ + 6H2O(l) – 10H+ - 4e- = (UO2)2(OH)2
2+

3U4+ + 11H2O(l) – 17H+ - 6e- = (UO2)3(OH)5
+

3U4+ + 13H2O(l) – 19H+ - 6e- = (UO2)3(OH)7
-

U4+ + 2H2O(l) - 4H+ - 2e-   + CO3
2- = UO2CO3

U4+ + 2H2O(l) - 4H+ - 2e-   + 2CO3
2- = UO2(CO3)2

2-

U4+ + 2H2O(l) - 4H+ - 2e- + 3CO3
2- = UO2(CO3)3

4-

-9.35

-0.40
-1.09
-4.69
-9.99

-16.90
9.28
16.20 
1.71
6.50
1.47
13.70 
24.30 
31.90 
35.10 
34.00 
-1.00

-7.55

-9.04
-14.74
-21.14
-29.04
-41.44
-23.78
-42.91
-58.61
0.76
7.66
12.56 

Np
III

IV

Np4+ + e- = Np3+

Np4+ + H2O(l) - H+ + e- = NpOH2+

Np4+ + 3CO3
2- + e- = Np(CO3)3

3-

Np4+ + H2O(l) - H+ = NpOH3+

Np4+ + 2H2O(l) - 2H+ = Np(OH)2
2+

Np4+ + 3H2O(l) - 3H+ = Np(OH)3
+

Np4+ + 4H2O(l) - 4H+ = Np(OH)4
o

Np4+ + 3H2O(l) - 3H+ + CO3
2- = Np(OH)3CO3

-

Np4+ + 2H2O(l) - 2H+ + 2CO3
2- = Np(OH)2(CO3)2

2-

Np4+ + 4H2O(l) - 4H+ + CO3
2- = Np(OH)4CO3

-

Np4+ + 5CO3
2-= Np(CO3)5

6- 

Np4+ + Cl-= NpCl3+

Np4+ + SO4
2-= NpSO4

2+

3.70
-3.1

19.35 

0.50
 0.31 
-2.79
-8.29
6.03
16.96 
-4.57
35.55 
1.50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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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
IV

V

VI

Np4+ + F-= NpF3+

Np4+ + 2F-= NpF2
2+

Np4+ + 2H2O(l) - 4H+ - e- = NpO2
+

Np4+ + 3H2O(l) - 5H+ - e- = NpO2OHo

Np4+ + 4H2O(l) - 6H+ - e- = NpO2(OH)2
-

Np4+ + 2H2O(l) - 4H+ + SO4
2- - e- = NpO2SO4

-

Np4+ + 2H2O(l) - 4H+ + CO3
2- - e- = NpO2CO3

-

Np4+ + 2H2O(l) - 4H+ + 2CO3
2- - e- = NpO2(CO3)2

3-

Np4+ + 2H2O(l) - 4H+ + 3CO3
2- - e- = NpO2(CO3)3

5-

Np4+ + 3H2O(l) - 5H+ + 2CO3
2- - e- = NpO2(CO3)2OH4-

Np4+ + 2H2O(l) - 4H+ - 2e- = NpO2
2+

Np4+ + 3H2O(l) - 5H+ - 2e- = NpO2OH+

2Np4+ + 6H2O(l) - 10H+ - 4e- = (NpO2)2(OH)2
2+

Np4+ + 2H2O(l) - 4H+ - 2e- + CO3
2- = NpO2CO3

o

Np4+ + 2H2O(l) - 4H+ - 2e- + 2CO3
2- = NpO2(CO3)2

2-

3Np4+ + 6H2O(l) - 12H+ - 6e- + 6CO3
2- = (NpO2)3(CO3)6

6-

8.96
15.70 

-10.2
-21.5
-33.8
-9.76
-5.4

-3.65
-4.66
-15.5

-29.8
-34.9

-65.87
-20.48
-13.28
-35.63

Pu
III

IV

V

VI

Pu4+ + e- = Pu3+

Pu4+ + H2O(l) - H+ + e- = PuOH++

Pu4+ + Cl- + e- = PuCl2+

Pu4+ + H2O(l) - H+ = PuOH3+

Pu4+ + 2H2O(l) - 2H+ = Pu(OH)2
2+

Pu4+ + 3H2O(l) - 3H+ = Pu(OH)3
+

Pu4+ + 4H2O(l) - 4H+ = Pu(OH)4
o

Pu4+ + SO4
2- = PuSO4

2+

Pu4+ + CO3
2- = PuCO3

2+

Pu4+ + 2CO3
2- = Pu(CO3)2

o

Pu4+ + 3CO3
2- = Pu(CO3)3

2- 

Pu4+ + 4CO3
2- = Pu(CO3)4

4- 

Pu4+ + 5CO3
2- = Pu(CO3)5

6-

Pu4+ + 2H2O(l) - 2H+ + 2CO3
2- = Pu(OH)2(CO3)2

2-

Pu4+ + 3H2O(l) - 3H+ + CO3
2- = Pu(OH)3CO3

-

Pu4+ + 4H2O(l) - 4H+ + CO3
2- = Pu(OH)4CO3

2-

Pu4+ + 4H2O(l) - 4H+ + 2CO3
2- = Pu(OH)4(CO3)2

4-

Pu4+ + Cl- = PuCl3+

Pu4+ + F- = PuF3+

Pu4+ + 2H2O(l) -4H+ - e- = PuO2
+

Pu4+ + 2H2O(l) -4H+ + CO3
2- - e- = PuO2CO3

-

Pu4+ + 2H2O(l) - 4H+ -e- + 3CO3
2- = PuO2(CO3)3

5-

Pu4+ + 2H2O(l) - 4H+ -2e- = PuO2
2+

Pu4+ + 3H2O(l) - 5H+ -2e- = PuO2OH+

Pu4+ + 4H2O(l) - 6H+ -2e- = PuO2(OH)2
o

17.7
10.8
18.90 

0.60
0.61
-2.30
-7.90
6.9

13.60 
24.00 
31.50 
34.50 
32.80 
18.40 
6.00
-4.90
-3.50
1.80
8.84

-17.5
-12.38
-12.48

-33.3
-38.8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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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
     VI 

2Pu4+ + 6H2O(l) - 10H+ -4e- = (PuO2)2(OH)2
2+

Pu4+ + 2H2O(l) - 4H+ -2e- + SO4
2- = PuO2SO4

Pu4+ + 2H2O(l) - 4H+ -2e- + CO3
2- = PuO2CO3

Pu4+ + 2H2O(l) - 4H+ -2e- + 2CO3
2- = PuO2(CO3)2

2-

Pu4+ + 2H2O(l) - 4H+ -2e- + 3CO3
2- = PuO2(CO3)3

4-

Pu4+ + 2H2O(l) - 4H+ -2e- + Cl- = PuO2Cl+

Pu4+ + 2H2O(l) - 4H+ -2e- + F- = PuO2F+

-74.1

-29.9
-23.9
-18.4
-15.8
-32.6

-28.74

Actinide
s

Reaction log Ks
o Ref.

Am Am(OH)3 (cr) = Am3+ +3H2O -3H+

Am(OH)3 (am) = Am3+ +3H2O -3H+

Am2(CO3)3 = 2Am3+ +3CO3
2-

AmOHCO3 (c) = Am3+ +H2O - 2H+ +HCO3
-

NaAm(CO3)2 = Am3+ + Na+ - 2H+ +2HCO3
-

15.2
17.0
-33.4
1.63
-0.34

Silva et al.(1995) 
“

Neck et al.(1998) 
“
“

Np Np(OH)4 (am) or NpO2 xH2O(am)= 
Np4+ + 4H2O(l) - 4H+

NpO2(cr) = Np4+ + 2H2O(l) - 4H+

NpO2OH (am, aged) = NpO2
+ + H2O(l) - H+

NpO2OH (am, fresh) = NpO2
+ + H2O(l) - H+

NaNpO2CO3(s) = NpO2
+ - H+ + Na+ +HCO3

-

Na3NpO2(CO3)2(s) = 
NpO2

+ - 2H+ + 3Na+ +2HCO3
-

Np2O5 (c) = 2NpO2
+ + H2O(l) - 2H+

-0.7

-7.7
4.6
5.2

-0.66
6.51

8.0

Neck and Kim(2001) 
“

Neck et al.(1995) 
“
“
“
“

Neck(1997)

Pu Pu(OH)3 (cr) + Pu3+ + 3H2O - 3H+

Pu(OH)4 (am) = Pu4+ + 4H2O - 4H+

PuO2 (cr) = Pu4+ +2H2O - 4H+

PuO2OH(am) = PuO2
+ + H2O(l) - H+

PuO2(OH)2.H2O(c) = PuO2
2+ +3H2O(l) - 2H+

15.8
-2.5
-8.0
5.0
5.5

Lemire et al.(2001) 
Neck and Kim(2001) 

“
Lemire et al.(2001) 

“
U UO2(c) (uraninite) = U4+ +2H2O(l) - 4H+

UO2(am) = U4+ +2H2O(l) - 4H+

UO3(c).2H2O (c) (schoepite) = 
UO2

2+ +3H2O(l) - 2H+

(UO2)2SiO42H2O (soddyite) =  
2UO2

2+ +SiO2(aq)+ 4H2O(l) - 4H+

UO2CO3 (rutherfordine) = UO2
2+ -H+ +HCO3

-

Na2U2O7 = 2UO2
2+ +2Na+ 3H2O(l) - 6H+

-4.9
1.5
5.4

6.2

-4.2
26.0

Neck and Kim(2001) 
“

Diaz-Acros and 
Grambow(1998) 
Moll et al.(1996) 

Finch(1997) 
Diaz-Acros and 
Grambow(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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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bili
ty 1.3E-9 3.5E-10 3.1E-10 4.3E-10 

Am 
SLSP2) AmOHCO3(c) Am(OH)3(s) Am(OH)3(s) AmOHCO3(c)

6.E-8
 (PNC, 1992), 
3.E-9
(Grambow et 
al., 2000) 

Solubili
ty 3.58E-4 1.46E-5 1.37E-4 1.65E-4 

U
SLSP Soddyite UO2(am) Soddyite UO2(am) 

4.E-10
(PNC, 1992),  
7.4E-8  
(Grambow et 
al., 2000) 

Solubili
ty 1.3E-8 3.5E-9 3.1E-9 4.4E-9 

Np  

SLSP Np(OH)4(am) Np(OH)4(am) Np(OH)4(am) Np(OH)4(am) 

2.E-12
(PNC, 1992), 
2.E-9
(SKB, 1992),  
4.E-8
(SKI, 1991), 
2.E-9
(TVO, 1992), 
2.5E-10
(Grambow et 
al., 2000) 

Solubili
ty 2.4E-10 7.1E-11 6.6E-11 8.6E-11 

Pu  

SLSP Pu(OH)4(am) Pu(OH)4(am) Pu(OH)4(am) Pu(OH)4(am) 

3.E-11  
(PNC, 1992), 
9.E-11 
(Grambow et 
al., 2000) 

1) (PNC, 1992): pH=8.7, Eh=-0.28V; (SKB, 1992): pH=6.9, Eh=-0.2V; (SKI, 1991): pH=8.2, Eh=-0.3V; (TVO, 

1992): pH=7.8, Eh=-0.35V; (Grambow et al., 2000): pH=9.95, Eh=-0.54V 

2) SLSP: Solubility limiting solid phase 

Am(mol/l) Th(mol/l) U(mol/l) Np(mol/l) Pu(mol/l) 

1.6E-6/1.4E-10 2.8E-6/4.9E-9 1.E-3/3.2E-9 1.E-7/1.1E-9 2.8E-6/4.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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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착특성 및 메커니즘 규명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정부 주도 하에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과제의 일환으

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high-level radioactive waste, HLW)에 대한 연구 프로

그램을 시작하 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주요한 목적은 국내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 및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처분 

시설인 고준위 방사성페기물 처분장에 대한 기준 처분 개념 및 처분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이다(Choi and Kang, 2000). 고려된 처분 개념은 내부식성의 용기에 

사용후핵연료를 넣고 포장하여, 지하 500m 이상의 결정질 암반의 지하시설에 처

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준위 방사성페기물 처분기술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4년 간 

고준위 방사성페기물 처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연구들이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에서 수행되어져 왔다.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주요한 일들 중 하나는 다

양한 핵종들의 수착특성들을 고려한 far-field에서 핵종이동을 예측, 평가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far-field에서의 수착 연구는 고준위 방사성페기물 처분

의 안전성 평가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Chapman et al., 

1987).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처분연

구를 위한 어떠한 연구 대상지 또는 지하실험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URL)도 없는 상황이므로, 특정 부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포괄적

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주 구성 성분은 악티나이드 원소로서 고준위 방사성폐

기물 처분장의 안전성 평가 및 성능평가에 있어 주요 연구 대상 원소들이 되어 

왔다. 이들 원소들은 그 화학적 특성이 매우 복잡하므로 지하 매질에서의 이동 

및 지연 현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화학 조건에 따라 상이한 거동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방사성 핵종 누출 시 그 이동 경로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지화학

적 환경은 이러한 실험실적 연구에서 얻어지는 잘 제어되고, 잘 정의된 환경과는 

매우 다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흡착 매질을 들 수 있다. 흡착 매질의 경우 

다양한 광물들의 복잡한 혼합체이므로 이를 직접 사용한 흡착 실험 시 그 결과

를 정량적으로 해석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피

하기 위해 수착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몇 가지 산화광물 및 점토광물

을 사용한 단일 광물 계에서의 수착 실험이 주로 수행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그

도안 일차 및 이차광물들에 대한 많은 수착 데이터가 확보되었고(McKinley and 



Hadermann, 1985; Vandergraaf, 1989; Thomas, 1987; Andersson and Allard, 

1983) 그 데이터를 열역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개발되어 오고 있다(Davis, 

2001; Hayes and Leckie, 1987; Silva, 1992). 더 나아가 분광학적 방법을 이용한 

수착 메카니즘의 해석(Chung et al., 1998; Dardenne et al., 2001; Takahashi et 

al., 1998; Hyun et al., 2000), 수착된 핵종의 표면에서의 존재 상태에 대한 분자 

수준의 구조와 미시적 환경에 대한 정보까지 보고되고 있다(Clark et al., 1998; 

Bargar et al., 2000; Sylwester et al., 2000; Morton et al., 2001; Waychunas et 

al., 2002).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연구 결과를 실제 자연에서 접하게 되는 복합 

광물 계에서 수착 거동의 해석 및 예측에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연구의 수준

이 미흡하며 그러한 맥락에서 복합 광물 계에서 핵종 수착 거동 규명을 위한 연

구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본 목표는 다양한 실험적 접근 방법을 통하여 우라늄, 

토륨, 유로퓸과 같은 고준위 핵종들 및 지하 광물 또는 암석에 대한 기본적인 물

리화학적 특성 분석 및 상호간의 수착 반응 특성의 분석을 통한 수착 메커니즘

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처분 안전성 및 성능 평가에 필요한 수착관련 자료를 제

공해 줄 뿐 아니라 관련 자료 및 현상의 불확실성을 저감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제 1 절  수착특성

1. 핵종의 화학종 예측과 침전특성

  가. 실험방법

     서로 다른 pH와 CO2농도 조건에서 우라늄의 용액상과 고체상의 화학종에 

대한 평형에서의 분포를 지화학 코드인 MINTEQA2 [Allison, et al., 1991]를 이

용하여 계산하 다. 이 코드는 원소에 대한 광범위한 열역학 데이터베이스를 가

지고 있으며 수착 계산을 위한 7가지의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금속의 

침전과 용해, 고체상 형성 포화상태도 계산 가능하다. 본 연구에 사용한 

MINTEQA2 버전 3.11은 우라늄과 여러 리간드의 착물반응(complexation 

reaction) 63종과 각 반응에 대한 안정상수(stability constant)를 포함하고 있다. 

코드에 포함된 우라늄의 화학종은 주로 UO2
2+
와 U

4+
이며 리간드는 수산화이온, 



염화이온, 탄산이온, 불화이온, 황산이온, 인산이온, 실리카산 이온이다. 본 연구

에서는 모델계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종의 우라늄 착물반응을 추가하 고 

기존의 안정상수도 새로운 값으로 변경하 는데 이들 안정상수는 Grenthe, Neck

과 Bond의 자료를 참고로 하 다 [Bond, 1977; Grenthe, 1992; Neck and Kim, 

2000]. 본 계산에서는 실험조건을 고려하여 우라늄 화학종중에서 UO2
2+
와 리간드

중에서는 수산화이온과 탄산이온을 주된 대상으로 하 다. U
4+
와 염화이온, 황산

이온, 인산이온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계산에 사용된 우라늄의 착물반응과 안정

상수는 표 3.1.1에 정리하 다. 표 3.1.1에서 볼 수 있듯이 용액상으로는 우라닐 

수산화물, 우라닐 탄산화물 그리고 우라닐 탄산 수산화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리고 고체상으로는 우라닐 산화물, 우라닐 수산화물과 우라닐 탄산화물들이 포함

되어 있다.

  우라늄 침전실험은 0% CO2, 대기, 10% CO2 조건을 유지하면서 배치 형태로 

25℃에서 실시되었다. 0% CO2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험은 CO2가 배제된 

비활성 기체의 로브 박스에서 수행되었는데, 로브 박스에 대한 설명은 이미 

2장 1절에서 기술한 바 있다. 99.999%의 고순도 질소로 채워진 로브 박스의 

CO2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로브 박스내 가스를 채집하고 GC로 분석하 다( 

HP Agilent, DID 검출기). 본 실험에 사용된 로브 박스내 CO2의 농도는 3.2 

ppm 이었다. 대기중에서 수행된 실험은 0.03% CO2 조건이며 이것은 CO2 부분압 

10
-3.5
 atm.이다. 10% CO2 조건은 CO2 부분압 10

-1
 atm.이며 10% CO2를 포함한 

고순도 질소 가스를 용액에 계속 통과시킴으로써 유지시켰는데 이 때 용액을 통

과하는 가스의 유량은 10 ml/min가 되도록 하 다. 우라늄 용액은 UO2(NO3)2․

6H2O (Merck Co., 99%)로 1×10
-2
 M 우라늄 모액을 제조한 후 이를 희석하여 1

×10
-6
 M 우라늄 용액을 사용하 다. 그리고 용액의 pH는 1 M과 0.1 M의 

HClO4와 NaOH 용액을 사용하여 pH 4에서 10까지 조절하 고 이온강도는 0.01 

M NaClO4로 고정하 다. 우라늄 용액은 pH를 조절한 후 25℃가 유지되는 항온 

진동기에서 3일 동안 진동시킨 후 용액중 일부를 시료채취하여 용액과 침전을 

세공크기가 0.45 ㎛이며 셀루로우즈 아세테이트 소재의 막 필터를 사용하여 분리

하 다. 용액중에 남아 있는 우라늄 농도는 ICP-AES(ICPS-1000III, Shimadzu)

와 ICP-MS(PQ3, VG Elemental)를 사용하여 분석하 고 침전된 우라늄 농도는 

초기 우라늄 농도에서 용액에 남아 있는 우라늄 농도를 뺀 값으로 하 다. 그리

고 침전 전후 용액의 pH는 복합 유리전극(Metrohm 6.0233.100)을 사용하여 측정

하 다.



  유로퓸의 용액상과 고체상의 화학종에 대한 평형에서의 분포도 우라늄의 화학

종 계산에서와 같이 지화학 코드인 MINTEQA2로 계산하 다. 본 연구에 사용한 

MINTEQA2 버전 3.11은 유로퓸 이온의 착물반응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본 연구

에서 고려하는 실험 조건에 해당되는 유로퓸의 착물반응과 안정상수를 추가로 

코드에 입력하 다. 유로퓸은 3가 이온인 Eu
3+
와 수산화이온, 중탄산이온, 탄산이

온의 리간드와의 반응을 고려하 고 다른 원자가의 유로퓸과 염화이온, 질산이온 

등의 리간드는 배제시켰다. 계산에 사용된 안정상수는 Spahiu와 Bruno의 보고서 

[Spahiu and Bruno, 1995]를 참조하 다. 고려된 반응식과 안정상수는 표 3.1.2에 

나타내었는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용액상으로는 유로퓸 수산화물, 유로퓸 중탄

산화물, 유로퓸 탄산화물이 포함되어 있고 고체상으로는 고체 유로퓸, 유로퓸 수

산화물, 유로퓸 산화물, 유로퓸 수산화 탄산화물과 유로퓸 탄산화물들이 포함되

어 있다.  

  유로퓸 침전실험도 0% CO2, 대기, 10% CO2 조건을 유지하고 pH를 변화시키

면서 배치 형태로 실시되었는데 실험방법과 절차는 우라늄 침전실험과 동일하다. 

유로퓸 용액은 Eu(NO3)3․4H2O(Merck Co. 99%)을 사용하여 1×10
-6
 M을 제조

하여 수행하 다. 그리고 용액중 유로퓸 농도의 분석은 ICP-AES와 ICP-MS를 

사용하 다.

  나. 조건변화에 따른 우라늄의 화학종과 침전특성

     용액상과 고체상 우라늄 화학종의 평형상태에서의 분포를 pH를 3에서 10까

지 변화시키고 CO2 부분압을 0%, 0.03%와 10%로 변화시키면서 계산하여 결과

를 그림 3.1.1, 3.1.2와 3.1.3에 나타내었다. 그림 3.1.1은 우라늄 농도가 1×10
-6
 M

이고 CO2의 부분압이 0%일 때 pH변화에 따른 우라늄 화학종의 분포를 계산한 

결과이다. 우라늄은 pH 5.5이하에서는 UO2
2+
로 거의 존재하고 pH 5와 6.5 사이

에서는 UO2OH
+
와 (UO2)3(OH)5

+
가 일부 생성되는데 이들 UO2OH

+
와 

(UO2)3(OH)5
+
의 최대 분포는 26%와 37%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pH 6과 9 사이

에서 우라늄은 β-UO2(OH)2(s)의 고체상으로 침전이 되는데 이 때 고체상의 최

대 분포는 90%에 이름을 알 수 있다. 용액의 pH가 9이상일 때는 우라늄은 용액

상인 UO2(OH)3
-
로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0% CO2 조건에서는 용액

중에 탄산이온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 화학종은 대부분 우라닐 

수산화물임을 알 수 있다.



  대기조건에서의 우라늄 화학종의 분포에 대한 계산 결과를 그림 3.1.2에 나타

내었다. 대기조건은 CO2가 0.03%인 조건이며 CO2의 부분압이 10
-3.5
atm. 이다. 그

림에서 볼 수 있듯이 pH 5.5 이하에서는 우라늄의 거의 UO2
2+
로 존재하며 pH 5

와 6.5 사이에서는 UO2OH
+
와 (UO2)3(OH)5

+
가 일부 생성되는데 이들의 분포량은 

40%이하로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pH 6과 7.5 사이에서 우라늄은 β

-UO2(OH)2(s)의 고체상으로 침전이 되는데 이 때 고체상의 최대 분포는 60%를 

넘지 않는다. pH 7과 9 사이에서는 용액상인 (UO2)2CO3(OH)3
-
가 pH 9이상에서

는 UO2(CO3)3
4-
가 주로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들 결과는 pH 6이하

에서는 0% CO2 조건의 결과와 같으나 β-UO2(OH)2(s)의 고체상이 분포하는 pH

역이 매우 좁으며 분포정도도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높은 pH 역에서는 

용액중에 존재하는 탄산이온의 향으로 우라닐 수산화 탄산물화이나 우라닐 탄

산화물 형태의 용액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즉 pH가 낮은 역에서 높은 

역으로 증가하면서 용액상은 우라닐 수산화물에서 우라닐 수산화 탄산화물, 우

라닐 탄산화물로 됨을 알 수 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최대 탄산이온 농도인 CO2의 부분압이 10%인 조건에 대한 

계산 결과를 그림 3.1.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pH 4.5 이하에서는 

우라늄의 거의 UO2
2+
로 존재한다. 그리고 pH가 4보다 커지면 탄산화물이 생성되

기 시작하는데 pH 4.5에서 6사이에서는 UO2CO3(aq)가 pH 6에서 7.5사이에서는 

UO2(CO3)2
2-
가 pH 7 이상에서는 UO2(CO3)3

4-
가 주된 화학종이며 모두 용액상임

을 알 수 있는데 pH가 증가할수록 우라닐이온과 결합되어 있는 탄산이온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0% CO2 조건에서의 계산결과가 0%, 대기 조건과 

크게 차이나는 결과는 고체상의 화학종 생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들 결과로부터 용액중의 CO2 농도에 상관없이 pH 5.5 이하에서는 우라늄은 

우라닐 이온으로 주로 존재하고 CO2 농도가 1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성부근

의 pH에서 우라늄은 β-UO2(OH)2(s)의 고체상으로 침전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높은 pH 역에서는 음전하를 갖는 용액상으로 주로 존재하는데 

CO2 농도가 0%인 경우는 수산화물로 10%인 경우는 탄산화물로 주로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된다(Kang, et al., 2002).

  우라늄 침전 실험의 결과를 그림 3.1.4에 나타내었다. 0% CO2, 대기, 10% CO2 

조건일 때 용액의 pH변화에 따른 1×10
-6
 M 우라늄 용액의 침전 정도를 초기 

우라늄 농도에 대한 퍼센트로 나타내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CO2 조건에 

따라 침전 정도가 상당히 달라짐을 알 수 있다. 0% CO2 조건의 경우 pH 5 이하



에서는 침전된 우라늄의 퍼센트가 초기 우라늄의 30% 이하 다가 pH가 증가함

에 따라 침전량도 급격히 증가하 다. 그리고 pH 8이상이 되면 침전 퍼센트가 

70%로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대기조건의 경우는 전체 pH 역인 pH 4

에서 11까지 첨전량은 초기 우라늄의 40%를 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pH 6.8에

서 침전량은 54% 다. 이들 침전정도는 낮은 pH 역에서는 비교적 작았다가 pH

가 증가함에 따라 침전정도도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pH 7부근에서 최

대값을 가진다. 그리고 높은 pH 역에서는 침전정도가 감소하 다가 pH 10이

상에서는 0퍼센트에 도달하는 특징이 있다. 10% CO2 조건의 결과는 0% CO2 조

건이나 대기조건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데 pH 6이하에서는 침전된 우라늄이 초

기 우라늄의 30% 정도 다가 pH가 증가함에 따라 침전 퍼센트는 급격히 줄어들

어 pH 8이상에서는 10% 이하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용액중 탄산이온의 

농도가 높으면 우라늄은 불용성의 침전이 아니라 용액상의 화합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침전 실험의 결과와 그림 3.1.1, 3.1.2와 3.1.3에서 설명한 화학종 계산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0% CO2 조건이나 대기조건의 결과의 경우 고체상의 화

학종인 β-UO2(OH)2(s)가 존재하는 pH 역이 실험상 침전이 얻어지는 역과 

같으며 분포의 경향도 같음을 알 수 있다. 즉 낮은 pH 역에서는 침전이 작다

가 pH가 증가하면서 침전형성도 증가하고 pH가 더 높아지면 침전이 줄어드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때 최대 침전 퍼센트를 보이는 pH는 0% CO2의 경우 7-9, 대

기조건의 경우는 6.5-7 사이의 값이다. 그러나 10% CO2 조건의 경우 모델 계산 

결과는 고체상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침전 실험의 결과는 pH 6이하에서 

30%의 침전이 얻어져 계산과 실험 결과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 조건변화에 따른 유로퓸의 화학종과 침전특성

    유로퓸 화학종에 대한 모델 계산은 용액상의 화학종에 대해 주로 수행되었

는데 이들 결과에 의하면 대기조건에서 pH가 6을 넘지 않는 용액에서는 유로품

은 Eu
3+
가 가장 안정하여 거의 Eu

3+
로 존재하는 반면, pH가 높은 역에서는 수

산화착물이나 탄산착물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Ledin et al., 1994; 

Lee et al., 2000). 반면 고체상의 유로품 화학종은 계산 결과 고체상의 생성이 두

드러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액상과 고체상 유로퓸 화학종의 

평형상태에서의 분포를 pH를 3에서 10까지 변화시키고 CO2 부분압을 0%, 



0.03% 와 10%로 변화시키면서 유로퓸 농도 1×10
-6
 M에 대해 계산하 다. 그리

고 계산한 결과를 그림 3.1.5, 3.1.6와 3.1.7에 나타내었다. 그림 3.1.5은 CO2의 부

분압이 0%일 때 pH변화에 따른 유로퓸 화학종의 분포를 계산한 결과인데, 유로

퓸은 pH 7이하에서는 Eu
3+
로 거의 존재하고 pH 7이상에서는 고체상인 

Eu(OH)3(s)으로 침전이 되는데 이 때 고체상의 분포는 100%임을 알 수 있다. 이

와 같이 0% CO2 조건에서는 용액중에 탄산이온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 화학종은 유로퓸 수산화물이다.

  대기조건인 CO2가 0.03%인 조건에서의 유로퓸 화학종의 분포에 대한 계산 결

과를 그림 3.1.6에 나타내었다. 이들 결과는 0% CO2 조건의 결과와 유사한데 pH 

7이하에서는 유로퓸은 거의 Eu
3+
로 존재하며 pH가 7보다 커지면 Eu(OH)CO3(s)

인 침전이 생성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침전은 pH 9일 때까지는 100%

의 분포로 존재하다가 pH 9이상에서는 Eu(CO3)2
-
의 용액상이 일부 존재한다.  

pH가 높은 역에서는 용액속에 존재하는 탄산이온의 향으로 유로퓸 수산화물

보다는 유로퓸 수산화 탄산화물, 유로퓸 탄산화물로 됨을 알 수 있다.

  CO2의 부분압이 10%인 조건에 대한 계산 결과를 그림 3.1.7에 나타내었다. 이

들 결과는 0% CO2 조건과 대기조건의 결과와는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유

로퓸은 pH 5.5 이하에서는 거의 Eu
3+
로 존재하고 pH가 5와 7사이에서는 탄산화

물인 EuCO3
+
가 주된 화학종이며 pH 6과 8.5사이에서는 고체상인 Eu2(CO3)3․

3H2O(s)으로 주로 존재한다. 그리고 pH가 8보다 클 때는 주된 화학종이 용액상

의 Eu(CO3)2
-
임을 알 수 있다. 

  이들 결과로부터 용액중의 CO2 농도에 상관없이 pH 6 이하에서는 유로퓸은 

Eu
3+
로 주로 존재하고 pH가 증가하면서 고체상이 급격히 형성되는데 0% CO2 

조건의 경우는 주된 고체상이 Eu(OH)3(s)이며 대기조건의 경우는 Eu(OH)CO3(s)

이고 CO2농도가 10%인 경우는 주된 고체상이 Eu2(CO3)3․3H2O(s)인데 이는 용

액중의 탄산이온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리간드로 탄산이온의 수가 많은 착물이 

형성됨을 설명해 준다. 그리고 10% CO2 조건에서의 높은 pH 역에서는 고체상

의 착물이 형성되지 않고 용액상이며 음이온인 Eu(CO3)2
-
가 주된 화학종인 특성

을 나타내고 있다.

  유로퓸 침전 실험의 결과를 그림 3.1.8에 나타내었다. 0% CO2, 대기, 10% CO2 

조건일 때 용액의 pH변화에 따른 1×10
-6
 M 유로퓸 용액의 침전 정도를 초기 

유로퓸 농도에 대한 퍼센트로 나타내 다. 0% CO2 조건의 결과를 살펴보면, pH 

7 이하에서는 침전된 유로퓸의 퍼센트가 초기 유로퓸의 20%에서 50% 정도 다



가 pH가 증가함에 따라 침전량도 급격히 증가하여 pH 8.5이상이 되면 침전 퍼센

트가 거의 100%가 되었다. 대기조건의 경우는 pH 5 이하에서는 침전된 유로퓸

이 20% 이하 다가 pH가 5에서 8로 증가하면서 침전 퍼센트로 급격히 증가하여 

pH 8이상에서는 거의 100%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대기조건에서 pH변화에 따

른 침전 형성 특성은 0% CO2 조건과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10% CO2 조건의 

결과는 0% CO2 조건이나 대기조건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데, pH 5이하에서는 

침전된 유로퓸이 초기 유로퓸의 20% 이하 다가 pH가 증가함에 따라 침전 퍼센

트는 급격히 증가하여 pH 6.6에서 94%가 침전된 후 pH가 더 증가하면 침전 퍼

센트는 급격히 줄어드는 특성을 보인다. 이 결과는 용액중 탄산이온의 농도가 높

으면 유로퓸은 불용성의 침전이 아니라 용액상의 화합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침전 실험의 결과와 그림 3.1.4, 3.1.5와 3.1.6에서 설명한 화학종 계산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0% CO2, 대기, 10% CO2 조건 모두 pH변화에 따른 침전

의 생성정도가 모델 계산 결과의 고체상인 Eu(OH)3(s), Eu(OH)CO3(s)와 

Eu2(CO3)3․3H2O(s)의 분포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0% CO2 조건과 대기조

건의 경우는 낮은 pH에서는 유로퓸의 침전이 거의 생성되지 않는 반면, 높은 pH

에서는 유로퓸의 100%가 침전으로 되며 pH 6과 8 사이에서 침전이 급격히 생성

되는 경향이 있다. 10% CO2 조건의 경우는 침전의 형성이 중성 pH 범위에서 급

격히 증가하 다가 감소하고 높은 pH 역에서는 용액상의 음이온인 Eu(CO3)2
-

로 주로 존재하는 특성이 있다. 유로퓸의 화학종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화학종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다. Runde 등은 [Runde et al., 1992] 3가 금속의 

고체상을 TG/DTA와 XRD로 분석하 는데 0.03% CO2 조건에서 pH 5와 7 사이

에서는 Eu(OH)CO3(s)의 고체상이 확인되었고 1%와 100% CO2 조건에서는 고체

상이 Eu2(CO3)3(s)임을 보고하 다. 그리고 Choppin과 Rizkalla [Choppin and 

Rizkalla, 1994]는 pH 7 이상에서 유로퓸은 침전으로 형성되는데 이 때 화학종은 

Eu(OH)3(s)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계산

과 침전 실험으로 확인한 유로퓸의 화학종은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의 화학종 확

인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방법을 이

용한 화학종의 특성규명을 실험조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2. 광물에 대한 핵종수착 특성

  가. 실험방법



     광물에 대한 우라늄과 유로퓸의 수착실험도 0% CO2, 대기, 10% CO2 조건

을 유지하면서 배치 형태로 25℃에서 실시하 다. 0% CO2 조건 실험은 비활성 

기체의 로브 박스에서 진행되었고 10% CO2 조건 실험은 10% CO2를 포함한 

고순도 질소 가스를 용액에 계속 통과시켜서 수행하 다. 우라늄 용액은 

UO2(NO3)2․6H2O로 1×10
-2
 M 우라늄 모액을 제조한 후 이를 희석하여 1×10

-4
 

M과 1×10
-6
 M 우라늄 용액을 사용하 다. 유로퓸 용액은 Eu(NO3)3․4H2O을 

사용하여 1×10
-4
 M과 1×10

-6
 M을 제조하여 수행하 다. 용액의 pH는 HClO4와 

NaOH 용액을 사용하여 pH 4에서 10까지 조절하 고 이온강도는 0.01 M 

NaClO4로 고정하 다. pH를 조절하여 용액을 준비한 후 반응시킬 광물의 무게를 

측정하여 용액에 첨가하 다. 용액 40 ㎖에 광물 0.04 g씩 반응시켜 용액대 고체

의 비가 1 g/L가 되도록 하 다. 수착실험에 사용한 광물은 침철석, 캐올리나이

트, 몬모릴로나이트로 침철석은 고순도 시약급을 사용하 고 캐올리나이트와 몬

트모릴로나이트는 미국의 Source Clay Mineral Repository에서 공급된 것으로 

캐올리나이트는 Columbia가 산지이며 양이온 교환능이 15 meq/100g이고 몬모릴

로나이트는 Wyoming 형태로 Crook County가 산지이며 양이온 교환능은 89 

meq/100g이다. 용액과 광물은 25℃가 유지되는 진동기에서 3일동안 진동시켜 반

응시킨 후 용액중 일부를 시료채취하여 세공크기가 0.45 ㎛인 막 필터를 사용하

여 분리하 다. 용액중에 남아 있는 우라늄 또는 유로퓸 농도는 ICP-AES와 

ICP-MS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그리고 침전 전후 용액의 pH는 복합 유리전극

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나. 캐올리나이트에 대한 우라늄 수착특성

     캐올리나이트에 대한 우라늄의 수착결과를 그림 3.1.9에 나타내었다. 0% 

CO2, 대기, 10% CO2 조건에서의 pH변화에 따른 우라늄 수착량을 초기 우라늄 

농도에 대한 퍼센트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0% CO2 조건에서는 

pH 5 이하에서는 수착된 우라늄의 퍼센트가 초기 우라늄의 40%를 넘지 않다가 

pH가 증가할수록 수착퍼센트는 증가하여 pH 7이상에서는 초기 우라늄의 95% 

이상이 되었다. 그러나 수착퍼센트는 pH 9.5 이상에서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기조건의 경우 pH 4.4에서는 수착퍼센트는 28%에 불과하다가 pH가 4

에서 7로 증가하면 수착퍼센트는 급격히 증가하 다. 그리고 pH 7이상에서 우라



늄 수착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10% CO2 조건의 결과는 0% CO2조

건이나 대기조건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pH 6 부근까지는 수착퍼센트가 증가

하다가 pH 6.4일 때 최대 82%를 나타내고는 pH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수착퍼

센트가 감소하여 pH 9에서는 캐올리나이트에 우라늄이 전혀 수착되지 않는 결과

를 보이고 있다. 

  핵종들의 광물에 대한 수착특성은 2가지 주된 요인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핵종들의 화학종에 의한 향이며 나머지는 광물의 표면특성에 의한 

향이다. 핵종들의 화학종은 용액의 pH에 따라 많이 변화하게 되는데(Stumn, 

1987: Stumn, 1996) 우라늄의 경우 이미 모델 계산으로 pH에 따른 용액상과 고

체상의 분포를 예측하 고 서로 다른 CO2 조건에서의 침전실험으로 고체상의 분

포를 확인한 바 있다. 이들 결과로부터 CO2 조건이 변화해도 우라늄은 pH 5이하

에서는 UO2
2+
로 대부분 존재하고 pH 6과 9 범위에서 고체상인 β-UO2(OH)2(s)

가 주된 화학종이고 높은 pH에서는 용액상이며 음이온인 UO2(OH)3
-
, 

(UO2)2CO3(OH)3
-
, UO2(CO3)3

4-
과 UO2(CO3)2

2-
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1-1 점

토광물인 캐올리나이트는 층사이에 구 전하를 일부 가지고 있으며 이들 구 

전하는 이온교환 반응에 기여한다. 그리고 광물 결정의 edge에 있는 AlOH나 

SiOH와 같은 작용기가 수착에 크게 기여하는데 이들 작용기와의 반응을 표면착

물 반응(surface complexation) 이라고 한다. 이들 표면착물 반응은 광물 작용기

가 용액의 pH에 따라 변화하므로 pH에 매우 의존적이다(Ma and Eggleton, 

1999; Stumn, 1987). 이와 같이 광물의 구 전하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모서리

(edge)의 작용기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매우 다른데 이러한 이온교환 특성은 주로 

낮은 pH 역에서 일어나며 pH에 크게 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양이온의 

존재에 더 많은 향을 받는다(Dzombak and Morel, 1990; Hyun, et al., 2000). 

  그림 3.1.9에서 보여준 캐올리나이트에 대한 우라늄 수착 결과에서는 이온교환 

반응에 의한 주된 특성이 관찰되지 않고 pH 4와 7 사이에서 pH가 증가함에 따

라 수착퍼센트가 급격히 증가하는 표면착물 반응에 의한 특성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즉 용액의 pH가 증가함에 따라 캐올리나이트의 모서리가 더욱 음이온

을 띠게 되고 양이온과의 반응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pH 4와 6사이에서

는 우라늄은 거의 UO2
2+
로 존재하므로 이 때 표면착물 반응은 주로 양이온인 

UO2
2+
와 캐올리나이트의 표면 작용기와의 반응임을 알 수 있다. pH 6과 9 사이

에서는 우라늄은 대부분 침전이 되는데 이 pH 범위에서의 수착은 침전에 의한 

기여로 생각되며 이 때 침전은 β-UO2(OH)2(s)의 고체상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3.1.4에서 나타낸 침전퍼센트와 그림 3.1.9의 수착퍼센트를 비교해 

보면 수착퍼센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우라늄 침전외에 다른 양이온 

우라늄 화학종과 캐올리나이트와의 표면착물 반응도 일부 있을 수 있음을 나타

낸다. 높은 pH 역에서는 수착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는 이들 pH 역에

서 우라늄은 UO2(OH)3
-
, (UO2)2CO3(OH)3

-
, UO2(CO3)3

4-
, UO2(CO3)2

2-
와 같은 음

이온으로 존재하고 이들 음이온은 광물 표면의 작용기와 반응성이 없으므로 수

착이 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캐올리나이트에 대한 유로퓸의 수착특성

     0% CO2, 대기, 10% CO2 조건에서의 pH변화에 따른 유로퓸 수착량을 초기 

유로퓸 농도에 대한 퍼센트로 그림 3.1.10에 나타내었다. 그림을 살펴보면 0% 

CO2 조건의 경우는 수착퍼센트가 pH 4에서 10까지 전체 실험 역에서 초기 유

로퓸의 90%를 넘고 있는데 pH 4에서 수착퍼센트가 약 90% 다가 pH가 증가하

면서 수착퍼센트가 증가하고 pH 5 이상에서의 거의 100%의 유로퓸이 수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조건의 경우는 pH 5이하에서는 수착량이 초기 유로퓸의 

약 85% 다가 pH 5.5 이상에서는 거의 100%를 나타냄을 알수 있다. 이 때 pH 

5와 5.5에서 수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pH 모서리 (pH edge) 현상을 보이고 있

고 낮은 pH 범위에서는 수착량이 일정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10% CO2 조건

의 결과는 0% CO2조건이나 대기조건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pH가 증가함에 

따라 수착량이 증가하여 pH 5.5에서 약 100%의 수착퍼센트를 보이다가 pH가 더 

높아지면 수착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앞 항에서 설명하 듯이 핵종들의 광물에 대한 수착특성은 핵종들의 화학종과

광물의 표면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유로퓸의 경우 이미 모델 계산으로 

pH에 따른 용액상과 고체상의 분포를 예측하 고 서로 다른 CO2 조건에서의 침

전실험으로 고체상의 분포를 확인한 바 있다. 이들 결과로부터 CO2 조건이 변화

해도 유로퓸은 pH 6이하에서는 Eu
3+
로 존재하고 그 이상의 pH에서는 고체상인 

Eu(OH)3(s), Eu(OH)CO3(s)와 Eu2(CO3)3․3H2O(s)으로 침전된다. 그리고 10% 

CO2 조건의 높은 pH에서는 음이온인 Eu(CO3)2
-
로 주로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캐올리나이트는 pH변화에 따라 이온교환 반응과 표면착물 반응으로 수착

에 기여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림 3.1.10를 살펴보면 캐올리나이트에 대한 유로퓸 수착 결과에서는 대기조



건의 경우 이온교환 반응에 의한 주된 특성이 관찰되고 있다. 즉, pH 4와 5 사이

에서 수착량은 80%와 85% 사이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pH 5와 6 사이

에서 pH가 증가함에 따라 수착퍼센트가 급격히 증가하는 표면착물 반응에 의한 

특성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pH 범위에서 주로 존재하는 Eu
3+
와 캐

올리나이트의 표면 작용기와 반응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0% CO2 

조건을 제외한 경우 pH 6 이상에서는 유로퓸은 대부분 침전이 되는데 이 pH 범

위에서의 수착은 침전에 의한 기여로 생각되며 이 때 침전은 Eu(OH)3(s), 

Eu(OH)CO3(s)일 것이다. 10% CO2 조건의 높은 pH 역에서는 낮은 수착량을 

나타내는데 이 pH에서 주로 존재하는  Eu(CO3)2
-
 가 음이온으로 광물표면의 작

용기와 반응성이 없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라. 핵종수착에 대한 탄산이온 향

     우라늄과 유로퓸의 수착특성에 대한 탄산이온에 의한 향은 앞 항에서 이

미 설명한 수착분포를 0% CO2, 대기 조건 그리고 10% CO2 조건에서 서로 비교

한 그림 3.1.9와 3.1.10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은 pH 

변화에 따른 우라늄과 유로퓸의 수착정도가 0% CO2 조건과 대기조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고 10% CO2 조건의 수착경향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

리고 10% CO2 조건의 경우 높은 pH 역에서 수착량이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수착특성이 탄산이온의 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

내는 결과이다. 10% CO2 조건에서 우라늄의 경우 높은 pH 범위에서 주로 존재

하는 화학종은 UO2(CO3)3
4-
이며 유로퓸의 경우는 Eu(CO3)2

-
로 탄산화물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탄산이온의 농도가 높은 조건에서 우라늄과 유로퓸은 탄산화

물로 존재하며 이들 탄산화물은 수산화물이나 수산화 탄산화물과는 달리 음이온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들 음이온 탄산화물들은 광물의 표면 작용기와 반응성

이 없으므로 수착량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처분 환경의 여러 조건들 

중에서 다른 변수보다 탄산이온의 농도는 핵종들의 수착 특성을 결정짓는 결정

적인 요인이 된다.

  마. 광물별 핵종 수착특성

     대기조건에서 서로 다른 광물에 대한 우라늄의 수착실험 결과를 그림 



3.1.11에 나타내었다. 광물은 철 산화광물인 침철석, 1-1 점토광물인 캐올리나이

트와 1-2 점토광물인 몬트모릴로나이트를 대상으로 하 다. pH 변화에 따른 침

철석의 수착특성을 살펴보면 pH 3.9에서는 수착퍼센트가 22% 다가 pH 4.5 이

상에서는 90% 이상이 유지되었다. pH 4와 5 사이에서 수착퍼센트가 급격히 증

가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침철석에 대한 우라늄의 수착량은 다른 광물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고 pH변화에 대한 향이 거의 없다. 이러한 특징으로

부터 침철석의 수착은 FeOOH의 수산화기와 우라닐 이온의 강한 착물반응에 기

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수착특징은 우라늄의 화학종의 변화를 설

명하기는 힘들다(Payne, et al., 1998). 몬트모릴로나이트에 대한 우라늄 수착의 

경우는 pH 7 이하에서는 수착퍼센트가 80% 이상이 되며 pH가 변화해도 수착퍼

센트는 크게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pH가 증가하여 알칼리 역이 

되면 수착퍼센트가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몬트모릴로나이트는 층간에 

구 전하가 커서 낮은 pH 역에서의 높은 수착량은 이들 전하에 의한 이온교환 

반응에 기인한다(Hyun, et al, 2001). 그리고 캐올리나이트에 대한 우라늄 수착특

성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간 pH 역에서의 수착은 주로 우라늄의 침전

에 기인하며 높은 pH 역에서의 수착량 감소는 음이온인 우라늄 화학종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광물에 의한 우라늄 수착정도의 차이는 침철석은 pH 5와 10 

사이 역에서 높은 수착량을 그리고 몬트모릴로나이트는 낮은 pH 역에서 높

은 수착량을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다.

  대기조건에서의 침철석, 캐올리나이트와 몬트모릴로나이트에 대한 유로퓸의 수

착정도를 그림 3.1.12에 나타내었다(이 때 유로퓸의 초기 농도는 1×10
-4
 M 이었

다). Goethite의 경우를 보면 pH 5.5 이하에서는 수착퍼센트는 10% 이하 다가 

pH 7 이상에서는 수착퍼센트는 90% 이상이 되었다. 그리고 pH 5.5와 7 사이에

서 pH 모서리 현상를 나타낸다. 몬트모릴로나이트의 경우는 전체 pH 역인 pH 

4와 10 사이에서 수착량은 거의 10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 이온교환 반응과 

표면착물 반응을 구별하기가 힘들다. 반면 캐올리나이트의 경우는 pH 6 이하에

서는 수착이 이온교환 반응에 주로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광물

에 대한 유로퓸의 수착특성은 침철석과 케올리나이트는 높은 pH 역에서만 높

은 수착량을 나타내는 반면 몬트모릴로나이트는 전체 pH 역에서 높은 수착량

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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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우라늄(VI)의 용액상 반응과 고체형성 반응 및 각 반응의 안정화 상수

Reactions logK

  Aqueous Species  

UO2OH
+
 = UO2

2+
 + H2O - H

+ -5.70

(UO2)2(OH)2
2+
 = 2UO2

2+
 + 2H2O - 2H

+
-5.70

(UO2)3(OH)5
+ = 3UO2

2+ + 5H2O - 5H
+ -15.79

(UO2)3(OH)4
2+
 = 3UO2

2+
 + 4H2O - 4H

+
-11.90

UO2(OH)2 (aq) = UO2
2+
 + 2H2O - 2H

+
-12.10

UO2(OH)3
- = UO2

2+ + 3H2O - 3H
+ -20.00

UO2(OH)4
2-
 = UO2

2+
 + 4H2O - 4H

+
-32.40

(UO2)2(OH)
3+
 = 2UO2

2+
 + H2O - H

+
 -2.70

(UO2)3(OH)7
- = 3UO2

2+ + 7H2O - 7H
+ -31.49

(UO2)4(OH)7
+
 = 4UO2

2+
 + 7H2O - 7H

+
-21.90

UO2CO3(aq) = UO2
2+
 + CO3

2-
9.80

UO2(CO3)2
2- = UO2

2+ + 2CO3
2- 16.70

UO2(CO3)3
4-
 = UO2

2+
 + 3CO3

2-
21.60

(UO2)3(CO3)6
6-
 = 3UO2

2+
 + 6CO3

2-
54.01

(UO2)2CO3(OH)3
- = 2UO2

2+ + CO3
2-+ 3H2O - 3H

+ -0.86

(UO2)2CO3(OH)3
+ = 3UO2

2+ + CO3
2-+ 3H2O - 3H

+ 0.67

  Solid Species

UO3(c) = UO2
2+ + H2O - 2H

+ -7.72

UO3(Gummite) = UO2
2+
 + H2O - 2H

+ -10.41

β-UO2(OH)2 = UO2
2+ + 2H2O - 2H

+ -4.94

β-UO2(OH)2․H2O(Schoepite) = UO2
2+ + 3H2O - 2H

+ -5.37

UO2CO3(c, Rutherfordine) = UO2
2+
 + CO3

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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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유로퓸의 용액상 반응과 고체형성 반응 및 각 반응의 안정화 상수

Reactions log K

  Aqueous Species

Eu
3+
 + H2O  =  EuOH

2+ 
+ H

+
-7.8

Eu
3+
 + 2H2O  =  Eu(OH)2

+ 
+ 2H

+
-16.4

Eu3+ + 3H2O  =  Eu(OH)3 + 3H
+ -25.2

Eu
3+
 + CO3

2-
  =  EuCO3

+
7.9

Eu3+ + 2CO3
2-  =  Eu(CO3)2

- 12.9

Eu3+ + H + 2CO3
2-  =  EuHCO3

2+ 12.43

  Solid Species

Eu
3+
 + 3e

-
  =  Eu(s) -163.2

Eu3+ + 3H2O  =  Eu(OH)3(s) + 3H
+ -15.1

Eu
3+
 + 3H2O  =  Eu2O3(c) + 6H

+
-52.4

Eu3+ + 3H2O  =  Eu2O3(m) + 6H
+ -54

Eu3+ + H2O + CO3
2-  =  Eu(OH)CO3(s) + H

+ 7.8

2Eu
3+
 + 3H2O + 3CO3

2-
  =  Eu2(CO3)3․3H2O(s)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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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0% CO2 조건에서의 pH 변화에 대한 1×10
-6 M 

   우라늄의 용액상과 고체상의 모델계산의 의한 분포 

그림 3.1.2. 대기 조건에서의 pH 변화에 대한 1×10
-6
 M 우라늄의

   용액상과 고체상의 모델계산의 의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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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10% CO2 조건에서의 pH 변화에 대한 1×10
-6
 M 

   우라늄의 용액상과 고체상의 모델계산의 의한 분포

그림 3.1.4. 0% CO2, 대기, 10% CO2 조건에서의 pH 변화에 대한

   1×10
-6
 M 우라늄의 침전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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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0% CO2 조건에서의 pH 변화에 대한 1×10
-6
 M 

   유로퓸의 용액상과 고체상의 모델계산의 의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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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대기 조건에서의 pH 변화에 대한 1×10-6 M 유로퓸의

   용액상과 고체상의 모델계산의 의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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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10% CO2 조건에서의 pH 변화에 대한 1×10
-6 M 

   유로퓸의 용액상과 고체상의 모델계산의 의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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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0% CO2, 대기, 10% CO2 조건에서의 pH 변화에 대한

   1×10
-6
 M 유로퓸의 침전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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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0% CO2, 대기, 10% CO2 조건에서의  캐올리나이트에 

   대한 1×10
-6
 M 우라늄의 수착 퍼센트 

그림 3.1.10. 0% CO2, 대기, 10% CO2 조건에서의  캐올리나이트에 

    대한 1×10
-6
 M 유로퓸의 수착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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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대기 조건에서의 침철석, 캐올리나이트와 몬트모릴로

    나이트에 대한 1×10-6 M 우라늄의 수착 퍼센트

그림 3.1.12. 대기 조건에서의 침철석, 캐올리나이트와 몬트모릴로

    나이트에 대한 1×10
-4
 M 유로퓸의 수착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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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암석(광물)조성 및 균열표면 특성

1. 화강암 구성 광물 특성

  가. 암석 시료 특성

     연구에 사용된 국내산 암석은 경기도 양주군 덕평리에서 채취한 쥬라기 화

강암이다. 화강암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회암리 산125-1번지 ㈜대호석재에서 

석재 및 골재의 용도로 채취되고 있는 화강암체에 부존하는 균열 충진 광물의 

시료를 채취하 다. 모암은 대한 광업 진흥 공사에 의해 덕정석으로 명명된 석재

이다.

  나. 화강암 모암의 특성

     화강암 모암에 대해 박편을 제작하여 편광 현미경 관찰 및 모달 분석을 실

시하여 광물학적 및 암석학적 특성을 조사하 고, X선 회절 분석을 통해 광물 

조성을 규명하 고 X선 형광 분석 및 노음 계산의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광물학

적 및 암석학적 데이터를 얻었다. 표 3.3.1에 화강암의 광물조성 결과를 나타내었

다. X-선 형광 분석 결과 표 3.3.2와 같은 화학 조성을 얻었다. 이를 이용해 

CIPW 노음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표 3.3.3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모암이 화

강암에서 화강섬록암에 걸친 경계의 화학 조성을 가짐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실험에 사용된 화강암 모암은 조립질 화강암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

여주며 주구성 광물로는 석 (quartz), 사장석(plagioclase), 미사장석(K-feldspar), 

흑운모(biotite)가 있고 부구성 광물로 각섬석(hornblende)과 스핀(sphene) 등이 

존재한다(그림 3.3.1, 3.3.2, 3.3.3 참조). 구성 광물들은 조립질이며 비교적 신선한 

광물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간혹 견운모로 심하게 변질된 장석 광물 입자들

이 관찰되기도 한다. 장석 광물들은 자형 내지 반자형이며 누대 구조를 보여준

다. 사장석은 소광각 측정치의 Michel-Levy 도표 plot에 의하면 알바이트 혹은 

올리고클레이스에 해당되는 조성을 가진다. 미사장석은 알바이트 쌍정과 페리클

린 쌍정이 직교하는 그리디론 구조를 잘 보여준다. 모달 분석 결과를 화성암의 

분류 기준에 따라 QAP(quartz-alkali feldspar-plagioclase) 삼각도에 도시한 결과 

화강섬록암에 해당되는 광물 조성을 가지고 있다(백민훈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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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균열 충진 광물의 특성

    1) 분석 방법

       균열 충진 광물은 매우 적은 양만을 얻을 수 있으므로 모암의 감정에 사

용되었던 방법들로는 감정할 수 없고 채취한 균열 충진 물질에 대해 X-선 회절 

분석과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해 광물학적 특성을 규명하 다.

  X-선회절분석(XRD)은 광각 고니오 미터가 장착된 Rigaku RAD-3C(서울대학

교 지구환경과학부)를 이용하여 분말 시료에 대해 40KV/30mA의 조건에서 2 2θ

min
-1
의 속도로 분석하 다. 함철 광물들의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Co Kα (λ

=1.789Å) X-선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또한 균열 충진 광물 감정과 미세 구조 

관찰을 위하여 한국자원연구소의 JSM-6400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이미지 

관찰 및 EDS 분석을 하 다.

    2) 균열 충진 광물의 종류

  

       관찰된 균열 충진 광물을 종류별로 분류하면 조암 광물로서 석 , 사장석

/K-장석, 흑운모가 존재하고 이차 광물들로 방해석, 침철석/적철석, 백운모, 할로

이사이트, 파이로필라이트, 녹니석, 스멕타이트 등을 감정할 수 있다 (백민훈 등, 

2003).

2. 연속화학추출법 및 XRD를 이용한 광물 기여도 분석

  선택적 화학추출법(selective chemical extraction method)이 동위원소간의 불

평형이 발생하는 곳에서의 중요한 광물상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져 왔다. 

토양, 침전물 심지어 암석의 특정한 광물상에서 금속 원소들을 추출하는 방법 등

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Tessier et al., 1979; Malo, 1977; Chao 

and Zhou, 1983; Shirvington, 1983; Naghtinggale, 1985; Sheng and Kuroda, 

1986; Lowson et al., 1986; Payne, 1985; Clark et al., 1996; Dhoum and Evans, 

1998, Yanase et al., 1991; Park et al., 1992; Park et al., 1994; Park and Hahn, 

1999). 토양 화학을 위해 개발되어온 중금속 연속화학추출(sequential chemical 

extraction) 방법들이 우라늄 원소들의 추출 연구에도 적용되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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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rvington, 1983; Naghtinggale, 1985; Sheng and Kuroda, 1986; Lowson et 

al., 1986; Payne, 1985; Clark et al., 1996; Dhoum and Evans, 1998, Yanase et 

al., 1991). 또한 토양이나 침전물에 주로 적용되어져 오던 화학추출법이 최근에

는 암석과 고결성(consolidated) 광물에 적용되기도 하 다(Yanase et al., 1991; 

Park et al., 1992; Park et al., 1994; Park and Hahn, 1999). Tessier 등(1979)에 

의해 개발된 5단계 화학추출법이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져 왔는데 이 방법은 

이온교환 가능한 상, 탄산염상, 철/망간 산화물상, 유기물상 그리고 잔여상 등 5

개의 광물상을 정의한다. 그러나 비정형(amouphous) 철 산화물과 결정질

(crystalline) 철 산화물 등을 분리하는 것과 같은 더 많은 상들을 구분하기 위한 

연구들도 개발되어져 왔다(Chao and Zhou, 1983; Clark et al., 1996). 또한 암반

에 수착된 핵종들의 수착 형태 및 수착의 가역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러한 연

속화학추출법을 사용하기도 하 다(Park et al., 1992; Park et al., 1994; Park 

and Hahn,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쇄 화강암에 수착된 우라늄을 연속화학추출법을 이용

하여 추출하여 화강암 모암 구성광물 중 어느 광물이 우라늄 수착에 가장 많이 

기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다. 

  가. 실험 방법

      연속화학추출법에 의한 화강암에 수착된 우라늄 추출실험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 분쇄 화강암 모암에 대한 우라늄(VI) 수착 실험을 10g의 분쇄 화강암을  

200mL의 10
-5
M 우라늄 용액(UO2(NO3)2․6H2O, MERCK)과 pH 8.0, 0.01M 

NaClO4, 대기 조건에서 2주 동안 반응시켜 수행하 다. 

• 우라늄 수착 실험이 끝난 화강암을 분리하여 오븐에서 105
o
C 온도에서 건조

시킨 후에 필요할 때까지 약 4
o
C의 냉장고에 보관하 다.

• 각 추출 단계 후에서 시료들은 약 10mL/g의 초순수로 세척하고 건조하 다.

• 각 추출 단계 후에는 부유액과 잔유물은 0.45μm 필터를 이용하여 즉시 분리

하 다.

• 분리된 부유액은 즉시 산으로 산성화시킨 다음 ICP-MS로 우라늄 농도를 측

정하기 위하여 냉장고에 보관하 다.

• 남은 잔유물은 오븐에서 건조한 다음 XRD로 광물 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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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 보관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속화학추출법의 전체적인 개괄을 표 3.3.4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표 3.3.5에는 연속화학추출법에 사용된 시약 및 추출방법에 대해 정

리하여 나타내었다.

  나. 실험 결과

      연속화학추출법을 이용한 화강암에 수착된 우라늄(VI)의 추출 결과를 표 

3.3.6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표 3.3.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강암 조성은 HCl

로 추출할 때까지는 정성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수착된 우라늄 

중에서 이온 가능한 것이 약 60.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calcite와 같은 탄산

염 광물에서 탈착된 우라늄은 약 15.7%, 그리고 일반적으로 흡착된 것은 3.8%, 

그리고 녹니석(chlorite)와 같은 점토광물에 흡착된 것이 약 19%를 차지하 다. 

  그러나 4, 5 단계와 같이 철산화물 등으로부터 탈착된 우라늄은 확인할 수 없

었는데 이는 실험에 이용된 화강암이 이러한 철 산화광물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

일 것이다. 그리고 1, 2, 3 단계에서 탈착된 우라늄들은 비록 정확하게 정량화 할 

수는 없지만 특정 광물에서 탈착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구성 광물들로부터 함

께 탈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염산에 의해 추출된 우라늄은 대부

분이 녹니석에 수착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사용된 화강암에 녹니석이 거의 

1% 이내의 아주 소량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착의 약 20%를 차지

하고 있다는 것은 녹니석이 우라늄 수착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

미하고 있다. 따라서 녹니석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균열 표면의 경우엔 대

부분의 우라늄이 녹니석에 수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속화학추출법을 이용한 화강암 구성 광물들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기여

도 평가는 비록 XRD 방법이 정량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단점으로 정량적 평

가에서는 한계가 있었지만, 비록 소량이지만 녹니석이 우라늄 수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라늄은 대부분이 화강암 표면에 

약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3. EPMA를 이용한 광물 기여도 분석 

  우라늄 수착에 미치는 화강암 모암표면 및 균열표면 구성광물의 향 및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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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광물들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우라늄(VI) 수착 실험 

후 화강암 모암표면 및 균열표면에서의 우라늄 분포를 전자현미경적 방법으로 

조사함으로서 각 구성광물들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자 하 다. 

  가. 분석 방법

      EPMA(Electron Probe Micro-Analyzer)는 기본적으로 촛점화된 전자빔

(focused electron beam)(에너지 = 5-30keV)을 시료의 미세부피(micro-volume)

에 충돌시키고 다양한 원소들에 의해 유도되고 방축된 X-ray 광자들(photons)을 

수집함으로서 수행된다. 이러한 X-ray의 파장들은 방출된 핵종들에 대해 특성적

이기 때문에 시료의 조성이 WDS(Wavelength Dispersive Spectroscopy) spectra

를 기록함으로서 쉽게 확인될 수 있다. 또한 시료를 관통한 전자빔을 카메라 시

스템을 이용해 화상화하면 시료와 전자빔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이미지

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EPMA를 이용한 imaging 기술로는 보통 BSE(Backscattered Electron) 

기술과 X-ray mapping 기술이 널리 사용되는데 광물학에서는 X-ray light에서 

이미지를 생산하는 X-ray mapping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X-ray mapping 

기술은 기본적으로 X-ray detection 시스템으로부터 나온 것은 시료를 관통한 빔

이 화상화됨으로서 시각화하고 이것을 photographic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록함으

로서 시료 원소들의 분포를 나타내는 map을 생산해 내는 것이다.

  나. 분석 결과

      EPMA를 이용한 화강암 모암표면에 대한 X-ray mapping 결과를 그림 

3.3.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라늄의 분포가 주로 운모(mica) 광물들

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강암의 주구성 광물들인 석

, 장석, 운모 중 우라늄 수착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운모(mica) 광물들이며 석

 및 장석의 기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PMA를 이용한 화강암 

균열표면에 대한 X-ray mapping 결과를 그림 3.3.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

다시피 우라늄의 분포가 주로 녹니석(chlorite)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균열 충진물질의 주성분이자 화강암 모암의 부구성 광물인 녹니석은 소량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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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에도 우라늄 수착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화강암 표면에서 각 

구성광물들이 광물 함량과 수착능의 곱만큼 우라늄 수착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

라 한 종의 우세한 광물이 지배적으로 기여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화강암으로의 우라늄 수착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운모 및 녹니석에 대

한 수착 거동을 정확히 규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화강암-녹니석 복합광물계에서의 수착 특성

  화강암을 포함하는 암석과 같은 복합광물계에서 핵종 수착거동 해석 및 핵종 

수착에 미치는 주요 구성의 향을 규명하기 위한 수착 실험을 수행하 다. 본 

실험에서는 앞의 실험들에서 균열표면 구성광물 중 우라늄 수착에 대한 주요 기

여 광물로 확인된 녹니석을 주요 구성광물로 선정하고 화강암 모암과의 혼합물

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우라늄(VI)에 대한 수착 실험을 수행하여 복합광물계에

서의 핵종 수착특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

  가.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된 화강암은 덕정화강암의 모암으로 직경이 0.15<ψ p< 0.3mm

인 분쇄화강암 수착 실험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화강암 입자들을 사용하 으

며, 화강암 균열 충진 광물의 주성분인 녹니석을 일정량 추가하여 혼합 매질을 

구성함으로서 복합광물 수착시스템을 구성하 다. 수착 대상 핵종으로는 우라늄

(VI)을 사용하 고, 이온강도는 0.01M NaClO4 용액을 이용하 고, 1.0M 및 0.1M 

HClO4 또는 NaOH를 용액을 이용하여 원하는 pH로 조절하 다. 기타 실험 조건 

및 변수들은 분쇄화강암 실험에서와 동일하게 수행하 다. 실험에 사용된 화강암

의 비표면적 측정 결과, 화강암은 0.085 m2/g이고, 녹니석은 1.57 m2/g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비표면적을 기준으로 화강암과 녹니석의 혼합

비 설정하 다. 표 3.3.7에 실험시스템에 대해 기술하 다.

  표 3.3.7에서 보여지다시피 화강암-녹니석 혼합물의 총 표면적을 일정하게 유

지하기 위하여 화강암 및 녹니석의 양을 혼합비율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여 사

용하 다. 이러한 실험은 결국 동일한 BET 비표면적을 혼합물에 대한 우라늄 

수착능을 비교함으로서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비치는 녹니석의 향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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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험 결과

      화강암-녹니석 혼합비율에 따른 우라늄 수착실험 결과를 그림 3.3.6에 나

타내었다. 그림 3.3.6의 결과는 각각 수착분율(%)과 수착계수 Kd(mL/g)의 값으

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여지다시피 화강암-녹니석 비율이 0-100일 때(즉, 순

수 녹니석만 존재할 때) pH에 상관없이 우라늄 흡착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녹니석의 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pH7 근처에서는 향이 크게 나

타났지만 pH7 이하에서 그 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H 

증가에 따라 흡착능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우라늄의 일반적인 

수착 거동을 보 다. 

  그러나 순수 화강암이거나 녹니석 비율이 10%인 경우엔 pH7에서 오히려 수착

능이 pH6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쇄화강암 실험결과에서 

보았듯이 화강암에 대한 최대 수착능은 약 pH6.8 근처에서 일어나고 그 이후엔 

탄산염의 향으로 수착능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실험의 결과 화

강암-녹니석 혼합물일 경우에는 순수광물인 녹니석만 존재할 경우와는 매우 다

른 거동을 보 지만 그 자체로 복합광물인 화강암과는 비슷한 거동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혼합물의 경우엔 순수광물과는 다른 차원에서 수착 

거동이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혼합광물에 대한 수착 거동을 해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들

이 최근에 시도되었다[63-67]. 특히 표면복합화(surface complexation) 수착모델

을 이용한 방사성 핵종 및 금속 이온들의 복합광물계에 대한 수착 거동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실험 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지질학적 후보 매질로서 또 

최근 수착 및 표면 과학 연구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복합광물계의 한 

예로서 제안된 화강암에 대한 우라늄의 수착 거동 규명을 위해 국내에서 채취한 

분쇄화강암, 화강암 모암표면 및 균열표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 다. 이러한 실험적 연구의 결과 및 이에 대한 논의의 결과로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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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채취한 화강암의 모암은 주로 석 , 사장석, K-장석, 흑운모, 각

섬석, 스친, 불투명광물 및 소량의 녹니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균열표

면은 조암광물로서 석 , 사장석, K-장석, 흑운모 등과 이차광물로 방해석, 

침철석/적철석, 백운모, 할로사이트, 파이로필라이트, 녹니석, 스멕타이트 등

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 본 연속화학추출법을 이용한 화강암 구성광물들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기

여도 평가는 비록 XRD 방법이 정량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단점으로 정

량적 평가에서는 한계가 있었지만, 비록 소량이지만 녹니석이 우라늄 수착

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라늄은 대부분

이 화강암 표면에 약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EPMA를 이용한 화강암 모암표면 및 균열표면에 대한 X-ray mapping 분

석 결과, 모암의 경우 우라늄의 분포가 주로 운모(mica) 광물들에 가장 많

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균열표면의 경우엔 우라늄의 분포가 주로 

녹니석(chlorite)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열 충진물질의 

주성분이자 화강암 모암의 부구성 광물인 녹니석은 소량 존재 시에도 우라

늄 수착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화강암 표면에서 각 구성 광

물들이 광물 함량과 수착능의 곱만큼 우라늄 수착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종의 우세한 광물이 지배적으로 기여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화강암으로의 우라늄 수착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운모 및 녹니

석에 대한 수착 거동을 정확히 규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화강암-녹니석 복합광물계에 대한 우라늄 수착 실험의 결과, 화강암-녹니

석 혼합물일 경우에는 순수광물인 녹니석만 존재할 경우와는 매우 다른 거

동을 보 지만 자체로 복합광물인 화강암과는 비슷한 거동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혼합 복합광물의 경우엔 순수광물과는 다른 차원에

서 수착 거동이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 암석, 토양, 또는 침전물과 같은 복합광물에 대한 수착 거동을 해석하고 예

측하기 위한 연구들이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표면복합화

(surface complexation) 수착모델을 이용한 방사성 핵종 및 금속 이온들의 

복합광물계에 대한 수착 거동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이론

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실험자료 확보

를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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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화강암 모암의 광물 조성(모달 분석 결과)

         mineral

(vol.%)
Section #1 Section #2

석 (Quartz) 46.8 41.6

사장석(Plagioclase) 24.2 26.6

K-장석(K-feldspar) 12.4 10.6

흑운모(Biotite) 12.8 16.6

각섬석(Hornblende) 2.2 2.0

스핀(Sphene) 0.4 1.2

불투명광물(Opaque) 1.2 104

Total 100 100

표 3.3.2. 화강암 모암의 화학 조성(X-선 형광 분석 결과)

     sample

wt. % 
A-1 A-2 B-1 B-2 C-1

SiO2 74.54 73.95 72.98 72.03 71.98

Al2O3 13.47 13.42 13.98 13.90 14.46

TiO2 0.40 0.41 0.44 0.39 0.43

Fe2O3 2.99 3.20 3.28 3.17 3.12

MgO 0.91 0.94 1.10 1.05 1.08

CaO 2.20 2.20 2.26 2.28 2.38

Na2O 3.28 3.28 3.30 3.35 3.53

K2O 3.59 3.61 3.82 3.78 3.58

MnO 0.06 0.06 0.07 0.07 0.06

P2O5 0.06 0.07 0.09 0.09 0.10

LOI 0.27 0.25 0.29 0.29 0.50

Total 101.78 101.38 101.60 100.40 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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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화강암 모암의 광물 조성(CIPW 노음 계산 결과)

       mineral

wt. %
Formula A-1 A-2 B-1 B-2 C-1

Quartz SiO2 35.82 35.13 32.93 31.88 31.31

Orthoclase K2O·Al2O3·6SiO2 21.11 21.23 22.47 22.23 21.05

Anorthite CaO·Al2O3·2SiO2 10.52 10.46 10.62 10.72 11.16

Albite Na2O·Al2O3·6SiO2 27.73 27.73 27.99 28.32 29.84

Hypersthene MgO·SiO2 2.27 2.34 2.74 2.62 2.69

Hematite Fe2O3 3.00 3.21 3.29 3.18 3.13

Apatite 3CaO·P2O5·1/3CaF2 0.13 0.15 0.19 0.19 0.22

Corundum Al2O3 0.33 0.28 0.52 0.36 0.69

표 3.3.4. 화강암에 수착된 우라늄 추출을 위해 사용된 연속화학추출법 개요

Reagent Mineral Dissolved Uranium Species

1M Sodium 

acetate(NaOAc)
 Ion exchangeable uranium

Morgan's solution
- Adsorbed trace materials

- Carbonate minerals

 Uranium bound to 

 carbonates

Tamm's acid 

oxalate(TAO)

- Ferrihydrate

- Amorphous minerals of 

   Fe, Al, Si

- Secondary U minerals

 Uranium in isotope 

 equilibrium with aqueous 

 phase

Citrate-dithionite-

bicarbonate(CDB)
- Crystalline iron oxides

 Uranium associated with 

 iron oxides

Citrate-dithionite-

citric acid(CDCA)

- Any remaining traces of

  oxides

 Any uranium which may

 have re-adsorbed onto the

 slid phase during the CDB 

 step

6N HCl
- Clay minerals

- Some refractory minerals

 Uranium associated with

 clay minerals and refractory

 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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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연소화학추출법에 사용된 시약 및 추출방법

Reagent Procedure

1M Sodium 

acetate(NaOAc)

- 1.0M sodium acetate(NaOAc) at pH 8.2

- 8mL of reagent per g of sample was shaken at room 

  temperature for 4 hours

Morgan's solution
- 1.0M sodium acetate adjusted at pH 5.0 by acetic acid

- 40mL of reagent per g of sample was shaken at room 

  temperature for 4 hours

Tamm's acid 

oxalate(TAO)

- Oxalic acid(10.9 g/L) and ammonium oxalate(16.1 g/L)

  at pH 3.0

- 1.0g of sample was shaken in the dark with 40mL/g 

  of reagent for 4 hours.

Citrate-dithionite-

bicarbonate(CDB)

- Sodium dithionite(1.0g per g of sample)

- A solution of tri-sodium citrate(0.3 mol/L)

  and sodium hydrogen carbonate(0.2 mol/L)

  at pH 8.5 using 40mL of reagent per g of sample

- The mixture was heated at 85
o
C for 30 minutes

  then filtered immediately

- The procedure was then repeated.

Citrate-dithionite-

citric acid(CDCA)

- Sodium dithionite(0.5g per g of sample)

- A solution of tri-sodium citrate(0.15 mol/L) and 

  citric acid(0.05 mol/L) at pH 5.0 using 40mL of 

  reagent per g of sample

- The mixture was heated at 85oC and stirred for 30 

  minutes

6N HCl
- The mixture was heated at 85

o
C and stirred for 2 

  hours with 6N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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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연속화학추출법을 이용한 화강암에 수착된 우라늄의 추출 실험 결과

Step Reagents
U Conc.

(ppb)

Percent of U

extracted

Indentified

Minerals1)

0 - 370 100

Quartz, Biotite, Albite
2)
 

Microcline3), Magnesiohornblende 

Chlorite

1 NaOAc 224.3 60.6
Quartz, Biotite, Albite, Microcline

Magnesiohornblende, Chlorite

2 Morgan's 58.0 15.7
Quartz, Biotite, Albite, Microcline

Magnesiohornblende, Chlorite

3 TAO 13.9 3.8
Quartz, Biotite, Albite, Microcline

Magnesiohornblende, Chlorite

4 CDB ND -
Quartz, Biotite, Albite, Microcline

Magnesiohornblende, Chlorite

5 CDCA ND -
Quartz, Biotite, Albite, Microcline

Magnesiohornblende, Chlorite

6 HCl 70.2 19.0
Quartz, Biotite, Albite, Microcline

Magnesiohornblende

Residue 3.6 0.9

1) Indentified by XRD

2) Albite : kind of Plagioclase

3) Miclocline : kind of K-felds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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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화강암-녹니석 복합광물계의 우라늄 수착실험 결과

Granite Chlorite Mixture 

S.A.

%

Weight

(g)

S.A.

(m2)

S.A.

%

Weight

(g)

S.A.

(m2)

S.A.

(m2)

100 2.5000 0.212 0 0.0000 0.000 0.212

90 2.2500 0.190 10 0.0135 0.021 0.211

80 2.0000 0.169 20 0.0270 0.042 0.211

70 1.7500 0.148 30 0.0405 0.063 0.211

50 1.2500 0.106 50 0.0675 0.106 0.211

0 0.0000 0.000 100 0.1351 0.212 0.212

      S.A. = surfa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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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화강암의 박편 사진 (×115). 칼스버드 쌍정을 보여주는 사장석이 

           관찰된다. 사장석은 알바이트 내지 올리고클레이스의 조성을 가진다

           (Bt: biotite, Pl:plagioclase).

그림 3.3.2. 화강암의 박편 사진 (×115). 그리디론 구조를 보여주는 미사장석이 

             잘 관찰된다(Bt: biotite, M: microcline, Pl: plagioclase, Qz: quartz).

Pl

Bt

Bt

PlM

Q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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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화강암의 박편 사진 (×115). 부구성 광물로 높은 복굴절률을 

가지는 스핀이 관찰된다(개방 니콜, Sp: sphene).

A

Qz

Fs

Mc

A

Qz

Fs

Mc

BB

그림 3.3.4. U(VI) 수착후에 화강암 모암 표면에 대한 EPMA를 이용한 

     X-ray maps 결과: A) K Ka, B) U Ma X-ray maps 

  (Qz: quartz, Mc: mica, and Fs: feldspar minerals)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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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KK MgMgMgMgMgMg

SiSiSiSiSiSi UUUUUU

Cl

Ksp

Qz

Pl

그림 3.3.5. U(VI) 수착후에 화강암 균열 표면에 대한 EPMA를 이용한 X-ray 

           maps 결과 (Ksp: K-feldspar, Pl: Plagioclase, Qz: Quartz, Cl: 

           Chl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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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화강암-녹니석 혼합비율에 따른 우라늄 수착 실험 결과: 

a) 우라늄 수착분율(%), b) 수착계수(log 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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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수착 메카니즘

  본 절에서는 복합광물 계의 대표적인 매질이며 국내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대상 매질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화강암의 분쇄입자표면(crushed particle 

surfaces), 모암표면(intact rock surfaces) 및 균열표면(fracture surfaces) 등의 

다양한 수착 실험을 통하여 화강암 구성 광물들의 수착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고, 

평형론적 및 속도론적 수착 특성 분석을 통해 수착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

다. 본 실험에는 우라늄(U), 토륨(Th), 유로퓸(Eu) 등의 핵종들을 모두 사용하

지만, 우라늄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 고 타 핵종들은 결과의 비교 대상 핵종으

로 사용하 다.

  특히 우라늄은 방사성폐기물 및 일반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핵종중의 하나이

다. 산화의 지화학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우라늄 화학종은 U(VI)이고, 이 화학종

은 용액에서 우리닐 이온(UO2
2+
)으로 존재하게 된다(Grenthe, 1992). 우라닐 이온

은 높은 pH에서 가수분해되어, monomer, dimmer, trimmer 등을 형성하게 된다. 

또 우라닐 이온은 산화의 지하수에서 많은 지하 매질 또는 광물들에 거의 흡착

되지 않는 음이온의 탄산복합체(carbonate complexes)를 형성하여 유동성이 증진

된다(Hsi and Langmuir, 1985; Waite at al., 1994). 우라늄의 다양한 지하 매질

에 대한 수착 실험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매우 광범위하게 수행되어져 왔다. 특

히 화강암과 (Allard et al., 1979; Aksoyoglu, 1989) 일차 및 이차광물들에(Ames 

et al., 1983abc; Ticknor, 1993; Ticknor, 1994) 대한 연구들도 수행되어져 왔다.

   본 절에서는 국내산 화강암의 다양한 표면 형태에 따른 평형론적 및 속도론

적 핵종 수착 실험을 수행함으로서 처분 대상 매질로서의 화강암에 대한 핵종 

저지 특성과 수착 특성을 규명하고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하 다. 본 실험에서

의 기본 목표 및 개요를 그림 3.4.1에 도시하여 나타내었다.

1. 분쇄화강암에 대한 수착 특성

  가. 배경 및 이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부터 유출되어 나온 핵종들의 이동 경로는 주로 

지하수에 의해 제공되어 진다. 유출된 핵종들은 암반내의 균열에 존재하는 지하

수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 균열 내에서의 지하수에서의 방사성 핵종들의 이동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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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변 암반과 균열 내 충진물질에 대한 핵종들의 수착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균열 내에서의 핵종의 이동속도는 지연현상에 기인하여 지하수의 

이동속도보다 작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

다.

V=
U
R

(3.4.1)

여기서 V는 핵종의 이동속도, U는 지하수의 이동속도이고, R은 핵종의 지연계수

(retardation factor)이다. 이러한 핵종의 지연은 핵종과 지하수와 접촉하는 고체

매질 사이의 정전기적 또는 화학적 상호작용에  기인하며 이러한 현상을 일반적

으로 수착(sorption)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핵종의 수착은 핵종들의 고체매질과 용액사이의 평형적 분배를 묘

사하는 현상학적 또는 경험적인 값인 분배계수(distribution coefficient)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Kd = 
Cs
Cq

(3.4.2)

여기서, Cs  (mol/g)와 Cq(mol/cm
3)는 각각 고체상 및 용액상에서 핵종농도이고,

Kd(cm
3
/g)는 분배계수이다. 고체상에서의 핵종 농도 Cs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Cs = (C 0-Cq)⋅
V
M

(3.4.3)

여기서 C 0(mol/cm
3
)는 핵종의 초기 농도이고, V(cm

3
)는 용액의 부피이고, M(g)

은 사용된 고체의 양이다. 따라서 식(3.4.3)을 이용하면 분배계수 Kd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Kd = 
(C 0-Cq)

Cq
⋅
V
M

(3.4.4)

  비록 Kd  개념이 열역학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적인 암반-지

하수 시스템에서의 핵종들의 수착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 변수를 규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들(즉, 평형에서 신속하고 가역적이고 핵종의 농도와 독립적

이어야 한다는 제약조건들)이 실험 동안 늘 성립되거나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현재의 접근방법에서는 Kd를 경험적인 변수로 취급하고 있으며, 그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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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되는 특정 조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다양한 범위의 핵

종들에 대한 값들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많은 수착연구들이 행하여졌었다 

(Vandergraaf, 1982; Andersson and Allard, 1983; McKinley and Hadermann, 

1985; Stenhouse and Pöttinger, 1994). 대개의 경우 표면적 측정을 한 분쇄된 암

석 등을 이용한 회분식 수착실험들이 행하여져 왔다(Baik and Hahn, 2002). 

  나. 수착실험

    1) 물질 및 장치

       본 실험에 사용된 화강암은 경기도 덕정면의 석산에서 채취한 덕정화강

암이며 그 물리화학적 특징은 제 3 절에 자세히 명시하 다. 실험에 사용될 화

강암 입자는 화강암 모암을 분쇄하고 체(sieve)를 이용하여 입자 직경이 0.15mm 

보다 크고 0.3mm 보다 작은 입자들만 분리하여 준비하 다. 이렇게 준비된 화강

암 입자들은 실험 전에 증류수를 이용하여 반복하여 세정하고, 체를 이용하여 습

식으로 다시 분리하여 사용하 다. 

  직경이 0.15< ψ p<0.3mm인 분쇄된 화강암 입자들의 비표면적(specific surface 

area)은 Quantachrome Autosorb Automated Gas Sorption System 

(Quantachrome Co.)을 이용하여 BET 방법으로 측정하 다. 화강암의 비표면적

이 매우 낮으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질소 가스 대신에 크립톤(Kr) 가스

를 이용하 다. 분쇄화강암의 비표면적은 약 0.0846m2/g 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본 실험에 사용된 악틴족 핵종은 UO2(NO3)2․6H2O의 형태의 시료로

(MERCK) 우라늄 6가(즉, U(VI)), Th4(NO3)4․5H2O(MERCK) 형태의 시료로

(MERCK) Th(IV), Eu(NO3)3․4H2O(MERCK)의 형태로 Eu(III)를 사용하 고, 핵

종들의 농도는 ICP-MS(varian, Ultramass 700)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2) 실험 방법

       분쇄화강암에 대한 U(VI), Th(IV), Eu(III)의 수착실험은 접촉시간, 

solution-solid ratio, 이온 강도, 탄산염 농도, pH 등의 함수로 회분식으로 수행되

었다. 모든 수착 실험은 대기 조건에서 25±2oC에서 수행되었다. 모든 실험 용액

은 18.3MΩ-cm 의 저항도를 가진 초순수(Milli-Q, Millipore)를 이용하여 제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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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AR 등급의 시약들을 사용하 다. 실험 시스템의 이온강도를 적절하게 유

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농도의 NaClO4 용액을 기본 전해액으로 사용하 다. 

  1g의 분쇄화강암을 30mL의 PP(polypropylene) 용기에 넣고 여기에 0.01M 

NaClO4 용액 20mL를 첨가하 다. 이 용액의 pH는 1.0M 및 0.1M HClO4 또는 

NaOH를 용액을 이용하여 원하는 pH로 조절하 다. pH가 안정화되었을 때 

HClO4 용액에 용해시킨 핵종의 모용액(stock solution) 일정량을 가하여 핵종의 

초기농도를 설정하 다. 또한 대기중의 CO2와 평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몰로 포

화된 공기 방울을 이 용액에 계속하여 제공하 다. 용기 속 용액에 공기를 제공

하게되면 pH가 변하게 되는데 pH 조절액을 이용하여 이를 보정하 다. 공기 제

공 및 이로 인한 pH 변화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용기를 느슨하게 봉하여

(실제로는 용기 뚜껑에 직경이 2mm 정도 되는 구멍을 3개 뚫었다) 자동 온도제

어 가능한 교반기(shaker)에서 25
o
C를 유지하며 100rpm 정도의 속도로 교반시키

며 2주 동안 수착 반응시켰다. 수착반응 시킨 2주 후에 용액의 최종 pH를 측정

한 후 약 5mL의 용액을 채취하여 0.22μm 기공 크기를 가진 주사여과기(syringe 

filter)를 이용하여 부유물을 제거하 고 여과액은 ICP-MS로 핵종 농도를 분석하

기 위하여 시료용기에 담아 65% 질산 10μL를 가한 후에 냉장고에 보관하 다. 

  이 실험에서는 또한 시간에 따른 분쇄화강암에 대한 핵종들의 수착양의 변화

를 관찰하기 위하여 속도론적 수착실험을 수행하 다. 이 실험은 평형에 도달하

기까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용액의 핵종들 농도를 분석함으로써 분쇄화강암에 

수착된 핵종들의 양을 평형실험에서와 동일한 조건에서(즉, 동일한 pH 및 이온

강도 등) 관찰함으로서 수행되었다.

  용기벽에 부착되거나 흡착되어서 제거되어지는 핵종들의 양의 손실과 여과에 

의해 제거되어 지는 핵종들의 손실을 규명하기 위한 공시험(blank test)을 pH를 

변화시키면서 0.01M NaClO4 농도 하에서 수행하 다. 이러한 공시험의 결과들을 

수착실험 결과의 계산에 반 하 으며 모든 실험은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되

었으며 그 평균값을 취하여 사용하 다. 

  다. 결과 및 고찰

    1) 핵종 손실

      그림 3.4.2에 용기 벽에 흡착되어 손실된 우라늄 및 여과에 의해 손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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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양에 대한 공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화강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PP 

용기에 흡착된 우라늄의 양은 pH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성 역인 pH 6-7에서 용기 벽에 10-16% 정도로 많이 흡착되었고, 다른 

역에서는 10% 이하로 흡착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거동은 우라늄의 일반

적인 흡착거동과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0.22μm 기공 크기를 가진 주사여과기에 

의한 우라늄의 손실은 pH에 상관없이 거의 무시할만한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주어진 실험 조건 하에서 우라늄 침전물의 생성이 거의 무시할만한 정도임

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림 3.4.3에는 반응용기 벽면 흡착과 여과에 의해 손실된 Eu(III)와 Th(IV)의 

공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험은 각 핵종들의 용해도 한계 문제로 하여 pH6까

지 진행하 다. pH6 이상에서는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 다. 유로퓸(III)의 

경우엔 손실량이 pH 4.0 이상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pH6에서는 약 20%까지 도달

하 다. 그러나 토륨(IV)의 경우엔 낮은 pH3 정도의 낮은 pH에서도 손실량이 발

생하 으며 pH5 근처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손실량을 보 다. 따라서 토륨

의 경우엔 거의 전 역의 pH에 대해 신뢰할만한 수착실험 결과를 얻는 것이 어

려웠다.

  최근에 Pu(IV)(Knopp et al., 1999), Th(IV)(Bundschuh et al., 2000), 

Np(IV)(Neck et al., 2001) 등과 같은 An(IV)의 콜로이드 형성을 조사하기 위한 

LIBD의 적용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높은 전자가를 가진 4가 악티나이드 

이온들은 수용액 상에서 가수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러한 가

수분해는 polynucleation  과정을 거쳐 콜로이드를 형성하게 된다(Johnson et al., 

1978; Kim and Kanellakopulos, 1989). 예를 들면, 약산 용액에서 Pu(IV)의 가수

분해는 polynucleation을 거쳐 콜로이드성 회합물(aggregation)을 형성하게 된다

(Johnson et al., 1978). Kim and Kanellakopulos(1989)의 연구에 의하면 Pu(IV)

는 10
-3  mol/L 이하의 농도에 대해 pH 0-1의 낮은 pH에서 조차도 콜로이드성 

Pu(IV)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로이드들은 장기적으로 준안정한

(metastable) 비정형(amorphous) 입자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콜로이

드들은 과포화된 용액으로부터 침전되지 않고 용액 속에 안정적으로 남아 있게 

됨으로써 Pu(IV)의 농도를 열역학적 용해도를 능가하도록 유도한다(Knopp et 

al., 1999). 

  LIBD(Laser-Induced Breakdown Detection)를 이용한 토륨(IV) 콜로이드에 대

한 용해도 측정 실험에서 얻은 conditional solubility product는 입자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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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nm 정도되는 매우 작은 입자들의 결정성 ThO2(cr)의 알려진 값과 거의 일치

하고 있다. 이것은 amorphous Th(IV) hydoxide 또는 hydrous oxide에 대해 이

전에  측정된 높은 용해도 상수는 매우 크기의 polynuclear species 또는 Th(IV) 

콜로이드를 포함하는 것임을 나타낸다(Bundschuh et al., 2000). Bundschuh 등

(2000)의 연구에 의하면 pH3에서 ThO2(cr)에 대한 Th(IV)의 용해도는 10
-6
M 근

처이거나 이하이며 따라서 본 실험에서의 높은 토륨(IV)의 손실은 콜로이드 형

성에 의한 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2) 접촉 시간의 향

       pH5.5, 7.0, 8.5 등 3개의 각기 다른 pH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분쇄 화

강암의 우라늄(VI) 수착 향을 관찰하 다. 우라늄의 초기농도는 10
-5
M 이었고, 

이온강도는 0.01M NaClO4를 유지하 다. 주어진 실험 시간은 우라늄의 수착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할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어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2주 동안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결과를 그림 3.4.4에 도시하 다.

  그림 3.4.4에서 보여지다시피 수착 실험이 시작된 후 4일 정도가 지나면 분쇄

화강암에 대한 우라늄 수착이 거의 정상상태(또는 평형 상태)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우라늄의 수착의 평형 도착에 필요한 시간을 비교해보면, 화강암의 경우가 

다른 광물들에 비교해 더 오래 걸린다(Davis, 2001). 이것은 화강암이 여러 광물

들로 구성된 복합광물이기 때문에 광물들간의 경쟁 흡착에 의한 것일 것으로 추

정된다.

  화강암에 대한 우라늄의 수착반응을 일차원(first-order) 속도론적 반응으로 가

정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Ps(1-e
- kt
) (3.4.5)

이 식을 선형화 하면,

ln (1-P/Ps)=-k⋅t (3.4.6)

여기서 P 와 Ps는 는 각각 시간 t(days)와 정상상태에서 화강암에 수착된 우라늄

의 분율들이고, k(1/day)는 일차원 속도상수(rate constant)이다. 따라서 일차원 

속도론적 반응은 시간 t와 ln(1-P/Ps)를 도시화하면 선형으로 나타나야 한다. 

  실험 결과를 선형화된 일차원 속도식 (3.4.6)을 이용하여 도시화하 으며 그 결

과를 그림 3.4.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여지다시피 우라늄의 분쇄화강암은 

pH에 상관없이 1일 이전의 빠른 속도단계와 1일 이후의 느린 속도 단계 등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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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일차원 속도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Hsi and 

Langmuir(1982)는 우라늄 흡착은 속도론적으로 2단계로 발생된다고 보고하 다. 

첫 번째 단계는 수분 안에 이루어지는 빠른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는 수일이 걸

리는 느린 단계이다. 이러한 느린 두 번째 단계는 아마도 흡착제 특성의 변화 또

는 흡착제로의 우라늄의 확산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림 3.4.5에서

도 이러한 속도론적 2단계 우라늄 수착 거동을 확인할 수 있다. 

    3) 용액-고체 비의 향

 

       수착 반응 용액 부피(mL)의 분쇄 화강암 고체의 양(g)에 대한 비의 변화

에 따른 화강암에 대한 우라늄 수착 백분율(%)와 수착분배계수 Kd의 변화를 그

림 3.4.6에 도시하여 나타내었다. 수착 백분율은 용액-고체(solution-solid) 비가 

10mL/g일 때 최대 값을 가지다가 비가 커질수록 점차 감소하지만, Kd는 경우는 

반대로 용액-고체 비가 커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이러한 용액-

고체 비의  증가에 따른 수착 백분율의 감소는 수착에 필요한 화강암 표면의 수

착점(sorption site)의 제약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의 화

강암 수착 실험을 위해 10mL/g 또는 20mL/g의 용액-고체 비를 주로 적용하

다.

    4) 이온강도의 향

      분쇄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이온강도의 향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

이 NaClO4의 농도를 0.001, 0.01, 0.1M 등으로 변화시키며 수행되었다. 그림 3.4.7

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3.4.7에 보여지다시피 화강암에 대한 우라늄 수착

의 경우 pH에 상관없이 이온강도의 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탄산염 농도의 향

     분쇄화강암에 대한 우라늄 수착의 탄산염 농도 변화의 향을 규명하기 위

한 실험의 결과를 그림 3.4.8에 나타내었다. 실험은 대기( P CO2=10
-3.5  atm) 및 

혐기 조건( C CO 2
 < 5ppm) 그리고 탄산염의 농도를 변화시키며 pH를 약 3에서 

11까지 변화시키며 수행되었다. 혐기조건 실험은 Glove-Box에서 수행되었다. 실



- 166 -

험결과에 의하면 우라늄의 수착계수는 탄산염의 농도에 변화에 향을 크게 받

는 것으로 나타났고, 탄산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수착계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결과에 나타난바와 일치한다(Bargar et al., 

2000; Pabalan and Turner, 1997; Pabalan et al., 1998; Payne et al., 1998). 특히 

탄산염의 농도가 높은 알카리 역에서 이러한 탄산염의 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라늄이 탄산염과 반응하여 음이온의 복합체(주로 UO2(CO3)2
2- 및 

UO2(CO3)3
4-
)를 형성함으로서 화강암 표면에 수착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

려져 있다(Baik and Hahn, 2002; Payne et al., 1998).

    6) 화학종의 향

      pH 변화에 따른 핵종의 수착 특성은 화학종의 변화와 매우 접한 관계가 

있다. 지화학 코드인 MINTEQA2를 이용한 우라늄 화학종의 계산 결과를 그림 

3.4.9에 도시하 다. 이 결과는 Baik등(2002)에 의해 25oC 일반 대기조건에서 총 

우라늄 농도가 10-5M이고 이온강도가 0.01M NaClO4일 때를 가정하여 계산된 결

과이다. 자세한 열역학적 상수에 대한 자료는 문헌(Baik and Hahn, 2002)에 제시

되어 있다.

  그림 3.4.9에서 보여지다시피, pH5까지의 산 역에서는 자유 우라닐 이온

(UO2
2+)가 지배적인 화학종이다. 그 다음 pH6까지 UO2(OH)

+와 (UO2)3(OH)5
+가 

지배적이었다가 pH6에서 8 까지는 3원의(ternary) (UO2)2CO3(OH)3이 지배적이 

된다. pH8 이상의 염기 역에서는 UO2(CO3)2
4-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

배적 화학종의 전자가와 존재 형태에 따라 우라늄의 수착 거동이 향을 받게 

된다. 

    7) pH의 향

      그림 3.4.10에는 pH 변화에 따른 우라늄(VI), 토륨(IV), 유로퓸(III)의 분쇄

화강암 수착 실험결과를 수착 백분율과 수착 분배계수 Kd를 이용하여 나타내었

다.  그림 3.4.10에서 보여지다시피 분쇄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은 pH에 매우 민감

하게 의존하고 분배계수 Kd는 pH에 따라 약 3-80mL/g의 범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수착분율 및 Kd값은 산 역에서부터 pH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다

가 약 pH6.7 근처에서 최고 값을 가진 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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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앞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산 역에서 이러한 우라늄 수착량의 증가는 우라

늄의 화학종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pH 범위에서 우라늄(VI)은 주로 

UO2
2+
, UO2(OH)

+
, (UO2)3(OH)5

+
 등과 같이 양이온으로 존재함으로 수착량이 증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라늄 수착은 주로 우라늄의 수산화 복합체가 

지배적인 화학종일 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Prikryl et al., 2001). 염기 역에

서는 우라늄 수착량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논의한바 대로 용액중

에 탄산염이 존재할 경우에 이 탄산염과 우라늄이 결합하여 음이온의 탄산 복합

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화강암에 수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쇄화강암에 대한 (III) 수착실험 결과를 또한 그림 3.4.10에 나타내었

다. 실험은 대기조건( P CO 2=10
-3.5  atm)에서 pH를 3에서 6까지 변화시키며 수

행되었다. pH6 이상에서는 유로퓸의 용해도 한계 문제로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

지 못하 다(Runde et al., 1992). 우라늄(VI)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유로퓸(III)의 

수착계수는 우라늄(VI)에 비해 거의 5-10 배정도 크게 나타났다. 즉 Kd(mL/g)

는 pH 변화에 따라 약 10-700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값들은 연구들에서 측정한 값들과 유사한다(Toshiyama et al., 1996; Hasany 

and Khurshid, 1997; Rabung et al., 1998). 이것은 우라닐 이온(UO2
2+
)보다 유로

퓸(Eu
3+
)이 높은 이온가를 가지기 때문일 것이다.

  토륨(IV)의 경우엔 낮은 pH에서부터 거의 모든 양의 토륨이 수착된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것은 앞의 공시험 결과에서 언급한 바대로 ThO2(cr) 콜로이드 형성 

및 반응용기 벽면으로의 흡착에 따른 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토륨을 이

용한 수착실험의 경우엔 용해도 한계보다 매우 낮은 농도에서 실험이 수행되어

야 할 것이지만 이렇게 낮은 농도라고 할지라고 콜로이드 형성에 의한 향을 

배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2. 화강암 표면에 대한 수착 특성

  가. 배경 및 이론

     유동 지하수와 오랫동안 접촉하여 온 암반의 균열표면은 주변 암반과는 다

른 광물학적 조성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균열 충진 및 코팅(coating) 물질들은 

암석 또는 침전물들의 침식(weathering) 및 변질(alteration)의 결과이거나 지하수

로부터의 결정화 산물(crystallization product)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균열광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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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착특성은 모암의 수착특성과는 매우 다르다. 균열표면의 변질된 광물들의 

높은 양이온 교환능 때문에 자연 균열표면의 수착능이 신선한 모암보다 매우 뛰

어나다는 것이 보고되었다(Muuronen et al., 1985). 

  단일 균열을 통한 핵종 이동 시험에 기초하여 Neretnieks 등은 두 가지 형태의 

지연 메커니즘을 제안하 다(Neretnieks et al., 1982). 하나는 균열표면으로의 표

면수착(surface sorption)이고 다른 하나는 모암(rock matrix)에서의 본체수착

(bulk sorption) 및 모암으로의 확산이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수착들은 암반 

균열표면 또는 모암과 핵종과의 평형에 의해 얻어지는 분배계수를 이용하여 모

델링 될 수 있는 빠르고 가역적인 과정이라고 가정되어 진다(Neretnieks et al., 

1982; Vandergraaf et al., 1988). 이러한 두 가지 수착 메커니즘 중 어떤 것이 지

배적인지는 모암의 기공도, 균열에서의 유량, 확산계수, 시간 등에 의존한다. 균

열표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큰 모암의 부피로 인해 본체수착이 표면수착에 

비해 수착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Neretnieks, 1983). 그러나 모암으

로의 확산 속도는 일반적으로 균열 내 흐름 속도에 비해 매우 작다. 일반적으로 

표면수착이 짧은 시간대에서는 지배적이지만, 반대로 긴 시간대(지질학적 연대)

에서는 본체수착이 지배적일 것이다. 즉, 용해된 방사성 핵종들이 균열 표면 또

는 암반 쿠폰(rock coupon)과 접촉하게 되면 수착은 우선 고체 표면에서 발생하

게 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핵종들이 용액으로부터 고체표면의 기공으로 확

산해 들어감에 따라 상호 연결된 기공표면에서의 수착이 발생할 것이다

(Vandergraaf, 1997).

  용해된 핵종을 함유한 용액이 균열표면 또는 모암(intact rock)표면과 접촉하게 

되면, 수착은 먼저 고체 표면에서 발생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핵종들이 용액으로부터 고체 표면의 상호 연결된 기공들로 확산해 들어가게 되

고 수착은 이러한 기공들의 표면에서 발생될 것이다(Vandergraaf, 1997). 그러나 

짧은 실험 시간(2주 정도)을 고려할 때 확산에 의한 기공 표면으로 핵종 수착은 

무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용액과 균열표면 사이의 분배계수 Ka(cm)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

Ka = 
     
     

(3.4.7)

따라서  값은 균열표면의 면적을 알고 용액의 초기 농도 및 수착 후의 농도를 

알면 다음의 관계식에 의해 실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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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 
Ca
Cq
 = 

( C 0-Cq)

Cq
⋅
Va
Sa

(3.4.8)

여기서 Sa(cm
2) 는 균열의 표면적이고, Va(cm

3)는 균열면과 접촉한 용액의 부

피이고, Ca(mol/cm
2
)는 균열의 단위 표면적당 수착된 핵종의 농도이고, Cq

(mol/cm
3
)는 용액의 단위 부피 당 존재하는 용액에서의 핵종 농도이다. C 0

(mol/cm3)는 핵종의 초기농도이다.

  한편, 균열에서의 용액의 부피에 대한 균열표면적의 비를 비표면적 Ssa  

(specific surface area, cm
-1
)로 정의할 수 있다(Wels, 1996). 즉,

Ssa = 
Sa
Va

(3.4.9)

핵종 이동 모델 연구들은 비표면적의 크기가 핵종 지연에 큰 향을 미칠 수 있

음을 보여 주고 있다(Moreno and Neretnieks, 1993; Wels and Smith, 1994).  

  표면 수착 지연 모델은 단일 단층에 대해 Burkholder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

고(Burkjolder, 1976), Freeze and Cherry에 의해  균열 면에 도입되었다(Freeze 

and Cherry, 1979). 이 모델에 따르면 수착성 핵종의 이동속도는 다음과 같이 일

정한 지연인자 Rf에 의해 감소됨을 보여 준다. 

Rf = 1+Ka⋅
Sa
Va
 = 1+Ka⋅Ssa (3.4.10)

따라서 핵종 지연은 표면 분배계수 Ka와 비표면적 Ssa에 비례하여 변화함을 알 

수 있다. 균열 표면에 대한 비표면적은 현장에서는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실

험실에서도 균일하지 않은 균열표면의 비표면적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균열폭

이 b인 열린 균열에서 두 평판으로 이루어진 균열면을 가정하면, 지연인자는 다

음과 같이 주어진다(Freeze and Cherry, 1979). 

Rf = 1+Ka⋅
2
b

(3.4.11)

  식 (3.4.11)에서 지연계수 Rf는 균열 폭 b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을 보여 준

다. 이러한 거동은 균열 내 핵종을 함유한 용액의 부피에 대해 얼마만큼의 균열

면이 수착에 기여하는가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수착반응이 균열에서

의 핵종의 지체시간(residence time)과는 상관없을 만큼 충분히 빠르게 이루어진

다는 가정 하에 성립한다. 이러한 수착 모델들은 기계로 다듬어진 균열면(즉, 모

암 균열면)을 이용한 실험(Vandergraaf, 1988), 자연균열을 이용한 실험실적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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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etnieks et al., 1982; Vandergraaf and Drew, 1991), 현장 실험(Abelin et al., 

1985) 등에서 수착성 핵종의 격변곡선(breakthrough curves)을 해석하기 위하여 

이용되었다.

  또한 Ka  값은 핵종을 함유하는 용액과 암석표면 또는 광물표면을 접촉시킴으

로써 실험적으로 결정되는데, 비고결(unconsolidated) 지질매질에 대해 결정되는 

본체수착 분배계수인 Kd  값과 매우 유사하며, 암석 입자들의 비표면적 Ssd

(cm
2
/g)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Kd를 Ka로 변화시킬 수 있다.  

Ka = 
Kd
Ssd

(3.4.12)

  따라서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은 암석의 모암과는 광물 특성이 다른 자연 균열

표면에서의 핵종 수착 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지화학적 변수들을 향을 고찰

하고 광물조성의 향도 고찰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덕정화

강암의 자연 균열표면 및 모암표면을 이용한 고준위 방사성 핵종인 U(VI)에 대

한 표면수착 실험을 반회분식(semi-batch)으로 수행하 다. 표면수착계수를 결정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균열표면의 표면적으로 3차원 laser scanning 기술을 이용하

여 측정하 다. 

  나. 수착 실험

    1) 물질 및 장치

      모든 수착실험에서는 자연균열표면 및 모암표면 모두에 대해 앞에서 언급

된 경기도 덕정면에 위치한 대호석산에서 채취한 화강암인 덕정화강암을 이용하

다. 덕정화강암에 대한 광물학적 특성은 제 3 절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화강암을 자연 균열표면을 가진 암반을 채취한 다음, 균열을 쪼개고 그 균열표

면을 직경 약 10cm 정도의 비트(beat)를 이용하여 시추(boring)하 다. 자연 균

열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 다. 또한 모암을 자연 균열표면과 동일한 크

기로 시추하여 한쪽 면을 연마하여 편평하게 하 다. 이렇게 가공된 암석 시료들

은 XRD를 이용하여 광물학적 분석을 실시하 다. 

  자연 균열 표면의 표면은 균일하지 않고 매우 굴곡이 지고 거칠기 때문에 있

기 때문에 쉽게 기하학적으로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실험실에서 간단하게 측정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차원 laser sc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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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 Tech Co., Ltd)을 이용하여 자연 균열표면의 표면적을 측정하 다. 모암 

시료들은 단순히 기하학적 계산 방법에 의해 면적을 계산하 다. 그 결과를 표 

3.4.1에 나타내었다. 아울러 그림 3.4.11에는 균열 암반 시료 GR-2와 GR-5에 대

한 3차원 laser scanning 자료를 이용한 균열표면의 모습을 도시화하여 나타내었

다.

  표 3.4.1로부터 이차원 면적에 비해 균열면의 높이를 고려한 3차원 면적의 증

가율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균열면의 굴곡도가 균열면 전체 면

적의 증가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음을 말한다. 면적 계산이 끝난 시료들은 증류수

로 깨끗이 세척한 후, 실험에 사용될 한 쪽 면만을 제외한 옆면 및 밑면을 실리

콘으로 코팅하 는데 이는 다른 면으로 용액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

렇게 준비된 시료들은 암석의 기공을 용액 포화시키고 용액과의 pre-equilibrium

을 위해 pH 및 이온강도 조절된  용액에 약 4주간 담가 두었다. 

  실험에 사용된 표면 수착 실험 장치의 모습을 그림 3.4.12에 도시하여 나타내

었다. 본 실험 장치는 실험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펌프로 균열 암반 

holder, 추적자 용액 용기 등이 한 세트를 구성하고 있다. 이 실험장치는 6세트가 

제작되었다. 추적자 용액 용기는 SS로 제작되었고, Holder cap은 용액의 흐름과 

공기 유입의 용이한 확인을 위해 투명 아크릴로 제작되었다. 암석 시료의 옆면을 

따라 용액의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무밴드를 대고 screw band로 죄어서 

봉하 다.

  실험에 사용된 용액의 pH를 조절하기 위하여 Accumet pH meter AT-50 및 

accumet combination electrode(Fisher Sci. Co.)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본 실험에 

사용된 악틴족 핵종은 UO2(NO3)2․6H2O의 형태의 시료로(MERCK) 우라늄 6가

(즉, U(VI)), Th4(NO3)4․5H2O(MERCK) 형태의 시료로(MERCK) Th(IV), 

Eu(NO3)3․4H2O(MERCK)의 형태로 Eu(III)를 사용하 고 사용된 핵종의 농도는 

ICP-MS(Varian, Ultramass 700)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용액의 순환을 위해 

solenoid dosing pump(ProMinent Beta4)를 사용하 다. 

    2) 실험 방법

       모든 실험에 사용된 용액은 0.01M NaClO4로 이온강도 조절된 증류수이

다. 모든 실험은 대기 조건 및 실내온도 (25±2
o
C)에서 수행되었다. 실험에 사용

된 모든 용액은 물로 포화된 공기를 충분히 공급하여 각 pH에서 요구되는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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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용액에 용해시켰다. 즉, 탄산염의 공급을 충분히 함으로써 탄산염 복합체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 다.

  본 실험에서 용액과 고체상과의 수착반응은 암석 표면과 상부 아크릴 뚜껑의 

상부 cap 사이의 공간으로 펌프를 이용하여 용액을 주입하여 반복적으로 순환시

킴으로써 용액과 암석표면과의 수착반응을 수행하 다(그림 3.4.12 참조). 암석 

지지 장치에 암석을 장착한 후 추적자 용액을 주입하기 전에 약 24시간 동안 추

적자를 뺀 이온강도 및 pH 조절된 용액을 1.0mL/min의 유량으로 계속 순환시켜 

주었다. 이온강도 및 pH 조절된 200mL의 추적자 용액을 1.0mL/min의 유량으로 

주입하며 계속 순환시킴으로써 용액과 암석표면과의 수착반응을 시작하 다. 

  이러한 수착 반응은 속도론적으로 수행되어 각 정해진 시간에 약 2mL의 시료

를 채취하 다. 2주 동안 수착반응을 지속하며 시료 채취하 다. 채취된 시료를 

동일 양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1/2로 농도를 희석한 후 약 10μL의 65% HNO3를 

첨가하여 산처리 한 후 추적자 농도분석을 위해 냉장고에 저장하 다. 수착반응

이 끝난 뒤엔 동일한 과정에 의해 추적자만 없는 동일 조건의 동일 용액을 사용

하여 탈착반응을 2주간 실시하 다. 실험이 끝난 암석시료는 약 pH3의 0.01M 

NaClO4로 암석표면에 남아 있는 핵들을 추출한 후에 다음 실험을 위해 증류수에 

보관하 다.

  다. 결과 및 고찰

    1) 우라늄 수착 실험 결과

      모암표면 및 균열표면에 대한 우라늄 수착 실험 결과를 표 3.4.1에 정리하

여 나타내었다. 표 3.4.1에서 보여지다시피 화강암 표면의 U(VI) 수착량은 pH, 

표면의 광물 조성(또는 표면 형태)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모암의 경우 분

배계수 Ka는 pH에 따라 약 2-5cm 정도의 값을 가지고, 균열표면의 경우는 pH

에 따라 약 2-25 정도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제 3 절에서 측정

된 바대로 균열표면이 모암표면에 비해 수착능이 뛰어난 calcite, chlorite와 같은 

2차광물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배계수 Ka  값은 pH가 

7.0일 때 가장 큰 값을 가지고 그 다음으로 5.5, 8.5의 순으로 나타났다. pH 향

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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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접촉시간의 향

      그림 3.4.13과 그림 3.4.14에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연 균열표면 및 모암 

표면에 대한 U(VI) 수착량의 변화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용액과 화강암 표면 

사이의 접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 형태에 상관없이 우라늄의 수착량이 점

차 증가하다가 약 7일 뒤엔 거의 포화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화강암 균열표면 

및 모암표면에 대한 우라늄의 수착반응을 분쇄화강암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차원

(first-order) 속도론적 반응으로 가정하면 식 (3.4.5)와 (3.4.6)을 이용하여 도시화

하면 화가암 표면에 대한 우라늄의 속도론적 수착거동을 알 수 있다. 균열표면 

및 모암표면에 대한 결과를 그림 3.4.15와 3.4.16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

여지다시피 우라늄의 수착은 pH에 상관없이 1일 이전의 빠른 속도단계와 1일 이

후의 느린 속도 단계 등 2단계의 일차원 속도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분쇄화강암의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우라늄의 화

강암에 대한 속도론적 수착거동은 표면 형태에 상관없이 2단계의 속도론적 수착

거동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균열표면과 모암표면의 속도론적 거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균열표면이 모암표

면보다 초기 수착속도가 더 빠름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균열표면 구성 광물들

의 우라늄에 대한 수착 반응성이 모암표면 구성 광물들의 수착 반응성보다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균열표면이 모암표면보다 U(VI)에 대한 수착능도 

더 크고 수착 반응 속도도 더 빠름을 알 수 있다.

    3) pH의 향 

      표 3.4.1 및 그림 3.4.13과 3.4.14로부터 균열표면 및 모암표면에 대한 

U(VI) 수착의 pH 향을 고찰할 수 있다. 두 가지 표면형태 모두에 대해 pH가 

증가할수록 수착량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중성 역의 pH에서 

가장 높은 수착량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표면 형태에 상관없이 우라늄의 

보편적인 수착 경향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pH의 향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

기 위하여 동일 균열표면(GR-4)에서의 pH 변화에 따른 균열표면에 대한 우라늄 

수착 실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를 그림 3.4.17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는 역시 

그림 3.4.13의 실험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핵종 수착의 pH 의존성은 수착 메커니즘에 대한 간접적 증거로 활용된다.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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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pH 약에서의 우라늄 수착량의 증가는 수착이 이온교환보다는 표면복합화

(surface complexation)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Waite et al., 

1994). 낮은 pH 역에서 우라닐 이온들은 주로 단일핵(mononuclear)의 이온 형

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역에서의 수착 메카니즘은 주로 표면복합화 반응에 의

해 이루어진다(Waite et al., 1994; Sylwester et al., 2000; Payne et al., 1996). 

  pH8.5에서 우라늄의 수착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수착실험이 이산화탄소 

기체가 포화된 용액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수용액에 용해된 탄산이온들과 우라

닐 이온들이 복합반응을 하여 수착되기 어려운 음이온의 탄산복합체를 생성하기 

때문이다(Pabalan and Turner, 1997; Pabalan et al., 1998; Davis, 2001; 

Sylwester et al., 2000; Payne et al., 1996). 화강암 수착에 대한 이러한 탄산염

의 향에 대해서는 분쇄화강암을 이용한 우라늄 수착 연구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4) 구성광물의 향

      화강암 표면의 구성광물의 차이에 의한 우라늄 수착 거동 향은 표 3.4.1

의 결과로부터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2차 광물의 함량이 더욱 많은 균열표면

이 모암표면보다 수착능이 더 높은 것은 이미 예상했던 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균열표면이라도 균열 구성광물의 조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의해 수착능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실험에 사용된 균열표면 시료마다 균

열표면 구성광물의 조성이 조금씩 다르고 이것에 따라 동일 조건에서의 실험이

라도 수착분율이나 수착계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구성광물의 조성에 

수착능이 매우 민감하고 의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그림 3.4.15

와 3.4.17의 실험결과의 비교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균열표면의 

표면적 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실험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수착현상의 경우엔 

물리적 향보다는 화학적 향에 더 민감함을 알 수 있다.  

  암석 구성광물의 조성은 지역마다 다를 것이고 또 같은 지역이라도 시료마다 

틀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단일 흡착계수를 측정하는 Kd  접근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엄격하게 물리화학적 향을 고려

할 수 있는 SCM(surface complexation model)과 같은 방법이 현재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토양이나 암석과 같은 복합광물로 구성된 자연 시료에 적

용하기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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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착의 가역성

      화강암 표면에 대한 우라늄 수착 실험이 끝난 뒤에 우라늄 추적자를 만을 

뺀 동일 부피의 동일 용액을 암석 표면과 수착과 동일한 시간 동안(14일) 반응시

켜 암석표면으로부터 탈착된 우라늄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암석표면에 대한 우라

늄 수착의 가역성(reversiblity)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그 실험 결과를 표 

3.4.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고, 그 중에서 pH7.0에서의 균열표면 및 모암표면에 대

한 각각의 실험 결과를 그림 3.4.18과 그림 3.4.19에 도시하여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만약 우라늄의 수착이 완전한 평형에 도달하고 화강암에 대한 Ka  

값이 참값이라며 수착 및 탈착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Ka  값들이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Ka  값들은 대개의 경우 동일하지 않고 탈착의 Ka  값들이 수착 

Ka  값보다 항상 크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탈착율이 수착율보다 큰 것은 속도

론적 문제이거나 침전이 발생함을 의미하게 되는데, 또 다른 연구 결과들은 수착

과정이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도 한다(Thomas, 1987). 따라서 이러한 

비가역적인 수착의 경우에 Ka  값의 사용은 화강암으로의 비가역적 수착에 의해 

핵종 지연을 과소 평가하게 될 것이다. 만약 침전이 발생하게 된다면 측정된 수

착율은 실제 발생한 수착율을 과대 평가하게 될 것이다.

  표 3.4.2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탈착율이 수착율에 비해 약간 크게 나타났고 

따라서 탈착 Ka  값이 수착 Ka  값보다 약간 크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리고 pH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거동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모암표면보다는 균열표면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모암표면의 경우엔 pH에 상관없이 거의 우라늄 수착이 조금 비가역적으로 일

어나지만 균열표면의 경우엔 비가역적인 성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

은 아무래도 수착 메커니즘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표면 구성광물들의 

수착능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6) 핵종에 따른 향

       그림 3.4.20에는 우라늄(VI), 토륨(IV) 및 유로퓸(III) 핵종들에 대한 pH5.5

에서의 균열표면에 대한 수착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이 실험이 경우 

시료로 채취한 용액을 여과하지 않고 바로 농도 측정을 한 것이다. 실험 결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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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퓸의 Ka  값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논의된 바대로 pH5.5에

서 토륨이 이미 용해도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침전에 의해 과소평가 되었기 때

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균열표면에 대한 핵종 수착의 경우에도 분쇄화강암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우라늄보다 유로퓸의 수착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지질학적 후보 매질로서 또 

최근 수착 및 표면 과학 연구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복합광물계의 한 

예로서 제안된 화강암에 대한 우라늄의 수착 거동 규명을 위해 국내에서 채취한 

분쇄화강암, 화강암 모암표면 및 균열표면 등을 대상으로 평형론적, 속도론적인 

연구를 수행하 다. 이러한 실험적 연구의 결과 및 이에 대한 논의의 결과로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 U(VI)의 분쇄 화강암에 대한 분배계수 Kd(mL/g)의 값은 실험 조건에 의

존하며 약 1-100 mL/g 범위의 값을 가지며 접촉시간, pH, 용액-고체 비, 

탄산염 농도 등에는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용액의 이온강도에

는 거의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라늄의 화강암에 대한 수착은 

우라늄의 화학종과 접한 관련이 있으며 pH7 이상의 염기 역에서는 음

이온의 우라늄-탄산염 복합체 형성으로 인해 우라늄의 화강암에 대한 수착

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화강암 균열표면은 모암표면에 비해 수착능이 뛰어난 2차광물이나 점토광

물 등을 더 많이 함유하는 관계로 더 높은 수착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우라늄의 수착능이 화강암 구성광물의 조성에 매우 민감하고 의

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균열표면의 표면적 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착현상의 경우엔 물리적 향보다는 화학적 

향에 더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 모암표면의 경우엔 pH에 상관없이 거의 우라늄 수착이 조금 비가역적으로 

일어나지만 균열표면의 경우엔 비가역적인 성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데 이것은 아무래도 수착 메커니즘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표면 구

성광물들의 수착능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암석, 토양, 또는 침전물과 같은 복합광물에 대한 수착 거동을 해석하고 예

측하기 위한 연구들이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표면복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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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complexation) 수착모델을 이용한 방사성 핵종 및 금속 이온들의 

복합광물계에 대한 수착 거동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이론

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실험자료 확보

를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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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모암표면 및 균열표면에 대한 우라늄 수착 실험 결과

Test  

No.

Granite

Core

Surface

type

Surface 

area(cm2)

Initial

pH

Final

pH

Percent

adsorbed(%)
 Ka(cm)

MS-1 GR-11 Intact 76.97 5.5 5.68 57.1 3.4

MS-2 GR-12 Intact 76.97 7.0 7.28 66.4 5.0

MS-7 GR-13 Intact 76.97 8.5 8.35 44.2 2.0

FS-1 GR-4 Fracture 79.02 5.5 5.73 65.3 4.7

FS-2 GR-7 Fracture 78.93 7.0 7.28 90.7 24.6

FS-3 GR-8 Fracture 79.01 8.5 8.33 47.9 2.3

FS-4 GR-4 Fracture 79.02 7.0 7.32 93.2 34.1

FS-5 GR-4 Fracture 79.02 8.5 8.31 48.7 2.4

 

표 3.4.2. 모암표면 및 균열표면에 대한 우라늄 수착 및 탈착 실험 결과

Test  

No.

Granite

Core

Surface

type

Percent

adsorbed(%)

Percent

adsorbed(%)

 Adsobed

Ka(cm)

Desorbed

Ka(cm)

MS-1 GR-11 Intact 57.1 48.6 3.4 14.8

MS-2 GR-12 Intact 66.4 60.3 5.0 25.5

MS-3 GR-13 Intact 44.2 40.9 2.0 31.6

FS-1 GR-4 Fracture 65.3 56.1 4.7 30.0

FS-2 GR-7 Fracture 90.7 85.3 24.6 40.5

FS-3 GR-8 Fracture 47.9 39.6 2.3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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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국내산 화강암의 다양한 형태에 따른 수착 특성 규명 실험 

그림 3.4.2. 수착 반응용기 벽면 흡착 및 여과에 의해 손실된 우라늄(VI)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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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3. 수착 반응용기 벽면 흡착에 의해 손실된 토륨(IV) 및 

                  유로퓸(III) 의 양

그림 3.4.4. 분쇄화강암의 우라늄(VI) 수착에 대한 pH별 접촉시간 향



- 181 -

그림 3.4.5. 분쇄화강암의 우라늄(VI) 수착에 대한 일차원 속도론적 해석

그림 3.4.6. 분쇄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용액-고체 비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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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분쇄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이온강도의 향

그림 3.4.8. 분쇄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탄산이온 농도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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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9. 우라늄 화학종의 MINTEQA2를 이용한 계산 결과; C0=10
-5
M,   

                I=0.01M NaClO4, P(CO2)=10
-3.5
atm.

    그림 3.4.10. 분쇄화강암의 pH 변화에 따른 우라늄(VI), 토륨(IV), 유로퓸(III) 

               수착 백분율(%) 및 분배계수( 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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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R-2                           (b) GR-5 

그림 3.4.11. 3차원 laser scanning 자료를 이용한 균열표면의 모습

그림 3.4.12.  표면수착 실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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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3. 자연 균열표면에 대한 우라늄(VI) 수착의 접촉 시간 향 실험 결과

그림 3.4.14. 모암표면에 대한 우라늄(VI) 수착의 접촉 시간 향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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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화강암 균열표면의 우라늄(VI) 수착에 대한 일차원 속도론적 해석

그림 3.4.16. 화강암 모암표면의 우라늄(VI) 수착에 대한 일차원 속도론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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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7. 동일 균열표면에 대한 우라늄 수착의 pH 향 

그림 3.4.18. pH7.0에서 균열표면에 대한 우라늄(VI) 수착 및 탈착 실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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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9. pH7.0에서 모암표면에 대한 우라늄(VI) 수착 및 탈착 실험

                결과 비교

그림 3.4.20. pH5.5에서 균열표면에 대한 우라늄(VI), 토륨(IV), 유로퓸(III) 

               수착실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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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암반균열에서 핵종이동연구

제 1 절 암반특성 및 핵종이동 모델 

1. 심부암반내에서 핵종이동특성

   암반 매질은 투수도가 낮아 실제로 지하수의 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불

투수층에 가깝고, 이들 매질은 균열을 불규칙하게 포함하고 있어 지하수의 흐름

은 이러한 균열을 통하여 주로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오염물질은 이류와 분산을 

통해 균열에서 지하수의 이동에 따라 가면서 지하매질과 상호작용으로 균열표면

에 수착하고, 암반매질로 농도구배에 의해 확산해 들어가 지하수에 비해 이동이 

지연되게 된다. 암반균열 내에서 지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이동양태를 그림 

4.1.1.에 나타내었다.

  균열암반에서 오염물질 이동모델은 다공성 매질과는 다른 접근이 다양하게 이

루어져오고 있다. 특히, 1980년대부터 각국이 고준위폐기물을 심부지질에 처분하

는 방안을 채택하고, 실증처분시설을 건설해 다양한 실험을 수행해온 결과, 이를 

해석하기위한 많은 이론적 시도를 하게 되었다. 스웨덴 Stripa 광산에서 실험한 

결과 지하수가 암반매질 전반에 걸쳐 흐르지 않고 제한된 구역에서만 흘러 총 

면적의 3%에서 50%이상의 지하수가 흘러나오는 편중현상을 보여, 국부통로 이

동현상을 기술한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부통로 개념을 사용해 이

동현상을 기술하게 되었다. [Tsang,1988, Moreno,1988, Park,1995]

  즉, 암반 균열매질에서 지하수 유동을 기존의 다공성 매질에 대한 모델링이나 

단일한 평행판 매질과 같이 평행하고 매끄러운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흐름장은 

통계처리나 수학적 확률 도 함수로 기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개발된 것이 국부통로모델(channel model)이고, 처음에는 일정간극국부통로모델

(constant aperture channel model)을 사용하여 각 통로에서는 역시 수리분산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가정하 으나, 매질내 흐름장의 불균일 정도가 심할 때는 이

동현상을 제대로 기술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가변간극국부통로모델

(variable aperture channel model)인데, 이는 유체가 여러 개의 주된 국부통로를 

따라가고, 각 통로의 간극은 거리에 따라 계속 변한다는데 기초를 둔다.

  본 연구에서는 1m규모 자연균열을 가진 암석으로 이동실험 장치를 제작하여 

화학적 특성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추적자를 사용해 자연균열암반에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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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수리분산, 매질 내 확산, 수착, 이동지연 등에 대한 상대적

인 특성을 평가하 다. 또 가변간극국부통로모델(variable aperture channel 

model)을 사용해 내부 간극 및 압력분포, 암반균열과 같이 흐름장이 불균일하고 

복잡할 때 효과적인 입자추적법을 사용하여 물질이동을 모사하 다.

2. 암반균열내 흐름장에서 수리학적 특성

   먼저 오염물질이 흘러가는 암반균열 내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암석에 뚫은 

9개의 시추공을 뚫고 이를 통해 수리전도 실험을 한 다음, 이 실험 결과로부터 

간극과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암석 간극의 분포는 9개의 시추공에 대해 

두 개의 시추공을 한 개조로 해서 한쪽에서 용액을 주입하고 다른 쪽으로 흘러

나오게 할 때 걸리는 수두(hydraulic head)를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관

정을 관통하는 암반 균열내로 흐르는 유체가 정상상태에 도달했을 때 전도도 

T(transmissivity)는 다음 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T  =  
Q

2πΔh  
ln [
rw
2d ]                      (4.1.1)

  여기서, Q [㎤/sec]는 용액의 부피이동속도 이고, Δh는 수두차 [cm], rw는 입

구와 출구의 반경 [cm], 그리고 2d는 입구와 출구사이의 거리이다.

이 식은 무한대 역에서 방사흐름을 가정하여 유도된 식이고, 실험시스템은 불투

수경계조건을 가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복잡하고 불규칙한 암반균열내부 

불확실도에 비해 작으므로, 반정량적인 암반균열내 간극분포특성을 파악하는 용

도로는 차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균열속에서 비압축성 유체의 정상상태 흐름은 

Cubic's law을 사용하여 간극과 전도도 T의 관계를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

다.

              b   =   [ 12 μ Tρ g ]
1
3

                         (4.1.2)

  여기서, μ는 유체의 점성도 [g/㎝.sec] 이고, g는 중력가속도 [㎝/sec2], ρ는 

용액의 비중 [g/㎤]이다. 전도도(transmissivity) 및 간극(aperture) 계산에 사용된 

변수들의 값은 표.4.2.1. 에 나타내었다.

  간극을 구하는 수리 통계적인 실험 계산과정을 간략히 요약하면, 먼저 균열 표

면을 가상의 부분 사각형 면으로 임의 분할한다. 이 계산에서는 20*20으로 나누

었다. 9개의 시추공 중에서 두 개조를 한 개조로 해서 입구와 출구를 잇는 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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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걸치는 부분 사각형들에 측정값을 부여하여, 각 부분 사각형들에 걸리는 간

극 값들을 각각 다 합하여 평균을 내면 그 지점에서 간극 값으로 지정한다. 

3. 가변간극국부통로모델(Variable Aperture Channel Model)

 

   실험에 사용한 균열표면을 임의 n개(20×20) network으로 나누었을 때, 각 

node간 간극(aperture)은 크기가 틀리며, 한 node에서 간극은 일정하다고 가정하

다. 균열내에서 지하수의 흐름이 주입속도와 배출속도가 일정하고 전체 흐름장

에서 압력분포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층류흐름(laminar flow)을 가질 때 흐르는 

유량은 Cubic's law를 사용해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Q   =  
1
12 μ

 
b 3 W
L

 ΔP                           (4.1.3)

  여기서 ΔP는 길이 L과 넓이 W인 암석 양쪽 끝 사이 압력차이다. 실험 전체 

균열평면은 간극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윗 식을 적용할 수 없지만, 일정크기로 

나눈 단위면에선 일정 간극을 갖는다고 가정하면 윗 식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node(i)는 균열면내에서 (i)번째 단위면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때 (i)에

서 (j)로 흐르는 부피유속을 Qij라 하면, node (i)에서 (j)까지 압력차이는 다음 식

으로 표현할 수 있다.

  

ΔP   =  Pi - Pj  =  
Qij

2 b3 i Δy

12 μ Δx

  +  
Qij

2 b3 j Δy

12 μ Δx
     

                      
=    Qij  [ 6μ 

Δx
Δy
  (
1

b3i
 + 

1

b3j )]            (4.1.4)    

  여기서 Δx와 Δy는 단위면에서 x와 y축상의 거리이다. 윗 식을 부피유속에 

관해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Qij = Cij (Pi - Pj )                           (4.1.5)

 여기서 Cij는 결절(node) (i)와 (j)사이의 흐름 전도도(flow conductance) [㎠․

s/g] 이며 흐름저항의 역수이다. 

           Cij   =  [  b
3 Δy

12μ Δx ]                                        (4.1.6)

  각 결절에서 물질수지식을 세우고 이를 계산하면 다음의 연립방정식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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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j
 Qij  =  ∑

j
 Cij (Pi - Pj )  = Ei                     (4.1.7)

  이 식을 압력에 관해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선형방정식을 얻는다.

                     [S] [P]  = [C]                           (4.1.8)

  여기서 [S]는 quint-diagonal matrix로서 균열표면을 20×20개로 나누었을 경

우 (400,400)요소를 갖는다. [S]는 이전에 구한 flow conductance data로부터 계

산하고, [C]는 순 유입량 또는 유출량으로서 boundary condition 및 각 node에서 

net flow rate로부터 결정한다. 이렇게 모든 결절에서 유속벡터를 구하면 이 흐름

장에서 수리학적 특성을 모사할 수 있다.

   

4. 입자추적법(Particle Tracking Method)을 사용한 물질이동모사

   균열위치에 따른 지하수 흐름분포를 구한 다음, 균열을 통한 물질이동 계산을 

입자추적법(particle tracking method)으로 하 다. [Moreno,1985] 본 실험과 같이 

이동경로가 복잡하고 이차원 이상의 이동경로를 가진 흐름장에서는 해석해의 적

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 FDM, FEM등의 수치해석 방법에서 각 소구간 

위치에 따라 변하는 매개변수 값들은 제대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정보

처리를 해야하며, 흐름장을 정 하게 모사하기 위해 격자를 세분할수록 수치분산

(numerical dispersion)으로 인한 오차가 커진다. 이럴 경우 통계적 계산방법인 

입자추적법을 적용하면 쉽게 유용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입자추적법

은 이동궤적과 농도 분포등을 쉽게 파악할수 있지만, 먼저 경계조건, 흐름장, 간

극 분포등을 사전에 밝혀야 하며, 계산의 정 도는 사용한 입자수에 비례하므로 

정 도를 높일수록 계산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사용한 입자추적법은 다음

의 규칙을 적용하 다.

  균열내에서 이동하는 물질을 임의의 입자들로 가정하면, 이 입자는 주어진 유

체의 부피내에서 두가지 운동을 하며 이동한다. 하나는 흐름선(stream line)을 따

라 평균유속으로 흘러가는 평균흐름방향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수리학적 분산을 

나타내는 확률함수로 결정 지워지는 불규칙운동이다. 인입구에서 임의로 정한 개

수의 입자를 투여하면 입자들은 각 방향의 흐름통로로 유속에 비례하는 확률과 

같이 분포할 것이다. 비수착성 핵종의 경우 단위면에서 체류시간은 단위면의 부

피와 흐름 총량과의 비를 평균값으로 하여 이동 메카니즘에 따라 분포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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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된 입자의 체류시간은 이 입자가 지나온 단위 균열면들에서 체류시간을 

모두 합하 다. 시간에 따라 출구로 빠져 나오는 입자들의 양을 계산하면 이것이 

유출곡선(elution curve)이 되고, 임의의 정해진 시간에 균열내에 분포하고 있는 

입자들의 분포를 파악하면 이것이 이동흐름이(migration plume)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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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자연암반균열에서 지하수를 통한 핵종이동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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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연균열암반내 물질이동 실험

1. 이동실험 장치 및 전처리

   실험에 사용한 암석은 의정부산 덕정 화강암으로서, 자연균열이 존재하는 암

석을 현장에서 채취하여 100×60×25(cm)크기로 측면 가운데로 단일균열이 있도

록 잘랐다. 실험장치를 그림.4.2.1.에 실었다. 이 암석에 9개의 시추공을 정확히 

균열면까지만 뚫고, 이중 두 개의 시추공을 선택해 용액을 흘려보내고 나머지 7

개 시추공에는 압력이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출기를 부착하 다. 또 채취된 

암석을 박편으로 만들어 편광 현미경으로 관찰하 으며 광물조성을 표.4.2.1.에, 

화학조성을 표.4.2.2. 에 나타내었다. 표.4.2.1.를 보면 이차광물이 소량 존재하므로 

약간 풍화가 진행된 암석임을 알 수 있다. 이 암석을 전처리 하는 과정으로써 처

음에 폐된 공간에 넣어 암석내에 존재하는 기체를 진공을 걸어 빼낸다. 그 후 

다시 지하수로 암석을 포화시킨다. 암석내 존재하는 기체를 빼내는 이유는 만약 

공극에 기체가 차 있을 경우, 기체가 암석이 물로 포화되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

라, 물질이동에도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이동실험방법

   물질이동 실험시 용액을 시추공을 통해 주입하면 균열내로 압력이 걸려 균열

틈의 크기가 바뀔 염려가 있으므로, 이 향을 제거하기 위해 암석 외부면에 4면 

조임쇄를 설치하여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막았다. 외부 균열틈은 실리콘으로 

폐하여 외부로의 흐름을 차단하 고, 각 시추공에는 압력 검출기로 Validyne 

Pressure Sensor UPC601-L 와 LVDT & variable reluctance sensor  및  농도 

측정 장비를 부착하여 컴퓨터를 통해 on-line data 측정 및 저장 시스템을 구축

하 다. 

  실험에 사용한 용액은 암석을 채취한 지역의 지하수 성분과 유사한 조건으로 

합성지하수를 만들어 물질이동 실험전에 계속 실험암석에 주입하여 충분히 평형

에 도달하도록 하 다. 이 지하수의 조성은 표.4.2.3.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용액 공급은 ISCO 500D syringe pump를 사용하 다. 4번 시추공

을 입구로, 8번 시추공을 출구로해서 12㎖/hr의 유속으로 흘려보내고, 추적자는 

띠함수의 형태로 1.2㎖를 6분동안 주입하 다. Band input source는 by-pass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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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서 필요시 valve를 전환시켜 주입하 다. 유출구에는 유출용액을 수집

하기 위하여 분류수집기 ISCO FOXYⓇ Jr를 사용하 다. 시료를 각 vial당 

25min 간격으로 수집하 고, 이때의 평균용량은 5㎖/vial 이었다.

  농도분석은 고분자 유기염료인 eosine과 NaLS는 UV/VIS Spectrophotometer 

로 각각 파장 524nm, 282nm에서 분석하 고, 음이온인 bromide와 chloride는 

Orion Research Inc.의 Ionplus Series의 Electrode로써 분석하 다. strontium, 

cobalt, copper는 PERKIN-ELMER 5100PC 인 Atomic Absoption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또 THO(tritium)은 섬광계수기

(Liquid Scinatillation Counter)로 분석하 다. U, Th, Eu 는 Varian 사의 

ICP-MS (Induced Coupled Plazma - Mass Spectroscope)를 사용하 다.



- 197 -

표 4.2.1. 덕정화강암의 광물 조성

Mineral
Quartz

(SiO2)

Orthoclase

(K2O․Al2O3․6SiO2)

Hematite

(Fe2O3)

% 35.82 21.11 3.00

Hypersthene

(MgO․SiO2/FeO․SiO2)

Anorthite

(CaO․Al2O3․2SiO2)

Albite

(Na2O․Al2O3․6SiO2)

2.27 10.52 27.73

표 4.2.2. 덕정화강암의 화학 조성

Element SiO2 Al2O3 TiO2 Fe2O3 MgO K2O CaO Na2O MnO P2O5 LOI

% 74.54 13.47 0.40 2.99 0.91 3.59 2.20 3.28 0.06 0.06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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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이동실험에 사용한 지하수 조성

Chemicals
Amount added

(mg/L)

Cations(mg/L) Anions(mg/L)

Mg
2+

Ca
2+

K
+

Na
+

Cl
-
SO4

2-
HCO3

-
CO3

2-

MgCl2․6H2O 4.849 0.58 1.692

CaSO4․2H2O 45.1 10.5 25.168

KCl 1.43 0.75 0.68

NaCl 15.446 6.0761 9.37

NaHCO3 103.129 28.229 74.9

Na2CO3 16.57 7.19 9.38

HCl(32％) 0.019mL 7.004

Total 0.58 10.5 0.75 41.495 18.746 25.168 74.9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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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자연암반균열을 이용한 핵종이동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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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이동실험결과 및 고찰

1. 암반균열면내 수리학적 이동특성

   제 2 절에 설명한 방법으로 암반균열면에 관정을 뚫고 수리전도실험을 한 다

음, 제 1 절에 기술한 식(4.1.7), (4.1.8)을 계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해 균

열면내 간극과 압력분포를 계산하 다. 그 결과를 상용프로그램인 SURFER를 

사용하여 그림4.3.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가장 아래 부분은 간극분포를 3차원

입체형상으로 표현한 것이고 가운데는 간극을 등고선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간극이 0.15 ∼ 0.17 mm 사이에서 주로 분포

하며 국부적으로 발달한 이동통로나 폐쇄지역은 없었다. 한편, 가장 위에 그림은 

유속이 0.2ml/min  일 때 균열면내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압력은 유입구에서 

155,606 N/m
2
 로 가장 높고, 유출구에서 112,769 N/m

2
로 가장 낮았다. 이 때 균

열내 압력강하는 42,937 N/m
2
이 다. 

  비수착성 추적자를 사용한 이동실험에서는 암반균열에서 오염물질이동이 다공

성매질에서와 다른 점, 특히 국부통로이동(channeling flow)에 주목하 다. 즉 추

적자가 주입면에서 유출면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지에 1차적인 관심을 

두었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비수착성 추적자의 이동유출곡선을 분석해 보았다. 

실험결과는 표4.3.2 및 그림4.3.2과 그림4.3.3.에 실었다.

  이동경로에서 물질수지식을 나타내면 다음 식과 같다. 이 식을 이용해서 평균 

간극을 계산하 다.

                     L W (b/to)  =  Q                     (4.3.1)

여기서, L은 균열세로길이이고, W은 균열가로길이, Q은 유속, b는 간극

(aperture), t0는 추적자를 band iuput 했을 때 유출곡선이 정점에 도달한 시간이

다. 윗 식을 간극에 대해 다시 정리하면 다음 식과 같다.

                  b =(Q/LW) t 0                            (4.3.2)

  비수착성 추적자중 가장 빠른 bromide의 유출곡선은 300min후 정점에 도달했

으며 유출부피로 약 60㎖ 이 다. 윗 식으로 계산해 보면 간극은 0.01cm 가 된

다. 이는 암반 시추공을 통해 수리전도 실험을 한 후 식(4.1.2)를 사용해 계산한 

평균 간극과 거의 일치하는 값이다. 유출곡선과 윗 식을 이용해 평균 간극을 계

산할 때, 추적자가 암반평면전체를 통해 이차원적으로 흐른다고 가정한 것이다. 

만약 추적자가 입구와 출구를 잇는 102cm  직선거리를 일차원적으로 흐른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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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면 유출부피가 60㎖에 peak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암반 간극이 0.1cm 이상

으로 커야한다. 이 값은 수리전도 실험치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암

반 간극 크기보다 상당히 큰 값이다.

  한편, 균열내 선속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u = Q/Wㆍb                               (4.3.3)

이 식에 간극값을 대입하면 선속도는(linear velocity)는 0.33cm/min이다.

2. 추적자들의 화학특성에 따른 이동유형 분석

   오염물질들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암반 균열내 이동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상호비교하기 위해 이동유출곡선을 화학종별로 분류해 보았다. 이동실험결과를 

실은 그림4.3.2을 살펴보면, 먼저 비수착성 추적자로 알려진 THO, 음이온, 유기

염료간 이동특성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다. 음이온들은 THO에 비해  peak 도달

시간이 빠르고, 시료도 거의 100％로 전량 회수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동 중 

암석과 상호작용을 거의 일으키지 않았으며, 특히 암반 매질내로 확산이 거의 일

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음이온의 경우 암반매질 표면이 음전기

를 띄어 이로 인한 음이온 배제효과(anion exclusion)로 음이온이 암반 공극내로 

확산해 들어가기 힘들다. 또, 양이온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수Å 수준인데 반해 

고분자 유기염료의 경우, 양이온의 수천배 이상이므로, ㎛이하의 작은 암반 공극

내로 확산해 들어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음이온과 유기염료를 비교해 보면, 

음이온이 가장 빨리 이동하고 분산효과도 적어 peak도 가장 높이 나타났다.  반

면, 유기염료는 상대적으로 분산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THO는 음이온과 

유기염료에 비해 peak 도달 시간이 느리고, 회수율도 낮은 점으로 미루어 암반 

공극내로 확산이 상당 비율 일어났음을 유추할 수 있다.

3. 수착성 추적자의 이동특성

   비수착성 추적자를 사용한 이동실험이 끝난 후, 수착성 추적자인 strontium, 

cobalt, copper를 사용해 이동 실험을 수행해 오염물질과 암반 표면과 상호작용을 

평가하 다. 그림4.3.2.과 그림4.3.3.를 살펴보면 수착성 추적자인 strontium, 

cobalt, copper의 이동유출곡선과 적분한 이동곡선은 비수착성 추적자들에 비해 

peak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고, peak 또한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나며 회수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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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를 넘지 못했다

  암반 균열내를 수착성 추적자가 이동할 때 추적자는 암석전반에 걸쳐 수착될 

수 없고, 지하수와 접하고 있는 면에만 수착 할 수 있다. 이때의 수착능의 척도

로서 분배계수는(Ka) 매질의 단위표면적을 기준으로 한 식으로 표현된다.

       K a (cm)  = 
      

 [ g/ cm
2

g/ cm 3 =cm]
  수착성 핵종의 지연효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지연인자(R)를 사용하

다. 지연인자(R : Retardation factor)의 값은 물의 속도와 오염물질의 이동 속도

간의 비를 나타내는데, 암반균열 내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다

                           R = 
u w
u n

=1+
K a

b                 (4.3.4)

여기서, uw는 균열내 지하수의 이동속도 [cm/min], un은 균열내 오염물질의 이

동속도 [cm/min]이다.

  유출곡선(elution curve)으로부터 strontium의 이동지연인자(retardation factor)

값을 계산해 보면 약 2.71정도 값이고, 회분식 실험의 측정값은 13.05 다. 평균

간극을 0.01cm로 가정할 때 분배계수를 역산해 보면 Ka=0.016 이된다. 한편 회분

식으로 측정한 strontium의 Ka=0.11이다. 그 결과를 비교해 보면 회분식으로 측

정한 값이 훨씬 큰데, 이는 회분식 측정이 충분한 수착 평형 관계에 도달한 시점

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이동실험에서는 균열내 이동하는 속도가 수착반응속도 

보다 빨라 수착이 충분히 일어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분배계수 값을 보이

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한가지 다른 측면으로 해석해 보면 회분식과 이동실험에

서 암석과 용액의 접촉면적과 암석무게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

로 볼 수 있다. 즉 이동실험에서는 접촉 단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어 확산에 의해 

용액이 암석 내부로 또는 전체와 접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Cobalt의 이동 지연인자(R)를 계산해 보면 대략 8.58이다. 이를 역산해 

strontium의 경우와 같이 분배계수(Ka)를 계산해 보면 0.069이다. 한편 회분식으

로 측정한 Ka값은 3.5로서 이동실험에서 구한 값보다 약 50배 큰 값이다. 이는 

strontium의 경우와 마찬가지 이유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동실험 결과와 

회분식 실험 결과와의 오차가 cobalt의 경우가 훨씬 큰데, 이는 두 추적자간의 

수착반응기제(mechanism)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strontium의 경우 

정전기력(electrostatic force)에 의한 약한 가역적 수착이기 때문에 지하수에 함

유되어 있는 다른 양이온으로 쉽게 탈착이 되지만, Cobalt의 경우는 이온교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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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망간산화물과의  선택적 결합으로 균열 표면에 비가역적으로 수착하기 때문으

로 여겨진다 [Park,1997]. 그러므로 핵종이동에 있어서 수착능을 평가할 때 평형 

분배계수 뿐만 아니라 수착가역성이나 반응속도도 평가척도가 됨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고준위핵종들인 U, Th, Eu를 사용한 이동실험 결과는 회분식으로 측

정한 수착계수에 근거해 계산한 지연인자 예측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핵종들

이 다. 이들 세 핵종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지화학조건에 민감하게 변하며 다양한 

화학종들을 가진다는 점인데, 이들의 유출곡선을 살펴보면, 일반 단순 수착성 양

이온과 같은 이동속도로 일부가 유출되어 나왔다. 이들 양은 모두 총주입량의 

2%이내 다. 이들의 지연인자값들을 수착분배계수에 근거해 계산해보면 모두 

1000 이상의 값을 가지는데, 일부가 빠른 속도로 나온 이유는 암반균열내에서 다

양한 화학종을 가지는 핵종 대부분이 균열표면에 수착하지만 일부는 복합물을 

형성해 전체적으로 음성을 띄어 암반표면에 수착하지 않고 콜로이드 형태로 이

동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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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계산에 사용한 매개변수 단위 및 값

    Parameter Symbol Unit Value

Viscosity of Ground water μ g/㎝․sec 0.01002

Gravity Force g cm/sec
2

980

Density of Ground water ρ g/cm3 0.99821

Radius of Bore hole rw cm 3.0

표 4.3.2. 핵종별 이동실험결과

Tracer
First arrival

(min, mL)

Peak arrival

(min, mL)

Recovery

(%)

Retardation

factor

Migration Batch

Eosine

(C20H6Br4Na2O5)
250, 50 350, 70 100％ 0.67 1.0*

NaLS

(Sodiom lignosulfonate)
275, 55 375, 75 100％ 0.71 1.0*

Bromide 250, 50 300, 60 100％ 0.57 1.0*

Chloride 250, 50 325, 65 100％ 0.62 1.0*

Tritium 300, 60 525, 105 82.9% 1.0 1.0*

Strontium 800, 160 1425, 285 16.8％ 2.71 13.05

Cobalt 1445, 289 4505, 901 19.5% 8.58 384.35

Copper 1575, 315 2800, 560 18.4% 5.33 321.9

Cesium  -  < 2    -  > 103

Uranium  2000, 500  < 2    -  > 103

Thorium   500, 100  < 2    -  > 10
3

Europium   800,  560  < 2    -  > 103

                                                  * from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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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distribution, N/m2

Outlet

Inlet

그림 4.3.1. 자연암반균열폭분포 및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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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자연암반균열에서 지하수를 통한 핵종 유출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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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자연암반균열에서 지하수를 통한 핵종 유출누적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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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콜로이드 생성 및 이동 특성

제 1 절 서론

1. 연구 배경

방사성 폐기물을 생태계로부터 격리시키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종사

자에게 가장 복잡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에는 최소 1000년 동안 생태계로부터 격리되도록 요구되고 있다(U.S. NRC, 

1994). 이러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분된 방사

성 물질이 주변의 지질학적인 상태에 따라 이동하게 되는 현상에 대한 논리적 

해석 및 결과 예측이 요구된다.

현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가장 적절한 처분방법으로는 지중처분방식이 고려

되고 있다. 이러한 지중처분장은 인공방벽 및 자연방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방벽들의 크기, 물리적 특성 및 처분장의 열역학적, 수리학적 상태에 따라 방사

성 핵종들의 이동 환경이 결정되게 된다. 핵종의 다양한 이동 메커니즘들 중에서 

가장 주된 이동은 지하수를 따라 발생하며, 이동 매질의 종류에 따라 이동 현상

이나 메커니즘이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심지층 처분의 경우에 인공방벽은 

압축된 다공성 매질이며 자연방벽은 균열암반매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매질

의 특성에 따라 존재하는 지하수의 거동도 틀려지게 되므로 유출된 방사성 핵종

의 이동 특성도 매질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방사성 핵종의 유출 및 이동은 또한 방사성 핵종의 물리화학적 형태와 

특성에 따라 크게 향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형태와 특성은 주변환경의 

향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하수 용액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방사성 핵종들

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이온성 핵종들

• 복합물질들 (핵종 착화물)

• 입자성 물질들 (콜로이드성 물질)

입자성 물질들의 경우 입자의 크기가 클 경우엔 중력에 의해 침전하게 되므로 

지하수 용액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입자들의 크기는 충분히 분산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콜로이드 범위(입경이 1 nm  - 1000 nm)의 입자들이라 하겠다.

지하수의 용액 내에 존재하는 이러한 물질들은 고체상의 지질학적 매질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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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일반적으로 수착(sorption)이라고 한다. 방사

성 핵종들의 수착은 정지된 고체표면들 뿐만 아니라 지하수 속에 존재하는 입자

성 물질들에서도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지하수에 존재하는 자연성 콜로이드 입자

들에 수착된 방사성 핵종들은 콜로이드의 거동을 나타내게 된다. 

  지하수 및 지하 매질을 통한 방사성 핵종들의 이동과 분포는 방사선원, 물리화

학적 형태, 지하수에 존재하는 다른 성분들과의 상호작용 등에 의존한다. 고준위

방사성 핵종들은(특히 악틴족 원소들) 지하매질을 통해 단순한 용해된 이온 형태

로 뿐만 아니라 콜로이드나 복합체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유출되거나 이동될 수 

있다. 특히 방사성 콜로이드의 형성 또는 음으로 하전된 자연발생적인 콜로이드 

성 물질로의 방사성 핵종들의 수착 등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부터 유출된 

방사성 핵종들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왔다(Avogadro and 

Masily, 1983; Kim et al., 1984; Olofsson et al., 1985; McCarthy and Zachara, 

1989). 많은 과학자들이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수 십 년 동안 연구하여 왔으며 

그 주요한 결과는 콜로이드들이 지하수에서 방사성 핵종들의 이동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Avogadro and Masily, 1983; Kim et al., 1984; Olofsson et 

al., 1985; McCarthy and Zachara, 1989; Orakndini et al., 1990; McKay et al., 

1993; Degueldre, 1993). 

2. 콜로이드의 특성

  비록 콜로이드가 독성 중금속, 방사성 핵종, 심지어는 소수성의 유기화합물 의 

이동을 지배하는 매체로 작용한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지만 이러한 콜로이드

에 대한 연구는 콜로이드의 분리, 측정, 특성화 등이 적절하지 못했던 이유로 충

분하게 연구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자연수에서 콜로이드 물질들에 대한 이

해, 특히 콜로이드의 화학적 성질, 구조, 크기 및 형태, 수착을 지배하는 조건 등

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 

  지하수 콜로이드들은 크기와 구조면에서 다중 분산적이고 그들의 화학적 조성

에 따르는 물리적 형태가 아주 다양하다. 따라서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은 화학

적 조성, 크기 분포, 입자 수에 따라 다르다. 어느 정도 투습성을 가진 주어진 대

수층이 악티나이드의 이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해가 되는 3상이 있다

(Rommel and Kim, 1986). 즉 열역학적으로 잘 정의될 수 있는 이온, 분자, 다중 

핵종들을 포함하고 있는 참 악티나이드 용액, 그리고 용해 될 수 있는 고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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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 지는 이동성과 비이동성 요소들로 구성된 콜로이드들, 또 하나는 다양

한 지질을 가진 비유동성 고상으로 나눌 수 있다. 악티나이드 이온들은 비유동성 

고상과 생성된 악티나이드 의사 콜로이드는 물론 지하수 콜로이드와 상호 반응

을 하며 대수층 시스템으로 유도되어 진다. 콜로이드의 생성과 재생성 및 콜로이

드 와 콜로이드의 상호작용은 일시적이라고는 고려되지 않는다. 용해될 수 있는 

고체상인 콜로이드는 이동성이나 비이동성으로 나눌 수 없는 동적 시스템이다. 

이러한 이유로 용액과 매질, 그리고 콜로이드사이의 상 경계를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무기콜로이드 (예, silicates 또는 점토 광물들) 및 유기콜로이드(예, 흄 물질들)

은 자연 지하수에 널리 존재한다. 자연수에서 이들의 농도는 보통 1-100 

ppb(part per billion) 범위이고 입자들의 평균 직경은 50nm 보다 작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초순수의 농도는 ppt(part per trillion) 범위로 존재한다. 따

라서 이들 자연 콜로이드들의 특성 분석은 분석기기의 한계와 측정 오차에 의해 

그동안 많은 제약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콜로이드의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

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콜로이드의 역할을 과소 평가하는 부류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며, 현장 실험 결과 콜로이드의 향이 무시할 만하다는 연구 결과의 보고

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연구결과 및 분석 방법의 신뢰성에 의존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보편적인 콜로이드 측정 방법으로는 미쳐 측정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크기 및 저농도의 콜로이드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 

LIBD(Laser-Induced Breakdown Detection)의 개발로 이러한 콜로이드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LIBD는 매우 낮은 농도(ppt 범위까지) 및 매우 작은 크기(수 nm 범위까지)의 

콜로이드를 측정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분석 방법이다(Bunschul et al., 2000). 

지난 수년 동안  이러한 방법은 악티나이드 콜로이드의 형성 및 특성 분석에 매

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자연 콜로이드의 특성 분석에 매우 유용함이 입증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적용 및 해석상에 어려움이 남아 있는데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LIBD의 기본 

원리와 방법론을 습득하고, 국내 지하수 시료 속에 함유되어 있는 자연지하수 콜

로이드의 특성을 LIBD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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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콜로이드 수착 및 반응 특성

  악티나이드 이온들은 중성 대수층에서 지하수 콜로이드들에게 쉽게 흡착을 하

여 의사 콜로이드를 형성한다(Kim et al., 1989; Bidoglio et al., 1989). 평균 20 

nm 직경의 콜로이드 알루미나에서의 실험에서 
228
Th(IV), 

241
Am(III), 

273
Np(V)가 

pH에 따라 양적으로 알루미나에 흡착하는 정도를 보았는데 여기에서 각 이온은 

강하게 가수 분해 되었다(Roghetto et al., 1988). 이 연구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악티나이드 의사 콜로이드의 생성은 각각 다른 산화 상태에 있는 이온의 가수분

해 과정에 접한 관계가 있고 알루미나 콜로이드의 표면 전하와 표면적에 유용

하다는 것이다. 악티나이드 의사 콜로이드는 수용액에서의 악티나이드 이온은 물

론 알루미나 콜로이드와도 다르게 고려된다. 그러한 악티나이드에 의해 생성된 

콜로이드들은 수용액에서의 악티나이드 이온들과 물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악

티나이드 참 콜로이드와 구별하는 것이 편리하다.

  실제적인 광물 콜로이드 표면에서 3가나 4가의 악티나이드 이온들은 산성이나 

중성 pH에서 상당히 흡착을 하며, 반면 5가 악티나이드 결합 이온들은 단지 염

기성 pH(>8)에서 흡착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흡착된 악티나이드 이온들은 

pH>8에서 부분적으로 탈착을 하며, 흄산에 의한 탈착도 pH>8에서 높은 흄산 농

도와 함께 발생한다(Bidoglio et al., 1989; Roghetto et al., 1988). 악티나이드 이

온들은 무기 또는 유기 지하수 콜로이드에 쉽게 흡착을 하며, 악티나이드 의사 

콜로이드의 생성은 가역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 유기물에 의한 의사 콜로이드는 

무기물에 의한 것보다 더욱 안정하다(Kim et al., 1987; Buckau et al., 1986). 

  현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에 대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는 지하 

수 백 미터 이상의 심지층에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이며 대상 매질로는 결정질 

암반, 점토질 암반 또는 암염층 등이 고려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결정질 암반에 

처분하는 것을 기본 처분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Choi and Kang, 2000). 그리고 

포장된 폐기물들은 심지층의 굴착된 수평 갱도(drift) 또는 수직 시추공(borehole)

에 정치되는데 이때 암반층과 포장물 사이는 완충재나 뒷채움재로 메우고 되는

데 이때 사용하는 완충재로 가장 선호되는 것이 압축된 벤토나이트이며, 뒷채움

재로는 암석과 점토광물과의 혼합물이다(Choi and Kang, 2000). 이러한 완충재나 

뒷채움재는 다중방벽 처분개념에 있어 인공방벽시스템(EBS, Engineered Barrier 

System)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원이 된다(Chapman and McKinley, 1987).

  따라서 EBS의 장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BS와 모암 사이의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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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으며 다양한 열적, 수력학적, 기계적 

(THM, Thermo-Hydraulic-Mechanical) 향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처분 조장 조건에서의 EBS의 THM 거동을 이해하고 모암과의 상호작용을 해석

하기 위한 연구가 ENRESA(The Spanish Agency for Radioactive Waste 

Disposal)를 중심으로 스위스 GTS(Gimsel Test Site) 지하시험시설에서 FEBEX 

(Full-scale Engineered Barriers Experiment) 프로젝트를 수행하 다

(García-Gutiérrez et al., 2001; Gens et al., 2002).

  점토광물(특히, 몬트모릴로나이트)의 수화(hydration)는 암반 균열로 침투할 수 

있는 겔(gel)형의 물질을 형성하고 점토의 높은 팽윤압(swelling pressure)은 이

러한 과정을 돕게 된다. 벤토나이트의 암반으로의 침투는 EDZ(excavation 

disturbed zone)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러한 역에서의 핵종 

이동 조건들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더구나 겔 물질들은 암반의 대현균열

(macro-fracture) 뿐만 아니라 미세균열(micro-fracture)로 접근하여 암반으로 확

산 이동할 수 있는 콜로이드를 발생시킬 수 있다(Alonso, 2003). 벤토나이트가 

많은 핵종들에 대해 뛰어난 수착능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점토입자들의 확

산은 방사성 핵종의 이동과 관련될 수 있고 핵종의 이동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들에 의한 핵종 이동이 가속화됨을 확인하는 

실험 결과들이 다수 확인되었다(Alonso, 2003; Grindrod et al., 1999).

  또한 GTS의 5m 규모의 화강암 자연 균열의 지하수에서 FEBEX 벤토나이트

를 이용하여 방사성 핵종에 미치는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향 및 이동에 대한 

연구를 CRR(Colloid and Radionuclide Retention) 프로젝트로 수행한 바 있다

(Hauser, 2003; Nagra, 2002). 이러한 현장 실험의 결과는 벤토나이트 콜로이드가 

방사성 핵종의 유출량 및 이동 속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과소평가되었던 콜로이드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Missana, 2000; Geckeis, 2003; Plaschke, 2001). 

아울러 벤토나이트에 대한 핵종 수착 특성에 대한 연구는 다년간 많은 연구자들

에 의해 수행되었다(Eriksen et al., 1999; Bradbury and Baeyens, 1999; 

Tsukamoto, et al., 1997; Boult et al., 1998; Tachi et al., 2001; Nagasaki et al., 

1999; Abollino et al., 2003; Wenming, 2000; Xiangke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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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연 콜로이드 특성 분석

1. 배경 및 이론

  무기콜로이드(예, silicates 또는 점토 광물들) 과 유기콜로이드(예, 흄 물질들)

은 자연 지하수에 널리 존재한다. 자연수에서 이들의 농도는 보통 1-100 ppb 범

위이고 입자들의 평균 직경은 50nm 보다 작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초

순수의 농도는 ppt 범위로 존재한다.

  자연 콜로이드들의 불균질 특성, 낮은 농도, 아주 다양한 크기 분포, 쉽게 깨어

지는 회합물의 형성 등은 그들의 크기 분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을 매우 어

렵게 만들고 있다(Buffle and Leppard, 1995). 과거에 대부분의 연구들은 각기 다

른 명목적 기공 크기들을 가진 필터들에 의해 잡힌 입자 분율들의 중력 결정 방

법에 의해 수행되었다(Degueldre et al., 1989; Comba and Kaiser, 1990).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중요한 시료 취급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불순물에 의한 향

을 받기 쉬웠다. Coulter counter(Carder et al., 1971; Lerman et al., 1977),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TEM)(Wells and Goldberg, 1991; Perret et 

al., 1991), atomic force microscopy(AFM)(Plaschke et al., 1999; Bickmore et 

al., 1999; Plaschke et al., 2001) 등과 같은 다른 기술들이 또한 사용되어져 왔다.

  특히 photon correlation spectroscopy(PCS)가 자연수에서 입자들의 크기분포

를 결정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어져 왔다. PCS는 가장 보편적인 비파괴적 콜로

이드 입자 측정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Fiella et al., 1997). 그러나 보편적

인 빛 산란 방식(light scattering method)은 낮은 농도의 매우 작은 입자들에 대

해서는 충분히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수에서 상대적으로 큰(>50nm) 콜로

이드들을 측정할 수는 있었지만 실험실 수준의 초 순수에서 콜로이드를 측정하

는 데에는 실패하 다.   

  매우 작은 크기(<50nm)와 매우 낮은 농도(ppt 범위)의 수중 콜로이드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방법이 최근에 개발되었다. 이 방법은 laser pulse에 

의한 각 입자들에 breakdown event의 발생과 이에 따른 음파(acoustic wave) 또

는 plasma의 측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PCS 방법과 비교하면, 약 20nm 크기의 

직경을 가진 입자에 대해 이 방법은 백 만 배 이상의 측정 민감도를 가지고 있

다(Bundschuh et al., 2001). 

  충분한 power를 가진 pulsed laser beam이 dielectric 물질에 초점이 맞추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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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증기화(vaporization)와 이온화(ionization)를 동반한 전자사태(electron 

avalanche)을 일으키면서 그 물질의 유전(dielectric)특성을 잃게되는데 이것을 

breakdown이라고 한다(Dowley et al., 1967; Radziemski and Cremers, 1989). 

Pulsed laser-induced plasma 발생으로부터 분석적으로 흥미 있는 주요한 두 가

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그림 5.2.1 참조):

• 고온 플라즈마에 의한 빛의 방출은 optical volume에서 물질의 화학적 조성을 

분광학적으로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 플라즈마 발생에 의한 생성된 음파는 액체에서의 입자 또는 기체에서의 에어

로졸(aerosol) 등을 계수(counting)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laser-induced breakdown detection(LIBD)는 초점화된 pulsed laser 

beam에 의한 단일 입자들의 플라즈마 발생에 기초한 콜로이드의 직접적인 측정

을 위한 매우 민감한 방법이라고 하겠다(Scherbaum et al., 1996; Kitamori et 

al., 1988; Kitamori et al., 1989; Fujimori et al., 1992; Ajiro et al., 1992). 레이저 

조사에 의해 야기된 주어진 매질의 dielectric 성질의 breakdown이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해 특정한 물리적 효과로 연구되었다(Bundschul et al., 2001). 플라즈마 

발생은 focus volume에서 주어진 물질에 대한 breakdown threshold 뿐만 아니라 

laser pulse의 power density에도 의존함이 관측되었다. 주어진 물질에 대한 

breakdown threshold(즉, breakdown을 유도하기 위한 power density)는 기체에 

대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액체이고, 고체에 대해 가장 낮은 것으로 관측되었

다(Bettis, 1992). 즉, 각기 다른 물질에 대한 breakdown threshold( P A,crit)는 다

음과 같은 정량적 관계를 가진다:

P A,crit(solid) < P A,crit(liquid) << P A,crit(gas).  

  기본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LIBD 시스템에서 breakdown은 물질이 강한 laser 

pulse에 놓여 있을 때 발생한다(그림 5.2.2 참조). Laser breakdown의 첫 번째 단

계에서는 multiphoton absorption 또는 thermal ionization 과정에 의해 초기 전자

들이 발생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전자들이 laser pulse의 강한 AC 전

기장에서 inverse Bremsstrahlung에 의해 가속화된다. 그 다음엔 laser 

breakdown에 이르는 전자사태에 의해 플라즈마가 발생된다(Bundschuh and 

Kim, 1999). 일반적으로 고체 입자들이 물분자보다 쉽게 초기 전자들을 방출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건 하에서 laser pulse에 입자들이 존재할 때 laser breakdown

이 유도되기 쉽다. 따라서 액체에 존재하는 입자들은 laser pulse와 동시적으로 

발생되는 플라즈마 또는 음파 방출을 관측함으로써 계수될 수 있는 것이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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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참조). LIBD에 대한 자세한 측정 방법이나 이론에 대해서는 관련 기술보고

서를 참조하기 바란다(백민훈 등, 2002).

2. 실험 및 측정

  가. 지하수 시료

     유성지역 화강암 지역의 지도 및 지하수 채취 시추공의 위치   자연 지하

수 콜로이드의 특성 분석을 위한 지하수는 대전 유성지역의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내의 MP(Multi-packer)가 설치된 시추공에서 깊이별로 6개의 시료를 채취하

다. 그림 5.2.3에 유성지역 화강암 지역의 지질학적 지도 및 시추공의 위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림 5.2.4와 그림 5.2.5에 채취한 유성지역 지하수의 일반적

인 지화학적 특성 등을 도시하여 나타내었다. 유성 화강암 지역에서 채취한 지하

수의 화학적 유형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서형 지하수는 크게 Ca-HCO3와 Na-HCO3형으로 구분됨.  

• 심도 140m까지는 시추공 붕괴방지를 위해 시공된 grounting의 향으로 

Ca-HCO3형을 보이며, 심도 500까지 대부분 지하수는 Na-HCO3형을 보임

• 심도 370-450m는 심부임에도 불구하고 시추당시 주입된 시추수의 향으로 

천부형 지하수인 Ca-HCO3을 보임. 현재 지하수유동이 안정화되었다고 단정

할 수 없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아울러 표 5.2.1에 채취한 지하수의 지화학적 특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나타

내었다. 

  지하수 시료채취 과정에 공기와의 접촉에 의한 지하수 특성의 변화를 방지하

기 위하여 잘 봉된 플라스틱 용기를 질소 가스로 충진한 다음 진공 상태를 유

지할 수 있도록 밸브 등을 설치하여, MP에서의 지하수 채취용 실린더에서 지하

수를 직접 채취할 수 있도록 하 다.

  나. LIBD 시스템

     LIBD에 대한 보편적인 실험 시스템이 그림 5.2.6에 도시되어 있다. LIBD 

실험 시스템은 원래 FZK/INE(Forschungszentrum Karlsruhe/Institut für 

Nukleare Entsorgung, Germany)에 의해 구성된 것이며 그림 5.2.7에 보여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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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FZK/INE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LIBD 시스템 및 구성 요소들의 배열

이다. 콜로이드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해 pulsed Nd-YAG 

laser(Continuum, Surelite I-20)가 20Hz의 반복율(repetition rate)로 λ=532에서 

사용되었다. 레이저의 펄스 에너지는 variable attenuator와 함께 fixed primary 

neutral filter(~10% transmission)의 조작에 의해 변화된다. 50mm focal length의 

plano-covex lens(BK 7 glass)에 의해 레이저 펄스가 fused silica 시료셀

(Hellma, 10x10x30 mm)에 담긴 콜로이드 용액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 

  Beam splitter에 의해 발생된 반사를 이용하여 들어오는 레이저 펄스 에너지는 

calibrated pyroelectric detection(NEWPORT, 818J-09B)에 의해 관측된다. 레이

저빔 축과 직각으로 macro-microscope(LEICA)가 장착된 monochrome full 

picture CCD 비디오 카메라(JAI, CV-M10BX, 783x582 pixels)가 sample cell 

holder의 windows에 놓여지게 된다. 이 microscope는 CCD 카메라에 의해 기록

된 초점범위에서 11-70배의 확대배율을 가지고 있다. CCD 픽셀(pixels)의 좌표는 

관측 장비의 광학면에 놓여진 길이표준(100 nm 해상도)에 의해 교정된다. 들어

오는 레이저 펄스 산란(scattering)에 의한 CCD 카메라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532nm에서 1% 투과율(transmission)을 가진 band-pass 필터가 시료셀과 

macro-microscope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자료 획득은 레이저 펄스와 동조되어(synchronized) CCD 비디오 카메라와 

pyroelectric energy detector를 trigger 시키는 multi-functional PC-card 

(National Instruments)에 의해 이루어진다. CCD 카메라에 의해 기록된 초점의 

광학적 이미지는 frame grabber card(Image Technology)에 전달되어 PC의 

RAM 기억장치에 저장된다. 실험 성치, 자료 기록과 분석 등은 software 

package인 Optimas v6.0(Media Cybernetics)와 자료 기록 및 평가를 위한 

software module을 이용하여 제어된다. Optical image trigger를 설정함으로써 

실제 플라즈마 사건만 기록됨으로써 RAM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카메라의 total frame은 모든 플라즈마 사건을 측정할 수 있는 범위인 약 

767x30픽셀 정도의 region of interest frame(ROI)로 감소시킨다. 따라서 시스템

은 수천 개의 독립된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다. 상 처리 소프트웨어(Image 

processing software)는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세기 문턱값(intensity threshold 

value)에 의해 단일 또는 다중 breakdown 사건을 구별할 수 있다. 각 단일 레이

저 펄스에 대해 소프트웨어는 breakdown 사건의 수, 단위 면적 당 플라즈마 방

출 면적, 단일 플라즈마 중심의 (z,x) 좌표축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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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Calibration 및 측정 방법

      LIBD는 상업적으로 제조된(예를 들면, Polymer Standard Service GmbH, 

Polysciences Inc., Duke Scientific Corporation 등) 다양한 크기의(19nm - 

1072nm) polystyrene 표준 콜로이드 분산액을 이용하여 calibration된다. 이 때 

MilliQ-UV-Plus(Millipore)로부터 제조된 저항도 18.2 MΩ-cm의 초순수를 분산

용액으로 사용하게 된다. 표준 입자들의 stock solutions은 원래의 표준 콜로이드 

분산액을 초순수로 희석하여 준비한다. 이러한 표준 분산액들의 평균 입자 크기

는 구매 시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어나 photon correlation spectroscopy(PCS) 또

는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 등을 이용하여 다시 검증하게 된다. 

  시료에서의 breakdown 사건들의 관측을 위해 운전 레이저 펄스 에너지

(operation laser pulse energy)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 에너지에서 breakdown은 

콜로이드 입자들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초순수에 대해서는 

breakdown 확률(probability) 0.001 ± 0.001 정도로 무시할만한 것으로 관측되었

다. 

  Breakdown 확률은 들어오는 레이저 펄스의 총수에 대한 breakdown 사건의 

총수의 비로 정의되며 이러한 breakdown 확률은 농도에 의존하게 되고 이를 표

준 라텍스 콜로이드(reference latex colloids)로  calibration하여 지하수 콜로이드

의 농도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CCD 카메라를 이용한 breakdown 사건의 측정

결과는 콜로이드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이용되는데 이 역시 표준 라텍스 콜로이

드로 calibration하여 지하수 콜로이드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백민훈 등, 2002). 

  일반적으로 측정은 길이 30mm이고 너비가 10mm인 정지(static) 수정(quartz)

셀 또는 흐름(flow) 수정셀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큰 입자들이 작은 입자로 

breakdown 될 수 있고 셀의 표면 특성이 셀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흐름셀에

서의 측정이 정지셀에서의 측정보다는 정확하다. 모든 용액들은 입자들 사이의 

회합을 방지하고 셀표면으로의 침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에 사용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모든 실험은 실내 온도(20 ± 2 
oC)에서 일반 대기조건에서 이

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Glove-box를 이용한 특정 대기 조건에서도 실험 수행이 

가능하다. 이는 LIBD가 on-line 또는 원격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 결과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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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LIBD 측정 결과

     그림 5.2.8에 450nm 필터로 여과한 후에 LIBD로 측정한 지하수 시료들

(YS-1-1N ~ YS-1-6N)에 대한 측정 결과를 표준 라텍스 측정결과 및 MQ 초순

수 측정결과와 함께 나타내었다. YS-1-2N을 제외하고 모든 시료들은 유사한 

breakdown 거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표준 라텍스 콜로이드를 

이용한 calibration 곡선에 따라 지하수 콜로이드 입자들의 크기가 약 400nm 정

도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두 개의 다른 농도를 가진 404nm 크기의 표준 라

텍스 콜로이드의 S-곡선을 측정하 으며 그 결과 예상된 지하수 콜로이드의 입

자크기와 일치하 다. 

  동일한 calibration 곡선에 따라 YS-1-2N 시료의 지하수 콜로이드의 크기는 

약 220nm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YS-1-16N 시료는 약간 작은 콜로이드

의 크기를 보 지만 나머지 YS-1-1N, YS-1-3N, YS-1-4N, YS-1-5N 등은 측

정 오차 범위에서 거의 동일한 크기와 수 도(number density)를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아마도 이것은 450nm 필터를 이용한 여과에 따른 향인 것으로 예

상된다. 왜냐하면 가장 큰 입자 분율들이 전체 breakdown 확률과 문턱값에 향

을 미치기 때문이며 이러한 것으로 인해 결과 해석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입자들의 농도는 약 290ppb 정도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결과가 LIBD 측정이 물질 특성에 의존하는 것을 무시하고 측정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calibration 곡선과 잘 일치함으로 보아 물질특성 의존도는 거

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나. LIBD와 AsymFFFF를 결합한 측정 결과

     자연 지하수 시료들에 포함된 콜로이드 입자들은 하나의 크기 분포를 가지

는 것이 아니고 불균질한 다중 크기 분포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향을 분

석하기 위하여 Asymmetric FFFF(Flow Field Flow Fractionation) 방법을 LIBD

와 결합하여 측정하 다. 이러한 방법은 콜로이드의 크기 분포를 결정하는데 매

우 도움이 된다(Plaschke et al., 2001; Manh et al., 2000; Geckeis, 2003). 

Flow-field flow fractionation(FFFF) 방법은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정지상(stationary phase)을 요구하지 않는 콜로이드 분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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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표한다. 따라서 FFFF는 장비 표면과 시료 성분의 상호작용 효과가 매우 적

은 방법이라고 하겠다. 콜로이드의 분리는 수송흐름(carrier flow)에 수직인 흐름

장(flow-field)의 작용 하에 층수송흐름(laminar carrier flow)에서 이루어진다

(Giddings et al., 1976; Giddings, 1993).

  LIBD와 AsymFFFF를 결합한 측정 결과를 그림 5.2.9에 나타내었다. 측정결과

에 의하면 모든 지하수 시료들에 대해 거의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콜로이드의 크기는 두 종류의 크기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 분율은 20nm에서 <100nm 사이에 존재하며 두 번째 분율은 100nm에서 

450nm 사이에 존재하 다. 그리고 그림 5.2.8에서 보여지다시피 YS-1-2N과 

YS-1-6N의 콜로이드 농도가YS-1-3N, YS-1-4N, YS-1-5N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다. AsymFFFF가 ICP-MS를 결합한 측정 결과

     또한 지하수 시료 내에 존재하는 콜로이드의 조성과 종류를 알아보기 위하

여 지하수 시료 YS-1-4N에 대해 AsymFFFF와 ICP-MS를 연결하여 측정하

다. 그 결과를 그림 5.2.10에 나타내었다. 그림 5.2.10에서 보여지다시피 작은 분

율의 입자들은 Sr과 결합된 calcite 계열이고, 큰 분율의 입자들은 aluminosilicate 

및 철산화물 계열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확한 콜로이드의 종류와 조성에 

대한 것은 좀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라. PCS 측정 결과

     PCS(Photon correlation spectroscopy) 방법을 이용하여 콜로이드의 크기를 

측정하 다. 그러나 450nm 필터로 여과하기 전과 여과 후의 지하수 시료 모두에 

대해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 다. 따라서 PCS 방법으로는 지하수 콜로이

드의 특성을 농축 등의 방법을 쓰지 않고 그 자체로 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2.11에 LIBD 방법과 일반적인 PCS 방법 사이의 측정 

한계치(detection limit)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콜로이드

이 농도가 매우 낮은 경우엔 입자 크기에 대한 LIBD 측정 한계치가 PCS 방법

보다 약 10
7
배정도 더 뛰어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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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LIBD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채취한 유성지

역의 심도별 화강암 지하수 시료에 포함된 콜로이드 입자들의 크기 및 농도 등

측정하 다. 아울러 LIBD 방법을 AsymFFFF 및 ICP-MS 등과 결합하여 다양한 

측정을 통해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시도하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 LIBD의 측정결과 지하수 콜로이드들의 농도는 약 290ppb 정도이며 크기는 

YS-1-2N는 약 220nm 이고 나머지는 약 400nm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AsymFFFF와 LIBD를 결합하여 측정한 결과 지하수 콜로이드들의 크기는 

20nm에서 <100nm 사이의 작은 분율 입자들은 100nm에서 450nm 사이의 큰 

입자 분율 등 두 가지 종류의 분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 AsymFFFF와 ICP-MS를 결합하여 측정한 결과 작은 분율의 입자들은 주로 

Sr과 결합된 calcite 계열의 입자들이고, 큰 분율의 입자들은 주로 

aluminoslicate 및 철산화물 계열의 입자들임을 확인하 다.

  LIBD는 매우 낮은 농도(ppt 범위까지) 및 매우 작은 크기(수 nm 범위까지)의 

콜로이드를 측정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분석 방법이다. 지난 수년 동안  이러한 

방법은 악티나이드 콜로이드의 형성 및 특성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

으며, 자연 콜로이드의 특성 분석에 매우 유용함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적용 및 해석상에 어려움이 남아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다른 보완적인 분석 방법과 함께 병행하여 사용된

다면 LIBD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있어 콜로이드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일반 

환경에 있어서의 콜로이드 관련 연구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분석방법으로 앞으

로 더욱 활용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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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콜로이드 반응 특성

1. 이론 및 배경

  콜로이드의 반응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하다. 이

러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 자연콜로이드들의 크기, 조성, 농도

• 방사성 핵종과의 상호작용

• 지하수 내에서의 화학평형 관계

  Kaolnite, vermiculite, basalt 입자들에 대한 방사성 핵종들의 수착특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가 있다(Eichholz, 1982). 이들은 부유물질의 양, 핵종의 농도, 

NaCl의 농도, pH 등을 변화시키며 흡착량을 관측하 다. 실험결과, 핵종들의 흡

착에 염농도의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낮은 염농도의 vermiculite를 제

외하고는 NaCl이 흡착점을 먼저 차지하고 핵종의 흡착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부유물들은 염용액에서 세슘을 덜 흡착하지만 일단 흡착된 세슘은 덜 탈착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Vermiculite를 제외하고 부유된 입자들과 결합한 분배계

수는 Np에 대해서는 10
3
-10

4
mL/g, Pu에 대해서는 10

3
 정도로 나타났다. 이렇게 

높은 값들은 아마도 부유된 입자들의 단위질량에 대한 큰 표면적과 Np에 대한 

친화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도 pH에 크게 의

존하게 된다. 그리고 암반과 부유물 사이의 흡착능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이 Am

에 대해 수행되었고, 그 결과 부유된 입자들은 암반에 비해 매우 큰 흡착능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핵종들의 유동성에 매우 큰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몇 가지 중요한 방사성 핵종들에 대해 콜로이드 상으로의 수착특성을 관측하

기 위한 실험적 연구가 수행되었다(Ramsay et al., 1990). 각각의 핵종들에 대해 

콜로이드의 농도에 따른 명목적인 분배계수인 Kd  값들이 표 5.3.1에 주어져 있

다. 표 5.3.1에서 볼 수 있듯이 몬트모릴로나이트가 모든 핵종들에 대해 가장 뛰

어난 수착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콜로이

드의 농도변화에 따른 거동이다. 낮은 친화력을 가진 핵종들의 경우(Co, Ni, Cs) 

수착은 단지 가장 높은 콜로이드의 농도에서만 현저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강한 친화력을 가진 핵종들의 경우에는(Ce, Eu, Th, U) 콜로이드의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수착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콜로이드들의 핵종을 포획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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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montmorillonite > (hematite), silica > kaolinite ~ mica 등으로 나타났다.

위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경쟁적 수착효과는 콜로이드 농도가 500μg/mL 또는 그 

이하에서 명백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아마도 점토들의 이온교환에 유용한 site들

의 약 80% 정도가 포화되는 이 농도에서 Ce, Th, Eu 등이 현저한 수착을 보이

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500μg/mL 이상의 콜로이드 농도에서 콜로이드의 이동

은 악티나이드와 같은 다가의 원소들에 대해 지배적일 것이다. 이러한 콜로이드

의 농도준위는 지하수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상당히 낮은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착특성은 가역적인 것과 비가역적인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콜로이드의 가역적인 수착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화강암반에

서의 지하수는 이온강도가 크다(> 0.01M) 그리고 콜로이드에 대한 수착은 표면

복합화(surface complexation)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Degueldre et al., 1994; 

Charlet et al., 1993; Bradbury and Baeyens, 1993). 최근의 연구들은 특별한 그

룹들로 coating된 콜로이드 표면으로의 수착계수를 예측하기 위한 독단적인 방법

을 제안하 다. 자연시스템에서 지배적인 그룹들은 >FeOH 이고 수착특성은 이

러한 그룹들을 이용하여 모델링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이러한 접근방법이 

성공적으로 이용되었고 화학종들의 열역학적 성질들에 기초하여 수착계수값( Kd)

들이 평가되었다. 최대 Kd  값은 200nm 크기의 콜로이드에 대해 10
5
mL/g으로 

계산되었고, 20nm의 콜로이드에 대해서는 최대 Kd  값이 약 10
6
mL/g으로 계산

되었다. 그러나 수착이 가역적이라고 만은 가정할 수 없다.

  만약 비가역적 수착현상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과정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콜로이드 응집에 따른 수착

• chemical masking에 의한(예, coating에 의한) 수착

• 외피덮기(incrustation)에 따른 수착

• 내부 구조적 변화(예, clay inter layer에서)에 따른 internal site로의 수착

비가역적인 수착의 경우에는 Kd  개념을 사용하지 말고, 단지 콜로이드의 

surface complexation capacity의 이온교환능(cation exchange capacity)에 의해 

정의되는 uptake capacity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방사성 핵종의 콜로이드 상으로의 흡착이 방사성 핵종의 전체 지연효과

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적 및 모델적 연구가 수행되었다(Allard et 

al., 1991). 이 연구에서는 방사성 핵종들의 콜로이드로의 수착이 가역적인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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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역적인가에 따른 향을 조사하 는데, 가역적인 수착의 경우는 전체 수착에 

약 1% 정도로 거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가역적인 수착의 

경우 전체 수착량은 현저하게 감소함으로서 방사성 핵종들의 이동에 크게 기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가역적인 흡착모델의 상용이 처분장의 안전성 

측면에 있어서는 더 보수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콜로이드의 수착특성을 분석, 규명하기 위해서는 콜로이드의 수착반응 및 메커

니즘 등을 모사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모델링 방법으로는 다

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 Kd  접근방법

• 이온교환 접근방법

• Isotherm 접근방법

• Surface complexation model(SCM) 접근방법

  일반적으로 지하매질에 대한 방사성 핵종의 흡착현상은 실험에 의해 결정된 

현상학적인 흡착값을 나타내는(즉, 고체상과 용액상 사이의 분배정도를 나타내

는) 흡착분배계수인 Kd  값을 사용해 왔다(Degueldre et al., 1994; Vilks and 

Degueldre, 1991; Sätmak and Albinsson, 1992). 그러나 이러한 Kd  값의 사용은 

처분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수학적인 취급이 간단하다는 이점은 

있지만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보다 엄 하게 수

착현상의 메카니즘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다(Lieser et al., 1986; 

Baik and Hahn, 1997). 이러한 문제점들을 위해 제시된 방법중의 하나가 바로 

Surface Complexation Modeling(SCM) 방법 또는 Site Binding 방법이다(Davis 

et al., 1978; Waite et al., 1994; Hsi and Langmuir, 1985; Dzombak and Morel, 

1990). 이러한 모델링 방법의 이점은 다양한 범위의 반응시스템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모델 변수들의 실험적 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에 대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는 지하 

수 백 미터 이상의 심지층에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이며 대상 매질로는 결정질 

암반, 점토질 암반 또는 암염층 등이 고려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결정질 암반에 

처분하는 것을 기본 처분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Choi and Kang, 2000). 그리고 

포장된 폐기물들은 심지층의 굴착된 수평 갱도(drift) 또는 수직 시추공에 정치되

는데 이때 암반층과 포장물 사이는 완충재나 뒷채움재로 메우고 되는데 이때 사

용하는 완충재로 가장 선호되는 것이 압축된 벤토나이트이며, 뒷채움재로는 암석

과 점토광물과의 혼합물이다(Choi and Kang, 2000). 이러한 완충재나 뒷채움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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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방벽 처분개념에 있어 인공방벽시스템(EBS, Engineered Barrier System)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원이 된다(Chapman abd McKinley, 1987).

  따라서 EBS의 장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BS와 모암 사이의 상호작

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으며 다양한 열적, 수력학적, 기계적 

(THM, Thermo-Hydraulic-Mechanical) 향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처분 조장 조건에서의 EBS의 THM 거동을 이해하고 모암과의 상호작용을 해석

하기 위한 연구가 ENRESA(The Spanish Agency for Radioactive Waste 

Disposal)를 중심으로 스위스 GTS(Gimsel Test Site) 지하시험시설에서 

FEBEX(Full-scale Engineered Barriers Experiment) 프로젝트를 수행하 다 

(García-Gutiérrez et al., 2001; Gens et al., 2002).

  점토광물 특히, 몬트모릴로나이트의 수화는 암반 균열로 침투할 수 있는 겔

(gel)형의 물질을 형성하고 점토의 높은 팽윤압(swelling pressure)은 이러한 과

정을 돕게 된다. 벤토나이트의 암반으로의 침투는 EDZ(excavation disturbed 

zone)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러한 역에서의 핵종 이동 조

건들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더구나 겔 물질들은 암반의 대현균열

(macro-fracture) 뿐만 아니라 미세균열(micro-fracture)로 접근하여 암반으로 확

산 이동할 수 있는 콜로이드를 발생시킬 수 있다(Alonso, 2003). 벤토나이트가 

많은 핵종들에 대해 뛰어난 수착능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점토입자들의 확

산은 방사성 핵종의 이동과 관련될 수 있고 핵종의 이동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들에 의한 핵종 이동이 가속화됨을 확인하는 

실험 결과들이 다수 확인되었다(Alonso, 2003; Grindrod et al., 1999).

  또한 GTS의 5m 규모의 화강암 자연 균열의 지하수에서 FEBEX 벤토나이트

를 이용하여 방사성 핵종에 미치는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향 및 이동에 대한 

연구를 CRR(Colloid and Radionuclide Retention) 프로젝트로 수행한 바 있다

(Hauser, 2003; Nagra, 2002). 이러한 현장 실험의 결과는 벤토나이트 콜로이드가 

방사성 핵종의 유출량 및 이동 속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과소평가되었던 콜로이드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Missana, 2000; Geckeis, 2003; Plaschke, 2001). 

아울러 벤토나이트에 대한 핵종 수착 특성에 대한 연구는 다년간 많은 연구자들

에 의해 수행되었다(Eriksen et al., 1999; Bradbury and Baeyens, 1999; 

Tsukamoto, et al., 1997; Boult et al., 1998; Tachi et al., 2001; Nagasak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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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Abollino et al., 2003; Wenming, 2000; Xiangke et al.,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콜로이드의 대표적인 물질로 국산 칼슘 벤토나이트 콜

로이드를 대상으로 방사성 핵종들인 U(VI), Th(IV), Eu(III)에 대한 수착 및 반

응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 다.

2. 수착실험

  가. 물질 및 장치

    1) 벤토나이트 콜로이드

      실험에 사용된 벤토나이트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생산된 것으로 “경주벤토

나이트”로 불린다. 경주벤토나이트는  양이온 교환능이 47.7meq/100g이고 Ca
2+
 

이온이 주 이온 교환가능한 양이온으로 일반적으로 Ca-벤토나이트로 불린다. 벤

토나이트의 조성은 70%의 몬트모릴로나이트, 29% 장석 그리고 약 1%의 석 으

로 구성되어 있다(Cho et al., 1999a). 그림 5.3.1에 경주벤토나이트의 XRD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총탄소함량은 3160-3600ppm, 유기탄소함량은 2400-2800ppm 

정도이다(Cho et al., 1999b). 

  벤토나이트 콜로이드 분산액은 약 50g의 경주벤토나이트를 500mL의 MQ 초순

수를 담은 1L PE병에 넣어 잘 혼합한 후에 초음파 발생기에서 약 1시간 동안 

벤토나이트 입자들을 분산시킨 뒤에 초순수 500mL를 더 추가하여 희석하 고 

이 벤토나이트 혼합액을 6000rpm에서 30분 동안 원심분리기한 후에 상등액을 분

리하 다. 이렇게 분리된 상등액을 벤토나이트 콜로이드 원액으로 사용하 다. 

분리된 상등액은 실험에 사용되기 전까지 4
o
C 냉장고에  보관하 다.

 

  2) 핵종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악틴족 핵종은 UO2(NO3)2․6H2O(MERCK)의 형태의 시료

로 U(VI) 및 Th4(NO3)4․5H2O(MERCK) 형태의 시료로 Th(IV), Eu(NO3)3․

4H2O(MERCK)의 형태로 Eu(III)를 사용하 고, 모든 핵종의 농도는 

ICP-MS(varian, Ultramass 700)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모든 핵종들은 핵종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 0.01M HClO4 산용액에 시약을 첨가하여 용해시킨 후에  

10
-3
M 농도의 원액을 제조하여 사용하 다. 모든 실험 용액은 18.3MΩ-cm 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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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도를 가진 초순수(Milli-Q, Millipore)를 이용하여 제조되었고, AR 등급의 시약

들을 사용하 다. 실험 시스템의 이온강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농도의 NaClO4 용액을 기본 전해액으로 사용하여 이온강도를 조절하 다.

  나. 실험 방법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에 대한 U(VI), Th(IV), Eu(III) 핵종들의 수착실험은 

이온 강도 및 pH 등의 함수로 회분식으로 수행되었다. 모든 수착 실험은 대기 

조건에서 25±2
o
C에서 수행되었다. 먼저 일정 농도의 NaClO4 용액 30mL를 담은 

50mL PC(poly carbonate) 원심분리기 튜브(Nalgene)에 5100ppm 농도의 벤토나

이트 콜로이드  원액을 약 300μL 첨가하 다. 그리고 이 용액의 pH는 1.0M 및 

0.1M HClO4 또는 NaOH를 용액을 이용하여 원하는 pH로 조절하 다. pH가 안

정화되었을 때 10
-3
M의 핵종 원액을 30uL를 가하여 초기 우라늄의 농도를 

10
-6
M로 만들었다. 또한 대기중의 CO2와 평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몰로 포화된 

공기 방울을 이 용액에 계속하여 제공하 다. 용기 속 용액에 공기를 제공하게되

면 pH가 변하게 되는데 pH 조절액을 이용하여 이를 보정하 다. 공기 제공 및 

이로 인한 pH 변화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용기를 느슨하게 봉하여(실제로

는 용기 뚜껑에 직경이 2mm 정도 되는 구멍을 3개 뚫었다) 자동 온도제어 가능

한 교반기(shaker)에서 25
o
C를 유지하며 100rpm 정도의 속도로 교반시키며 3일 

동안 수착 반응시켰다. 

  수착반응 시킨 3일 후에 용액의 pH를 측정한 후(Ion Analyzer EA-940 및 

Ross combination electrode, ORION), 한외여과기(Ultrafiltration Stirred Cell 

8000, Millipore)를 이용하여 3nm 기공 크기를 가진 XM50(50,000NMWL, 

Millipore)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를 분리하 고, 여과액 중 약 4mL를 채취하

다. 채취된 여과액은 ICP-MS로 핵종 농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료용기에 담아 

65% 질산 10μL를 가한 후에 냉장고에 보관하 다. 

  용기벽에 부착되거나, 침전 또는 흡착되어서 제거되어지는 핵종의 손실과 여과

에 의해 제거되어 지는(즉, 자체로 참 콜로이드를 형성하는) 핵종의 손실을 규명

하기 위한 공시험(blank test)을 pH를 변화시키면서 0.01M NaClO4 농도 하에서 

수행하 다. 이러한 공시험의 결과들을 수착실험 결과의 계산에 반 하 다. 

 

3. 결과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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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크기 및 농도 측정

     실험에 사용될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농도 및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

과법을 사용하 다(Baik, 1999). 필터 홀더는 Millipore Swinnex (직경 25mm)를 

이용하 고, 주사기는 고압용 20mL Millipore 플라스틱 주사기를 이용하 다. 그 

결과를 표 5.3.2와 그림 5.3.2에 나타내었다. 측정 결과 벤토나이트 콜로이드 원액

의 농도는 약 5100ppm이고 98% 이상의 콜로이드들이 200-450nm 크기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수착 계수

      일반적으로 핵종의 콜로이드로의 수착 반응에 대한 수착계수 Kd(mL/g)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Baik, 2001; Degueldre, 1994):

Kd ≡ 
[S]
[Q]

 = 
( [QT]-[Q])

[Q] [CT]
⋅M

여기서 [S]는 용액에서의 핵종의 농도(mol/mL)이고, [Q]는 콜로이드에 수착된 

핵종의 농도(mol/g)이고, [CT]는 용액의 단위부피당 존재하는 콜로이드의 농도

(mg/L)이며 [QT]는 핵종의 초기농도(mol/L)이고 M은 L/mg의 mL/g으로의 단

위 환산 인자(=10
6
)이다.

  다.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우라늄(VI) 수착 반응

    1) 우라늄 손실

      수착실험 수행시 수착 용기 벽면에 우라늄 핵종이 수착됨으로 해서 또는 

우라늄과 벤토나이트를 한외여과 하는 과정에 필터에 흡착되거나 물리적으로 부

착 또는 막힘에 의해 우라늄이 핵종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손실은 

결국 수착실험 결과에 오차를 유발하게 되므로 이러한 손실량에 대한 해석이 중

요하다(Baik, 2002). 우선 우라늄-벤토나이트 수착 반응 용기의 벽면에 대한 우라

늄 손실량을 분석하기 위한 공시험을 벤토나이트 콜로이드가 존재하지 않는 조

건에서 이온강도와 pH를 변화시키며 수행하 다. 그 결과를 그림 5.3.3에 나타내

었다. 반응용기 벽면에 의한 우라늄 손실량은 이온강도에 상관없이 중성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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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최대 10% 정도로 그 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이온강도가 낮을수록 손실량이 크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 차이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H 변화에 따른 반응용기 벽

면에 의한 우라늄 손실 거동은 pH 변화에 의한 일반적인 우라늄 수착거동과 거

의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루어 수착 메커니즘에 의해 우라늄이 반

응용기 벽면에 부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3.4에는 한외여과에 의한 우라늄 손실량 분석을 위한 공시험 결과를 나

타내었다. 한외여과에 의한 우라늄 손실의 경우엔 이온강도의 향이 크게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온강도가 0.001M 정도로 매우 낮은 경우엔 중

성 pH 역에서 거의 모든 우라늄이 한외여과에 의한 손실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벤토나이트-우라늄 수착반응 실험 시에 한외여과에 의해 벤토나이트

를 분리하는 것은 용액의 이온강도가 0.01M 이하일 경우엔 오차가 매우 커서 신

뢰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외여과 

필터 자체의 제타-전위의 변화에 기인하는데 이온강도가 증가할수록 제타전위가 

감소하게되고 결국은 우라늄과 같은 양이온들이 필터 표면에 수착됨으로서 핵종

량의 손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eters et al., 1998; Burns and 

Zydney, 2000).

    2) 우라늄 수착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에 대한 우라늄 수착계수를 용액의 이온강도와 pH를 

변화시키며 측정한 결과를 그림 5.3.5에 나타내었다. 이온강도가 0.001M 일 경우

엔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한외여과에 의한 우라늄 손실량이 매우 커서 신뢰

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이온강도가 0.1M 일 때와 0.01M 경우를 비교해

보면 중성 역에서는 거의 향이 나타나지 않지만 산 및 알칼리 역에서는 이

온강도의 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온강도가 작을수록 수착량이 증가함을 보이

고 있다. 수착계수는 pH에 따라 10
4
 ~10

6
 mL/g 정도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관측

되었으며 중성 역인 pH6.5 근처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으로 벤토나이트의 경우에 낮은 pH 역에서는 이온교환 반응이 지배적이며 높

은 pH 역(pH>5)에서는 표면복합화 반응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Boult et al., 1998; Tsukamoto et al., 1997; Bradbury and Baeyens, 1999). 최근

의 SCM을 이용한 연구 결과들은 우라늄이 순수 벤토나이트에 수착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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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5-9 사이에서는 UO2(OH)
+
가 수착하는 주요 핵종이며 pH9 이상에서는 

UO2(OH)3
2-
가 수착을 지배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Boult et al., 1998). 그러나 이

러한 표면 복합물의 형성은 높은 pH에서 음의 표면전하의 발달에 의해 제약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핵종들의 복합화 반응은 주로 벤토나이트에 함유된 몬트

모릴로나이트의 edge-surface의 hydroxy group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Tsukamoto et al., 1997; Hyun et al., 2000; Huyn et al., 2001; Morton et 

al., 2001). 

    3) 벤토나이트 콜로이드 농도 향

       그림 5.3.6에는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농도가 우라늄(VI)의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에 대한 수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농도를 0.5ppm에서 1000ppm까지 변화시키며 우라늄 수

착량을 측정한 결과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우라늄 수착량도 

증가하고 그 증가의 경향은 S-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벤토나

이트 콜로이드의 농도가 약 5ppm에서부터 우라늄 수착량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500ppm 이상이 되면 수착량이 거의 포화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라늄 

핵종의 농도가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농도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충분히 수

착점(sorption site)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라. 벤토나이트 콜로이드-토륨(IV) 수착 반응

    1) 토륨 손실

       수착실험 수행 시 토륨(IV) 핵종의 손실을 가져올 수 는 3가지 가능성에 

대한 공시험을 벤토나이트 콜로이드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0.01M NaClO4의 

농도에서 pH를 변화시키며 수행하 다. 토륨 손실의 3가지 가능성과 그 측정 방

법은 다음과 같다. 

• 토륨(IV)의 반응용기 벽면에 부착되어 손실되는 양: 공시험을 통해 용액중의 

토륨 농도 변화 관찰

• 토륨의 pH 변화에 따른 용해도 감소에 따른 침전에 의한 손실: 공시험시 토

륨 용액을 450nm 필터로 여과하여 침전에 의한 용액중 토륨 농도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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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외여과 및 콜로이드 형성에 의한 손실: 약 3nm의 한외여과 필터에 의해 용

액중 토륨 농도의 감소

  분석 결과를 그림 5.3.7에 나타내었다. pH3 이하에서는 반응용기 벽면에 의한 

우라늄 손실량 및 450nm 필터에 의한 손실량은 10% 이하에 머물고 있으나 한외

여과에 의한 손실량은 약 최대 90%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토

륨(IV)가 콜로이드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에 Pu(IV)(Knopp et al., 

1999), Th(IV)(Bundschuh et al., 2000), Np(IV)(Neck et al., 2001) 등과 같은 

An(IV) 콜로이드 형성을 조사하기 위한 LIBD의 적용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

다. 높은 전자가를 가진 4가 악티나이드 이온들은 수용액 상에서 가수분해를 일

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러한 가수분해는 polynucleation  과정을 거쳐 

콜로이드를 형성하게 된다(Johnson et al., 1978; Kim and Kanellakopulos, 1989). 

예를 들면, 약산 용액에서 Pu(IV)의 가수분해는 polynucleation을 거쳐 콜로이드

성 회합물(aggregation)을 형성하게 된다(Johnson et al., 1978). Kim and 

Kanellakopulos(1989)의 연구에 의하면 Pu(IV)는 10-3  mol/L 이하의 농도에 대

해 pH 0-1의 낮은 pH에서 조차도 콜로이드성 Pu(IV)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콜로이드들은 장기적으로 준안정한(metastable) 비정형(amorphous) 입자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콜로이드들은 과포화된 용액으로부터 침전되지 

않고 용액 속에 안정적으로 남아 있게 됨으로써 Pu(IV)의 농도를 열역학적 용해

도를 능가하도록 유도한다(Knopp et al., 1999). 

  LIBD를 이용한 토륨(IV) 콜로이드에 대한 용해도 측정 실험(25
o
C, 이온강도 

0.5M NaCl)에서 얻은 conditional solubility product( logK'sp=-49.54 ±0.22;

logKosp=-52.8 ±0.3(when I=0 by SIT model from NEA/TDB))는 입자 크기가 

20nm 정도 되는 매우 작은 입자들의 결정성 ThO2(cr)의 알려진 값

( logKosp=-54.2 ±1.3, Rai et al., 1987)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amorphous Th(IV) hydoxide 또는 hydrous oxide에 대해 이전에  측정된 높은 

용해도 상수는 매우 크기의 polynuclear species 또는 Th(IV) 콜로이드를 포함하

는 것임을 나타낸다(Bundschuh et al., 2000). Bundschuh 등(2000)의 연구에 의

하면 pH에서 ThO2(cr)에 대한 Th(IV)의 용해도는 10
-6
M 근처이거나 이하이며 

따라서 본 실험에서의 한외여과에 의한 높은 토륨(IV)의 손실은 콜로이드 형성

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3.7의 실험결과에 pH가 증가함에 따라 한외여과에 의한 콜로이드의 손

실은 점차 줄어들고, 침전이나 벽면 흡착에 의한 토륨양의 감소는 급격하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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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것을 보인다. pH5에서는 한외여과에 의한 토륨의 손실량은 거의 없으며 대

신에 벽면 부착에 의한 손실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반면 침전 향은 거

의 중요하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토륨(IV)의 경우에 침전물은 대부분 

콜로이드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pH5 이상에서는 침전에 의한 향이 다시 커지고 벽면 부착에 의한 향은 다

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은 침전과 벽면 부착이 상호 경쟁하는 메커니즘

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본 실험은 정확한 측정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며 결과에 대한 복수의 다양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러한 현상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 토륨 수착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에 대한 토륨 수착분율 및 수착계수를 0.01M 

NaClO4 이온강도 용액에서 pH를 변화시키며 측정한 결과를 그림 5.3.8에 나타내

었다. 수착계수는 pH에 따라 10
7
 ~10

9
 mL/g 정도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관측되

었으며 역시 중성 역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

과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콜로이드 형성, 용기벽면으로의 흡착, 침전 등의 

향으로 순수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 수착량을 계산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

러한 향을 배제한 조건에서 토륨의 수착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용해도 한계

보다 낮은 농도(10
-9
M 이하)에서 실험이 행해져야 되며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한계로 인해 신

뢰할만한 자료를 얻지는 못하 다.

  마.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유로퓸(III) 수착 반응

    1) 유로퓸 손실

      토륨과 마찬가지로 수착실험 수행시 유로퓸(III) 핵종의 손실을 가져올 수 

는 3가지 가능성에 대한 공시험을 벤토나이트 콜로이드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

서 0.01M NaClO4의 농도에서 pH를 변화시키며 수행하 다. 공시험 결과를 그림 

5.3.9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여지다시피 유로퓸의 경우 용기 벽면으로의 흡착

이나 침전에 의한 유로퓸의 손실은 전체 pH 역에 걸쳐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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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그러나 낮은 pH에서 한외여과에 의한 유로퓸의 손실량이 급격히 증가

함을 보이는데 이것은 한외여과 필터에 의한 유로퓸의 손실 및 콜로이드 형성에 

의한 유로퓸의 손실량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유로퓸의 경우

에 콜로이드의 형성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고려하면 또 pH 6 이상에서 유로퓸

의 용해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실험결과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중성 및 알칼리 역에서 한외여과에 의한 유로퓸 

손실량의 감소는 높은 유로퓸-탄산 복합체 형성에 의한 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2) 유로퓸 수착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에 대한 유로퓸I(III) 수착분율 및 수착계수를 0.01M 

NaClO4 이온강도 용액에서 pH를 변화시키며 측정한 결과를 그림 5.3.10에 나타

내었다. 수착계수는 pH에 따라 10
6
 ~10

8
 mL/g 정도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관측

되었으며 역시 중성 역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콜로이드 형성, 용기벽면으로의 흡착, 침전 등

의 향으로 순수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 수착량을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

서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한계로 인해 신뢰할만한 자료를 얻지는 못하 다.

  벤토나이트, Na-몬트모릴로나이트, Ca-몬트모릴로나이트 등의 점토광물에 대

한 유로퓸의 수착 실험이 다수 수행되었다(Andrew et al., 1995; Adelete, 1994; 

Bradbury and Baeyens, 2002). 이러한 결과들은 비록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에 대

한 실험은 아니었지만 벤토나이트에 대한 유로퓸 수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

다. 최근에 Bradbury and Baeyens(2002) 등은 SCM 모델을 이용하여 Na-몬트모

릴로나이트 및 Ca-몬트모릴로나이트 유로퓸의 수착반응을 성공적으로 해석하

다. 이러한 실험들에서 얻어진 수착계수의 값은 본 실험에서 얻어진 수착계수의 

값보다 매우 낮지만 수착의 거동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절에서는 국산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에 대한 우라늄(VI), 토륨(IV), 유로퓸

(III)에 대한 수착실험을 수행하 고, 수착계수 또는 의사콜로이드 형성상수를 구

하 다. 이들 콜로이드에 수착계수는 일반 점토 입자들에 대한 수착계수보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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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수착에 필

요한 보다 큰 표면적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이들 핵종에 대한 공시험을 수행하여 수착반응 용기 벽면에 의해, 침전

에 의해, 한외여과 또는 콜로이드 형성에 의해 손실된 우라늄 양을 평가하 다. 

한외여과의 경우 이온강도가 낮은 경우에 한외여과 필터의 전하 역전에 의한 양

이온 수착 향으로 매우 높은 핵종 손실을 유발하 다.

  또 Th(IV)의 경우엔 콜로이드의 형성에 의한 용액으로부터의 토륨농도의 감소

를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Th(IV)와 Eu(III)의 경우엔 용해도 한계

에 의해 실험 수행에 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들 핵종에 대한 결과는 많은 불확

실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들 핵종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보다 

정확한 자료획득을 위한 실험시설이나 핵종 취급 시설이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

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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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Pitzer 모델을 이용한 고농도 전해질 용액의

        활동도 계수 예측

1. 연구배경

  국내에는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는 계속 누적되고 있으

며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는 고준위 방사성 핵종은 이미 다량 축적되어 있는 상

태이다. 현재의 추세로 보면 2010년대 중반이면 고준위핵종을 저장하는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전망이고 이들 핵종의 처리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이를 위해 미국, 스웨덴과 프랑스 등의 구미국가에서는 심지층처분법을 고려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누적된 고준위핵종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방법

이 고려되고 있다. 심지층처분장의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과 설계에 있어서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중의 하나로 처리장 내에서 자연재해 등의 사고로 고준위핵종이 

누출되었을 경우 이들 핵종이 처분장의 외부로 이동하여 나가는 한계 역과 이

동소요시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항들은 처분장의 지질환경조건에 

접한 향을 받는다.  고준위핵종의 한계 역 및 소요시간을 결정짓는 가장 중

요한 인자는 이들 폐기물의 수용액 내의 활동도계수이며 이를 예측하기 위한 기

본자료로 고준위핵종과 처분장의 지질환경간의 화학적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과, 

이를 기초로 한 경계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선결되어야 한다.  

  수용액 속에서 핵종의 활동도계수는 물에 용존되어 있는 전해질의 농도에 큰 

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고준위핵종의 처분장 주변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용

액의 열역학적 평형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해질용액 조성의 함수로서의 고준위

핵종들의 활동도 계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전해질용액에서의 용질의 활동도 계수 예측법은 1923년에 최초로 Debye와 

Huckel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Debye-Huckel의 한계법칙은 실험에 의해 측정된 

특성들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다. 그러나 Debye-Huckel과 이전부터 

다른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어 온 하전과정 (charging process)의 기본 개념은 원

거리의 coulobmic force는 고려하지만 근거리의 이온간의 상호작용은 모두 무시

한 근사법이다. 따라서 Debye-Huckel식은 이온강도 0.1 이하의 묽은 용액에서만 

타당성이 있는 한계법칙으로 고농도 전해질용액의 열역학적 특성들에 대해서는 

잘 맞지 않는다.  

  심부처분장이 바닷가 근처에 위치할 경우 바닷물 유입으로 인해 지하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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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강도가 0.7M 근처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 경우 지하핵종의 거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고농도의 전해질 혼합용액에핵종들의 활동도 계수에 대한 자

료가 필요하다. 고농도 전해질에 이온의 활동도 계수를 예측하는 모델들은 다수 

개발되어 있다. 이들 개발된 많은 모델 중 Pitzer(1973) 방정식이라 불리는 ion 

interaction 모델이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Pitzer의 모델은 이온들 간의 

장거리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확장된 Debye-Huckel 항과 근거리의 이온-이온 상

호작용을 고려한 virial 항들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 모델은 묽은 용액에서부

터 고농도의 다성분 혼합물에 이르기까지 실험치와 매우 잘 일치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Harvie et al. 1980, 1984).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처분장 주위의 복잡한 지화학환경에서 지하핵종들의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주요 핵종들에 대한 Pitzer 방정식 매개변수를 획득하고, 

이를 토대로 전해질용액 조성에 따른 이들 핵종들의 활동도 계수를 산출하는 코

드를 개발하는데 있다. 

2. Pitzer 방정식 모델링

  가. 이론적 기초

     근래에 와서 통계역학이 용액 열역학 분야에 응용되기 시작하 으며, 전해

질 용액의 거동을 해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왔다. 초창기에 Debye 

와 Huckel에 의해 전해질 용액을 열역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

다. 그러나 이들에 의해 주창된 상관관계식에서는 근접한 이온간에 작용하는 근

거리 효과가 무시되었으며, 이로 인해 Debye-Huckel 상관식은 묽은 용액에서만 

적용될 수 있으며 용질과 용질간의 거리가 근접하는 고농도 용액에서는 최선의 

결과에서도 단지 근사값 만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들어내었다. 이후 이러

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Bronsted와 Guggenheim 등에 의해 진행되기

도 하 다. 이외에 다성분 유체에 적용하기 위한 다른 상관식도 주창되었다. 예

를 들면 McMillian-Mayer system은 전해질 수용액과 같이 그 용매가 물인 용액

에 대하여서는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 McMillian-Mayer system의 식은 아래

와 같이 용액 내의 용질의 농도에 대한 급수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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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
/VkT=∑

i
∑
i
c ic jB ij(κ)∑

i

∑
j
∑
k
c ic jc kC ijk(κ)+....            (6.3.1)

위의 식에서 B
o
ij 및 C

o
ijk 는 용매와 용질이 혼존하는 상태에서 각각 용질과 용질

간의 작용에 대한 2차 및 3차 매개변수이다. 이들 매개변수는 용질이 성분 및 온

도의 향을 받으나, 용질의 농도에는 무관하다. 이들 매개변수는 각각 2차 및 3

차 비리얼 계수라고 하며, 용질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위의 식

은 넓은 범위에 향을 미치는 이온의 효과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Freedman 등에 의해 아래와 같이 개량되었다.

A
ex
/VkT=-κ

3
/12π∑

i
∑
i
c ic jB ij(κ)∑

i

∑
j
∑
k
c ic jc kC ijk(κ)+....      (6.3.2)

위의 식에서 우변의 첫 번째 항은 Debye-Huckel 상관관계 자체를 의미하며 κ는 

아래의 식으로 표현된다.

κ
2
= (4πe

2
/εkT)∑

i
c iz

2
i                               (6.3.3)

위의 식에서 ε는 용매의 전기유전율, e는 전자전하, 그리고 zi는입자 i 에서의 전

하를 의미한다. 식 (6.3.1) 및 (6.3.2)에서 이온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기 위해 고

안된 B
o
ij 및 C

o
ijk는 그 수치를 계산하는 데에 있어서 정 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매개변수를 구하는 목적으로는 이론적인 계산보다는 실험적인 측정이 더 

선호되고 있으며, 농도의 항에 있어서도 몰농도보다는 온도, 압력에 전혀 향을 

받지 않는 몰랄농도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농도의 기준이 바뀐 상

태로 과잉Gibbs 자유에너지에 대한 식을 다시 조정하면 아래와 같은 식이 얻어

질 수 있다.

G
ex
/W

W
RT= f( I)+∑

i
∑
j
m imjλ ij(I)+∑

i
∑
j
∑
k
mimjmkμ ijk+.....         (6.3.4)  

위의 식에서 WW 는 물의 kg 수를 나타내며 mi, mj 등은 용질의 몰랄농도를 의

미한다.  I 는 이온 강도를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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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2∑
i
m iz

2
i                                (6.3.5)

위의 식에서 zi는 i번째의 이온의 전하를 의미한다. 식 (6.3.4)의 우측 첫 번째 항

에는 Debye Huckel 의 한계법칙이 포함된다. λij(I)는 용매의 존재 하에 근거리 

역 내에서작용하는 용질 i 및 j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식 (6.3.4)로부터 용액 내의 각 성분의 활동도 계수 및 삼투인자를 아래의 식 

(6.3.6) 및 (6.3.7)과 같이 유도할 수 있으며 그 자세한 사항은 Pitzer(1973)에 의

해 정리되었다. 

ln γ i=[∂(G
ex
/WWRT)/∂mi] nW=( z i

2
/2)f'+2∑

i
λ ijm j+∑

i
∑
j
λ' jkmjmk

+2∑
i
∑
j
∑
k
μ ijkmimjmk+.......                               (6.3.6)

φ-1=-(∂G
ex
/∂WW)/RT∑

i
m i=(∑

i
m i)

-1
[If'-f)+∑

i
∑
j
(λ ij+Iλ')mimj

+2∑
i
∑
j
∑
k
mimjmk+.......                      (6.3.7)

위의 두 식에서 f' 및 λ‘는 f 및 λ를 이온강도로 미분한 값이다.  위의 두 식은 

다항식으로 무한전개된다.

  나. 순수전해질 용액

     zM으로 하전된 νM 개의 양이온과 zX로 하전된 νX 개의 음이온을 포함하

는 전해질 MX 에 있어서, 전해질 물질이 중성을 유지기 위하여서는 식 zMνM =

|zX|νX 가 성립되어야 하며 ν= νM + νX 라고 설정한다.  몰랄농도가 매우 

낮은값 m을 갖을 경우 양이온 및 음이온이 몰랄농도는 각각 mM=νM․m 및 ν

X․m 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위의 식 (6.3.7)에서의 삼투인자는 아래와 같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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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φ-1=(νm)
-1
[ ( if '- f)+m

2
[2νMνX*λMX+IλMX')+ν

2
M(λMM+IλMM')

+ν
2
X (λXX+IλXX')]+m

3
(6ν

2
Mν xμMXX+2ν

3
μMMM+2ν

3
μXXX)+......]     

(6.3.8)

한편 f
φ
, B

φ
(I) 및 C

φ
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fφ= (f'-f/I)/2                               (6.3.9)

B
φ
MX=λMX+IλMX'+(νM/2νX)(λMM+ IλXX')+(νX/2νM)(λXX+ IλMM')   (6.3.10)

CφMX=[3/(νM νX)
1/2](νMμMMX+νXμMXX)                   (6.3.11)

위의 세 항을 대입하면 식 (6.3.8)은 아래와 같이 간소화 될 수 있다.

φ-1= |zMzX|f
φ
+m(2νMνX/ν)B

φ
MX+m

2
[2(νMνX)

1/2
/ν]C

φ
MX         (6.3.12)

위의 식은 순수전해질 용액의 삼투인자를 산출하기 위한 ‘Pitzer의 상관식’ 이라

고 한다. 위의 식 (6.3.12)는 Debye-Huckel term으로 대별되는 첫 항과 이온강

도, I에 의해 결정되는 두 번째항 및 세 번째 항으로 분류되며 윗 식을 실험치와 

비교하면서 각각의 매개변수를 구하게 된다. 위의 식에서의 fφ  및 Bφ 는 아래와 

같은 형태일 때에 가장 실험결과와 식이 잘 맞는다.

f
φ
=-Aφ I

1/2
(I+bI

1/2
)                        (6.3.13)

BφMX=β
(0)
MX+β

(1)
MX exp (-α I

1/2)                   (6.3.14)

2차 비리얼 계수에 대한 이온강도의 효과는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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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상이한 식이 공존한다.  이 두 가지 식중 실험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

는 식이 선택된다. 위의 식 (6.3.14)에서 매개변수 b 와 α는 각각 1.2 kg
1/2
 및 

2.0 kg
1/2
의 값을 갖으며 식 (6.3.14)와 b값 및 α값은 1-1, 2-1, 3-1, 및 4-1 등의 

대다수의 전해질 수용액에서 잘 맞는다.  그러나 2-2 전해질 수용액에서는 실험 

결과치에 잘 맞기 위하여서는 B
φ
MX의 값을 얻기 위하여 (6.3.13)식과는 상이한 

아래와 같은 식이 사용되며

B
φ
MX=β

(0)
MX+ β

(1)
MX exp(-α1 I

1/2
)+β

( 2)
MXexp (-α2 I

1/2
)      (6.3.15)

매개변수 α1과 α2 의 값은 각각 1.4 kg
1/2 및 12 kg1/2 의 값을 사용한다. 

Debye-Huckel 매개변수를 이론적으로 의미하는 항으로서의 식(6.3.13)에서 AΦ는 

아래식의 식으로 표현한다.

A φ=(1/3)(2 πN 0dW/1000)
1/2
(e
2
/εkt)

1/2
                    (6.3.16)

위의 식에서 N0 는 Avogadro 의 수를 의미하며 dw 는 물이 도, e는 전자전하, 

k 는 Boltzmann 상수 그리고 ε는 전기유전율을 의미한다.

  과잉 Gibbs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하여서 비리얼 계수를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BMX=λMX+(νM/νX)λMM+(νX/νM)λXX                    (6.3.17)

CMX=(3/2)(μMMX/zM+μMXX/|zX|)                      (6.3.18)

위의 계수에 입각하여 과잉 Gibbs 자유에너지를 표현하면 아래의 식 (6.3.19)와 

같다.

G
ex
/(nWRT)= f(I)+m

2
(2νMνX)[BMX+m(νMzM)CMX]             (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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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투인자를 위한 매개변수에 대한 식인 (6.3.13), (6.3.14) 및 (6.3.15)와 과잉 

Gibbs 자유에너지를 위한 식에서 대응하는 매개변수의 식을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다.

f=-4IAφ/b) ln (1+bI
1/2
)                          (6.3.20)

BMX=β
(0)
MX+β

(1)
MXg(α1I

1/2
)+β

( 2)
MXg(α2I

1/2
)                 (6.3.21)

g(x)=2[1- (1+x) exp(-x)]/x 2                        (6.3.22)

위의 식을 한단계 더 조작하면 아래의 식들과 같은 유용한 상관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B'MX=[ β
(1)
MX+g'(α1I

1/2
)+ β

(2)
MXg'(α2I

1/2
)]/I                 (6.3.23)

g'(x)=-2[ 1-(1+x+x 2/2)exp(-x)]/x 2                    (6.3.24)

CMX=C
φ
MX /2|zMzX|

1/2
                            (6.3.25)

활동도계수를 구하기 위하여서 아래의 관계식을 규명하는 것이 유용하다.

f γ=-Aφ [I
1/2/(1+bI 1/2)+(2/b) ln (1+bI 1/2)]                   (6.3.26) 

B
γ
MX=BMX+B

φ
MX                             (6.3.27)

C
γ
MX=3C

φ
MX /2                                 (6.3.28)

염의 평균 활동도계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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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γ ±=(νM lnγM+νX lnγX)/ν                          (6.3.29)

또한, 단일 염의 수용액에서의 평균 활동도계수를 구하기 위한 식은 아래와 같

다.

ln γ ±= |zMzX|f
γ
+m(2νMνX/ν)B

γ
MX+m

2
(2(νMνX)/ν)C

γ
MX            (6.3.30)

식 (6.3.12)와 식 (6.3.30)은 25℃에서 전해질 농도 6 mol/kg 의 몰랄농도의 상태

에서 매우 정확하게 맞는다.

  다. 혼합전해질 용액

     혼합전해질 용액을 취급하기 위하여서는 이온의 개별적인 특성치인  λ와 

μ 보다는 실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B 및 C에 입각하여 (6.3.4)를 재 구성 하

는 것이 더 좋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로서의 과잉 Gibbs 자유에너지를 위

한 식은 아래의 식과 같다.

Gex/(WWRT)= f(I)+2∑
c
∑
a
mcma[Bca+(∑

c
mcz c)Cca]

∑
c <
∑
c'
mcmc'[2Φ cc'+∑

a
Ψ cc'a]+∑

a <
∑
a'
mama'[2Φ aa'+∑

c
mcΨ caa']     (6.3.31)

위의 식에서 Φ는 같은 부호의 하전을 갖는 두 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을 대별하며, 

Ψ는 한 종류의 이온 그리고 이 이온과 다른 하전을 갖는 두 가지 이온 즉 3가지 

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을 대별한다. 같은 하전을 갖는 세 가지 이온간의 상호작용

은 무시한다.

  이들 매개변수를 기본으로 하여 혼합전해질 용액의 삼투인자와 용액 내의 각

각의 이온의 활동도 계수는 아래의 식에 의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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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1)= (2/∑
i
m i)[-AφI

3/2
/(1+bI

1/2
)+∑

c
∑
a
mcma(Bφ+ZCcaca

)  

+∑
c <
∑
c'
mcmc'(Φ

φ
cc'+∑

a
maΨ cc'a)+∑

a <
∑
a'
mama'(Φ

φ
aa'+∑

c
mcΨ caa')   (6.3.32)

lnγM= z
2
MF+∑

a
ma(2BMa+ZCMA)+∑

c
mc(2ΦMc+∑

a
maΨMca)

+∑
a <
∑
a'
mama'ΨMaa'+zMmcmaCca                  (6.3.33)

lnγX= z
2
XF+∑

c
mc(2BcX+ZCcX)+∑

a
ma(2ΦXa+∑

c
mcΨ cXa)

+∑
c <
∑
c'
mcmc'Ψ cc'X+|zX|mcmaCca                  (6.3.34)

위의 식 (6.3.33) 및 (6.3.34)에서의 F 는 Debye Huckel 항을 포함하며 다른 항은 

아래의 식과 같다.

F=f
γ
+∑

c
∑
a
mcmaBca'+∑

c
∑
< c'
mcmc'mΦ' cc'+∑

a
∑
< a'
mama'Φ' aa'      (6.3.35)

또한, Φ‘는 Φ를 이온강도로 아래와 같이 유도한 것이다.

Z=∑
i
mi|z i|                            (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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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φcc'+Φ cc'+IΦ' cc'                          (6.3.37)

혼합전해질 용액내의 전해질 MνXν에 대한 평균 활동도계수는 식 (6.3.33)과 

(6.3.34)를 식 (6.3.29)에 대입하여 얻을 수 있으며 그 결과식은 아래와 같다.

lnγMX=|zMzX|F+(νM/ν)∑
a
ma[BMa+ZCMa+2(νX/νM)ΦXa]

+∑
c
mc[BcX+ZCcX+2(νM/νX)ΦMc]

+∑
c
∑
a
mcmaν

-1
[2νMzMCca+νMΨMca+νXΨ caX]

+∑
c
∑
< c'
(νX/ν)Ψ cc'X+∑

a
∑
< a'
(νM/ν)ΨMaa'               (6.3.37)

 라. 혼합항

    같은 부호로 하전된 이온은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되며, λcc와 λcc'는 매우 작을 것으로 보인다.  Φcc'와 

Ψcc'a는 이들 간의 차이를 의미하므로 그 수치는 매우 작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

으며 Bronstead 와 Guggenheim 의 관계식에서도 이들 항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그러나 Pitzer 상관식에서는 이 항이 무시되지 않으며 단지 대부분의 경우 이 항

이 매우 작다는 것을 확인한다.  몇몇 예외의 경우 Φcc'에서 넓은 범위에 걸쳐 

향을 미치는 항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c와 c' 혹은 a와 a'가 다른 

값의 전하를 갖는 비대칭 혼합에서만 나타난다.  이런 항은 이론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Φij 에 대한 표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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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Φ ij=θ ij+
E
θ ij( I)                          (6.3.38)

Φ' ij=
E
θ' ij(I)                            (6.3.39)

Φφij=θ ij+
Eθ ij(I)+ I

Eθ' ij(I)                     (6.3.40)

위의 식에서 
E
θij(I) 와 Eθij'(I)는 전하의 비대칭 혼합 효과에 의해 좌우되며 이온 

i 및 이온 j의 전하와 용액의 전체 이온강도에만 향을 받는다.  

3. Pitzer 방정식 매개변수의 실험적 도출

  가. 매개변수의 도출을 위한 열역학적 이론

     단일용매와 임의의 용질로 이루어진 액체용액에 대한 Gibbs 에너지는 아래

와 같이 표현된다.

G=nsμ s+n 1μ2+n 2μ2+n 3μ3+.....              (6.3.41)

위의 식에서ns는 용매의 몰수이며 ni는 용질 i의 몰수이다. Gibbs 자유에너지 μi 

(화학 포텐셜) 는 아래와 같이 표준상태의 값으로 활동도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

다.   

μ j= μ j
0
+RT lnaj                       (6.3.42)

위의 식에서 j 는 용매와 용질 모두에 해당될 수 있다.

  용매의 경우에는 표준상태가 순수상태의 용매로 설정되며 활동도에 있어서는 

라울의 법칙이 적용된다.

as=x s f s                              (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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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xs는 용액 내의 용매의 몰분율을 그리고 fx,s 는 농도기준의 활동도

계수를 각각 나타낸다.  하나 이상의 전해질을 포함하는 용액에서는 용매의 몰분

율이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x s=
ns

n s+∑
i
ν in i                          (6.3.44)

νi 는 전해질 화학식량 한 단위 당 발생하는 이온의 개수를 나타낸다.(즉 비전해

질은 νi = 1.).  전해질 용액에서는 몰랄농도 기준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위의 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되기도 한다. 

x s=
ms

ms+∑
i
ν im i                          (6.3.45)

몰랄농도는 용매 kg당의 몰수를 나타내며, 용액 내에서의 용매의 몰랄농도는 용

액의 조성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물의 경우에는 

 ms=1000
g․kg

-1

18.0153g․mol-1                      (6.3.46)

용매의 몰랄농도 ms 는 Ω 로서 표현되기도 한다.

  활동도계수는 용액 내에서의 각 성분마다의 Gibbs 자유에너지의 변화를 나타

낸다. 용매의 활동도계수 fx,s 는 용액에서 용질의 농도가 낮을 경우 그 민감도가 

떨어진다. 삼투인자는 용액 내에서 이상용액의 거동과 실제용액의 거동간의 편차

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의된 변수이다. 한 부류의 삼투인자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ln as=Φ slnx s                              (6.3.47)

또한 다른  부류로서는 

Φ=-(ms/∑
i
ν im-i) lnas=

ms( μ s
0-μ s)

RT∑
i
ν im i                 (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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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식을 연관지으면

Φ=-(
msΦ x
∑
i
ν im i

) lnx s
                          (6.3.49)

위에서 Φ와 Φx는 모두 무차원의 특성치이다.  

  Φ는 ‘살용 삼투인자’ 라하며 Φx는 이론 삼투인자라 한다. 몰랄농도가 주로 사

용되는 전해질 용액에서는 실용삼투인자가 대부분 사용되므로 일반적인 삼투인

자는 실용삼투인자를 의미한다.

  이상용액에서 모든 성분의 활동도계수는 1의 값을 보이며 몰랄농도기준에서의 

삼투인자는 아래와 같이 유도된다.

Φ
id
=-(ms/∑

i
ν imi) lnxs                           (6.3.50)

  삼투인자 Φ는 농도의 함수이며 모든 농도에서 동일한 값을 보이지 않지만 또

한 모든 이상용액에서 전 농도구간을 두고 삼투인자는 항상 1 의 값을 보인다.  

그러므로 위의 식은 무한희석용액에서의 삼투인자를 구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

된다.  이를 위해 식 (6.3.45)를 아래와 같이 변형시키며.

             
xs=

1
1+(∑

i
ν imi)/ms                                  (6.3.51)

             lnxs=- ln(1+(∑i
ν imi)/mi)              

                 =-[ (∑i
ν im i)/mi-1/2(∑

i
ν imi)

2
/ms

2
+.....]    (6.3.51)    

 

무한희석용액으로 접근하면서 위 식의 첫 번째 항만을 제외한 나머지 항은 모두 

소거되며 식 (6.3.50)은 아래와 같이 변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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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x s→1
Φ=-(ms /∑

i
ν im i)(-∑

i
ν im i/ms)=1                (6.3.52) 

  용매의 활동도계수와 동일하게 Φ는 무한희석용액의 경우 한계값을 갖게 된다. 

식 (6.3.52)는 화학양론적으로 몰랄농도에 기준하여 유도된 식이며, 이 식은 용액 

내에서 용질과 용매 사이의 화학반응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만

일 용액 내에서 가수분해와 같은 용질-용매간에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식

(6.3.50)과 같이 몰랄농도의 항이 없이 단지 몰분율만을 기준으로 한 식을 사용하

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무한희석용액에서의 Φ값은 1이다.  그러나 몰랄농도에 기

준한 식에 의거하여 계산하면 무한희석용액에서의 Φ는 1보다 큰 값을 보이게 된

다.     

  만일 이상용액이 용질에 대한 몰랄농도를 기준으로 정의되면 모든활동도계수

는 1이 되며, Φ
id
 값도 1이 된다.  용액내의 용매의 활동도는 상대 퓨가시티에 

의해 주어진다.

as= f s/ f s
0
                                 (6.3.53)

위의 식에서 f0s는 용액과 같은 온도상태, 그리고 순수용매의 증기압과 동일한 압

력상태(기준상태)에서의 순수용매의 퓨가시티이다.  

  용액 내의 전해질과 이온의 Pitzer 매개변수를 구하기 위한 실험법중 대표적인 

방법인 Isopiestic 방법은 원래는 용매의 활동도를 구하기 위한 상대적인 방법이

다. Iospiestic 실험에서는 두 개 이상의 상이한 용액 사이에서 각 용액마다의 각

각의 용매가 서로 같은 활동도를 갖게 되어 이른바 평형을 이룰때 까지 각각의 

용액중의 용매의 증기가 상호 이동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각

각의 용액들중 하나 이상의 용액에서 용매의 활동도가 직접적인 방법으로 알려

진 기준용액이 필요하다. 기준용액에서는 일정 농도구간 내에서 각 농도에 대응

하는 활동도 혹은 삼투인자의 표준값이 요구된다. 이러한 표준값은 비점상승법, 

동결점하강법 등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구하여 져야 한다. 

  Isopiestic 평형상태에서는 아래의 식과 같이 각 용액내의 용매는 동일한 활동

도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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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constant                             (6.3.54)   

평형상태에 놓인 각각의 용액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기준용액으로서 2성분 용액

이 선택된다. Isopiestic 실험에서 2성분 기준용액과 평형을 이루는 임의의 전해

질 용액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lnas= ln a* s                             (6.3.55)

위의 식에서 * 표시는 기준용액을 의미한다.  

  삼투인자의 정의를 규명하는 식 (6.3.48)에 의거하면 위의 식은 아래와 같이 표

현될 수 있다.

-(∑
i
ν imi/ms)Φ=-(ν

*m */ms)Φ
*

                  (6.3.50)

위의 식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isopiestic 평형을 위한 기본식이 얻어진다.

Φ=
ν*m *Φ*

∑
i
ν imi                               (6.3.51)

  위의 식을 통해 기준용액과 평형을 이루는 임의의 용액 중의 용매에 대한 삼

투인자를 구할 수 있으며 임의의 용액의 몰랄농도에 해당하는 삼투인자를 얻을 

수 있다. Isopiestic 실험은 보통 수용액에서 이루어지며 그중 대부분은 전해질 

용액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Iospiestic 기준용액으로는 보통 NaCl, KCl, H2SO4 및 

CaCl2 등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원리에 입각하여 연구대상 수용액에 대한 

isopiestic 실험을 각 농도별로 수행한 후 isopiestic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평형상

태에서 우선은 연구대상 수용액의 몰랄농도와 표준용액이 몰랄농도를 측정한 후 

식(6.3.51)을 통하여 연구대상 수용액의 삼투인자를 산출한다. 수용액의 몰랄농도

와 이에 따른 삼투계수를 바탕으로 회기분석을 통하여 Pitzer 매개변수를 산출하

다. 단일 전해질 수용액의 경우 농도와 삼투계수의 상관관계는 단일 전해질 용

액의 경우 식 (6.3.12)를 통해, 그리고 혼합 전해질 용액의 경우는 식(6.3.32)를 통

하여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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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도 계수의 실험적 도출방법

     전해질 혼합 용액에서 어떤 용질의 활동도계수를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방

법은 대상 용질의 electromotive force (emf)를 측정하는 방법과 같은 직접법과  

용질의 활동도계수를 결정하기 위해 용매의 활동도를 측정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측정법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다.   

    (1) 직접법

      (가) 기전력(emf) 측정법 

 

          여러 방법들 중 가장 정 한 측정 방법은 대상 용질을 포함하는 전기

화학 전지의 기전력(emf)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적절한 가역전극이 있어

야 하며 재현성 있는 측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 몇몇 이온-가역 전극이 개발

되었으나 대부분 어느 특정 이온에만 선택적으로 감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다른 이온에 감응 정도를 선택계수를 사용하여 보정해야 한다. 더욱이 이온-가역 

전극은 이온활동도가 알려진 표준전해질로 검정되어야 하며 전체 용질의 활동도

를 각 이온의 기여도로 분배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농도가 증가할수록 더 

큰 불확정도를 수반하며 비전해질의 경우엔 사용할 수 없다.

      (나) 용해도 측정법

 

          용액에서의 포화성분에 대한 용해도 측정법은 그 성분의 활동도계수

를 도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방법은 포화용액을 포함하는 구성성분

의 범위에 한정된다. 또한 이 방법은 용해도가 매우 낮은 성분에 유용하다.

      (다) 액-액 추출 측정법 (liquid-liquid extraction measurement)

          액-액 추출법은 추출가능 화학종에 대해 명확히 확인된 분배계수를 

가지는 섞이지 않는 두 용매를 사용해야 하므로 그 사용이 매우 제한될 뿐 아니

라 대개 정 도가 낮아 널리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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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농도-의존 확산계수 측정법

          농도-의존 확산계수 측정은 농도기울기에 대한 평균몰활동도계수의 

로그값을 유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0.01 mol/L 이하의 1-1 

전해질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높은 원자가의 전해질용액의 경우에는 

전해질용액에 대한 전기 동 (electrophoretic) 효과의 이론적 처리의 어려움 때

문에 발생되는 불확정도가 크므로 적용할 수 없다. 

    (2) 간접법

      (가) 어는점 내림 및 끓는점 오름법

     어는점내림의 측정은 매우 정 하게 측정될 수 있지만, 단지 용질의 특

정몰랄농도에서 용액이 순수한 고체용매와 열역학적 평형상태에 있는 온도에서

만 가능하다. 또한 이 방법은 용액조성에 대한 함수로 용매의 활동도를 도출하지

만 각 활동도값은 서로 다른 온도에서의 값이므로 용질의 활동도계수를 유도하

기 위해 Gibbs-Duhem 식에 적용하기 전에 용매의 활동도값들이 공통온도의 값

으로 환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엔탈피와 열용량에 관한 데이터가 필요

하다.

  끓는점오름법은 여러 온도 역에서 용매의 활동도를 산출하기 위해 용액의 

제한압력을 조절할 수 있어서 어는점내림법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하지

만 끓는점오름상수는 어는점내림상수보다 훨씬 작으므로 끓는점을 정확하고도 

정 하게 측정하여야 하며 그만큼 측정이 까다로우므로 널리 사용되지는 않는다.

  용매의 활동도를 결정하기위해 용매의 증기압을 측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용액내 한성분 만이 휘발성인 경우 해석이 

간단하고 용매의 활동도 계산에 측정된 증기압이 직접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방

법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나) 증기압 직접 측정법

      용매의 증기압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에는 Static method와 Dynamic 

method가 있는데 Static 방법은 본질적으로 용액과 증기상에 용존공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이것은 freez-pump-thaw cycle을 여러번 반복하여야 하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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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압 변화는 온도에 매우 민감하므로 매우 정 한 온도 조절이 요구된다. 

Dynamic method (동력학적 방법)은 degassing(공기제거)이 필요치는 않으나 정

한 온도조절, 용매증기로 포화되도록 carrier gas의 유속조절, flowing gas에 

의해 수송되는 용매 질량의 정 한 측정 등이 요구된다. 더욱이 1.0 mol/kg 이하

의 용질농도에서는 상대적인 증기압내림이 매우 작으므로 다른 기법에 비해 산

출된 용매활동도의 정 도가 낮다.

      (다) 증기압 삼투법 (vapor pressure osmometry)

          증기압 삼투법은 한쌍의 thermistor (저항온도계)로 구성된 vapor 

pressure osmometer를 사용하는데 한쪽 thermistor에는 한방울의 용매를 놓고 

다른 쪽 thermistor에는 동일량의 용액을 적가한 다음 용매의 증기로 포화된 항

온 chamber에 위치하여 용매방울은 증발하고 용액방울은 증기를 흡수하므로 발

생되는 온도차를 측정하여 증기압과 관련시키는 방법이다. 이방법은 용매의 활동

도를 매우 빠르게 측정할 수 있으나 다른 증기압 측정법에 비해 정 도가 낮다.

      (라) 등증기압법 (Isopiestic method )

          Isopiestic 방법은 서로 다른 조성을 갖는 전해질 용액을 각각 다른 열

린 용기에 담아 한개의 닫혀있는 항온용기 (chamber)에 설치하여 각 시료용액과 

공통 증기상 간의 용매교환을 통해 등온 조건에서 열역학적 평형에 도달하게 한

다. 이렇게 되면 모든 시료용액의 용매 활동도와 증기압은 동일해 지며, 이 시료

용액 중 하나를 주어진 온도에서 몰랄농도의 함수로써의 용매의 활동도를 정확

히 알고 있는 표준시료를 사용하면 계의 용매 활동도를 알게된다. 그러므로 계 

내부의 나머지 시료용액의 전해질 농도를 측정하면 넓은 조성범위에 걸쳐 각 용

액들의 용매 활동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있다. 

  이 방법은 비교적 측정이 간단하고 직접증기압 측정법 등의 다른 방법들보다 

정확도 및 정 도가 높고, 다양하고 복잡한 계에 응용성 등 여러 가지 장점 때문

에 2성분계, 3성분계 등 다양한 전해질용액에서 용매의 활동도를 측정하는데 가

장 널리 사용된다. 단점으로는 평형도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emf 측정법과 같

은 다른 절대적 방법에 의해 결정된 표준 시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의 여러 가지 측정법의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해 본 결과 본 연

구에서 수행할 여러 농도와 조성의 2 성분계, 3 성분계의 전해질 용액에서의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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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 Th 등 이온의 활동도계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isopiestic 측정법을 선택하 다. 

    다. Isopiestic 실험

       Isopiestic method는 1917년 미국에서 Bousfield에 의해 고안되었다 

(Bousfield 1918). 그 후 몇몇의 연구진에 의해 Bousfield의 방법이 내포하는 여

러 가지 문제점의 보완이 거듭되어왔으며 1980년대 말에 와서야 신뢰성 있는 실

험방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Rard & Platford, 1991).  

  Isopiestic 실험법은 물의 삼투계수(osmotic coefficient)와 각 성분의 활동도계

수를 알고자 하는 용액(용액 A)과 물의 삼투인자와 각 성분의 활동도계수에 대

하여 미리 알고 있는 용액(용액 B)과 평형을 이루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림 6.3.1 

참조). 폐된 용기 안에 두 용액을 함께 장시간 놓아두면 양쪽의 용액에서 용매

(물)의 삼투계수가 같아질 때까지 기상을 통해 물의 이동이 있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isopiestic 평형이라고 하며 이때의 용액 A 내에서의 물의 삼투인자는 용

액 B에서 의 삼투인자와 동일하다.  용액 B에서의 농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이와 

같은 실험을 되풀이하여 용액A 의 농도마다의 용매의 삼투인자를 구할 수 있으

며 이 과정에서 산출된 Pitzer Parameter를 이용하여 용액 A 내의 각 성분의 활

동도계수를 구할 수 있다.   

  Isopiestic 실험은 실험장치 내의 증기의 물질전달과 각 용액을 담는 용기 사이

의 열의 이동이 실험결과에 민감한 향을 미치고 항온용기 내의 온도조절기의 

정 도와 기상의 공기의 존재에 의해 적지 않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정 한 

활동도계수를 산출하기 위한 Pitzer 방정식의 매개변수를 정 하게 얻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높은 정 도의 Pitzer 방정식 매개변수를 얻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그 data를 얻기 위한 Isopiestic 실험자체와 실험장치의 설계에 있어 세 한 주의

를 요한다. 그러므로 Isopiestic 실험장치는 아래에 기술한 사항들에 세심한 주의

를 기울여 제작하 다. (그림 6.3.2 참조) 

  항온조는 Isopiestic 평형상태를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 ±0.05 C 정도의 온

도조절이 가능한 정 한 항온조를 사용하 으며 항온조 내에 Isopiestic 장치를 

설치하 다. Isopiestic 장치의 chamber 내의 압력은 물질이동과 용액 보존의 

관점에서 최적압력인 20mmHg로 조절하 으며, 압력이 조절된 후에 외부의 물질

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폐하 다. Isopiestic chamber 벽은 항온조의 열

적 변동이 적절히 완충되기 위해 열전도도가 낮은 재질을 사용해야 하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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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경우 열적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므로 약 0.01∼0.2W/cm․K 

정도의 열전도도를 갖는 재질이 요구되며, 벽 내부는 어느 정도의 vacuum에 견

딜 수 있는 강도 및 내 부식성 내 화학성 등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대체로 만족시킬 수 있는 재질로 stainless steel을 사용하 다. 시료컵을 지지하

고 있는 열전달 Block은 물의 증발과 수증기의 이동에 따른 열 변화를 효율적으

로 보충할 수 있도록 높은 열전도도를 가져야 하며 동시에 수증기나 전해질에 

부식되지 않는 2cm 이상 두께의 재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가장 적합한 재질

로는 Cu, 혹은 Pt 등이 있는데 비용절감을 위해 Cu를 사용하 고, 부식성을 방

지하기 위해 표면에 금도금을 하 다. 시료컵은 높은 열전도도와 함께 전해질용

액에 부식되지 않고 신뢰할 만한 전해질 농도가 보장되며 시간에 따라 질량이 

변하지 않는 재질이 요구된다. 이러한 재질로서는 Ta 및 Ti, glassy carbon 등이 

있는데 glassy carbon을 사용하 다.

4. 결과 및 토의

  전해질 용액에서의 isopiestic 평형상태의 표준용액 및 시료의 몰랄농도를 표 

6.3.1에서 6.3.10 까지의 표와 그림 6.3.3에서 6.3.12 까지의 그림을 통하여 나타내

었다. 각 전해질 마다의 isopiestic 평형자료를 회기분석하여 성분별 Pitzer 매개

변수를 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표 6.3.11에 제시하 다. 산출된 Pitzer 매개변

수는 특정 전해질의 활동도계수를 구하는 목적으로 곧바로 사용될 수 있으며 구

하여진 활동도계수는 전해질의 용해도 및 용액의 증기압 등을 구하는 데에 매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표 6.3.12에서 6.3.13 까지에는 순수전해질 용액에서의 

이온의 활동도계수와 양이온-음이온간의 평균 활동도계수를 도시하 다.  전해질

이 물에 용해되는 경우 낮은 농도의 구간에서는 이온 및 평균 활동도계수가 전

해질 농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며 농도가 계속 증가하여 높은 농도의 구간에 

진입하면서 활동도계수는 변곡접을 지나 농도증가에 따라 이온 및 평균 활동도

계수가 증가하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알려져 있다. 이는 낮은 농도의 구간에

서는 이온간의 거리가 매우 멀어서 이온 상호간에 작용하는 힘이 매우 작아서 

무시될 만 하지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온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이온 상

호간의 힘이 커지는 현상과 접한 관계가 있다. 낮은 농도의 구간에서는 Debye 

Huckel 의 이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Debye Huckel 이론은 낮은 이온강도 

구간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이론인 만큼 농도가 증가하면서 이 이론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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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진다. 이에 반해 Pitzer 의 상관관계식은 낮은 농도에서 높

은 농도까지의 매우 넓은 농도구간에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림 6.3.13에서 6.3.22까지의 그림에서 보듯이 전해질의 농도의 증가에 따른 활동

도계수의 변화추세를 보면 농도의 증가와 함께 저농도 구간에서 활동도계수가 

감소하며, 변곡점을 지난 후 고농도 구간에서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용질의 활

동도계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몇몇의 전해질에서는 이 변곡

점이 높은 농도에서 나타나며, 다른 몇몇의 전해질의 거동을 나타내는 그림에서

는 그래프를 통해 활동도계수가 도시되는 구간 이전에 이미 변곡점을 지나서 증

가하는 구간만 나타나기도 한다. Pitzer와 Mayorga (Pitzer & Mayorga, 1973) 

의해 이러한 변곡점의 위치는 전해질의 νM 및 νX 값, 그리고  Pitzer 매개변수

중 β
(0)
의 향을 받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들에 의하면 같은νM 및 νX 값을 

갖는 전해질의 경우 β
(0)
의 값이 커질수록 변곡점은 낮은 온도의 구간에 위치하

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6.3.13과 6.3.14에서 보듯이 EuCl3 와 NdCl3는 서로 비슷

한 위치에서 변곡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두 전해질이 서로 동일

한 νM 및 νX 값(1,3)을 가지며 β
(0)
 값도 서로 유사한 만큼  (EuCl3 :0.6247,  

NdCl3 : 0.6117) 쉽게 예측할 수가 있다.  반면 그림 6.3.17, 6.3.18 및 6.3.18를 보

면 동일한 νM 및 νX 값을 갖는 UO2Cl2와 UO2(ClO4)2 및 UO2(NO3)2 중에서 

UO2Cl2와 UO2(NO3)2 는 서로 유사한 위치에서인 몰랄농도 (향후 몰랄농도는 숫

자로만 표시할 것임) 0.25 부근에서 변곡점이 발견되는 반면, UO2(ClO4)2 는 변곡

점의 위치가 매우 낮은 농도에 위치하므로 그림에서 표시된 농도 이하의 구간에

서 변곡점을 지나며 그림을 통하여서는 농도에 따라 활동도계수가 계속 증가하

기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UO2(ClO4)2 가 다른 두 전해질에 비해 높은 β

(0)
값을 갖기 때문인 것이다.  UO2Cl2는 β

(0)
 값이 0.4274이며 UO2(NO3)2 의 경우 

의 β
(0)
 값이 0.4607로서 UO2(ClO4)2 의 β

(0)
 값인0.6113과  보다 매우 작으므로 

이 또한 Pitzer의 상관관계식으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

러한 현상은 혼합 전해질 용액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6.3.20, 

6.3.23 과 6.3.24를 비교하여 보자. 그림 6.3.20은 KCl 순수전해질 용액으로서 이 

경우 변곡점은 그림 안에 나타나지 않는 2.0 이상의 높은 농도구간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EuCl3가 0.1 만큼 포함된 그림 6.3.24의 경우 변곡점은 

1.45 부근에 존재하며 EuCl3가 0.3 만큼 포함된 그림 6.3.23의 경우 변곡점은 0.8 

부근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KCl 용액 내에 EuCl3의 농도가 높아질

수록 변곡점이 낮은 농도의 구간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KCl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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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전해질인 EuCl3가 첨가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용액내에 전체 이온농도가 증

가하며 이로 인해 이온 상호간의 작용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Pitzer 상

관식이 낮은 이온농도의 구간뿐만 아니라 높은 이온농도의 구간에서도 전해질 

용액이 거동을 매우 상세하게 규명해 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5. 결론

  이상에서 보았듯이 Pitzer 상관식을 통하여 전해질 용액에 있어서 넓은 농도구

간에 걸쳐 그 거동을 매우 상세하게 예측,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Pitzer 상관식은 이론에 입각한 식이 아니며 실험에 근거한 식이므로 실험

결과에 따른 매개변수 설정에 따라서 액내의 전해질의 거동을  이온농도의 매우 

넓은 구간에 걸쳐 매우 상세하고도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특

히 다른 여러 가지 상관식이 예측하기 불가능한 고농도 역에서의 전해질 수용

액의 거동을 분석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

므로 지하핵종에서, 해수에서 그리고 산업폐수 또는 오수 등의 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매우 요긴하고도 유일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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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1 NaCl-EuCl3 간의 Isopiestic 평형농도, 활동도 및 EuCl3의 삼투인자. 

mNaCl mEuCl3 as φEuCl3

0.504 0.102 0.322 0.799

0.109 0.203 0.659 0.816

0.142 0.261 0.864 0.830

0.176 0.317 1.071 0.847

0.201 0.370 1.278 0.866

0.254 0.470 1.701 0.906

0.287 0.517 1.916 0.928

0.314 0.577 2.206 0.958

0.336 0.620 2.425 0.980

0.357 0.662 2.649 1.001

표 6.3.2 NaCl-NdCl3 간의 Isopiestic 평형농도, 활동도 및 NdCl3의

            삼투인자. 

mNaCl mNdCl3 as φNdCl3

0.378 0.216 0.697 0.808

0.714 0.385 1.321 0.859

0.946 0.469 1.675 0.892

1.098 0.554 2.061 0.930

1.307 0.639 2.482 0.972

1.524 0.723 2.938 1.016

1.766 0.808 3.432 1.062

2.012 0.892 3.963 1.110

2.268 0.977 4.530 1.159

2.525 1.062 5.13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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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3 NaCl-ThCl4 간의 Isopiestic 평형농도, 활동도 및 ThCl4의

            삼투인자.

mNaCl mThCl4 as φThCl4

0.182 0.091 0.337 0.735

0.341 0.170 0.627 0.736

0.802 0.367 1.489 0.810

1.091 0.525 2.407 0.917

1.824 0.683 3.554 1.041

2.437 0.840 4.912 1.169

2.753 0.919 5.664 1.232

3.237 1.037 6.869 1.324

3.726 1.188 8.154 1.411

4.527 1.353 10.431 1.542

표 6.3.4 NaCl-Th(NO3)4간의 Isopiestic 평형농도,활동도 및 Th(NO3)4의

          삼투인자.

mNaCl mTh(NO3)4 as φNTh(NO3)4

0.208 0.111 0.377 0.681

0.354 0.194 0.656 0.678

0.517 0.276 0.957 0.693

0.697 0.359 1.290 0.719

0.893 0.441 1.660 0.752

1.206 0.565 2.280 0.806

1.543 0.689 2.961 0.859

1.894 0.813 3.680 0.905

2.213 0.937 4.407 0.940

2.641 1.103 5.338 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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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5 NaCl-UO2Cl2 간의 Isopiestic 평형농도, 활동도 및 UO2Cl2의

           삼투인자.

mNaCL mUO2Cl2 as φUO2Cl2

0.244 0.162 0.429 0.881

0.858 0.541 1.601 0.986

1.058 0.650 1.986 1.019

1.586 0.920 3.045 1.103

2.136 1.191 4.238 1.186

2.483 1.353 5.011 1.234

2.934 1.570 6.103 1.296

3.387 1.786 7.255 1.354

3.834 2.003 8.457 1.407

4.037 2.111 9.073 1.432

표 6.3.6 NaCl-UO2(ClO4)2 간의 Isopiestic 평형농도, 활동도 및

              UO2(ClO4)2의 삼투인자.

mNaCL mUO2(ClO4)2 as φUO2(ClO4)2

0.403 0.247 0.741 0.998

0.656 0.376 1.211 1.074

1.242 0.632 2.351 1.240

1.752 0.825 3.399 1.374

2.133 0.953 4.198 1.469

2.506 1.081 5.081 1.567

3.093 1.209 6.050 1.668

3.547 1.402 7.673 1.825

4.212 1.594 9.505 1.988

4.662 1.722 10.848 2.099



- 307 -

표 6.3.7 NaCl-UO2(NO3)2 간의 Isopiestic 평형농도, 활동도 및 UO2(NO3)2의

        삼투인자.

mNaCL mUO2(NO3)2 as φUO2(NO3)2

0.156 0.113 0.296 0.876

0.490 0.322 0.902 0.935

0.959 0.583 1.796 1.026

1.596 0.897 3.075 1.143

2.491 1.368 5.406 1.317

3.123 1.577 6.588 1.392

3.735 1.839 8.177 1.482

4.456 2.153 10.226 1.583

4.816 2.310 11.300 1.631

표 6.3.8 NaCl-KCl 간의 Isopiestic 평형농도, 활동도 및 KCl의 삼투인자.

mNaCl mKCl as ΦKCl 

0.852 0.8726 1.6584 0.6335

1.334 1.5775 2.9868 0.6311

2.923 1.9691 3.7723 0.6386

2.297 2.3607 4.5968 0.6491

2.454 2.5173 4.9379 0.6539

2.499 2.5956 5.1108 0.6563

2.744 2.8306 5.6394 0.6641

2.962 3.0656 6.1825 0.6723

3.334 3.4572 7.1197 0.6865

3.558 3.6921 7.7013 0.6953

3.779 3.9271 8.2963 0.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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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9 NaCl-MgCl2 간의 Isopiestic 평형농도, 활동도 및 MgCl2의

            삼투인자.

mNaCl mMgCl2 as ΦMgCl2 

0.19 0.1375 0.3571 0.8657

0.51 0.3467 0.9421 0.9056

0.96 0.6083 1.7826 0.9768

1.34 0.8176 2.5610 1.0442

1.88 1.0791 3.6842 1.1380

2.34 1.2884 4.7127 1.2193

2.96 1.5499 6.1702 1.3270

3.45 1.7592 7.4792 1.4172

4.01 1.9684 8.9192 1.5104

4.69 2.2300 10.9081 1.6305

표 6.3.10 NaCl-Na2SO4 간의 Isopiestic 평형농도, 활동도 및 NaCl-Na2SO4의

         삼투인자.

mNaCl mNa2SO4 as ΦNa2SO4

0.183 0.1375 0.33334 0.8082

0.456 0.5037 1.2216 0.8084

1.103 0.8176 2.0753 0.8461

1.424 1.0268 2.7121 0.8804

2.022 1.3930 3.9795 0.9523

2.478 1.6545 5.0158 1.0105

3.257 2.0730 6.9196 1.1126

3.669 2.2823 7.9906 1.1670

4.082 2.4915 9.1441 1.2234

4.728 2.8054 11.0337 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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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11  본 연구에 사용된 전해질의 Pitzer 매개변수 

전해질 β
(0)

β
(1)

C

EuCl3 0.6247 5.5900 -0.0264

NdCl3 0.6117 5.4027 -0.0284

ThCl4 1.0138 13.3313 -0.1034

Th(NO3)4 0.9663 11.3875 -0.1846

UO2Cl2 0.4274 1.6440 -0.7864

UO2(ClO4)2 0.6113 2.1443 0.0217

UO2(NO3)2 0.0143 1.6133 0.0292

KCl 0.0484 0.2122 -0.00084

MgCl2 0.3524 1.6815 0.00519

Na2SO4 0.0196 1.1130 0.00497

표 6.3.12 EuCl3 몰랄농도에 따른 각 이온 및 이온의 평균 활동도계수.

mEuCl3 ΥEu3+×10
4

ΥCl- Υ±

0.15 10.900 0.9737 0.3170

0.35 4.200 1.1802 0.2884

0.55 2.900 1.4056 0.2998

0.75 2.600 1.6706 0.3328

0.95 2.800 1.9870 0.3841

1.15 3.200 2.3645 0.4543

1.35 4.000 2.8130 0.5459

1.55 5.200 3.3431 0.6624

1.65 5.900 3.6421 0.7315

1.75 6.900 3.9658 0.8086

1.8 7.400 4.1374 0.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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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13 NdCl3 몰랄농도에 따른 각 이온 및 이온의 평균 활동도계수.

mNdCl3 ΥNd3+×10
4

ΥCl- Υ±

0.1 16.740 0.9065 0.3342

0.3 4.660 1.0973 0.2801

0.5 2.860 1.2987 0.2814

0.7 2.410 1.5323 0.3053

1.0 2.530 1.9660 0.3723

1.1 2.700 2.1366 0.4029

1.3 3.203 2.5228 0.4771

1.5 4.370 2.9750 0.5710

1.6 4.570 3.2284 0.6262

1.7 5.210 3.5014 0.6875

1.8 5.960 3.7947 0.7554

표 6.3.14 ThCl4 몰랄농도에 따른 각 이온 및 이온의 평균 활동도계수.

mThCl4 ΥTh4+×106 ΥCl- Υ±

0.1 20.220 1.2362 0.2162

0.2 3.522 1.5335 0.1811

0.3 1.310 1.8089 0.1696

0.4 0.719 2.0942 0.1691

0.5 0.501 2.4031 0.1756

0.6 0.407 2.7425 0.1873

0.7 0.368 3.1166 0.2033

0.8 0.359 3.5279 0.2234

0.9 0.369 3.9781 0.2472

1 0.393 4.4674 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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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15 Th(NO3)4 몰랄농도에 따른 각 이온 및 이온의 평균 활동도계수.

mTh(NO3)4 ΥTh4+×10
7

ΥNO3- Υ±

0.100 148.600 1.1021 0.1854

0.200 24.030 1.3091 0.1478

0.300 8.335 1.4937 0.1329

0.400 4.190 1.6741 0.1260

0.500 2.613 1.8554 0.1254

0.600 1.862 2.0381 0.1263

0.700 1.443 2.2201 0.1285

0.800 1.179 2.3983 0.1313

0.900 0.994 2.5688 0.1340

1.000 0.850 2.7274 0.1363

표 6.3.16 UO2Cl2 몰랄농도에 따른 각 이온 및 이온의 평균 활동도계수.

mUO2Cl2 ΥUO22+ ΥCl- Υ±

0.100 0.2434 0.795 0.5360

0.300 0.1687 0.847 0.4950

0.500 0.1528 0.929 0.5090

0.700 0.1516 1.023 0.5415

0.900 0.1577 1.128 0.5857

1.100 0.1687 1.243 0.6391

1.300 0.1835 1.368 0.7003

1.500 0.2016 1.500 0.7687

1.700 0.2227 1.641 0.8434

1.900 0.2465 1.788 0.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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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17 UO2(ClO4)2 몰랄농도에 따른 각 이온 및 이온의 평균 활동도계수.

mUO2(ClO4)2 ΥUO22+ ΥCl- Υ±

0.100 0.2839 0.8638 0.5961

0.300 0.2436 1.0349 0.6388

0.500 0.2690 1.2638 0.7546

0.700 0.3292 1.5560 0.9271

0.900 0.4294 1.9302 1.1696

1.100 0.5866 2.4124 1.5058

1.300 0.8311 3.0365 1.9715

1.500 1.2129 3.8479 2.6187

1.700 1.8154 4.9073 3.5228

1.900 2.7774 6.2963 4.7930

표 6.3.18 UO2(NO3)2 몰랄농도에 따른 각 이온 및 이온의 평균 활동도계수.

mUO2(NO3)2 ΥUO22+ ΥNO3- Υ±

0.100 0.2455 0.7986 0.5390

0.300 0.1747 0.8616 0.5062

0.500 0.1629 0.9580 0.5307

0.700 0.1668 1.0720 0.5766

0.900 0.1795 1.2020 0.6378

1.100 0.1991 1.3481 0.7126

1.300 0.2249 1.5107 0.8006

1.500 0.2571 1.6901 0.9022

1.700 0.2959 1.8865 1.0174

1.900 0.3418 2.1001 1.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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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19 KCl 몰랄농도에 따른 각 이온 및 이온의 평균 활동도계수.

mKCl ΥK+ ΥCl-×103 Υ±

0.100 0.6498 16.760 0.4136

0.300 0.5441 7.640 0.2828

0.500 0.4976 5.044 0.2320

0.700 0.4694 3.780 0.2030

0.900 0.4501 3.070 0.1839

1.100 0.4360 2.592 0.1702

1.300 0.4255 2.256 0.1598

1.500 0.4174 2.008 0.1518

1.700 0.4111 1.818 0.1454

1.900 0.4062 1.669 0.1401

표 6.3.20 MgClO2 몰랄농도에 따른 각 이온 및 이온의 평균 활동도계수.

mMgCl2 ΥMg2+ ΥCl- Υ±

0.150 0.2032 0.7892 0.5021

0.200 0.1822 0.7974 0.4875

0.350 0.1509 0.8364 0.4726

0.500 0.1389 0.8876 0.4783

0.750 0.1361 0.9932 0.5120

0.800 0.1371 1.1073 0.5216

1.100 0.1520 1.1844 0.5975

1.400 0.1809 1.3954 0.7063

1.850 0.2565 1.8155 0.9455

2.000 0.2932 1.9895 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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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21 Na2SO4 몰랄농도에 따른 각 이온 및 이온의 평균 활동도계수.

mNa2SO4 ΥNa+ ΥSO42-×10
3 Υ±

0.100 0.7251 20.460 0.4756

0.300 0.6847 11.400 0.3766

0.500 0.6832 8.701 0.3437

0.700 0.6951 7.460 0.3303

1.000 0.7282 6.647 0.3279

1.200 0.7583 6.464 0.3337

1.400 0.7940 6.461 0.3441

1.700 0.8582 6.714 0.3670

1.800 0.8824 6.858 0.3766

1.900 0.9082 7.030 0.3870

 

표 6.3.22 KCl-EuCl3 혼합용액에서 EuCl3 활동도계수에 대한 KCl 농도의

           향. (EuCl3 몰랄농도 = 0.3)

mKCl ΥEu
3+

ΥCl
- Υ±

0.5000 0.0118 0.7823 0.0961

0.6000 0.0114 0.7663 0.0936

0.7000 0.0111 0.7525 0.0916

0.8000 0.0109 0.7405 0.0900

0.9000 0.0108 0.7299 0.0880

1.0000 0.0107 0.7206 0.0878

1.1000 0.0107 0.7123 0.0871

1.3000 0.0106 0.6985 0.0862

1.5000 0.0107 0.6875 0.0859

1.8000 0.0110 0.6751 0.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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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23 KCl-EuCl3 혼합용액에서 EuCl3 활동도계수에 대한 KCl 농도의

          향.  (EuCl3 몰랄농도 = 0.1)

mKCl ΥEu
3+
×103 ΥCl

-
Υ±

0.5000 4.7069 1.0114 0.0690

0.7000 4.7670 0.9797 0.0683

0.8000 4.8200 0.9661 0.0682

1.0000 4.9665 0.9425 0.0684

1.2000 5.1618 0.9230 0.0690

1.3000 5.2767 0.9144 0.0695

1.5000 5.5399 0.8995 0.0706

1.8000 6.0181 0.8816 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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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24 NaCl-EuCl3 혼합용액에서 EuCl3 활동도계수에 대한 NaCl 농도의

          향.  (EuCl3 몰랄농도 = 0.3)

mNaCl ΥEu3+×103 ΥCl- Υ±

0.500 5.006 1.0164 0.0713

0.600 5.095 1.0021 0.0715

0.700 5.205 0.9897 0.0718

0.800 5.332 0.9790 0.0723

0.900 5.477 0.9699 0.0729

1.000 5.564 0.9620 0.0737

1.200 6.012 0.9499 0.0756

1.400 6.452 0.9417 0.0779

1.600 6.958 0.9368 0.0874

1.800 7.536 0.9348 0.0839

표 6.3.25 NaCl-EuCl3 혼합용액에서 EuCl3 활동도계수에 대한 NaCl 농도의

          향.  (EuCl3 몰랄농도 = 0.1) 

mNaCl ΥEu
3+
×10

3
ΥCl
-

Υ±

0.5000 0.0129 0.7728 0.1000

0.7000 0.0127 0.7453 0.0974

0.8000 0.0128 0.7351 0.0968

1.0000 0.0130 0.7196 0.0965

1.1000 0.0131 0.7139 0.0968

1.2000 0.0133 0.7194 0.0972

1.3000 0.0125 0.7059 0.0979

1.5000 0.0141 0.7014 0.0996

1.6000 0.0145 0.7002 0.1006

1.8000 0.0152 0.6996 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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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26 KCl-NdCl3 혼합용액에서 NdCl3 활동도계수에 대한 KCl 농도의

          향.  (NdCl3 몰랄농도 = 0.3) 

mKCl ΥNd
3+
×103 ΥCl

-
Υ±

0.5000 4.2978 0.9876 0.0651

0.7000 4.3013 0.9579 0.0642

0.9000 4.3592 0.9334 0.0638

1.0000 4.4055 0.9229 0.0638

1.3000 4.6048 0.8965 0.0643

1.5000 4.7838 0.8826 0.0650

1.6000 4.8865 0.8765 0.0654

1.7000 4.9978 0.8740 0.0658

1.8000 5.1177 0.8659 0.0666

2.0000 5.3835 0.8571 0.0679

표 6.3.27 KCl-NdCl3 혼합용액에서 NdCl3 활동도계수에 대한 KCl 농도의

          향.  (NdCl3 몰랄농도 = 0.1) 

mKCl ΥNd3+×103 ΥCl- Υ±

0.5000 10.800 0.7736 0.0915

0.7000 10.100 0.7449 0.0866

0.9000 9.617 0.7231 0.0834

1.0000 9.466 0.7142 0.0822

1.2000 9.275 0.6991 0.0801

1.3000 9.224 0.6929 0.0799

1.4000 9.198 0.6873 0.0795

1.5000 9.194 0.6823 0.0792

1.6000 9.210 0.6779 0.0790

1.8000 9.295 0.6704 0.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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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28 NaCl-NdCl3 혼합용액에서 NdCl3 활동도계수에 대한 NaCl 농도의

          향.  (NdCl3 몰랄농도 = 0.3) 

mNaCl ΥNd
3+
×10

3
ΥCl
-

Υ±

0.5000 4.550 0.9923 0.0672

0.6000 4.600 0.9788 0.0671

0.7000 4.666 0.9671 0.0672

0.8000 4.748 0.9570 0.0674

0.9000 4.844 0.9483 0.0678

1.0000 4.955 0.9408 0.0683

1.1000 5.078 0.9345 0.0689

1.2000 5.214 0.9292 0.0696

1.3000 5.363 0.9248 0.0704

1.4000 5.524 0.9213 0.0713

표 6.3.29 NaCl-NdCl3 혼합용액에서 NdCl3 활동도계수에 대한 NaCl 농도의

          향.  (NdCl3 몰랄농도 = 0.1) 

mNaCl ΥNd
3+

ΥCl- Υ±

0.5000 0.0118 0.7642 0.0951

0.6000 0.0116 0.7497 0.0932

0.7000 0.0114 0.7377 0.0318

0.8000 0.0114 0.7278 0.0909

0.9000 0.0113 0.7196 0.0902

1.0000 0.0114 0.7129 0.0890

1.1000 0.0114 0.7075 0.0898

1.2000 0.0115 0.7031 0.0899

1.3000 0.0116 0.6997 0.0902

1.4000 0.0118 0.9672 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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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30   NaCl-ThCl4 혼합용액에서 ThCl4 활동도계수에 대한 NaCl 

농도의 향.  (ThCl4 몰랄농도 = 0.2) 

mNaCl ΥTh
4+
×10

6
ΥCl
-

Υ±

0.5000 19.1880 0.8727 0.0012941

0.6000 15.279 0.8524 0.0011412

0.7000 12.254 0.8343 0.0010111

0.8000 9.888 0.8184 0.00089955

0.9000 8.020 0.8042 0.00080308

1.0000 6.533 0.7916 0.00071915

1.1000 5.342 0.7804 0.00064517

1.2000 4.383 0.7705 0.00058110

1.3000 3.605 0.7672 0.00052402

1.4000 2.972 0.7540 0.00047339

표 6.3.31 NaCl-ThCl4 혼합용액에서 ThCl4 활동도계수에 대한 NaCl 농도의

          향.  (ThCl4 몰랄농도 = 0.1) 

mNaCl ΥTh
4+×106 ΥCl

- Υ±

0.5000 19.829 0.8166 4.0241

0.6000 15.596 0.7945 3.5200

0.7000 12.397 0.7756 3.1007

0.8000 9.936 0.7593 2.7468

0.9000 8.016 0.7454 2.4444

1.0000 6.450 0.7334 2.1834

1.1000 5.292 0.7231 1.9561

1.2000 4.322 0.7142 7.569

1.3000 3.538 0.7066 1.5813

1.4000 2.903 0.7002 1.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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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32 NaCl-UO2Cl2 혼합용액에서 UO2Cl2 활동도계수에 대한 NaCl 

농도의 향.  (UO2Cl2 몰랄농도 = 0.4) 

mNaCl ΥUO22+ ΥCl- Υ±

0.5000 0.1874 0.8198 0.3919

0.6000 0.1949 0.8121 0.3979

0.7000 0.2030 0.8057 0.4044

0.8000 0.2115 0.8004 0.4120

0.9000 0.2206 0.7962 0.4191

1.0000 0.2302 0.7928 0.4272

1.1000 0.2403 0.7902 0.4358

1.2000 0.2510 0.7884 0.4448

1.3000 0.2622 0.7872 0.4543

1.4000 0.2739 0.7866 0.4642

표 6.3.33 NaCl-UO2Cl2 혼합용액에서 UO2Cl2 활동도계수에 대한 NaCl 

농도의 향.  (UO2Cl2 몰랄농도 = 0.2)

mNaCl ΥUO22+ ΥCl- Υ±

0.5000 0.2051 0.7226 0.3850

0.6000 0.2112 0.7133 0.3882

0.7000 0.2181 0.7056 0.3923

0.8000 0.2256 0.6994 0.3972

0.9000 0.2337 0.6945 0.4029

1.0000 0.2424 0.6906 0.4029

1.1000 0.2518 0.6876 0.4161

1.2000 0.2617 0.6855 0.4235

1.3000 0.2721 0.6840 0.4314

1.5000 0.2948 0.6830 0.4488

1.7000 0.3199 0.6841 0.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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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액 A   용액 B

기상을 통한 용매(물)의 이동

그림 6.3.1 Isopiestic 평형과정의 개략도 

그림 6.3.2 Isopiestic 장치의 개략도 

      

Sample CupIsopiestic Chamber Wall

Heat Transfer Block

 Vacuum Pump

Pressure 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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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3 NaCl-EuCl3 간의 Isopiestic 평형농도, 활동도 및 

EuCl3의 삼투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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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4 NaCl-NdCl3 간의 Isopiestic 평형농도, 활동도 및 

NdCl3의 삼투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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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5 NaCl-ThCl4 간의 Isopiestic 평형농도, 활동도 및 

ThCl4의 삼투인자.

Molality of ThC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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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6 NaCl-Th(NO3)4간의 Isopiestic 평형농도,활동도 및 

Th(NO3)4의 삼투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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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7 NaCl-UO2Cl2 간의 Isopiestic 평형농도, 활동도 및 

UO2Cl2의 삼투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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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8 NaCl-UO2(ClO4)2 간의 Isopiestic 평형농도, 활동도 

및 UO2(ClO4)2의 삼투인자.

Molality of UO2(ClO4)2

0.0 0.2 0.4 0.6 0.8 1.0 1.2 1.4 1.6 1.8 2.0

O
sm

ot
ic

 C
oe

ffi
ci

en
t

0.8

1.0

1.2

1.4

1.6

1.8

2.0

2.2

2.4



- 325 -

그림 6.3.9 NaCl-UO2(NO3)2 간의 Isopiestic 평형농도, 활동도 

및 UO2(NO3)2의 삼투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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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0 NaCl-KCl 간의 Isopiestic 평형농도, 활동도 및 

KCl의 삼투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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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1 NaCl-MgCl2 간의 Isopiestic 평형농도, 활동도 및 

MgCl2의 삼투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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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2 NaCl-Na2SO4 간의 Isopiestic 평형농도, 활동도 

및 NaCl-Na2SO4의 삼투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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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3 EuCl3 몰랄농도에 따른 각 이온 및 이온의 평균 

활동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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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4 NdCl3 몰랄농도에 따른 각 이온 및 이온의 평균 

활동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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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5 ThCl4 몰랄농도에 따른 각 이온 및 이온의 평균 

활동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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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6 Th(NO3)4 몰랄농도에 따른 각 이온 및 이온의 평균 

활동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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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7 UO2Cl2 몰랄농도의 이온 및 이온 및 평균 

활동도계수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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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8 UO2(ClO4)2 몰랄농도에 따른 각 이온 및 이온의 

평균 활동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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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9 UO2(NO3)2 몰랄농도에 따른 각 이온 및 이온의 

평균 활동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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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0 KCl 몰랄농도에 따른 각 이온 및 이온의 평균 

활동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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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1 MgClO2 몰랄농도에 따른 각 이온 및 이온의 평균 

활동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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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2 Na2SO4 몰랄농도에 따른 각 이온 및 이온의 

평균 활동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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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3 KCl-EuCl3 혼합용액에서 EuCl3 활동도계수에 

대한 KCl 농도의 향.  (EuCl3 몰랄농도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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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4 KCl-EuCl3 혼합용액에서 EuCl3 활동도계수에 

             대한 KCl 농도의 향.  (EuCl3 몰랄농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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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5 NaCl-EuCl3 혼합용액에서 EuCl3 활동도계수에 대한 

   KCl 농도의 향.  (EuCl3 몰랄농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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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6 KCl-NdCl3 혼합용액에서 NdCl3 활동도계수에 대한 

    KCl 농도의 향.  (NdCl3 몰랄농도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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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7 NaCl-EuCl3 혼합용액에서 EuCl3 활동도계수에 대한

   NaCl 농도의 향.  (EuCl3 몰랄농도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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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8 KCl-NdCl3 혼합용액에서 NdCl3 활동도계수에 대한 

             KCl 농도의 향.  (NdCl3 몰랄농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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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9 NaCl-NdCl3 혼합용액에서 NdCl3 활동도계수에 대한

             NaCl 농도의 향.  (NdCl3 몰랄농도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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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30 NaCl-NdCl3 혼합용액에서 NdCl3 활동도계수에 대한

             NaCl 농도의 향.  (NdCl3 몰랄농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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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복합요소를 고려한 종합평가

제 1 절 서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주 구성 성분인 악틴족 원소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안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 대상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라늄은 대표적인 

방사성폐기물로서 자연계에서의 장기적 행동이 주목되는 원소이다. 고준위 방사

성 폐기물을 심지층 처분할 경우, 폐기물의 주 구성성분인 악틴족 원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하수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용해되어 지하수의 이동경로를 따라 주

변 생태계로 유출될 수 있으며, 반감기가 매우 긴 악틴족 원소들이 주변 환경에 

유출되면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방사성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과 관련하여 그 장기적 안전성을 고려할 때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및 그 주

변 환경에서 악틴족의 장기적 거동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실제 우라늄 등 악틴족 원소들은 점토광물, 산화철 광물 등 자연계에 널리 분

포하는 2차 광물에의 수착을 통해 상당 부분 그 이동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Jung et al., 1999; Hyun et al., 2001) 이들 광물을 통한 지연 현상 및 그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한국원자력연구소, 1999; 

Steele et al., 2002). 그러나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단기적 실험을 통해 실제 자연

계에서의 장기적 이동 및 지연 현상을 밝히는데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최근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의 한 줄기는 지질학적 연대에 걸친 

자연계에서 악틴족 원소의 거동과 관련된 현상을 주요 연구대상이 되어 왔으며

(자연유사)  그 중에서도 특히 우라늄 광상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매우 중요

한 자연 유사 연구지의 하나로 주목을 받아 왔다(Payne et al., 1994; Min et al., 

1998; Ohnuki et al., 2001; Payne et al., 2001). 이러한 맥락에서 우라늄 광상

(Koongarra) 주변에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방사성 핵종의 이동현상에 관한 연

구가 OECD/NEA 주관으로 국제 공동연구 사업의 형태로써 수행되어 왔다

(Airey, 1986). 한국도 1997년부터는 ASARR 자연유사 현상 국제공동연구에 참

여하여 미국, 일본, 호주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 으며 EPR등의 첨단 분

석 기법을 활용하여 우라늄 이동 경로 및 양을 추적하는 등 연구성과를 낸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악틴족 원소

의 장기적 거동을 호주 Koongarra 우라늄 광상 주변에서 광물전이에 의한 핵종 

이동 및 지연 특성과 관련하여 자연계에서 풍화 및 변질작용에 의한 우라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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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및 재분포, 2차 광물 생성에 따른 핵종의 이동지연 및 미캐니즘 등을 규명

하고 아울러 자연계에서 장기적으로 발생한 지하수/광물 반응이 처분 환경 변화

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지역 개괄 및 연구 방법

1. 연구지역 개괄

   Koongarra 우라늄 광산은 호주의 북부지역의 Alligator Rivers 지역인 

Darwin시 동쪽 약 225km, Javiru 읍 남쪽 약 25 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7.2.1). 그림 7.2.2는 Koongarra 우라늄광 광체 주변 지역의 수직 단면도이다. 그

림에서 보듯이 Koongarra 우라늄 광상 주변은 석 (quartz), 녹니석(chlorite), 휘

석(schist)으로 구성된 1차 광체와 1차 광체로부터 우라늄이 픙화를 받아 지하수

로 유출됨으로써 형성된 2차 광체 지역으로 구성된다. 1차 광체는 약 16억년 전

에 석 -녹니석-휘석 내에 우라니나이트(uraninite, UO
2
)가 흡착 및 redox 반응

에 의해 침전됨으로써 형성되었고(pitchblende), 1차 광화대에서는 산화 및 변질

작용에 의해 우라닐 규산염(sklodowiskite, (H3O)2Mg(UO2)2(PO4)2․4H2O)이 생성

되었다. 1차 광체의 용해 및 지하수를 통한 이동의 결과로서 타원형의 2차 광체

가 1∼3 백만년 전에 형성되었으며(Airey, 1986), 1차 광체 위쪽으로 2차 광화작

용에 의해 우라닐 인산염(saleeite, Mg(UO2)2(PO4)2․10H2O)이 생성되었다. 우라

니나이트의 2차 함 우라늄 광물로의 변질작용은 녹니석의 점토광물 및 철산화물

로의 풍화작용과 수반되어 일어났으며 우라늄 광체를 배태하고 있는 모암은 심

한 풍화작용을 받아 일부 광물의 변화는 있으나 모암 자체의 조직은 그대로 보

존되어 있다. 풍화작용에 의해 녹니석은 질석을 거쳐 캐올리나이트화 하 으며 

석 은 작은 입자로 균열되어 있다. 녹니석의 풍화과정에서 유리된 철 성분이 산

화철 광물을 형성하고 Koongarra 지역의 우라늄은 광체 내에서는 U(IV)의 우라

니나이트 형태로 존재한다(Duerden et al., 1992). 한편, 시간에 따른 지하수면의 

이동에 의해 광체가 풍화에 노출되고 따라서 1차 광체 내의 우라니나이트가 용

해되면서 용존 우라늄이 지하수를 따라 이동하거나 이동 중에 접촉한 광물 또는 

암석에 흡착 또는 침전됨으로써 2차 광체인 타원형의 dispersal fan이 만들어지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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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ongarra 우라늄 광상은 1981년 이후 자연유사 연구지역으로서 핵종 이동 모

델링, 수리지질학, U/Th series disequilibira, 콜로이드 및 지하수 연구, 핵분열산

물, 초우라늄 원소 등을 비롯하여 지질, 지화학 및 광물학적 분야에서도 많은 연

구가 이루어져왔다. 이 지역 암석 및 토양의 화학성분 및 광물조성은 여러 참고

문헌에 예시되어 있다(Edis, 1992; Snelling, 1994a,b).  

  

2. 연구 방법 

  가. 시료 채취 

      지하수면의 변동에 따른 1차 우라늄 광체의 풍화와 우라늄의 용탈, 그리고 

지하수 이동 경로를 통한 우라늄의 이동 및 광물화에 따른 우라늄의 재분포 현

상을 이해하고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호주 Koongarra 우라늄 광화대 주

변에 시추공을 뚫어 코어 시료를 채취하 다. 시료를 채취한 시추공의 위치는 그

림 7.2.3에 도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Koongarra 우라늄 광상 주변에 뚫은 

여러 개의 시추공 중 우라늄 광체에 위치한 M1 및 W4 시추공을 선택하여 이 

중 부식암(saprolite)을 연구대상 시료로 선택하 다. 시료의 채취 깊이는 M1 시

추공의 경우 지표로부터 5.2 m, 12.2 m 및 19.2 m이었으며 W4 시추공에서는 6.1 

m, 12.1 m 및 18.0 m의 깊이에서 채취한 시료를 선정하여 깊이에 따른 우라늄의 

농도 분포 및 이동 경로를 추적하도록 하 다. 연구지역 우라늄 광상은 1차 광체

가 열대우림(rainy, tropical monsoon) 기후 지역의 지하 60m 깊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광체 주변의 암반 및 우라늄 광상의 광물들은 풍화를 많이 받은 흔적

을 보 다. 

  

  나. 분석 방법

    (1) 광물학적 연구

      (가) X-선 회절분석

           전암 시료는 자연 건조시킨 후 15 ㎛ 이하의 크기로 분말화하고, 산

화철 광물은 먼저 중액을 이용하여 분리한 후 자력 분리하여 정제하 다.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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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시킨 전암 시료와 정제된 산화철 광물을 약 15 ㎛ 이하의 크기로 분말화하

여 광각 고니오 미터가 장착된 Rigaku RAD-3C(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를 

이용하여 40KV/30mA의 조건에서 2 2θmin-1의 속도로 분석하 다. 전암 시료

는 Co Kα X-선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정제된 산화철 광물은 Cu Kα(λ

=1.789Å) X-선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나) 주사전자현미경 (SEM) 및 전자현미분석 

           주사전자현미경과 전자현미분석은 각각 전자빔을 이용하여 시료의 

표면구조나 입자의 형상(㎛ 이하 크기) 및 화학조성을 규명하는 분석법으로 광물 

감정 및 결정화학, 원소의 분화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분석장비이다. 

주사전자현미경 및 전자현미분석을 위해 연구지역에서 채취한 부식암(saprolite) 

시료에 점도가 낮은 에폭시 수지를 침투시킨 후 연마편을 만들어 편광현미경 관

찰, 주사전자현미경 관찰(SEM) 및 전자현미분석(Cameca, SX-51)을 실시하 다. 

시료 내 광물 분포와 광물 상호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후방산란전자 상(BSE, 

Back-scattered electron image) 분석을 실시하 으며 산화철 광물 및 점토광물

에 대한 U의 분포 상태를 규명하기 위해 X-선 상(X-ray map)을 얻었다. 

 

    (2) 분광학적 연구 

      (가) EPR 분광학

           EPR 방법은 분자들이 단색 복사선과 공명하는 자기장의 위치를 관

찰함으로써 홀전자(unpaired electron)를 포함하는 분자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EPR은 일반적으로 홀전자 내에서 일어나는 전자스핀 전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방사선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광물의 구조 및 특

성 연구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Calas, 1988). EPR 방법은 상자기성

을 가진 일부 종류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자연계에서 상자기성을 

가진 점토의 교환물질(substitutional impurities) 및 격자 결함(포획된 공동 또는 

전자 센터) 및 위치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 광물학적

으로는 특히 점토광물과 관련된 상자기성 이온(Fe, Mn 등), 격자 결함 등이 중

요한 측정대상이며 이외 암석에 불순물(impurities)로서 치환된 상자기성 이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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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경우 그 존재 여부 등을 EPR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한편 외부에서 방사

선이 방출될 때 방사선에 노출된 일부 광물은 격자 내에 상자기에 의한 결함

(paramagnetic defect center)이 발생한다(Angel et al., 1974; Meads and 

Malden, 1975). 따라서 우라늄광 광체 주변의 암석시료를 대상으로 EPR 분석을 

실시할 경우 악틴족 원소가 광체를 중심으로 하여 이동한 경로를 파악하는데 매

우 유용하다. 

  EPR을 이용하여 연구지역 시료의 결함(defect center) 농도 측정을 위한 시료

는 다음과 같이 준비했다. 연구지역에서 채취한 부식암(saprolite) 시료를 오븐에

서 60℃로 완전히 건조한 후 아게이트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곱게 빻아 이중 약 

50 mg의 시료를 석 관(quartz tube)에 넣고 특별한 전처리 없이 측정하 다. 측

정은 Bruker EMX 분광기를 사용하여 X-band에서(9.6 GHz) 이루어졌다.  

      (나) XAFS 

           XAFS(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spectroscopy)는 방사광

(synchrotron)을 이용하여 특정 화합물의 구조나 원소의 존재형태(speciation) 등 

다양한 연구분야에 사용되는 연구방법이다(그림 7.2.4). XAFS 스펙트럼은 대개 

XANES(X-ray absorption near-edge structure) 역과 EXAFS(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역으로 구분된다(그림 7.2.5). 

XANES(NEXAFS라고도 한다)는 특정 원소의 원자가나 배위 등에 관한 정보를 

주며 EXAFS 역의 자료는 인접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인접 원자간 거리

를 알 수 있으므로 분석한 시료의 종류 및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림 7.2.6은 우라늄의 LIII XANES 스펙트럼이며 실선은 U(IV)이고 점선은 

U(VI)를 각각 나타내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에 따라 시료내 우라늄의 산

화상태 및 핵종 수착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다(Bertch and Hunter, 2001). 

  본 연구에서는 Koongarra 자연유사 지역 부식암 시료에서 우라늄의 산화상태 

및 흡착 미캐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XANES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은 포항 가

속기연구소의 7C1 빔라인에서 이루어졌으며 PLS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스펙트럼

을 얻었다. 시료의 우라늄 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 대신 형광

(fluorescence) 스펙트럼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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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우라늄의 장기적 거동

1. 광물전이에 의한 핵종 이동 및 지연 특성: 변질작용(alteration)이 우라늄의 분

포에 주는 향

   자연계에서 우라늄의 이동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임을 고려할 때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및 처분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핵종의 이동 및 지연 현상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들여다보아야 한다. 조암광물 및 기타 처분장의 방벽 물질

은 시간이 지나면서 풍화(weathering)나 변질 작용(alteration)을 받아 구조적, 화

학적으로 약화되며 이로 인해 악틴족 핵종의 이동에 상당한 향을 주게 된다. 

자연유사(Natural Analogue) 연구는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안전성을 자연

이 입증해주는 장소를 찾아 핵종의 이동 및 지연 특성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

러한 점에서 볼 때 Alligator Rivers 지역의 Koongarra 우라늄 광상은 지하수가 

우라늄광 주변을 관통함으로써 우라늄이 지하수 이동 경로를 통해 1차 광체로부

터 주변 지역으로 분산되어 나타나는 2차 광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유사 연

구를 하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다. 그림 7.3.1은 이 지역에서 우라늄광 1차 광체를 

중심으로 지하수의 관통 및 이동 경로를 통해 우라늄 이동 및 광물전이에 의한 

지연현상에 따른 분산 개념도를 보여준다. 

  연구지역인 Koongarra 우라늄 광상 주변은 석 (quartz), 녹니석(chlorite), 휘

석(schist)으로 구성된 1차 광체와 1차 광체로부터 우라늄이 픙화를 받아 지하수

로 유출됨으로써 형성된 2차 광체 지역으로 구성된다(그림 7.2.2). 연구지역 우라

늄 광상은 1차 광체가 열대우림(rainy, tropical monsoon) 기후 지역의 지하 60m 

깊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광체 주변의 암반 및 우라늄 광상의 광물들은 풍화를 

많이 받았을 것이 예상된다. 풍화작용의 결과 광체 주변 지역에 우라늄이 상당히 

재분포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7.3.1은 Koongarra 우라늄 광상 M1 및 W4 시추공에서 채취한 지하수의 화

학조성을 보여준다. 두 개의 시추공에서 모두 U의 농도가 매우 높고, 두 개의 시

추공이 모두 1차 광체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1차 광체에 있던 우라니

나이트가 지하수와의 반응에 의해 용해되어 지하수로 유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한편 M1과 W4 시추공에서 채취한 부식암(saprolite) 시료에 대해 X-선 회절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료의 세립질 부분은 녹니석(chlorite), 침철석(goethite),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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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석(hematite), 캐올리나이트(kaolinite), 석 (quartz) 및 vermiculite 등의 광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7.3.2). 한편 정제된 중광물에 대한 X-선 회

절 분석 결과 산화철 광물은 주로 침철석으로 구성되며 소량의 적철석이 수반되

었다(그림 7.3.3). 

2. 암반의 용해 및 광물화에 따른 핵종 거동 특성

   우라늄이 많은 암반은 풍화에 의한 광물조성, 화학성분 및 조직 변화가 상당

히 크며 녹니석의 풍화는 우라늄의 재분포에 큰 향을 주었다. 우라늄은 지하수

의 이동 경로를 통해 광체로부터 주변 지역으로 유리, 운반되었고 이후 지하수와

의 반응이 약한 산화조건에서 일어났다. 그림 7.3.4는 모암의 주성분인 녹니석

(2:1 점토광물)이 풍화작용에 의해 캐올리나이트(1:1 점토광물)로 전이되면서 산

화철 광물이 생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화철 광물은 녹니석이 캐올리나이트로 

풍화되는 과정에서 유리된 철 성분이 침전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우라늄의 

핵종 흡착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한 XANES 분석을 실시

한 결과 시료 내 우라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검출기의 한계 문

제로 좀 더 세부적인 정보는 얻지 못했다 (그림 7.3.5). 향후 검출기의 개선 등 

시스템이 향상되면 핵종의 흡착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마편으로 만든 시료에 대해 전자현미경 관찰 및 전자현미 분석을 실시한 결

과 우라늄은 인회석을 치환하거나 산화철 광물에 결합되어 있는 비교적 입도가 

큰(수백 ㎛) 함 우라늄 인산염(saleeite) 광물로 나타남이 밝혀졌다(그림 7.3.6). 

살레이아이트는 1차 광체를 흐르는 지하수와의 반응에 의해 우라니나이트로부터 

용출되어 유리된 우라늄이 지하수를 따라 이동하면서 인회석을 치환함으로써 형

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라늄은 일반적으로 수착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점

토광물(Hyun et al., 2001)과는 별 관련성이 없었다. 별도로 분리한 중광물에 대

해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라늄을 지연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산화철 광

물은 대부분 침철석이며 소량의 적철석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3.3). 산화철 광물은 주로 주로 석  입자에 코팅되어 나타나거나 입자의 열극 

또는 광물간의 빈 공간을 단괴상으로 또는 산괴상으로 나타났다(그림 7.3.7, 

7.3.8). 균열면 경계 및 미세 틈새를 피복하고 있는 산화철 광물에 우라늄이 선택

적으로 결부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7.3.2는 함 우라늄 부식암 시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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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A 분석 결과로 부식암 시료의 산화철 부분에서 우라늄 농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3. 산화/환원 조건하에서 용해/광물화 이동 특성: 산화철 광물의 역할 및 

   그 중요성 

   EPMA/VIS/EPR 연구 결과 우라늄의 주된 지연 기작은 우라늄과의 친화력이 

큰 산화철 광물의 형성과 접하게 관련됨을 보여준다(그림 7.3.9). 산화철 광물

은 주로 균열면, 미세 틈새 및 입자간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있다. 산화철 광물과 

결합된 우라늄은 항상 인을 수반하 으며 이를 통해 우라늄이 우라닐인산염

(saleeite, Mg(UO2)2(PO4)2․10H2O)의 미세 결정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saleeite 미세 결정의 공침과 풍화과정 중에 형성된 산화철 

광물에의 수착 등이 Kooongarra 우라늄 광상에서 1차 광체로부터 유리되어 지하

수를 따라 이동하는 우라늄의 지연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자현미 분석 및 기타 분광학적 분석 결과(EPR. VIS)에 의하면 우라늄은 주

로 풍화작용에 의해 생성된 철 함유 광물에 수반되어 나타난다. 비록 소량이기는 

하나 우라늄은 철 함유 광물과 연관되어 주로 나타나며(표 7.3.2) 비단 우라늄뿐

만 아니라 Pu 등의 악틴족 원소 및 전이금속도 산화철 광물과 함께 수반하여 나

타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조암광물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없지만 우라늄의 수

착 특성은 산화철 광물의 함량만으로도 정성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Jung, et al., 

1999). 이는 특정 광물이 중금속의 농도 분포를 조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에는 방사광(synchrotron)을 이용한 X 선 흡수 분광학적 방법(XAFS) 등 최신 

분광학적 방법을 통해 이러한 프로세스의 원리 및 메커니즘을 자세히 밝힐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산화철 광물은 항상 지계 내에 존재하며 핵종의 지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연유사 연구는 몇가지 광물이 특정 원소의 자연계에서의 장기적 행동을 설명

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프로세스 및 관련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최근에 산화철 광물의 초기 생성물인 무정형 철산화물(ferrihydrite) 및 

침철석 등이 갖는 환경에서 중금속 조절에 있어서의 역할 및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Stipp et al., 2002). 따라서 산화철 광물의 역할

을 재조명하기 위한 연구가 선진국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중이며, 모암의 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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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발생된 산화철 광물은 처분환경의 모든 이동 경로에 존재함이 밝혀지고 

있어 자연계에서 산화철 광물의 역할은 처분장의 장기적 안전성의 확보에도 긍

정적인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4. 악틴족 원소의 이동현상 추적(EPR 연구) 

  EPR 방법은 상자기성을 가진 일부 원소에만 적용할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

으나 자연계에서 상자기성을 띤 점토광물 내 교환물질(substitutional impurities; 

Fe, Mn 등) 및 격자 결함의 존재 및 그 위치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림 7.3.8 및 그림 7.3.9는 연구지역인 Koongarra 우라늄 광의 W1 및 AD1 시추

공에서 채취한 시료의 EPR 스펙트럼을 시료 채취 깊이별로 나열한 것이다. 일반

적으로 이 시료들은 g∼4.2(약 1500 gauss) 및 g∼2.0(약 3500 gauss)에서 2개의 

특징적인 피크를 보인다. 이중 g∼4.2에서 보이는 피크는 광물의 격자 내에 있는 

철 이온(Fe
3+
)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Hall, 1980). 한편 g∼2.0에서 나타나는 피

크는 알파선 방출로 인한 격자 결함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 피크가 클수록 

결함(defect center) 농도가 크게 나타난다. W1 시료의 경우 모든 깊이의 시료가 

g∼2.0에서 강한 결함 농도를 보이는데 비해(그림 7.3.10) AD1 시료의 EPR 스펙

트럼은 W1 시료에 비해 g∼2.0에서의 피크가 훨씬 작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7.3.11). 이는 W1 시추공이 우라늄 광체 내에 있고 AD1 시추공은 광체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며, W1 시추공의 시료가 AD1 시료에 비해 우라늄 광체로

부터의 알파선 방출 향을 더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우라늄 광체로부터의 

거리가 먼 시료에서는 격자 결함으로 인한  피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 결

과들로부터 defect center의 농도가 장기적인 알파선 방출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격자결함 농도와 악틴족 원소(U, Th) 간에는 좋은 상관관계가 

있다. 한편 Co-60을 소스로 하여 106 Gy까지 감마선을 방출했을 때 광물 내에 

격자 결함의 형성에 거의 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격자 결함이 알파선 방출에 

의해서만 생성됨을 말해준다. 일부 시료에서는 악틴족의 농도가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격자결함의 농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도 있었다. 이는 과거에 일어난 알

파선 방출에 의해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사실로부터 시료에 들어있

는 특정 광물이 장기간에 걸친 외부의 알파선 방출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dosimeter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격자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메커니즘은 수착과 같이 악틴족 원

소가 광물과 가까이 있는 것이다. EPR에 의한 격자결함(defect center) 자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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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틴족 원소의 농도를 광물학적, 지질학적 방법과 함께 분석하면 자연계에서 악

틴족 원소의 장기적 거동을 풀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질학적 연대에 걸쳐 지

계에서 일어나는 악틴족의 이동을 연구하는데 있어 EPR 분광학이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련하여 

자연유사 연구를 하는 목적이며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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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M1 W4 
Depth (m) 24-26 13-15 
pH 7.10 5.85 
Eh (mV) 205 330 
HCO3

- (mg/L) 162 66 
Cl- (mg/L) 5.53 5.8 
F- (mg/L) 0.39 0.09 
SO4

2- (mg/L) 0.34 0.8 
PO4

3- (mg/L) 40 30 
Mg (mg/L) 21.9 12.3 
Na (mg/L) 1.1 1.7 
K (mg/L) 0.52 0.54 
Ca (mg/L) 2.53 2.08 
Si (mg/L) 4.3 9.8 
Fe (mg/L) 7 17 
Mn (mg/L) 120 421 
U (mg/L) 128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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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2O3 U2O3 P2O5 Al2O3 SiO2 Na2O MgO MnO ThO2 TiO2 CaO K2O NiO CuO Total

#3 83.627 1.769 2.321 3.458 2.302 0.086 0.186 0.030 0.000 0.270 0.092 0.033 0.095 0.053 94.365
#5 84.321 1.823 2.463 2.035 3.057 0.000 0.088 0.009 0.031 0.083 0.063 0.011 0.057 0.000 94.043
#6 54.524 4.314 2.147 5.855 8.052 0.000 0.269 0.040 1.292 0.040 0.081 0.300 0.053 0.000 76.992
#7 59.674 1.527 1.570 10.233 8.619 0.065 0.298 0.000 0.027 0.013 0.055 0.028 0.042 0.000 82.152
#8 76.992 2.909 2.470 6.997 3.237 0.054 0.144 0.076 0.000 0.032 0.022 0.039 0.149 0.000 93.121
#9 82.216 2.323 2.161 2.333 2.539 0.023 0.056 0.039 0.020 0.158 0.083 0.018 0.000 0.038 92.008

#12 70.175 4.027 3.895 6.150 1.333 0.003 0.186 0.057 0.000 0.017 0.015 0.000 0.207 0.000 86.066
#13 84.521 2.235 2.376 1.978 2.227 0.023 0.036 0.080 0.006 0.022 0.074 0.010 0.038 0.089 93.716
#14 77.941 3.024 2.688 4.468 3.104 0.042 0.078 0.030 4.967 0.035 0.067 0.090 0.000 0.066 96.603
#15 82.086 1.803 2.342 2.069 3.566 0.067 0.081 0.045 0.063 0.100 0.057 0.047 0.047 0.004 92.379
#17 85.111 1.748 2.305 2.422 3.372 0.019 0.136 0.003 0.010 0.042 0.098 0.033 0.000 0.038 95.338
#19 81.211 1.924 2.266 5.544 4.152 0.032 0.194 0.000 0.000 0.032 0.073 0.046 0.000 0.090 95.565
#20 82.000 2.880 2.823 3.934 1.838 0.000 0.086 0.034 0.057 0.093 0.071 0.007 0.145 0.015 94.022
#21 74.554 3.160 3.082 4.482 2.623 0.000 0.134 0.217 0.032 0.000 0.022 0.142 0.199 0.183 88.859
#22 72.766 2.811 3.306 6.161 1.778 0.004 0.172 0.099 0.020 0.048 0.045 0.039 0.107 0.120 87.485
#23 76.181 3.615 2.646 5.013 1.684 0.009 0.109 0.124 0.000 0.072 0.052 0.000 0.176 0.345 90.060
#24 78.353 3.425 3.041 4.497 1.331 0.015 0.096 0.072 0.000 0.055 0.010 0.036 0.186 0.260 91.410
#30 81.074 1.290 1.998 2.141 7.873 0.031 0.209 0.052 0.100 0.130 0.042 0.052 0.000 0.197 95.189
#32 82.592 1.758 2.303 1.874 5.301 0.049 0.099 0.021 0.010 0.137 0.070 0.035 0.000 0.075 94.326
#34 65.348 1.472 1.017 3.012 31.841 0.043 0.338 0.148 0.039 0.128 0.036 0.000 0.088 0.000 103.513
#35 82.529 1.410 1.038 3.435 5.209 0.031 0.347 0.090 0.016 0.122 0.083 0.023 0.115 0.086 9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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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 2 O 3 U O 3 P 2 O 5 M g O A l2 O 3 S iO 2 M n O T h O 2 C a O T o ta l
# 1 0 .6 7 8 7 1 .0 1 6 1 7 .2 1 2 4 .1 5 8 0 .1 3 8 1 .2 7 9 0 .0 4 0 0 .1 3 8 0 .2 3 1 9 4 .8 9 2
# 2 0 .0 0 0 7 3 .2 5 5 1 7 .1 4 6 3 .1 7 7 0 .0 0 0 0 .0 0 0 0 .0 5 0 0 .0 0 0 0 .0 4 2 9 3 .6 7 2
# 3 0 .0 0 0 7 2 .1 6 1 1 7 .7 8 1 3 .4 5 9 0 .0 1 7 0 .0 0 9 0 .0 4 0 0 .0 0 0 0 .1 3 0 9 3 .5 9 7
# 4 0 .0 4 0 6 9 .0 0 3 1 6 .6 0 1 3 .8 3 2 0 .6 8 0 0 .7 4 9 0 .0 0 0 0 .0 0 0 0 .1 6 4 9 1 .0 7 1
# 5 0 .0 0 6 6 8 .9 5 7 1 7 .0 3 6 4 .0 8 1 0 .7 5 8 0 .9 6 5 0 .0 0 0 0 .0 0 0 0 .2 9 4 9 2 .0 9 7
# 6 0 .0 6 3 6 6 .6 7 1 1 7 .9 7 1 4 .3 3 1 1 .0 2 0 1 .2 4 7 0 .0 0 0 0 .0 0 0 0 .1 6 8 9 1 .4 7 3
# 7 0 .1 4 3 6 9 .4 8 7 1 6 .6 5 1 3 .5 6 7 0 .0 8 9 0 .0 6 8 0 .0 4 3 0 .1 1 7 0 .0 6 9 9 0 .2 3 6
# 8 0 .1 6 7 7 1 .4 2 4 1 6 .5 5 0 2 .8 7 8 0 .0 0 0 0 .0 0 9 0 .0 2 6 0 .1 0 2 0 .0 6 3 9 1 .2 2 2
# 9 0 .2 0 3 6 8 .0 0 9 1 7 .2 9 0 4 .1 1 7 0 .0 2 8 0 .0 8 1 0 .0 0 0 0 .0 6 6 0 .0 8 7 8 9 .8 8 3

# 1 0 0 .1 0 2 7 1 .4 8 1 1 7 .5 5 4 3 .5 8 3 0 .0 0 0 0 .2 5 7 0 .0 6 2 0 .0 0 0 0 .0 8 3 9 3 .1 2 3
# 1 1 0 .1 4 7 6 8 .9 8 3 1 6 .5 9 6 3 .2 8 0 0 .1 0 6 0 .3 4 7 0 .0 0 0 0 .0 0 0 0 .8 7 7 9 0 .3 3 7
# 1 2 0 .1 0 6 6 8 .8 0 4 1 8 .1 5 9 4 .1 6 7 0 .7 4 1 0 .0 0 0 0 .0 0 0 0 .0 6 1 0 .1 5 3 9 2 .1 9 2
# 1 3 0 .0 7 6 7 1 .6 0 8 1 8 .3 8 8 3 .1 8 3 0 .0 1 1 0 .0 3 4 0 .0 9 9 0 .0 0 0 0 .6 8 1 9 4 .0 8 4
# 1 4 0 .0 4 4 7 1 .2 7 1 1 6 .5 3 2 3 .3 2 9 0 .0 0 0 0 .0 6 4 0 .0 4 5 0 .0 0 9 0 .1 4 8 9 1 .4 4 5
# 1 5 0 .0 9 0 7 1 .3 2 0 1 7 .8 6 3 3 .3 9 4 0 .0 2 8 0 .0 0 6 0 .0 5 7 0 .0 0 0 0 .1 3 2 9 2 .8 9 2
# 1 6 0 .0 0 0 7 1 .7 7 5 1 9 .0 7 3 2 .2 9 8 0 .0 1 5 0 .0 0 0 0 .0 2 8 0 .0 3 3 0 .0 7 6 9 3 .3 0 0
# 1 7 0 .0 0 0 7 3 .8 7 7 1 8 .7 8 7 2 .3 1 1 0 .0 4 9 0 .0 2 6 0 .0 2 3 0 .1 5 0 0 .1 1 5 9 5 .3 4 0
# 1 8 0 .0 6 7 7 2 .1 6 0 1 8 .1 1 1 2 .3 5 1 0 .0 1 7 0 .0 1 9 0 .0 5 9 0 .0 8 9 0 .0 9 7 9 2 .9 7 2
# 1 9 0 .0 9 3 7 1 .5 9 5 1 8 .0 1 9 2 .3 4 1 0 .0 3 6 0 .0 4 1 0 .0 0 0 0 .0 5 7 0 .1 2 9 9 2 .3 1 2
# 2 0 0 .0 4 1 6 9 .8 9 5 1 6 .5 3 9 3 .0 0 1 0 .1 9 5 0 .2 3 3 0 .0 0 3 0 .0 0 0 0 .2 6 9 9 0 .1 7 8
# 2 1 0 .0 4 4 7 0 .8 6 1 1 6 .8 9 2 2 .8 4 9 0 .0 3 4 0 .0 1 9 0 .0 4 0 0 .0 0 0 0 .1 7 3 9 0 .9 1 4
# 2 2 7 2 .1 5 9 2 .8 0 6 2 .9 1 2 0 .5 8 2 5 .8 8 4 1 .5 1 7 0 .7 7 7 0 .0 0 0 0 .0 3 5 8 6 .6 7 4
# 2 3 7 0 .8 1 0 1 .7 0 4 2 .1 4 5 0 .4 6 1 4 .1 9 8 1 2 .2 1 1 0 .8 9 0 0 .0 0 0 0 .0 0 0 9 2 .4 1 9
# 2 4 7 0 .6 2 5 2 .7 7 0 2 .8 7 3 0 .5 8 4 6 .4 6 9 1 .5 1 9 0 .6 6 4 0 .0 3 6 0 .0 4 3 8 5 .5 8 6
# 2 5 7 0 .4 6 1 2 .7 0 1 2 .8 6 2 0 .4 9 6 6 .1 6 5 1 .5 8 9 1 .0 5 1 0 .0 0 0 0 .0 2 7 8 5 .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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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론

  지하수-암석 간의 반응은 장기적으로 지질매체에 많은 향을 주며 이러한 변

질작용은 우라늄의 재분포 및 나아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부터 악틴족 원소

의 이동에도 향을 주게 된다. 자연계 내에서는 많은 지구화학적 반응이 매우 

느린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현재의 지식만으로는 오랜 시간이 지난 미래에 발생

할 일을 평가하거나 예측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처분장 주변에서 핵종의 지구화

학적 거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자연계에서의 지구화학적 시스

템은 매우 느린 속도로 진화하며 핵종뿐 아니라 지질학적 방벽(geological 

barrier) 자체도 시간에 따라 좀 더 안정된 모습으로 변화한다. 자연계의 프로세

스가 진행되는 동안은 핵종의 지연 메커니즘도 변한다. Koongarra 광체 주변에

서 우라늄의 재분포가 이러한 현상을 입증해주며, 고준위 폐기물의 처분 안정성 

평가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안전성 평가가 단기적인 실험실 결과에 의존해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자료는 결국 자연계 내에서 일어나는 실제 프로세스의 속도론적 측면을 

간과하게 된다. 예를 들면 실험실에서의 구한 Kd 값 역시 실제 자연계에서는 훨

씬 크거나 작은 값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실

제적인 프로세스를 실험실에서의 연구와 병행하여 실시할 필요가 대두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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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목표달성도 및 활용계획

제 1 절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고준위폐기물 처분연구의 본질인 장기적 변화 관찰, 고준위핵종의 취급, 심부 지

하 환경 모사를 위한 실험시설 등 연구여건이 아직은 초보단계로 선진 외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상태이나 주어진 여건에서 주어진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로 활용해 

최선의 노력으로 계획했던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심부 지하 환경을 실험적

으로 모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설을 위한 대단위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국제공동연구 수행, 장치의 독창적 설계, 국내 타 기관의 협력으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을 하 다. 

  특히 고준위 핵종은 지화학 조건에 따라 그 특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하게 되며 

현상학적인 이해를 위한 기초연구가 병행되어야 안전성평가의 입력 인자의 신뢰성

이 확보되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 수행 및 기술정립이 중요한 연구결과로 강조되어

야 할 것이다. 

  심부 지화학 조건 변화에 따른 고준위 핵종들의 용해도 및 화학종, 수착계수 데

이터베이스 구축 및 수착특성의  실험적 규명, 핵종이동지연특성평가, 확산계수측

정, 장기적 핵종/지하수/암석과의 상호작용 규명 등 다방면에 걸친 연구로 고준위폐

기물 처분기술의 기반을 구축하 다. 그 중에서도 다음사항은 독창적으로 연구방법

론을 개발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분야이다.

 ◦ 환원분위기의 용액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glove-box를 창의적으로 자체 설계, 

제작하여 고준위폐기물 처분의 부지조건에 부합되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산

하 음.

◦ 안전성평가에 활용 가능한 지화학 평가 코드(MUGREM)를 자체 개발하고, 액

티나이드 핵종에 대한 열역학 Data Base를 확보하여 현장조건의 변화에 대한 

액티나이드 핵종별 화학종의 예측이 가능토록 했으며 이는 향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정보임.

◦ 처분안정성 평가에 필수 입력인자인 수착계수의 D/B를 web 기반으로 구축함으

로써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를 가능케 하고, 지속적인 국내 데이터 보강으로 

D/B의 양적, 질적 향상을  이룩함. 

◦ 자연균열 시료의 특성파악 및 시료분석을 위해 BSE, X-ray Image Mapping, 

방사광가속기 등 소내외 첨단장비 활용하고, LIBD를 활용하여 국내 지하수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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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특성 분석을 하는 등 새로운 차원의 연구결과를 생산함.

◦ 안전성 평가용 입력인자의 자체 제공능력 확보하고 다음 분야에 많은 국내 실

험 데이터를 축적하 다.

    - 심부 지하조건에 대한 악틴족 핵종의 용해도 및 화학종

    - 지화학 코드개발 및 열역학데이터 

    - 국내 화강암 및 지하수에 대한 핵종 수착계수의 측정 및 web-version D/B

    - U, Eu, Th의 화강암에서 유효확산계수 측정

제 2 절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과제는 시스템형 대 과제인 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추진

되어 왔으며 그 결과는 대과제 목표로 제시된 “심지층 처분개념 설정 및 안전성 평

가 방안 정립”에 직접 활용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과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 

종합 안정성 평가 관련 자료생산 및 평가, 관련자료의 D/B의 구축,  핵종이동의 지

화학적 특성파악 및 실험적 검증을 목표로 하는 만큼 타 세부과제와 연계/종합되어 

국가차원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정책 수립을 위한 기술검토 자료로써 직접 활용가능

하며, 국내 고준위폐기물 처분정책 결정의 판단 근거가 되는 종합안정성평가서 작

성에 직접 활용될 것이다.

  연구결과로 생산된 악티나이드 용해도, 열역학데이터, 수착데이터 베이스 등은 환

경 향평가나 P&T를 포함한 후행핵연료주기 기술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는 기초 자료이다. 상용 지화학코드에 비하여 활용성이 양호한 MUGREM을 자체 

개발하여 등록을 마쳤으며 필요에  따라 수정/보완이 가능한 매우 유용한 Tool 이

고, Web base화 된 핵종수착 Data-base (SDB-21c) 는 선진 외국에서도 관심이 높

은 상태로 그  활용성이 기대되는 우수한 결과라 판단되는데 이는 이미 호주에 기

술이전 되어 자국의 폐기물 처분 안전성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중이다. 특히 EPR을 

활용한 분석 기술은 원자력 분야의 dosimetry, 방사선응용, 신소재 물성 측정,  일

반환경, 반도체 분야에 자주 활용되며, 실제적으로 연구소내 유관 부서 및 관련 타

분야에 기술 지원이 되고 있다.

  아울러 수착메카니즘 규명 연구결과 및 점토광물을 이용한 실험결과 등은 다른 

산업 및 일반 폐기물 분야에도 활용성이 기대되며 지수과학 분야에도 활용성이 있

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전/원자력환경기술원 주도로 수행중인 중저준위폐기물 처

분사업의 안전성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며, 현상규명을 위한 실험적 방법론이 

평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술 이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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