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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알파폐기물 소각․고화기술개발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60년대 중반 IAEA에 의해 소각이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 처리 및 

처분기술의 하나로 그 효용성이 언급된 이래 원자력 산업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있어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미 기술 

개발되어 상업운전중인 베타/감마 핵종 함유 폐기물 소각공정과 달리 알

파 핵종을 함유한 폐기물 (알파폐기물) 소각공정은 무시할 만한 수준의 

알파폐기물만 베타/감마 폐기물과 함께 소각처리하고 있을 뿐, 상당량의 

방사능을 가진 알파폐기물은 방사선적 안전을 고려한 사항과 폐기물 중 

함유된 유해 중금속의 처리 및 임계안전성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재용 

공정에서 발생되는 알파폐기물은 기존의 원자력발전소 발생 폐기물과는 

특성이 매우 다르므로 이들 특성을 고려한 소각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

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부분 연구의 목적은 개선된 고온처리 공정기술인 

방사성 핵종의 공정내 분포 모델 및 휘발성 중금속의 고온 흡착장치 개발

을 위한 것이다.

원자력시설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성 기체폐기물은 그 화학성분이 다양하

므로 각 성분의 특성에 적합한 각각의 처리방법이 필요하다. 더구나 원자

력시설의 사고시에는 방사성 기체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계통 조건도 고온, 고습도로 달라지게 되어 이에 상응할 수 있도록 방사성 

기체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 방사성 기체폐기물의 발생 및 

이의 안전한 처리와 관련된 후행 핵연료주기 공정으로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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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IC(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tor)공정, 사용후

핵연료 차세대 관리공정 및 고온용융 전해분리공정을 들 수 있으며, 상기 

후행 핵연료주기 공정과는 별도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소각공정을 

들 수 있다. 이상의 후행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대표적인 

방사성 기체폐기물 종류로는 크게 준휘발성(semi-volatile)기체인 세슘/루

테늄, 휘발성 기체인 방사성요오드 그리고 트리튬, 14CO2 및 불활성기체인 

크립톤/제논 기체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알파폐기물 및 중저준위 방사

성폐기물 소각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배기체 내에는 입자상 물질 및 산성

기체(HCl, SOx, NOx), 준휘발성 중금속 입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방사성 기체폐기물(배기체)과 산성가스는 인체의 위해도가 매우 크

고 장치의 부식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위 환경과 작업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허용농도 이하로 필히 제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공정에서 발생되는 기체 핵종의 종류 및 양, 그리고 누

출율을 파악하고 제거효율, 재활용성, 처분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경

제성이고 효율적인 처리공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사용후 핵연료를 그대로 처분하는 것보다는 처리하여 에너지원으로 재

활용하고 이때 발생되는 방사능 준위가 높은 방사성 폐기물만 고화하여 

처분하는 것이 감용효과에 따른 처분장의 수명연장과 안전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용후 핵연료의 재활용시 발생되는 높은 방사선과 

열을 내는 방사능의 준위가 매우 높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나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알파핵종 함유 폐기물들은 안정성이 큰 매질로 고화 되어

야 하므로 장기간에 걸쳐 기계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내수성이 높은 고화

매질을 개발하고 또한 폐기물을 매질 내에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기술 및 

내구성이 높은 설비의 개발 등을 포함한 고화기술의 개발은 고준위 및 알

파폐기물의 관리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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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 1 부 : 알파폐기물 소각기술개발 

1. 알파폐기물 소각기술개발

•알파폐기물 발생량  및 소각공정 자료 분석으로 적정 소각처리 용량 

결정

•연소방식에 따른 배기체 발생량 및 농도 분석을 통해 배기체 발생량이 

최소가 되는 산소부화 소각방식을 선정하고, 알파폐기물 소각공정의 

설계개념 제시

•산소부화 연소실험장치의 설계, 제작하여 재순환식 산소부화연소의 안

정성 시험 및 폐지를 이용한 연소특성 실험

2. 핵종/중금속 고온 거동 및  흡착 연구

•4 종의 알파핵종 surrogate 및 비방사성 Co 및 Cs를 이용한 산소가 충

분할 때 및 부족할 때의 주요핵종의 거동특성 고찰을 위한 실험실 규

모 실험 및 해석

•Cs, Cd 및 Pb와 PVC를 주입한 모의폐기물의 실규모 시험소각을 통한 

휘발성 및 주입한 중금속의 입도별 분포특성에 미치는 PVC 향 고찰 

•Kaolinite를 이용한 Cd 및 Pb의 실험실 규모 고온 흡착실험 및 결과 

해석을 통하여 고온 흡착제 및 흡착장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온도, 증

기상 반응물의 농도와 확산저항의 향 평가 및 흡착반응기구 규명

•다종의 알루미나-실리카계 흡착제의 성능 비교를 통한 가드뮴 및 납의 

제거에 적합한 고온 흡착제의 제시 및 흡착제 시료의 분석을 통한 흡

착기구 규명

3. 실증용 소각시설의 실용화

•시험소각 결과에 기준한 방사학적 안전성 평가 

•시설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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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 배기체 처리기술 개발 

•알파폐기물 소각공정 발생 배기체 처리와 관련하여 산성기체(황산화물 

및 염화수소)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흡착매질을 이용한 제거성능 평가

를 수행하 다.

•후행 핵연료주기 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종류의 방사성 기체폐기

물에 대한 기존 처리기술 및 공정을 상호 비교․분석한 후, 고온공정

에서 방사성 요오드 처리 및 상온에서 14CO2 처리, 불활성 기체중 크립

톤 및 제논 기체처리를 위한 적절한 공정을 예비․선정하 다.

•선정된 후보공정을 바탕으로 고온공정 방사성요오드 및 
14
CO2, 불휘발

성 기체 중 크립톤/제논 기체 처리를 위한 각 기체별 처리매질 성능을 

예비평가하 다.

•고온공정 발생 방사성요오드 처리용 흡착제 시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 담체(13X, 실리카겔, 활성탄, Zeocarbon)를 이용한 은교환 

흡착제를 제조하여 예비 성능시험을 수행한 후 최적 흡착제 및 제조기

술을 확립하고, 비방사성 메틸요오드 및 방사성 메틸요오드 추적자를 

이용한 성능시험을 여러 운전조건에서 수행하 으며 최적 흡착제로 선

정된 AgX-10을 이용하여 장기 열화 및 NOx기체에 의한 피독 향을 

메틸요오드 제거 성능평가의 관점에서 평가하 으며 DUPIC 공정 적용

시 설계인자와 성능 안전성을 분석하 다.

•비방사성 CO2기체를 이용하여 무기흡착제 및 soda lime에 의한 운전변

수별 제거성능을 상호․비교하고 soda lime 이용시 반응매질 이용율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운전방식을 도출하 으며, 처리성능 증대을 위

하여 팽윤공정을 도입한 다공성 반응매질을 제조하고 이의 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여러 종류의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여 제논 및 수소 흡착평형 실험을 수

행하고 아울러 표면개질된 천연제올라이트를 이용한 크립톤 처리 예비 

성능시험을 동시에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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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성요오드 제거용으로 사용된 TEDA/KI 첨착활성

탄의 재활용 기초실험을 수행하 다.

제 3 부 : 고준위/알파폐기물 고화기술개발

1. 고준위폐기물 유리고화기술 개발

 •핵연료주기 발생 폐기물의 특성 파악

    - 소내에서 발생 가능한 고준위 폐기물 발생량 및 특성 조사

 •유리화 기술 개발

    - 실험실 규모 유리용융장치 제작

    - 유도 용융장치를 이용한 유리매질 용융특성 연구

 •고준위 폐기물용 유리매질 개발 및 유리특성 시험평가방법 연구

    - 고준위 폐기물용 붕규산유리 특성 및 물성시험법

    - HEPA 여과소재를 이용한 유리매질 제조법 및 매질특성 연구

 •세라믹계 대체 고화매질 제조에 관한 기초 연구

    - 인공암석 고화기술 현황 파악

    - 자발착화연소법을 이용한 인공암석 전구체 제조연구

2. 알파폐기물 상온고화기술 개발

 •시멘트매질 및 초임계유체의 특성 평가

    - 상온 고화매질인 시멘트와 초임계 이산화탄소의 특성 파악

•시멘트 매질의 제조,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개질반응

    - 시멘트 고화시에 소석회 및 물에 팽윤성을 나타내는 Na형 벤토나

이트를 첨가하여 다양한 조성의 시멘트 경화체 제조

    - 시멘트매질의 탄산화 반응실험을 위한 초임계 이산화탄소 이용 회

분식 및 순환식 개질반응 장치의 제작 

    - 반응조건 및 반응시간 변화에 따른 시멘트 매질의 개질반응 실험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탄산화 반응 전/후의 시멘트 매질의 특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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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산화 반응 전/후의 시멘트 매질 특성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도, 

압축강도, 기공특성, 결정특성 및 내침출특성 측정 실험 및 평가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제 1 부 : 알파폐기물 소각기술개발 

1. 알파폐기물 소각기술개발

국내에서 발생하는 알파폐기물의 발생량, 특성 등을 분석하여 배기체 

발생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산소부화 소각공정개념을 알파폐기물 소각공

정으로 선정하고 산소부화 연소특성 실험장치를 제작, 실험하여 얻은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알파폐기물 소각공정은 현시점에서 원전연료 제조단계에서 발생되는 

저준위 알파폐기물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알파핵종에 준하여 기 을 

유지하며 차폐는 베타, 감마 폐기물에 준하되 그 적정 처리용량은 50 

kg/h 규모이다.

•향후 배출관리 규제강화와 미개발 기술을 감안하고 특히, 분해효율이 

우수하면서 배기체의 발생량이 기존 공기소각에 비해 1/4 이하인 산소

부화 소각기술이 가장 유망한 기술이다.

•연소실 내 과열부 생성 방지 및 충분한 기체 유동장 형성을 위해 50% 

이상의 배기체가 재순환되는 산소부화 연소실험장치에서 종이류 폐기

물을 대상으로 연소특성실험을 수행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 소각기준온도 850℃이상에서 순산소로 소각할 경우 소각용량은 약 

24 kg/h (열용량은 320 MJ/h)로 설계 열용량의 90% 정도 다.

- 배기체 발생량은 공기 소각에 비해 3.5분의 1정도로 발생하 다.

- 공기 소각에 비해 배기체 중 일산화탄소(CO)의 농도는 50% 이하로 

발생하 으며, 질소산화물(NOx)의 상대적인 농도는 증가하 으나 

전체 발생량은 20% 이상 감소하 다.

- 연소 후 바닥재를 분석한 결과, 감용효율은 35%, 강열감량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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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더 우수하 다.

2. 핵종/중금속 고온 거동 및  흡착 연구

•알파핵종 surrogate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산소가 부족한 악연소 조

건에서도 U, Pu 및 Am 등의 알파핵종 들은 소각시에 대부분 소각재

중에 남거나 비교적 굵은 비산재에 포함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알파폐기물 소각공정의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될 주요한 인자들은 

연소로에서 핵종의 입자상 동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인 연소

가스의 유속 및 폐기물 매질의 분말화 용이성 등과 여과장치의 운전인

자가 된다. 그러나 알파폐기물에 Cs이나 다른 유해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면 휘발된 이러한 금속들의 냉각시 입도분포특성에 미치는 인자들

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KAERI 방사성폐기물 소각공정에서의 시험소각을 통하여 배기내에서

는 Cs, Pb 및 Cd 모두의 50% 이상이 1 마이크론 크기이하의 입자들

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폐기물에 염화물이 첨가될 

때는 이들의 소각로에서의 휘발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미세한 입자로

의 누적 입도분포율이 증가하고 있다. 비산재 입자내부의 Cd 및 Pb의 

농도는 표면 침적 모델(surface deposition model)에 잘 일치하 다. 

•고온 흡착 기초 실험을 통하여 전처리 가공된 카올린 입자는 2-3μm 

입자들로 큰 기공들을 가지면서 구성되어 있어 카드뮴 및 납 증기가 

쉽게 확산되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공내로 확산된 증기

상의 납 및 카드뮴 증기는 흡착제와 반응하여 불용성의 금속-무기질 

복합체를 형성한다. 따라서 작은 입자들과 큰 기공으로 구성되어 있는 

300-400μm 크기의 소결된 카올린 입자를 납과 증기의 흡착제거에 적

합한 소재로 제시할 수 있었다. 

•다종의 알루미나-실리카계 물질에 대한 증기상 납 및 카드뮴에 대한 

고온흡착실험을 통하여 알루미나를 제외한 다른 6가지의 시험된 광물

질에 포집된 납 및 카드뮴은 거의 물에 용출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내용출성과 흡착효율을 같이 고려하면 카드뮴에 대해서는 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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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과 샤모트(chamotte)가, 납에 대해서는 카올린과 파이로필라이트

(pyrophyillite)가 우수한 광물질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광물질에 의

한 카드뮴 및 납의 고온 흡착기구로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할 수 있었

다: (1)PbAl2Si2O8, CdAl2Si2O8 and Cd2Al2Si2O9와 같은 불용성 복합체

를 형성하는 화학반응; (2) 기체상 PbCl2 및 CdCl2의 직접 응축에 의한 

수용성 및 휘발성인 응축상 PbCl2 및 CdCl2의 형성; 및 (3) PbCl2 및 

CdCl2의 탈염화 산화반응에 의한 CdO 및 PbO의 형성 

3. 실증용 소각시설의 실용화 

•방사선 향 평가 

   소각시설 연도에서 반경 25m 경계로 설정된 제한구역경계 (EAB)에 

대해 XOQDOQ 코드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EAB에서의 개인별 방사선

량은 8.49 μSv/yr로 규제상의 기준치인 5 mSv/yr의 0.17%이었다. 또 가

상된 잠재적 사고로 소각로 폭발에 대해 방사선적 향평가를 수행한 결

과 소각로 폭발 2시간 동안 개인별 몸 전체에 피폭선량은 3.2 mSv로 과

기부고시 제96-5호에서 정한 기준치인 0.25 Sv의 1.3% 정도로 안전함을 

보 다. 

•실증소각시설 개선

- 소각시설 급배수 설비 및 사면 안전성 보강 공사

- 소각시설 제어용 그래픽판넬 설치

- 공정감시 계통의 자동화 개선

- 전원 및 신호선 원격감시 및 제어화

- 환경평가 EAB에 기준한 시설 주변 울타리 설치

4. 활용에 대한 건의

•산소부화 소각기술의 계속적인 연구개발 필요

   - 배기체 발생이 없는 무배출 소각기술

   - 유해 및 독성 폐기물용 고도 소각기술  

•개선된 고온 공정기술의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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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 핵종의 분배특성 예측 모델

   - 휘발성 중금속의 고온 흡착 기술

제 2 부 : 배기체 처리기술 개발

1. 산성기체 처리용 흡착제 개발 및 성능평가

•상용 제올라이트 네 종류에 의한 SO2 흡착성능은 NaX형 제올라이트

가 가장 우수하 고 주입농도 및 층 높이 변화에 따른 성능평가를 통

하여 SO2를 효율적으로 흡착제거하기 위해서는 최소 5cm 이상의 층 

높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화수소 제거용으로 제조된 여러 종류의 첨착활성탄 및 sodalime을 

사용하여 건조 및 습윤조건(상대습도 : 85%)에서 성능을 상호․비교한 

결과, NaOH-첨착활성탄의 흡착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습도 조건에서 염소기체 처리양은 건조조건보다 약 1.5∼2배 

높게 나타났으며, NO2기체가 흡착성능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았다. 

2. 고온공정 방사성요오드 제거용 시제품 개발

•고온공정 방사성요오드 제거용으로 제올라이트 및 실리카겔, 활성탄 

담체를 이용한 은교환 무기흡착제 제조기술을 확립하 으며, DUPIC 

공정적용을 위하여 13X를 담체로 선정하고 은함유량이 10∼30wt%인 

은교환 제올라이트(AgX)를 제조하 다

•SEM- EDAX 분석을 통하여 은교환율 측정결과와 무게증가에 의하여 

구한 은교환율 추정결과가 거의 일치하며 흡착제의 기공내에 균일하게 

은이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AgX의 온도변화에 따른 메칠요오드 제거성능 평가결과, 150℃∼250℃

범위에서 흡착성능이 가장 우수하 으며, AgX-10, 20, 30 wt% 흡착제

중 10wt%로 은교환시킨 경우(AgX-10) 고온에서의 요오드 제거성능이 

적절하고 흡착반응시 은이용율이 거의 10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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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X-10의 온도변화 및 농도변화에 따른 흡/탈착량 분석을 통하여 20

0℃ 부근에서 흡착된 요오드는 탈착율이 낮고 화학흡착 분율도 높아 

열적 안정성이 우수하 다. 

•실증시험용 AgX-10의 고정층 흡착 파과특성 시험결과, 층높이가 클 

경우 층 내부에서 흡착열에 의한 향으로 실험값과 계산값이 차이가 

났으며, 이러한 결과로부터 실제 운전시에 흡착층이 클수록 은교환흡

착제의 사용수명이 단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방사성 메틸요오드 추적자를 이용한 AgX-10 시제품의 운전변수별 실

증시험을 수행하 으며, 건조 및 습윤공기 분위기하에서 포집효율은 

온도 300℃를 제외하고 99.9%∼99.99% 범위를 보여주었다.

•DUPIC 공정의 배기체처리계통에 적용하기 위하여 5 kg UO2/Batch의 

핵연료 제조 운전조건을 기준으로 설계변수를 계산한 결과, AgX-10 

흡착제 약 200 g을 사용하면 제염계수를 103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약 

6 개월간 사용․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습도 50%,  NO2 주입농도 200ppm의 습윤공기하에서 AgX-10의 

장기 열화 및 NOx 기체에 의한 피독시 14주 시료의 효율은 99.95%로

서 흡착성능에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장기 피독시험 

결과, 10주 이후부터는 흡착효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16주 시료의 경우 

포집효율이 99%(DF=100)를 나타내었다.

3. 
14CO2 처리용 반응물질 제조 및 성능평가

•Soda lime의 제거성능은 활성탄, MS 13X 보다 약 10배 이상 제거성능

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대습도가 증가할수록 제거성능

이 증가함을 보 고 상대습도와 층높이와의 상관관계로부터 85% 습도

조건하에서 충전층 높이는 약 12cm 정도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Soda lime의 이용률 극대화를 위한 PDBS(Parallel Dual Bed System) 

장치 및 운전방식 변화 (SRO : Stop-Restart Operation)에 따른 제거

성능 평가결과, 50%의 습도조건에서도 고체매질의 이용률은 약 2배 증

가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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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slakedlime을 제조하기 위한 개선된 팽윤(swelling) 공정 방법을 

확립하 고, 최적 제조 조건은 온도 40℃, 농도 80 vol.% 초산수용액, 

팽윤기간 2일로서 팽윤율을 2.4∼2.5 까지 확보하 다. 제조된 반응물

질의 XRD 분석결과 Ca(OH)2 성분이 약 98%로서 매질의 순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높은 반응활성을 갖는 다공성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 고 약 700℃ 까지 열적으로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팽윤된 slaked lime은 soda lime 및 non-swelled slaked lime 보다 약

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크립톤/제논 불활성기체 처리 성능평가

•제올라이트계열에 의한 크세논 및 수소 흡착성능은 3A 및 4A보다 

13X의 흡착성능이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13X 기공내에 포집

한 후 격자를 축소시켜 저장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활성탄, 제올라이트 및 표면개질 천연제올라이트에 의한 크립톤 기체 

흡착성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사용된 첨착활성탄 재활용 공정개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된 첨착활성탄의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시료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최대 10
-13μCi/Kg정도를 나타내었다.

•TEDA 첨착활성탄의 유동층 탈착시 200℃이상의 높은 온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KI 첨착활성탄의 경우 아세토나이트릴 용액을 이

용할 경우 KI는 100% 탈착되었다. 아울러 재생된 TEDA 첨착활성탄

을 사용하여 방사성요오드 성능검사를 측정한 결과, 흡착효율은 최소 

99.5%(DF=200)로 나타났다.

제 3 부 : 고준위/알파폐기물 고화기술개발

1. 연구개발 결과

 가. 고준위 폐기물 유리고화 기술 개발

•핵연료주기 발생 폐기물의 특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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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핵연료 개발시, Fission-Moly 생산시 및 사용후 핵연료 특성 

파악시에 발생될 수 있는 고준위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평가하 다.

•유리화 공정기술의 개발

고준위 폐기물을 고화하는 매질로서 현재 상용화되어 쓰이고 있는 

것은 붕규산 유리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도 붕규산 유리를 용융시

켜 고준위 폐기물을 고정화할 수 있는 유리 용융장치인 고주파 유도 

가열장치를 제작하여 모의 유리매질을 대상으로 유도가열 대상금속, 

용융용 용기의 재질 등을 변화시키면서 유리매질의 용융실험을 실시

하 다.

•고준위 폐기물용 유리매질 개발 및 유리특성 평가방법 연구

유리의 특성과 각종 유리물성 시험법에 대한 조사, 유리고화체의 침

출현상과 이를 해석하는 방법들의 검토, 국외의 붕규산 유리매질 조

성을 파악하 다.  또한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되는 사용후 HEPA 여

과기의 여과매질은 주성분이 붕규산 유리로 되어 있어서 고준위 폐기

물용 유리매질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므로 첨가제의 종류와 양을 변화

시키면서 다양한 조성의 유리체를 제조하고 도, 열팽창특성, 미세경

도 및 PCT법에 의한 침출특성을 분석한 결과 외국의 고준위용 기본

유리매질에 손색이 없는 우수한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세라믹계 대체 고화매질 제조에 관한 기초 연구

유리는 인공적인 겔상의 매질이며, 유리고화 공정의 운전조건의 제한 

때문에 장기간 물과 접촉할 때 유리성분이 미량씩 물 속으로 녹아 나

와 방사성 물질도 함께 누설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천연

광물의 구성광물과 같게 합성한 인공암석으로 유리를 대체할 공정개

발에 앞서 인공암석의 조성 및 제조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자

연 착화연소 방법에 의해 Perovskite 분말을 제조하고 특성분석을 실

시하 다.

나. 알파폐기물 상온 고화(시멘트) 기술 개발

•수경성 시멘트 및 초임계 유체의 특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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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고화 처리에 많이 활용되는 portland 시멘트의 특성, 수화 및 

경화반응, 강도에 미치는 향들을 조사하 다.  또한 시멘트 매질 중

의 소석회 성분을 탄산화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초임계 이산화탄소의 

특성을 조사하 다.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시멘트 매질의 개질 및 특성 연구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아서 고화체의 내구성 저하를 초래하는 시멘

트 매질 성분인 portlandite (Ca(OH)2)를 초임계 이산화탄소(SCCD)를 

이용하여 calcite (CaCO3)로 전환시키고 고화체 내의 잔류수분을 제

거함으로써 고화체의 내침출성과 기계적 물성들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하 다.  SCC로 개질전 및 개질후의 시멘트 고화매질의 물성을 

측정하고 비교평가함으로써 SCC 개질반응 효과를 알아보았다.  물성

은 도, 압축강도, 열중량 분석을 통한 portlandite의 전환도, XRD 

분석 및 내침출성 등을 측정하 다.

- 초임계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에 의해 도의 증가를 보 으나, 

수화된 석회석의 생성으로 인해 반응시간의 증가에 따른 향

은 나타나지 않았다.

- 압축강도는 벤토나이트의 첨가에는 향이 거의 없고, 소석회가 

첨가되면 압축강도가 감소한다.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반응시키

면 압축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반응조건에 따른 차

이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탄산화반응은 매질 구성성분의 

용해도를 낮추어 주므로 장기적으로는 강도유지의 효과를 발생

시키며, 따라서 기계적 내구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 열중량 분석을 통해 소석회와 석회석의 정량화 방안을 정립하

다.  또한 1시간과 4시간의 반응시간에 따른 생성된 석회석의 

무게비가 크지 않았으나 반응후에 용해도가 소석회의 약 1/100 

정도인 석회석의 함량이 0.7wt%에서 4.2∼8.1wt%로 크게 증가

하여 고화체의 화학적 내구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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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석회와 벤토나이트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기공부피는 증가하

다.  특히 포틀란다이트에 의해 형성되는 0.07~0.2㎛의 기공은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탄산화반응을 시킬 경우에 크게 감소하

고 전체 기공부피도 최대 22%까지 감소하 다.  따라서 초임계

상 이산화탄소로 처리된 시멘트 경화체는 침출특성에 대한 확

산저항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인 폐기물의 고정화에 

향상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개질 전후에 주요 시멘트 고화매질 성분들의 누적침출분율은 K 

> Na > Ca > Al > Fe > Si > Mg > Ti 순으로 감소하며, 

모의핵종 및 유해중금속의 누적침출분율은 Cs > Pb > Cr > 

Co > Ce 순으로 감소하여 용해도에 지배적인 침출거동을 보

다.  또한 시멘트 고화체의 주요 침출기전은 확산이었다.

- 모의핵종 및 유해중금속의 내침출 특성은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반응 한 후에 2배까지 향상되었다.  내침출성은 소석회 첨가, 

벤토나이트 및 소석회를 첨가한 경우의 순서로 증가하 고, 반

응시간이 길어질수록 향상되었다.

 2. 활용에 대한 건의

고화기술개발연구는 1997∼1998년은 고준위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유

리고화 매질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폐기물(폐여과소재)을 활용한 유리

고화매질의 제조 및 특성평가와 용융장치의 제작 및 운전특성 연구를 

수행하여 제조한 고화매질의 우수성과 활용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1

차적 연구목표를 달성하 으나, 1999년에 RFP의 변경으로 인해 알파

폐기물의 상온고화매질 개발연구로 바뀌어 기존 시멘트 고화체의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로서 초임계유체를 이용한 첨단기술로 시멘트 매질을 

탄산화 개질시켜 특성평가자료를 확보하고 개질공정의 개발 가능성을 

파악하 다.  또한 모의고화체의 장기 침출실험을 통해 침출특성의 평

가, 예측기술을 확보하는 등 소기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 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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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두 매질간에는 특성평가기술을 제외하고는 매질 제조기술 및 공정

장치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진에서 수행한 고화기술 

연구는 고준위 및 알파폐기물의 고화기술을 각각 2년씩에 걸쳐 연구개

발한 결과이며, 연구과제의 연속성과 상호 연계성이 미약하다.

고화기술 연구에서 개발한 고화체 제조 및 특성평가기술은 현재 진행

중인 TRIGA원자로 해체 및 제염복구사업과 소내에서 추진중인 변환

시설 환경복원 사업시 발생되는 각종 방사성폐기물의 고화처리에 즉시 

적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침출성이 중요시되는 독성이 강한 산업계 

지정폐기물의 고화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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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Thermal Conditioning Technology for 

Alpha-Contaminated Waste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Since IAEA suggested that an incineration is one of the useful 

technologies in treatment and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from 

radioisotope users in 1960s, the incineration has been a important 

technology in treatment of radioactive wastes from nuclear industries.  

Incineration of beta/gamma wastes has been developed already and 

used commercially now, but that of alpha-contaminated wastes (alpha 

wastes) contained only negligent amount of alpha-nuclide have been 

thermally treated with beta/gamma wastes.  The incineration of alpha 

wastes contained considerable amount of alpha nuclides is still studied, 

because there are some considerations on radiological safety, treatment 

of heavy metals in waste, and criticality concerns in design and 

operation.  Especially, alpha wastes from pyrochemical process of spent 

fuel are different from those of nuclear power plants, these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in development of alpha waste 

incineration process. The purpose of the second part study is to 

develop some advanced high-temperature technologies, such as 

radionuclide partitioning model and high-temperature volatile metal 

sorption. 

Radioactive gaseous wastes generated from the nuclear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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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 various chemical component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develop optimal treatment technology for each component considering 

its characteristics. In certain contingencies of nuclear facilities the 

generation of radioactive off-gas increases and also the variation of 

system conditions are liable to shift to high- temperature and humidity. 

In orter to control this, available treat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designed for this purpose. The back-end nuclear fuel 

cycle process are generally categorized by the DUPIC(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 process, the next generation 

storage process of spent fuel and the high-temperature molten 

electrolytic process, including the incineration process of the 

intermediate- and low-level radioactive wastes as a separate one. 

Radioactive off-gases, which are respectively Cs/Ru as semi-volatile 

gases, iodine as a volatile gas, 
3H(Tritium), 14CO2 and Kr/Xe as noble 

gases, are generated from the back-end nuclear fuel cycle process. 

Specially aerosol matters, HCl/SOx/NOx as acidic gases and 

semi-volatile heavy-metal particles are contained in off-gases from the 

incineration process of alpha-bearing wastes and the intermediate- and 

low-level radioactive wastes. In order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the workers from these off-gases, which have the highly hazardous 

effect on the human body and induce the corrosion of nuclear facilities, 

all these off-gases have to be removed under the acceptable level of 

concentration.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most 

efficient treatment technology, it should be also the most economical, 

considering the removal performance, the waste recycling and the 

safety of disposal.

Spent fuels would be reused as energy sources through proper 

processing rather than be disposed of directly.  This would en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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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reduction effect and disposal safety if we handle only high 

level or alpha-contaminated radioactive wastes generated from spent 

fuel processing facilities.  High-level waste, which is high in 

radioactivity and emits heat, and alpha-contaminated waste should be 

stabilized with highly leach-resistant and thermally stable solidification 

agents to secure the long-term integrity.  In this view point, it is 

necessary to develop solidification matrices which possess superior 

mechanical properties and high leach-resistance for longer time.   At 

the same time, development of solidification process which can 

manufacture homogeneous final waste forms and has higher durability 

(corrosion resistant) is required.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PART I : Alpha-contaminated Waste Incineration Technology

1. Alpha waste incineration process

•Determination of optimum incineration capacity by analyses of alpha 

waste generations and incineration processes

•Selection of oxygen enriched incineration technology which 

minimizes the off-gas volume by analyses of off-gas volume and 

concentrations according to combustion mode, and  suggestion of 

design concept for alpha waste incineration process

•Design and construction of oxygen enriched combustion equipment, 

stability test of oxygen enriched combustion with recycle of off-gas, 

and trial burn test with paper wastes

2. High-temperature behavior of hazardous and radioactive metals, and 

sorption of volatile metals at high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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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investigation of the volatility and conversion of 4 kinds 

of alpha surrogates, cobalt and cesium at high-temperatures up to 

1,500℃ under oxygen-sufficient and oxygen-deficient atmospheres, 

and the impact of organic and inorganic chlorines on the volatility 

of uranium surrogate (Nd), cobalt and cesium.

•Trial burn tests using simulated wastes spiked with Cs, Cd and Pb, 

and chlorines (PVC) to investigate volatility and final mass size 

distribution of spiked metals.

•Packed bed sorption test for capture gas-phase cadmium and lead 

chlorides using kaolin particles to investigate the mechanisms and 

the kinetics of cadmium and lead capture at high temperatures. 

•Packed bed sorption tests for seven mineral sorbent ranging from 

nearly pure silica to alumina in capturing cadmium and lead 

chlorides at high temperatures.

3. Improvement of DSIP for practical use

•Radiation dose assessment

•Improvement of DSIP

PART II :  Development of the Off-gas Treatment Technology

•Evaluation of the adsorption capacity of SOx/HCl as acidic gases, 

related to off-gases generated from the incineration process of 

alpha-bearing wastes, on various sorbents, 

•Analyzing and comparing treatment technologies and processes for 

various radioactive gaseous wastes including noble gases and 

semi-volatile gases generated from nuclear fuel cycle, and selection 

of the optimal treatment process for radio-iodines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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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temperature process, 
14
CO2 treatment in a room temperature 

and Kr/Xe as noble gases,

•Evaluation of the removal performance of chosen adsorbents for 

each off-gases, which are radio-iodines in a high-temperature 

process, 
14CO2 and Kr/Xe, in the base of selection of available 

adsorbent,

•In order to develop the optimal adsorbent for treatment of 

radio-iodines generated from a high-temperature process, 

preparation and perfomance test of a siver-exchanged adsorbent 

using various supporters(13X, silica gel, activated carbon and 

Zeocarbon), and carrying out the perfomance test of this optimal 

adsorbent using non-radiological methyliodine and a radiological 

methyliodine tracer under several operation conditions. Identification 

of the toxic effects of long-term thermalization and NOx on the 

removal of methyliodine by AgX-10 as an optimal adsorbent 

selected, and analysis of the design parameters and the safety of 

perfomance in the application of AgX-10 to the DUPIC process,

•Comparing the removal perfomance of soda lime and inorganic 

adsorbents for non-radiological CO2 in each operation parameters of 

process, the improvement of a CO2 removal system for the 

utilization of regenerative sorbent use, specifically developing its 

modified column design(parallel dual-bed assembly) and stop-restart 

operation. And preparing a highly active slaked lime as an 

adsorbent for CO2 to develop the modified swelling process and 

equipment, the investigation of CO2 removal capacity using swelled 

slaked l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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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ying out the experiment of Xe and H2 adsorptions by various 

zeolites and the perfomance test of Kr treatment by the surface 

modified natural-zeolite,

•Performance of the principal experiments for recycling of activated 

carbon through the desorption and re-impregnation process of 

TEDA/KI-impregnated carbon as a removal sorbent for organic 

radioiodines.

PART III :  Development of High-Level/Alpha-Contaminated 

Waste Solidification Technology

1. Development of Vitrification Technology for High-Level Wastes

  A. Characterization of radwastes arising from nuclear fuel cycle

- Survey on the amount and characteristics of high-level wastes 

that can be generated at KAERI site.

B. Development of vitrification technology

- Manufacture of lab-scale glass melting unit

    - Study on the glass melting characteristics with high frequency 

induction melter

C. Research on manufacture and assessment of borosilicate glass

- Characteristics of and test methods for borosilicate glass

    - Manufacture and characterization of base-glasses made with  

used HEPA filter media and inorganic additives

D. Basic research on the fabrication of candidate ceramic matrices

- State-of-the-art on the Synroc (Synthetic rock) solidification 

technology

-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Synroc precursor made by a 

self-sustaining combus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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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velopment of Cement Solidification Technology for Alpha- 

Contaminated Wastes

  A. Characterization of cement and supercritical fluids

- Survey on the characteristics of hydraulic Portland cement and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SCCD)

B. Fabrication and carbonation reaction of cement matrices 

- Fabrication of various cement matrices with an addition of 

slaked lime or Na-bentonite

- Manufacture of a batch and a recirculation type SCCD treatment 

process

    - Experiments on the carbonation of cement matrices in a batch or 

a recirculation type SCCD treatment process under various 

conditions

C. Characterization of cement matrices

- Characterization of cement matrices before and after SCCD 

treatment (density, compressive strength, pore distribution, XRD 

pattern, and leach resistance)

IV. Results and Proposal for Further study and Applications

PART I : Alpha-contaminated Waste Incineration Technology

1. Alpha waste incineration process

Oxygen enriched incineration concept, which minimizes the off-gas 

volume, is applied to an alpha waste treatment technology by analysis 

of alpha waste generation and characteristic.  And trial burn in oxygen 

enriched combustion process with paper wastes was performed.

•Considering that all alpha wastes from nuclear fuel fabrication 

process are low level, alpha waste incineration process is desir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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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tightness and shielding be kept to alpha waste and a level of 

beta/gamma waste, respectively, and its optimum capacity is about 

50 kg/h.

•The optimum incineration process is oxygen enriched incineration, 

which considers tighter regulation in future and newer technology, 

especially destruction and removal efficiency, and reduces an 

off-gas production up to a quarter compared to air combustion.

•The results from trial burn in oxygen enriched combustion process, 

which equipped with a recycling unit more than 50% of off-gas to 

prevent from hot spot formation and to give sufficient gas 

momentum, with paper wastes are as follows;

•The capacity of incinerator with feeding temperature of 850℃ is 

about 24 kg/h (thermal capacity of 320 MJ/h), which is about 90% 

of design capacity.

•The off-gas production reduces up to 1 to 3.5 compared to air 

combustion.

•The concentration of carbon oxide (CO) reduces below a half 

compared to air combustion, and a relative concentration of nitrogen 

oxide (NOx) increases but total amount of NOx reduces more than 

20%.

•The analysis of bottom ashes shows that volume reduction and 

thermal reduction efficiencies are higher of 35%, 10%, respectively, 

than those of air combustion.        

2. High-temperautre behavior of hazardous and radioactive metals and 

sorption of volatile metals 

•The results of laboratory investigation using surrogate metals 

suggested that most of the alpha radionuclides may partition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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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 ash or the entrained coarse fly ash particles even under the 

worst-case waste combustion condition such as chlorinated waste 

combustion. Thus the important parameters to be investigated for 

the development of alpha-bearing waste incineration technology are 

the parameters that affect the entrainment of particulate in 

combustion device, such as the propensity to the fragment of the 

waste matrix and combustion gas velocity and filtration equipment 

operating parameters. When the significant quantity of cesium is 

included in the waste, other parameters that effect the formation of 

fine particles from the volatilized cesium in the off-gas system 

must be considered. 

•It was found from the trial burn tests at KAERI radwaste 

incineration plant that regardless of the chlorine content and metal 

kind, more than 50% of the spiked metals were distributed in the 

submicron size range of particles. The addition of chlorine increased 

the cumulative faction of the metals spiked in smaller particles as 

well as the metal volatility. The concentration of cadmium and lead 

in the fly ash particle followed the surface deposition model. 

•A calcined kaolin particle is comprised of 2-3 μm grains separated 

by large pores, through which the cadmium and lead vapor easily 

diffuse. Diffused cadmium and lead chlorides react with sorbent to 

form water insoluble metal-mineral complexes(PbAl2Si2O8, 

CdAl2Si2O8 and Cd2Al2Si2O9). As the findings herein indicate, 

calcined kaolin particle of 300-400 μm having large pore volumes 

and small grains are suited as sorbent for the capture of cadmium 

and lead vapors from hot flue gas. 

•Except for pure alumina, all tested six sorbents having mineral 

spectrum range from pure alumina to pure silica hav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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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s to capture gaseous cadmium and lead compounds because 

they were good for limiting leachability of captured lead and 

cadmium species. Combining the two sorbent criteria of increased 

metal uptake on sorption and reduced leaching by TCLP, kaolin and 

chamotte appeared to be the most-promising sorbents for cadmium 

capture, and kaolin and pyrophyllite for lead capture.  Three 

cadmium and lead capturing mechanisms could be suggested: 1) 

chemical reaction to form water-insoluble complexes (CdO·SiO2, 

PbO·SiO2, CdO·Al2O3·2SiO2 and PbO·Al2O3·2SiO2); 2) direct 

condensation of gaseous chloride to form water-soluble and volatile 

condensate (CdCl2 and PbCl2) on sorbent surface; and 3) The 

formation of water insoluble metal oxides (CdO and PbO) via 

dechlorination of gaseous chloride.

3. Improvement of DSIP for practical use

•Radiation dose assessment

- Radiation dose assessment for routine releases on annual basis 

by XOQDOQ code shows that an individual radiation exposure at 

exclusion area boundary, positioned at 25 m from stack, will be 

8.5 μSv/yr, 0.17% of regulation limit, 5 mSv/yr.

- Radiation dose assessment for potential accidental release by 

explosion on short-term, 2-hours, basis reveals that an radiation 

exposure for whole body will be 3.2 mSv, 1.3% of limit on 

Notice 96-5 b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mprovement of DSIP

- Installation of water supply and drain line and reinforcement of 

an incline stability

- Establishment of incinerator-controlling graphic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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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960년대 중반에 국제원자력위원회(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에 의해 소각이 방사성 동위원소 (Radioisotope; RI) 폐기

물 처리 및 처분기술의 하나로 그 효용성이 언급된[1-1,1-2] 이래, 많은 

기술개발을 거치면서 현재는 원자력 산업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처

리에 있어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가 되었다.  소각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가연성 고체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기 성분을 화학적으로 기체상

태로 바꿈으로 높은 감중 (10:1 정도) 및 감용 (100:1 정도) 효과를 얻는 

것이다.  폐기물은 열에 의한 화학반응을 통해 비반응성의 안정한 물질로 

변하여 다음 관리단계(예, 안정화, 수송, 저장, 처분)에 있어 더 용이하게 

취급될 수 있다. 

소각이 오랜 시간동안 일반 도시 및 산업 폐기물 처리에도 활용되어 

널리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성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여러 가지 문

제로 인해 미세 분진 및 가스상 물질로 인해 오염을 더 확산시키는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연소방식을 개

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소각 배기체를 처리하는 기술에 대해 많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현재 원자력기술 자립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

개발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TRU 등과 같은 장수명 알파 핵종을 함

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도 반휘발성, 염화물, 산화물 또는 중금

속과 혼재된 혼성폐기물 (Mixed waste)로 발생하고 있어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에 비해 보다 효

율적이고 안전한 감용 처리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안정성 확보

에는 알파핵종으로 인한 작업자의 피폭 및 방사선적 안전관리 측면 외에



1-2

도 휘발성 및 반휘발성 중금속이나  핵종들이 함유된 배기체의 처리도 중

요하며 때로는 임계안전성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미국과 독일은 극저준위 

알파폐기물에 대해서는 베타/감마 폐기물과 함께 소각하여 감용하기도 하

는데 일반 중,저준위 알파폐기물은 별도의 알파폐기물 처리용 소각로를 개

발하고 있거나 시험 중에 있다.

알파폐기물 소각기술은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목적 외에도  

부피가 큰 플루토늄(Pu) 함유 가연성 폐기물 중의 Pu를 회수하는 공정의 

한 부분으로서 감용 후 소각재 중에 남는 Pu를 회수하는 곳에 활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 그 규모는 임계안정성을 고려하여 처리용량이 20 kg/h 이

내이다.  이러한 유용한 자원의 회수 측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준위

와 중,저준위로 구분된 처분장 조건을 고려하면 폐기물 중의 주요 관리대

상이 되는 알파핵종 성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처분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그 경제적 가치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제 1단

계의 연구에서는 알파폐기물 소각의 단위공정을 이해하고 그 기초기술을 

개발하여 실험실 규모의 알파 소각공정을 설계, 건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각운전특성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소각 등과 같이 방사성폐기물이나 혼성폐기물을 고온에서 열을 이용하

여 처리할 때, 그 유해성이 줄어들거나 소멸되지 않는 방사성 핵종이나 유

해중금속의 공정내 분배(partitioning characteristics) 특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소각공정의 정상운전 및 가상사고시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대기환경배출을 포함한 소각공정의 각 단위공정으로 배분되

는 방사성 핵종의 분배특성에 기준을 둔 위해성 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는 것을 우리는 베타-감마 소각공정의 실용화를 통한 경험으로부터 잘 알

고 있다. 

방사성 핵종들의 소각공정에서의 분배 특성은 각 핵종의 소각로에서의 

휘발성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소각시에 대상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핵종 및 유해중금속들은 대부분 소각로 하단의 소각재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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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로에서 배기체 처리공정으로 흘러나가는 배기체내 비산재나 증기로 배

분된다. 휘발 경로에 의해 배기체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이나 유해중금속 

중 휘발성 중금속이나 핵종들은 마이크론 크기이하의 미세한 입자상 물질

로, 입자상 비발동반에 의해 배기체에 포함된 핵종들은 상대적으로 큰, 수

십 마이크론 정도의 큰 입도크기로 배기체내에 결국 존재하게 된다. 미세

한 입자로 존재하는 소각로에서 휘발한 중금속이나 핵종들은 고성능의 여

과장치로도 충분히 제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소각대상폐기물이 독성의 

또는 방사능을 띤 중금속들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휘발조건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알파폐기물에 포함될 수 있는 우라늄, 플루토늄, 아메리슘 등을 대

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surrogate 중금속들을 이용한 실험실 규모의 

연소실험을 통하여 고온의 다양한 소각조건에서의 알파핵종 및 주요 

베타/감마 핵종의 반응성과 휘발성을 고찰하 다. 특히 염소의 존재 

및 산소의 결핍조건과 같은 악조건에서의 휘발성을 고찰하여 폐기물 

소각시에 주요핵종들의 소각공정내 분배특성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

을 예측하고자 하 다. 또 소각로에서 휘발되어 고온에서 증기상으로 

존재하는 핵종이나 중금속들을 배기체가 냉각되어 미세한 입자로 생

성되기 전에 제거할 수 있는 고온 흡착장치의 개발을 위한 실험연구

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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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소각로 설계개념 비교/선정 및 연소거동 

분석

제 1 절    알파폐기물 소각공정 분석

국내에서 추진중인 원자력기술의 자립을 위해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단계 또는 이들 기술이 활용되는 시점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폐

기물은 대부분 알파핵종을 함유하고 있어 고도의 봉 및 원격제어기술이 

고려된 처리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을 소각하는 경우 다량의 배기체 

및 분진을 발생하게 되므로 작업자의 내부피폭을 최소화하기 하기 위한 

계통 설계 및 구조 차원의 고려사항 외에도 보다 높은 제염계수를 가진 

배기체 처리설비가 필요하다. 

1. 알파 및 베타/감마 폐기물 소각공정 비교

가. 알파폐기물의 특성

알파 핵종을 함유하거나(Alpha bearing) 알파 핵종으로 오염된

(Alpha-contaminated) 폐기물을 '알파폐기물'이라고 부르며, 주로 핵연료

의 제조 및 재처리, 알파 핵종으로 오염된 시설의 해체, 그리고 기타 알파 

핵종을 함유한 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적으로 방사성물질에 대해 반감기 20년 이상

의 알파선 방출 핵종 농도가 4,000 Bq/g 이상이고 열발생률이 2 kW/m
3이

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2-1], 일반적으로 국제원자력위원회(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는 하나 이상의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 핵

종(대개 악티늄계 원소)이 규정치 이상으로 함유된 폐기물을 알파폐기물

로 정의하고 있다[2-2].

외국의 경우 알파폐기물은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천

층처분을 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심지층 처분할 고준위 알파폐기물과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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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처분할 알파폐기물에 대해 각각 정량적인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은 알파폐기물을 초우라늄 (TRansUranic; TRU) 폐기물로 부르면서 반감

기가 20년 이상이며 원자번호가 92 이상의 핵종 농도가 3.7 kBq/g 이상인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는 알파폐기물 및 비알파폐기물로 분류하

고 알파폐기물의 경우 고형화된 폐기물에 대해 0.37 GBq/t 이하만 천층처

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은 알파폐기물을 플루토늄(Pu)으로 

오염된 물질로 정의하고 Pu폐기물과 같이 관리하고 있다.  천층처분을 하

지 않는 나라의 경우 처분장의 안전성 평가를 기준하면 따로 알파폐기물

을 분류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예로 독일은 폐기물을 단지 2가지로 구분

하여 열 발생 또는 열 비발생 폐기물 (Heat and non-heat generating 

wastes)로만 관리하고 있다[2-2].

미국의 상용 재처리공장의 하나인 Barnwell Nuclear Fuels Plant 

(BNFP)에서 1983년도에 발생한 알파폐기물의 양과 그 조성을 살펴보면 

사용후 핵연료의 피복관 (Hull), 잡고체, 폐 HEPA여과기, 손상된 장비, 시

료분석 폐기물 및 불화물 고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중 잡고체, 시

료분석 폐기물 및 HEPA여과기는 소각처리가 필요하다.  전체 발생되는 

알파폐기물의 75% 정도가 근접취급이 가능하며 그 나머지는 폐기물 용기 

표면에서의 방사선량이 200 mR/hr 이상으로 원격취급이 필요하다.  표 

2-1에 소각 대상이 되는 HEPA여과기, 잡고체 및 시료분석 폐기물의 평균

적인 조성을 실었다.  이러한 조성으로부터 소각실험에 이용될 수 있는 전

형적인 모의 알파폐기물의 조성은 표 2-2와 같다.  또, 상용 재처리공장에

서 발생되는 알파폐기물 중에 함유되어 있는 주요 핵종의 예상농도는 표 

2-3과 같다.

프랑스 원자력위원회 (COMMIARIAT A L'ENERGIE ATOMIQUE)가 

분석한 프랑스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알파폐기물의 성분별 평균 발생량은,

PVC, PE 55%

Latex, neoprene 35%

Cellulos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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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BNFL 발생 알파폐기물의 평균 조성

폐기물 형태 성  분 조성, wt%

 폐여과기

 나무

 금속

 유리매질

52

 8

40

 잡고체/시료분석 폐기물

 가연성폐기물

   플라스틱/고무류

   의복/나무류 

   종이류

  

 비가연성폐기물

   금속류

   유리

26.7

26.7

26.7

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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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모의 알파폐기물의 조성

폐기물 성분

폐기물 조성, wt%

잡고체
시료분석 

폐기물

HEPA

여과기

가연성 폐기물

 Paper

 Rags

 Wood

 Neoprene

 Latex

 Polyurethane

 Polyethylene

 PVC

33.2

15.2

15.6

11.6

8.1

    -

8.5

7.8

16.4

7.5

7.9

7.0

4.0

     -

6.6

3.0

    -

    -

    -

    -

    -

15.0

    -

    -

소    계 100.0 52.4 15.0

비가연성 폐기물

 Carbone steel

 Stainless steel

 Glass

-

-

  -

32.1

11.8

3.7

    -

54.0

31.0

소    계     0 47.6 85.0

합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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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상용재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알파폐기물의 핵종 농도

 핵  종

잡고체/시료분석 폐기물, 

g/kg Waste

폐여과기, 

g/kg Waste

Darr et al.

(1983)

US DOE

(1979)

Darr et al. 

(1983)

US DOE

(1979)

 Cs

 Mo

 Sr

 Zr

 Rare Earths

 Actinides + U

   7 x 10-4

   6 x 10-4

   2 x 10-4

   6 x 10-4

   1 x 10
-2

   18

   1 x 10-5

   2 x 10-5

   6 x 10-6

   2 x 10-5

   5 x 10
-5

   3.5 x 10-2

   9 x 10-2

   7 x 10-2

   2 x 10-2

   8 x 10-2

   1.7

   35

   9 x 10-4

   1 x 10-3

   3 x 10-4

   1 x 10-3

   4 x 10
-3

   1.4

 폐기물 발생률   12 kg/MTU   196 kg/MTHM   13 kg/MTU   22 kg/M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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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들의 평균 방사능은 약 7.5 x 10
9
 Bq/kg (0.2 Ci/kg)으로 100 L 

드럼에 담겨서 관리되고 있다.

나. 알파 및 베타/감마 소각공정 비교

가연성 알파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기술은 1970년대 초부터 개발

되기 시작하 으며, 다음 2가지의 용도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하

나는 중,저준위 알파폐기물을 무기물 안정화시키고 그 부피를 줄이는 감용

을 목적으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각 후 잔재물 중에 함유된 플루토늄

(Pu)을 회수하는 공정에 있어 처리할 알파폐기물의 부피를 줄여 보다 용

이하게 Pu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소각기술이 개발되어 왔다

[2-3,2-4].  일반적으로 알파폐기물 소각로는 베타/감마 폐기물 소각로에 

비해 그 처리용량이 작으며, 특히 Pu를 회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알파소각

로의 경우 상당한 농도의 Pu가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계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하므로 그 규모는 더욱 작게 되어 대개 1 ∼ 20 kg/h 

정도가 전형적인 규모이다[2-3].

중,저준위 베타/감마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에 이용되는 소각로형에 대해

서는 참고문헌 [2-5]에 잘 나타나 있다.  알파폐기물을 열처리하는 경우 

베타/감마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에 비해 작업자의 방사선적 안전성이 더

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가능한 조업이 단순하고 잘 알려진 공정

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외국의 원자력 선진국에서 알파폐기물의 소

각에 활용되고 있거나 연구개발중인 공정을 기존의 베타/감마 폐기물 소

각공정과 비교하여 간단히 요약하면 표 2-4와 같다.

다. 알파폐기물 소각시설 소요비용

미국 에너지성 (Department of Energy; DOE)은 1992년에 “폐기물 

관리시설 비용 정보(Waste Management Facility Cost Information; 

WMFCI)”라는 보고서[2-6]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 저장 및 처분하는 

26가지의 시설에 대해 예상소요비용(Planning life-cycle cost)을 추정하여 



표 2-4. 알파 및 베타/감마 폐기물 소각공정 비교  

항 목 알파폐기물 소각공정 베타/감마폐기물 소각공정

소각용량

대상폐기물

배기체 처리

제염계수

 -알파핵종

 -반휘발성 핵종

 -비휘발성β/γ

작업자 안전성

기술개발단계

1)감용처리용: 중,대용량

2)알파핵종 회수용

  -소용량 : 1~ 20 kg/h

저준위 알파폐기물

주로 습식

10
8 이상

10
5 이상

108 이상

호흡피폭

실증단계

중,대용량

(50 kg/h 이상)

중,저준위 및 

액체/가연성

건식, 습식

   -

10
3 이상

105 이상

외부 피폭

상업화 단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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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 다.  여기서 모델로 삼은 소각로는 고정로 또는 로타리킬른형에 

배기체 처리는 물과 혼합된 석회를 이용하는 습식이며, 전체 소각시설에는 

폐기물 분쇄, 소각재 고화, 액체폐기물 처리 및 고화후 포장/세척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  알파폐기물 소각공정의 공정도는 그림 2-1과 같으며, 이 

공정도에 대해 3가지 규모 (소각용량이 4, 29, 57 ft3/h, 폐기물의 평균 

도는 35 lbs/ft3)에 대해 소각시설 운전인원, 그리고 20년간 운전할 경우 

소요비용은 각각 표 2-5, 2-6과 같다.

2. 국내 알파폐기물 발생량 분석

 국내의 경우 알파폐기물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

한 알파폐기물의 발생량을 산정하기 어렵다.  현재 중수로형 원전연료를 

제조하는 시설에서 우라늄 핵종을 포함하는 폐기물이 년 평균 약 400 드

럼 (200 리터 드럼 기준) 이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 중 약 100드럼/년 정

도가 가연성 폐기물이며[2-7,2-8] 그 특성은 표 2-7과 같다.  이미 발생되

어 저장중인 알파폐기물은 KAERI의 변환공정시설 및 정련공정시설의 운

전 또는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장갑, 비닐, 휴지, 목재 등이 약 800드럼 정

도인데 함유된 핵종은 U-238, U-235 가 UO2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평

균 표면선량은 4.15μSv/h 정도이다[2-9,2-10].  현재는 KAERI의 경, 중

수로 연계핵연료주기 기술개발, 원자력 신소재개발 및 소멸처리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조사 후 시험시설 및 하나로 등에서 알파폐기

물이 소량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 개발이 이루어

짐에 따라 알파폐기물 발생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요약

하면 아래와 같다.

- 소내 가연성 알파폐기물 저장량 : 약 800드럼

- 현재 소내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 : 약 350드럼/년

- (주)원전연료 가연성 알파폐기물 저장량 : 약 600드럼

- 현재 (주)원전연료 가연성 알파폐기물 발생량 : 약 100드럼/년

- 향후 국내 알파폐기물 예상 발생량 : 약 300드럼/년



그림 2-1. 미국의 표준 알파소각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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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0 0 8 2 5 3 1 5 0 1 0 5 2 3 2 4 8

2 0 0 0 1 6 5 0 6 2 0 0 2 1 0 4 6 4 9 6

7 8 9 1 0 1 1

W a te r
L im e  &
W a te r

M ix tu re
O ff -G a s S lu d g e T re a te d

W a te r

8 9 1 9 2 8 9 8 2 1 8 6 1 9

5 9 4 2 6 1 9 0 6 2 4 7 1 2 3 8 1 2 6

1 1 8 8 4 1 2 3 7 9 1 3 0 9 5 2 4 7 6 2 5 2

1 2 1 3 1 4 1 5 1 6

A sh T re a te d
O f f-G a s B in d e r T r e a te d

W a te r

S o lid if .
W a s te
O u tp u t

1 8 1 5 2 5 3 7 7 7 8 7 4

1 1 8 1 0 1 6 5 2 4 9 5 1 8 3 4 9 3

2 3 6 2 0 3 3 0 4 9 8 1 0 3 6 7 9 8 6

1 7

D ru m .
W a s te

7 4

4 9 3

9 8 6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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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알파폐기물 소각시설 소요 운전인원

Unit Process Small Medium Large

- 폐기물 준비/투입

- 소각로

- 고화 준비/공급

- 고화공정

- 드럼 포장/세척

- 배기체 처리

- 석회 준비/공급

- 액체폐기물 처리

- 결합제 저장/공급

- 전기 분배 및 모터 제어실

- 가열, 배기 및 배출

- 기타 장비

10

10

2

3

0

2

2

4

2

1

2

6

13

13

4

5

0

4

2

4

4

2

4

10

19

16

4

7

0

4

4

4

4

4

4

14

총 계 43 6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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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알파폐기물 소각로 운전 소용비용 (20년 운전기준)

Cost Small Medium Large

- Life cycle cost ($ x 1,000)

- Capacity (lbs/h)

- Total volume (ft3 x 1,000)

- Unit cost ($/ft
3)

364,648

150

364

1055.22

536,989

1,000

2,304

233.07

732,819

2,000

4,608

159,03

Basis) Average density of waste ; 35 lbs/ft3

20 years operation and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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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주)원전연료발생 알파폐기물의 특성

  

‘88 ‘89 ‘90 ‘91 ‘92 ‘93 ‘94 ‘95 ‘96 합 계

드럼수     27     85    101     94     87     89     82     71    140    776

부피 (m
3
)     5.4    17.0    20.2    18.8    17.4    17.8    15.4    14.2    28.0   154.2

U-weight (g)    3,666   29,272   45,816   58,317   72,211  101,904   64,219   78,173   90,702  544,280

방사능량(MBq)    2,468    3,522    4,669    5,799    7,561    5,248    1,583    8,307   3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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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이후 사용후 핵연료 이용기술 활용시)

3. 국외 알파폐기물 발생량 분석

외국의 경우 알파폐기물은 핵연료의 제조 및 재처리, 알파핵종으로 오

염된 시설의 해체, 그리고 기타 알파핵종을 함유한 물질을 취급하는 과정

에서 발생된다.  알파폐기물 발생원으로 가장 큰 것은 핵연료 재처리 및 

MOX (Mixed Oxide) 연료 가공인데 이들 공정에서 발생되는 고체 알파폐

기물의 일반적인 특성 및 발생량은 참고문헌 [2-7]에 자세하게 기술하

다.

4. 국외 알파폐기물 소각로형 분석

가. 소각로형 분석

  알파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베타/감마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에 비

해 작업자의 방사선적 안전성, 호흡으로 인한 피폭 방지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조업이 단순하고 잘 알려진 공정이 많이 적용되고 있

다.  현재 외국의 원자력 선진국에서 알파폐기물의 소각 및 열처리에 활용

되고 있거나 연구개발중인 공정에 대한 상세한 비교를 이미 수행하여 보

고서로 발간하 다[2-7].  미국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 선진국의 경우 공기

제어형, 공기과잉형 및 로타리킬른형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었으며, 실

제 운전경험을 통해서도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운전경험상의 고려 사항

    '87년부터 이루어진 실험실용 소각공정 개발, '91년부터의 실증용 

소각공정의 개발과 운전, 인허가를 통해 얻어진 문제점 등에 관해서는 

KAERI의 연구보고서에 자세히 검토되어 있는데[2-11], 그 중 주요한 것

은 다음과 같다.

- 수직 원통형 연소로 하단에 설치된 개폐식 재수거부

- 화격자의 부재로 초기 폐기물 적재 후 공기제어식 운전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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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연소실의 추가 연소기능 미약

- 연소로 내로 누설되어 주입되는 공기량 과다

- 배기체 중 수증기가 포대여과기에서 응축되어 기기 부식

- 외부 배출되는 전체 배기체량의 과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베타/감마 폐기물 소각로에 비해 핵종의 외부 유출 

위험성을 더욱 최소화하여야 하는 알파폐기물 소각로의 방사선적 안전성

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전

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위험성은 조업의 단순함, 봉기술의 확보 및 배기

체 처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더욱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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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알파폐기물 소각로 용량 및 소각특성 분석

1. 알파소각공정 적정 처리규모

현재 알파폐기물 소각로는 2가지의 서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중,저준위 알파폐기물을 감용 및 무기물 안정화시켜 처분하기 위

해, 다른 하나는 소각 후 잔재물 중에 함유된 U, Pu 등 유용성분을 회수

하기 용이하도록 부피를 줄이기 위함이다[2-3,2-4].  외국의 경우 많은 방

사성폐기물이 베타/감마 핵종이 포함된 알파폐기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따로 분류하여 별도의 소각로에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소각공정의 차폐기준은 베타/감마 폐기물에 맞추고 알파 핵종의 누설을 

방지하는 기준은 알파폐기물에 맞추어 설계, 건설하여 운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처리용량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소각용량은 약 50 kg/h 이상이 보통

이다.  이에 반해 알파폐기물 중에 존재하는 U, Pu를 회수하기 위해 사용

되는 알파소각로의 경우 상당한 농도의 Pu가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계문제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므로 소각용량 20 kg/h 이하가 

일반적인 규모이다[2-3].

우리나라의 경우 중수로형 원전연료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필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용성분이 없어 현재로서는 따로 유용성분 회수만을 목

적으로 하는 소각로의 필요성이 적으며, KAERI에 저장중인 알파폐기물이 

대부분 베타/감마 폐기물과 혼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베타/감마 폐기물

을 소각하여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안전성을 지닌 알파폐기물 소각로가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소각공정으로 판단되었다.

○ 처리대상 폐기물의 현재 발생량

- 소내 발생 잡고체폐기물 저장량 (2000년 11월기준) : 2,160 드럼

. 전체 중 알파폐기물량 : 약 800 드럼

. 현재 가연성 잡고체 폐기물 발생량 : 350 드럼/년

- KNFC 발생 잡고체폐기물 저장량 : 600 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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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발생량 규모 : 100 드럼/년

- 소내 발생 및 알파핵종을 함유한 폐기물 발생량 : 450 드럼/년

○ 향후 알파폐기물 발생량 전망

- 알파소각로 기술개발이 완료될 시점에서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주

기공정 (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DUPIC), 소멸처리 

공정, 액체 금속로 및 사용후 핵연료 이용과제가 실용화되면 약 300드럼/

년 정도의 알파핵종 함유 폐기물 발생이 예상됨

○ 소각로 규모 산정 기준

- 현재 소내에서 발생되어 보관중인 폐기물의 많은 양이 알파 및 베

타, 감마 핵종이 혼합하여 발생된 상태 그대로 저장 관리하고 있어, 독일

의 경우와 같이 이들 폐기물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알파소각로에 베타, 

감마선을 고려한 차폐기능을 보완한 소각시설에서 처리함

- 연간 소각대상 폐기물 발생량 (드럼당 평균 도 : 0.5 g/cm
3 )

. 현재 발생량 기준(KNFC 포함) : 450 드럼

. 향후 소내 발생량만 기준 (KNFC 제외) : 650 드럼

. 향후 발생량 전체 기준 : 750 드럼

- 소형소각로 소각시간

. 6시간/일, 200일/년 가동 (착화 및 재배출시간 제외)[2-12]

   (450~750 드럼 x 100 kg / 200 d = 225 ~ 375 kg/d

 225~375 kg/d ÷ 6 h = 37.5 ~ 62.5 kg/h

- 기술 개발할 알파소각로 소각용량은 50 kg/h 규모가 적정함

○ 기타 소각규모 결정의 기술적, 경험적인 사항

- 기 발생되어 보관 및 저장 중인 폐기물을 전부 처리할 것을 감안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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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시설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배기체 처리시설 및 방사선 감시장비들과 인허가 비용 등을 고려하면 폐

기물 당 처리 및 운전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됨.  따라서 처리용량이 200 

kg/h 이하인 소형 소각로의 경우 보다 큰 소각로가 더 경제적임.

- 소각로 용량의 경우 규모 이하로 운전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각용

량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것은 연소온도의 상승 및 이로 인한 질소산화물

의 증가, 불완전 연소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2. 알파폐기물 소각특성 분석

원전연료제조 단계 (KNFC)에서 발생하는 우라늄 함유 방사성폐기물은 

금속물, 콘크리트, 폐필터, 석회 침전물, 합성물 및 잡고체 등 6가지로 분

류되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발생량은 표 2-8과 같으며, 이들 폐기물 중 

합성물 및 잡고체로 분류된 것만을 소각할 수 있다.  소각 가능한 합성물, 

잡고체 폐기물을 구성하는 주요 폐기물 종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

여 각각 1 드럼씩을 개봉하여 제염지(킴타올즈), 비닐류, 마스크(1회용 

tyvek), 섬유류(면장갑, 방호복) 및 방호화로 분류하고 이들 각각에 대해 

무게를 재어 그 구성비를 결정하 다.  분류된 시료에 대해 다시 소량을 

취하여 각각에 대해 공업분석, 원소분석 및 열량을 측정하 으며 그 결과

는 표 2-9와 같다.



표 2-8. (주)한국원전연료 발생 우라늄 함유 폐기물 발생량 (단위; 200리터 드럼) 

     

      

   주요성분 

년도

금속물 콘크리트 폐필터 석회침전물 합성물 잡고체 합 계

금속, 유리 Lime stone

Neoprene, 

PE,PVC, 

고무호스

방호복/화, 

마스크, 장갑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0

  9

 5

 7

 6

 6

48

32

78

61

0

0

1

0

0

0

4

0

13

4

21

44

79

319

238

191

137

274

231

98

0

4

7

46

71

60

44

47

39

58

0

4

3

5

5

5

3

5

10

19

27

85

101

94

87

89

82

71

140

59

48

146

196

471

407

351

318

429

511

299

발생량 합계

감용처리

‘97 저정량

       252

         0

       252

22

0

22

1,632

103

1,529

376

0

376

59

12

47

835

261

574

3,176

376

2,800

드럼당 

무게(kg)
250 250 25 250 8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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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가연성 알파폐기물의 연소특성 분석 결과 

폐기물

종류
구성비

공 업 분 석 치 원 소 분 석 치
열량

(kcal/kg)
수분 휘발분

고정
탄소 재 C H O N S Cl Etc.

제염지

비닐류

마스크

섬유류

방호화

0.35

0.1

0.2

0.3

0.05

0.06

0.04

0.10

0.10

0.04

0.93

0.95

0.89

0.80

0.76

0.00

0.00

0.00

0.09

0.17

0.01

0.01

0.01

0.01

0.03

0.78

0.51

0.81

0.49

0.71

0.13

0.08

0.13

0.07

0.12

0.08

0.06

0.05

0.40

0.10

0.00

0.00

0.00

0.03

0.00

0.00

0.00

0.00

0.00

0.02

0.00

0.34

0.00

0.00

0.02

0.01

0.01

0.01

0.01

0.03

10,770

10,840

10,890

4,480

7,070

평균치

 -구성비고려

 -건조기준

 -재제외

0.077

-

0.877

0.950

0.035

0.038

0.011

0.012

0.669

0.677

0.107

0.108

0.169

0.171

0.009

0.009

0.001

0.001

0.035

0.035

0.012

-

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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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알파폐기물 소각로 설계개념 비교 및 선정

1. 소각방식에 따른 배기체 발생량 및 농도 분석

배기체 관리 및 발생량 저감 차원에서 검토한 방안 중 하나가 산소부화 

소각기술 (酸素富化 燒却技術; Oxygen Enriched Incineration; OEI)인데, 

여기서 산소부화는 폐기물의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공기 중 산소의 구성

비인 21% 이상으로 최고 100%의 순 산소까지 만든 것을 말한다.  이 기

술은 오래 전부터 금속 및 광물질 산업에서 연소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해왔던 기술인데 소각에의 적용은 유해성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괴

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최근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알파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배기체는 잠재적인 확산 가능성을 가

진 방사성 기체폐기물로 보고 처리해야 한다.  보다 고농도의 산소를 이용

함으로 배기체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알파 핵종 누설방

지 (alpha tight)가 필요한 알파폐기물 소각기술에 있어 매우 큰 장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적용하기로 하 다.

(주)한국원전연료에서 발생하는 알파폐기물을 대상으로 소각로에서 완

전연소가 이루어지며 연소에 필요한 산화제 공급 외에는 외부 공기 유입

이 없다고 가정하고 산화제로는 공기 또는 고농도의 산소를 이용하여 소

각할 경우에 대해 이론적인 계산을 수행하 다.  연소에 필요한 공기량 또

는 산소량을 변화시키면서 연소실을 단일 또는 2중으로 하여 물질 및 열 

정산을 통해 계산하여 폐기물 kg당 발생되는 배기체의 양 및 예상 소각온

도를 표 2-10에, 배기체의 농도를 표 2-11에 각각 나타내었다.  2중 연소

실 소각로의 경우 연소에 필요한 과잉공기계수는 일차 연소실로 유입되는 

공기에 대해서 적용한 것이며, 후연소실을 1,100 또는 1,200℃로 유지하기 

위해 LPG를 사용하는 조연버너를 가동하는 것으로 하 다. 

본 연구팀이 개발한 베타/감마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2중 연소실에서 

공기과잉계수, m=2로 공기를 공급하여 연소시켜 1차 연소실 온도가 90

0℃, 2차 연소실 온도가 1,100℃로 유지하여 연소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표 2-10. 소각로 운전모드에 따른 예상 소각온도 및 배기체 발생량

공기 소각로 산소부화 소각로

단일연소실 소각로
2중 연소실

소각로

100% 산소

부화 소각

고순도 산소

이용(m=2.0)

m=1.5 m=2.0 m=2.5 m=2.0 m=2.5 m=1.5 m=2.0
70%

산소

50%

산소

소각온도 (℃) T1=1200 T1=950 T1=800
T1=900

T2=1100

T1=1000

T2=1200
- - - -

배기체량

(Nm
3
/kg-waste)

<상대비교값>

12.06

<3.9>

15.86

<5.2>

21.86

<7.2>

29.83

<9.8>

36.53

<12>

3.05

<1>

3.83

<1.3>

5.18

<1.7>

6.97

<2.3>

주) m : 공기과잉계수 = 실제 공기(산소)량 / 이론적 필요 공기(산소)량

T1 : 일차 (또는 단일) 연소실 소각온도, T2 : 이차 연소실 소각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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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소각로 운전모드에 따른 예상 배기체 조성

공기 소각로 산소부화 소각로

단일연소실 소각로
2중 연소실

소각로

100% 산소

부화 소각

고순도 산소

이용(m=2.0)

m=1.5 m=2.0 m=2.5 m=2.0 m=2.5 m=1.5 m=2.0
70%

산소

50%

산소

배기체 조성 

CO2 (%)

H2O (%)

N2 (%)

O2 (%)

SO2 (ppm)

HCl (ppm)

NOmax (ppm) 

9.9

9.9

73.5

6.5

30

1730

620

7.6

7.9

74.5

9.9

20

1310

170

6.5

7.3

75.0

11.1

20

950

120

7.4

8.8

74.7

9.0

10

700

430

7.8

9.6

74.6

8.0

10

570

690

39.3

34.1

0.2

25.8

120

6840

-

31.2

27.1

0.1

41.0

90

5440

-

23.1

20.0

26.1

30.3

70

4020

-

17.2

14.9

45.1

22.5

50

2990

-

주) m : 공기과잉계수 = 실제 공기(산소)량 / 이론적 필요 공기(산소)량

NOmax : 평형상수로부터 계산된 농도로 실제 소각 시는 계산 값의 약 1/3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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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식에 비해 순산소를 이용해 산소과잉계수, m=1.5로 단일연소실에서 

소각할 경우 소각 배기체는 약 1/10 정도만 발생하며, 단일연소실에서 

m=2.0로 연소하는 소각방식에서 비해서도 약 1/5 정도만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렇게 배기체 발생량이 감소하는 효과 외에도 소각로 운전 

시 유입되는 질소가 없으므로 배기체 중에는 질소산화물이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으나, 전체 배기체 발생량이 크게 감소함으로 인해 나머지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2.  산소부화 소각기술 분석

미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는 기존의 일반 소각

기술 보다 독성 및 유해 폐기물 처리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혁신적인 

열처리기술 10가지를 선정하 는데[2-13] 그 중의 하나가 “산소부화 소각

기술”이다.  산소는 그 자체가 연소하지 않지만 연소속도를 크게 가속시키

는 강한 산화제로 화학 반응성이 매우 크다.  대부분의 연소공정에서는 연

소반응에 필요한 산소를 공기로 공급되는데 공기는 부피 기준으로 약 

21%의 산소와 79%의 질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산소부화 소각기술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여 기술현황분

석보고서 [2-14]로 작성한 바 있으며, 여기서는 보고서의 내용 중 산소부

화가 소각에 미치는 효과와 산소부화 소각기술의 장단점에 대해 요약하여 

기술하 다.

가. 산소부화 효과

1) 연소효율 증대

연소공정의 에너지원으로서 이용되는 화염온도가 높을수록 연소

효율이 높아지므로 연소에 사용되는 연료는 주어진 조건에서 도달이 가능

한 최고의 온도가 되는 상태로 연소시켜야한다.  연소반응에 있어 최고 온

도는 연료와 산화제 모두 희석성분이 없는 화학 양론비 조건에서 가장 많

은 연소열을 발생하도록 반응시켜야 얻을 수 있다.  산소부화한 상태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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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키면 연료와 산소간의 연소반응에 희석제로 존재하는 질소의 양이 감

소하고 산소 및 연료의 분압이 높아지므로 반응 속도는 산소부화 정도에 

따라 증가한다.  이렇게 연소반응 속도가 증가하면 연소 온도 및 효율이 

증대하고 열 전달속도도 커지게 된다[2-15].

2) 인화성

연소반응에 있어 산소부화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 산화제 내 산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료에 대한 인화성 한계 범위가 증대된다.  연료-

공기 혼합물의 하한 인화성 한계(희박한계)는 산소부화율에 거의 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희박한계 이상의 과잉산소는 질소처럼 열 흡입체 

(heat sink)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상한 인화성 한계 (농후한계)는 

산소부화에 따라 크게 확대된다.  버너와 관련지어 볼 때 인화성 한계가 

확대되면 보통 화염안정성이 증가한다.  상한 한계값이 변화한다는 것은 

연료가 농후한 혼합조건에서도 연료나 폐기물의 연소가 일어남을 의미한

다.

3) 단열화염온도 (Adiabatic flame temperature)

단열화염온도란 단열용기에서 완전 연소되고 해리가 일어나지 않

는 조건으로 연소반응이 일어날 때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말한다

[2-16].  공기 대신 산소부화 기체로 연소시키면 희석제인 질소를 연소온

도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열 손실이 작아지고 따라서 발생된 모든 열은 보

다 적은 양의 연소가스에만 한정되므로 단열화염온도가 크게 증가한다.  

저 농도 산소부화 역에서는 1%의 산소농도 증가에 따라 약 50℃ 정도

의 화염온도 증가가 일어난다.  화염온도의 증가속도는 산소부화 정도에 

따라 점차 감소하다가 고 농도 산소부화 역에서는 사라진다.

이러한 현상에는 2가지 주요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산소부화율이 1% 

증가함에 따라 제거되는 질소의 양이 고 농도 산소부화 역에 도달할수

록 감소하고, 둘째는 고온에서 CO2와 H2O의 흡열 해리반응이 크게 증가

하기 때문이다.

4) 이용 가능한 열 (Available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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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반응에 있어 질소는 화염온도를 낮추는 것 외에 현열을 연도 

외부로 옮겨 손실시키는 역할도 하므로 연소효율이 감소한다.  “이용 가능

한 열”이란 연료로 유입되는 총괄 열량에서 배기체와 함께 배출되는 열량

을 뺀 것으로 정의된다[2-17].  연소효율은 이용 가능한 열과 관련되므로 

공기 중 연소가 최소 효율이 되고 순 산소 중 연소가 최고 효율이 된다.  

산소농도를 단지 35%까지만 부화시켜 연소시킬 경우에도 일반 공기로 연

소할 경우에 비해 이용 가능한 열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5) 연소속도

연소온도가 높으면 연소속도 역시 항상 높아진다.  반응속도가 

절대온도에 대해 지수함수이므로 공기를 대신하여 산소를 사용하면 많은 

화학공정들의 속도가 상당히 크게 증가한다.

6) 점화온도

공기 대신에 산소를 이용하는 경우 연료의 점화 온도는 약 5 ∼ 

70℃ 정도 낮아진다.  자연발화온도 역시 일반적으로 약간 낮아진다.  낮

아지는 정도는 연료에 따라 달라지나 대개 가스상 연료보다 액상 연료에 

있어 더 뚜렷하다.  산소부화 공기로 연소하는 경우 점화온도가 낮아지는 

정도는 산소의 농도가 작아짐에 따라 감소한다.

7) 화염속도

화염이 전개되는 속도 (화염전면의 가스가 전개되는 빠르기를 산

화제 혼합물을 통하여 전파되는 빠르기로 나눈 것, 때로 연소속도라 불리

기도 함)는 공기가 산소부화됨에 따라 크게 증가한다.  공기 연소의 경우 

가장 낮은 화염속도는 모든 종류의 연소에 있어 ∼ 0.2 m/sec 정도이다.  

수소를 산소와 양론비로 혼합하여 연소시키면 가장 높은 화염속도를 보인

다.

나. 배기체 발생량

산화제에서 질소가 줄어든 만큼 연소가스의 양도 줄어든다.  메탄과 

프로판 연료에 대해 공기를 산소로 대체하여 연소할 경우 주어진 연소속



1-31

도에서 공기를 사용할 경우에 비해 배기체 발생량은 70% 이상 감소한다.  

순산소 중에서 메탄을 연소시키면 단지 1/10 정도의 연소가스 만을 발생

하면서도 같은 정도의 이용 가능한 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연소

가스의 감소는 소각시설에서 배기체 처리설비가 차지하는 규모나 비율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다.  공기를 산소로 대체하여 연소가스의 

양이 감소함으로 가스의 배출 유속은 거의 10 배정도 감소하는 이점도 있

다.  따라서 소각로 내에서의 체류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파괴/제거효

율 (Destruction and Removal Efficiency; DRE)도 증가하게 된다.  가스 

유속이 작으면 동반 이월되는 비산재도 적어져 입자상 물질의 배출도 감

소하게 되므로 이들을 제거하는 설비로 인한 비용도 절감된다[2-17].

다. 배기체 조성

산소부화 소각 시 발생되는 배기체 특성은 공기 중에서 연소되는 

경우 발생되는 배기체에 비해 그 조성이 다르다.  공기와 함께 연소되는 

메탄의 배기체는 양론적으로 질소 71%, 이산화탄소 10%, 수분이 19%인 

반면, 산소와 함께 연소되는 경우 이산화탄소가 1/3, 수분이 2/3 정도 발생

할 뿐이다.  이러한 배기체 조성의 변화는 공기 중에 포함된 비반응성 물

질인 질소가 감소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이산화탄소와 수분의 생성량

은 동일하다.

산소와 함께 연소되는 경우 배기체에서 수분을 제거한다면 훨씬 더 적

은 양의 이산화탄소만 남게 되고, 만약 이를 적절한 방법에 의해 포획하거

나 반응시켜 제거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배기체의 발생이 없는 소각공정이 

가능하다.  또,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 및 황 산화물이 존재할 경우 질소에 

의해 희석되는 공기 중의 연소에 비해 산소 중 연소 시에 더 높은 농도로 

배출되므로 보다 더 쉽게 제거될 수 있다[2-15, 2-18].

라. 질소산화물[13]

폐기물 소각에 있어 높은 DRE를 얻으려면 연소온도 및 공기과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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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높게 하고 체류시간을 더 길게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DRE를 크게 하는데 유리하지만 질소산화물 (NOx) 생성도 증가시키게 된

다.

높은 화염온도에서 존재하는 2가지의 경쟁적인 효과로 인해 NOx 생성

속도는 질소농도가 낮아짐에 따라 포물선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산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열화염온도는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NOx 생성은 

더 촉진되지만 NOx 생성에 필요한 질소도 감소한다.  2가지 효과가 결합

하여 NOx 생성이 최대가 되는 곳은 약 60% 산소농도이다.  100% 산소농

도에서는 질소가 전혀 없으므로 이론적으로 질소산화물은 생성되지 않는

다.

마.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CO)는 폐기물 소각 시 많이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현재

의 일반적인 배기체처리설비에서는 저감시킬 수 없는 물질이다.  소각로에

서 CO가 발생되는 주요 원인은 열분해로 생성된 가스상 물질의 불완전연

소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CO농도 1%를 1 ppm까지 저감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공기 과잉비가 1.5인 경우 0.001초 정도로 짧은 편이므로 

CO가 생성되는 원인으로 산소와 열분해 생성물의 불완전한 혼합이나 외

부로부터 찬 공기의 유입으로 인한 연소로 벽의 급냉 때문인 것으로 보고

되기도 한다[2-19].

이렇게 불완전한 연소에 의해 CO가 과도배출 (transient emissions)되

는 것은 소각운전에 있어 중요한 실패운전의 하나이다.  보통 고열량의 폐

기물이 소각로에 투입될 때 특히, 로타리킬른 소각로에 간헐적으로 투입될 

경우 때때로 소각로에 공급되는 산소량을 초과하는 불안정한 열분해 생성

가스가 방출되는 과도연소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순간적인 산소부족 

조건은 불완전 연소 생성물 (products of incomplete combustion; PICs), 

특히 CO 방출의 원인이 되는데, 이를 “순간방출 (puffs)”로 부르며 최근 

불완전 연소의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2-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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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산소부화된 상태에서 연소실의 산소 분압을 증가시키면 일시적인 산소

결핍 조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2-21].  이러한 CO Puffs를 감소시키

기 위해서는 단순히 산소부화된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 보다 고급 제어기

술과 연동된 산소농도 감지 및 동적 주입이 더 효율적이다[2-15].  이러한 

사실로부터 CO puffs 현상의 주요한 원인은 고온의 연소조건에서 폐기물

이 열분해되어 생성된 가스와 산소의 불완전 혼합임을 알 수 있다.

바. 산소부화소각의 이점

1) 소각처리용량 증대[2-13, 2-15, 2-22∼2-26]

산소부화 공기를 이용함으로 소각처리용량이 개선되는 정도는 각

각의 소각방식이 갖고 있는 제한사항의 특성에 따라 좌우된다.  일반 소각

공정에서 볼 수 있는 제한사항은 연료 및 공기 공급계통의 용량한계와 대

기오염 물질의 제어장치를 포함한 배기체 취급계통의 용량제한이다.  공기

를 산소부화하여 공급하면 같은 양의 연료를 주입할 경우에 비하여 산화

제나 배기체의 부피가 크게 감소하므로 이러한 문제들은 매우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특히 보조연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저 발열량 폐기물의 

경우 그 이득은 상당히 크다.

대부분의 고온로에서 열이 전달되는 주요 방식은 고온의 연소 생성물로

부터 주위의 내화벽으로의 가스 복사와 발생된 열로의 재복사이다.  가스 

복사의 강도는 가스의 온도와 CO2, H2O 및 검댕 (soot)의 함수일 뿐 아니

라 복사되는 가스의 부피에 크게 향을 받는다.  화염의 부피는 대개 전

체 로에 비해 작은 부분이므로 복사가 지배적인 로의 처리용량을 개선시

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은 화염온도를 국지적으로 증가하는 것보다 전체를 

균일하게 증대시킴으로 열전달이 일어나는 구역에서 평균적인 가스온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2) 소각성능 개선[2-15, 2-24, 2-25]

산소부화를 통해 화염온도가 증가하면 산화속도가 개선되므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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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DRE를 얻을 수 있는 현상은 아직 자세히 밝혀지진 않았다.  그러나, 

1,100℃이상의 고온에서의 연소반응은 매우 작은 반응 속도보다 산소와 생

성물간의 물질전달 과정 (즉, 분무화, 증발 및 혼합)의 속도저하 때문에 크

게 제한 받는다.  그러므로 높은 운동량과 알맞은 온도를 지닌 화염이 소

각에 더 유리하며 실제로 공기를 사용하여 잘 운전되는 소각공정의 경우 

약 1,000∼1,200℃의 온도에서 매우 높은 DRE를 얻을 수 있다[2-15].

3) 연료 절감[2-13, 2-15, 2-22∼2-27]

천연가스와 찬 공기로 운전되는 재래의 소각로의 경우 연료가 발

생하는 열량의 약 50∼70 %가 배기체의 현열로 손실된다.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산소로 대체하면 연도로 배출되는 가스에 포함된 질소가 감소된 

것에 상응하여 현열 손실이 매우 작아진다.  연도배출 가스의 온도가 증가

할수록 그 온도이상에서 일정량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연료가 더 많

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차이는 산소의 함량이 작아질수록 더욱 커지게 

된다.  연도배출가스 내 산소과잉이 같이 증가할 때 공기/연료 계통의 연

료효율은 산소/연료 계통에 비해 훨씬 빨리 저하한다.  결과적으로 공기를 

산소로 대체함으로 얻는 연료절감은 연도배출가스 내 산소과잉 정도가 높

을수록 더 커지게 된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소부화에 따라 

소각처리용량의 증대까지 고려하면 연료절감은 더욱 커지게 된다.

4) 분진의 동반배출 감소[2-15, 2-22, 2-23, 2-28]

분진이 동반 배출되는 문제는 입자크기, 분진 특성 및 연소로 내

에서 공기역학적 거동과 관련되어 있어 산소부화로 인해 분진의 동반배출

이 감소되는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산소부화 공기를 

사용함으로 연소가스 발생량이 적어지고 따라서 연소로 내 가스의 공탑속

도가 줄게 되어 결국 분진의 동반배출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동반배출 

분진의 감소는 2차 연소실을 갖춘 일반적인 소각공정에서 일어나는 슬래

그(slag) 형성을 줄게 한다[2-20, 2-28].  일단 슬래그가 생성되면 이를 제

거하기 위해 소각시설 운전을 멈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산소부화 소각공

정에서는 공기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소각 보다 연속운전시간 (on-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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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이 훨씬 더 길어진다.

5) 기타 장점[2-25, 2-26]

모든 연소공정은 실제 운전에 있어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제한사

항을 안고 있다.  즉, 배기체 취급 용량, 보일러가 있는 경우 수증기 용량, 

그리고 구조물 재질이 가지고 있는 온도 제한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송풍

기의 용량 때문에 연소로에 공급하는 연소공기의 양이 제한 받기도 한다.  

산소부화는 연소공기의 부피 유속을 변화하지 않고 계통에 더 많은 산소

를 공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더 많은 산소공급이 가져오는 효과는 이미 

언급한 바 있으며, 결국 이 효과는 폐기물 소각의 입장에서 표 2-12와 같

은 경제적, 환경적인 이득으로 나타난다.

3.  산소부화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가. 산소부화 소각공정의 문제점

폐기물 연소에 있어 필요한 산화제를 공급하는 방식이 공기에서 산

소로 대체하면 연소반응 시 화염온도가 너무 높아 내화재에 손상을 가져

오는 화염 주위의 과열부(hot spot) 생성 문제와 질소산화물의 발생 증가

라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산화제로 순 산소를 사용하더라

도 실증규모의 소각공정에서는 질소가 포함된 공기의 유입을 완전히 배제

시키기 거의 불가능하므로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증가할 수 있다.  HCl도 

배기체 부피감소에 따라서 농도가 증가한다.  이 외에도 버너로 유입되는 

기체량이 줄어듦으로 연소로 내의 기체 운동량(gas momentum)이 작아지

고 따라서 혼합 및 순환 속도가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효율적인 열전

달, 균일한 가열 및 부분적인 과열부 생성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나. 배기체 재순환 공정

메탄을 연료로 공기 중에서 연소시켜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

온도는 약 1900
oC 정도이고, 산소 중에서는 약 2800oC 정도이다.  이는 질

소가 담당한 비활성 희석제로서 화염온도를 낮추는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



표 2-11. 산소부화소각 적용시 이득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폐기물 처리용량 증대

열효율의 증가

수증기 생산 증대

송풍기 용량제한 해결

오염물질 처리설비 감소

소각재의 완전 연소화

탄화수소 감소

일산화탄소 감소

유연성 및 조절 능력 향상

저 발열량 폐기물 소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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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순 산소만으로 연소가 이루어질 때 연소온도는 매우 상승하

게 되며 특히, 버너 화염이 직접 닿는 부분은 크게 손상된다.  이러한 문

제는 연소반응에 의해 생성된 배기체를 재순환하여 연소실로 다시 주입하

면 연소로 내의 산소농도가 크게 낮아지므로 화염온도의 하강으로 해결될 

수 있고, 결국 질소산화물의 생성 역시 줄어들게 된다.

다. 수분의 응축제거 공정

연소실로 재순환되는 재순환용 배기체를 제외한 나머지 외부 배출 

배기체는 습식 처리장치를 통과하면서 배기체 중에 존재하는 수분을 제거

하도록 하면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배기체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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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알파폐기물 소각공정 개념도

1. 알파폐기물 소각공정 주요 설계개념

배기체의 발생량을 공기를 사용하는 일반 소각공정에 비해 약 1/4까지 

줄일 수 있어 소각 배기체에 의한 외부 확산 및 배출 가능성을 크게 줄이

고 그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순 산소를 산화제로 이용하는 산소 소

각로를 택하 다.  산소 소각로는 2개의 원통이 위, 아래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옆으로 누운 형태를 취하는 2중 연소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연소

실에 설치된 버너는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산소버너로 NOx 생성을 최소화

하는 산소버너를 설치하여 운 한다.  폐기물 공급은 일정한 크기로 미리 

포장된 폐기물을 램피더(Ram feeder)를 이용하여 공급하되 1차 연소실 내

부에서 이미 연소가 많이 진행된 폐기물을 재회수부 쪽으로 어주는 역

할도 하도록 해야 한다.  폐기물 연소에 필요한 산소는 1차 연소실의 경우 

바닥을 제외한 원통 주위를 따라 접선 방향으로 주입되도록 하되, 실제 폐

기물 소각이 이루어지는 화상 근처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산소 랜

싱(Lancing)을 사용하고 1차 연소실의 건조구역(Drying zone), 점화 및 연

소구역(Ignition and firing zone), 그리고 재 생성구역(Ash burn-out 

zone)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공급되도록 한다.  연소에 필요한 충분한 체

류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2차 연소실에는 혹,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미연 휘발분의 추가 연소를 위해 가동하는 산소버너를 추가로 

설치한다.  산소공급용 노즐과는 별도로 1차 연소실내 과도한 온도상승으

로 인한 과열부 생성을 막고 순 산소만을 사용함으로 인해 연소 가스량이 

크게 감소하여 충분한 열전달 및 대류, 확산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고성

능 공기여과기를 거친 후 습식세정탑으로 연결되는 배관에서 배기체의 일

부를 다시 1차 연소실로 재순환하여 공급되도록 한다.  

폐기물에 포함된 핵종 및 중금속은 고온의 흡착 및 반응처리를 통해 안

정된 화학반응 생성물로 전환시켜 제거하는 설비를 설치하여 제거한다.  

고온 흡착/제거장치를 지나면서 핵종, 염화물 및 중금속 등이 일차 제거된 



1-40

배기체는 공기를 이용하는 냉각기를 거치면서 고온용 포대여과기의 운전

이 가능하도록 더 낮추어 포대여과기와 고성능 공기여과기를 통과시키도

록 한다.

고성능 공기여과기를 통과한 배기체는 전체의 약 50 - 90%가 다시 1차 

연소실로 재순환 되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석회와 물이 혼합된 석회수가 

일정하게 공급되는 습식세정탑을 통과시켜 고온흡착/제거장치에서 제거되

지 않은 염화수소 등의 산성기체와 함께 배기체 중에 포함된 다량의 수분

을 제거한다.  배기체 발생량 감소로 인해 염화수소의 농도가 높으므로 습

식세정효율이 우수한 것을 2단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유인력이 크게 떨어진 배기체는 유인송풍기를 통과시킨다.  공기가열기에

서는 고온흡착/제거장치 후단에 위치한 공기냉각기의 열교환과정에서 가

열된 공기를 이용하여 재가열시켜 배기체 중에 스팀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고 배기팬을 통해 굴뚝으로 배출시킨다.

연소실 바닥의 소각재는 램피더에 의해 재제거부 쪽으로 모아지게 된

다.  시간이 지나 냉각된 재는 반출용 구멍과 여기에 설치된 문을 통해 바

로 하단의 재 회수용 드럼에 담겨지게 된다.  습식세정 단계에서 발생된 

세정액은 재사용하며 2차 폐액은 건조한 후 회수한다.

위에서 언급한 알파폐기물 소각공정의 설계 개념을 흐름도로 그리면 그

림 2-2와 같다. 



그림 2-2. 알파폐기물 소각공정 개념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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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산소부화 연소실험

1. 산소부화 소각공정 모사

배기체의 일부가 재순환하는 산소소각공정으로 알파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는 이론적으로 검토만 되었을 뿐 아직 실제 공정을 구성하여 실험한 

예는 없다.  그래서 재순환 기능을 갖춘 최소한의 소각공정을 구성하여 1) 

배기체 재순환 기능을 가진 소각공정의 운전 안정성을 파악하고, 2) 산소

만을 이용한 부압운전 시 소각공정 내로 유입되는 공기가 질소산화물 생

성에 미치는 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소실험을 수행하 다.  

산소만을 이용한 연소실험이 가능한 소각공정을 설계하기 위해 산소버

너, 원통형 연소실, 급속 냉각기, 고온 세라믹 여과기, 유인 송풍기, 그리고 

수분 응축제거기를 갖춘 산소부화 연소실험 장치를 그림 2-3과 같이 구성

하여 물질 수지를 계산하 다.  이 계산에 사용된 가정은 아래와 같다.

- 소각용량 : 10 kg/h (열용량 350 MJ/h)

- 대상 폐기물 : (주)원전연료 발생 가연성 폐기물

- 배기체 중 산소농도 : 6% 이상으로 유지

- 초기 예열단계를 제외한 정상운전 시 버너사용 없음

- 소각공정으로 유입되는 공기량 무시

- 재순환하지 않는 배기체는 수분 응축제거기를 통과한 후 굴뚝을 

통해 외부로 배출

순산소만을 사용함으로 연소실 내 소각온도가 너무 올라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소각 배기체의 일부를 다시 연소실로 재순환할 경우 재순환비 

(= 연소실로 재순환되는 양 / 연소 후 발생되는 전체 배기체량), r=0.5, 

0.7, 0.9의 3가지 경우에 대해 산소과잉계수, m=1.1, 1.2, 1.3이 되는 조건으

로 계산하여 표 2-13, 2-14, 2-15에 보 으며, 이를 요약하면 표 2-16과 

같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량을 무시할 경우 미국 EPA에서 독성 및 

유해 폐기물 소각시 요구되는 조건의 하나인 배기체 중 산소농도를 6% 



그림 2-3. 산소부화 연소실험장치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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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산소공급량 및 재순환비에 따른 배기체 발생량 비교

산소과잉계수, m=1.1 산소과잉계수, m=1.2 산소과잉계수, m=1.3

재순환비, r 재순환비, r 재순환비, r

0.5 0.7 0.9 0.5 0.7 0.9 0.5 0.7 0.9

배기체량(Nm
3
/kg-폐기물) 1.66 1.86 2.33 1.87 2.09 2.48 2.08 2.33 2.63

배기체 조성 

CO2 (%)

H2O (%)

N2 (%)

O2 (%)

SO2 (ppm)

HCl (ppm)

68.9

19.9

0.0

9.6

390

12,190

60.8

29.3

0.4

8.4

340

10,760

45.4

47.2

0.3

6.3

260

8,040

61.2

20.3

0.0

17.0

340

10,830

53.9

29.8

0.3

15.0

300

9,540

42.7

44.4

0.2

11.9

240

7,560

55.1

20.7

0.0

22.9

310

9,740

48.4

30.3

0.3

20.2

270

8,560

40.3

41.9

0.2

16.8

230

7,140

주) 배기체 중 산소농도를 6% 이상으로 유지

산소과잉계수 = 실제 산소량 / 이론적 필요 산소량

재순환비 = 연소실로 재순환하는 배기체량 / 연소가스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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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소과잉계수, m=1.1 만 되어도 충분하

으며, 공기를 이용한 소각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유지되는 배기체 중 산소

농도 10% 이상은 m=1.2 정도면 충분하 다.  이 조건에서 배기체의 발생

량은 단일연소실 소각로에서 m=2.0으로 소각할 경우 발생되는 배기체량의 

0.12 (r=0.5) ∼ 0.16 (r=0.9) 정도만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소각온도의 과열을 방지하는 또 다른 운전 방식으로는 순산소를 사용하

지 않고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하여 배기체를 재순환하지 않고 연소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연소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산소농도가 

50%, 70%가 되는 조건으로 연소할 경우 발생되는 배기체의 양을 계산하

여 m=2.0으로 공기를 이용하는 일반 소각공정에서 발생되는 배기체와 비

교하여 표 2-17에 나타내었다.  표 2-17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기소각에 

비해 고농도의 산소만 사용하여도 이론적으로 배기체 발생량을 약 1/5 까

지 줄일 수 있으며, 순산소를 사용하고 배기체의 일부를 재순환하는 방식

으로는 약 1/7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2.  산소부화 연소실험장치 제작, 설치

순산소를 이용하여 연소하면서 배기체의 일부를 연소실로 재순환하는 

기능을 갖춘 연소실험장치를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 제작, 설치하 다.   

산소버너를 포함하여 산소 공급/제어 관련설비는 미국 Union Carbide 

사가 개발, 특허 등록하여 현재는 다국적 기업인 PraxAir 사가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US Patent No. 4378205[2-29], 4541796[2-30], 4907961 

[2-31]에 따라 제작된 저 NOx 발생 산소버너를 (주)성주엔지니어링을 통

해 제작, 설치하 으며 산소버너의 제작도, 산소버너계통 흐름도를 각각 

그림 2-4, 2-5에 실었다.  제작된 산소버너의 사진과 설치된 산소버너 제

어부의 사진은 각각 그림 2-6, 2-7과 같으며, 산소버너 운전/유지 절차서

는 기술보고서[2-32]에 포함하여 발간할 예정이다.

버너계통을 제외한 나머지 연소실을 포함하여 증발 냉각기, 세라믹 여

과기, 유인 송풍기, 수분 응축기와 굴뚝은 (주)고려소각로공업에 의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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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산소부화방식에 따른 배기체 발생량 비교 

산소부화 소각 공기 소각

배기체 재순환 운전 배기체 재순환 없음

단일연소,

m=2.0
산소농도 100%, m=1.2 산소농도 

70%, 

m=1.15

산소농도

50%,

m=1.2r=0.5 r=0.7 r=0.9

배기체량(Nm
3
/kg-폐기물)

<vol. reduction ratio>

1.87

<0.12>

2.09

<0.13>

2.48

<0.16>

3.27

<0.21>

4.46

<0.28>

15.86

<1.0>

배기체 조성 

CO2 (%)

H2O (%)

N2 (%)

O2 (%)

SO2 (ppm)

HCl (ppm)

61.2

20.3

0.0

17.0

340

10,830

53.9

29.8

0.3

15.0

300

9,540

42.7

44.4

0.2

11.9

240

7,560

36.6

31.7

23.8

7.2

107

6,370

26.8

23.3

42.4

7.0

79

4,670

7.6

7.9

74.5

9.9

20

1,310

주) 배기체 중 산소농도를 6% 이상으로 유지

산소과잉계수, m = 실제 산소량 / 이론적 필요 산소량

재순환비, r = 연소실로 재순환하는 배기체량 / 연소가스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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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설치되었다.  전체 연소실험장치의 공정도 및 설치된 전체 모습은 각

각 그림 2-8, 2-9와 같으며, 상세한 제작도면 및 운전/유지 절차서는 기술

보고서 [2-32]에 포함하여 발간할 예정이다.  제작된 연소실의 내부 용량

은 소각공정 모사를 통해 계산된 배기체 발생량과 비교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 으며, 이를 표 2-18에 보 다.

3.  연소특성 실험

제작된 산소부화 연소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연구소 내에서 구할 수 있는 

폐지 (A-4크기의 일반 복사용지 및 도서가 주성분)와 (주)유한킴벌리에서 

제조된 제염휴지(L-300형)를 대상으로 연소특성실험을 수행하 으며, 실험

에 사용된 폐지와 제염지의 공업 및 원소분석자료는 표 2-19와 같으며, 

실험조건은 표 2-20과 같다.

가. 연소특성실험

산소저장 용기와 LPG 저장용기를 열어 설정 압력에 이르면 유인 

송풍기를 가동시킨 후 산소버너를 점화시키고 연소실의 온도가 예열기준 

온도인 약 600℃에 이르도록 한다.  이 때 여과집진 설비에 설치된 세라믹 

여과기가 고온에는 강하나 다량의 수분에는 매우 취약하여 쉽게 연결부가 

손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에 유입되는 연소기체의 온도

를 적정 여과기 운전온도인 150℃ 이상에 이르게 해야 한다.  연소실 내부

온도가 약 600℃에 이르면 외부 공기유입을 차단하고 대신 산소를 공급한

다.  산소의 공급은 연소실 표면을 따라 만들어진 저장용기를 통해 연소실 

내부까지 뚫어진 주입구를 통해 화상표면에 직접 이른다.  

폐기물 투입은 연소실 상부에 위치한 상부 투입문을 열어 미리 준비된 

포장물을 넣고 문을 닫은 후 하부의 공압식 슬라이딩 투입문을 작동시켜 

연소실 내부로 투입시키고 다시 슬라이딩 투입문을 닫는다.  폐지 및 제염

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소실험에서는 폐기물 약 1 kg씩을 준비하여 이를 

종이 포장용지에 담아 포장물로 만들었다.  예열단계 직후 연소실 출구온











표 2-19. 연소특성실험에 사용된 종이류 폐기물의 특성치 

폐기물

종류

공 업 분 석 치 원 소 분 석 치
열량

(kcal/kg)
수분 휘발분

고정
탄소

재 C H O N S Cl Etc.

폐지

제염지

0.061

0.083

0.733

0.809

0.060

0.101

0.146

0.007

0.324

0.410

0.051

0.059

0.468

0.522

0.001

0.000

0.000

0.000

0.001

0.001

0.155

0.008

3,224

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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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연소특성실험 조건 

           실험번호

항목
O4031 O4032 O4033 O4034 O4101 O4102 O4262 O4263 O4264 O4265 A4133 A4134

산화제 순산소 공기

산화제 유량, Am
3
/h 20 25 15 10 20 20 20 15 12 10 40 40

폐기물 폐지 제염지 폐지

폐기물투입온도, ℃

(연소실 출구 기준)
800 850 900 850

산소버너가동 ON OFF ON OFF

연소실 압력,mmH2O -20 -18 -16 -7 -8 -12 -12 -8

재순환 밸브 개폐비 0.5 0.5 0.5 0.7 0.5 0.7 0.5 0.7 0.9 0.9 0 0

연소실험 시간, min. 60 30 15 20 40 60 35 5 15 15 3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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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소각기준온도에 이르기까지는 포장물을 연속으로 투입하고, 연소실 

출구온도가 소각기준온도인 850℃ 이상에 이르면 이 온도를 기준으로 그 

온도이하로 떨어지는 순간마다 포장물을 하나씩 투입하 다.  소각운전이 

안정한 상태에 이르면 산소버너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폐기물 만으로 연소

가 진행되도록 한다.  연소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연소실 내부 (T1), 연소

실 출구 (T2) 및 증발 냉각기 출구 (T3)의 온도를 매 2분마다 읽어 기록하

으며, 개개의 포장물을 투입함으로 인해 온도가 상승하여 연소실 출구온

도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시각 및 온도를 기록하 다.

연소실험장치의 굴뚝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는 배기체 중 산소, 황산화

물,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배기체 자동 분석기인 

TESTO-350 (독일 Testo GmbH & Co.제조)을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공정을 흐르는 기체의 유량은 Hot Wire Anemometer (일본 Denshi Co., 

Ltd제조, 모델번호 V-02-AD500)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4. 실험결과 및 검토

4회의 산소부화 연소실험을 통해 얻은 연소실 내부(T1), 연소실 출구

(T2) 및 증발 냉각기 후단의 온도변화를 각각 그림 2-10, 2-11, 2-12,  

2-13에 보 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여 표 2-21에 나타내었다.

가. 소각용량

연소특성실험장치에 설치된 소각로는 (주)원전연료 발생 알파폐기물

을 10 kg/h (열용량은 350 MJ/h)로 소각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완전

연소할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연소가스량에 비해 여유를 두고 설계하 지

만 대상 폐기물이 고분자계가 주성분이라 구성비를 고려할 경우 평균 열

량이 8,729 kcal/kg에 이를 정도의 고열량 폐기물이라 실제와 크게 다른 

폐 복사용지를 대상으로 할 경우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고

분자계 폐기물은 연소시 발생되는 연소기체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완전 

연소를 위해서는 연소반응에 필요한 산소가 화상까지 확산하는 속도가 매



그림 2-10. 순산소로 제염지를 소각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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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순산소로 폐지를 소각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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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공기로 폐지를 소각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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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산소 공급량을 변화하면서 폐지를 소각한 결과  

Time (min)
0 20 40 60 80 100

Te
m

p.
 (o C

)

0

200

400

600

800

1000

1200

O4261 O4262 O4265O4263 O4264

T1 (Combustion Temp., avg. 996 oC)

T3 (After Quench, 157oC)
T2 (Incinerator Output, avg. 890 oC)

T1 (Combustion Temp., avg. 1017 oC)

T3 (After Quench, 149oC)
T2 (Incinerator Output, avg. 909 oC)

1-66



1-67

표 2-21. 연소특성실험 결과-1 

              실험번호

항목
O4031 O4032 O4033 O4034 O4101 O4102 O4262 O4623 O4624 O4625 A4133 A4134

평균 

온도,

℃

연소실 내부(T1) 971 1,035 996 1,017 968

연소실 출구(T2) 827 882 890 909 877

냉각기 후단(T3) 136 151 157 149 224

소각

용량

kg/h 15 24 20 15 18 24 26 24 26 26 26 33

MJ/h 200 380 310 230 240 320 350 320 350 350 350 440

평균 감용비 50 27 NM 20

평균 감중비 11 8 NM 8

바닥재 강열감량 13.1 9.1 NM 10.2

주) NM : Not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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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계속 

             실험번호

항목
O4031 O4032 O4033 O4034 O4101 O4102 O4262 O4263 O4264 O4265 A4133 A4134

공정

유량,

Nm3/h

재순환량 32 32 30 31 29 31 24 33 32 33 0 0

굴뚝 배출량 NM NM NM NM 33 48 37 13 8 6 146 230

배기체

농도

O2, % 36.3 37.3 27.5 20.5 26.7 25.7 22.8 21.0 18.2 18.3 10.9 14.2

CO, ppm NM NM 40 40 120 70 8400 5000 2600 6000 2700 170

SO2, ppm NM NM 6 4 180 40 90 120 80 100 130 80

NOx, ppm 1600 80 70 50 170 130 180 140 100 120 70 40

외부 배출 배기체량, 

Nm3/kg-waste
NM NM NM NM 1.7 2.0 1.4 0.5 0.3 0.2 5.6 7.0

주) NM : Not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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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커야하기 때문이다.

1) 산화제 차이에 따른 소각용량 비교

소각기준 온도 850℃에서 산화제를 산소로 연소시킨 결과 (O4102 

- O4263)와 공기로 연소시킨 결과 (A4133)를 비교하면 거의 25 kg/h 정

도로 비슷한 소각용량을 보이고 있다.  단위시간당 소각되는 폐기물 양으

로는 설계용량에 비해 2.5배에 이르지만 이를 열용량으로 환산하면 340 

MJ/h로 설계용량과 비슷하게 소각되고 있었다.  

실험 O4101의 경우, 산소버너를 가동하면서 폐기물을 연소시킨 실험으

로 폐기물 투입 후 850℃ 이상으로 상승하 다가 이 온도까지 떨어지는데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폐기물이 가진 자체 열량 외에도 연

소실 내부로 버너에서 열량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일정 소각온도를 기준

으로 소각할 경우 폐기물 자체의 열량만으로 연소반응을 진행시키면 거의 

동일한 소각용량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험 A4134와 같이 산화제로 공기를 사용함으로 유입되는 비반

응성의 질소를 850℃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다 많은 열량 즉, 폐기물 

공급이 필요함으로 인해 소각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러한 현

상은 그림 2-12에서 실험 A4134의 연소실 출구온도 곡선이 거의 소각기

준온도 근처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폐지와는 열량이 다른 제염지(열량 3,717 kcal/kg)를 소각하 을 경우 

(O4032 - O4034) 산소를 과도하게 소량으로 공급한 경우를 빼고 비슷한 

열용량을 보이고 있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산소 공급량에 따른 소각용량 비교

산소공급량이 소각용량에 미치는 향은 본 실험에서 2가지 형태

-소각용량이 산소공급량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와 별 차이가 없는 경우-로 

나타났다.  제염지를 대상으로 산소 소각할 경우 (O4032 - O4034) 산소를 

줄이면 단위시간당 소각되는 폐기물의 양은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

나 폐지를 대상으로 산소 소각할 경우 (O4262 - O4265) 소각용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2가지 원인, i) 대상폐기물이 제염지와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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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서로 다름, ii) 소각기준온도가 800과 900℃로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제염지는 액체 폐기물로 오염된 부분을 빨리 닦아내는데 사용

되기 위해 많은 표면적을 만들어 흡수력을 크게 증진시킨 것이다.  따라서 

연소반응에 있어 산소 확산이 별로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 공급량이 

줄어듦에 따라 연소반응이 느리게 진행되나 거의 완전 연소가 된다.  그러

나 폐지는 그 내부까지 산소 확산이 잘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미연소가 

일부 존재하나 보다 고온의 반응조건에서 연소반응 속도가 크게 증가함으

로 상대적인 연소용량은 그리 크게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배기체 

중의 CO 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설명된다.

나. 배기체 발생량

소각로 설계를 위한 계산에서 (주)원전연료 발생 알파폐기물을 기준

으로 완전연소와 외부 유입공기 배제를 가정하여 소각할 경우 배기체 발

생량은 공기를 사용하는 일반 소각에 비해 약 1/7 정도만 발생하는 것으

로 예측되었다.

실제로 폐지를 산소 소각하는 경우 굴뚝을 통해서 외부로 배출되는 배

기체량은 산소 공급량에 따라 매우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거의 외부 배출이 없는 정도인 0.2 Nm
3/kg-waste(O4265)부터 2.0 Nm3 

/kg-waste(O4102)까지 매우 큰 차이를 보 는데, 배기체 중 CO농도를 감

안하여 산소버너를 가동한 상태에서 안정된 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O4101) 약 1.7 Nm
3/kg-waste 정도, 버너를 가동하지 않고 폐기물만으로 

연소반응을 진행시킬 경우(O4102) 약 2.0 Nm
3/kg-waste 정도이었다.  이

에 반해 공기소각 시 안정된 연소가 일어날 때 (A4134) 약 7 

Nm
3
/kg-waste 정도의 배기체가 발생하고 있어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소각로 설계를 위한 모사에서 고분자계 폐기물이 주성분인 (주)원전연

료 발생 알파폐기물을 기준으로 완전연소와 외부 유입공기 배제를 가정하

여 소각할 경우 배기체 발생량은 약 2.1 Nm
3/kg-waste로 예측된 것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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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작으나 이는 소각 대상폐기물이 다르기 때문이다.  폐지를 산소 소각

하는 경우에 대해 같은 계산을 해보면 그 발생량은 약 0.9 Nm3/kg-waste

로 예측되며 연소실험 O4101에서 배기체 발생량 2.0 Nm3/kg-waste과의 

차이인 1.1 Nm
3
/kg-waste 정도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모사를 통해 예측한 경우 배기체 중 산소의 농도가 

약 11%인 반면, 실제 연소에서는 약 25.7%로 측정되었고 외부에서 유입

되는 공기의 산소농도가 21%인 점을 감안하면 산소 농도가 더 높을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배기체 농도, 유입 공기량에서 보다 

자세히 고찰하 다.

다. 배기체 농도

1) 산소농도

미국의 경우 독성 및 유해 폐기물 소각시 연소가스 중 산소농도

가 6%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2-13, 2-15], 이는 연소 후에도 이 정도

의 과잉이 되는 조건으로 산소를 유지함으로 보다 폐기물의 분해를 완전

하게 하기 위함이다.  공기를 사용하는 일반 소각의 경우에도 대개의 배기

체 중 산소농도가 약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 배출허용기준에

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산소농도 12%를 기준[2-33]으로 한다.

가) 제염지 연소실험 (O4032 - O4034)

제염지를 대상으로 소각기준온도 800℃에서 산소 공급량을 

25, 15, 10 Am
3/h로 변화시키면서 배기체 중 평균 산소농도는 각각 37.3, 

27.5, 20.5%로 측정되었다.  폐기물 공급이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완전연소 

및 외부 공기 유입량을 배제한 이론적인 계산에 의한 산소농도는 각각 

22.7, 4.3, 0.0%로 예측되었다.  이론적인 예측과 큰 차이는 다음 2가지 큰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로, 폐기물의 수분함량이 공업 분석치의 결과 보다 많은 경우이다.  

이 조건에서는 실제 연소반응에 필요한 산소량은 물질 수지 계산으로 얻

은 산소보다 적게되고 따라서 과잉산소계수가 커지게 되는데, 본 연소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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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된 제염지가 구입시점에서 공업분석을 행한 이후 연소실험 시까지 

오랜 시간동안 (3년 이상) 수분이 많은 환경에서 보관되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 있다.  제염지의 원소분석 결과를 그대로 두고 공업분석으로 구한 

수분 함량을 변화시키면서 물질 수지를 계산하 더니 약 35% 수분을 함

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가정하면 실험 O4032 (산소공급량이 25 Am
3/h 인 

경우)에서 m=2.0,   실험 O4033 (산소공급량이 15 Am3/h 인 경우)에서 

m=1.5, 실험 O4034 (산소공급량이 10 Am
3
/h 인 경우)에서 m=1.35로 되어 

측정된 산소농도와 거의 비슷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일반 폐지

의 함수량이 보통 10% 정도임[2-34]을 감안하면 함수량이 너무 과다한 것

으로 보인다.

둘째로, 본 연소실험에서 구한 소각용량이 모든 연소시간을 고려한 실

제적인 소각용량에 비해 크게 측정된 경우이다.  여기서 소각용량은 소각

기준온도인 800℃ 이상에 이르면 이 온도까지 떨어지는 매 순간마다 폐기

물 포장물을 투입하면서 연소시키고 소각이 이루어진 시간동안 투입된 폐

기물 양을 단위시간으로 환산하여 결정하 다.  제염지를 소각한 실험 

O4032는 30분, 실험 O4233은 15분, 실험 O4034는 20분 정도를 동일한 실

험조건으로 운전하면서 얻은 결과이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측정된 소각

용량이 실제에 비해 과도한 것이라면 물질수지에서 필요한 산소량보다 과

잉으로 공급된 것이므로 배기체 중 산소농도가 높을 것이다.  제염지의 공

업분석 및 원소분석 결과를 그대로 두고 소각용량을 70%까지 줄여 물질

수지를 계산하면 3가지 연소실험 (O4032 - O4034)에 대해 배기체 중 산

소농도가 계산되도록 역산하면 모두 첫 번째 원인 분석에서 얻은 산소과

잉계수와 같은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가정은 폐기물의 연소가 소

각기준온도 이상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건조, 점화 및 연소, 재의 생성까지

를 포함하는 연소과정이 아직 정상상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면 

어느 정도 타당하다.  실제로 본 연소실험에서와 같이 소형 소각로, 그것

도 일정시간 연속 운전 후 재를 제거하는 반연속식 소각로의 경우 소각기

준온도 이상에서 폐기물을 모두 투입한 후에도 오랜 시간동안 연소가 계



1-73

속해서 진행되다가 완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소

각용량의 계산에는 연소가 실제로 진행되는 시간을 포함시키든지 재 제거

를 포함한 장시간의 연속운전으로 정상상태가 확보되어야 한다.   

폐지를 대상으로 연소실험한 경우(O4102, O4262) 소각기준온도 850℃이

상에서 구한 소각용량은 각각 60, 35분 동안 운전하여 23.4, 26 kg/h의 값

을 얻었다.  이렇게 구한 소각용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을 수행해보면 

앞의 경우와는 다르게 약 소각용량의 90%를 연소용량으로 가정하면 이론

적인 예측치와 비슷하다(표 2-22 참조).  소각온도가 제염지 소각의 경우

보다는 50℃가 상승된 조건이고 소각 운전시간이 제염지를 소각한 경우보

다 더 오랜 시간의 운전으로부터 소각용량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오차

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상기의 원인 분석에는 부압운전으로 인해 연소실 내로 유입되는 공기

량을 무시한 상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입 공기량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소각용량은 더 작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폐기물을 투입하기 위해 투입구

를 개방하는 시간이 평균 매 3분마다 3초 정도이며 이로 인한 공기 유입

을 제외하면 다른 유입량은 무시할 정도이다.  800℃ 이상으로 연소된 경

우에 대해 구한 소각용량, 제염지의 함수율이 35%인 경우, 그리고 앞에서 

구한 소각용량의 70%인 경우에 대해 물질수지로부터 계산된 산소농도를 

표 2-23에 보 다.

2) 일산화탄소 농도

 거의 동일한 성분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본 연소실험을 통해 일산

화탄소의 배출농도는 연소반응에 필요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배기체 

중 산소농도가 약 25%정도를 넘어서는 조건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경우 

공기를 사용하는 일반소각에 비해 더 적게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소 

공급량이 적어 배기체 중 산소농도가 20%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 (O4263 

- O4265)에는 CO의 발생량도 크게 증가하 는데, 산소가 부족하게 공급

된 것 외에도 운전조건의 변경 후 아직 불완전 연소상태에서 배기체 농도



표 2-22. 폐지 소각조건에 따른 배기체 중 산소농도 예측 

실험번호 O4102 O4262

운전시간, min 60 35

재순환비 0.7 0.5

측정된 산소농도, % 25.7 22.8

계산 조건
측정 용량

(23.8kg/h) 

90% 용량

(21.4 kg/h)

85% 용량

(20.2 kg/h)

측정 용량

(26 kg/h)

90% 용량

(23.4 kg/h)

85% 용량

(22.1 kg/h)

과잉산소계수 1.40 1.56 1.65 1.28 1.42 1.50

배기체중 산소농도, % 19.2 24.0 26.3 16.6 22.5 25.4

주) 산소과잉계수 = 실제 산소량 / 이론적 필요 산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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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제염지 소각조건에 따른 배기체 중 산소농도 예측 

일반 조건 함수율 35% 조건 소각용량 70% 조건 

O4032 O4033 O4034 O4032 O4033 O4034 O4032 O4033 O4034

산소과잉계수 m=1.42 m=1.06 m=1.0 m=2.0 m=1.5 m=1.35 m=2.0 m=1.5 m=1.35

배기체 중

산소농도, %
22.7 4.3 0.0 39.9 26.8 20.9 38.2 25.5 19.9

물질수지 계산

조건

- 800℃이상의 온도에서

  소각된 용량

- 공업분석치 활용

- 원소분석치 활용

- 800℃이상의 온도로 소

  각된 것만 계산한 용량

- 폐기물 함수량을 35%로 

  가정

- 원소분석치 활용

- 800℃이상에서 구한 용

  량의 70%

- 공업분석치 활용

- 원소분석치 활용

주) 산소과잉계수 = 실제 산소량 / 이론적 필요 산소량

재순환비는 모두 50%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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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인다.  실험 O4262에서의 CO 농도

는 이례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연소상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단 한번의 측

정만 이루어진 결과라 좀 더 많은 측정결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질소산화물 농도

산소부화 소각으로 예상되는 큰 특징 중 하나는 공기를 산소로 

대체함으로 질소의 유입이 없고 따라서 Thermal NOx의 생성이 거의 무

시할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

로 인해 질소가 존재하며 고농도의 산소로 인해 전체적인 소각온도가 높

아짐으로 인해 질소산화물의 생성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도 할 수 있다.  

본 실험의 경우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공기 소각에 비해 약 3, 4배 높은 것

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배기체 발생량을 고려하면 절대 발생량은 최소 

20% 정도 감소하 다.

라. 유입 공기량

산소부화 소각기술의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연소실을 포함하

여 전체 소각공정으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최소로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배기체 발생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의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연소실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측정하기 위해 고온 세라믹 여과기 후

단의 연소가스량과 연소실로 재순환되는 가스량을 열선 풍속계로 측정하

다.  굴뚝으로 배출되는 배기체는 수분 응축제거기를 통과한 후 약 50℃

에서 포화된 상태로 배출되므로 열선 풍속계로는 그 유량을 측정할 수 없

었다.  따라서 소각용량을 기준하여 물질 수지로부터 계산되는 연소기체 

발생량과 재순환량으로부터 유입 공기량을 산출하려 하 으나 앞의 검토

단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각 운전시간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마. 운전변수 향



1-77

1) 재순환비

연소실험에 있어 배기체의 일부를 재순환함으로 연소실의 이산화

탄소 및 산소 농도를 제어하면 연소반응에 있어 산소 분압에 의한 반응 

조절로 연소실 온도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알파폐기물을 대상으로 과잉

산소계수, m=1.2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연소시킬 경우 굴뚝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는 배기체량은 재순환비가 0.5에서 0.7, 0.9로 커짐에 따라 각각 약 

12%, 33% 정도만 증가하게 되나, 재순환되는 배기체량은 각각 약 2.3배, 

8.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재순환되는 배기체량이 많아질수록 

연소실내 산소분압은 떨어지며 따라서 연소온도의 하강이 가능하다.  그러

나 본 연소실험장치에서는 유인 송풍기를 통과한 후 배기체를 연소실과 

수분 응축제거기로 배분하는 수동밸브의 개폐가 설정된 값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밸브 개폐비율과 별로 관련이 없이 거의 일정한 정도

(약 30 Nm
3/h)의 배기체가 재순환되고 있었다.  또, 예측과는 다르게 재순

환비가 커질수록 외부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었다.        

2) 부압정도

연소실의 부압유지는 유인 송풍기의 전단에 설치된 댐퍼의 개폐 

정도를 연소실의 부압과 연동시켜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폐

기물 투입구를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 부압이 -18 mmH2O일 경우 폐기물 

포장물 투입을 위해 투입구를 열면 -4 mmH2O 까지 올라가게 된다.  소

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소조건에서 폐기물 투입구가 열려진 상태

에서도 부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투입구가 닫혀진 상태에서 최대 -8 

mmH2O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바. 감용/감중비

본 연소실험에서 폐기물의 감용, 감중비는 소각된 폐기물의 부피나 

무게를 수거된 재의 부피나 무게로 나누어준 비로 정의하여 구하 으며, 

하루에 이루어진 여러 실험조건에서 모든 연소가 완료된 후 냉각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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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충분한 시간(15시간 이상)이 흐른 후 재를 수거하여 그 부피 및 무게

를 재어 결정하 다.  이렇게 재 수거가 회분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

러 실험조건에 대해 평균적인 감용/감중비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전

반적으로 산소부화 소각을 통한 제염지 및 폐지의 감용, 감중비는 공기 소

각의 그것에 비해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값을 얻을 수 있다.

사. 강열감량

현재 200 kg/h 미만의 소각시설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바닥재 강열

감량은 15%이하이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가동 개시되는 경우 10%이

하가 되어야한다{1-00}.  본 실험에서 얻은 바닥재를 분석한 결과 강열감

량은 제염지의 경우 약 13% 정도이고, 폐지의 경우 산소부화 소각이 약 

9%정도로 공기 소각에 비해 약 1% 정도 더 낮게 나타나 규정에서 정한 

값을 만족하고 있으나 교반기능을 갖추고 있거나 화격자가 설치된 소각시

설에서 얻을 수 있는 값보다 높은 편이다.

5. 결론

국내에서 발생되는 알파폐기물을 10 kg/h (열용량은 350 MJ/h)규모로 

산소부화 소각하는 장치를 제작, 설치하여 모의 제염지, 폐지 등 종이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연소실험을 수행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소각기준온도 850℃이상에서 순산소로 소각할 경우 소각용량은 약 

24 kg/h (열용량은 320 MJ/h)로 설계 열용량의 90% 정도 다.  

2) 배기체 발생량은 공기소각에 비해 3.5분의 1정도만 발생하 다.

3) 공기소각에 비해 배기체 중 일산화탄소(CO)의 농도는 50% 이하로 

발생하 으며, 질소산화물(NOx)의 상대적인 농도는 증가하 으나 

전체 발생량은 20% 이상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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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소 후 바닥재를 분석한 결과, 공기소각에 비해 감용효율은 35%, 

강열감량은 10% 정도 더 우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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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핵종/유해중금속 고온 거동 및 고온 흡착 

연구

   본 장에서는 알파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방사성 핵종들과 유해

중금속의 폐기물의 연소분위기에 따른 거동특성을 고찰하고 및 고온에서 

휘발되는 유해중금속을 기체상에서 제거하기 위한 고온 흡착 기초연구를  

수행하 다.

   먼저 제 1절에서는 여러 가지 알파핵종 Surrogate에 대해 소각분위기

에 따른 반응 및 휘발특성을 실험적으로 고찰하 고,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염소 성분이 핵종 및 유해중금속의 거동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PVC (polyvinyl chloride)를 유기 염소원으로, NaCl을 무기 염소원

으로 선택하여 이들이 우라늄 surrogate인 Nd와 Co 및 Cs의 고온에서의 

거동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다. 또 휘발성이 큰 Cs와 염화물이 존재할 

때 거동이 크게 변화하는 Cd 와 Pb에 대해 KAERI 소각공정(4장 참조)에

서 모의폐기물을 이용한 시험소각을 통하여 PVC가 폐기물에 포함될 때 

이들의 거동특성을 실규모 실험을 통하여 고찰하 다.

   제 2 절에서는 고온에서 증기상으로 존재하는 Cd 및 Pb성분의 제거제

로서 국내산 고령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기초실험을 수행하고, 이 두가

지의 중금속의 효율적 제거를 위한 적절한 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흡착

제 소재 입자기공내 확산 저항, 온도 및 증기상 중금속의 농도 등이 총괄 

제거효율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다. 마지막으로 국내산 고령토를 포함

한 거의 순수한 알루미나에서 순수한 실리카에 이르는 알루미나-실리카 

계열의 무기물 7종에 대한 흡착성능 비교실험을 실시하고 3가지의 증기상 

중금속의 고온 흡착반응 반응기구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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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핵종/중금속 고온 거동

1. 다양한 폐기물 연소조건에서 방사성 핵종 surrogate의 거동

   소각로에서 폐기물의 연소시에 폐기물내에 포함되어 있던 방사성 원소

들은 소각재로 남거나, 비산재와 증기상 원소들을 포함하는 배기체에 동반

되게 된다. 대부분은 배기체 내에서는 비교적 큰 입자를 효과적으로 쉽게 

잘 제거하는 입자상 물질 제거장치에서 포집이 되기도 하지만 일부 미세

한 입자들은 대기로 배출되어 환경으로 확산되어 건식 또는 습식으로 침

적되므로서 환경에 유해한 향을 미칠 수 있도 있다[3-1]. 따라서 방사성 

폐기물의 소각공정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방사성 핵종들이 배기체를 통

하여 대기로 배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3-2]. 소

각공정에서의 방사성물질의 배출 가능성은 공정내의 분포거동 

(partitioning behavior)에 따른 위해성 평가결과에 기준을 두고 규제되고 

있다[3-3]. 

   소각공정에서의 방사성 금속의 거동은 폐기물의 연소분위기에서의 휘

발성과 크게 연관되어 있다[3-4, 3-5]. 어떤 방사성 물질은 연소분위기에

서 휘발성이 커 쉽게 휘발되기도 한다. 고온의 연소분위기에서 금속의 일

부는 용융하여 액상에서 증발하여 배기체에 포함된다. 배기체가 냉각하면 

증기상 증금속은 다시 응축하여 입자화 되는데 대부분은 1 마이크론 이하

의 미세한 입자로 생성되기 때문에 배기체 처리장치에서 충분히 잘 제거

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각대상 폐기물이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성 핵종을 함

유하고 있을 때에는 이러한 휘발후 응축 경로에 의한 유해한 미세입자의 

생성기구에 대해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휘발과정은 온도 및 화학적 환경에 크게 향을 받는다[3-6, 3-7]. 일반

적으로 비휘발성 물질로 알려진 중금속들도 아주 높은 온도에서나 다른 

물질과 접촉하여 휘발성 물질로 변화하여 휘발되기도 한다. 예를 든다면, 

염소성분이 주변에 존재할 때, 금속은 쉽게 이와 반응하여 금속 염화물로 

변화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금속 염화물은 증기압이 높으므로 휘발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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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규모의 실험을 통하여 중요한 방사성 금속들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Surrogate 중금속들에 대한 고온에서의 반응과 

휘발성에 대해 고찰하 다. 특히 휘발가능성이 큰 악조건인 산소의 결핍조

건이나 염화물의 존재하에서의 반응 및 휘발성을 집중적으로 고찰하 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기물의 연소시에 주요한 핵종의 소각공정내 분배거동 

(partitioning behavior)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예측하는데 있다. 

  가. 실험 및 방법 

     1) surrogate 금속

       방사성 폐기물 처리연구과정에서의 환경적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주요한 방사성 금속을 대신할 수 있는 6가지의 surrogate

중금속을 사용하 다. 사용된 surrogate 중금속은 Nd, Sm, Ce, Gd, Cs 및 

Co로 이들이 대표하는 핵종과 사용된 화학적 상태에 대해 표 3-1에 나타

내었다. 실제 핵종과 같은 common oxidation state를 가지는 물질을 

surrogate 중금속으로 선택하 다[3-8, 3-9]. 시료 화합물은 고순도(99% 

-99.99%)의 분말상의 시약으로 Aldrich Chemical Co.에서 조달되었다. 

      2) 실험 방법

        실험은 고찰한 변수에 따라 두가지의 실험으로 나누어 진다. 표 

3-1에 나타낸 모든 surrogate 중금속의 휘발성에 대한 공기분위기의  

향을 고찰한 다음, 3가지의 surrogate를 선택하여 염소성분의 존재에 따른 

휘발성을 고찰하 다. 표 3-2에 이러한 두 종류의 실험방법에 대해 요약 

정리하 다. 

   첫 번째 단계의 실험은 표 3-1에 나타낸 모든 surrogate 중금속 화합

물에 대한 열천징 분석 실험이다. 사용된 열천칭 분석기는 TA 

Instruments 사의 모델 SDT-2960 이었다. 질소 99.9%(산소농도 0.001%이

하) 및 산소 20.8%인 표준가스를 각각 공기결핍조건(oxygen-deficient 

condtion)과 공기충분조건(oxygen-sufficient condition)을 모의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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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Surrogate metal compounds used and radionuclides represented

Surrogate metalRadionuclide representedCompound investigated

Cerium (Ce) Am, Pu, Cm, U Ce(NO3)36H2O, CeO2

Cobalt (Co) Cs Cs2O, CsCl

Neodymium (Nd) Co Co

Cm Gd(NO3)36H2O

U Nd(NO3)36H2O, Nd2O3, NdCl3

Pu Sm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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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Summary of experimental conditions of two test series

1) N2 Balance
2) Increasing rate of 20 C/min
3) Increasing rate of 4 C/min

Test series
No. Variable investigated

Compound
investigated

1

Room 
temperature 
~1500C2)

O2 partial 
Pressure

Additives

2

Room 
temperature
~1000C3)

<0.001 atm
0.08 atm
0.21 atm

Not used 

Ce(NO2)3, Cs2O,
CsCl, Co,
Gd(NO3)36H2O
Nd(NO3)36H2O 
Nd2O3, NdCl3
Sm2O3

0.21 atm

PVC resin or
NaCl as a chlorine 

source, and chlorine to 
metal mole ratio of 0, 5, 
and 10 for each chlorine 

source

CoO
Cs2O
Nd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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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으며 각각의 분위기에서 1500℃까지 가열하 다. 

  두 번째 단계의 실험은 공업분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 는데 시험장치 

및 그 방법들은 지난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3-10]. 전기로의 온도를 상온

에서 1,000℃까지 가열하 으며 실험변수는 중금속과 염소의 몰비이다. 

Aldrich 사에서 공급된 고순도 PVC resin과 와 NaCl 분말을 각각 유기 

및 무기 염소원으로 사용하여 Nd, Co 및 Cs와 염소의 몰비가 0, 5 및 10

이 되게 혼합하여 가열하면서 그 휘발성을 고찰하 다 

  나. 결과 및 고찰 

    1) 산소 분압의 향

       알파핵종 surrogate에 대한 실험의 결과를 그림 3-1, 3-2 및 3-3

에, 세슘 및 코발트에 대한 실험의  결과를 그림 3-4 및 3-5에 각각 나타

내었다. 그림 3-1 ∼ 그림 3-5에 나타난 시료의 무게변화를 양론적으로 

분석하고 각 물질에 대한 용융온도, 승화온도, 증발온도, 증기압을 참고하

여 결정된 surrogate 중금속의 분위기별 온도에 증가에 따른 반응을 표 

3-3에 요약하 다[3-11, 3-12]. 

      가) 알파 핵종 surrogate

          그림 3-1 및 3-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질산화물의 형태인 3종의 

알파 surrogate (Nd, Ce 및 Gd)는 비교적 저온에서 안정된 산화물의 형태

로 전환된다. 산소분압에는 관계없이 세륨질산화물(Ce(NO3)3) 및 가돌리늄

질산화물(Gd(NO3)3)은 500℃ 이하에서 각각의 안정된 산화물인 CeO2와 

Gd2O3로 전환된다. 두 종류의 산소분압 조건에 관계없이 네오디미움 질산

화물(Nd(NO3)3)의 경우에는 500℃ 이하의 저온에서 Nd2O3로 전환된 후에 

온도가 더 상상하면 Nd2O3로 전환된다. 99.9%이상의 질소분위기 즉, 10
-3
 

atm 이하의 산소분압에서도 산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산소가 충분할 때의 네오디미움 염화물

(NdCl3)의 거동은 그림 3-2에 나타낸 네오디미움 질산화물(Nd(NO3)3)의 

거동과 유사하여 800℃ 이하의 저온에서 NdO3로 먼저 변한 다음 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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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Thermograms of cerium oxide, samarium oxide and neodymium oxide up to 1,500°C
under oxygen sufficient and oxygen deficient atmo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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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Thermograms of cesium oxide and cesium chloride up to 1,500°C under oxygen sufficient  
and oxygen deficient atmo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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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Thermograms of cobalt up to 1,500°C under oxygen sufficient and oxygen deficient atmo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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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도에서 Nd2O3로 전환된다. 산소가 부족한 분위기(99.9% N2)에서는 

네오디미움 염화물(NdCl3)의 경우, 750℃까지 안정되고, 그 이상의 고온에

서는 염소를 배출하면서 원소상의 Nd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3-3에 보여진 바와 같이 3가지 산화물 알파 surrogate의 무게는 

산소가 충분할 때나 및 산소가 결핍될 때나 1,400℃까지는 무게의 변화가 

전혀 없으나 1,400℃ 이상의 고온에서는 두 조건 모두에서 미량의 무게 감

소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휘발 속도는 매우 느려 실제 소각공정에서의 

여러 가지 가능한 저항들을 고려하면 표 3-1에 나타낸 알파핵종은 소각조

건에서 쉽게 휘발 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실험을 통해 고찰한 바와 같이 알파핵종 surrogate들은 그들이 산화물, 

염화물 또는 질산화물인가에 관계없이 폐기물의 연소시에 안정된 화합물, 

주로 산화물의 형태로 변화하여 휘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들이 

대표하는 우라늄, 플류토늄 등도 소각로에서는 휘발하지 않고 소각시에 이

들의 대부분은 소각재속에 입자상물질로 남게되고 일부 배기체에 동반된 

성분들도 기체상 성분이 아닌 입자상 물질로 동반될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의 입도도 비교적 클 것이므로 배기체 처리장치에서 쉽게 제거될 것

이다.

       나) 세슘

           그림 3-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세슘산화물(Cs2O) 및 세슘염화

물(CsCl) 모두 중온(400-900℃)에서 산소 분압과는 무관하게 큰 휘발속도

로 휘발하 다. 세슘염화물(CsCl)의 열 감량 곡선이 매끄러운 것으로 보아 

CsCl은 시험온도범위 및 기체 분위기에서 응축상 성분은 화학적으로 아주 

안정한 물질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화학적으로 안정된 고상 또는 액상 

CsCl은 휘발속도는 매우 커 전기로의 온도가 1,000℃에 도달하기 전에 완

전히 휘발하 다. 반면에 Cs2O의 경우 약 500℃ 이하의 저온에서 Cs와 산

소로 분해되는 반응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환원된 액체금속

인 Cs은 증기압이 커서 실험온도 범위에서 큰 휘발속도로 휘발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의 Cs는 휘발하지 않고 남았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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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나 용기벽면에 인접한 분말상의 Cs성분이 알루미나 매질에 흡착되

어 고온에서도 물리화학적으로 안정된 화합물을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CsCl의 경우에는 남는 Cs성분이 없이 모두 휘발하므로 

세슘의 화학적 상태가 알루미나/실리카 계열의 물질과 화학적 반응에 중

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s이 Na, K 등과 같은 다른 알칼리 

금속과 유사한 거동을 한다고 보면 CsCl의 경우에도 는 수분의 존재하에

는 알루미노-실리케이트 계열의 흡착제로 화학적 흡착이 가능할 것이다

[3-13, 3-14].  

       다) 코발트

           본 연구에서는 원소 코발트(Co)에 대한 실험만을 수행하 다. 

기타 코발트 화합물(CoO, CoO2, CoCl2 등)에 대한 거동은 지난 연구를 참

고할 수 있다[10]. 그림 3-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산소가 충분한 조건

(0.21-atm O2)에서는 Co는 약 300℃에서 3가 산화물인 Co2O3로 변화하는 

이 반응의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300-600℃에서는 생성되는 

Co2O3는 900℃까지 안정되어 변함이 없다. 900℃ 이상의 온도에서 Co2O3

는 산소원자를 배출하고 CoO의 형태로 전환된다. 반면에 산소가 결핍된 

조건에서는 3가 산화물인 Co2O3의 형태로는 전환되지는 않고 300℃ 이상

에서 바로 CoO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2) 염소의 향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저장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내의 가장 대표

적인 핵종들인 U, 방사성 Co 및 Cs를 각각 대표하는 Nd, 비방사성 Co 및 

Cs를 surrogate 중금속으로 선택하 다. 시험된 화합물의 형태는 Nd2O3, 

Co 및 Cs2O 다. 실험에서 얻어진 혼합시료의 무게 감량결과를 그림 3-6

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surrogate 중금속 원소의 양을 QL, 시험후 

잔여 중금속 원소의 양을 QR이라고 하면 휘발분율 FV는 다음과 같이 얻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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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Thermograms of chlorine source-surrogate metal mixtures from th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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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V=
Q R

Q L
                                 (1)

위 식으로부터 얻어진 휘발분율을 표 3-4에 정리하 다. 시험대상 핵종들

의 휘발에 미치는 염화물의 향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폐기물

중에는 상당향의 PVC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의 연소시에 HCl, Cl2, CO, 

H2O등의 대상 핵종과의 반응 가능성이 있는 기체들이 발생한다[3-15]. 그

러나 Nd2O3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시험 최고 온도인 1,000℃까지 

거의 휘발하지 않는다. 원소 코발트 역시 PVC 연소시에 발생되는 기체상 

성분들과 반응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온에서 아주 안정된 산화물인 CoO의 

형태로 변화한다. 세슘의 경우에는 PVC 존재유무와는 상관없이 중온에서 

쉽게 모두 휘발하 다. 유기염화물인 NaCl을 첨가하 을 때도 그 결과는 

PVC를 첨가하 을 때와 유사하 다. 따라서 시험한 3가지의 주요 핵종들

의 휘발성에 유기성 염화물이나 무기성 염화물이 미치는 향은 거의 없

다고 단정할 수 있다. 

   산화물, 염화물 및 질산화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알파핵종인 uranium, 

plutonium, americium 의 surrogate 중금속들은 산소가 결핍된 조건에서

도 1,400℃까지 휘발하지 않는다. 또 염화물의 첨가가 알파핵종의 휘발에 

미치는 향은 없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PVC등이 존재하는 악조건하에서

의 소각시에도 알파핵종들은 대부분 소각재에 남게되고 미량의 배기체에 

동반된 알파핵종들도 비교적 쉽게 제거되는 굵은 입자의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알파소각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연소로에서의 입자상 물

질의 비산에 미치는 운전인자들, 즉 폐기물 매질의 분말화 용이성, 연소기

체의 유동성, 입자상 물질의 제거효율에 향을 미치는 여과장치의 운전인

자가 깊이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2.  PVC가 Cs, Cd 및 Pb의 휘발 및 입도 분포에 미치는 향

    폐기물내에 존재하는 염소성분이 Cs, Cd 및 Pb의 소각로에서의 거동

에 미치는 향을 실제 소각시설에서의 실험을 통해서 고찰하 다. 모의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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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Test Conditions and Results of Heating of Surrogate-Chlorine Mixture 

Sample Loaded(g) 
Surrogate Chlorine

Source
Mole Ratio 

(Chlorine to Metal) Chlorine Source Metal Compound QL QR FV

0 - 0.500 0.43 0.42 0.03 

5 1 0.500 0.43 0.42 0.01 PVC 

10 2 0.500 0.43 0.43 0.00 

0 - 0.575 0.49 0.48 0.03 

5 0.5 0.575 0.49 0.47 0.05 

Nd2O3

NaCl 

10 1 0.575 0.49 0.50 -0.01 

5 1 0.188 0.19 0.17 0.08 
PVC 

10 2 0.188 0.19 0.19 -0.01 

5 1 0.200 0.20 0.20 0.01 
Co

NaCl 
10 2 0.200 0.20 0.35 -0.73 

0 - 0.560 0.54 0.11 0.80 

5 1.25 0.560 0.54 0.13 0.76 PVC 

10 2.50 0.560 0.54 0.10 0.81 

0 - 0.603 0.59 0.12 0.80 

5 1.25 0.603 0.59 0.13 0.75 

Cs2O

NaCl 

10 2.50 0.603 0.59 0.04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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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에 고찰대상 중금속과 PVC를 첨가하여 KAERI 소각시설에서 소각실

험을 실시하면서 다음 두가지의 분배거동(partitioning behavior)에 대해 

고찰하 다. 

  - 중금속의 소각재 잔류와 배기체내 동반(휘발 및 입자상 동반) 비율

  - 배기체에 동반된 중금속의 비산재 입도에 따른 분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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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험방법

     시험소각공정은 20-25 kg/h 용량의 소각공정으로 후연소로 및 배기

체 처리장치로 이루어져 있다[3-10]. 제염지와 PVC 수지를 적당히 혼합하

여 모의폐기물로 실험을 실시하 는데, 모의폐기물의 PVC 함량을 무게기

준으로 0, 2% 및 5%로 하 으며 surrogate metal은 고순도의 분말화된 

산화물인 CdO, Cs2O 및 PbO를 원소기준으로  전체폐기물 무게의 각각 

0.1%가 되도록 첨가하 다. 소각로를 가스버너로 약 400℃까지 예열한 다

음, 중금속 등이 첨가되지 않은 모의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면서 목

표 운전온도인 850℃에 도달하도록 한 다음, 중금속 등이 첨가된 모의폐기

물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면서 폐기물의 연소열로 목표 운전온도인 850℃ 

전후 50℃ 이내를 유지하 다. 소각로 후단에서 Anderson Mark III 

Cacade Impactor와 EPA의 Multiple Metals Sampling Train을 이용하여 

투입된 중금속의 소각재/비산재 분배율 및 비산재내 입도분포 특성을 고

찰하 다.

  나. 결과 및 고찰 

     다중 중금속 시료채취장치에 의해 얻어진 시료의 분석결과로부터 얻

어진 소각로에서의 폐기물의 PVC 함량에 따른 중금속의 배기체내 동반 

비율을 그림 3-7에 나타내었다. 소각로에 투입된 산화물 형태의 Cd, Cs 

및 Pb 모두는 염화물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중간정도의 휘발성을 지니

고 있다. Cd와 Pb의 경우에는 PVC의 향이 비교적 커나 Cs의 경우에는 

PVC첨가에 따른 휘발성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한편 세슘의 경우 원소금

속, 산화물, 염화물 등 모든 형태의 화합물이 휘발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이 소각재에 남는 것이 배기체 시료의 Cs 함량을 기준한 물질수지

계산 뿐만아니라 소각재 시료의 화학적 분석결과로부터 확인되었다. 

   Cascade Impactor 시료를 분석하여 surrogate 중금속의 비산재 입도별 

분포율을 계산하여 그림 3-8에 나타내었다. PVC의 함량이나 시험한 

surrogate 중금속의 종류에 관계없이 50%이상이 마이크론 크기이하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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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분포하고 있다. 또 폐기물 내에 PVC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마이크론 

크기이하로의 누적분포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폐기물에 염

소함량이 증가하면 Cd, Pb 및 Cs의 소각로에서의 휘발성도 증가하고 미

세입자로의 누적분포율도 증가한다. 이러한 미세입자로의 누적입도분포 증

가는 증기상 중금속의 condensation mechanism이나 fragmentation 

mechanism으로 일반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실험의 경우 중금속들이 

휘발한다면 휘발후 온도강하에 따라 자체적으로 응축하여 핵화한 다음 이

들이 응집하여 fume 입자를 이루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입자들의 표면에 

응축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소각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기체의 

유동에 의해 다른 무기질 성분들과의 충돌에 의해 분말상(수십 마이크론)

으로 투입된 중금속의 미세한 입자로의 분쇄 후 비발동반의 가능성도 전

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본 연구의 경우에는 휘발 후 응축입자화 경

로를 따른다고 설명이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납과 카드뮴은 염화물의 존재하에 휘발성이 큰 중금속으로 PVC가 

연소할 때 발생되는 HCl 및 Cl2와 반응하여 염화물로 쉽게 변화하고 이들

은 증기압이 커서 쉽게 휘발한다. 물론 염화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연소가 

진행되는 국부적인 역에는 산소가 부족하므로 PbO 및 CdO의 환원반응

후 원소형태의 증기압이 큰 Pb 및 Cd의 형태로 쉽게 휘발한다. 이와는 달

리 Cs의 경우 모든 화합물이 소각온도에서 휘발성이다. 따라서 본 실험의 

주요결과인 미세입자로의 Pb, Cd 및 Cs의 많은 분포는 휘발에 의한 응축

기구로 설명될 수 있다. 

  또 본 실험의 결과와 같이 비산재의 어떠한 입도 범위에 중금속이 집중

적으로 존재하는 되는 원인이 미리 존재하는 비산재 입자의 입자표면에 

증기상 중금속이 응축되어 일어나는 것이라면, 비산재 내의 중금속 농도는 

비산재의 입도크기와 상관관계를 가져야 하고 이 경우에는 다음 식 (2)와 

같은 표현이 가능해진다[3-5].

Concentration=a+
b

D p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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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cade impactor 시료의 분석결과로부터 비산재 입도 크기구간별 Cd, 

Pb 및 Cs의 농도를 (1/DP
2)의 함수로 그림 3-9에 나타내었다. 소각로에서 

휘발된 중금속이 비산재의 표면에 응축하는 응축 입자화 기구를 따른다면, 

입도분포를 1/DP
2 에 나타내었을 때 직선화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림 

3-9의 여러 가지 종류의 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직선화가 가능하므로, 

고찰한 고온 휘발성 surrogate 중금속들의 주된 입자화 경로는 비산재 입

자표면에의 응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소각시험 조건인 약 800-900℃에서 산화물 형태인 

PbO 및 CdO는 잘 휘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b 및 Cd가 휘발

성인 Cs와 마찬가지로 배기체 내에서의 입도 분포가 위 식 (2)에 일치하

고 있으므로 휘발경로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각로에서 

폐기물(유기물)의 연소에 필요한 O2의 국부적 부족현상에 따라 PbO 및 

CdO가 다음과 같은 환원 반응에 의해 증기압이 큰 원소물질로 변하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PbO―→ Pb + ½ O2   (3)

    CdO―→ Cd + ½ O2  (4)

3. 저온 배기체 처리계통에서의 휘발성 중금속의 제거특성

   1997년도에는 폐기물의 소각시 고온에서 휘발되는 반휘발성 유해중금

속(Cd, Pb, As 및 Hg) 및 방사성 핵종(Cs)에 대해 배기체의 냉각시 응축 

입자화 특성 및 저온 배기체 처리계통에서의 제거 특성을 실험적으로 고

찰하 다. 실험실 규모 실험을 통하여 반휘발성 핵종 및 유해 중금속들과 

PVC를 고온에서 각각 연소 및 휘발시켜 이들을 동반하는 배기체의 건식

냉각시 중온 및 저온에서의 응축효율 및 이 때 생성되는 전체입자의 크기

분포 특성과 중금속 및 핵종의 입도별 분포특성을 고찰하 다. 또 실증용 

소각공정에서 반휘발성 중금속 및 반휘발성 핵종을 포함하는 모의폐기물

의 시험소각을 통하여 이들 휘발성 오염물의 저온 배기체 처리계통에서의 

제거효율을 입도분포 특성과 함께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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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고온에서, 다종의 중금속과 유해가스, 분진 등이 공존할 때의 

응축 및 배기체 처리장치에 대한 제거 특성 등에 대한 연구결과는 이미 

발표한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3-1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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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온 흡착 기초 연구

1. Kaolinite의 증기상 중금속 흡착능 고찰

  가. 실험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장치를 그림 3-10에 나타내었다. 공업분석기

(Proximate Analyzer, MAC-500, LECO Co.)를 이용하여 고정층에 공급되

는 중금속의 농도를 결정하 다. 고정층 반응기는 1,373 K까지 가열될 수 

있는 내경 2-inch의 inconel 튜브 내부에  1-inch tube fitting을 이용하여 

약 10g의 고령토를 충진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이 고정층을 통과한 기

체 중에 포함된 금속의 양 및 크기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8단의 cascade 

impactor(Anderson Mark V)를 설치하 다. Cascade impactor에 이어서 

vapor-washing impinger를 연결하여 나머지 중금속 입자를 포집하 다

(EPA's Method 0012).

무기질 흡착제인 규산 알루미늄 계열의 물질의 고령토(kaolinite)는 경남 

산청군 소재의 대명(주)에서 공급받아 사용하 다. 고령토를 973 K의 머

플 노내에서  2시간동안 소결한 후 체질하여 300-400㎛ 입도범위의 것을 

고온 흡착제로 사용하 다. 공업분석기에 공급되는 기체는 산소 21%, 질

소 79%의 혼합기체이며 사용된 고온 휘발성 금속시료는 PbCl2, CdCl2, 

CuCl2 그리고 NaCl이다. 이 중 단일종 금속염화물 흡착실험의 경우 PbCl2

와 CdCl2 각각에 대해서, 그리고 다성분 금속흡착 실험의 경우 PbCl2, 

CdCl2, CuCl2, NaCl을 동시에 휘발시켜 각각에 대한 고령토와의 흡착효율

을 알아보았다.

   실험에서 얻어지는 자료는 공업분석기에 의해 측정된 금속의 무게 손

실량(WA), EPMA와 EDX 분석에 의해 결정된 금속 흡착양(WE), 반응 후 

고정층 물질의 무게 변화량으로 측정된 금속 흡착량(WB), cascade 

impactor에 의해 수집된 금속의 양(WC) 그리고 impinger에 의해 수집된 

금속의 양(WI) 등이 있다. 이들로부터 고령토에 흡착된 금속의 흡착분율



1-108

1. Flow meter
2. Needle valve
3. N2
4. O2
5. Steam generator
7. Valve
8. Thermo gravimetric furnace

 9. High temperature sorption bed
 10. Thermocou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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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Impingers
 13. Controller
 14. Silicagel bed
 15. Vacuum pump
 16. Dry gas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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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 다.

   Fs = WB/(WB+WC+WI)               (5) 

   Fs = WE/WA               (6)

위의 (5)식을 통해 단일종 금속염화물 흡착에서의 흡착분율을 결정하 고, 

(6)식을 통해 다성분 금속염화물  흡착에 있어서의 흡착분율을 결정하

다. 

  나. 결과 및 고찰

    1) 단일 중금속의 흡착반응 특성

     그림 3-10과 같은 고온 흡착제 고정층을 이용하여 휘발된 중금속

의 처리 효율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단일 중금속에 대한 흡착실험을 행하

다. 반응 후 흡착제의 무게 증가량을 기초로 행한 단일상 중금속(PbCl2 

혹은 CdCl2)의 흡착실험으로부터 흡착분율(Fs)은 온도의 함수로 그림 3-1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bCl2와 CdCl2의 kaolinite에 대한 흡착능을 비교

하여 보면, 973 K에서는 PbCl2의 흡착 분율이 0.65로 CdCl2의 0.55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으로 비교적 저온인 973 K에서 CdCl2보

다는 PbCl2가 규산 알루미늄 계열의 흡착제인 kaolinite와의 반응성이 더

욱더 좋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온도가 1,073과 1,173 K로 상승됨에 따라 

두 금속에 있어서의 반응성에 차이가 없이 흡착 분율이 0.8 이상이 되어 

PbCl2의 경우 최고 0.9 정도까지 흡착분율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Shadman 등이 실험결과로 제시한  PbCl2에 대한 흡

착분율이 규산 알루미늄 계열의 흡착제인 kaolinite의 경우 0.8정도인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3-22]. 그러나 CdCl2에 있어서는 Shadman 등

은 Al2O3가 주성분인 bauxite나 alumina만이 약 0.8정도의 높은 흡착분율

을 보인 것에 비하여 본 실험에서는 규산 알루미늄 계열인 고령토도 0.8이

상의 흡착분율을 나타내고 있다[3-23].  

Lead와 cadmium 모두 고령토와의 반응에 있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흡착능이 증가하는 흡열반응의 양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흡착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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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성분 중금속의 동시 흡착특성

       다성분 금속흡착실험에서 각 금속(PbCl2, CdCl2, NaCl, CuCl2)의 

흡착분율을 그림 3-12에 온도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Copper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다른 세가지 금속의 흡착분율은 흡착온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

다. 다른 금속 증기의 존재하에서도 lead의 경우 1,173 K의 흡착온도에

서는 단일종 금속 실험때와 같이 80%이상의 흡착분율을 보임을 알 수 있

다. Cadmium의 경우 다른 금속의 존재하에서도 온도의 증가에 따라 흡착

분율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단일종 금속 실험과는 달리 같은 

온도에서 그 흡착분율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sodium과 

copper의 경우 온도의 향이 다른 금속에 비해 낮았으며, 흡착분율 또한 

lead나 cadmium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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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의 흡착분율은 다른 금속에 비해 다성분 흡착 실험에서 월등히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lead의 주어진 온도에서의 물리적 흡착이나 응

축공정의 진행속도가 다른 금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lead가 

주어진 온도에서 가장 낮은 증기압을 가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lead

의 경우 흡착제에서의 이동저항이 다른 금속 증기에 비해서 가장 큰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lead의 분자량이 상대적으로 다른 금속에 비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ead에 의한 흡착분율이 큰 것은 lead

와 흡착제와의 반응이 다른 금속에 비해 빠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혼합금속증기의 이동공정에 있어서의 저항은 상대적으로 lead에 비해 다

른 금속들이 많이 받게 되는데, 이는 lead의 흡착반응생성물(lead 

aluminium silicate)이 다른 금속이 미반응 흡착제로 이동할 때의 이동저항

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단일종 금속실험에서보다 상대적

으로 낮은 cadmium의 흡착분율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또 상대적으

로 낮은 sodium과 copper도 흡착분율이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3) 흡착층 통과후 배기체내 중금속의 입도분포

    고온 흡착제 고정층을 통해 나오는 배기체를 cascade impactor로 

포집하여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입자를 입도별로 정리하여 놓은 

결과를 그림 3-13과 그림 3-14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고정층의 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흡착분율이 증가하게 되어 PbCl2와 CdCl2 대기방출량

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배기체 중 대부분의 금속입자의 크기분포

가 1㎛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흡착층의 온도증가에 따라 마이크론 크

기 이하의 금속입자의 배출량이 현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보건학적으로 아주 유해하다고 할 수 있는 1㎛이하 크기의 아주 작은 

유해중금속입자의 배출을 kaolinite를 이용한 고온흡착기술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3-25, 3-26].   

  다. 결과 요약

    1) 국내산 고령토를 이용한 고온 고정층에서 cadmium과 lead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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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Aerodynamic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lead chloride 
   in cooled off-gas passing through sorbent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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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은 copper chloride나 sodium chloride와 같은 다른 유해 금속기체의 

존재에 관계없이 반응온도의 상승에 따라 증가하 다. 

    2) Kaolinite를 이용한 배기체 처리를 통해 보건학적으로 유해한 1㎛

이하의 아주 작은 금속입자의 대기방출을 현격히 감소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Kaolinite와 증기상 납 성분의 고온 흡착 반응기구 및 속도론

  가. 이론 

     기체상 반응물(PbCl2)과 metakaolinite(Al2O3․2SiO2) 사이의 반응식

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3-22].

 PbCl2 + Al2O3․2SiO2 + H2O → PbO․Al2O3․2SiO2 + 2HCl      (7)

반응식 (7)에 의해 반응속도를 일반적인 반응속도식으로 나타낼 경우 다

음과 같다. 

-r init=(
dx
dt
) init=η․k․P

m
PbCl 2․A metakaolinite        (8)

 A metakolinite=So(1-x)          (9)

여기에서 η는 다공성 흡착제 내에서 확산저항이 반응속도를 감소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유효인자(effectiveness factor)이고, k는 반응속도상수, m

은 기체상 반응물질에 대한 반응차수 그리고 So는 고령토의 초기 비표면

적이다. 전화율이 매우 낮은 반응 초기단계에서는 So와 같으므로 초기 반

응속도는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 init=η․k․P
m
PbCl 2
․S o      (10)

반응속도 상수를 Arrhenius 방정식에 의해 나타낼 경우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k= koexp(-
Ea
RT

)      (11)

여기에서 ko는 빈도인자(frequency factor)를 나타낸다. 식 (10)에 식 (11)

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반응 초기단계에서의 반응속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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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다.

-r init=(
dx
dt
) init=ηkoS oexp(-

Ea
RT
)P
m
PbCl 2 ( 1 2 )

ln (
dx
dt
)= ln(ηkoS o)+m․ ln (P PbCl 2)-(

Ea
R
)(
1
T
)             (13)

PPbCl 2가 일정한 상태에서 ln(dx/dt)와 (1/T)사이의 선형적인 관계를 통해 

활성화 에너지 Ea를 구할 수 있고, ln(dx/dt)와 ln( P PbCl 2)사이의 선형관계

에 의해 기체상 반응물의 농도를 기준한 반응차수 m을 구할 수 있다.

  나. 실험방법

    중금속으로 오염된 소각로 배기체를 모사하여 무기 흡착제가 탑재

된 고온의 흡착층을 통과시킴으로써 고온에서의 중금속 제거특징을 알아

보기 위해 사용된 실험장치는 앞의 그림 3-10과 같다. 

실험에 사용된 납은 염화물 형태인 분말상 PbCl2(Shinyo pure chemical 

Co.) 다. 무기질 흡착제로 고온에서 기체상 중금속과 반응성이 좋은 것으

로 알려져 있는 고령토를 경남 산청군 소재의 (주)대명에서 공급받아 사

용하 다. 산청산 고령토의 광물조성을 알아보기 위해 XRD 정량 분석

(SIROQUANT software)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표 3-5에 나타내었다. 

이에 의하면 유해 중금속과 고온에서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광물로 알려진 

kaolin 계열의 광물(Al2O3․2SiO2․xH2O), 즉 kaolinite와 halloysite가 

58.5% 정도 존재하 고 기타 나머지는 anorthite, muscovite, 

montmorillonite 그리고 quartz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료 고령토는 1173 K

에서 2시간동안 소결하여 kaolinite와 halloysite의 탈수화물인 

metakaolinite(Al2O3․2SiO2)로 전환시키고, 그 밖의 불순물 및 수분을 제

거하 다. 전자현미경 분석(JEOL, JXA 8600)과 XRD 분석(Philips, X'pert 

MPD)을 통해 소결된 흡착제의 화학조성 및 반응 후 흡착제의 구조적 특

징을 알아보았다. 소결된 고령토는 표준체(standard sieve)를 사용하여 30

0∼400 ㎛ 범위 입도의 것을 흡착제로 선택하 으며, BET (Bruna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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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Mineral composition of natural kaolin examined by 

quantitative XRD analysis 

Mineral species Composition (%) Indexes

Kaolines 58.5 Kaolinite and Halloysite

Anorthite 27.9 Feldspar

Muscovite 13 Mica(Muscovite+Ilite)

Montmorillonite 0.6 Montmorillonite+Chlorite

Quartz tr. Quartz (trace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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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mett and Teller) 분석을 통해 흡착제의 비표면적 및 기공크기를 측정

하여 그 결과를 표 3-6에 나타내었다.

Metakaolinite와 기체상 중금속의 반응은 973∼1173 K의 온도범위에서 

실시하 다. 기체상 중금속의 농도는 PbCl2의 시료양, 운반기체의 유량 및 

휘발온도로 결정하 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해진 기체상 반응물의 농도범

위는 9.8∼16.3 Pa이었다. 반응 후 흡착제는 383 K로 오븐에서 건조시킨 

후 미량저울을 이용하여 측정된 무게증가로 흡착량을 결정하 다. 

  다. 결과 및 고찰

   흡착제와 기체상 반응물 사이의 근본적인 반응 메커니즘 및 반응 

전․후 흡착제의 구조적 변화를 살피기 위해서 XRD 분석과 전자현미경 

분석을 실시하 다. 그림 3-15의 (a)에 흡착제로 사용된 흡착반응 이전의 

소결 고령토 입자의 단면을 나타내었다. 그림으로부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흡착제는 수 ㎛에서 수십 ㎛정도의 아주 작은 알갱이 형태의 

metakaolinite가 서로 엉겨붙어 하나의 입자를 이루고 있는 다공성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metakaolinite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굵은 입도의  

feldspar나 muscovite와 같은 광물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5의 (b)는 반응 후 흡착제에서의 납 분포를 나타낸다. Feldspar나 

muscovite는 납과 반응하지 않았지만 metakaolinite가 분포한 곳은 입자의 

내․외부 모두에서 전체적으로 반응이 일어났다. 

그림 3-16의 (a)와 표 3-5에 소결 이전 흡착제에 대한 XRD 분석으로 

파악된 광물종류와  XRD 광물정량 분석으로 파악된 광물별 조성을 나타

냈다. Al2O3․2SiO2․xH2O의 구조를 갖는 Kaolin광물(kaolinite, halloysite)

이 58.5% 함유되어 있는데, 1173 K의 온도에서 소결시키면 이들은 탈수반

응(dehydration)을 거쳐 그림 3-16의 (b)와 같이 무정형(amorphous)인 

metakaolinite(Al2O3․2SiO2) 형태로 전환된다. 그림 3-16의 (c)는 이렇게 

소결시킨 흡착제와 기체상 납의 반응으로 생성된 물질의 XRD 패턴이다. 

Metakaolinite는 납과의 고온반응으로 인해 결정구조를 갖는 lead 



1-120

Table 3-6.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calcined natural 

kaolin in the size range of 300∼400 ㎛

Physical properties Apparent density  [g/cc] 0.82

BET surface area  [m2/g] 15.5

Chemical composition,

wt% (EPMA)

Al2O3 32.83

SiO2 50.78

CaO 14.80

Fe2O3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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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minum silicate(PbO․Al2O3․2SiO2)로 전환된다[3-27]. 그러나 다른 종

류의 광물(feldspar, mouscovite등)은 소결과정에서 어떠한 구조적 변형도 

없었고, 기체상 납과 반응하지 않았다.

그림 3-17에 소결시킨 흡착제의 납 제거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서로 다

른 온도에서 오랜 시간동안 기체상 납과 반응시킨 포화흡착선도를 나타내

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납의 제거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응온도를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납의 포화 흡착량은 변함없이 소

결고령토 1g당 0.491 g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체상 납의 제거 효율이 증가하는 것은 본 흡착제와 기체상 반응물과의 

반응이 흡열 반응에 의한 화학흡착 반응임을 나타낸다. 

반응의 속도론적 해석을 위해 다공성 입자내에서 확산저항이 반응속도

를 감소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유효인자(effectiveness factor)를 

구하여야 한다. 유효인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실험적으로 흡착제층의 단위 

부피당 반응속도, MR에 대한 값을 다음과 같이 구하 다.

  MR=-
1

VR(1-ε)
dn
dt (14)

여기에서 -(dn/dt)는 단위 층부피 VR당 몰 반응속도이고, ε은 층의 공극

율이다[3-28]. 본 연구에 사용된 흡착제를 350 ㎛의 평균입도를 가진 구형

의 입자라 가정하 을 때 ε은 0.6 정도이었고, VR은 15.2 cm
3 다. 그림 

3-18에 본 연구의 실험 data를 이용하여 식 (14)에 의해 계산된 전화율에 

대한 단위 층부피당 몰 반응속도를 나타내었다. 기체상 납과 흡착제의 반

응에서 몰반응속도는 전화율이 약 50% 정도가 될 때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여기까지는 흡착반응이 다공성 흡착제 표면에서의 반응이 주로 일

어남을 나타낸다. 그러나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흡착제 표면에서 반응 가

능한 metakaolinite의 양이 감소하게 되고, 표면에 생성된 흡착반응물은 입

자 중심으로 계속되는 반응에 중요한 저항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반응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몰 반응속도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온도에 대한 강

한 의존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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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Lead sorption in the packed bed kaolinite at 
973, 1073 and 1173 K with a constant PbCl2-
carrying gas passing condition (VG=20 L/min, 
Cm=175pp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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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층부피당 몰반응속도가 ηkv(1-ε)Cs
m  임을 이용하여 Thiele 계수 Ψ

와 유효인자 η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반응인자 Φ에 대한 값을 정의할 수 

있다.

  Φ ≡ Ψ
2
η = 

r
2
0

DpC s
MR (15)

식(15)의 우측항의 값들 중 다공성 흡착제에 대한 중금속 기체의 유효확

산계수(Dp=Dθτ
-1
)값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다

[3-28-31]. r0는 원형 흡착제 입자의 평균 반경을 나타내고, Cs는 흡착제 

표면에서의 중금속 기체의 농도이다. Thiele 계수(Ψ=r0(SvksCs
m-1)0.5)와 유

효인자(η=3Ψ-1(tanh-1Ψ-Ψ-1))의 관계 및 실험적으로 구한 값들을 통해 

유효인자를 구하 다[3-28]. 이를 통해 흡착제와 기체상 반응물의 반응속

도를 지배하는 주요한 요인중의 하나인 기공 확산의 향을 고찰함으로써 

고체시료의 구조적 특징이 반응속도에 미치는 향을 알 수 있다. 표 3-7

에는 본 연구에서 행한 반응온도 범위와 흡착제 입도에서의 유효인자가 

0.9961∼0.9979로 거의 1에 가까운 수치임이 나타났다. 이는 기공 확산이 

반응속도에 미치는 향은 거의 무시할 수 있고, 더 이상 흡착제 입자의 

크기를 작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의 압력손실만 증가시킬 뿐 더 이상

의 반응속도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3-21, 3-28].  

기-고 반응의 속도론적 인자인 온도 및 기체상 반응물 분압이 흡착반

응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흡착제 내․외부의 이동 저항을 무

시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기체유량과 낮은 전화율의 범위내에서 실험을 

진행하 다. 식(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응온도와 기체상 반응물의 농도

는 중금속 고온 흡착반응의 반응속도를 결정하는 주요인이다. 기체상 반응

물 농도와 반응온도에 대한 반응속도의 향을 고찰하기 위해 농도에 대

한 반응차수 및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 다. PbCl2를 9.8∼16.3 Pa의 분압 

범위에서 반응속도 변화를 살펴보았고, 반응온도는 973∼1,173 K의 범위

에서 변화를 주었다.

그림 3-19에 그림 3-21에 기체상 반응물의 농도 및 반응온도가 반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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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Parameters for calculating effectiveness factor (η) and 

calculated results 

Metal  

Specie

s

Tb

(K)

VG

(l/min

)

Dp

(cm
2
/s)

Cs 

(×10
-9
)

MR/VR

(×10
-8
)

Φ η

PbCl2

973 20 0.09 2.388 1.353 0.030

5

0.9979

1073 20 0.11 2.388 1.708 0.034

2

0.9977

1173 20 0.12 2.388 3.292 0.058

4

0.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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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미치는 향을 각각 나타내었다. 일정한 온도 및 같은 비표면적의 흡

착제에서 PbCl2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속도가 증가하 다. 이러한 

기체상 PbCl2의 분압이 반응에 미치는 향을 정량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식 (12)에 의해 ln(dx/dt)와 ln( P PbCl 2)사이의 선형관계를 도시하여 그림 

3-20에 나타내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로부터 반응차수 m이 1.67로 결정

되었다. 이 값은 식 (13)에서 나타난 등온계(isothermal system)의 입자내 

반응에서 화학반응속도에 대한 분자확산속도의 비를 나타내는 반응인자 Φ

를 통해 구해진 이론적 반응차수 값에 비교될 수 있다. 즉 Thiele 

modulus, Ψ와 유효인자, η의 관계로 정의된 값인 Φ가 작아 질수록 유효인

자는 1에 가까워진다. 전형적으로 η》0.95 라는 조건하에서는 단일 반응물

의 비가역 반응에 대한 반응차수를 Φ값에 의해 가정할 수 있다. 표 3-7에 

나타난 Φ값은 0.0305∼0.0584 정도로 0.3 이하의 값을 나타내므로 납과 

metakaolinite의 총괄반응은 2차 반응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실험적으로 

구한 반응차수 값인 1.67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3-32]. 

  온도에 대한 반응속도의 향을 살펴보기 위해 973, 1,073 및 1,173 K의  

온도에서 흡착시간에 따른 전화율 변화를 그림 3-21에 나타내었다. 이로

부터 본 반응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속도가 증가하는 전형적인 흡

열반응임을 알 수 있다. 식 (13)의 ln(dx/dt)와 (1/T)의 선형적 관계를 그

림 3-22에 나타내고 이로부터 PbCl2와 metakaolinite의 반응 활성화에너

지, Ea는 10.16 kcal/gmol로 결정되었다. 이 값은 Mahuli 등이 제시한 

SeO2와 CaO 사이의 반응 활성화 에너지인 10.4 kcal/gmol과 비슷한 값이

지만 As와 CaO 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인 4.03 kcal/gmol보다는 큰 값

을 가져 비교적 높은 온도 의존성을 보 다[3-32, 3-33]. 

  

  라. 결과요약

   국내산 고령토와 기체상 PbCl2의 흡착반응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아

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국내산 고령토를 구성하고 있는 광물 중 kaolin 광물(Al2O3․2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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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xH2O)만이 탈수화(dehydration) 생성물인 metakaolinite(Al2O3․2SiO2) 

형태로 납과 반응하여 환경적으로 안정적인 생성물인 lead aluminum 

silicate (PbO․Al2O3․2SiO2)를 생성하 다.

    2) 온도의 증가에 따라 납 흡착속도가 증가하는 흡열반응의 양상을 

보 지만 납의 포화 흡착량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고, 기공내 확산저항도 

거의 없었다.

    3) 기체상 반응물(PbCl2)의 분압에 대한 반응차수 m은 1.67로 결정되

었고, Arrhenius 방정식에 의해서 구한 활성화 에너지 Ea는 10.16 

kcal/gmol로 결정되었다. 

3. Kaolinite와 증기상 카드뮴 성분의 고온 흡착 반응기구 및 속도론

  가. 실험장치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카드뮴은 염화물 형태인 분말상 CdCl2(Aldrich 

Co.)이다. 무기질 흡착제로는 고온에서 기체상 중금속과 반응성이 좋은 것

으로 알려져 있는 고령토를 사용하 다. 이것은 경남 산청군 소재의 (주)

대명에서 공급받아 사용하 다. 산청산 고령토의 광물조성을 알아보기 위

해 XRD 정량 분석(SIROQUANT software)을 실시하 다. 실험에 사용할 

흡착제 제조를 위해 1,173 K에서 2시간동안 소결하여 kaolinite와 

halloysite를 탈수화물(dehydration) 형태인 metakaolinite(Al2O3․2SiO3)로 

전환시키고, 그 밖의 불순물 및 수분을 제거하여 사용하 다. 

    2) 실험절차

    모든 실험은 CdCl2를 포함한 운반기체를 20 LPM(liters per 

minute)로 공급하 다. 흡착층으로 공급된 CdCl2를 포함한 연소모사기체의 

주조성은 부피분율로 12% O2, 5% CO2, 1%의 H2O 그리고 그 나머지는 

N2로 구성되어 있다. 기체상 중금속의 농도는 휘발온도, 분말상 CdCl2 시

료량 및 운반기체의 유량으로 조절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체상  CdC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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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도를 8∼16.1 Pa의 범위로 조절하여 흡착특성에 대해 고찰하 다.

모든 실험은 흡착층의 온도를 원하는 온도로 승온시키면서 시작하

다. 분말형태의 CdCl2를 crucible에 넣고 공업분석기(Proximate Analyzer, 

MAC-400, LECO Ltd.)내에서 973 K로 휘발시켰다. Metakaolinite와 기체

상 중금속의 반응온도 범위는 973∼1,173 K이다. 이러한 온도범위는 기체

상 반응물이 응축하는 온도보다 높은 범위로 반응성 규명에 적합한 조건

이다. 반응 후 흡착제를 383 K의 건조로에서 건조시킨 후 미량저울

(micro-balance)을 이용하여 증가된 무게를 측정함으로써 흡착량을 결정

하 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HNO3/HF 혼합용액에 반응후의 흡착제를 

용해시켜 AAS(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분석을 실시하 다. 

  나. 결과 및 고찰

    1) 흡착제 구조

흡착제와 기체상 반응물 사이의 근본적인 반응 메커니즘 및 반응 

전․후의 흡착제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XRD 분석 및 이를 통

한 광물정량분석 그리고 SEM 분석을 실시하 다. 반응 전․후의 흡착제 

입자의 형상변화를 고찰하기 위한 SEM 분석결과를 그림 3-23에 나타내

었다. 그림 3-23의 (a)에 카드뮴과 반응전인 소결시킨 고령토 입자표면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흡착제는 수 ㎛에서 수십 ㎛정도의 아주 

작은 알갱이 형태의 metakaolinite가 서로 엉겨붙어 하나의 입자를 이루고 

있어 매우 porous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반응전 흡착제의 단면을 

촬 한 그림 3-23의 (b)에서 metakaolinite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크고 

거친 형태를 지닌 장석(feldspar)이나 운모(muscovite)와 같은 다른 형태의 

광물도 함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광물로 구성된 

흡착제의 반응 후 생성물에 대한 카드뮴의 분포를 그림 3-23의 (c)와 (d)

에 나타내었다. 그림 3-23의 (c)는 106 ppmv의 카드뮴 농도에서 15분간 

반응시킨 흡착제로 높은 기체 유속과 짧은 반응시간으로 인해 입자 내부

에 비해 입자의 표면에 보다 많은 반응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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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일농도에서 60분간 반응시킨 그림 3-23의 (d)에서는 입자내부까

지 골고루 반응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3-23의 (c)와 

(d)를 통해 장석이나 운모에서는 반응이 진행되지 않고 metakaolinite가 

분포한 곳에서만 반응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소결 이전의 흡착제에 대해 XRD 분석을 실시하여 광물의 종류를 

파악하 다. 그림 3-24의 (a)에서 확인된 kaolin 광물 (Al2O3․2SiO2․

xH2O)은 탈수화 반응(dehydration)을 거쳐 그림 3-24의 (b)와 같이 무정

형(amorphous)의 metakaolinite의 형태로 전환되어 XRD 분석으로는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지만, 그림 3-24의 (c)에 나타난 cadmium과 

metakaolinite와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물질의 XRD pattern으로 그 존재

가 확인된다. 본 그림에서 제시된 XRD pattern은 Uberoi 등이 제시한 것

과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3-23]. 즉 Uberoi 등이 제시한 것과 같은 

CdO․Al2O3․2SiO2 뿐만아니라 2CdO․Al2O3․2SiO2의 구조를 갖는 다른 

반응생성물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식 (16)에 의해 생성된 

반응생성물이 다시 기체상 반응물과 2차적인 반응을 이루며 식 (16)의 반

응식 이외에 다음 (17)과 같은 반응도 일어남을 알 수 있다. 

Al2O3․2SiO2 + CdCl2 + H2O → CdO․Al2O3․2SiO2 + 2HCl       (16)

CdO․Al2O3․2SiO2 + CdCl2 + H2O → 

                                2CdO․Al2O3․2SiO2 + 2HCl     (17)

그러나 장석(feldspar, anorthite)등과 같은 다른 광물에서는 소결중에 어떠

한 열적인 변형도 일어나지 않고 기체상 카드뮴과의 반응에 참여하지 않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SEM 분석 때와 같이 metakaolinite에서만 카

드뮴을 포집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소결 이전의 원료 흡착제중 고온에서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metakaolinite 

부분은 소결 이전의 흡착제에서 수분 등의 분순물이 제거된 전체 흡착제

의 53.7%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반응 메커니즘(reaction mechanism) 

    소결시킨 흡착제의 카드뮴 제거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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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서 오랜 시간동안 기체상 카드뮴과 반응시켜 그 결과를 그림 3-25

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카드뮴의 제거 속

도가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체상 카드뮴의 제거 효율이 증가하는 것은 본 흡착제와 기체상 반응물

과의 반응이 흡열 반응에 의한 화학흡착 반응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와 같이 반응온도를 증가시켜도 카드뮴의 포화 흡착량은 0.440 gCdO/graw 

sorbent로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이 실험적으로 구해진 포화 흡착량은 그림 

3-24의 XRD분석에서 확인된 2CdO․Al2O3․2SiO2 생성함을 입증하는 중

요한 근거가 된다. 즉 반응식 (16)의 양론과 광물정량 분석을 통한 

metakaolinite의 양(0.537 gmetakaolinite/graw sorbent)에 근거하여 계산된 원료 

흡착제의 최대 흡착량은 0.310 gCdO/graw sorbent이다. 즉 반응식 (16)에 의해

서만 카드뮴-흡착제의 반응이 진행된다면 실험적 포화 흡착량은 이론적 

포화 흡착량인 0.310 gCdO/graw sorbent의 값보다 작거나 비슷한 값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실제 실험에 의해 구해진 포화 흡착량이 0.440 gCdO/graw 

sorbent로 이론값에 비해 큰 값을 가짐으로써 반응식 (17)에 의한 2CdO․

Al2O3․2SiO2가 생성되는 반응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한 반응의 속도론적 해석을 위해서 반응

의 초기 단계에 대한 반응속도만을 고찰하고자 하 으므로 반응식 (16)만

을 고려하 다. 또한 흡착제의 기공 확산(pore diffusion)에 대한 향을 

고찰하여 보다 정확한 속도론적 자료를 얻고자 하 다. 기공확산저항의 

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확산율속과 반응율속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고찰하고 최적화된 충진층 설계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유효인자

(effectiveness factor, η)를 구하 다. 유효인자를 구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흡착제층의 단위 부피당 반응속도, MR에 대한 자료를 먼저 구하 다. 

그림 3-26에서는 본 연구에서 행한 실험 data를 이용하여 전화율에 대

한 단위 흡착층 단위부피당 몰 반응속도를 나타내었다. 기체상 카드뮴과 

흡착제의 반응에서 몰반응속도, MR은 전화율이 약 50% 정도가 될 때까지

는 거의 변화가 없이 거의 일정하다가 그 이상이 될 때부터 점점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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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 Cadmium sorption in the packed bed kaolinite at 973, 1073 and 
1173 K with a constant CdCl2-carrying gas passing condition 
(VG=20 L/min, Cm=106pp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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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Molar conversion rate of metakaolinite (Al2O3 2SiO2) into cadmium 
aluminum silicate (CdO Al2O3 2SiO2) in unit bed volume, as a function of a 
conversion (S0=15.5 m2/g, Cm=106 pp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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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화율 약 50% 정도까지는 흡착반응이 다공성 

흡착제표면에서의 흡착반응이 주로 일어남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응이 진

행됨에 따라 흡착제 표면에서 반응 가능한 metakaolinite의 양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중금속 기체는 입자내부로 확산되는데, 이러한 입자내부로의 이

동이 중요한 저항으로 작용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반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몰 반응속도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흡착반응의 온도에 대한 강한 의

존성을 보여준다. 식 (8)과 (9)에 따라 속도론적 해석에 필요한 여러 가지 

data를 표 3-8에 정리하 다. 본 연구에서 행한 반응온도와 흡착제 입도의 

범위에 따라 0.9947∼0.9972로 거의 1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다. 이로부터  

기공 확산이 반응속도에 미치는 향은 거의 무시할 수 있고, 더 이상 흡

착제 입자의 크기를 작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의 압력손실만 증가시킬 

뿐 더 이상의 반응속도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고 반응의 기초적인 반응 속도론적 인자를 결정하기 

위해 기체상 반응물과 흡착제 사이의 초기 반응만을 고려하여 최소 이동

저항(minimal transport resistance)의 조건을 유지하며 실험하 다. 20 

LPM(liters per minute)의 비교적 높은 유속으로 실험을 하여 외부 확산

저항을 제거하 다. 그리고 낮은 전화율에서 실험함으로써 반응생성물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흡착제 입자 내부로의 확산저항이 반응속도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 고, 반응식 (17)에 의한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반응식 

(16)에 의존하는 반응속도론적 자료를 얻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체

상 반응물의 농도에 대한 혹은 반응온도에 대한 반응속도의 향을 고찰

하기 위해 반응차수 및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 다. 이를 위해 기체상 반응

물로 CdCl2를 선택하여 8∼16.1Pa 범위에서 반응속도 변화를 살펴보았고, 

반응온도 범위는 973∼1,173K 다.

실험의 결과로부터 기체상 반응물의 농도와 반응온도가 반응속도에 미

치는 향을 그림 3-27과 그림 3-28에 각각 나타내었다. 기체상 CdCl2의 

농도가 반응에 미치는 향을 그림 3-27에 나타내었다. 일정한 반응 온도

(1,173 K)와 흡착제 비표면적(15.5 m2/g)에서 CdCl2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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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Parameters for calculating effectiveness factor (η) and 

calculated results 

Metal  

Specie

s

Tb

(K)

TF

(K)

VG

(LPM)

De

(cm
2
/s)

Cm

(ppmv)

Cs 

(×10
-9
)

 MA/VR

(×10
-8
)

Φ

(-)

η

(-)

CdCl2

973 973 20 0.12 101 1.448 1.369 0.041

3

0.997

2

1073 973 20 0.14 101 1.446 1.725 0.046

3

0.996

9

1173 973 20 0.15 101 1.447 3.324 0.079

1

0.99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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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Effect of cadmium chloride partial pressure on kaolinite
conversion (S0=15.5 m2/g, Cm=106 ppmv, T=1,173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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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mium aluminum silicate (CdO Al2O3 2SiO2) (PCdCl2=10.2 Pa, S0=15.5 
m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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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반응속도는 증가하 다. 이러한 기체상 CdCl2의 분압이 반응에 미치는 

향을 정량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ln(dx/dt)와 ln( P CdCl 2)사이의 선형관계

를 도시하여 그림 3-29에 나타내었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로부터 반응차

수, m이 3.26으로 결정되었다.

온도에 대한 반응속도의 향을 살펴보기 위해 973, 1,073 및 1,173K 

각각의 온도범위에서 시간에 따른 전화율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 3-28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속도가 증가하는 전형적인 흡열반응을 나타내

고 있다. 이로부터 ln(dx/dt)와 (1/T)사이의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결

과를 그림 3-30에 나타내었고 이로부터 CdCl2와 metakaolinite의 반응 활

성화에너지, Ea는 5.56 kcal/gmol로 결정되었다. 

 

  다. 결과요약

      국내산 고령토와 기체상 CdCl2의 흡착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을 해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국내산 고령토를 구성하고 있는 광물 중 kaolin광물인 kaolnite와 

halloysite(Al2O3․2SiO2․xH2O)만이 탈수화(dehydration) 생성물인 meta- 

kaolinite의 형태로 유해중금속인 카드뮴을 포집할 수 있었다.

    2) 흡착반응 온도의 증가는 고령토에 의한 카드뮴 제거 속도를 증가

시키는 흡열반응의 양상을 보 지만 카드뮴의 포화 흡착량에는 향을 미

치지 않았고, 기공내 확산저항도 거의 없었다.

    3) XRD 및 당량 분석의 결과로부터 카드뮴은 metakaolinite 뿐만 아

니라 1차 흡착반응 생성물인 CdO․Al2O3․2SiO2에 의해서도 포집되어 

2CdO․Al2O3․2SiO2의 생성물을 생성함으로써 1몰의 metakaolinite로 최

대 2몰의 기체상 카드뮴을 흡착제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CdCl2의 metakaolinite와의 반응시 기체상 반응물의 분압에 대한 

반응차수(m)는 3.26으로 결정되었고, Arrhenius 방정식에 의해서 구한 활

성화 에너지(Ea)는 5.56 kcal/gmol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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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 Estimation of reaction order m with respect to CdCl2 partial 
pressure (T=1,173 K, S0=15.5 m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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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종의 알루미나-실리카계 고온 흡착제의 납과 카드뮴 제거성능의 

   상대적인 비교 

  가. 실험

    1) 실험장치 및 방법

       본 실험은 그림 3-10에 나타낸 장치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개조

된 공업분석기(Proximate Analyzer, MAC-500, LECO Co.)를 이용하여 고

정층에 공급되는 중금속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 다. 중금속 시료투입 

후 중금속의 휘발속도가 일정해지기 전에는 반응기 바로 전의 valve를 이

용하여 by-pass시키다가 휘발속도가 일정해진 후 중금속 기체를 반응기에 

공급하 다. 고정층 반응기는 1,373 K까지 가열되는 내경 2-inch의 

inconel 튜브 내부에 1-inch tube로 만들어져 약 10g의 고령토를 충진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카드뮴 흡착실험은 CdCl2를 이용하여 159 ppm의 

일정한 농도에서 260분간 반응시켰고, 납의 경우는 PbCl2를 108ppm의 일

정한 농도로 250분간 반응시켰다. 두 실험 모두 기체의 공급유량은 20 

L/min으로 하 고 중금속 휘발온도는 973 K로 실시하 다. 무기흡착제 

고정층의 온도는 973 K로 유지시켜 중금속과의 흡착을 진행하 다. 

    2) 실험재료

광물의 화학조성에 따른 반응성 평가를 위해 광물의 특성을 결정짓

는 성분인 Al과 Si의 비율이 다른 7가지 광물인 알루미나(alumina), 보오

크사이트(bauxite), 안달루사이트(andalusite), 점토질 샤못트(chamotte), 고

령토(kaolin), 납석(pyrophyllite) 그리고 규석이 흡착제 시료로 사용하 다. 

사용된 광물의 화학조성은 XRF를 통해서 확인되었는데 Al과 Si의 조성에 

따른 분류를 표 3-9에 나타내었다. Alumina는 (주)대한 세라믹에서 공급

받아 사용하 고, bauxite는 중국산, andalusite는 아프리카산, chamotte는 

진주, kaolin은 산청, pyrophyllite는 완도광산, 그리고 silica stone은 양구

광산에서 채취된 것을 사용하 다. 또한 각 원료광물의 광물조성을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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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XRD 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표 3-9에 나타내었다. 

Alumina는 대부분이 Corundum (Al2O3)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간의 

Calcium Aluminum Oxide ((CaO)x(Al2O3)11)와 Diaoyudaoite ((NaAl11O17)

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Bauxite는 주성분이  Corundum이고 그밖에 

Mullite (Al6Si2O13)와 Aluminum Titanium Oxide  (Al2TiO5) 등이 포함되

어 있었다. Andalusite는 대부분의 Andalusite (Al2(SiO4)O)와 약간의 

Quartz(SiO2), Muscovite(KAl2(Si3Al)O10(OH,F)2)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Chamotte는 대부분이 Mullite로 구성되어 있었다. Pyrophyllite는 대부분이 

Pyllophyllite (Al2Si4O10(OH)2)로 구성되어 있었고 소량의 Quartz와 

Kaolinite (Al2Si2O5(OH)4)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silica stone은 대부분 

Quartz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자연산 광물 시료들을 973 K의 머플노 

내에서  2시간동안 소결한 후 체질하여 300-400㎛ 입도 범위의 것을 선택

하여 흡착제로 사용하 다. 

  나. 결과 및 고찰

여러 가지 광물 흡착제에 흡착된 카드뮴의 양이 그림 3-31에 나타나

있다. Kaolinite가 카드뮴을 가장 많이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TCLP 

분석에 의해 확인된 용출량은 1/4 정도 다. Kaolinite와 더불어 

alumino-silicate계열의 광물인 chamotte와 pyrophyllite에서도 비교적 많은 

양의 중금속이 제거되었고 더불어 용출양도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lumina의 경우 비교적 흡착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TCLP분석에 

의해 흡착량의 반정도가 용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Cadmium 

chloride(CdCl2)는 물에 높은 용해도를 갖는 물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나의 경우 화학적 반응에 의한 흡착이 아닌 물리적 흡착에 

의해 카드뮴 성분을 포집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32에는 각각의 연구대상 흡착제에 대한 납의 흡착량이 나타나

있다. 다른 광물에 비해서 alumina, kaolinite 그리고 pyrophyllite가 많은 

양의 납을 흡착 제거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카드뮴의 경우와 같이 



1-150

Table 3-9. Chemical composition and mineral species of materials used in 

this experiment 

Mineral name

Approximate
Chemical 
composition Mineral

species

Al2O3 SiO2

Calcined alumina 99.5
Corundum(Al2O3)
and others

China bauxite 89 7
Corundum(Al2O3)
and others

Andalusite 58 39
Andalusite
(Al2(SiO4)O)
and others

Chamotte 40 55 Mulllite
(Al6Si2O13)

Kaolin 33 52
Kaolinite 

(Al2Si2O5(OH)4)

Pyrophyllite 18 76
Pyrophyllite-2M
(Al2Si4O10(OH)2)
and others

Silica stone 99 Quartz
(S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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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Cadmium uptake of inorganic sorbent by passing sim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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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packed bed of 35-48 mesh mineral sorbent particles at 973 K (160 
ppm CdCl2for 26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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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mina에 의해 제거된 납도 약 40% 이상이 TCLP분석에 의해 용출됨으

로써 흡착이 주로 물리적 응축에 의해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Kaolinite

와 pyropyllite의 경우에는 흡착량도 다른 흡착시료에 비해 많고 TCLP에 

의한 용출분율이 낮아 주로 화학적 반응에 의해 중금속이 흡착 제거된다

고 볼 수 있다. 

흡착실험과 TCLP 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광물의 성분에 따른 기상 중

금속의 제거에 있어 물리적 응축 및 화학적 반응이 어느 정도 차별적으로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 중금속 흡착시료에 대한 탈착실험을 실시하 다. 탈착실험은 순수한 

질소(>99.999%N2)분위기에서 1073 K의 온도로 열중량 분석기(SDT 2960, 

TA Instruments)를 이용하여 실시하 다. 염화물 형태의 납과 카드뮴은 

각각 melting point가 774 K와 841 K이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흡착된 염

화물 형태의 납과 카드뮴은 이 이상의 온도에서 휘발될 것이기 때문에 

1073 K의 온도로 탈착실험을 실시하 다. 여러 흡착반응시료에 대한 탈착

분율(FD)을 다음 식(1)과 같이 정의하고 결과를 표 3-10에 나타내었다. 

FD=
  (g)
  (g) (18)

대부분의 경우, TCLP에 의한 용출율이 큰 시료는 탈착실험 의한 탈착분

율도 컸다. Alumina의 경우 흡착된 카드뮴과 납의 대부분이 탈착실험 중

에 휘발되어 TCLP 용출실험 결과로 짐작된 바와 같이 흡착은 주로 물리

적으로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Kaolinite의 경우 카드뮴과 납의 FD 

값이 각각 0.424와 0.1로 흡착된 중금속 중 적지 않은 양이 탈착됨으로써 

물리 및 화학적 흡착이 동시에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납의 경우 탈

착량이 비교적 작아 용출량과 큰 차이가 없었다. 카드뮴을 반응시킨 

bauxite와 납을 반응시킨 pyrophyllite의 경우, TCLP에서는 용출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나 탈착분율은 각각 0.183과 0.224로 용출분율에 비교하여 

상당히 컸지만 그렇지만 상당량이 탈착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 이들

은 화학적 반응에 의해 흡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9에 나타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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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Fractional desorption (FD) of post-sorption mineral sorbent

Sorbed

Metal

Alumina Bauxite Andalusite Chamotte Kaolin Pyrophyllite Silica 

Stone

Cd 0.756 0.183 0.019 0.014 0.424 0.046 0.001

Pb 0.631 0.040 0.007 0.026 0.100 0.2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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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bauxite와 pyrophyllite의 경우 각각 Al과 Si가 주성분을 이루는 

광물질이다. 이 두 광물과 중금속의 반응에 의해 생성이 예상되는 반응 생

성물은 metal silicate(MeOSiO2), metal alumina(MeO․Al2O3) 그리고 

metal aluminum silicate(MeO․Al2O3․ 2SiO2)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물에 불용성이며 1,073K의 온도에서 휘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뮴을 흡착하고 있는 bauxite와 납을 흡착하고 있는 

pyrophyllite는 비교적 높은 탈착분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카드뮴과 납이 

1073 K의 온도에서는 휘발되지만 물에서 용해되지 않는 산화물(CdO, 

PbO) 혹은 원소(Pb, Cd)의 형태로 흡착제에 물리적으로 흡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반응생성물의 용출 및 탈착실험에 의해 일부 확인되었던 반응메커니즘

을 구조적 변화를 통해 더욱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XRD 분석을 실시하

고 그에 대한 결과를 그림 3-33∼39에 나타내었다. Alumina의 주요 광

물조성은 그림 3-33(a)에서 볼 수 있듯이 corundum(Al2O3)이다. Alumina

의 납흡착 반응생성물의 peak(그림 3-33(b))를 보면 그림 3-33(a)에 비해 

다른 peak들이 나타났지만 납 반응생성물과 일치하는 peak는 확인되지 않

았다. 그러나 Alumina의 카드뮴 흡착 반응생성물의 peak(그림 3-33(c))를 

보면 용출 및 탈착실험에서의 결과와 일치하는 CdCl2의 peak가 확인되었

다. 즉 카드뮴과 alumina의 흡착반응은 화학적 반응에 의해 일어나는 것

이 아니라 단순한 물리적 흡착에 의해 흡착반응이 진행됨으로써 용해도 

및 휘발도가 높은 염화물 형태의 카드뮴이 탈착 및 용출되었음을 XRD 분

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9에서 볼 수 있듯이 bauxite는 대부분의 corundum과 적은 양의 

mullite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34(a) 참조). 납흡착 bauxite(그림 3-34 

(b) 참조)에서는 lead aluminum silicate의 생성물이 확인되었다. 즉 

alumina와의 반응에서도 확인되었듯이 bauxite의 주성분인 corundum과의 

반응은 일어나지 않고 미량 존재하는 mullite와 반응하여 lead aluminum 

silicate가 생성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납흡착 bauxite의 용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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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dmium sorbed alumina

(b) Lead sorbed alumina

(a) Raw alumina

10 20 30 40 50

2 θ (o)

Corundum (Al2O3)

Cadmium chloride (CdCl2)

Fig. 3-33. Powdered XRD patterns of (a) raw, (b) lead-sorbed and (c) cadmium 
sorbed alu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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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40 50

(b) Lead sorbed bauxite

(c) Cadmium sorbed bauxite

(a) Raw bauxite

2 θ (o)

Corundum (Al2O3)

Mullite (Al6Si2O13)

Lead aluminum silicate 
(PbAl2Si2O8)

Fig. 3-34. Powdered XRD patterns of (a) raw, (b) lead-sorbed and (c) cadmium 
sorbed baux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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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착실험시에 납이 안정적으로 흡착제에 남아있는 것은 bauxite에 존재하

는 mullite와의 반응생성물인 lead aluminum silicate가 낮은 용해도 및 휘

발도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mullite의 양이 bauxite내에서 상대적

으로 적음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bauxite의 납 제거 효율은 다른 

aluminum silicate 광물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2 참조). 카드

뮴흡착 bauxite(그림 3-34(c) 참조)는 납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출 및 탈착

이 잘 이루어지고 다른 광물에 비해 제거효율도 떨어져 cadmium 

aluminum silicate과 같은 카드뮴화합물의 구조는 XRD 분석을 통해 확인

되지 않았다.

그림 3-35에서는 흡착반응후의 andalusite에 대한 XRD pattern을 나타

내었다. Andalusite의 XRD 분석결과는 bauxite의 그것과 비슷하 다. 즉 

납을 흡착한 andalusite에서 lead aluminum silicate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카드뮴을 흡착한 andalusite는 상대적으로 높은 용출분율을 가짐에도 불구

하고 XRD peak 상으로 CdCl2가 보이지 않았다.

내화벽돌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는 chamotte의 중금속과의 반응 전․후 

물질에 대한 XRD peak를 그림 3-36에 나타내었다. Chamotte는 대부분 

mullite(Al6Si2O13)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36(a)). 납을 흡착한 chamotte

에서는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된 lead aluminum silicate의 구조가 확인되

었으나 카드뮴을 흡착한 chamotte에서는 적은 용출량과 탈착량에도 불구

하고 수용성 및 휘발성인 CdCl2의 XRD peak만이 확인되었다. 적은 용출

량과 탈착량으로 보아서는 화학적 반응에 의해 카드뮴-광물 화합물이 생

성되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낮은 반응속도로 인해 입자 전체에 걸쳐 

반응이 진행되지 않아 불용성인 카드뮴-광물 화합물은 XRD로 판별되지 

않고, 표면에 물리적으로 응축되어 있는 CdCl2만 측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사실은 SEM측정(그림 3-37)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

다. 즉 그림 3-37(a) 및 (b)의 카드뮴과 납흡착 chamotte를 살펴보면 두 

반응 모두 입자 내부로 까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입자의 표면에서만 반

응이 진행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반응된 표면 부분을 EDX 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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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θ (o)

(c) Cadmium 
     sorbed 
     andalusite

(b) Lead sorbed 
     andalusite

(a) Raw 
     andalusite

10 20 30 40 50

        Andalusite (Al2(SiO4)O) 

Lead aluminum silicate (PbAl2Si2O8)

Fig. 3-35. Powdered XRD patterns of (a) raw, (b) lead-sorbed and (c) cadmium  
sorbed andalu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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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lite (Al6Si2O13)

(b) Lead sorbed chamotte

(a) Raw chamotte

(c) Cadmium sorbed chamotte

10 20 30 40 50

2 θ (o )

Lead aluminum silicate 
(PbAl2Si2O8)

Cadmium chloride 
(CdCl2)

Fig. 3-36. Powdered XRD patterns of (a) raw, (b) lead-sorbed and (c) cadmium 
sorbed chamo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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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SEM photograph of (a) lead-sorbed and (b) cadmium-sorbed 
chamotte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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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본 결과 Cl 원소는 확인되지 않고 Cd, Al, Si 그리고 O등의 원소

만 확인되었기 때문에, 표면에서는 흡착제와 중금속간에 화학반응에 의해

서나 염화물의 탈염화반응에 의한 불용성의 중금속산화물로서의 포집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8에서는 반응 전․후 kaolin 입자의 XRD pattern이 나타나 있

다. 두 중금속 흡착시료에 대한 XRD 측정결과 두 시료 모두에서 내침출

성이면서 열적으로도 안정한 metal aluminum silicate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림 3-31, 32와 표 3-10에서 보인 바와 같이 어느 정도 

탈착 및 용출이 되었으므로 XRD 상으로는 metal aluminum silicate의 구

조만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중금속 염화물이 물

리적으로 흡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39에서는 흡착 전․후 pyrophyllite의 XRD pattern을 나타내었

다. 납흡착 pyrophyllite에서는 lead aluminum silicate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납흡착 시료의 탈착실험에서 FD값이 0.224로 비교적 높게 나왔음

에도 불구하고 XRD peak 상으로는 lead aluminum silicate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태의 납화합물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탈착실험에서 탈착된 납

의 형태가 XRD 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무정형(amorphous)의 PbO나 혹

은 Pb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뮴흡착 pyrophyllite에서는 

cadmium aluminum silicate 뿐만 아니라 CdCl2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 3-40에서는 반응 전․후 silica stone의 XRD pattern을 나타내었

다. 카드뮴흡착 silica stone에서만 화학반응 생성물인 cadmium silicate 

(CdO·SiO2)의 구조가 확인되었고 납흡착 silica stone에서는 lead silicate

의 구조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납흡착 silica stone의 경우에서도 탈

착분율 및 용출분율이 모두 낮았기 때문에 XRD분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화학반응 생성물인 lead silicate(PbO·SiO2)가 생성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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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w kaolin

(b) Lead sorbed kaolin

10 20 30 40 50

(c) Cadmium sorbed kaolin

2 θ (o)

Anorthite ((Ca,Na)(Si,Al)4O8)
Halloycite (Al2O3·2SiO2·xH2O) 
Kaolinite (Al2O3·2SiO2·xH2O) 
Montmorillonite ((Na,Ca,Al)(Si4O10)O)
Muscovite (KAl2Si3AlO10(OH)2)
Illite (K 0.6Al2.0Si3.4Al0..6O10(OH)2)
Quartz (SiO2)

Lead aluminum silicate (PbAl2Si2O8)

Cadmium aluminum silicate 
(CdAl2Si2O8)

Fig. 3-38. Powdered XRD patterns of (a) raw, (b) lead-sorbed and (c) cadmium  
sorbed kao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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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40 50

2 θ (o)

(b) Lead sorbed pyrophyllite

(c) Cadmium sorbed pyrophyllite

(a) Raw pyrophyllite Pyrophyllite (Al2Si4O10(OH)2)

Quartz (SiO2)

Lead aluminum silicate (PbAl2Si2O8)

Cadmium aluminum silicate (CdAl2Si2O8)
Cadmium chloride (CdCl2)

Fig. 3-39. Powdered XRD patterns of (a) raw, (b) lead-sorbed and (c) cadmium 
sorbed phyropi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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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40 50

2θ ( o )

(b) Lead sorbed silica stone

(c) Cadmium sorbed silica stone

(a) Raw silica stone Quartz (SiO2)

Cadmium silicate (CdSiO3)

Fig. 3-40. Powdered XRD patterns of (a) raw, (b) lead-sorbed and (c) cadmium 
sorbed silica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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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나를 제외하고 Al과 Si원소의 비율이 서로 다른 6가지 무기흡착제

의 경우 흡착반응 생성물의 탈착 및 용출분율이 알루미나에 비해 현격히 

작아 비교적 납 과 카드뮴의 제거에 있어 좋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흡착

능과 탈착 및 용출시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kaolin과 chamotte가 카드뮴 

제거에, kaolin과 pyrophyllite가 납의 제거에 상대적으로 뛰어난 특성을 

지닌 것을 알 수 있었다. 

  증기상 카드뮴 및 납의 제거 mechanism을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할 수 있다. 

    1) 내침출성의 반응물 (CdO·SiO2, PbO·SiO2, CdO·Al2O3·2SiO2 및 

PbO·Al2O3·2SiO2) 을 생성하는 화학반응에 의한 흡착.

    2) 물에 침출되기 쉬운 형태인 기체상 염화물 형태(CdCl2 및PbCl2)로 

직접적으로 고체 흡착제 표면에 흡착되는 물리적 흡착.

    3) 기체상 염화물의 탈염화 반응(dechlorination)을 통해 물에 녹지 않

는 금속 산화물 형태(CdO and PbO)로의 물리적 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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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용 소각시설의 실용화

   1996 년도에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당시 한국

전력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연구소에는 실증소각시설을 소내 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실용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인허가 서류를 준비하고 시설 및 

공정개선에 착수하 다. 1996년 하반기에서 1998년 상반기까지 약 1년 6개월

에 걸친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보완, 시설의 개선 및 보수 등을 통하여 금

년 1998년 8월 31일자로 운전 인허가를 취득하 다. 수행된 소각시설의 인허

가를 위한 시설의 보완, 실증시험결과에 기준을 둔 환경 향평가 및 사고해

석 방법과 그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은 1999년도에 발간된 연구보고서 및 관

련 참고문헌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3-3,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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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건의사항

제 1 절  결 론

‘97 - 2000년까지 이루어진 알파폐기물 소각/고화기술 개발 연구를 통

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알파폐기물 소각단위기술 개발 

가. 알파폐기물 소각기술은 현시점에서 원전연료 제조단계에서 발생되

는 저준위 알파폐기물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알파핵종에 준하여 

기 을 유지하며 차폐는 베타, 감마 폐기물에 준하되 그 적정 처리

용량은 50 kg/h 규모이다.

나. 향후 배출관리 규제강화와 미개발 기술을 감안하고 특히, 분해효율

이 우수하면서 배기체의 발생량이 기존 공기소각에 비해 1/4 이하

인 산소부화 소각기술이 가장 유망한 기술이다.

다. 연소실 내 과열부 생성 방지 및 충분한 기체 유동장 형성을 위해 

50% 이상의 배기체가 재순환되는 산소부화 연소실험장치에서 종이

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연소특성실험을 수행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

를 얻었다.

1) 소각기준온도 850℃이상에서 순산소로 소각할 경우 소각용량은 

약 24 kg/h (열용량은 320 MJ/h)로 설계 열용량의 90% 정도

다.

2) 배기체 발생량은 공기 소각에 비해 3.5분의 1정도로 발생하 다.

3) 공기 소각에 비해 배기체 중 일산화탄소(CO)의 농도는 50% 이

하로 발생하 으며, 질소산화물(NOx)의 상대적인 농도는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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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전체 발생량은 20% 이상 감소하 다.

4) 연소 후 바닥재를 분석한 결과, 감용효율은 35%, 강열감량은 

10% 정도 더 우수하 다.

라. Uranium, plutonium 및 americium 등의 알파핵종들은 소각시에 대

부분 소각재중에 남거나 비교적 굵은 비산재에 포함될 것이다. 따

라서 알파폐기물 소각공정의 설계에는 입자상 물질의 비말동반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향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소각로 내부에서의 기체 유동과 배기체 처리공정

에서는 입자상 물질의 제거효율에 향을 미치는 여과장치의 다양

한 운전인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세슘이나 납과 카드뮴과 같은 

유해중금속도 가연성 알파폐기물에는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반

휘발성 금속들의 냉각시 입도 분포특성에 미치는 인자들과 이들을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고온 흡착기술도 확립되어야 할 것이

다.

마. 모의폐기물을 이용한 실규모 소각실험결과로부터 반휘발성인 세슘, 

납 및 카드뮴의 배기체내 동반 경로는 소각로에서 휘발에 의한 기

존 입자상 물질표면에의 응축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납과 카

드뮴의 경우 폐기물에 PVC가 포함될 때 그 휘발성이 커질 뿐만 아

니라 미세한 입자로의 누적 입도분포율이 증가한다. 또 비산재 입

자내부의 Cd 및 Pb의 농도는 입자직경의 제곱에 반비례 하고 있다. 

바. 고온 흡착 기초 실험결과, 제조된 300-400μm 크기의 카올린 입자

는 2-3μm 입자들의 집합체로 큰 기공들을 가지고 있어 카드뮴 및 

납 등의 중금속의 확산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기공내로 확산

된 증기상의 중금속들은 흡착제와 반응하여 불용성의 금속-무기질 

복합체를 쉽게 형성하기 때문에 고온 흡착제로 아주 우수하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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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얻었다.

사. 다종의 알루미나-실리카계 물질에 대한 증기상 납 및 카드뮴에 대

한 고온흡착 실험을 통하여 알루미나를 제외한 다른 6가지의 시험

된 광물질에 포집된 납 및 카드뮴은 거의 물에 용출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내침출성과 흡착성능을 동시에 고려하면, 카드뮴에 

대해서는 카올린과 샤모트(chamotte)가, 납에 대해서는 카올린과 파

이로필라이트(pyrophyillite)가 흡착제로서 우수한 광물질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광물질에 의한 중금속 흡착제거시 다음과 같은 3가지

의 고온 흡착기구를 제시할 수 있었다.

1) 내침출성의 반응물 (CdO·SiO2, PbO·SiO2, CdO·Al2O3·2SiO2 및 

PbO·Al2O3·2SiO2) 을 생성하는 화학반응에 의한 흡착.

2) 물에 침출되기 쉬운 형태인 기체상 염화물 형태(CdCl2 및PbCl2)

로 직접적으로 고체 흡착제 표면에 흡착되는 물리적 흡착.

3) 기체상 염화물의 탈염화 반응(dechlorination)을 통해 물에 잘 녹

지 않는 금속 산화물 형태(CdO and PbO)로의 물리적 흡착.

아. 열천칭 분석기와 실증용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저온 배기체 처   

리계통에 의한 휘발성 유해 중금속 및 핵종의 응축제거특성을 고찰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체 입자의 무게로 10% 정도에 해당되는 미연소 검댕입자의 

존재하에 건식 배기체냉각에 의한 증기상 중금속의 입자화 효율

은 카드뮴 및 납성분에 대해서는 높았으며, 비소에 대해서는 낮

았고 수은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효율을 보여 주었다.

2) 약 200 ℃까지 냉각된 열천칭 분석기 배기체내에 응축된 입자상

중금속중 카드뮴 및 납의 경우 약 40% 이상이, 비소, 수은 및  

세슘의 경우 약 40% 이상이 0.29 μm 크기 이하의 미세한 입자

로 존재하 다. 그러나 전체 입자상 중금속성분의 10% 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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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관성 및 확산의 전이 역에 존재하여 배기체 냉각후 저온 여

과장치인 여과포집진기에 의한 입자상 중금속의 제거는 비교적 

효율적이었다.

자. 1997년도에 한국원자력연구소 실증소각시설을 개선하여 자체 발생 

가연성 β/γ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 인허가를 얻게 되었다. 동위

원소가 포함된 모의폐기물 및 원전발생 가연성폐기물 실증소각 결

과에 기준을 두고 연간 배출오염원 및 가상 사고시의 방사학적 위

해성을 평가하여 저준위 폐기물을 부지내에서 소각 처리할 때 그 

위해성은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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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시설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성 기체폐기물은 그 화학성분이 다양

하므로 각 성분의 특성에 적합한 각각의 처리방법이 필요하다. 더구나 원

자력시설의 사고시에는 방사성 기체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

라 계통 조건도 고온, 고습도로 달라지게 되어 이에 상응할 수 있도록 방

사성 기체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 방사성 기체폐기물의 발

생 및 이의 안전한 처리와 관련된 후행 핵연료주기 공정으로는 크게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중수형 핵연료로 제조하는 DUPIC(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tor)공정, 사용후핵연료를 고온용융조건

에서 리튬으로 환원시켜 우라늄 금속체로 전환하여 저장 안정성을 높이는 

차세대 관리공정 및 고온용융 전해공정을 이용하여 우라늄 및 초우라늄 

원소를 분리한 후 장수명핵종을 소멸처리하는 공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기 후행 핵연료주기 공정과는 별도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소각공

정을 들 수 있다. 이상의 후행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대

표적인 방사성 기체폐기물 종류로는 크게 준휘발성(semi-volatile)기체인 

세슘/루테늄, 휘발성 기체인 방사성요오드 그리고 트리튬, 14CO2 및 불활성

기체인 크립톤/제논 등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원자력발전소 뿐만 아니라 

원자력시설의 제염해체 공정으로부터 방사성 에어로졸(분진)도 다량 발생

된다. 아울러 제 1 부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알파폐기물 및 중저준위 방사

성폐기물 소각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배기체 내에는 입자상 물질 및 산성

기체(HCl, SOx, NOx), 준휘발성 중금속 입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방사성 기체폐기물(배기체)과 산성가스는 인체의 위해도가 매우 크

고 장치의 부식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위 환경과 작업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허용농도 이하로 필히 제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공정에서 발생되는 기체 핵종의 종류 및 양, 그리고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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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율을 파악하고 제거효율, 재활용성, 처분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경

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후행 핵연료주기 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 

기체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단위공정 기술개발을 목표로 배

기체 처리연구를 수행하 는 데, 배기체처리 연구 분야는 크게 후행 핵연

료주기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성 기체폐기물 처리 단위기술개발과 알

파폐기물 소각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배기체처리 기술개발 분야로 나누어

져 있다. 본 연구는 초기에 “방사성폐기물 처리기술개발” 과제의 세부분야

에 포함되어 후행 핵연료주기공정 발생 기체폐기물 처리기술개발을 목표

로 시작되었으며, 연구과제의 조정에 의하여 ‘98년도 부터 “알파폐기물 소

각․고화기술개발” 과제내에 배기체처리 기술개발 분야가 포함되어 기존

의 세부 연구내용을 수행하 다. 따라서 기존에 수행하여온 방사성요오드 

처리용 첨착활성탄의 재활용 연구분야와 고온공정에서 방사성 요오드 제

거용 시제품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 과제로 “알파폐기물 소각․고화

기술개발”분야에서 수행하 으며, 특히 고온공정 방사성요오드 시제품개발

은 DUPIC과제내 핵연료제조 및 공정기술개발 과제와 연계하여 배기체처

리 장치개발을 목표로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하 으며, 14CO2 처리용 반응

매질 개발 및 성능평가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에서 발생되

는 염소기체와 CO2 기체의 단위공정 처리기술개발 및 C-14 방사성핵종의 

제어 관리 측면에서 수행하 다. 아울러 세부과제인 “알파폐기물 소각․고

화기술개발” 과제 연구와 관련하여 산화부화 소각공정 발생 배기체내 산

성기체 처리용 흡착제 개발 연구도 동시에 수행하 다.

배기체 처리 기술개발 분야의 1 단계 연구 수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저 알파폐기물 소각공정 발생 배기체 처리와 관련하여 산성기체(황산화물 

및 염화수소)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흡착매질을 이용하여 제거실험을 수

행하여 고체매질을 이용한 산성기체 처리공정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

다. 또한 후행 핵연료주기 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종류의 방사성 기

체폐기물 처리 기술개발을 목표로 먼저 각 기체별로 기존에 개발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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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공정들을 제거효율 및 재활용성, 처분 안전성의 관점에서 상호 비

교․분석한 후, 고온공정에서 방사성 요오드 처리 및 상온에서 14CO2 처

리, 불활성 기체중 크립톤 및 제논 기체처리를 위한 적절한 공정을 예비․

선정하 다. 선정된 후보공정을 바탕으로 각 기체 별로 적합한 처리매질을 

개발하기 위하여 ‘97년 연구에서는 준휘발성기체 중 요오드 및 
14CO2, 불

휘발성 기체 중 크립톤/제논 기체처리 단위공정 제거성능을 여러 운전 조

건에서 평가하 다. 먼저 DUPIC 공정에의 적용을 목표로 고온공정 발생 

방사성요오드 처리용 흡착제 시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 담체

(13X, 실리카겔, 활성탄, Zeocarbon)를 이용한 은교환 흡착제를 제조하여 

예비 성능시험을 수행한 후 최적 흡착제 및 제조기술을 확립하고, 비방사

성 메틸요오드 및 방사성 메틸요오드 추적자를 이용한 성능시험을 여러 

운전조건에서 수행하 으며 최적 흡착제로 선정된 AgX-10을 이용하여 장

기 열화 및 NOx기체에 의한 피독 향을 메틸요오드 제거 성능평가의 관

점에서 평가하 으며 동시에 상온공정에서 사용되는 TEDA 첨착활성탄의 

고온공정에의 적용 가능성을 도출하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조한 은교환 흡착제의 DUPIC 공정 적용시 설계인

자와 성능 안전성을 확인하 다. 또한 비방사성 CO2기체를 이용하여 무기

흡착제 및 soda lime에 의한 운전변수별 제거성능을 상호․비교하고 soda 

lime 이용시 반응매질 이용율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운전방식을 도출하

으며, 처리성능 증대을 위하여 팽윤공정을 도입한 다공성 반응매질을 제조

하고 이의 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불활성기체 처리는 예비 성능시험만을 

수행하 는 데, 여러 종류의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여 제논 및 수소 흡착평

형 실험을 수행하고 아울러 표면개질된 천연제올라이트를 이용한 크립톤 

처리 예비 성능시험을 동시에 수행하 다. 아울러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성 

유기요오드 흡착제거용 TEDA/KI 첨착활성탄을 탈착공정과 재첨착공정을 

통한 재활용 기초실험을 수행하여 이의 가능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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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기체 처리기술 분석

원자력시설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성 기체폐기물은 그 화학성분이 다양

하므로 각 성분의 특성에 적합한 각각의 처리방법이 필요하다. 더구나 원

자력시설의 사고시에는 방사성 기체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

라 계통 조건도 고온, 고습도로 달라지게 되어 이에 상응할 수 있도록 방

사성 기체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및 후행 

핵연료주기 관련시설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성 기체폐기물의 종류에는 크게 

준휘발성(semi-volatile)기체인 세슘/루테늄, 휘발성 기체인 방사성요오드 

그리고 트리튬, 14CO2 및 불활성가스인 Kr/Xe 등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원

자력발전소 뿐만 아니라 원자력시설의 제염해체 공정으로부터 방사성 에

어로졸(분진)도 다량 발생된다. 상기 시설과는 별도로 중저준위 방사성폐

기물 소각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배기체 내에는 입자상 물질 및 산성기체

(HCl, SOx, NOx), 준휘발성 중금속 입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자력시설

에서 발생되는 기체폐기물을 대기로 방출하기 전에 허용농도 이하로 감소

시키기 위하여 각 공정에서 생성되는 핵종의 양, 방출되는 누출률을 파악

하고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을 선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처리매질의 재활용성, 처분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

자력시설로부터 발생되는 기체폐기물내 존재하는 주요 방사성핵종별 공기

중 허용농도를 Table 2-1에 정리하 다(과학기술부 고시집). 소각시설로부

터 발생되는 산성기체중 염화수소, SOx, NOx 등의 방출농도는 일반 대기 

환경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제 1 절  산성기체 처리기술

소각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배기체처리 공정의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

서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자들로는 폐기물의 

특성, 소각로 형태, 방출 기준, 용액처리 시설, 일반 국민의 인식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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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들 수 있다. 소각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배기체처리 공정의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자들로는 

폐기물의 특성, 소각로 형태, 방출 기준, 용액처리 시설, 일반 국민의 인식

도, 예산 등을 들 수 있다. 소각공정 배기체 처리시스템은 많은 연구가 수

행되어 왔고 소각 배기체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단위공정들이 

개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소각 배기체 처리 단위공정 중 염화수

소, SOx, NOx 등의 산성기체를 처리하는 기존 기술에 대하여 간략히 종

합 분석하 다[2-1∼2-7].

Table 2-1. 주요 방사성 핵종의 공기중 허용농도

(단위 : μCi/㎤)

      구 분

  핵 종
방사선작업종사자 일반인

Cs-137 6x10-8 2x10-9

Ru-106 8x10-8 3x10-9

I-129 2x10-9 2x10-11

I-131 9x10-9 1x10-10

H-3 1x10-5 4x10-7

C-14(CO2) 4x10-6 1x10-7

Kr-85 1x10-5 3x10-7

Xe-133 1x10-5 3x10-7

지금까지 개발된 소각공정에 대해서는 제 1 부에서 상세히 언급한 바 

있고, 폐기물 특성에 따른 소각 배기체 중 주요 제거대상 기체 성분과 적

용 가능한 기술을 Table 2-2에 정리하 다.

소각 배기체 처리 공정은 크게 냉각, 입자 제거 공정, 산성기체 처리공

정, 상대습도 조절, 미분 처리공정, 흡입공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

으로 배기체 처리 시스템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류할 경우 세 가지 형태

로서 습식공정, 건식공정, 반건식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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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Contaminants and required treatment technology with waste 

characteristics

Components Contaminants Required technology

Halides

- Chlorine

- Fluorine

- Iodine

- Bromine

- HCl, Cl2

- HF

- I2

- Br2, HBr

Gas scrubbing

Sulfur SO2, SO3 Gas scrubbing

Nitrogen NO, NO2 Gas scrubbing

Inerts Particulate Filtration

Metals

Particulate

Metal fumes

Metal vapor

Filtration

Capture/filtration

Cooling/condensing

Radioisotopes Metal form Ultrafiltration

Paper, wood, textiles Particulate Filtration

Plastic (PVC) HCl, Cl2 Gas scrubbing

 이중에서 염화수소 기체를 처리하는 데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기

술이 습식처리이며, 흡수용액으로는 주로 NaOH용액을 사용하고 Ca(OH)2 

슬러지를 흡수용액내에 분산시켜 제거효율을 증대시키는 경우도 있다. 염

화수소의 습식처리 공정으로 대표적인 것은 venturi scrubber, packed-bed 

scrubber, plate scrubber를 들 수 있으며, 염화수소 제거효율은  90%∼

95% 범위이고, 0.5초 정도이내에서 매우 빠르게 흡수된다[2-7].

또 다른 기술로는 스프레이 건조 흡수방법(Spray Dryer Absorber, 

SDA)을 이용한 경우로서 염화수소 기체는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고 일반

적으로 유황성분이 많이 포함된 석탄 연소시 발생된 SO2 기체를 처리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있다. SDA 공정은 매우 단순하며, 알칼리 용액을 분사

시켜 온도가 어느 정도 높은 산성기체와 접촉하여 흡수처리하게 되는 데, 

용액 1 l를 분사시키면  100μm 크기의 입자가 약 10억개 정도 생겨 접촉 

표면적이 약 60 m2 정도가 된다. 흡수용액과 산성기체와 접촉하면 염이 

형성되는 데, 수분은 증발하고 염이 함유된 남은 미분은 SDA 바닥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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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된다. 스프레이 건조기에서 산성기체 흡수효율은 알칼리용액/산성기체양 

비 및 출구온도와 접한 관련이 있는 데, lime을 사용하여 염화수소를 제

거할 경우 반응을 위한 이론적인 비는 0.5이고 기체 출구온도가 감소할수

록 흡수효율은 증가하며 출구온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양론비의 2∼4배

로 할 경우 흡수효율은 약 99% 정도이다. 즉 양론비보다 높은 조건을 선

택할 경우 미반응된 lime이 비말동반되어 포대여과기에서 포집되고 스프

레이 건조기에서 제거되지 않은 염화수소와 반응하므로 염화수소의 총 제

거효율은 증가한다. 따라서 lime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lime 분말의 

순환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건조된 알칼리 반응물질을 분사하여 

염화수소 및 SO2를 제거하는 공정(Dry Sorbent Injection, DSI)의 특성을 

살펴보면, 분사하는 방식은 주로 노즐을 이용하며 SDA와 마찬가지로 산

성기체와 반응후 반응물질은 염을 형성한다. 본 공정에서는 반응물질이 기

체와 고르게 접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분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사위

치를 유연성있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본 공정의 장점이다. 그러나 알칼

리 반응물질을 이론적인 양의 최대 300%까지 주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염화수소 처리효율은 보통 90% 이상이고 SO2 기체의 경우는 약 50%이상

이다. 따라서 건조 반응기 챔버(chamber)를 사용하고 반응물질을 재포집

하여 반응기에 순환시킴으로서 염화수소의 경우 95%∼99.9%, SO2 기체의 

경우는 70%∼98.8%를 유지할 수 있다[2-5∼2-7]. 

염산가스가 포함된 유해가스 제거를 위한 첨착활성탄의 개발 동향 자

료를 분석하면 특허가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 Calgon사에서는 유해가스 

제거용 방독면내에 사용하는 첨착활성탄으로서 Mo(10%), Sulfate(10%), 

Cu(0∼20%)를 암모니아 수용액에 녹인후 용액내에 활성탄을 집어 넣어 

첨착활성탄을 제조하 으며, 이와 같이 제조된 첨착활성탄을 사용하여 Cl, 

HCl, HCN, SO2, H2S, 포름알데하이드, CCl4, NH3 등의 유독가스 흡착 제

거 성능을 평가한 결과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성탄에 

Cu(0∼14%), Zn(2∼16%), 그리고 필요시에 Ag(0∼10%)와 TEDA 

(triethylenediamine, 0∼6%)를 첨착하여 Cl, HCl, HCN, NCCl, SO2, H2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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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HO의 흡착 제거성능을 평가하 고 방독면에의 응용가능성을 제시하

다. 이상과 같이 염산가스를 포함한 유독가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금속이온

을 복합적으로 첨착한 활성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특허에 보고

되고 있다. 

제 2 절  고온공정 방사성요오드 처리기술

원자력발전소 및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는 원자력시설에서 발생되는 

방사성요오드는 주로 인체의 갑상선에 누적되어 위해도가 크므로 작업종

사자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완벽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절에서는 원자력시설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성요오드의 발생원 및 형태

와 특히 고온공정에서 고체흡착제에 의한 처리 기술을 종합․분석하 다.

1. 방사성요오드의 발생원 및 형태

방사성요오드의 발생형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

고시를 가정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이동경로와 발생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방사성요오드 동위원소 중에

서 특히 고려하여야 할 원소는 I-131 및 I-129이다. I-131(반감기 : 8.05 

일)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발전소의 정상 

운전 및 사고시에 운전원의 방사선 피폭을 결정하는 감마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이다. I-129는 반감기가 1.7x107 년으로 매우 긴 핵종으로서 감마 

및 베타 방출시 에너지는 낮지만 이의 감지 및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장

기 처분을 고려하면 방사성 핵종으로써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가압경수로

에서 33,000 MWD/MTU의 연소도로 운전시 발생되는 요오드는 179 g 

I-129/MTU이며, 5 톤/일의 처리능력을 가진 사용후핵연료 이용시설에서

는 2.3×105 g I-129/yr의 방사성요오드가 발생된다[2-9].

발생되는 방사성요오드의 주요 형태는 원소요오드(I2)인데 이중의 일부는 

처리 공정상에서 다른 성분들과 반응하여 여러 형태의 요오드 화합물을 

생성한다. 예를 들면 사용후핵연료 이용공정중 용해조 배기체에는 많은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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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기요오드 및 요오드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요

오드 화합물로는 I2, HOI, ICN, CH3I, 및 다른 알킬 요오드 화합물 등이 있

다[2-8]. DUPIC 공정과 같이 산화/환원 조건을 반복하는 OREOX 공정의 

경우 일차 산화시 원소요오드 형태로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

러 환원공정시 HI 형태도 고려할 수 있으나 반응속도가 느려 주로 원소요

오드 형태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방사성요오드의 화학적 형태에 

따른 발생 메커니즘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유기요오드의 생성

기상에서 원소요오드가 유기화합물과 반응하여 상당량의 유기요오드가 

생성된다. Burger에 의하면 용해조내에서 방사화에 의하여 생성된 알킬 

라디칼과 요오드의 반응에 의해서 유기요오드가 생성된다고 하 다[2-8].  

알킬 라디칼은 절단된 핵연료에 존재하는 소량의 오일, 용매 추출시 사용

된 유기물이나 필터의 누출실험에 사용된 Dioctyl Phthalate(DOP)등으로 

부터 생성된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유기요오드는 메틸요오드(CH3I)인데 

이것은 소량의 요오드(4.5x10-8 mol/l)와 메탄올이 반응하여 생성된다. 

Pasely등은 메틸요오드에 대한 물리, 화학적 특성을 고찰하 고 메탄과 원

소요오드의 반응평형은 상온에서 서서히 도달하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 

메틸요오드에 대한 방사선의 향을 조사하 다[2-10]. Tang과 Castleman 

은 공기 중에서 메틸요오드 분해속도를 공기와 초기 메틸요오도 농도에 

대한 선량의 함수로 나타냈다[2-11, 2-13]. 공기 중에서 메틸요오드 농도

가 10-8∼10-6 mol/l 일때 5 x 105 Rad 선량조건에서 약 10배 정도 농도가 

감소되며 수증기는 메틸요오드 분해를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나. Hypoiodous Acid

방사성요오드는 수용액상에서 가수분해 반응을 하여 아래의 반응식에

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hypoiodous acid를 생성한다. 증기/공기중에 HOI

의 존재는 1968년 Keller등에 의해서 최초로 가정되었는데 그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2-14∼2-16]이 습윤 분위기 하에서 요오드 화합물을 발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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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H 2O ⇔ HOI+H
+
I
-
         (2-1)

HOI가 0.5일의 비교적 긴 반감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체 화합

물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안정한 상태로 공기 중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HOI가 배기체 속에 존재한다는 간접적인 근거를 제

시하는 많은 반응들이 알려져 있다. Keller등의 실험에 의하면 HOI가 생

성되는 최적 조건은 액상에서 요오드의 농도가 10-6 M, pH는 10, 그리고 

90℃의 온도로 알려져 있다[2-17]. 또한 Kabat등은 HOI의 속도식과 관련

사항들에 대한 폭넓은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2-18].

라. Hydrogen Iodide(HI)

방사성요오드의 유기화합물의 또 하나의 형태로 HI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환원 조건하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2-19],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DUPIC 공정중 환원조건에서 원소요오드로 부터 HI

가 생성될 수 있지만 반응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생성량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방사성요오드의 규제 요건

사용후핵연료 이용시설로부터 공정 운전시 발생되는 배기체는 규제치 

이하로 처리되어야 한다. 방사성요오드 제한조건은 방사성 기체폐기물 처

리시설의 방호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규제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 데, ICRP(International Commission of Radiological Protection)에서

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인체에 대해 5 mSv/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방사성요오드는 갑상선 등에 축적될 수 있으므로 인체의 각 기관

별로 규제 제한치를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2-20∼2-22]. 독일의 경우 사고

시 발전소 주변의 일반인에 미칠 수 있는 최대 허용피폭선량은 전신에 대

해 5 rem 이고 갑상선에 대해서는 15 rem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

하 다[2-23]. 미국 환경청(EPA)은 갑상선에 대해서는 0.75 mSv/yr, 다른 

기관 및 전신에 대해서는 0.25 mSv/yr를 제한치로 설정하 다[2-24]. 갑상

선에 대한 EPA의 제한치는 DOE 및 NRC의 규제치의 약 1/20 정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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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FR 192에서와 같이 EPA는 핵연료주기에서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

성 핵종들의 누출율 제한치를 규정하 는데 I-129에 대해서는 1.9x108 

Bq/GW(e)-년으로 규정하 다[2-25]. 이러한 EPA 규제치를 만족하기 위

해서 사용후핵연료 이용시설에서 방사성요오드의 포집 설비는 실제 운전

시에 장기간 일정 제염계수(DF=20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의 경우 과학기술처 고시 제 90-11호에 의하면,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최

대 허용 피폭 선량 및 신체의 부위 또는 기관에 대한 분기 및 년간 최대 

허용 피폭 선량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사성요오드에 대한 별도 피폭선량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미국 NRC는 10 CFR 20을 통하여 환경으로의 I-129와 I-131의 방출시 

농도제한을 Table 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2-26], DOE

에서는 I-129와 I-131에 대한 비규제 지역에 대한 농도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규제지역에 대한 제한치는 NRC의 요구치 보다 훨씬 더 낮은 값

으로 I-129에 대해서는 3x10-5 Bq/㎖, I-131에 대해서는 1.5x10-4
 Bq/㎖을 

적용하고 있다[2-27]. 

Table 2-3. 방사성요오드의 공기중 최대 허용농도

Unit
Controlled Area Uncontrolled Area
129I 131I 129I 131I

Bq/㎖ 7x10-5 3x10-4 7x10-7 4x10-6

μmol/l 7x10-5 6x10-13 9x10-7 6x10-15

국내의 경우 과학기술처 고시 제 90-11호에 제시된 공기 중에서 요오드 

동위원소의 최대허용농도는 Table 2-4에 나타난 바와 같다.

Table 2-4. 국내의 방사성 요오드 최대허용 공기중 농도

Unit
방사선작업종사자 일반인
129
I

131
I

129
I

131
I

μCi/㎤(I) 7x10
-8

3x10
-7

7x10
-8

3x10
-7

μCi/㎤(S) 2x10
-9

9x10
-9

1x10
-5

1x10
-10

I : Insoluble, S : Sol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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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성요오드 제거용 고체 흡착제

가. 첨착활성탄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요오드를 제거하기 위하여 활성탄이 사

용되고 있고, 습도가 높은 조건 하에서도 방사성요오드의 제거성능이 우수

하여야 하므로 KI 및 TEDA(TriEthyleneDiAmine)등의 화학약품을 첨착

한 활성탄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시 배출 

기체내에 존재하는 방사성요오드의 농도는 원자로 용량, 연소도, 사고 유

형에 따라 다르나 대략 5000 mg/m3(∼500ppm) 정도이며, 활성탄 필터는 

정상운전시 10-3 μg-I2/m3 농도의 요오드를 제거할 수 있고 사고시 배출

되는 103 mg-I2/m
3 정도의 농도에서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이러한 첨착활성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발표되었는데, 특히 방사성요오드의 제거시 향을 주는 인자로서 

요오드 농도, 상대습도, 흡착층 온도, 운전시간, 풍화, 방사선의 세기, 첨착

제의 종류 및 제조방법, 입자크기 및 필터를 통과하는 유속 등을 들 수 있

다. 국내에서도 TEDA 및 KI 첨착활성탄의 국산화를 목적으로 자체 제조

한 첨착활성탄의 원소 및 메틸요오드 제거성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2-28]. 그러나 첨착활성탄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이용시설의 배기체 처리시설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NOx가 존재할 경우 산화반응에 의해 활성탄이 열화되고, 건식 고온 배

기체 공정에서는 흡착된 요오드가 쉽게 탈착된다.

- 활성탄의 발화온도가 낮아 화재위험이 있으며 방사성요오드가 흡착된 

활성탄은 처리매질의 부피 감용 및 처리 후 안정화 측면에서 볼 때 장

기처분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 활성탄을 적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사항으로는 

활성탄에 흡착된 고농도 요오드가 서서히 탈착될 가능성과 흡착된 핵분열 

물질(특히 I2)의 붕괴열에 의한 활성탄의 발화 가능성이다.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규정에 의하면 원자력시설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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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처리 계통에 사용되는 활성탄의 초기 발화 온도는 2.5 cm 층에서 기

체 선속도가 50.8 cm/s 일 때 330 C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 다. 

그러나 실제 운전 조건에서는 층의 깊이가 길면 길수록 발화온도가 낮아

지고, 유속이 느릴수록 발화온도가 낮아지며, 활성탄에 흡착된 유기화합물 

양이 증가할수록 발화 온도가 낮아진다. KI 첨착활성탄의 최저 발화온도

는 약 300℃ 정도이며 TEDA 첨착활성탄의 경우는 첨착량, 기체유량, 층

의 깊이에 따라 다르지만 180℃ 정도로 낮은 온도에서도 발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활성탄 필터는 강제순환 방법으로 공기를 냉각시키며 공기 

유속이 2.54 cm/s 이상일 경우 방사성요오드의 붕괴열에 의한 발화는 피

할 수 있다고 하 다. Lorenz 등에 의하면 25℃ 에서 습윤 공기의 유속이 

14.5 cm/s에서  0.36 cm/s로 감소될 때는 이미 방사성요오드가 흡착된 활

성탄 층에서 발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2-29]. 따라서 활성탄 필터

에 사용되는 첨착활성탄은 주기적으로 성능검사를 수행하여 교체시기를 

점검하여야 하며, ASTM D-3803-8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제품 첨착활

성탄 또는 사용중인 활성탄에 대하여 단일조건(상대습도 : 95%, 온도 :  

30℃, 요오드 주입농도 : 2.5 mg/m3)에서 성능검사를 수행하고 포집효율이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기준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99 % 

이상(DF 100이상)을 나타내어야 한다. 아울러 첨착활성탄은 물리․화학적 

특성(특히 발화온도 측정)에 대한 기준치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무기 고체흡착제

(1) 은교환 제올라이트 (AgX)

제올라이트 담체를 이용하여 요오드와 친화성이 있는 Ag 또는 다른 

금속을 이온교환시킨 금속치환 제올라이트는 일반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이

용시설의 고온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성요오드를 제거하는데 활성탄 

대신 사용하기 위해 제안된 무기 고체 흡착제이다. Ag로 치환시킨 제올라

이트(AgX)가 요오드 제거성능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고, 다른 금속 이온으

로는 Cd, Cu, Pb, K, Hg, Zn, Mn, Co 와 Ni 등이 있는 데 비교적 성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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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양이온은 Pb, K, Cd 등이 있으나 Ag보다는 비효율적이다. AgX는 

100℃ 이상의 온도에서 수소와 강한 친화력을 나타내며 방사성 메틸요오

드에 대한 AgX의 흡착능은 활성탄에 비해 최소 20배 이상 높은 반면에 

가격은 활성탄에 비해 20배 이상 고가이나 고온에서도 비연소성이고 원소

요오드 흡착에 향을 별로 받지 않으므로 사용후핵연료 이용시설의 고온 

배기체 처리에 사용되고 있다[2-30]. 요오드와 금속이온과의 반응시 I2 

mole당 표준 자유에너지는 25℃에서 Ag, Pd, 및 Cd의 경우 각각 18.6, 

0.6, 그리고 2.65 kcal/mole 이고 Co, Ni, Fe, 및 Zn 산화물의 반응열은 약 

20 kcal/mole 정도로 측정되었다. 이는 Ag를 제외한 모든 금속들이 안정

한 금속산화물 형태로 존재하므로 AgX가 화학흡착이 잘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AgX에 의한 방사성요오드의 포집효율에 미치는 주요 실험변수들은 상

대습도, 온도, 공급 농도, 유량, 부하능(loading capacity) 및 무기/유기 오

염물질 등을 들 수 있다. AgX의 제염계수는 상대습도에 반비례하 지만

(상대습도 80% →100% 증가시 제거효율이 99.8%→ 92.5% 로 감소) 온도

가 증가하면 습도변화에 따른 향이 감소하 다. 그러나 NOx 농도 및 

기체 상대습도가 증가할 경우 요오드 흡착효율은 급격히 저하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데, 원소요오드는 습도에 큰 향을 받지 않으나 메틸요오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염효율이 습도변화에 더 큰 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2-5는 AgX에 의한 원소요오드 및 메틸요오드 포집시 상대

습도 및 NO2 농도변화에 따른 제염효율 변화를 정리한 결과이다. 또한 

AgX의 방사성요오드 제거성능에 미치는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향을 

Table 2-6에 요약하여 정리하 다[2-31∼2-34].

다른 금속물질로서 Cd, Pb를 치환하여 사용할 경우, CdX는 3 vol% 

H2O, 200℃에서 메틸요오드 흡착능은 10 mg/cm3-층 부피로서 제염효율이 

약 50 정도이며[2-35], PbX는 원소요오드 제거에는 효율적이지만 메틸요

오드 제거 능력은 AgX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 바[2-36], NOx 

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서는 요오드 제거용으로 PbX, CdX는 사용이 곤란



2-16

하다

Table 2-5. General comparison of iodine sorption characteristics of 

AgX and the AC-6120a

Material
Iodine

species

Concentration ㎎ species
g support                         

 H2O NO2

(%) Temp(℃) Capacity DF

AgXa

AgX

AgX

AC-6120a

AgX

CH3I

CH3I

CH3I

CH3I

I2

0

3

3

3

5

0

0

0

2.5

2

25

200

200

150

200

84

209

87

40

55

>10
4

>10
2

>10
4

>10
2

2×10
2

a : AC-6120(78-mg Ag/g), AgX(360-mg Ag/g)

AgX는 고가이므로 재생공정을 도입하는 데, 400∼600℃에서 수소기체로 

방사성요오드를 탈착시킨 후 흡착제를 재사용한다[2-37,38]. AgX내에 화

학흡착된 요오드(I2)를 수소로 환원시키면 무기요오드인 HI 형태로 기상으

로 배출되는 데 방출된 HI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PbX를 사용하는 것이 가

격이 싸고 I2 부하능이 높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HI는 

PbX와 화학흡착되는데 PbIX는 비교적 저렴하고 처분에 적당한 형태(콘크

리트 내에 PbIX를 고형화하는 방법)로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고온

에서의 안정성 및 고화체의 장기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00∼500℃에서 재생하여 5번 반복 사용된 후에 원소요오드 제거성

능이 약 2배 정도 감소하 으나, 600℃에서 재생할 경우에는 3회 재생한 

후 제거성능은 약 3배정도 감소하 다.

방사성요오드 제거용으로 AgX를 사용할 경우 scale-up을 위한 고려사

항은 다음과 같다[2-39].

-년간 발생량 : 600 kg-요오드/yr

-가 정 : 제염효율(100), 처리능력(50 mgI2/g-AgX), 풍량 및 선속도 (140 

m3/min, 60m/min)

-층 제원 :  1.71 m 내부직경 × 0.86 m 층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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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it 사용기간 :  40 days, 1 unit 재생시간 :  4 days

-연간 재사용 횟수 :  4 회 (20-30 회 재사용/5년)

Table 2-6. Effects of feed concentration,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on the capability of silver zeolites to remove 

iodine species from off-gases

Sorbent

Conc. (per/m
3
)

velocity

(m/min)

RH

(%)

Gas

temp

(℃)

Loading

(㎎CH3I/cm
3
)

Run

time

(hr)

Bed

depth

(cm)

DF

CH3I I2

90%AgXa

90%AgXa

98%AgXa

90%AgXa

90%AgXa

90%AgXa

99%AgXc

99%AgXc

99%AgXc

99%AgXc

99%AgXc

99%AgXc

99%AgXc

99%AgXc

99%AgXc

99%AgXc

99%AgXd

AgX

AgX

AgX

 222㎎

 200㎎

 4.4㎎

 816㎎

       

 

0.1-10㎍

       

 230㎎

0.1-10㎍

10-5-10-4㎍

10-5-10-4㎍

0.1-10㎍

           

 

 12㎎

  8㎎

5-10×103

500㎎

500㎎

500㎎

12

12

19

19

15

19

28

28

28

17

19

28

14

15

15

30

15

60

60

60

90

0

0.14

0.14

2.3

0.14

90

95

100

90

89

100

0

90

90

90

90

5

0.12

0

27

26

200

200

100

200

25

25

25

60

90

22

25

90

90

90

90

100

200

100

12b

11.2

9.1

74

6.6

5.7

ND

ND

ND

ND

ND

ND

84

ND

ND

ND

ND

42b

55

139

4

4

100

4

31

31

1

1

1

1

1

ND

26

1-6

1-6

1-6

1-6

5-16

5-16

5-16

5.08

2.08

5.08

5.08

5.08

5.08

5.08

5.08

5.08

5.08

5.08

5.08

5.08

10

10

10

10

10

10

10

27

1×104

2×104

1×104

1×105

3×105

16.6

12.5

10

142

330

>104

>104

1.2×105

4×103

4×103

2×103

2×1021

2×102

2×102

a : 1.16-in. pelltets, b : AgX dry density(0.8g/cm3), c : 12-14 mesh beads, d : 10-20 mesh 

beads, e : Loading until breakthrough

 

이상과 결과를 종합하여 AgX 공정에 대한 장․단점을 Table 2-7에 정

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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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AgX process

장 점 단 점

•화재위험이 적고, 500℃ 이상에서도 요

오드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포집된 요오드는 안정.

•흡착능은 500℃까지 온도 증가에 따라

서 증가.

•메틸요오드에 대한 흡착능이 0.2 g/ 

g-AgX으로 높음.

•원소요오드 제거시 기체내에 존재하는 

불순물에 거의 향을 받지 않음.

•기체내 요오드의 농도가  10-10mg/m3 

이하일 경우는 효과적으로 사용

•NOx가 존재하여도 폭발 위험이 적음 

•최종 AgIX는 취급이 용이한 고체로서 

장기처분에 적합.

•고체 흡착제로서 가장 고가

임. 

•SO2/NOx에 의해서 메틸요오

드 처리효율이 향을 받음.

•산에 약하므로 NOx의 농도와 

습도가 높을 경우 내산성이 

강한 제올라이트를 사용하여

야 함.

•운전온도가 고온일 때 원소요

오드부하능이 약간 저하됨.

•공학적 scale-up을 위한 자료

가 요구됨   

(2) Amorphous Silicic Acid (AC-6120)

무정형 silicic 산(실리카겔)에 AgNO3를 첨착한 AC-6120(Ag-KTB)은 

산화 분위기에서 요오드와 강한 친화력을 갖고 있으며 요오드의 처리 능

력이 우수하지만 재생하여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2-40]. 

AC-6120의 가격이 첨착활성탄보다 3배 정도 고가이나, AgX의 가격에 비

해서는 1/10 정도이며[2-41], Ag의 함량은 보통 흡착제당 7∼12 wt% 정

도이다. AC-6120에 첨착된 AgNO3는 요오드와 반응하여 다음과 같이 불

용성인 silver iodide(AgI) 또는 silver iodate(AgIO3) 로 전환된다. 

     

AgNO 3(s)+ I 2(g) → AgI( s)+INO 3

2INO 3(s)+AgNO 3(s) → AgIO 3(s)+3NO 2(g)+
1
2
I 2(g)

INO 3(s) ↔ NO 2(g)+
1
2
O 2+

1
2
I 2(g)

 (2-2)

또한 방사성 메틸요오드는 AgNO3 와 반응하여 불용성인 AgI로 전환된

다.



2-19

AgNO 3(s)+R- I(g) → (NO 3RI-Ag)(s) → RNO 3(g)+AgI(s)    (2-3)

AC-6120은 NOx 흡수탑의 전방이나 후방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방사성요오드 제거 성능에 미치는 향을 종합적으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염효율은 크게 상대습도 및 층 높이, NOx 농

도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공급기체의 상대습도를 약 70% 정

도로 제한하여야 하며 AC-6120이 물에 젖어 있을 때는 표준 운전 조건하

에서도 메틸요오드를 제거할 수 없다[2-40]. 또한 운전중 흡착제의 표면에 

수증기나 산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공급기체를 가열하는 데 최적 운전온

도는 150℃ 정도이다. NOx 농도 변화에 따른 제염효율 변화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면, 10cm 두께의 흡착층에서 기체 체류시간 0.4 sec, 온도 30℃, 

70% 상대습도에서 NOx가 없을 경우 제염계수는 105 정도이나, NOx가 

10% 이상일 때 방사성 메틸요오드 및 원소요오드의 제염계수는 102∼103 

정도로 감소하 다. 그리고 운전온도 150℃, 수분함유량이 0.9 wt% 이고 

기체의 선속도가 25 cm/sec 조건에서 NOx 농도가 1% 에서  10%로 증가

할 때 제염효율은 105에서 104으로 감소하 다. 또한 유기 불순물에 의한 

환원 향으로 인하여 AgNO3가 Ag2O로 전환되면 제염효율이 크게 감소

하는 데 이 경우  NO2-공기를 통과시켜 Ag의 산화를 방지함으로서 NO2

가 AC-6120의 기능에 유익하게 작용한다는 실험결과도 보고되었다. 또한 

300℃의 고온에서도 일단 흡착된 요오드는 방출되지 않았고, 8.6x108 rad

의 방사선 조사조건에서 AC-6120의 제염효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40].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AC-6120의 장․단점을 Table 2-8에 정리하

다.

(3) 금속치환 모덴나이트 (AgZ or AgoZ )

방사성요오드 제거에 사용되는 AgX는 질산 증기에 의해 제올라이트 

구조가 파괴되므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담체로서 모덴나이트를 사

용하여 Ag를 이온교환시킨 고체 흡착제(AgZ)가 개발되었다. 모덴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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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업적으로 Na 형태인 Norton Zeolon 900이 생산되고 있으며, 13X 보

다도 내산성과 열적 안전성이 우수하다. 모덴나이트와 원소요오드 또는 유

기요오드간의 화학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able 2-8.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AC-6120

장 점 단 점

•요오드와의 친화력이 강하며, 구처

분에 적합한 형태임.

•첨착물인 은의 이용율이 높음.

•AgX 가격의 1/10 정도임.

•NOx 에 향을 적게 받음 :  NOx는 

공정 배기체내에 존재하는 유기물 

향을 최소로 함.

•NOx  흡수전에 AC-6120 필터를 설

치함으로서 NOx 흡수액중의 요오드

의 휘발을 막을 수 있음

•70% 상대습도, 150℃에서 메틸요오드 

제거효율이 우수함

•NOx가 없으면 AC-6120은 유

기물에 의해 심각한 향을 

받음.

•AC-6120은 노점부근의 온도

에서는 심각한 향을 받음.

•저온에서 상대습도의 향이 

큼.

•상대습도가 70% 이상에서 요

오드 제거효율이 급격히 감소.

•250℃이상의 온도에서는 장시

간 사용할 수 없음.

•재생이 불가능.

  

Adsorption mode :  2Ag
o
+I2 ⇔ 2AgI 

Regeneration mode  : 2AgI+H2 ⇔ 2Ag
o
+2HI 

Storage mode  : PbO+2HI ⇔ PbI2+H2O (2-4)

AgZ는 산증기에 노출되어 있어도 안전성이 크고 재생하여도 효과적으

로 요오드를 제거할 수 있으며, AgZ에 의한 원소요오드의 제염효율은 

AgX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gZ를 500℃에서 24시간 동

안 수소기체로 전처리하면 Ag을 금속상태(Ag±0)로 환원시킬 수 있으며, 

이를 AgoZ 로 표시한다. AgoZ는 환원되지 않은 AgZ 보다 요오드의 처리

능력이 약 2배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요오드와의 결합력 

차이 때문으로 여겨진다. AgoZ의 원소요오드 제염효율은 기체내 수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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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온도,  NOx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데, 보통 온도 150℃, 요오드 

주입농도 1.5×10-3 g-I2/l 조건에서 층 높이 15cm(흡착제 무게 : 270g)일 

경우 파과점에서 제염계수는 103∼104 정도이다[2-37,38]. AgoZ는 공급기체

내에 NO만 존재할 경우보다 NO2가 함유되어 있을 경우 흡착성능이 더 

감소하는 데(NO 주입시 흡착성능 : 130 mg-I2/g, NO2 주입시 : 80 

mg-I2/g), NO와 NO2가 Ag
oZ에 미치는 향은 다음과 같은 평형 반응식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 다.

2Ag (s)+NO 2(g) ⇔ Ag 2O( s)+NO(g)           (2-5)

즉 NO의 경우는 O2가 존재하여도 환원제로 작용하여 Ag를 금속상태로 

유지시키지만, NO2만 존재할 경우 Ag를 AgO2 로 서서히 산화시킴으로서 

요오드의 성능을 감소시킨다. 또한 NO, H2O 와 NO2이 공존할 경우에는 

원소요오드 흡착능 변화는 거의 없었다. 이는 NO 와 NO2 사이의 강한 결

합력에 의해서 NO2만 존재할 때 미치는 향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AgoZ는 AgX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생하여 반복사용이 가능한 데,  반응

온도는 400∼500℃ 범위이며 100% 수소기체를 사용하면 폭발 위험이 있

으므로 수소와 공기 혼합기체(온도에 따른 폭발한계 농도 적용)를 사용한

다. 수소기체를 이용하여 재생한 흡착제의 재생횟수에 따른 향을 분석한 

결과, 총 13회 재생시험중 8회까지는 흡착능이 117∼140 mg-I2/g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90∼100 mg-I2/g으로써 초기에 비하여 약 20% 정도 감소하

다. 재생과정에서 탈착된 HI형태의 방사성요오드를 최종저장하기 위해

서는 PbZ 또는 PbX, NaX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지만 포집 안정성 측

면에서는 PbX와 원소요오드(I2)와의 흡착세기는 열역학적으로 낮아 다소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PbO와 HI와의 반응성은 크므로 수소기체 

분위기에서 산소농도가 낮으면 포집된 PbI2X는 150℃에서도 안정하고 실

온으로 냉각된 후에도 PbI2X는 공기중에서 양론적으로 안정한 상태로 존

재한다. PbX에 HI를 포집하기 위한 최적 온도는 100℃∼150℃로 나타났

으나 PbZ의 최적 온도 설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PboX(PbX를 수소기체로 전처리한 흡착제)의 원소요오드 흡착능은 PbX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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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Z의 1/2 정도인데, 이는 고온(500℃)에서 수소기체를 이용하여 전처리하

는 동안 제올라이트 기공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가격이 다소 

비싼 AgoZ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탈착된 요오드는 값싼 PbX나 PbZ를 사

용하여 수소기체 분위기하에서 포집하는 것이 제거성능 관점보다는 경제

적인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증시험 결과로서 재생이 

가능한 연속된 두개의 AgoZ 층과 최종적으로 방출된 요오드를 흡착하는 

PbX 층으로 구성된 소규모 설비를 사용한 2% NO2를 함유하는 모의 배기

체 처리시험 수행결과[2-39], 원소요오드의 제염효율은 104∼105 정도 으

며, AgoZ 층을 5번 재생한 경우에도 원소요오드 제거성능은 감소하지 않

았고, 재생공정으로부터 방출된 요오드는 PbX층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포집할 수 있었으며 PbX의 90% 정도가 이용되었다(400 mg-I2/g PbX). 

AgZ 또는 AgoZ의 장․단점은 Table 2-9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Table 2-9.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AgZ or AgoZ process

장 점 단 점

•AgX 보다 여러 번 재생이 가능.

•NOx가 존재하여도 내산성이 강하

므로 운전상 NOx를 사전에 처리할 

필요가 없음

•불소에도 저항이 큼.

•요오드의 장기적 고정화 연구가 

필요함.

•방사선조사 향 연구가 필요함. 

•상용규모 장치 운전결과 요구됨.
  

4) 방사성요오드 제거기술의 특성비교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무기 고체흡착제의 종류별 기술적 특성을 

Table 2-10에 비교․분석하 으며, 주요 운전변수별 향을 Table 2-11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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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0. Comparison of the performance of solid sorbents for 

removing radioiodine.

흡착제 

종류

최적온도

(℃)

흡착성능

(㎎-I2/g)

제염계수

(D.F.)

NOx

저항성
개발정도

AgNO3
on 

ceramic
200 - 10∼104 - 실험실규모

AgX 150 150∼200 102∼105 약함 상용규모

AgZ 150
170(I2)

140∼180(CH3I)
102∼105 강함 실험실규모

Ag
o
Z 150 102∼105

AC-6120 130
135

(94% Ag)

102∼105

(>103 in 
plant)

실험실규모
상용규모

AgA
a

130 100∼235 - 실증규모

CdX 150 5∼10(CH3I) - 약함 실험실 규모

PbX 150 5 - 약함

Carbon <120 - 10∼105 발화가능성

13X <100
364

(탈착율이 큼)
105 약함 실험실규모

a : Silver-impregnated alumina

5. 방사성요오드 흡착제 처분기술

방사성요오드의 장기 보관이나 최종 처분을 위한 적절한 형태를 고정

화물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즉 고정화 물질의 열적 안정성, 침출 저항성, 

보관용기의 장기 건전성 등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Burger는 I-129를 포집한 고화체의 처분시 고려해야 하는 규제치를 결정

하는 몇 가지 인자를 제시한 바 있다[2-42, 43].  방사성 요오드의 가능한 

고정화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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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1.  Comparison of system for trapping iodine species

운전변수 AgX AgoZ-PbZ AC-6120

상대습도

상대습도 증가에 

따라 제염효율 

감소

6% H2O(250℃) 

까지 향 

무시할정도임

상대습도 70% 

이상에서 

제염효율 급격히 

감소

NO 불확실
2% NO 존재시 

흡착능 증가
불확실

NO2 제염효율 감소
2% NO2 까지 

향 무시할만함
Ag의 산화 방지

CO2 향없음 향없음 향없음

온도
건조분위기에서 

최적온도 : 150℃

건조분위기에서 

최적온도 : 250℃

건조분위기에서 

최적온도 : 150℃

향을 

미치는 

유기물/불순물

Dodecane,

H2S, SO2

Dodecane,

H2S, SO2
향 적음

기타

적용 한계성

고체흡착제 취급

스팀비용

고체흡착제 취급

열전달

고체흡착제 취급

열전달

장치

구조물
스테인레스 스틸 스테인레스 스틸 스테인레스 스틸

DUPIC공정

적용성

(건조분위기, 

NOx가 없을 

경우)

적절함

(흡착성능이 중요)

양호

(흡착제 단가 

높음)

적절함

(흡착제 단가 

낮음)

- 용해도가 낮은 무기요오드 및 요오드 화합물

- 고체 흡착제(예 : 요오드가 흡착된 zeolite)

- 시멘트 고화 처리한 요오드 화합물이나 고체 흡착제

- 용융점이 낮은 유리형태

그러나 무기요오드 화합물 형태는 다른 적절한 형태로 바꾸지 않을 경

우 요오드가 침출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해도가 

매우 낮은 Ba(IO3)2 형태로 변환시킨다. Ba(IO3)2 형태는 같은 농도 제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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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5500 정도의 희석인자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많은 

요오드 화합물은 중량 비로 약 10% 까지 시멘트로 고화 시킬 수 있는데 

이 때에도 Ba(IO3)2 나 AgI 형태 중에서 경제성을 고려하여 Ba(IO3)2를 선

택한다. 요오드를 흡착시킨 은교환 고체흡착제는 그 자체가 포장의 설계요

건 을 만족시키는 적절한 고정화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AC-6120이나 

AgX, AgZ 등에 적용할 수 있다. Burger 와 Scheele는 약 500 ℃에 접근

하면 AgZ로 부터 대부분의 요오드가 제거된다고 보고하 다[2-42].  또한 

AgX에 흡착된 요오드는 tetrachlorethylene, toluene, 그리고 soxhlet 에 사

용된 유사한 용매를 사용할 경우 약 50% 정도가 제거되었으나 AgZ는 같

은 용매에서 침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한편 AgZ의 재생시 발생되는 

무기요오드를 포집하는데 사용된 PbX는 장기적인 안정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ORNL에서는 보관용기내에 산소 분위기 하에 봉된 PbX

에서 요오드의 휘발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2-43].

제 3 절  14CO2 처리기술

트리튬이나 Kr-85, I-129와 비슷하게 C-14도 원자력시설에서 매우 다양

하게 발생하는 방사성 핵종이다.  C-14는 반감기가 5,730년으로 매우 길며 

약한 β선을 방출하고(최대 0.156 MeV), 생물체 내로의 흡수가 쉽게 일어

나므로 인체의 위해도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C-14가 환경으로 방출될 

경우 다른 방사성 핵종의 위험도와 비교하여 보면 그 정도가 크지는 않지

만 안전성 및 환경보호측면에서 C-14가 방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CANDU 원자로에서 가장 많은 양의 

14CO2가 발생되고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DUPIC 공정이나 사용후핵연

료 이용시설에서는 약 330 ppm 정도의 CO2가 발생된다[2-44∼2-47]. 

CO2의 제거방법은 크게 세정용액에 의한 흡수, 고체 물질과의 반응에 

의한 제거 및 물리적 흡착에 의한 제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적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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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대상 공정의 특성(온도, 압력, 습도 및 농도, 유

량) 및 향후 장기 처분시 안정성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1. 발생원 및 발생형태

가. 14CO2 의 발생원

원자력시설에서 발생되는 C-14는 3가지 주요한 중성자반응, 즉 

14N(n,p)14C ; 13C(n,γ)14C; 17C(n,α)14C 에 의하여 생성된다. 또한 C-14는 주

로 핵연료 및 피복관, 원자로의 일차 냉각시스템에 존재하며 여러 종류의 

원자로 형태에 따른 발생속도를 Table 2-12에 수록하 다. 

Table 2-12. Calculated C-14 production rates for different reactor types

C-14 Production in GBq/(GW(e)-y)

Source BWR PWR HWR
MAG-

NOX
AGR HTR FBR

Around

pressure

vessel

N-14

C-13

0.02

2.59×10
-5

0.18

2.96×10
-5

0.18

1.11×10
-4

0.02

2.22

0

2.22

0.18

2.59×10
-5

37

1.85×10
-5

Coolant

N-14

O-17

Fission

2.22

189

22.2

29.6

229

22.2

925

6,480

22.2

270

40.7

22.2

263

37

18.5

0.74

0

18.5

0.74

7.4×10-5

18.5

Fuel

C-13

N-14

O-17

0.01

281

163

0.01

289

167

0.03

962

481

0.03

4,810

3.7

0.01

481

122

2.96×10-4

115

59.2

3.7×10-4

74

111

Fuel

cladding

C-13

N-14

O-17

0.01

629

0.55

0.02

740

0.74

0.02

1,260

1.11

0.01

1,300

0.11

0.02

1,180

0.01

3.7×10
-4

296

0.01

Graphite

moderator

C-13

N-14

O-17

0.55 4,070

6,660

0.74

1,300

2,180

0.03

1,180

2,000

0.03

Total

production

rate

All 1,300 1,480 10,100 18,500 5,590 3,370 555

LWR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처리하는 AIROX(Atomic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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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 Oxidation)공정은 산화(400℃) 및 환원(600℃) 반응을 반복하면

서 UO2 핵연료를 분말화시키는 데, 이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휘발성 및 

준휘발성기체가 발생하게 되며, 배기체 처리 관점에서에서는 탈피복관 과

정에서 사용후핵연료내 휘발성핵종은 모두 방출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가

장 보수적이다. 5년 냉각되고 연소도가 33,000 MWD/ MTU인 PWR 핵연

료 67%와 27,500 MWD/MTU 연소도인 BWR 핵연료 33%을 AIROX 공

정으로 처리할 경우 발생되는 C-14양은 0.34 g/MT이 된다. AIROX공정

과 유사한 DUPIC공정중 탈피복 산화과정에서 발생되는 C-14의 양은 1.88

×10-3 g/ℓ정도인 것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서 계산

된 결과이다[2-45].

- 핵연료 초기 농축도 : 3.5%

- PWR 사용후핵연료 평균 연소도 : 44,000 MWD/MTU

- 사용후핵연료 냉각기간 : 5 년

- DUPIC 공정의 처리 용량 : 5 kg UO2/batch

- 공기 유속 : 5 ℓ/min

나. C-14의 발생형태

C-14는 원자력발전소의 정상운전시나 핵연료가 손상될 경우뿐만 아니

라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사용후핵연료 이용 공정에서 발생하며 배기체내

에서는 대부분 CO2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6]. 그러

나 일부 자료에서는 핵연료내에 존재하는 탄소는 주로 CO의 형태로 존재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8]. 즉 핵연료내에 초기에 불순물로 존재하

는(PWR 핵연료 집합체당 3.4 g-mole로서 약 100 ppm)성분까지 포함하여 

대부분의 탄소는 핵연료내에 탄화칼슘(카바이드) 또는 CO의 형태로 존재

하고 CO의 일부는 기상으로 빠져나가며 그중 일부는 zircaloy 피복관과 

반응하여 ZrC 또는 ZrO2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사용후핵연료 

핀 내의 free gas 중 CO 또는 C-14의 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미국  H.B. Robinson 2 원자로에서 조사된 핵연료 핀으로부터 발생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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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질량분광계(mass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많은 양의 

N2가 검출되었다. 질량분광계를 이용하여 기체분석할 경우  N2 와 CO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검출된 성분 대부분이 CO라고 가정할 경우 기체

내의  CO의 양은 탄소 총량의 2.5∼3%에 해당되고 이는 핵연료내에 초기

에 존재하는 정도의 양이다. 원자로 조업시 형성된 C-14의 상당부분이 기

상으로 이동하여 CO의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며 이 양은 분율로서 

0.1 이하가 될것으로 추정하 다. 사용후핵연료 이용공정에서 핵연료가 용

해될 때 C-14는 대부분 CO2 형태로 방출되며, C-14중 CO 형태로 존재하

는 분율은 1∼2% 정도이며 탄화수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2-48∼2-50]. 33 GWd/t-U (2850 GJ/kg U)의 평균 연소도를 가진 사용

후핵연료 5개의 핀내의 평균 C-14 총량은 9.0 GBq/tU 이 고, 이는 방출

된 총 탄소산화물의 약 0.1 %에 불과하다. 사용후핵연료 이용을 위한 용

해조 배기체공정에서 C-14는 약간의 CO와 더불어 주로 CO2 형태로 발생

한다. C-14의 양은 CO2 kg당 0.9 Ci C-14로서 CO2의 0.08%가 14CO2이다

[2-49, 50]. 이상의 관점에서 보면, 핵연료내에 존재하는  C-14의 화학적 

형태는 주로 CO이지만 기상으로 방출될 경우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상당부분이 CO2로 전환되고 그 중 일부는 CO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14CO2 처리기술 현황분석

14CO2를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기술들이 제안되었고 개발되어 왔으며, 

이러한 기술들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 고정화 단계 이전에 물리적 흡수 및 예비농축을 시키는 공정 : 불염

화탄소(Flurocarbon)용매 공정 및 KALC 공정,

- 고정화 단계 이전에 활성표면에 물리적 흡착 및 예비농축을 시키는 

공정 : 제올라이트(molecular sieve)이용 공정,

- 고정화 단계 이전에 세정용액을 사용하여 화학반응시키는 공정 : 

Double- alkali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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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반응을 통하여 한 공정으로 제거 및 고정화를 시키는 공정 : 알

칼리 토금속 수산화물 슬러리 및 알칼리 토금속 수산화물 고체 이용  

공정. 

흡수공정은 Kr의 제어와 연관시켜 선택할 수 있으며, 제올라이트에 의

한 흡착에 의하여 CO₂를 농축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유용한 공정이다. 화

학반응에 의해 CO₂를 제거하고 고정화시키는 기술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최종 폐기물 처분을 고려하여 생성물질이 화학적인 안전

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의 네 가지 기술을 예로 들 수 있다. 

유량이 높고 농도가 낮을 경우 기체-고체의 반응에 의하여 CO₂를 직접 

고정화 시킬수 있으며 그 예로서 Ca(OH)2 또는 Ba(OH)2 수화물을 사용하

여 CO₂와 화학반응시켜 제거하며 이 공정은 단순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CO₂농도가 높을 경우 double-alkali 공정과 Ca(OH)2 

또는 Ba(OH)₂슬러리 공정과 같은 복잡한 공정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

다. 따라서 이상의 네 가지 기술들에 대한 특성 및 운전자료들을 종합적으

로 서술하고자 한다.

가. Kr-85 제어와의 연관을 고려한 CO2제거공정

불염화탄소 용매내로 흡수를 통하여 공기흐름내의 Kr, Xe과 CO2를 제

거하는 공정은 그 효과가 입증되어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 기술

은 미국 및 독일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 다[2-50∼2-54]. 미국 Oak 

Ridge와 독일에서 개발된 공정은 흡수탑, 증류탑 및 세정탑으로 공정이 

구성되어 있으며 CO2제거효율이 높지만, Kr-CO2혼합물로부터 CO2를 제거

함에 따라 Kr-85에 의하여 CO2고정화 생성물이 오염되어 폐기물 처분이 

매우 복잡하게 된다. 제올라이트에 의한 흡착을 이용하여 CO2를 제거하는 

공정은 상업적으로 유용한 기술이다[2-44, 2-55∼2-57]. 13X 제올라이트는 

대략 기공크기가 1nm정도로서 일반적으로 CO2제거에 효과적이며, 적절하

게 흡착제를 재생하면 100 이상의 높은 제염계수를 얻을 수 있다. 더욱이 

Kr-85의 흡착량은 CO2 파과곡선상에서 거의 미미하게 나타나고[2-55],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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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에서 CO2 의 흡착량은 제올라이트의 형태, 온도, 흡착제의 증기압, 공

존 성분 예를 들면 기체내의 수분 양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흡착량

은 0.5 wt% 이상이다. 제올라이트의 재생은 압력 및 열 스윙, 불활성기체 

purge 또는 이상의 기술들을 혼합하여 수행한다.

나. 금속 수산화물(Metal hydroxide) 고체와 CO2기체반응에 의한 제거

유량이 많고 CO2농도가 낮은 배기체 내의 CO2를 기체-고체 반응에 

의하여 제거하고 고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반응속도가 공정조건에서 적절하여야 한다.

- 열역학적인 평형관계가 CO2제거에 있어서 적절하여야 한다.

-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이 열적 및 화학적 안전성이 적절하여 장

기-처분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반응물의 용해도가 크면 반응물의 이용율을 높여서 최종 생성물내의 

반응물의 농도가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기율표상 Group I(알칼리 금속)과 Group II(알칼리 토금

속) 수산화물은 상기 요구조건중 처음 두 번째 항목을 만족한다. 생태계 

시스템에서 CO2를 제거하는 데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Ascarite(석면

상에 NaOH가 포함된 형태)와 LiOH․H2O[49∼52]는 탄산염의 안정도가 

낮아 최종 처분을 고려하면 부적절하다(Table 2-13 참조). Soda 

lime(NaOH-Ca(OH)2혼합물) 혹은 baralyme(Ca(OH)2-Ba(OH)2 혼합물)을 

사용할 경우 CO2 제거효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58∼2-61]. 

하지만 전자의 경우 Na2CO3 생성물의 용해도가 문제가 되고 후자의 경우 

반응물의 이용율이 낮은 단점이 있다. Table 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칼

슘, 스트론튬과 바륨탄산염은 용해도가 매우 낮으며 높은 온도에서 분해된

다. 스트론튬 및 바륨 수산화물은 다른 알칼리 토금속 수산화물과 다르게 

상온에서 수화물 형태로 존재하고 대부분 배위수(Coordination number)는 

1과 8이다. 따라서 Sr(OH)2․8H2O와 Ba(OH)2․8H2O의 경우 생성물에 의

하여 반응물이 코팅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Sr(OH)2 수화

물보다는 Ba(OH)2 수화물을 상업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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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3. Solubility and decomposition properties of Group I(alkali   

metal) and Group II(alkaline earth) carbonates at low CO2 

partial pressures

Properties

Materials

Molal solubility Decomposition 

Temperature(℃)25℃ 100℃

Group I carbonates

Li2CO3

Na2CO3

K2CO3

Rb2CO3

Cs2CO3

0.18

2.80

8.10

19.48

8.00

0.10

4.26

4.41

-

-

1310

-

-

740

610

Group II arbonates

MgCO3

CaCO3

SrCO3

BaCO3

0.00126a

0.00013

0.000075

0.000124

-

0.000375

0.00044

0.00032

350

825

1340

1450

  a : Cold water

(1) 바륨 수산화물(Barium hydroxide)이용 공정

ORNL에서 개발된 공정으로 Ba(OH)2․8H2O를 고정층 캐니스터에 충

전하여 다음 반응식에 의하여 CO2를 제거한다[2-49,50,2-62,63].

Ba(OH)2․8H2O(s)+CO2(g) → BaCO3(s)+9H2O(g or ℓ) (2-6) 

이 공정을 사용하면 상온․상압조건에서 330 ppm의 CO2를 제거하여 

100 ppb까지 농도를 낮출 수 있으며, 열역학적으로 계산하여 보면 평형농

도는 ppt (parts- per-trillion)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 

Ba(OH)2 수화물은 수화물의 정도에 따라 증기압이 다르며 온도가 높고 

수화물의 양이 클수록 증기압이 높아지므로 수화물의 형태에 따라 시스템

내의 습도가 크게 향을 받는다. 만일 입자 주위의 기체가 수증기로 포화

되어 있으면 생성된 과량의 물이 기공구조내에 남아있게 되어 총괄 반응

에 향을 미친다. 수산화물-탄산염 반응은 일반적으로 발열반응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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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 Ba(OH)2․8H2O에 의하여 CO2를 제거하는 실험은 주로 상업적

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조각(flake) 형태를 이용한 경우가 많다. 적절한 

조건하에서 CO2와 반응할 때 다공성이 70% 이상인 조각형태의 흡착제는 

BaCO3로 전환시 변형되지 않았으며 용해된 반응물은 100% 전환되어 최

종 폐기물 처분시 매우 안정된 물질이 된다.

ORNL에서는 Ba(OH)2․8H2O를 사용하여 CO₂농도가 4.8%와 88 Vol. 

%인 조건에서 유속(선속도 : 7∼21  cm/sec), 온도(22∼42℃), 상대습도

(0∼80%) 그리고 반응층의 높이가 30∼50cm로 변화하면서 CO2 제거 시험

을 수행한 결과[2-62], 층의 압력강하는 반응전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서서

히 증가하지만 상대습도가 증가하면 급격하게 커졌으며 또한 층내에서 물

의 응축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거효율과 층의 반응 전환율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유입기체의 상대습도가 55∼60%이상일 경우 초기 운전시 압력

강하가 나타났는 데 그 이유는 국부적인 반응속도와 물 생성속도가 크기 

때문으로 해석하 다. 즉 반응물질내의 기공에서 물의 모세관 응축이 일어

나 수화반응이 다시 나타나고 재결정화가 커지게 되어 반응물질의 비표면

적이 증가함으로서 BaCO3로 전환시 반응물이 쪼개지고 열화되어 압력강

하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정상상태(농도 및 전환율 분포가 

층내에서 일정할 경우)에 도달할 경우 층 하류흐름에서 압력강하는 일어

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유입기체의 상대습도가 55∼60% 이상일 

경우 유입 기체내 CO2농도를 서서히 높이거나 초기 운전시 유속을 서서히 

낮추면 층에서 나타나는 압력강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Ba(OH)2․8H2O를 사용하여 CO2를 

제거한 기술은 bench 및 파일롯트 규모로 실증된 바 있으며, 제거효율이 

매우 높고(유출농도를 100 ppb까지 감소시킴) 반응물의 이용율이 높으며

(전환율이 99% 이상) 거의 상온 조건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출

기체의 상대습도가 60%이상일 경우 압력강하가 크게 나타나므로 유입기

체의 습도를 60% 이하로 조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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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칼슘 수산화물(Calcium hydroxide) 공정

Ontario Hydro 연구진에 의하여 개발된 공정으로 Ca(OH)2를 고정층에 

충전하여 다음 반응식에 의하여 CO2를 제거한다[2-48,2-64,65]

Ca(OH)2(s)+CO2 (g) → CaCO3(s)+H2O(g or ℓ) (2-7) 

실험에 사용된 반응물은 입자 크기가 0.5∼2.37μm인 Ca(OH)2 로서 특

별하게 제조하 다. 습도변화에 따른 제거효율 시험 결과, Ba(OH)2․8H2O 

공정과 유사하게 표면 수분이 총괄 반응 메카니즘에 있어서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가 높고 상대습도가 증가할수록 반응속도는 

화학반응에 의해 지배되고 반응 경계면으로부터 CaCO3 생성물이 제거되

어 새로운 반응물이 노출되므로 반응에 크게 유리하지만, 습도가 낮을 경

우 반응속도는 생성된 탄산염층을 통한 확산에 크게 지배를 받게되어 제

거효율이 낮아진다. 또한 기공내에서 모세관 응축은 기공부피의 약 2%정

도만 일어나므로 수증기 응축에 의한 반응속도가 향은 크지 않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2-64]. 기체 선속도가 3.3 cm/sec이고 층 깊이가 8 cm, 고

습도 조건에서 속도상수는 100 min-1(1.7 s-1) 다. 5% 유출 파과점에서 

층내 반응물의 66wt%가 반응하지 않은 상태 으며 최대 전환율은 85wt%

다. 속도상수 특성을 근거로 Ca(OH)2에 의한 CO2의 제거반응은 기체막 

또는 기공내의 확산이 주 저항이 아니고 반응속도에 향을 받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2-65]. 또한 5% 유출 파과점에서 미반응 층깊이(LUB, 

Length  equivalent of Unreacted Bed)는 층 높이에는 무관하지만 기체 

유속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었다. LUB는 기체속도가 3.3 cm/sec에서 13.3 

cm/sec로 증가함에 따라 0.8 cm에서 3.4 cm로 증가하 으며, 5% 유출 파

과(C/Co=0.05)에서 반응물의 이용율은 최적 조건에서 층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값에 접근하 으며, 최대 이용율은 85% 다.

다. Double-Alkali 공정

Double-alkali공정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단계는 CO2가 

NaOH 용액을 통과하여 흡수되고 잔여 용액이 Ca(OH)2 또는 Ba(OH)2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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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리와 접촉하여 최종 생성물로 전환된다. 용액에서의 총괄 반응식은 다음

과 같다.

Step1 : CO2+H2O → H2CO3+2NaOH →Na2CO3+H2O (2-8)

Step2 : Na2CO3+Ca(OH)2 → 2NaOH+CaCO3 (2-9)

탄산염의 용해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2 단계에서 생성된 CaCO3 또는 

BaCO3는 거의 모두 침전된다. 첫 번째 반응은 충전층에서 수행되며 기체

와 세정용액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접촉한다.  Holladay는 기체농도가 약 

330 ppm으로 낮을 경우 기-액 물질전달에 미치는 기상의 저항이 매우 크

다고 주장하 으며 CO2농도가 1% 이상일 경우 주 저항이 액체상으로 이

동한다고 하 다[2-66]. 기체 유량이 20∼30 kg/hr(부피유속으로 8∼12 

m3/hr이고 선속도는 35∼52.5 cm/sec에 해당됨)이고 액체유량이 150ℓ/hr, 

운전압력이 2 bar인 조건에서 파일롯트 규모로 조업한 결과를 토대로 최

적 세정 용액농도는 1.5∼1.7 M NaOH 다. 교반 탱크에서 Ca(OH)2와 접

촉시켜 세정용액을 재생하는 속도는 빠르게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 점도

가 있는 진흙형태의 반응물이 24시간이내에 생성되었다.

CO2가 흡착된 제올라이트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열 스읭과 불활성기체 

주입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데 이때 발생되는 CO2기체의 농도가 3600 

ppm정도일 경우 기체를 30℃로 냉각하고 double-alkali 공정에 주입한다. 

NaOH 용액농도를 1.5∼1.7 N(6 wt%)로 할 경우 제거효율은 매우 좋아 

유출기체내의 CO2농도를 15 ppm 이하로 제거할 수 있으며(제염계수는 

240이상임) 이때 반응물의 이용율은 62%까지 가능하다. 세정용액중 

Na2CO3는 교반조에서 과량의 Ca(OH)2와 약 1시간 정도 접촉하여 90%정

도 NaOH로 전환된다. 교반이 끝난 후 2시간 동안 약간의 Na2CO3를 함유

하는 재생된 NaOH 용액은 흡입관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NaOH용액 농도

를 6wt%로 만들기 위하여 NaOH 용액을 첨가하고 재생된 용액은 탑 또

는 저장탱크로 재순환된다. CaCO3 슬러리 침전물은 최종 처분을 위하여 

펌프로 빼내어 시멘트와 혼합시킨다.

조업관점에서 보면, 세정용액 재생과정에서 Ca(OH)2보다는 더 값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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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Ba(OH)2로 대체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 Ba(OH)2는 용

해도가 커서 hydroxyl 이온 농도가 증가하게 되며 따라서 Na2CO3와의 반

응성이 더 증가하게 된다. 또한 BaCO3의 용해도가 낮고 도가 크기 때문

에 BaCO3 침전물로부터 재생된 세정용액의 분리가 용이하게 된다.

라. 알칼리 토금속 수산화물 슬러리를 이용한 CO2제거

교반조에서 Ca(OH)2 혹은 Ba(OH)2 슬러리와 CO2가 접촉하여 알칼리 

토금속 탄산염 생성물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

되었다[2-67∼69]. 본 공정의 물질전달 속도는 충전층에서는 0.5∼3.0 

cm2/cm3이지만 교반조에서는 접촉면적이 크기 때문에 약 30 cm2/cm3 으로 

더 크다. Holladay와 Haag[2-66]은 직경이 20.3cm(7ℓ 슬러리 부피)인 교

반조에서 Ca(OH)2 슬러리를 이용하여 고농도 CO2의 제거효율을 측정한 

결과 CO2의 제거효율은 매우 높았으며 다중 교반조를 직렬로 연결할 경우 

효율이 더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aCO3 생성물의 침강속도는 

임펠러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기체 유속이 높아지면 감소하 다. 

CO2농도가 낮을 경우(0.033% 와 3% CO2)에도 실험을 수행하 는 데, 교

반조 직경이 27.3 cm(16ℓ 슬러리 부피)이고 기체흐름을 Mg(OH)2와 

Ca(OH)2 1 M 슬러리, Ba(OH)2 슬러리 0.4와 0.75M, 1 M NaOH 용액과 

각각 접촉시킨 다음 CO2 제거효율을 측정한 결과, Ca(OH)2 슬러리

(pH=12.5)를 사용한 경우 보다 NaOH(초기 pH=14)와 Ba(OH)2 (pH=13.6)

를 사용한 경우가 제거효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장치를 사

용하여 Patch 등이 수행한 결과와 거의 일치하 다[2-70].

3. 14CO₂고정화 흡착제 폐기물의 처분기술

14CO2를 고정화시킨 흡착제 폐기물의 최종 처분형태는 C-14의 제거 및 

고정화기술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자가 된다. C-14 의 경우 적

어도 57,000년 동안 생태계로부터 방사성 핵종을 격리시킬 수 있는 폐기물 

처분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여 볼 때 C-14는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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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고정화된 형태로 저장하여야 한다. 주기율표상 Group I와 II 수산

화물은 일반적으로 CO2에 대하여 반응성이 높고 반응후 탄화물을 형성한

다. Group I 수산화물 반응물로부터 생성된 탄화물은 용해도가 높아 처분

시 문제가 있으며 Group II 원소중 분자량이 높은 탄화물은 상당히 안정

적이다. 칼슘 및 스트론튬, 바륨 탄화물은 용해도가 매우 낮으므로(25℃에

서 0.000075 ∼ 0.00013 gmol/ℓ) CO2의 장기 처분시 매우 적합한 물질이

고, 상대적으로 850℃∼1450℃의 고온에서 열분해된다. 이러한 탄화물들을 

콘크리트 매질과 혼합하여 처분한다. Double-alkali와 알칼리 토금속 슬러

리 공정으로부터 발생된 생성물은 시멘트와 혼합하여 최종 처분형태로 만

든다. Ca(OH)2 또는 Ba(OH)2․8H2O 이용공정으로부터 생성되는 고체 탄

산염 생성물의 처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안정한 형태로 만들기 위

하여 생성물을 grout와 합친다. 추가적으로 고정화된 각각의 캐니스터 또

는 전체 캐니스터에 시멘트 또는 grout 용액을 공급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폐기물 취급단계를 줄일 수 있으며 각 캐니스터는 환경으로 방

출을 억제하는 2차 방어막이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 bitumen 또는 고분

자내에 탄산물 생성물은 고정화되는것을 제안하 다[2-51]. 시멘트내의 

CaCO3와 BaCO3의 장기 용출 저항 시험은 많이 수행되지는 않았지만, 

PNC의 Scheele와 Burger 연구 결과에 의하면[2-71] 시멘트 매질의 증류

수에 대한 용출저항은 매우 좋으며 바닷물일 경우 용출속도가 증류수에서 

속도에 비하여 85%만큼 감소하 다고 하 다. 용출액내에 CO2가 용해되

어 있을 경우 유동성이 좋은 안정한 bicarbonate이온의 형성에 의하여 용

출속도가 더 커지게 된다. 하지만 칼슘을 함유한 무기물에 의하여 

bicarbonate의 상당량이 포집되므로 콘크리트내에 고정화시킴으로서 14C-

시멘트 매질의 건전성은 증가한다. 

제 4 절  크립톤/제논 불활성기체 처리기술

기체 폐기물중 크립톤, 제논과 같은 불활성기체는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핵연료 피복관의 결함을 통해서 1차 냉각수로 방출되며, 또 이들의 일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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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수나 방사능조절을 위한 기체탈거 (gaseous stripping)공정에 의해 

원자로 외부로 배출된다. 이렇게 배출된 불활성기체는 기체폐기물 수집 및 

처리계통을 거치는 동안 감쇄 탱크나 활성탄 흡착층을 통과하면서 방사능

이 크게 줄어 대기로 방출되는 양은 전체 원자력산업에서 배출되는 양의 

1%미만이다[5-3].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이용공정중 연료봉 절단과정에서 

피복관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불활성기체가 그대로 배출되므로 방사능

을 기준하여 볼 때 이들 공정에서 발생되는 기체폐기물의 90%이상을 불

활성기체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발생량과 방사능을 고려하면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종이다.

1. 발생원 및 특성

크립톤/제논 등과 같은 불활성 기체는 대략 전체 생성기체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2-72], 일반적으로 핵연료봉으로 부터 발생되는 

방사성 불활성기체의 발생량은 연소도(burn-up) 및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

한다[2-73]. 불활성기체 동위원소로는 크립톤의 경우 Kr-82, 83, 84, 85 및 

86이며, 제논의 경우 Xe-128, 130, 131, 131m, 132, 133, 134, 및 136 등이 

존재한다. 이들 대부분의 동위원소는 반감기가 매우 짧아 곧 안정한 원소

가 되고 비교적 장반감기를 갖는 핵종으로는 크립톤-85, 제논-131m, 제논

-133이며(Table 2-14 참조), DUPIC공정으로부터 예상되는 크립톤 기체의 

발생량은 Table 2-15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Kr-85가 전체 발생 기체폐기물 방사능의 94%를 차지하고 있어 이의 처리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일단 
85
Kr가 외부로 방출되면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대기중으로 확산되어 

분산되므로 방사학적 및 기상학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85Kr가 화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이므로 인간에게 미치는 방사학적인 효과

가 
129I에 비해 백만 분의 1 미만으로 분석되고 있다[2-74,75]. 현재 미국과 

독일의 85Kr 방출허용농도는 각각 1.85×1015 Bq/(GW‧yr)와 8.14×1014 

Bq/(GW‧yr)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이고[2-76],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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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들은 일반인 또는 작업자에 대한 공기중 허용농도(작업종사자 : 

10-5μCi/cm3)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2-77]. 

Table 2-14. Long-lived radioactive inert gas products

Radionuclide Half-life

In discharge fuel

106 Ci/yr

At discharge
150-day 

decay
10-yr decay

     85Kr

 Total Krypton

    131mXe
    133Xe

  Total Xenon

10.76 yr

11.8 days

5.27 days

0.308

85.0

0.174

43.9

178

0.300

0.300

8.50 x 10-5

1.46 x 10-7

8.51 x 10-5

0.162

0.162

0

0

0

Notes) Uranium-fueled 1000-MWe PWR, 3-yr fuel life

Table 2-15. Gaseous wastes in DUPIC process

Radionuclide 
Activity

(Ci/MTU)

Weight

(g/MTU)

H-3

C-14

Kr-85

I-129

332.2

1.24 ×10-4

5,337

3.3 × 10-2 

3.4 × 10-2

2.8 × 10-5

13.60

186.7

Notes) Burnup: 35,000 MWd/MTU, 10-yr decay after discharge

2. 불활성기체 분리 및 회수 기술

불활성 기체는 족(零族)원소의 고유 특성, 즉 화학적인 반응성이 없

는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학반응을 이용한 분리기술은 거의 없다.  크

립톤을 분리/회수하기 위해 현재까지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대부분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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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물리화학적 기본원리를 활용한 것들이다.  전처리 공정에 따라 조금

씩 차이가 나고 또 보다 우수한 분리효과를 얻기 위해 대부분 공정에서 

저온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본 공정에 적용된 기본 원리만을 고려할 때 크

게 저온증류/정류, 흡수, 흡착, 그리고 선택투과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가. 저온 증류/정류 (Cryogenic distillation/rectification) 

액상 혼합물에 존재하는 성분은 주어진 온도에서 서로 다른 증기압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불활성기체를 분리하는 기술로서 미

국, 독일등에서 실험실 및 파일롯트 규모의 연구개발이 장기간에 걸쳐 진

행된 바 있고[2-79∼2-91], 일본에서는 핵연료 재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크립톤의 처리에 적용하고 있는 등[2-92] 실증단계의 기술검증이 이루어

진 유일한 기술이다.  본 공정의 특성을 간략히 설명하면, 먼저 전처리 단

계에서 제논 및 크립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분이 제거된 후 저온 증류

탑, 정류탑을 지나면서 두 성분이 각각 분리되는 데,  첫 번째 증류탑에서 

제논이 회수되며, 이어서 2번째 정류탑에서 크립톤이 회수된다. 그러나 이 

기술은 배기체 혼합물중 다른 성분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처리 단계가 필요하며 가능한 불활성기체의 분리단계

에서는 크립톤, 제논 및 질소의 3성분만 남도록 하여야 한다[2-93].

- 불활성기체의 분리단계에 앞서 
3H, 14C 및 129I와 같은 휘발성기체를 먼

저 제거하여야 하며, 따라서 불활성기체 분리, 회수공정은 전체 배기체 

처리공정의 맨 마지막 단계에 위치하여야 한다.

- 
85Kr에 의해 산소가 분해되면 오존이 발생하는데 정류단내에 축적되는 

경우 자체 또는 미량의 탄화수소와 함께 폭발할 위험성이 크므로 전처

리 단계에서 산소를 제거해야 한다.  대부분의 산소제거 공정이 촉매상

에서 수소를 이용한 환원법인데 수소의 연소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소농도의 정 한 제어가 필요하며 또 과잉의 수소 역시 가능한 제거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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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분해에 의해 생성되거나 용해성 배기체중에 함유된 질소산화물은 

탄화수소와 함께 폭발적으로 반응하거나 공정 내부에 축적, 응축되어 

산화물 제거용 촉매를 손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알칼리 용액과 접촉시

키거나 (NO2만 제거시), 촉매분해 또는 환원법 (모든 질소산화물 제거

시)에 의해 이들을 제거시켜야 한다.

- 응축이 될 수 있는 성분, 특히 물은 공정의 관이 막히지 않도록 제거하

여야 한다.  대부분의 물은 산소와 함께 제거되며 그 나머지 수분이나 

증기는 실리카겔이나 분자체를 이용하여 제거시킨다.  용해성 배기체 

성분인 이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역시 공정을 막히게 할 수 있으므로 제

거시켜야 하며, 특히 탄화수소의 경우 오존과 질소산화물과 함께 폭발

할 위험성이 크다.

- 제논 대 크립톤의 존재비가 약 10:1로 대기중의 비율과 거의 반대인데, 

이 경우 질소가 많이 존재하는 액상 혼합물에서 제논의 결정화가 이루

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국에서 개발되었거나 연구중인 저온증류/정류 공정중 일본 PNC공정

만이 전처리 단계에서 제논까지 제거하고 있으며 그 외 나머지 모든 공정

들의 경우 불활성기체의 분리, 회수는 전처리를 거친 후 증류/정류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전처리 단계에 있어 매우 낮은 농도의 불순물

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귀금속을 촉매로 활용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데 이들 귀금속으로는 로듐 (Rh), 팔라듐 (Pd), 루테늄 (Ru), 백금 (Pt) 등

이 사용되고 있다.  그외에도 수분을 제거하는 공정이 꼭 필요한데 응축기

를 활용하거나 분자체를 통과시키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미국 

ICPP공정의 경우 크립톤, 제논 외에도 다른 희유기체를 분리하는 기술이

기 때문에 회수되어진 기체의 순도는 그리 높지 않으나 독일의 KfK, KfA 

등에서 회수되어지는 제논의 경우 순도가 높아 공업적으로도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제염계수가 10
3이상을 가져야 방사성 물

질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경제성을 가지는 것을 고려할 때 미국, 일본의 공

정보다는 유럽에서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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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저온 증류/정류 기술을 이용하

여 크립톤을 분리, 회수공정은 실증단계의 기술검증까지 거친 가장 널리 

알려지고 많이 개발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이 복잡하고 매

우 정 한 조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경제성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개발이 완료되어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는 기술로 평가된다.

나. 용매 흡수 (Solvent absorption)

액상의 유기용매에 불활성기체가 잘 용해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불활성

기체를 분리, 회수하는 기술이다. 이때 사용되는 용매는 크립톤 (또는 최

소한 족기체)에 대해 선택적이고 방사선에 잘 분해되지 않아야 한다.  

크립톤과 제논에 대해 선택성을 보이는 용매로는 사염화탄소 

(tetrachlorometane, CCl4), 지방족 및 방향족 탄화수소류, 질소산화물류, 

및 프레온 가스(difluorodichloromethane, CF2Cl2 ; Freon-12 또는 R-12) 

등이 있으나, 더 나아가 제논 존재하에서 크립톤만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용매는 없다[2-75].

액체 프레온 가스 (R-12)를 용매로 사용하는 공정이 미국 BNL [2-93]

에서 처음 제안된 후 현재는 미국 [2-94∼2-99]과 독일 [2-100∼2-103]을 

중심으로 비방사성 파이롯트 규모까지 연구되고 있다.  R-12는 산소, 질

소 및 아르곤에 비해 크립톤과 제논을 선택적으로 흡수할 뿐만 아니라 독

성이 없고, 값이 싸며, 안정하여 우수한 용매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R-12를 이용한 흡수공정은 저온 증류/정류 공정에 비해 배기체 중에 함유

된 다른 성분에 별로 향을 받지 않으며 비교적 다양한 운전조건에서도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74∼76]. 미국 ORNL에서 개

발중인 흡수공정의 경우 흡수탑을 높게 하여 단일 탑내에 서로 다른 직경

의 흡수부, 중간부, 및 탈거부를 두어 분리하는데 반해, 독일 KfK 공정은 

2개의 탑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크립톤과 제논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액체 프레온기체를 이용하여 방사성 불활성 기체를 회수하는 본 공정의 

단점으로는 R-12가 방사선에 의해 분해되어 염소와 같은 부식성 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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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는 것이다.  보통 전체에서 사용되는 용매양의 0.1%이하만이 분해

되나 공기가 포함되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76].  그 외

에도 프레온계 기체의 방출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와 관련해 환경차원에서

의 사용규제가 이 공정의 상용화에 장애로 예상된다.  

다. 고체매질 흡착 (Adsorption on solids)

어떤 표면에 근접한 원자나 분자가 순간적으로 전기적인 극성을 가짐

으로 발생되는 van der Waals 힘은 약하고 근접거리에만 미치지만 기체

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기술이 흡착이다.  

불활성기체의 흡착은 가역적으로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들이 

주요 조업변수가 된다. 활성탄은 높은 비표면적과 불활성기체 흡착성능이 

높기 때문에 기체성분을 활성탄에 흡착/지연시킴으로 단반감기 핵종의 방

사능을 줄이는 기술이 이미 원자력발전소의 기체폐기물 처리에 적용되고 

있다[2-104].  PWR형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불활성기체의 배출량이 많지 

않으므로 대략 50 ∼ 100일 정도면 
85Kr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까지 감소하게 된다.

비교적 긴 반감기의 
85
Kr를 분리하는데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첫번째 방법은 약 80 ∼ 210℃ 정도의 온도에서 제논, 크립톤 분리

용 칼럼 2개를 연결하여 기체가 연속적으로 흘러가면서 분리되는 것으로,

첫번째 칼럼에서는 제논의 흡착력이 상대적으로 큰 매질을 사용하여 제논

을 오랜 시간 잡아 두는 동안 먼저 탈착된 크립톤이 2번째 칼럼으로 들어

가 여기서 흡, 탈착이 이루어져 크립톤이 칼럼을 빠져 나올 시간 정도에 

첫 번째 칼럼에서 제논의 탈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2가지 기체를 분리, 

회수하는 기술이다[2-105, 106].

또 다른 방법은 -130 ∼ -160℃의 저온에서 운전되는 회분식 순환 흡착

/탈착 공정 [2-107∼2-110]으로 온도를 조절하여 흡착과 탈착이 순환하면

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불활성기체를 분리하는 기술이다.  이와 같이 저온

에서의 흡착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은 결국 보다 우수한 흡착성능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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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매질을 찾고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까지 이루어진 여러 자료들은 대부분 활성탄 [2-111∼2-115]과 제올

라이트 [2-116∼2-122]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활성탄을 흡착매질로 이용

하는 경우 NOx가 활성탄에 축적되면 산소와 반응하여 화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이용공정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NOx 성분이 없고 공정온도가 저온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막투과 (Permeation through membrane)

1970년대에 일본 Toshiba [2-123∼2-126]와 미국 [2-127∼2-129]에서 

주로 연구된 기술로 불활성기체가 막물질을 통과하는 속도가 서로 다른 

점을 이용하여 여러 단의 막을 투과시킴으로 크립톤을 농축시키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공급농도가 10 ppm에 대해 단일 막을 이용하여 27단의 투

과를 거치면 제염계수가 103까지 이르러 99.9%까지 크립톤을 농축할 수 

있으며, 2중막을 이용하는 경우 33단을 투과시키면 제염계수가 104까지 농

축된다고 한다[2-129].  막에 대한 방사선 향은 실리콘 고무의 경우 방

사선량 106 Gy 및 선량률 100 Gy/s 까지는 향을 받지 않고 그 이상에

서는 막이 손상되는데[2-124,130], 이 양을 배기체 중의 크립톤 농도로 환

산하면 약 1%정도로 방사선에 매우 약한 것이 문제점이다. 막투과 기술은 

연구실 규모로만 연구가 수행되었을 뿐 현재는 기술개발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기술이다. 막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재질에 대해 질소를 기

준한 배기체 각 성분의 분리계수 측정결과로부터 대부분의 투과막에서 불

활성기체는 질소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투과하고 있으며, 또 각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속도를 보이고 있어 비교적 적용하기에 쉬운 공정이

나 방사선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큰 단점이다.

3. 크립톤/제논 처분기술

지층에 처분하는 기술로는 불활성기체를 주입하는 방식과 고체에 포집

시키는 방식의 2가지 안이 고려될 수 있다.  지하의 터널이나 보에 압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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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설치한 후에 그 안에 주입시키는 방식은 크립톤이 누출되었을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다른 처분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접근할 수 없으므로 일

반적으로는 적용하지 않는다. 1960년대에 Idaho의 National Test Reactor 

Site에 위치한 매우 낮은 투과성을 갖는 지층의 지하구조물에 크립톤 등

을 포함하는 기체를 주입한 바 있다[2-131].  그러나 매우 빠른 확산이 일

어났고 그 결과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속도가 매우 높았었다.  러시아의 

경우 불침투층을 가진 함수성 지층으로 저온증류에 의해 분리된 크립톤을 

주입하려고 하 다.  이 때 불침투층은 점토와 같은 찰흙 등이며 물을 함

유하는 바위 위로는 돔형태의 지붕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불활성기체가 물 속으로 이동하면서 기체 동공을 만들게 되는 것을 예

상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갖는 기술개발에는 관련 처분부지에 대한 지

질학, 지진학 및 수문학적 고찰과 불활성기체의 누출속도 및 기체가 채워

진 동공의 방사학적인 향 평가 등이 필요하다. 고체 물질, 특히 금속 매

질에 포집된 크립톤은 처분 후에는 일반적으로 여타의 β,γ핵종을 함유한 

고체물질과 비슷하나 방사성 기체가 매우 느리게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러한 폐기물의 지층 처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중인데 

크립톤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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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산성기체 처리용 흡착제 개발 및 성능평가

제 1 절  서 설

제 1 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알파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산소부화 소

각공정을 채택할 경우 공기를 산소로 대체함으로서 연소가스의 양이 감소

하고 따라서 배기체의 발생양도 기존 공정에 비하여 약 10배 정도 줄어들

게 된다. 산소부화 연소시 주 발생성분은 이산화탄소와 수분이 되며 이를 

적절히 제거할 경우 배기체의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지만, PVC나 황산화

물이 함유된 폐기물을 산소부화 방식으로 소각처리할 경우 상대적으로 

HCl 및 SO2등의  산성기체는 기체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농도가 매우 높

아지게 된다. 따라서 배기체 처리 관점에서 고농도의 기체는 보다 용이할 

수 있지만 처리장치가 커지게 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

술개발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예를 들면, HCl 기체의 경우 기존의 습식

방법으로 일차처리하고 고습도 분위기하에서 고정층 흡착탑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제거할 경우 운전 및 장치의 단순성을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해가스(H2S, SOx 등) 제거에 대한 연구는 실험적으로 이

미 많이 수행되어 왔으며, 슬러지 및 알칼리용액을 이용한 습식처리는 이

미 상용화 단계에 있고 반건식 또는 건식처리의 경우 알칼리성 분말을 이

용한 유동층 시스템이나 촉매를 이용한 탈황/탈질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많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폐기물 소각시 산성배기

체인 질소산화물 제어를 위한 전처리 시스템으로 SO2 처리를 위해 세공의 

크기에 따라 분자들을 선택적으로 흡착 또는 탈착되는 분자체 효과 특성

을 지니고 있는 제올라이트를 적용시키고자 펠렛형 제올라이트 KA(3A), 

NaA(4A), CaA(5A), NaX(13X) 등을 이용하여 조업조건(농도, 충진층 높

이, 공간속도) 변화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 다. 아울러 고습도 조건에서 

흡착제를 이용한 염산가스 처리 연구의 경우 흡착제의 선택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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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흡착제와 비교할 때 활성탄과 염산분자와의 물리적 흡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염산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활성탄에 화학약품을 첨착한 특수

활성탄을 사용하여야 한다. 즉 활성탄을 이용한 염산가스의 분리. 제거(또

는 농축)는 활성탄의 개질을 통해 활성탄 표면과 염산분자간의 친화력을 

인위적으로 증진시키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화학약품[Ca(OH)2, Fe(NO3)3, CrCl3, Zn(NO3)2, NaOH]을 담지한 첨

착활성탄을 제조하여 염산가스 제거성능을 평가하고 외국산 활성탄 및 일

본제품과 흡착성능을 상호․비교 평가하 다. 

제 2 절  실험장치 및 방법

1. 흡착제의 제조 및 특성

산성기체중 SO2의 제거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흡착제로 KA(3A), 

NaA(4A), CaA(5A) 및 NaX(13X) 등의 상용제올라이트(Aldrich사의 

1.6mm pellet)로서 105℃에서 12시간 이상 건조시킨 후 사용하 다. 염화

수소 제거용 흡착제로는 Ca(OH)2 입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활성탄에 여러 종류의 화학약품을 담지시킨 첨착활성탄을 사용하

여 제거성능을 상호 비교하 다. 원료활성탄은 (주) 삼천리에서 생산된 제

품을 사용하 으며, 사용한 첨착물질은 염산기체와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Ca(OH)2, Fe(NO3)3, CrCl3, Zn(NO3)2, NaOH 화학약품을 사용하 으며, 첨

착율은 10∼15wt%가 되도록 조절하 다. 첨착활성탄 제조방법을 보면, 먼

저 원료 활성탄 시료를 -8+16 mesh 크기로 선별하고 활성탄에 포함된 습

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110 C 에서 16시간 동안 건조시킨다. 건조된 일정

량의 활성탄을 비이커에 넣고 일정농도의 첨착용액에(1.5 ml-용액/g-활성

탄 비율) 약 30분 동안 침적시킨후 용액을 여과하고 110℃ 에서 16 시간 

동안 다시 건조하 다. 첨착률은 초기 원료활성탄의 무게와 건조후 첨착활

성탄의 무게비로서 첨착율을 계산하 다. Ca(OH)2를 사용하여 첨착할 경

우 첨착활성탄 표면에 하얀색의 입자들이 덮여있어 증류수로 2회 세척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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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하 고, NaOH 용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높은 첨착율을 얻기가 힘들어 

10wt% 첨착활성탄을 제조하 다. 아울러 외국 제품과의 비교평가를 위하

여 미국 Calgon사 제품의 활성탄과 반도체 공정에서 유독가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일본 에바라사 제품(레진)의 염산가스 흡착성능과 

상호 비교하 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가. SO2 제거 실험

본 연구에 적용된 실험장치를 Fig. 3-1에 도식화하 다. 반응기는 자켓

형태로 되어 있으며 길이 30cm, 내부직경 2.7cm이고, 항온조를 이용하여 

반응기 내부의 온도를 조절하 다. 공급되는 기체 유량은 MFC(Mass 

Flow Controller, MKS, Type 1179)로 조정하 으며, SO2 기체는 1030 

ppm(N2-balance) 표준기체를 사용하 으며, 농도분석은 유량이 1ℓ/min 

이상인 경우 TESTO 350 자동연도가스 측정기를 사용했고, 미량인 경우 

HP 5972 Mass Spectrometer(Hewlette Packed 5890 Series Ⅱ, HP-5MS 

column)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나. HCl 제거 실험

염화수소 흡착실험장치는 Fig. 3-1의 구성도와 유사하며 습도조절을 

위하여 습도 발생장치를 별도로 설치하 다. 고정층은 내경이 0.018 m인 

유리관으로 제작하 으며, 일정량의 흡착제를 고정층에 충전한 후, 염산기

체와 공기의 양을 조정하여 원하는 농도로 조절하고 혼합탱크를 거쳐 나

오는 염산기체의 농도를 측정하여 일정 농도에 도달함을 확인한 다음 흡

착실험을 수행하 으며, 염산 및 NO2 기체는 표준연구소에서 구입한 표준

기체를 희석하여 사용하 다. 염산가스의 농도 측정은 검지관, NaOH 용

액을 이용한 흡수법을 사용하 는 데, 흡수법의 경우 2단 직렬로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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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H 용액층에 염산가스를 흘려보내 흡수시킨 후 용액내의 염소이온의 

농도를 이온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구하 으며, NO2 기체의 향 평

가 실험에서는 흡착층으로부터 유출된 기체내의 NO2 농도는 별도로 분석

하지 않았다.  

S O 2

1

N 2

6

7

3

1 0

4 8 9

1 1

2

5

Fig. 3-1. Schematic diagram of the SO2 adsorption test

[1. Gas bomb, 2. Mass Flow Controller, 3. Gas mixer, 4. Water 

jacket, 5. Catalyst bed, 6. Water bath, 7. Circulating pump, 8. 

HP MSD 5972, 9. Data acquisition system, 10. TESTO 350, 11. 

Vent].

제 3 절 결과 및 고찰

1. SO2 제거 성능평가

SO2 주입농도 1,030 ppm, 유량 15 ml/min 및 온도 20℃의 실험조건에

서 네 가지 종류의 제올라이트(KA, NaA, CaA 및 NaX)에 의한 SO2의 흡

착 실험결과를 Fig. 3-2에 나타내었으며, 각각의 조건에서 얻어진 흡착량

을 Table 3-1에 정리하 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KA와 NaA보다 

CaA, NaX를 사용할 경우 파과시간이 훨씬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 데, 

이는 분자체의 기공크기와 SO2 분자직경과 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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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제올라이트의 세공입구는 산소원자고리의 개수 외에도 산소원자고

리의 배열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고리모양이 평면인 제올라이트 A는 

입구지름이 4.3Å 정도이며 보통 Na 이온을 양이온으로 하여 합성된다. 

양이온이 나트륨 이온인 A형의 유효세공크기는 4Å 정도이고(4A형), 양이

온이 K 이온이면 유효 세공크기가 3Å(3A형), 양이온이 Ca 이온이면 5Å

(5A형)로 달라진다. 제올라이트 X는 양이온이 Na 이온이면 세공크기가 

13Å(NaX형)이며 13X라 한다. SO2 분자직경[kinetic diameter(σ)]는 3.6Å 

정도이며, 세공 크기가 이 보다 적거나 유사하면 분자체 효과에 의하여 파

과시간이 짧아지게 된다. 그러나 분자체 효과에 의한 제거는 주로 물리적 

흡착에 의한 포집이기 때문에 가역적이며 온도를 높이면 쉽게 탈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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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Breakthrough curves for SO2 adsorption on the different 

zeolites at 20℃and 6.94cm of bed depth, Q=15㎖/min, 

Co=103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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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Dynamic adsorption capacity of SO2 for different zeolites

Zeolites type
SO2 dynamic capacities

(g SO2/g zeolite)

KA(3A type) 0.0014

NaA(4A type) 0.0031

CaA(5A type) 0.0370

NaX(13X type) 0.0460

따라서 흡착량이 최대인 NaX를 선택하여 조업변수(농도, 공간속도)에 

따라 고정층흡착특성 실험을 수행하 으며, 주입농도와 충진층 높이 변화

에 따른 SO2의 파과곡선을 Fig. 3-3에 도식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입

농도 변화에 따라 유출기체내 SO2 농도가 C/Co=0.1에 도달하는 시간을 

Fig. 3-4에 종합․정리하 다 주입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층 높이가 6.97 

cm인 경우는 파과시간이 선형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층 높이가 11.57cm

인 경우 저농도 역에서 파과시간은 매우 길어져 SO2를 효과적으로 제거

할 수 있고 고농도에서는 파과시간이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결

과로부터 SO2를 효율적으로 흡착제거하기 위해서는 물질전달이 일어나기

에 충분한 최소한의 층 높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Langmuir-Freundlich 흡착평형식과 SO2 농도변화에 따른 흡착

량 데이터(Table 3-2 참조)를 사용하여 평형식의 상수값을 구하 으며 이

를 Fig. 3-5에 나타내었다. 동일한 실험조건(504ppm, 20℃)에서 충진층 높

이가 증가함에 따라 n  값이 감소하 고, Langmuir 흡착상수인 b가 증가

함으로써 NaX 촉매에 흡착되는 평형 흡착량과 최대 흡착량인 q*와 qs 값

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3-1]에서 제시한 값

보다 n 과 qs 값이 다소 낮으나 이는 SiO2/Al2O3 몰비의 차이라고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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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Breakthrough curves of SO2 adsorption on the NaX 

zeolite at different column length and input 

concentration a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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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Experimental breakpoint time for SO2 concentration on 

the NaX zeolite for different column length a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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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Langmuir-Freundlich equilibrium curves for SO2 

adsorption on the NaX zeolites with different 

column length at 20℃.

Table 3-2. Dynamic adsorption capacity of SO2 by NaX zeolite at 

various experimental conditions

Column 

length

(cm)

Temp.

(℃)

Space Velocity

(hr-1)

SO2 

Concentration

(ppm)

SO2 dynamic 

adsorption capacity

(g SO2/g zeolite)

6.94 20 14300 206 0.04439

6.94 20 14300 504 0.04937

6.94 20 14300 700 0.05021

6.94 20 14300 1030 0.05124

11.57 20 8600 206 0.04292

11.57 20 8600 504 0.04716

11.57 20 8600 700 0.04846

11.57 20 8600 1030 0.04938

11.57 20 8600 504 0.04716

11.57 20 14300 504 0.04937

11.57 20 17200 504 0.0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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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기에 유입되는 기체 부피 유량을 반응기 부피로 나눈 공간속도

(space velocity, S.V.)로 부터 반응기가 가지는 기체처리량을 예측할 수 

있다. Table 3-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간속도가 8600∼17200hr-1의 범

위에서는 선형적으로 평형 흡착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는 데, 이러한 이

유는 공간속도의 증가로 인해 틈새속도(interstitial velocity)가 증가함으로

써 q* 값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3-2].

2. 염화수소 제거 성능평가

염화수소 제거용으로 국내산 활성탄을 사용하여 첨착활성탄을 제조하

고 비교․평가용으로 soda lime을 선정하 다. 먼저 여러 가지 종류의 첨

착물질을 사용하여 첨착률 약 15 wt%로 담지한 첨착활성탄을 제조하고 

NOx가 포함되지 않은 건조공기 분위기하의 실험조건[HCl 주입농도 : 

1000, 2000 ppm, 유량 : 1 ℓ/min, 공탑속도 : 18 cm/sec]에서 각 흡착제

별[사용량 : 5∼7 g, 층높이 : 4 cm]로 염화수소 제거실험을 수행하 으며, 

흡착층으로부터 유출되는 기체내의 염화수소 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Fig. 3-6에 도식하 다. Fig.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제품(레진)을 제

외하고 제조된 흡착제중 NaOH 처리 활성탄의 흡착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습도 85%의 습윤공기 분위기하에서 주입기체내의 

NO2 농도를 200 ppm으로 고정하고 염화수소 주입농도를 1000, 2000ppm 

에서 NaOH, Ca(OH)2 첨착활성탄 및 Soda lime을 사용하여[사용량 : 6 g, 

층높이 : 4 cm] 염화수소 제거성능 실험을 수행하 다. 흡착층으로부터 유

출되는 기체내의 염화수소 농도가 20ppm에 도달시까지의 파과시간을 측

정한 결과, 주입농도가 500 ∼ 2000 ppm범위에서 허용농도에 도달하기까

지의 파과시간은 Fig. 3-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건조분위기하에서 구한 파

과시간과 비교하여 평균 약 1.5배∼2배 정도 증가하여 습윤분위기 하에서

는 활성탄 기공표면에서의 수분응축에 따른 염화수소 제거성능 증대효과

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NaOH 용액으로 첨착할 경우 활성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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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은 염기성으로 변하여 산성기체와의 결합력이 증대되고 아울러 Na이

온이 활성탄 표면에 일부 흡착되어 염소이온과 화학결합하기 때문에 성능

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첨착활성탄의 표면분석을 통하여 상세한 

메커니즘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즉 산소부화 소각시 발생된 고농도 염화

수소를 처리할 경우 알칼리 슬러지를 이용하여 일차 습식처리하고 이단계 

처리공정으로 고정층 흡착탑을 이용하여 고습도 분위기하에서 제거하는 

것이 장치 규모의 축소와 공정의 단순성으로 인하여 효과적일 것으로 판

단된다.

H C l 

Fig. 3-6. Breakthrough curves of HCl adsorption using various 

adsorbents under dry condition at input concentration 

of 2000 ppm, bed depth of 3cm.

또한 산성기체 처리와 연계하여 사용후핵연료이용 공정에서 염화물 제

조시 발생된 염소기체의 처리를 목적으로 먼저 활성탄을 이용한 처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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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실험을 위탁연구로 수행하고, 염소기체 처리 성능을 증대시키기 위한 여

러 종류 첨착활성탄을 제조하여 제거성능 실험을 수행하 다. 먼저 활성탄

을 이용한 염소기체 처리 성능평가 및 고정층 설계자료 생산(위탁연구)에

서 국내산 활성탄을 이용하여 염소기체의 등온 흡착곡선을 실험실적으로 

얻어내었으며 최대 흡착량은 150 mg/g-활성탄이었으며 CO2 기체가 염소

기체의 흡착능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3-3]. 

Fig. 3-7. Comparison of breakthrough time to reach the output 

concentration of 20ppm by various adsorbents at dry 

condition with that of humid condition(Input conc.= 

2000, 1000 ppm, Bed depth=3cm). 

또한 고정층에서 염소기체 흡착 파과곡선을 이론적으로 모사한 결과를 이

용하여 흡착탑 설계자료를 생산하 다. 그러나 활성탄 자체에 의한 염소기

체 처리성능은 한계가 있으므로 제거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질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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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염소기체의 처리 성능 향상을 위한 첨착흡착

제 개발 및 성능평가를 목적으로, 국내산 활성탄(삼천리 및 한일그린텍 제

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첨착물질[첨착물질 : Cr, Ca, Na, Fe]을 사용하여 

첨착율 약 10 wt%로 담지한 첨착활성탄을 제조하고, 유량 1 ℓ/min, 주입

농도 2000 ppm 실험조건에서 허용농도 20 ppm 기준(C/Co=0.1)으로 하여 

흡착제별 성능 비교한 결과 NaOH로 표면처리한 경우가 제거성능이 가장 

우수하 다(Fig. 3-8, 9 참조). 아울러 상용 흡착제인 Sodalime, 미국 활성

탄제품(Calgon사), 일본제품 등을 사용하여 제거성능을 NaOH-처리 활성

탄과 상호 비교․평가한 결과, 일본제품이 가장 우수하 으며, 제거효율 

90% 이상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흡착제 제조기술의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따라서 일본 제품(Resin이 포함된 복합물질로 추정됨)의 성분분석 및 제

조방법에 대한 자료조사를 수행하 다.

C l2 :  2 0 0 0 p p m
F lo w  r a te  :  1 .1 L /m i n

B e d  d e p th  :  3  c m  ( 5 g )

Fig. 3-8. Breakthrough curves of Cl2 adsorption using various 

adsorbents under dry condition at input concentration 

of 2000 ppm, bed depth of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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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Comparison of the removal volume of chlorine to reach 

the output concentration of 20ppm by various 

adsorbents at dry condition and Input conc. of 2000 

ppm, bed depth=3cm[A:삼천리활성탄, B :Ca(OH)2 첨착

활성탄, C:Fe-첨착활성탄, D:NaOH-첨착활성탄, E:미국제

품, F : Soda lime, G:일본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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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온공정 방사성요오드 제거용 시제품개발

제 1 절  서 설

고온공정 발생 방사성요오드 처리용 흡착제 시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 담체를 이용한 은교환흡착제를 제조하여 예비 성능시험을 수행

한 후 최적 흡착제 및 제조기술을 확립하고, 방사성요오드 추적자를 이용

한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DUPIC 공정 적용시 설계인자와 성능 안전성을 

확인하 다. DUPIC 공정의 경우 발생되는 방사성 요오드의 화학적 형태

는 원소요오드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거 대상 요오드 형태를 메틸요오드

로 선정하 다. 현재 방사성요오드 제어와 관련된 흡착제 성능평가 관점에

서 보면, 동일한 흡착제에 대하여 원소요오드 보다는 메틸요오드의 제거가 

더 어려우며 따라서 성능검사 방법에 사용되는 방사성요오드 추적자 형태

도 원소요오드보다는 메틸요오드를 사용하여 보다 보수적인 방법을 채택

하고 있다.

제 2 절  실험장치 및 방법

1. 흡착제 제조

본 실험의 목적은 은교환 무기흡착제에 의한 고온공정에서 유기요오드

의 제거성능을 분석하는데 있으며, 비교 대상 흡착제로서 활성탄 및 

zeocarbon을 선정하 다. DUPIC 공정으로부터 발생된 기체는 NOx 등의 

산성기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화학적 내구성이 좋지만 흡착성능이 다소 

낮은 모덴나이트보다는 흡착성능이 더 우수한 13X를 담체로 선정하 고, 

제올라이트 13X는 Aldrich (미국)사의 제품으로서 8∼16 mesh로 입자크기

를 선별하여 사용하 고, 활성탄은 국내 ㈜한일그린텍의 야자각 활성탄을 

사용하 으며 zeocarbon은 제올라이트 5A(60wt%)와 활성탄(40wt%)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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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를 사용하여 혼합한 흡착제로서 국내 ZEOBUILDER사에서 제공한 

2∼3mm 직경의 구형 형태를 사용하 다.

13X를 담체로 하여 제조한 은교환 제올라이트(AgX)는 AgNO3시약을  

이용하여 이온교환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 는 데 NUREG/CR-1599에 제

시된 방법을 기초로 하 다[4-1]. 먼저 일정 입자크기로 조절한 13X가 물

과 접촉하 을 때 부서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포화증기에 약 3일 동안 

접촉시켜 일정 수분함량을 유지시킨 후 증류수로 여러 번 세척하여 부서

진 작은 파편을 제거하고 은을 이온교환시키기 위하여 일정농도의 AgNO3

용액에 넣어서 약 24시간 동안 방치한다. 이온 교환된 13X를  증류수로 

평균 5회 세척한 후 120℃에서 감압상태로 약 24시간 동안 건조하 다. 제

조된 AgX의 이온교환율은 제조 전후의 무게 증가를 측정하여 계산하 고 

최대 약 30 wt% 다. 본 연구에서는 NUREG/CR-1599에 제시된 AgX 제

조방법중 포화증기에 의한 전처리과정이 흡착제의 성능에 미치는 향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전처리과정을 거치치 않고 AgNO3용액(ml)/담체양

(g)의 비를 변화시켜 흡착제를 제조하 으며, 전처리 시료와 전처리하지 

않은 시료의 흡착성능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 다. 그리고 

AgNO3용액(ml)/담체양(g)비 변화에 따른 제조실험을 수행한 결과 은교환

율 정도에 따라 용액/담체비를 달리하는 것이 원하는 은교환율을 얻는데 

원활하 으며, 흡착제 제조시 은이온용액 부피/담체의 비는 은교환율이 20 

wt% 미만의 경우에는 1.2 ml/g, 20 wt% 이상일 경우는 1.0 ml/g으로 하

여야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첨착 실리카겔(AgS)의 제조방법을 

설명하면, 실리카겔을 6∼16 mesh로 선별하고 30 mesh 이하는 제거한 다

음 100∼105℃에서 약 48시간 건조시킨다. 먼저 수분 흡착층에서 건조된 

실리카겔을 충전하고 약 85% 상대습도의 공기를 24시간 정도 흘려보내 

실리카겔내에 습도 함유량이 약 10 wt% 정도 유지하도록 전처리하 다. 

이는 건조된 실리카겔에 AgNO3를 곧바로 첨착할 경우 실리카겔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전처리된 실리카겔을 일정농도의 AgNO3를 넣고 

첨착시켜(AgNO3용액(ml)/담체양(g)비=1.5) 실리카겔과 AgNO3 혼합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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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4시간 동안 80℃에서 감압상태로 건조시켰다. 제조된 은첨착 실리카겔

의 첨착율은 첨착 전후의 무게 증가를 측정하여 구하 으며 최대 30wt%

까지 제조하 다.

참고적으로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요오드 제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TEDA 첨착활성탄의 고온공정에의 적용한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6.5wt% TEDA 첨착활성탄을 제조하 다. (주)삼천리 제품의 야자각 활성

탄을 원료흡착제로 사용하여 8∼16 mesh 크기로 선별하고 수분을 제거한 

다음, TEDA 용액(ml)/활성탄무게(g) 비를 1.2로 하여 30분 동안 담지시켰

고, 첨착후 70∼80℃ 온도조건에서 16시간 동안 건조하여 사용하 다. 또

한 AgX 흡착제의 담체로 사용된 13X 대신 가격이 매우 저렴한 천연 제

올라이트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북 구룡포 부근에 매장된 

천연제올라이트를 표면개질하고 은교환 천연제올라이트를 제조하여 AgX

의 흡착성능과 상호 비교하 다. 사용된 흡착제의 입자크기는 분쇄한 후에 

8∼16 mesh로 선별하고, 내부 및 외부표면에 존재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증류수를 사용하여 세척한 다음 180℃로 건조하 으며 건조된 시료

들은 데시게이터에 보관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는 천연 제올라이트내에 

존재하는 나트륨(Na)의 함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나트륨이 함유된 중성

염을 사용하여 표면개질한 후, 이차적으로 은(Ag)을 이온교환시켜 고온공

정에서 메틸요오드 흡착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

라서 표면개질을 위한 용액으로서 NaCl 및 NaNO3를 선정하여 용액농도

에 따른 특성을 고찰하 다. 사용한 시약은 모두 GR급을 사용하 다. 

NaCl 및 NaNO3 용액을 0.1∼3N 범위로 각각 제조하고, 용액부피와 흡착

제 양 비를 50ml/g로 고정하여 항온조에서 6시간동안 교반․침적하여 표

면개질화 하 다. 교반 속도는 천연제올라이트의 입자가 분쇄되지 않도록 

서서히 유지하 으며, 표면개질 후 증류수로 5회 세척하고 180℃로 24시간 

건조한 후 시료 보관함에 저장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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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온공정 흡착성능평가 실험

가. 비방사성 메틸요오드 이용 성능실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장치와 방법을 간략히 기술하면, 실험장치는 

Fig. 4-1에 나타내었는데, 그림에 표시한 바와 같이 실험장치는 크게 원소

요오드 및 메틸요오드 발생장치, 습도조절장치, 흡착층 그리고 기체크로마

토그라피(GC, Donam model : DS-6200)를 이용한 분석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모든 실험장치는 관내에 요오드가 부착하려는(plate-out) 특성

으로 인하여[4-2] 요오드의 손실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Pyrex glass를 사용하 다. 또한 메틸요오드의 발생기의 출구부터 

흡착탑을 거쳐 GC로 공급되는 관과 GC를 거쳐나온 후에 배출되는 메틸

요오드가 통과하는 배관은 열선을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가열함으로서 일

정온도(80℃)를 유지하 다. 흡착층에 공급되는 기체온도는 흡착층 입구에 

설치된 열전대를 이용하여 제어하 으며 흡착이 진행됨에 따라 흡착층 내

부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열전대를 설치하 고, 흡착층은 내부

직경 18mm, 외부직경 22mm, 길이 700mm의 유리컬럼을 사용하 다. 메

틸요오드 기체는 용액상태의 시약을 일정온도로 유지되는 발생기에 채우

고 질소기체를 흘려보내 증기압에 의한 휘발특성을 이용하여 발생시켰으

며 건조공기와 혼합하여 농도를 조절하 다. 일정 주입농도에 도달할 때까

지 GC를 이용하여 주입기체를 측정한 다음, 흡착제를 고정층 컬럼에 충전

하고 흡착제가 층온도와 열적평형에 도달함을 확인한 후 메틸요오드 함유 

기체를 주입하여 흡착실험을 시작하 으며 층 유출기체내의 메틸요오드 

농도를 GC를 이용하여 일정 시간 간격으로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

한 흡착실험 변수의 범위와 메틸요오드 기체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GC 분

석조건을 Table 4-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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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메틸요오드 분석을 위한 실험장치 운전조건 및 GC 분석조건

 Experimental Parameters Operating Conditions Remarks

 Process Flow rate ( l/min ) 4. 0

 Superficial Velocity (cm/sec) 26

 Bed Depth (cm) 3.0 ∼ 6.0

 Input Concentration (mol/l) 3.0x10
-5
 ~ 6.0x10

-5  CH₃I

 Gas Temperature(℃) 30 

 Bed Temperature(℃) 30 ∼ 300

 Relative Humidity(%) Dry
 Process air

  사용

 GC Analysis Conditions

 - Capillary Column Material

 - Detector

 - Carrier Gas(He) Flow( ml/min )

 - Oven Temperature(℃)

 - Detector Temperature(℃)

 - Auto Sampler Volume( ml )

 - Sampling Interval(min)

GS-Q

PDD

6 

140

160

1.0

5

나. 방사성 메틸요오드 이용 포집효율 실험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요오드 제거용으로 사용되는 신제품 또

는 사용중 첨착활성탄의 성능검사는 ASTM D3803-89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상온(30℃±0.5℃)에서 수행하며[4-3], 본 실험실에서 이를 운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된 AgX의 비방사성 메틸요오드 흡착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10wt% AgX 흡착제의 방사성 메틸요오드를 이용한 포집효

율 실험을 150℃∼300℃의 온도범위에서 수행하 으며 이를 위한 시험장

치 및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방사성 메틸요오드 추적자 이용 흡착

제 포집효율 실험장치의 개략도는 Fig. 4-2에 도식한 바와 같으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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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은 크게 습도발생 부분, 기체혼합 부분, 흡착층 캐니스터, Back-up층 

캐니스터, 방사성 메틸요오드 추적자 공급 실린더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흡착제 시료 테스트 층은 깊이 25-50mm, 직경 50mm의 스테인레

스 강으로 되어 있으며, 공기공급는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지 않고 공기는 

연구소에 설치된 압축공기 공급계통을 통해 공급하 고 펄스 방지를 위하

여 mass flow controller를 부착하여 공기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하 다. 

본 실험에서는 건조 및 상대습도 50% 분위기에서 성능실험을 수행하 는 

데, 1차 및 2차 습도발생기로부터 유출되는 기체와 건조공기를 혼합한 후

Hygrometer(Model : Hygrotest-6010)를 이용하여 상대습도를 측정하 다.

Fig. 4-2. Schematic diagrams of experimental apparatus for removing 

radioactive methyl iod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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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M D-3803-89 에서 제시한 효율검사장치의 운전조건을 기본으로 

약간 변형(흡/탈착온도 : 150℃∼300℃ 범위)하 으며, 이를 Table 4-2에 

정리하 으며, 성능검사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흡착제를 시험(1회 

검사시 소요량 : 70 g) 및 back- up 캐니스터(1회 검사시 소요량 : 140 g)

에 충전하여 장착하고 일정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도록 장치 안정화 운전

를 수행하여 캐니스터와 흡착제가 열적평형을 이루도록 적어도 2시간 정

도 유지하 다. 전처리 운전은 검사온도 및 습윤공기와 평형상태을 유지하

기 위하여 일정 상대습도 및 온도에서 16시간 공기를 흡착층에 흘려보내

면서 운전하 다. 전처리 및 평형운전 후 방사성 메칠요오드 추적자 분무

체 주입장치를 메칠요오드 주입구에 연결하여 흡착실험을 60분 동안 수행

하 다.

Table 4-2. 방사성 메틸요오드 추적자 이용 성능검사 운전조건

Parameter
Pre-equilibrium

(First 16 h)

Equilibrium, Challenge, 

and Elution(Final 4h)

•Temperature, ℃         

•Relative humidity, %     

•Flow, m/min           

- Face velocity, m/min  

•Absolute pressure. kPa  

•Bed diameter and depth, mm 

•Adsorbate concentration, mg/m3

•Test durations :

- pre-equilibration, h        

- Equilbration, min          

- Chanllenge, min           

- Elution, min               

150∼300℃   

3 ∼ 50  

12.2±0.6   

11.6 to 12.8  

101±5      

50±1     

               

16.0±0.1

               

               

               

150∼300℃   

3 ∼ 50  

12.2±0.3

11.9 to 12.5

101±5 

50±1 

1.75±0.25

120±1

60±1 

60±1 

주입상태가 끝나면 방사성 메칠요오드를 함유한 공기기류의 유입만을 

중단하고 습기기류는 그대로 60분간 유입시켜 탈착상태를 유지하 으며, 

탈착상태의 조작이 끝나면 시스템을 bypass mode로 돌리고 흡착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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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층을 제거하여 분해하고 캐니스터내의 흡착제를 용기(부피는 적

어도 활성탄 부피의 2배)에 옮겨서 용기내에 전체적으로 균일하도록 혼합

하 다. 활성탄을 무게측정이 된 플라스틱 용기에 옮기고 즉시 봉하여 

포집된 방사성 요오드(I-131)의 방사능을 각각 γ-계수기로 측정하 으며, 

제염계수(DF)는 다음 식으로 계산하 다.

D.F.=
1

1-(100-P)/100
P(%)=

A
A+B

×100 (4-1)

여기서 

A = 검사층으로부터 투과된 방사능의 총량, 즉 backup 층에 함유되어 

있는 방사능의 총량

B = 검사층에 포집된 방사능의 총량

3. AgX 장기 열화 및 피독 향 실험

AgX의 장기 열화 및 피독에 의한 향은 흡착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고온공정 요오드 흡착실험 장치를 일부 보

완하 는 데, 주요 보완 사항으로는 습윤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습도 발생

기 설치, NO2 기체 공급장치, 공급기체 혼합기, 최대 500g 까지 AgX-10

을 충전할 수 있는 고정층 컬럼 등을 추가로 설치하 다. 먼저 NOx 기체

를 공급하지 않고 상대습도 50%, 30℃의 습윤공기 분위기하에서 AgX-10 

500g을 고정층 컬럼에 충전하고 3.5개월간 열화시켰다. 열화기간중 1개월 

간격으로 1회당 100g의 시료를 채취하 으며, 채취한 시료중 30g을 사용

하여 150℃에서 비방사성 메틸요오드를 이용한 흡착성능 시험을 열화기간

별로 수행하 고, 70g을 사용하여 방사성 메틸요오드 추적자를 이용한 성

능실험을 150℃에서 수행하 다. 열화 실험을 완료한 후 새로운 AgX-10 

흡착제 500g을 고정층 컬럼에 충전한 후 NO2 농도가 200 ppm이고 상대

습도 50%인 습윤공기를 흘려보내면서 피독 실험을 수행하 으며, 약 1개

월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성 메틸요오드 포집효율만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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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흡착제의 특성 분석

1. 흡착제의 물리적 특성

본 연구에서 흡착제로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담체인 13X, 활성탄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AgX에 대한 물리적특성 중에서 기공 특성을 

BET-N2 기기(Micromeritics, ASAP-2400)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흡착제

의 비표면적이나 기공 분포도는 흡착 특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

이다. Table 4-3은 담체로 사용한 13X, zeocarbon 및 활성탄에 대한 BET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며, 13X와 활성탄은 전형적인 특성값을 나타내었

고 zeocarbon은 순수 제올라이트 5A와 활성탄의 중간 특성을 보여주었다. 

13X를 담체로 하여 은교환량을 달리하고 제조한 여러 종류의 

AgX(AgX-10, 20 , 30wt%)에 대한 물리적 특성값을 Table 4-4에 정리하

으며, 기공 분포도를 Fig. 4-3에 도식하 다. AgX의 비표면적은 700∼

800 m2/g으로서 은교환량이 증가할수록 비표면적은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기공크기는 약 24Å으로서 담체인 13X의 기공크기와 큰 차

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미세기공(micropore)은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여

겨진다. 즉 은(Ag)의 이온크기는 약 2.5 Å으로서 13X 기공내의 Na 이온

과 은 이온의 교환시 미세기공 입구를 막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M. 

Matsuoka 등은[4-4] ZSM-5에 은이온교환에 따른 기공구조를 ESR 및 

DRS 측정을 이용하여 분석하 는 데, 은 이온은 미세기공 내부까지 고르

게 분포되어 있고 Ag 금속 및 산화물 형태의 클러스터(cluster)는 형성되

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SEM-EDAX 분석을 

통하여 표면특성을 분석하 다.

2. 흡착제의 표면특성 : SEM-EDAX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조된 은교환 제올라이트 기공 또는 표면에서

Ag의 분포에 대한 정보는 흡착성능과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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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AgX 및 AgS 흡착제의 표면 특성을 SEM-EDAX(Model : 

ZEOL-ZXA 8600)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 다. Fig. 4-4는 AgX-10wt%의

SEM 사진이다. 외관상으로는 AgX-10wt% 시료의 표면에 Ag 클러스터나 

결정물들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동일 시료 표면에 대하여 원소 분석을 수

행하고 이를 Table 4-5에 정리하 다.

Table 4-3. Physical properties of support as adsorbent

Adsorbents

Physical properties
13X

Zeocarbon

(ZC)
AC Silica gel

Average pore diameter, Å 24.5 13.3 11.9 102

Surface area, m2/kg 7.99×105 8.2×105 1.4×106 3.56×105

Total pore volume, m3/kg 3.6×10-4 3.82×10-4 5.14×10-4 1.8×10-4

Micropore volume, m3/kg 2.4×10-4 2.15×10-4 4.25×10-4 6.7×10-5

Table 4-4. Physical properties of the various AgX and the AgS

Adsorbents

Physical properties

AgX-10

(10wt%)

AgX-20

(20wt%)

AgX-30

(30wt%)

AgS

(24wt%)

Average pore diameter, Å 24.4 23.4 23.6 118

Surface area, m2/kg 7.95×105 7.20×105 6.99×105 2.85×105

Total pore volume, m3/kg 3.22×10-4 2.88×10-4 2.81×10-4 1.1×10-4

Micropore volume, m3/kg 2.05×10-4 1.92×10-4 1.83×10-4 4.7×10-5



2-69

Fig. 4-3. Pore size distributions of AgX and MS-13X.

      

(a) AgX-10 wt%                  (b) AgX-30wt%

Fig. 4-4. Photographs of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s) for 

AgX-10 and AgX-30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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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Element weight percent by SEM-EDAX analysis for 

AgX-10, 30wt% and AgX-10-175℃

unit : atomic %

Elements C O Na Mg Al Si Ag I Si/Al

AgX-10 9.45 42.69 7.05 1.20 10.99 17.04 11.37 - 1.55

AgX-30 9.24 36.85 1.89 1.07 9.21 14.92 26.81 - 1.62

AgX-10

(175℃)*
7.50 38.47 5.32 1.35 9,65 15.11 10.54 12.07 1.56

* : After adsorption of methyl iodide on AgX-10wt% at 175℃.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종류 시료에 대하여 Si/Al 비는 약 1.6으로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내어 은 이온교환에 따른 제올라이트의 구조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앞서 무게변화로부터 구한 은 교

환량(silver content, wt%)과 표면분석으로부터 구한 은의 함유량을 비교

하여 보면, EDAX 분석결과 AgX-10의 경우 약 11%, AgX-30은 27%로서 

두 값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 은교환 제올라이트의 제조방법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175℃에서 메틸요오드를 흡착시킨 시료에 

대한 요오드 함유량이 약 12.1%로서 10wt%가 함유된 AgX의 Ag와 I의 

양론적인 반응량(115 mg-I/g)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거의 모든 Ag가 요

오드를 흡착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리카겔에 은을 

20wt%로 첨착한 시료(AgS-20wt%)의 SEM 분석결과, AgX와는 다르게 

실리카겔의 표면에 하얀색의 금속 Ag 클러스터가 관찰되었는 데, 실리카

겔은 기공표면에 Ag가 많이 첨착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SEM 사진 및 EDAX 분석결과, AgX-10, 30wt% 시료의 기공내 분포는 

외관상으로 어느정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무게변화로부터 구한 은함유

량과 EDAX 분석결과가 상당히 일치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상세히 분석

하기 위하여 AgX-10wt%-200℃시료 (200℃에서 흡착시킨 AgX-10wt%시

료)에 대하여 SEM-EDAX기기를 이용한 표면내 은(Ag) 및 요오드(I)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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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의 분포도(이미지 mapping)를 측정하 다. Fig. 4-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흡착제 표면의 mapping 결과, 은 이온과 요오드는 표면 전체에 고르게 분

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Fig. 4-5(b)의 경우 은이온이 과량으로 분포

되어 있는 경우 요오드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메틸요오드 흡착시 

기공으로의 확산저항이 크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흡착제를 절단하여 표면으로부터 은 이온의 분포 정도를 측정한 결과, 

Fig. 4-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면으로부터 약 400μm까지 은이온이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나 AgX 제조시 은이온은 기공내로 충분히 확산되어 Na 

이온과 교환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a) Silver                           (b) Iodide 

Fig. 4-5. Photographs of image-mapping for silver and iodide on 

AgX-10wt%. 

3. 흡착제의 열적 안정성 분석

방사성 요오드를 포집한 흡착제의 열적 안정성 분석은 최종 처분 관점

에서 적절한 고화체의 형태를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13X와 여러 종류의 AgX의 열적 안정석 분석을 

TG-DTA 기기(Model : TG-DTA 6300, Seico Instrument Inc)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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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행하 으며, 공기 분위기하에서 10℃/min의 가열속도로 최대 1000℃

까지 가열하 다. 

      

Fig. 4-6. Photographs of line scanning from surface for silver and 

iodide on AgX-10wt%. 

Fig. 4-7은 메틸요오드가 흡착되지 않은 AgX-10, 30wt% 시료의 온도

증가에 따른 무게 감량과 흡․발열 피크 변화를 도식한 결과이며, 메틸요

오드를 흡착시킨 AgX-10wt% 시료에 대한 결과도 상호․비교하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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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120℃이하에서 무게감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난 것은 모든 시료를 분석하기 전에 180℃로 건조하 기 때문이며, 최종적

인 무게감량은 주로 제올라이트의 탈수화(dehydration)에 의해 나타난 결

과로 여겨진다. DT 곡선으로부터 AgX는 1,000℃까지 열적 안정성이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800℃ 부근에서 제올라이트 상 변화에 따른 향으

로 발열피크가 나타났다. Fig. 4-8과 4-9는 100℃∼ 400℃ 온도 범위에서 

메틸요오드를 흡착시킨 AgX-10wt% 시료에 대한 TG-DT 분석결과인데,  

무게감량은 흡착온도가 증가할수록 적게 나타났는 바 이는 흡착온도가 낮

을수록 물리 흡착에 의한 포집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화학반응에 의해 

흡착된 요오드는 고온에서 거의 탈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DT 곡선의 경우 흡착온도에 거의 무관하게 나타나 매우 특이한 결과로 

판단된다.

A g X -1 0 w t%

A g X - 3 0 w t %

A g X -1 0 w t% -4 4 8 K

A g X -1 0 w t%A g X -3 0 w t% A g X - 1 0 w t% -4 4 8 K

Fig. 4-7. TG-DTA results for various Ag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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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0  o C

A g X - 1 0  w t %

1 7 5  o C

2 3 5  o C

4 0 0  o C

Fig. 4-8. TG results for AgXs adsorbed methyl iodide at 

various temperature.

Fig. 4-9. DTA results for AgXs adsorbed methyl iodide at 

variou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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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은교환 흡착제의 고온공정 흡착성능 평가

1. 담체 흡착제의 온도별 흡착성능

먼저 담체로 사용된 세 종류의 흡착제와 TEDA-첨착활성탄의 고온공

정에서의 흡착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조건을 동일하게 하고 30℃∼

400℃의 흡착온도 범위에서 흡착 및 탈착량을 측정하 다. 30℃와 170℃에

서 여러 종류의 흡착제에 의한 메틸요오드 흡착 파과곡선을 Fig. 4-10에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은 고정층 흡착실험 결과를 토대로 네 종류의 흡착

제에 대하여 30℃∼400℃의 온도범위에서 메틸요오드 평형 흡착량을 상호 

비교․평가하 으며 이를 Fig. 4-11에 도식하 다. 

0 .0

0 .1

0 .2

0 .3

0 .4

0 .5

0 .6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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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 0 6 0 80 100 12 0 14 0

Fig. 4-10. Breakthrough curves of methyl iodide adsorption 

on various base adsorbents at 30℃ and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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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Adsorption amounts of methyl iodide on various 

adsorbents with increasing adsorption temperature.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온(30℃)에서 활성탄 및 TEDA 첨착활성

탄의 흡착 성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와 동일하

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탈착속도가 커져서 활성탄의 흡착량은 급격히 감소

하 다[4-5∼7]. Zeocarbon의 경우 흡착제의 물성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활성탄과 제올라이트 5A의 혼합물질에 따른 향이 흡착량에도 반 되어 

두 물질의 혼합에 따른 상승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중간 특성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13X의 경우 온도가 증가할수록 흡착량이 증가하다가 15

0℃이하에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성탄보다 흡착성능

이 월등히 우수하 다. 이러한 결과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제올라이트 기공

내에서의 물리흡착뿐만 아니라 화학흡착 정도가 흡착량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으로 Na이온과 I의 화학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13X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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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에서 흡착평형후 건조공기를 사용하여 탈착시킬 경우 최종 요오드 

잔류량은 30 mg I2/g-13X로서 금속 site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나지만 그 

형태는 금속-요오드 결합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되었다[4-8] TEDA 첨

착활성탄의 경우 75℃이하에서는 활성탄보다 흡착량이 약간 낮게 나타났

지만 그 이상의 온도에서도 흡착성능은 13X보다 더 우수하 는 데, 이는 

고온에서 TEDA와 메틸요오드의 화학반응에 의한 향으로 온도가 증가

할수록 반응속도가 증가하여 흡착량이 활성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것으

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TEDA 첨착활성탄의 200℃이하의 온도에서 

사용 가능성을 반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실험결과는 추후 언급

할 예정이다. 고온에서 흡착제로서의 효용성이 우수하기 위해서는 흡착성

능뿐만 아니라 일단 포집된 방사성물질이 쉽게 탈착되지 않아야 한다. 따

라서 흡착온도와 동일한 온도에서 탈착후 잔존하는 요오드의 포집량을 측

정하 으며 이를 Fig. 4-12에 정리하 다. 

Fig. 4-12. Residual amount after desorption on various adsorb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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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의 경우 고온에서 잔류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3X는 흡

착량의 약 50%를 포집하고 있고 TEDA 첨착활성탄은 고온에서도 탈착후 

잔존량이 13X에 비하여 매우 높은 값을 유지하 다. 그러나 TEDA 첨착

활성탄은 고온에서 발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흡착제의 최종 처분시 적

절한 형태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온공정에서 방사성요오드 제거용 

흡착제의 제조를 위한 담체로서 13X를 선정하 으며, 은 교환량을 10, 20, 

30 wt%가 되도록 제조한 AgX의 고온에서의 흡착 및 탈착특성을 분석하

다.

2. AgX의 은함유량 변화에 따른 흡착성능 분석

가. 고온에서 AgX의 흡․탈착 특성

여러 종류의 AgX(AgX-10, 20, 30 wt%)에 대하여 흡착온도 변화에 

따른 메틸요오드 흡착 및 탈착특성을 분석하 으며, 동일한 운전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주입농도 : 5×10-5 mol/l, 선속도 : 0.18 m/sec). Fig. 

4-13은 온도 범위 100℃∼400℃에서 AgX의 총 흡착량(물리흡착량+화학흡

착량)을 도식한 결과이며, 13X의 실험결과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전체

적으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AgX의 흡착량은 거의 선형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70℃에서 400℃로 증가할 경우 흡착량은 약 20%정도 감소하 다. 

AgX에 의한 요오드 흡착특성에 미치는 온도의 향은 크게 물리흡착 및 

화학흡착의 기여도에 의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각 흡착제가 나타내는 

총 흡착량은 물리흡착과 화학흡착 메커니즘에 의한 흡착량의 합으로 나타

난다. 두 가지 흡착 메커니즘은 담체인 13X에서도 일어나며, 150℃에서 흡

착실험결과 NaX형태 제올라이트의 화학흡착량은 약 30 mg I2/g-NaX이고 

AgX-25wt%의 경우 약 214 mg I2/g-AgX 정도가 얻어졌다[4-8]. 이 수치

는 단위 g당 Ag의 몰수를 기본으로 하여 구한 양론적인 흡착량(360 mg 

I2/g-AgX)의 60%정도이다. 흡착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0℃부근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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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방사성 요오드 제거용으로서 흡착제의 적용 측면

에서 보면 포집된 요오드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Fig. 4-13. Variation in total adsorption amounts of methyl 

iodide on various AgX with increasing adsorption 

temperature.

흡착온도와 흡착량에 미치는 메커니즘의 기여도를 상호 연계하여 보

면, 100℃에서 흡착량이 높은 이유는 화학흡착량 보다는 물리흡착량이 상

당 부분 차지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포집된 요오드의 안정성 측

면에서 AgX의 탈착실험이 필요하며, 흡착시와 동일한 온도에서 탈착특성

을 온도별로 각각 분석하여 메틸요오드 제거시 사용되는 은의 활용정도를 

평가하 다. 탈착실험은 흡착실험이 완료된 후 메틸요오드가 포함되지 않

은 건조공기를 층에 흘려보내면서 유출공기내 메틸요오드 농도가 검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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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기간까지 수행하 다. 탈착 실험이 완료된 후 무게를 측정하여 탈

착후 잔류량을 온도변화에 따라 구하 으며 이를 Fig. 4-14에 도식하 다. 

Fig. 4-14. Variation in residual amounts after desorption 

on various AgX with increasing desorption 

temperature.

13X의 경우 탈착후 잔류량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감소하며 흡착

량을 기준으로 하여 구한 탈착율은 150℃에서 약 80%로서 거의 대부분이 

탈착된 것으로 나타났고 최종 잔류량은 35 mg-I/g으로서 이전의 실험결

과(30 mg-I/g)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4-8]. 또한 AgX-20, 30wt% 흡착제

의 경우 100℃∼ 200℃ 범위에서 탈착후 잔류량은 거의 비슷한 값을 보여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흡착된 요오드는 가역적으로 탈착되지

만 화학흡착된 요오드는 AgI의 형태로 비가역적으로 구조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gX-10, 20, 30wt% 흡착제내 Ag의 함유량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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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양론적인 화학흡착량은 각각 117 mg-I/g, 234 mg-I/g 및 351 

mg-I/g이다. AgX-10wt% 흡착제의 경우 150℃∼200℃ 온도 범위에서 탈

착율은 최소로 나타났으며 이 온도범위에서 요오드 잔류량은 양론적인 흡

착량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아울러 100℃∼ 400℃ 범위내 여러 온도에서

(100℃, 175℃, 250℃, 400℃) 메틸요오드를 흡착시킨 AgX-10wt% 시료를 

250℃와 400℃의 온도에서 탈착시험한 결과, Fig. 4-15에 나타낸 바와 같

이 100℃에서 흡착시킨 시료의 탈착후 잔류량이 가장 낮고 약 200℃부근

에서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100℃에서 흡착된 요오드는 탈착온도가 

높아지면 상당량이 탈착되지만 약 200℃ 부근에서 흡착된 요오드는 포집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4-15. Variation in residual amounts after desorption at 

various temperature on AgX adsorbed methyl 

iodide.



2-82

이러한 결과로부터 방사성요오드를 효율적으로 포집하기 위해서는 조업온

도를 150℃∼200℃ 범위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AgX-20, 30wt% 흡

착제의 경우 은교환량이 증가할수록 최종 잔류량은 양론적인 흡착량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는 데, 이러한 결과는 은의 이용률 측면에서 불리하며 이

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 다.

참고적으로 AgS의 은첨착량에 따른 메틸요오드 흡착성능을 활성탄, 

AgX의 성능과 비교한 결과, Table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0 ℃에서 

활성탄에 흡착한 메틸요오드의 흡착량을 기준으로 할 때, AgS는 약 3배, 

AgX는 20배 정도의 높은 흡착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6. Comparison of residual amount of methyl iodide after 

desorption on various adsorbent at 150℃

Adsorbent
Residual amount after 

desorption at 150℃
Relative Capacity

Base Carbon 5 1.0

AgX(20 wt%) 103 20.6

AgS(20 wt%) 16 3.2

나. 메틸요오드 흡착시 은이용율 평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gX의 은 교환량이 증가할수록 메틸요오드의 

흡착량은 높은 값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흡착점(adsorption site)

인 Ag+ 이온과 메틸요오드간의 화학반응이 흡착량에 가장 큰 향을 미

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4-4와 Fig. 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AgX의 

총 기공부피 특히 미세기공 부피는 은교환량이 증가함에 따라 거의 비례

적으로 감소하지만, AgX-10wt% 시료의 경우 비표면적, 총 기공부피는 

원시료와 비교하여 감소폭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교환에 따

라 미세기공이 막힘(blocking)으로서 메틸요오드 분자의 기공으로 확산저

항이 증가하며 따라서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는 흡착점이 증가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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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원소요오드 및 메틸요오드 분자의 kinetic 직경은 ∼5 Å 과 ∼6 Å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4-9,10], 13X의 평균 기공크기는 약 12Å이지만 Na 

이온이 Ag 이온과 교환됨으로서 흡착에 기여하는 유효 기공크기는 변하

게 된다. 

메틸요오드와 AgZ(silver ion-exchanged Modernite) 흡착제와의 흡착반

응은 다음과 같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10∼13]

CH 3I + H 2O + Ag
+
 
←
→ AgI + CH 3OH +H

+  (4-2)

CH 3I + CH 3OH + Ag
+
 
←
→ AgI + CH 3OCH 3 +H

+ (4-3)

그러나 AgX에 의한 메틸요오드 제거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가 제안되었

으며 정확한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AgX는 은 교환량 및 온도에 따라 메틸요오드 흡착량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150℃∼200℃ 온도범위에서 최대값을 보 고 은 교환량이 증

가할수록 높은 값을 보 다. 따라서 흡착반응에 참여한 Ag의 이용율은 메

틸요오드 제거 반응식을 토대로 메틸요오드와 은과의 양론적인 화학반응

이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Silver Utilization % =

Residual amount after desorption(g- I/g-adsorbent)
Removal amount by stoichiometric reaction(g- I/g-adsorbent)

×100 (4-4)

Fig. 4-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AgX-10wt% 흡착제의 은 이용률이 15

0℃∼200℃ 범위에서 거의 100%로서 흡착제내에 함유된 Ag가 거의 전부 

메틸요오드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은 교환량이 높은 AgX-20, 30wt%의 경우 은 이용률은 낮아져서 250℃에

서 약 60%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은 

교환량이 과다할 경우 메틸요오드의 기공 내부로의 확산 저항이 증가하여 

제올라이트 matrix내의 Ag가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고 따라서 흡착제의 

활용 관점에서 매우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100℃의 경우 은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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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리흡착에 의한 메틸요오드 포집량을 제외하고 구한 결과이며,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반응속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DUPIC 공정과 같이 NOx 성분이 존재하지 않

는 건조공기분위기에서 발생된 방사성 요오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13X를 

담체로 한 은교환 제올라이트(AgX)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발생 농

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은 교환량은 약 10wt%정도로 하는 것이 경제적으

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gX-10wt%(AgX-10) 흡착제에 사

용하여 여러 온도에서 흡착평형 실험과 고정층 흡착 파괴실험을 수행하

다.

Fig. 4-16. Silver utilization percent for removal of methyl 

iodide with silver ion-exchanged level in the 

ranges of 100℃ to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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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gX-10의 흡착평형 및 고정층 파과특성

가. AgX-10의 흡착평형 특성

등온 흡착평형 데이터는 흡착 시스템의 설계 및 조업 조건별 성능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자료이다. 따라서 먼저 담체로 사용된 13X의 등

온흡착 실험을 여러 온도(100℃, 175℃, 235℃,400℃)에서 수행하 으며, 각

각의 온도에서 얻은 흡착평형 실험결과를 Fig. 4-17 ∼ 4-19에 도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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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Total adsorption isotherms of methyl iodide on 

13X at various adsorp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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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8. Physical adsorption isotherms of methyl iodide on 

13X at various adsorp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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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9. Chemical adsorption isotherms of methyl iodide on 

13X at various adsorp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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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은 온도 변화에 따른 메틸요오드의 총 평형흡착량을 도식한 

결과로서 물리흡착 및 화학흡착량을 모두 고려한 경우이다. 온도가 증가할

수록 총 흡착량에 미치는 물리흡착량의 비율이 감소하며 흡착시와 동일한 

온도에서 탈착후 잔류량을 화학흡착량으로 간주하고 각 온도별 물리흡착

량 및 화학흡착량의 변화를 Fig. 4-18과 4-19에 각각 나타내었다. 전체적

으로 13X의 등온흡착곡선은 favorable한 형태로서 물리흡착이 전체 흡착

량에 큰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100℃이상에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화학흡착량은 크게 감소함을 나타내었는 데 이는 Na와 I의 결합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AgX-10 흡착제의 등온 흡착곡선을 여러 온도(10

0℃, 175℃, 235℃, 400℃)에서 구하 으며 이를 Fig. 4-20에 나타내었고, 

Langmuir(점선) 및 Langmuir-Freundlich(실선) 등온 흡착식을 사용하여 

평형흡착 데이터를 모사한 결과를 동시에 도식하 다[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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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 Adsorption isotherms of methyl iodide on AgX-10 

at various adsorp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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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gX-10의 등온 흡착곡선은 13X와 달리 낮은 

농도에서도 흡착량이 높게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흡

착량 변화는 매우 stiff한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등온 흡착곡선은 화

학흡착이 주요 제거 메커니즘이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즉 낮은 농도에서

도 화학반응에 의하여 흡착량이 높은 값을 나타내고 평형농도가 증가할수

록 AgI 표면층이 형성됨에 따라 화학반응이 서서히 진행되어 최대 흡착량

이 존재하게 된다. 방사성 요오드 제거용 AgX의 실증시험 결과에서도 주

입농도 변화에 따른 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원인이 주로 

Ag와 I의 화학반응이 흡착량을 지배하기 때문이며 온도변화 및 농도변화

에 따른 흡착량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인자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Ag 이온 도(AgX 단위질량 당 은이온 수)로서 낮은 농도에서도 흡착량

이 높은 이유가 되며, 두 번째로는 미세기공 부피로서 고농도에서 흡착량

이 일정 값을 유지하는 주요 원인이다. 온도변화에 따른 AgX-10의 등온 

흡착곡선 형태는 최대 흡착량만 다를뿐 형태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다음의 두 종류 등온 흡착평형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모사한 후 

얻은 각 식의 변수 값을 Table 4-7에 정리하 다.

Langmuir :  
q
qm
=

bC
1+bC   

Lang.-Freundlich :  
q
qm
=

bC
1/n

1+bC 1/n (4-5)

여기서 qm은 온도에 무관한 변수로서 흡착 site를 의미하며, b는 온도의 

함수로서 Langmuir 평형 상수값으로 비등온 흡착시스템일 경우 변수로 

활용된다.

등온흡착식의 열역학적인 타당성에 대한 검토로부터 Langmuir- 

Freundlich 등온식은 낮은 농도 역에서 Henry law로 바꿀 수 없고(즉 

낮은 농도 역에서 선형식으로 표현할 수 없음), 따라서 낮은 농도 역에

서 이 식의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등온 흡착 데이터를 모사하

는 데 무리가 없고 실제 고정층 흡착특성을 모사할 경우 계산시간이 적게 

소요되므로 비등온 흡착평형 시스템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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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 Parameter values of isotherm equations extracted from 

regression

Model Parameters
Temperature

100℃ 175℃ 235℃ 400℃

Langmuir

qm (mol/kg) 1.652 1.563 1.37 1.263

b (m3/mol) 1.65×102 1.2×102 2.19×102 1.1×102

Error(%) 1.68 6.19 1.38 5.96

Langmuir-

Freundlich

qm (mol/kg) 1.54 1.49 1.33 1.16

b (m3/mol) 9.61×103 1.48×103 9.3×102 3.45×103

n 0.507 0.609 0.768 0.573

Error(%) 1.69 2.47 1.48 4.28

  

향후 설명할 고정층 흡착실험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AgX 흡착제 층

높이가 클 경우 흡착제 내부는 화학반응에 의한 흡착열 향으로 비등온 

흡착시스템이 된다. 따라서 등온 흡착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떤 온도 및 농

도에서도 흡착평형량을 구할 수 있는 비등온 흡착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고정층에서 흡착제와 기체상과의 열적 평형에 도달한 후 메틸요오드 주입

에 따른 흡착이 진행되는 동안 흡착층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중앙에서 시

간에 따른 온도 변화 측정결과 예를 Fig. 4-21에 나타내었다. 층 중앙에서

의 온도는 층 온도가 높을수록 두 온도의 차이가 커지며 흡착 초기에 온

도가 높이 상승하다가 다시 기체상 온도에 접근하는 비등온 흡착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흡착시스템은 발열반응을 동반하며 온도가 

높을 경우 그 향은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heat effect를 고려하기 위하

여 Langmuir-Freundlich 등온흡착식내 상수중 b를 온도의 함수로 나타내

고 모든 평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온도, 농도를 상수로 한 목적함수를 다음

과 같이 설정하 다[4-13].

b = b o exp[
-△Ha
RT

]   (4-6)    

Function 1 :  F=
C
q
 - 

C
1-1/n

qmboexp[
-△Ha
RT

]

-
C
qm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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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2 :  F=q - 
qmboexp[

-△Ha
RT

]C 1/n

1+b oexp[
-△Ha
RT

]C
1/n  (4-8)

Function 3 :  F=
1
q
 - 

1

qmboexp[
-△Ha
RT

]C
1/n

-
1
qm
  (4-9)

Fig. 4-21. Temperature profiles in the center of bed during 

adsorption of methyl iodide on AgX-10 at various 

temperatures. 

각 온도별 모든 흡착평형 데이터와 목적함수로 부터 다변수 비선형회귀

법(multivariable and nonlinear regression)를 사용하여 비등온 흡착식의 

상수를 extraction 하 으며, 각 function에 대한 실험값과 계산치의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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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소가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 다. 이상의 방법으로 구한 각각의 

function에 사용되는 상수들을 Table 4-8에 정리하 으며, function 3을 사

용한 경우가 전체적으로 모든 온도에서 흡착평형 실험 데이터를 전체적으

로 잘 모사하 고, function 3를 향후 고정층 흡착특성을 모사하기 위한 

등온 흡착식으로 사용하 다. 

Table 4-8. Parameter values of non-isothermal equations calculated 

from non-linear regression 

Parameters Function 1 Function 2 Function 3
Langmuir 

model

qm 1.2041 2.1169 1.6465 1.432

bo 1.67×10-3 5.87×10-1 3.63×100 3.69×10-1

-△Ha 7.48×104 6.16×103 7.89×103 2.37×104

n 0.6647 4.8906 1.4743 -

나. 고정층 파과특성

(1) 운전변수 변화에 따른 향

고정층에서 흡착공정은 분리/정제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산업공정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고 특히 방사성 기체폐기물 처리시 공정의 단순성으로 

인하여 필터 시스템의 일부로 주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흡착평형 등의 

기초실험을 바탕으로 실험실 규모의 고정층 흡착특성을 평가함으로서 공

정의 효율성 및 설계인자를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AgX-10wt% 흡

착제를 이용하여 고정층 흡착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운전변수로서 흡

착온도 및 주입농도, 층 높이 변화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상세 실험을 수

행하 다.

먼저 흡착평형 실험에서 설정한 여러 온도(100℃, 175℃, 235℃, 400℃)

에서 주입농도를 5×10-5 mol/l로 하여 각 온도별 흡착파과 실험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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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층 높이를 2.6cm, 10cm인 경우를 상호 비교하 으며, 온도별 메틸요

오드 파과곡선을 Fig. 4-22에 도식하 다. 

Fig. 4-22. Experimental breakthrough curves for methyl iodide in 

terms of temperature at deep bed of L=2.6cm and 10cm 

packed with AgX-10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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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 온도별 향을 보면, 층 높이가 2.6cm인 경우 설정한 온도범위에서 

파과시간(C/Co=0.1에 도달시 까지 소요 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

만 총 흡착량의 관점에서 보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흡착량이 약간 감소하

여 앞서 제시한 실험결과와 거의 비슷하 다. 또한 층 높이가 10cm인 경

우 175℃인 경우가 다른 온도에 비하여 파과시간이 약간 길게 나타났지만 

100℃∼ 250℃의 온도범위에서 파과시간은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다. 그러나 400℃의 파과곡선을 보면 흡착 후반부에 비정상적인 형태를 나

타내었는 데, 이러한 결과는 층 높이가 클수록 층 내부에서 흡착열에 의한 

층 내부온도가 증가하고(Fig. 4-21 참조) 또한 고온에서 AgI의 촉매특성

으로 인하여 메틸요오드 분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참고적으로 메틸요오드의 단순 열분해(pyrolysis) 실험결과, 400℃에서 분

해율은 0.1% 정도로 나타났다[4-14]. 지금까지 AgX 흡착제를 이용한 방

사성요오드 제거 성능평가는 주로 파과시간(허용농도 범위 이하)의 관점

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고온에서 흡착 후반부의 비정상적인 파과특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현상학적인 규명이 흡착공정의 설계를 위해

서 필요한 분야는 아니지만 고정층에서 동적인 특성과 흡착 메커니즘 규

명을 위해서 세부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금속이온중 Co2+, Mn2+, Ni2+, Ag+ 등이 치환된 제올라이트는 촉매로서 많

이 사용되고 NO의 선택적 환원반응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

히 메탄 등의 유기성분이 존재할 경우 환원반응 속도가 더 증가하는 것으

로 밝혀진 바 있다[4-9, 4-15∼16]. 따라서 고온일 경우 AgX를 이용한 메

틸요오드 제거시 촉매반응이 수반되며 이 경우 AgX는 다음의 두 가지 기

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Ag 이온은 메틸요오드와 화학반응

뿐만 아니라 결합된 AgI가 메틸요오드를 분해시키는 촉매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화학반응 생성물인 에탄 등에 의하여 분해속도가 증가한다. Fig. 

4-23과 4-24는 층 깊이가 10cm일 경우 층으로부터 유출되는 기체내 C2H6 

및 CO2 농도 변화를 도식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일 

경우 CO2기체는 거의 생성되지 않았지만  C2H6 기체는 약 60분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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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되어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온도가 증가할

수록 C2H6 및 CO2 기체 생성량은 증가하 다. 특히 400℃일 경우 흡착초

기부터 C2H6 기체가 생성되고 흡착이 진행됨에 따라 생성농도는 거의 차

이를 보이지 않고 계속 비슷한 농도를 유지하 고, CO2 기체의 경우는 흡

착 초기에 약 10-5mol/l 정도까지 증가하다가 서서히 감소하 다. 따라서 

생성된 에탄기체가 파과특성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으며, 주입

기체내 에탄기체 농도가 10-5mol/l 일 경우 온도변화에 따른 파과실험을 

수행하 으며, 이를 Fig. 4-25에 나타내었다. 

Fig. 4-23. Concentration profiles of C2H6 in a AgX-10wt% 

column at L=10cm and T=400℃. 



2-95

Fig. 4-24. Concentration profiles of CO2 in a AgX-10wt% 

column at L=10cm and T=400℃. 

100℃의 경우 에탄기체의 주입에 따라 파과시간만 약간 감소하 지만 

전체적으로 에탄기체가 주입되지 않는 경우와 비슷하 다. 그러나 100℃이

상의 온도에서는 Fig. 4-25의 400℃의 경우와 같이 흡착이 진행됨에 따라 

메틸요오드의 분해 성능이 뚜렷하여 175℃, 235℃, 400℃의 각각의 온도에

서 주입된 메틸요오드 분해율은 30%, 30%, 70%로서 에탄기체 주입에 따

른 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흡착초기에는 메틸요오드의 분해

반응으로부터 생성된 요오드 라디칼(I-)이 Ag와 화학반응에 의하여 제거

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에탄 농도 증가에 따른 Ag 또는 AgI 촉매의 분

해성능 향상으로 인하여 주입된 메틸요오드의 분해반응만이 일어나는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150℃이상의 실험에서 흡착층으로부터 유출된 기체를 

흡수용액을 이용하여 원소요오드 농도를 측정한 결과, 주입기체내 요오드 

성분 농도와 분해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측정한 원소요오드 농도의 질량수

지(mass balance)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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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5. Effect of C2H6 gas on the breakthrough behaviors of 

methyl iodide at various temperatures in a deep bed of 

L=10cm packed with AgX-10wt%[Input gas : 5×10-5mol/l 

of CH3I, 10-5 mol/l of C2H6]

본 연구에서는 건조공기 분위기하에서 AgX와 메틸요오드 반응 메커니

즘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2CH 3I + 2Ag
+ ←

→  2AgI + C 2H 6 (4-10)

C 2H 6 + 
7
2
O 2 ⇐══⇒

Ag
+

AgI
 2CO 2 +3H 2O (4-11)

메칠요오드는 효과적인 전자포획(electron scavenger) 기체로서 기상에서 

전자와 반응하여 CH3와 I
-로 분해되며 전자포획을 위한 단면적

(cross-section)은 0.15 eV에서 최대를 보이므로 낮은 전자에너지가 필요

하다[4-17,18]. 따라서 상기 반응식은 Ag+ 이온이 촉매 성분으로 작용하여 

bond breakage가 일어나고 Ag와 I가 화학결합하게 되며, CH3 라디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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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반응하여 C2H6가 생성된다. 아울러 화학결합한 AgI는 촉매성분으로 

작용하여 에탄을 산화시켜 CO2 기체가 생성되고 산화반응으로부터 생성된 

전자는 메틸요오드에 공급되어 분해반응이 쉽게 일어나게 된다. 즉 AgX

를 이용한 방사성 메틸요오드 제거시 고온에서 원소요오드가 부차적으로 

생성될 수 있으며, AgX의 원소요오드 흡착성능이 메틸요오드보다 더 우

수하므로 이상과 같은 흡착현상은 기체폐기물 처리 관점에서 보면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하게 된다.

Fig. 4-26은 층높이를 10cm일 경우 메틸요오드 주입농도 변화에 따른 

파과곡선을 도식한 결과로 주입농도가 감소할수록 파과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흡착현상이며, 주입농도가 약 4.5배 감소함에 따라(6.5×10-5 

mol/l→ 1.5×10-5 mol/l) 허용농도(7×10-12 mol/l)를 기준으로 파과시간은 

약 5배 정도(50분→250분) 증가하 다.

Fig. 4-26. Effect of input concentration of methyl iodide on the 

breakthrough behaviors in a deep bed of L=10cm packed 

with AgX-10wt% at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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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AgX를 DUPIC 공정에 적용할 경우 설계자료

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 으며, 실제 운전시 성능의 안정성은 방사성 메틸

요오드 추적자를 이용한 평가결과에 언급하 다. 설계기준으로 5 kg 

UO2/batch 분말화시 발생된 방사성요오드 농도는 7×10-9 mol/l(유량 : 5 

l/min)이고 150℃에서 흡착시키며 제염계수는 1,000으로 하 다. 따라서 허

용농도는 7×10-12 mol/l가 되며, 주입농도를 기준으로 흡착평형 데이터로

부터 구한 최대 흡착량은 0.1 g-I/g-AgX이다. AgX의 교체 시기를 6개월

로 하고 실제 운전기간을 3개월로 할 경우 이 기간동안 총 주입된 요오드

는 0.65 g이 된다. 주입농도에서의 최대 흡착량의 관점으로 보면 6.5 g이 

소요되나 허용농도를 만족할 수 있는 사용기간(파과시간 고려)을 고려하

여 이 비율을 곱하면 필요한 흡착제의 무게는 다음과 같다.

- 실험결과 : AgX-10wt% 흡착제 30g 사용, 주입농도 2×10-5 mol/l의 

조건에서 파과시간은 250분         

- DUPIC 공정조건 : 주입농도 7×10-9 mol/l, 요오드 주입기간 3개월(1.3

×105 분) 

- 소요되는 흡착제의 양

30 g ×
2×10

- 5

7×10
- 9 ×

2.5×10
2

1.3×10
5  ≅ 170 g

(2) 고정층 파과곡선 모사

고정층에서 단일성분 비등온 흡착시스템에 대한 무차원 물질수지식은 

축방향 분산 plug-flow와 이상기체 법칙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X
∂τ
=

1
Pem (

∂
2
X

∂χ2
-
2
θ
∂X
∂χ

∂θ
∂χ )-V ∂X∂χ +φ(X-1) ∂Y∂τ (4-10)

무차원 총괄 물질수지식은 

∂V
∂τ
=

1
Pem

2

θ
2 ( ∂θ∂Z )

2

+
V
θ
∂θ
∂Z
-φ

∂Y
∂τ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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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흡착시스템에 대한 에너지 수지식은 축방향 열전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θ
∂τ
=

1
Peh (

∂
2
θ

∂Z 2 )-φ1V
∂θ
∂Z
+φ1ψ(θ+ζ)

∂Y
∂τ (4-12)

물질수지식 및 에너지 수지식에 적용된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X
∂Z
∣Z=0=Pem(X∣ Z= 0-X∣ Z=0) (4-13)

∂X
∂Z
∣Z= 1=0 (4-14)

V(0,τ)=1 (4-15)

∂θ
∂Z
∣Z= 0=-Peh(θ∣ Z= 0-θ∣ Z= 0) (4-16)

∂θ
∂Z
∣Z= 1=0 (4-17)

고체상과 기체상 사이의 준평형(quasi-equilibrium) 관계로부터 흡착량은 

LDFA(linear driving-force approximation)와 흡착평형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LDFA 물질전달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Y
∂τ
=α(Y

*
-Y) (4-18)

여기서 e
*Y 는 흡착평형식으로부터 구해지는 항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Langmuir-Freundlich 식을 사용하 으며, 비등온 흡착을 고려하여 Y*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수 있다.

Y
*
=

βX
n

1+βX
n ,     β= b 0 exp (

(-△Ha)

RTθ )P nf (4-19)

상기 수식들에 사용된 무차원변수들은 편의상 생략하 다. 흡착 파과곡

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체상 농도, 고체상 농도, 기체 유속, 층 온도에 대

한 수식을 동시에 풀어야 하며, 먼저 식(4-10)과 (4-12)의 편미분 방정식

을 Orthogonal Collocation 방법을 사용하여 선형 대수방정식으로 전환시

키고 30개의 collocation점을 설정하여 적분하는 데 DVODE (IMSL 

library) package를 사용하 다[4-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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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모델식에 사용된 상수중에서 경막전달계수 및 축방향 분산계수, 축

방향 유효 열전도계수(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는 문헌에 제안된 상

관식을 이용하여 구하 으며[4-22,23], Table 4-9에 이를 정리하 다.

Table 4-9. Model parameters for the prediction of breakthrough profiles 

in a deep bed

Temperature

(℃)

Dm

(m2/s)

DL

(m2/s)

k

(1/s)

KL

(J/msK)

100 1.57×10-4 1.18×10-4 1.26×10-4 2.929

175 2.17×10-4 1.13×10-4 6.33×10-4 2.184

235 2.70×10-4 1.09×10-4 6.33×10-4 1.802

400 4.42×10-4 9.92×10-5 1.26×10-4 1.156

특히 고온 흡착시스템의 경우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층깊이가 어

느 이상이 되면 흡착이 진행됨에 따라 흡착열에 의하여 온도가 상승하게 

되며(Fig. 4-21 참조), 특히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요오드를 고온에서 처리

할 경우 붕괴열에 의한 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I-129의 경우는 반

감기가 매우 길어 붕괴열에 의한 향은 무시할 수 있으며, 흡착열에 의한 

온도 상승을 고려하여야 한다. 흡착평형 실험은 소량의 흡착제를 사용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층 전체는 등온으로 볼 수 있으며, 등온 흡착평형 데이

터로부터 비등온 흡착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는 흡착평형식 상수를 도출

하 다. 하지만 고온 흡착시스템에서 흡착열 및 층내에서의 열전달에 의한 

향을 모두 고려하여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를 구하고 이를 흡착모델식과 

연계하여 흡착특성을 모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먼저 등온 흡착

평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결과를 모사하 는 데, Fig. 4-27은 층깊이가 

2.6 cm인 경우 각 온도별 파과곡선의 모사결과와 실험값을 비교한 결과로

서 전체적으로 실험결과를 잘 모사하고 있지만, 층 깊이가 10cm일 경우 

각 온도별 파과곡선 모사결과를 보면(Fig. 4-28 참조) 실험결과보다 파과

시간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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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7.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breakthrough curves for 

methyl iodide in terms of temperature at L=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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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8.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breakthrough curves 

simulated by isothermal adsorption model for methyl 

iodide at L=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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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는 먼저 실제 층 깊이가 클 경우 흡착열에 의한 온도상승이 

크므로 따라서 heat effect에 의한 비등온 흡착평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

문이고, 400℃의 경우 촉매반응 특성에 의한 향이 모델식에 반 되지 않

았기 때문이다. 400℃의 비정상적인 파과곡선 현상을 제외하고 실험값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heat effect에 의한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흡착모델

식에 고려하여 파과곡선을 모사한 결과, 400℃의 경우 실험값에 어느정도 

접근하 으나 235℃의 경우는 여전히 실험값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비등온 흡착시스템의 경우 흡착열에 의한 

층내의 온도상승을 정확히 고려하여야 파과특성을 모사할 수 있으며, 아울

러 AgX의 고온공정에서 사용기간은 흡착평형량을 기준으로 흡착탑을 설

계할 경우보다 훨씬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층 흡착탑 실험결과를 반

하여 보수적인 설계를 하는 것이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된다.

4. 방사성 메틸요오드를 이용한 AgX-10 성능평가

비방사성 메틸요오드를 이용한 AgX의 성능평가를 여러 운전조건에서 

수행하 으며 이들 결과로부터 DUPIC공정에의 적용시 AgX-10wt%를 사

용하여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gX-10 흡착제의 방

사성 메틸요오드 추적자를 이용한 운전변수별 실증시험을 수행하 다. 앞

서 설명한 동위원소 시험시설을 이용하여 ASTM D-3803 방법으로 성능

검사를 수행하 으며, 흡착온도는 150℃∼300℃ 범위로 하 고 방사성 메

틸요오드(CH3
131I) 추적자 농도등을 포함한 운전조건은 Table 4-2에 이미 

제시한 바 있다. 먼저 건조공기 분위기하에서 온도변화(150℃∼300℃) 및 

유량변화(10ℓ/min ∼ 25ℓ/min)에 따른 방사성 메틸요오드 포집효율 성

능시험을 시험한 결과, Fig. 4-29 ∼4-3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흡착온도 

300℃를 제외하고 포집효율이 99.99% 이었으며, 습윤공기(R.H.=50%)분위

기에서는 DF가 약간 감소하여 99.9% (DF=103)이었다. 그러나 다양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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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건에서 AgX-10의 방사성 메틸요오드 포집효율(DF)는 103이상이었다. 

AgX-10 흡착제 200 g을 사용하면 DF를 103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약 6 

개월간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울러 DUPIC 핵연료 제조 및 

공정기술개발과제에 상기 결과를 설명하고, 은교환흡착제의 교체 주기 및 

운전 안전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하 다.

Fig. 4-29. Effect of temperature on decontamination factor for 

retention of radioactive methyl iodide using AgX- 

10wt% adsorbent under the dry and the humid 

condition of R.H.= 50%[Q= 25 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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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0. Effect of gas flow rate on decontamination factor 

for retention of radioactive methyl iodide using 

AgX- 10wt% adsorbent at various temperature 

and dry condition. 

제 5 절 AgX-10의 장기 열화/피독 향

150℃에서 비방사성 메틸요오드를 이용한 흡착성능 시험을 열화기간별

로 수행한 결과, 10주간 열화된 경우에는 흡착성능에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14주 시료의 경우 성능이 약간 감소하 다. 동시에 방사성 메틸

요오드 추적자를 이용하여 150℃ 건조공기 분위기하에서 흡착효율을 측정

한 결과, Fig. 4-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4주 시료의 효율은 99.95%로서 

흡착성능에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열화실험은 N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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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성기체에 의한 피독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대습도 50%,  NO2 주입농도 200ppm의 습윤공기하에서 AgX- 

10의 장기 피독시험을 4개월간 수행하 다. 2∼4주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

하여 비방사성 메틸요오드 흡착실험은 수행하지 않고 방사성 메틸요오드 

추적자를 이용하여 흡착효율을 측정한 결과, 10주 이후부터는 흡착효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16주 시료의 경우 포집효율이 99%(DF=100)를 보 다

(Fig. 4-32 참조). 

Fig. 4-31. Breakthrough curves of methyl iodide adsorption by 

various weathered AgX-10 adsorbents at input conc. 

of 5×10-5 mol/l and 175℃.



2-106

Fig. 4-32. Variation of decontamination factor for retention of 

radioactive methyl iodide using AgX-10wt% 

adsorbents weathered with increasing period under 

the feeding of NO2 gas and the no-feeding [Temp. 

=150℃, Q=25 l/min].  

제 6 절 고온공정에서 TEDA 첨착활성탄 성능평가

DUPIC 공정과 같은 고온시스템에서 방사성요오드 제거용으로 은교환 

제올라이트(AgX)의 사용 가능성을 비방사성 및 방사성 메틸요오드를 이

용하여 입증하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필터 시스템에서는 

TEDA 및 KI 첨착활성탄을 사용하고 있으며[2-21,4-24], 이러한 첨착활성

탄의 고온공정에서의 사용 온도 한계성을 발화 측면을 제외하고 흡착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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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온도증가에 따른 

비첨착활성탄 및 첨착활성탄의 비방사성 메틸요오드 흡착 및 탈착특성을 

실험적으로 고찰하 다. Fig. 4-33은 30℃∼150℃의 온도범위에서 6.5wt% 

TEDA 첨착활성탄의 층 높이가 3cm로 하고 주입농도가 5×10-5 mol/l일 

경우 메틸요오드 흡착 파과곡선을 상호 비교한 결과인데, 온도가 증가할수

록 파과시간은 급격히 짧아졌다. 

 

F i g .  6 .    B r e a k t h r o u g h  c u r ve s  o f  m e t h y l  i o d i d e  a d s o r p t i o n  o n  6 .5 w t %
              T E D A - A C   w i t h   va r i a t i o n  o f  a d s o r p t i o n  t e m p e r a t u r e   ( B e d
              D e p t h = 3 c m ,  C o = 5  x 1 0 - 5  m o l / l )

Fig. 4-33. Breakthrough curves of methyl iodide adsorption on 

6.5wt% TEDA-AC  with  variation of adsorption 

temperature [Bed depth=3cm,  Co=5×10-5 mol/l].

그러나 층 높이를 10cm로 할 경우 TEDA 첨착활성탄의 고온에서 흡

착성능은 비첨착활성탄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는 것으로 Fig. 4-34를 통하

여 확인할 수 있었으며, Fig. 4-35의 탈착 시험 결과로부터 TEDA 첨착활

성탄은 고온에서도 탈착되는 메틸요오드의 양이 비첨착활성탄에 비하여 

낮은 값을 보여 주었다. 이상의 흡착 및 탈착 실험결과를 토대로 비첨착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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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 및 6.5wt% TEDA 첨착활성탄의 온도변화에 따른 메틸요오드 흡착

량 및 탈착후 잔류량를 Fig. 4-36에 종합적으로 도식하 다.

F i g .  7 .   B r e a k t h r o u g h  c u r v e s  o f  m e t h y l  i o d i d e  w i t h  t e m p e r a t u r e  i n
            d e e p  b e d  p a c k e d  w i t h  A C  a n d   6 .5 w t % T E D A - A C .   ( B e d
             D e p t h = 1 0 c m ,C o = 5 x 1 0 - 5 m o l / l )

Fig. 4-34. Breakthrough curves of methyl iodide adsorption 

on AC and 6.5wt% TEDA-AC  with  variation of 

adsorption temperature [Bed depth=10cm,  Co=5×

10-5 mol/l].

TEDA 첨착활성탄의 경우 70℃이상의 온도 역에서는 비첨착활성탄

보다 흡착성능이 월등히 우수하고 아울러 비첨착활성탄은 흡착된 메틸요

오드의 거의 대부분 탈착되는 반면 고온에서도 흡착량의 약 80%정도가 

안정적으로 포집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온에서 TEDA와 메틸요오드

의 강한 화학결합에 의하여 포집 안정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

서 언급한 AgX의 고온에서 흡착 특성과 TEDA 첨착활성탄의 흡착특성을 

동일한 조건에서 상호․비교하여 Fig. 4-37에 나타내었다. 예상한 바와 같

이 100℃에서 두 흡착제간의 파과거동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150℃의 경

우 AgX가 월등히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온도가 약 100℃ 정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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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EDA의 휘발량이 높지 않아 요오드 제거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었

으나 그 이상의 온도 역에서는 TEDA의 휘발정도가 커서 흡착성능이 현

저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성만을 고려할 경우 TEDA 첨착

활성탄도 약 100℃∼150℃범위의 온도 역에서는 방사성요오드 제거에 효

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온에서 포집 안정성 

및 처분까지 고려할 경우 AgX를 사용하는 것이 방사성요오드 제어측면에

서 유리할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F i g .  8 .    D e s o r p t i o n  c u r v e s  o f  m e t h y l  i o d i d e  w i t h  t e m p e r a t u r e  i n
              d e e p  b e d  p a c k e d  w i t h  A C  a n d   6 . 5 w t % T E D A - A C .   ( B e d
              D e p t h = 1 0 c m ,  D r y  A i r )

Fig. 4-35. Desorption curves of methyl iodide from adsorbents 

in Fig.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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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 g .  9 .    A d s o r p t i o n  a m o u n t  a n d  r e s i d u a l  a m o u n t  a f t e r  d e s o r p t i o n
             w i t h   t e m p e r a t u r e  o n   A C  a n d  6 .5 w t %   T E D A - A C    ( B e d
             d e p t h = 3 c m , C o = 5 x  1 0 - 5 m o l / l )

Fig. 4-36. Adsorption amount and residual amount after 

desorption with  temperature on  AC and 6.5wt%  

TEDA-AC [Bed depth=3cm, Co=5×10-5 mol/l].

Fig. 4-37. Comparison of breakthrough curves of methyl iodide 

using TEDA-AC with that using AgX-10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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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은교환 천연제올라이트의 성능평가

1. 물리․화학적 특성

천연제올라이트의  구성 성분은 Table 4-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천연 

제올라이트의 표면개질 및 은교환에 따른 기공 특성 및 비표면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BET-N2 분석을 수행하 다. Table 4-11은 천연제올라이

트(NZ), 표면개질천연제올라이트(SMNZ), 은교환 천연제올라이트(AgNZ) 

및 합성 제올라이트 13X, 표면개질된 13X의 물리적 특성값을 정리한 결과

이다.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표면개질할 경우는 천연제올라이트와 13X 

모두 비표면적과 총 기공부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특히 미세

기공(micropore)이 감소하고 mesopore가 증가하며 기공직경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올라이트의 표면개질 및 내부에서 은이온 교환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Table 4-10.  Chemical composition of the natural zeolite

Component Chemical symbol Content (%)

 Silica dioxide SiO2 67.16%

 Alumina Al2O3 13.98%

 Ferric trioxide Fe2O3 3.37%

 Magnesium oxide MgO 1.06%

 Calcium oxide CaO 4.87%

 Sodium oxide Na2O 2.33%

 Potassium oxide K2O 6.69%

 Phosphoric anhydride P2O5 0.55%

천연 제올라이트와 1N의 NaNO3와 NaCl로 각각 표면개질된 천연 제올

라이트의 X-선 회절분석 결과, 8∼16mesh로 분쇄된 천연 제올라이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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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형태의 천연 제올라이트의 경우 모두 천연제올라이트의 결정 구조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구룡포산 NZ는 모데나이트, 클리놉

틸로라이트, 헤울란다이트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5,26]. Table 4-12는 SEM-EDAX 분석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시료에 

대한 상대적인 이온함량과 Si/Al비를 비교․분석한 결과인데, 천연 제올라

이트를 기준으로 하여 NaCl과 NaNO3로 표면개질함에 따라 다른 이온들

의 함량이 감소하는 반면 Na+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면

개질 후의 천연 제올라이트를 은교환한 경우는 나트륨이 감소하면서 은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천연 제올라이트내의 나트륨이 은으로 교환됨을 확

인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Si/Al 비가 크게 변하지 않으므로 천연 제올라

이트의 결정구조는 변화가 거의 없다고 추측할 수 있었다[4-27].

Table 4-11. Physical properties of NZ, NZSM, AgNZ, Ag-SMNZ, 13X

Properties NZ

NZSM

AgNO3

1.2N

Ag-SMNZ

13X

13X/

NaNO3

3N

13X/

NaCl

3N

NaNO3 NaCl

1N 3N 1N 3N
NaNO3

-AgNO3

NaCl

-AgNO3

Surface area 

(m2/g)
85.7 55.1 31.2 83.05 21.45 23.04 22.76 23.63 711.1 353.4 507.8

Micropore 

area(m
2
/g)

41.2 4.02 0 35.64 0 0 0 0 672.8 290.3 494.7

Mesopore 

area(m
2
/g)

44.5 51.2 31.2 47.41 21.45 23.04 22.76 23.63 0 63.1 13.03

Total pore

volume(cc/g)
0.317 0.13 0.11 0.13 0.09 0.10 0.097 0.098 0.373 0.26 0.238

Micropore 

volume(cc/g)
0.014 0 0 0.11 0 0 0 0 0.256 0.124 0.217

Average 

pore 

diameter(Å)

31.97 47.7 69.9 31.48 87.8 87.87 83.37 83.7 9 14.73 9.39

* Ag-SMNZ : NaNO3 or NaCl (1N)-AgNO3(1.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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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2. EDAX analysis of the NZ, SMNZ and Ag-SMNZ

Basis : Atomic %

Sample Si Al Fe Mg Ca Na K Cl Ti Ag Si/Al

NZ 66.92 14.20 4.04 1.10 3.61 1.95 7.33 0 0.85 0 4.71

1N NaNO3 68.35 15.16 4.10 0.90 0.78 6.60 3.65 0 0.46 0 4.51

3N NaNO3 68.81 13.86 2.96 1.04 0.65 7.19 3.20 0 0.51 0 4.96

1N NaCl 69.5 14.20 3.52 1.08 0.69 6.84 3.10 0.38 0.64 0 4.90

3N NaCl 67.37 13.48 4.55 1.10 0.37 7.30 3.81 1.02 0.74 0 5.00

1.2N AgNO3 55.87 12.81 2.63 0.78 1.54 0.50 4.41 0.42 0.89 20.15 4.36

1N NaNO3/

1.2N NaCl
53.91 11.72 1.77 0.93 0.36 1.77 2.91 0 0.57 25.91 4.59

1N NaCl/

1.2N AgNO3
55.82 12.22 2.29 0.66 0.81 1.72 4.34 0.32 0.67 21.16 4.56

 

2.  메틸요오드 흡착특성

NZ, SMNZ 및 Ag-NZ, Ag-SMNZ 흡착제를 이용한 메틸요오드의 흡

착성능 평가시 실험조건은 흡착온도 150℃, 주입농도 4.5×10-5 mol/ℓ로서 

항상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하 으며, 등온 흡착실험을 제외하고 본 실험조

건을 동일하게 적용하 다. 우선 NaCl 및 NaNO3 용액을 사용하여 여러 

농도범위에서 표면개질된 천연제올라이트의 흡착성능 실험결과, 표면개질 

용액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흡착성능이 감소하 는데, 이는 천연 제올라이

트와 표면개질된 천연 제올라이트의 흡착성능은 주로 물리흡착량에 의존

하므로 BET 분석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표면개질 용액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표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특히 고농도

의 NaCl 용액을 사용할 경우 NaNO3 용액에 비하여 흡착성능이 더 감소

하 는 데, 이는 NaCl 용액농도가 높을 경우 제올라이트의 기공파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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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커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4-28]. 따라서 은이온 교환

에 미치는 표면개질의 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Ag-NZ, Ag-SMNZ에 의

한 메틸요오드 흡착성능을 평가한 결과, 표면개질후 은교환된 Ag-SMNZ

의 메틸요오드 흡착성능은 표면개질하지 않고 은이온 교환한 AgNZ의 흡

착성능에 비하여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면개질 용액농도가 높

아짐에 따라 0.5∼1N이상부터는 흡착량 증가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1N 

이상부터는 오히려 흡착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NaCl 보다는 

NaNO3 용액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EDAX 

분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표면개질에 따른 Na 이온의 증가로 인하여 은

이온 교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흡착성능이 높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

나 표면개질 용액농도가 너무 높을 경우 비표면적이 크게 감소하여 은이

온 교환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흡착성능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

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천연제올라이트의 표면개질시 약 1N 정도의 

NaNO3 용액을 사용하고 은이온 교환시키는 것이 고온공정에서 메틸요오

드 흡착시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천연제올라이트를 이용한 메틸요오드 흡착시 적절한 표면개질 조건은 

1N NaNO3로 처리한 후 1.2N AgNO3로 은이온 교환시킨 경우 다. 따라

서 이와 같은 표면개질 조건으로 제조된 Ag-SMNZ를 이용하여 100℃∼

300℃의 흡착온도 범위에서 등온흡착실험을 각각 수행하 으며 이를 Fig. 

4-38에 나타내었다. 또한 Fig. 4-39에는 150℃에서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합성 제올라이트인 13X와 AgX의 등온흡착 실험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도식하 다.

흡착량에 미치는 흡착온도의 향을 보면, Fig. 4-38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전반적으로 흡착량에 미치는 온도의 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150℃와 200℃에서 흡착량이 100℃와 300℃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다공성 흡착제의 기체 흡착량은 물리흡착과 화

학흡착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고온공정의 경우 온도가 증가할수록 흡

착량은 주로 화학흡착에 의해 결정되며 물리흡착의 향은 최소화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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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표면적이 낮은 표면개질 천연제올라이트의 경우 물리흡착과 화

학흡착이 복합적으로 향을 미쳐 온도변화에 따른 흡착량 변화가 크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적으로 100℃∼300℃의 흡착온도 범위에서, 비

표면적이 높은 합성제올라이트인 13X의 메틸요오드 흡착량은 온도가 증가

할수록 감소하지만 AgX(은함유량 : 10wt%)의 경우 온도변화에 따른 흡

착량 변화는 앞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지 않다. 즉 은이 함유되지 않

은 13X의 경우는 흡착량이 물리흡착에 크게 지배를 받지만 AgX의 경우

는 온도변화에 따라 물리흡착 및 화학흡착이 복합적으로 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Fig. 4-38. Adsorption isotherm of methyl iodide at various 

adsorption temperature by Ag-SM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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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 g . 

4-39. Adsorption isotherms of methyl iodide by 

various adsorbents at 150℃.

또한 Ag-SMNZ의 경우 13X와 흡착량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AgX과 비교하여 최대 흡착량의 약 50% 정도까지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

다. Ag-SMNZ의 경우 13X와 비교하 을 때 비표면적은 매우 낮지만 은 

첨가량이 약 6wt%로서 상당량 존재하므로 흡착량은 13X와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임의의 흡착온도에서 메틸요오드의 총괄 흡

착량은 제시한 것이며, 탈착의 향을 고려하면 각 흡착제별 메틸요오드의 

포집성능은 다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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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탈착후 안전성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메틸요오드가 포함되지 

않은 공기를 사용하여 흡착시와 같은 조건의 온도로 탈착실험을 수행하

다. Fig. 4-40은 150℃의 조건에서 여러 가지 흡착제에 대한 탈착후 잔존

량(Loading amount after desorption)을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gX와 Ag-SMNZ는 흡착량과 탈착후 잔존량의 차이가 약 

10%가량이나 13X의 경우 탈착후 총 흡착량의 30%정도만이 잔존하고 상

당량이 탈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AgX와 

Ag-SMNZ의 경우는 은과 요오드와의 화학반응에 의한 흡착에 의하여 대

부분 제거되지만 13X의 경우는 주로 물리흡착에 의하여 메틸요오드가 제

거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요오드가 탈착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흡착제의 흡/탈착 등온곡선의 실험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흡착온도 변화에 따른 흡착량 변화는 주로 물리흡착 및 화학

흡착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탈착후 잔존량

을 화학반응에 의한 흡착량으로 가정할 경우, AgX는 은함유량이 10wt%

로서 탈착후 잔존량이 이론적인 화학흡착량과 거의 일치하며 Ag-SMNZ

의 경우에도 이론량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4-29]. 그러나 전체적으로 표

면개질 은이온 교환 천연제올라이트의 흡/탈착 성능은 합성제올라이트를 

이용한 경우 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천연제올라이트를 실제 

공정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표면적을 약 200m2/g정도로 높일 수 있는 표

면개질 조건을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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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0. Desorption isotherms of methyl iodide by various 

adsorbents at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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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14CO2 처리용 반응물질 제조 및 성능평가

제 1 절  서 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CANDU(Canadian Deuterium Uranium Reactor) 

원자로에서 가장 많은 양의 
14CO2가 발생되며,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

하는 DUPIC(Direct Use of Spent PWR Fuel in CANDU Reactor) 공정

이나 사용후핵연료 이용시설 등에서 
14
CO2의 형태로 약 330 ppm 정도 발

생되고 전체 발생된 CO2 중 
14C의 양은 0.1%로서 화학적 특성은 대기중 

CO2와 유사하다[2-44∼46]. Carbon-14는 반감기가 5,730년으로 매우 길며 

약한 β선을 방출하고(최대 0.156 MeV), 생물체 내로의 흡수가 쉽게 일어

나므로 인체의 위해도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Carbon-14가 환경으로 방

출될 경우 다른 방사성 핵종의 위험도와 비교하여 보면 그 정도가 크지는 

않지만, 최근 중수로에서 발생하는 
14CO2 처리에 대한 문제가 서서히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5-1], 지구온난화 

방지와 일반 대기환경보호측면에서 이의 방출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5-2]. 더 나아가 지구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보다 더 효율적으

로 분리․회수 및 재활용하여 새로운 에너지로 대체하여 CO2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등의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다[5-3∼5].

CO2의 제거방법은 크게 세정용액에 의한 흡수, 고체 물질과의 반응에 

의한 제거 및 물리적 흡착에 의한 제거로 구분할 수 있으며[5-6,7], 최적

의 제거공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대상 공정의 특성(온도, 압력, 습도 및 

농도, 유량) 및 향후 장기 처분시 안정성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산업체에서 CO2 처리를 위해 가동중인 습식제거 공정은 처리장치

의 대형화 및 이에 따른 제거비용 상승의 부차적인 문제점과 이차폐기물

의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반건식공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체매질

의 비표면적 및 다공도가 낮아, 이 또한 이차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은 문제

점이 있다. 이를 위하여 CO2 처리를 위한 고효율 신제거공정 기술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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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처리용의 macroporous (이하 ‘다공성’ 이라 칭함) 반응물질 제조기술 

개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5-8∼11].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제까지 개발된 CO₂제거공정에 대한 특성 분석 

및 제거효율 그리고 고정화된 흡착제의 처분 시 안정성에 대하여 전반적

으로 고찰한 결과 고체 흡착제를 이용한 공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

났는 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체 흡착제로서 활성탄 및 제올라이트 13X 

그리고 soda lime을 이용한 CO2의 제거성능을 상호 비교하 으며, soda 

lime에 의한 CO2 제거시 주요 공정변수인 층높이 및 상대습도의 향을 

고찰하여 최적의 공정조건을 설정하여 soda lime 이용률 향상을 위한 신 

제거공정을 개발하 으며, 또한 CO2 제거용 다공성 반응물질 제조방법 및 

장치를 개발하 으며 이에 따른 제거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5-13∼15].

제 2 절  실 험

1. 고체 흡착제의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CO2를 제거하는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고체 흡착제중 

활성탄, 제올라이트 13X 및 soda lime의 제거성능을 상호 비교하 다. 실

험에 사용된 물질중에서 활성탄은 (주)삼천리에서 생산된 제품, 13X는 

Aldrich사에서 제공한 흡착제, soda lime은 일본 Junsei 사에서 생산된 제

품으로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았다. 상기의 세 가지 고체 흡착제중 활성탄

과 13X는 실험에 사용하기 전에 먼저 분쇄하여 크기를 8∼16 mesh인 입

자만을 골라 증류수로 세척하고 100 ℃의 진공 건조오븐에서 건조하여 수

분을 제거하 으며 건조된 흡착제는 용기에 봉하여 보관하 다. 그러나 

soda lime은 수용액에서 약간 용해되므로 8∼16 mesh로 분쇄하여 전처리

하지 않고 사용하 다. 이상의 세 가지 흡착제의 물리적 특성을 Table 

5-1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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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 기체크로마토그라피(GC)를 이용한 CO2 농도분석 및 고정층 

실험에 사용한 CO2 기체는 표준연구소에서 제조한 1.02 vol.%와 9.85 

vol.% 표준기체를 사용하 다. 앞서 기술현황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고려한 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CO2 농도는 최대 1000 ppm이

하이므로 낮은 농도범위에서도 CO2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Table 5-2에 제시한 조건에서 GC를 이용한 농도 보정 실험을 수행하 는 

데, 분석결과 본 시스템에서는 최저 20 ppm까지 농도분석이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CO2 농도분석을 위한 보정곡선은 Fig. 5-1에 도시한 바와 

같다.

Table 5-1.  Physical properties of A/C, 13X and soda lime

물리적 특성 단위 활성탄
제올라이트
(13X)

Soda lime

Particle density

Total pore volume

Micropore volume

Av. pore radius

Langmuir surface

Micropore area

Av. particle radius

Porosity

kg/m3

m3/kg

m3/kg

(Å)

m2/kg

m2/kg

m

%

880

2.96x10
-4

1.14x10
-4

 17.8

 6.45x10
5

2.72x10
5

7.7x10
-4

1,450

4.60x10
-4

4.21x10
-4

 11.6

 1.29x10
6

7.68 x10
5

4.25x10
-4

-

1.30x10-6

-

 246

 2.8x10
4

-

7.7x10
-4

40

Table 5-2.  GC conditions for analyzing CO2 gas

사 양 단위 제원 및 실험 조건

Detector - TCD

Column -
Packed with Heyesep Q

80∼100 mesh

Oven 온도 ℃ 70

Detector 온도   ℃ 160

He Gas Flow ml/mi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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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Calibration curves for analyzing CO2 gas

2. 고정층에서의 CO2 제거 실험

가. 단일층 CO2 제거 실험

고정층을 이용한 CO2 제거 성능실험은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수

행하 다. 고정층 장치는 내경이 0.018 m이고 길이가 0.8 m인 유리관으로 

제작하 으며, 향후 고온에서의 실험을 고려하여 가열로를 제작하고 유리

관을 노 내부에 장착한 다음 층 내부 기체온도를 설정치로 하여 일정 온

도로 가열하면서 실험을 수행하 으며, 이와 같이 구성한 장치 구성도는 

Fig. 5-2에 도시한 바와 같다. 고정층에서 실험방법을 언급하면, 먼저 원

하는 양 만큼의 흡착제를 고정층에 충전한 후 CO2 기체를 공급하기 전에 

CO2 농도를 조절하고 필요할 경우 습도발생기로 공기를 공급하여 상대습

도를 조절한다. 습도발생기내에는 증류수를 채워 bubbling을 이용하여 습

도를 조절하며, 수용액내에 CO2가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습도발

생기를 거쳐 나온 공기내에 CO2를 일정 양만큼 공급하 으며 mixing 

baffle을 거치면서 균일하게 혼합된다. 농도 및 상대습도가 일정하게 유지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 고정층에 공급하 으며 고정층 부피를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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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내에서의 dead time을 고려하 다. 실험변수로는 공기 유속, 상대습도 

및 흡착제의 층 높이를 들 수 있으며, 공기 유속은 2 ℓ/min로 고정하

는 데 이는 Soda lime과 CO2와의 반응을 고려하여 축방향 분산이 적절하

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층 높이는 미반응층의 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

대 10cm까지 변화시켰다. 본 고정층 실험의 조건을 Table 5-3에 기술하

다.

CO2
Air

Analysis
system

Jaket type
furnace

T/C

Mixing baffle

Adsorber

Air
HumidifierCO2

AirAir

Analysis
system

Jaket type
furnace

T/C

Mixing baffle

Adsorber

AirAir
Humidifier

Fig. 5-2.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for CO2 

removal.



2 - 124 

Table 5-3. Experimental conditions for fixed bed adsorption

단위 제원 및 실험 조건

고정층 높이 m 0.02 ∼ 0.12

고정층 직경 m 1.8x10
-3

Packing 도 kg/m3 460(활성탄), 880(Soda lime)

유  속 ℓ/min 2.0

온  도 o
C 30

CO2 주입농도 ppm 80 ∼ 4,000

상대습도 % 15 ∼ 85

나. 이중병렬층 (Parallel Dual-Bed System) 실험장치

CO2 제거효율이 높은 Ca(OH)2 (Slaked lime)를 고체매질로 사용하

을 경우, 고체흡착제를 이용한 공정의 종래기술로 단일층(Single-bed)을 

사용할 때 고습도 조건에서(약 85% 정도의 상대습도 조건하에서 높은 제

거효율 보임) 반응과정중 형성된 탄산염층(Carbonate layer)의 다공성

(Macroporous)이 수분의 향으로 증가하여 CO2 기체의 확산저항이 감소

함으로서 반응속도가 높이지고 반응물 이용률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

러한 종래 기술에는 주입가스의 상대습도를 약 85%까지 높여야 할 에너

지가 필요하며, 한번 사용한 반응물을 재생시켜 재사용하던지 (이 경우 

Regeneration rate이 높지 않음) 아니면 폐기처분해야 하는 등의 경제성, 

제거효율성, 운전의 연속성 및 용이성 그리고 고체매질의 이용률 극대화 

측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체 개발한 bed 4개를 각각 2개씩 두 개의 세트로 

하여 한쪽 세트가 일정시간 운전정지일 경우 다른쪽 세트로 주입가스를 

by-pass 되게 하여 지속적인 운전을 가능케 하는 이중병렬층 (Parallel 

Dual-Bed System, PDBS) 장치를 적용할 경우 상대습도가 55%일때도 일

정시간 운전정지 후 재운전에 따라 고체매질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또한 

상대습도가 85%일때와 같은 제거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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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에서 개발한 PDBS 장치도는 Fig. 5-3에 나타낸 바와 같다. CO2 

제거공정에 사용된 고정층 bed 4개는 유리관으로 제작하 으며 향후 산업

시설 적용시 고온공정을 고려한 가열로 unit를 확보하고 일정온도로 가열

할 수 있도록 장치를 구성하 다. Fig. 5-3에 도시한 바와 같이 PDBS 장

치 실험방법은 먼저 원하는 양 만큼의 흡착제를 각각의 고정층에 충전한 

후 CO2 기체를 공급하기 전에 CO2 농도를 조절하고 필요할 경우 습도발

생기로 습윤공기를 공급하여 상대습도를 조절한다. 원래 대기중 또는 산업

시설의 배기체 평균 상대습도는 약 50∼55% 정도이나 원하는 여러가지 

상대습도 조건하에서 실험하기 위해 본 공정장치에서는 습도발생기와 혼

합탱크를 설치하 다.

CO2
Air

(Data Acquisition)

Air
Humidifier

Mixing
Tank

1 2

3
4 6

5

8

9

Vent

Vent
7

10

Analysis
System

A C

DB

PLC

16-a 16-b11

CO2
AirAir

(Data Acquisition)

AirAir
Humidifier

Mixing
Tank

1 2

3
4 6

5

8

9

Vent

Vent
7

10

Analysis
System

A C

DB

PLC

16-a 16-b11

Fig. 5-3. Schematic diagram of the PDBS apparatus for CO2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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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장치는 각각 A-B, C-D 두 set인 4개의 bed, 자동밸브개폐장치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PLC)와 Gas Chromatography(GC)에 연

결되어 있는 10개의 솔레노이드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순서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진다. 먼저 일정 농도의 CO2 가스가 주입될 

때 밸브 No.1, 3, 4, 8이 열리며 No. 2, 5, 6, 7, 9, 10은 닫힌다. 이때 

bed-A에서 나온 배가스의 농도는 3번 밸브를 통해 GC에 의해 분석되며 

bed-B를 나온 배가스는 8번 밸브를 통해 vent된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밸

브 No.1, 4, 7, 8이 개방되며 No. 2, 3, 5, 6, 9, 10은 닫힌다. 이 단계에서는 

3번 밸브를 통과한 배가스와 CO2 주입가스의 농도比 (C/Co, 여기서 C는 

bed-A를 통과한 배가스의 농도이고, Co는 주입가스 농도임), 즉 파과점

(C/Co)이 0.5인 시점에서 3번 밸브를 닫고 7번 밸브를 개방하여 bed-B를 

통과한 배가스의 농도를 측정한다. 세번째 단계에서는 밸브 No. 1, 3, 4, 7, 

8, 9 는 닫히고 No. 2, 5, 6, 10 은 개방된다. 충전층의 첫 번째 세트인 

bed A-B에 CO2 기체가 유입되는 것은 운전 정지되고 두번째 세트인 bed 

C-D에 by-pass 된다. 또한 5번 밸브를 통과하는 배가스의 농도가 측정된

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밸브 No. 1, 3, 4, 5, 7, 8은 닫히고 No. 2, 6, 9, 10

은 열린다. 여기서 bed A-B에 대한 운전은 일정시간 동안 정지되고 9번 

밸브를 통과한 배가스의 농도가 측정된다. 본 장치의 공정싸이클은 이러한 

4가지의 단계를 거치는데, 네번째 단계가 끝난 후 다시 첫번째 단계로 공

정이 반복된다. 이러한 반복실험은 자동밸브개폐장치인 PLC에 의해서 자

동 또는 수동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3. 다공성물질 제조 및 장치

가. Swelling(팽윤) 공정기술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등의 산업폐가스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 단계의 건식 및 반건식 제거공정에의 고체매질 적용을 위해 lime

계통 반응물질의 다공도(macroporous)를 높이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하여 

최적 팽윤시약으로 초산수용액의 vapor를 이용하여 고체매질을 팽윤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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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slaked lime을 개발하 다. 이러한 공정의 목적은 기공막힘 현상

(pore plugging)을 막아 반응활성을 높이는 다공성 고체매질제조를 위함이

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가 적게 드는 다음과 같은 제조공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 원료물질이 칼슘수산화물 (slaked lime)인 경우, 직접 

초산수용액의 vapor를 사용하여 다공성의 팽윤된 slaked lime 으로 만든

다. 반면, 처음 원료물질이 CaO인 경우에, 일다 팽윤시킨 CaO는 물과 반

응하면 slaked lime이 생성되며, 이 생성물은 CO2와 빠르게 반응하여 

Mortar (CaCO3) 형태로 전환된다. 여기서 얻어진 분말형태의 slaked lime

은 실제 충전탑을 이용한 CO2 제거공정에 적용할 시 압력강하 (pressure 

drop)가 커질 뿐만 아니라 충전방법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물과 반응하여 얻어진 Ca(OH)2에 입자의 바인더 역할을 하는 미량의 

SiO2나 Na2CO3를 첨가하여 CO2가 포함된 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질소를 

공급하면서 가열건조 시키면 경도가 강한 덩어리 형태의 칼슘수산화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원하는 크기로 분쇄하면 입자형태의 CO2 제거

용 반응물질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팽윤공정장치 개발 및 제조

다공성 반응물질 제조를 위한 최적 공정기술의 제조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optimal reagent로 초산 수용액을 사용하 으며, 온도 30∼55℃, 팽

윤시간 2∼10일, 초산 수용액 농도 20∼90% 등의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온도 40℃에서 초산수용액의 최적활성 반응농도는 80 vol.% 으며, 팽윤

시간을 더 단축시키고, 팽윤률(swelling fraction)을 높이기 위하여 불활성

기체의 purging 베드를 응용한 Fig. 5-4와 같은 자체 고안한 팽윤장치 

(swelling with N2-purging)를 개발하 다. 팽윤률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Fractional Swelling of Sample = 
Volume of Swelled Sample

Volume of Non-Swelled Sample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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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윤 수용액은 일정농도의 200 ml 초산수용액 (D.I. Water 40 ml + 초

산 160 ml)의 용량을 취하 고, 팽윤 대상매질로는 lime 계통물질로 

quicklime과 slaked lime을 각각 20 g씩 사용하 다.

Fig. 5-4에서 보듯이 자체 개발한 팽윤장치는 크게 항온조에 vaporizing 

-bed와 swelling-bed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정 농도의 초산수용액을 

N2-purging시켜 swelling-bed에 있는 lime 계통물질 (생석회 또는 소석

회)의 팽윤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수행하 다.

Fig. 5-4. Schematic diagram of 2-bed swelling reactor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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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말의 입자화 및 Pelletizer

처음 원료물질이 quicklime인 경우 물과 반응하면 slaked lime이 생성

되며, 이 분말형태의 slaked lime을 실제 충전탑을 이용한 CO2 제거공정에

서 압력강하 (pressure drop)가 커질 뿐만 아니라 충전방법에 많은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물과 반응하여 얻어진 Ca(OH)2에 입자의 바인더 

역할을 하는 미량의 SiO2나 Na2CO3를 첨가하여 CO2가 포함된 공기를 사

용하지 않고 질소를 공급하면서 가열건조 시키면 경도가 강한 덩어리 형

태의 칼슘수산화물을 얻을 수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 입자에 경도를 

주기 위하여 oxo acids (CrO3, H3PO4) 또는 alkali salts(NaH2PO4․2H2O, 

(NaPO3)6) 등의 바인더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물질의 

순도와 회수 그리고 성능효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온 및 50%의 상대습도 하에서 바인더의 첨가 없이 자체 개발

한 pelletizing 다이스의 mechanical force를 적용하여 흡착제로서의 일정

한 경도를 갖는 것을 확인하 다. 

Fig. 5-5의 장치는 자체 고안한 것으로 팽윤시킨 반응매질을 건조한 후, 

분말을 mechanical force를 이용하여 크기가 평균 3 mm인 실린더형 입자

로 만들기 위한 pelletizing 다이스이며, 장치의 주요 구성부분은 다음과 

같다.

• 장치의 각 부분별 주요 구성 단위

  ․보울트식 상판 부분 : 1set

  ․중앙판 부분 : 1 set

  ․보울트식 하판 부분 : 1 set

  ․받침대 부분 : 1 set

 • 장치의 구성 단위별 주요제작 사양 및 특성

    : 재질은 각각 SKD 11, SKD 61 이다. 

  ․보울트식 상판 : OD가 3mm인 보울트식(25공) 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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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100×100×62(W/D/H)mm

  ․중앙판 : ID가 3mm인 25공의 중간판,

   규격 100×100×25(W/D/H)mm

  ․보울트식 하판 : OD가 3mm인 보울트식(25공) 하판,

    규격 100×100×60(W/D/H)mm

  ․받침대 : 규격 120×120×40(W/D/H)mm

Fig. 5-5. Pelletizing dice for gran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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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조매질의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lime 계통물질을 이용하여 CO2 기체를 제거할 수 있는 

분말 형태가 아닌 구형 및 입상 반응물질 제조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

문에, 물리․화학적인 처리를 하여 팽윤된 lime 계통물질로 전환시켜 응용

하고자 이에 대한 기초적인 특성 분석을 수행하 다.

제조된 반응물질을 판명하기 위하여 X-Ray Diffractometry (XRD) 분석

을 하 으며, 또한 팽윤 시키지 않은 원료물질, 50 vol.% 및 80 vol.% 초

산수용액으로 각각 팽윤시킨 반응매질의 표면특성을 비교하고 각 시료들

의 원소성분 분석을 위하여 SEM-EDAX 분석을 하 다.

또한, 제조된 매질이 함유한 수분량의 상대적인 비교 및 열중량 분석을 

위한 TG-DTA (Thermogravimetric-Differential Temperature Analysis) 

실험을 수행하 다.

제 3 절  결과 및 고찰

1. 활성탄, 제올라이트 13X 및 Soda lime에 의한 CO2 제거성능 비교

일반적으로 CO2 기체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고체 물질로는 크게 활성

탄, Molecular sieve 및 CO2와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계열의 물질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후보 물질중에

서 활성탄, 제올라이트 13X 및 soda lime을 사용하여 CO2의 흡착성능을 

상호 비교하 다. Fig. 5-6은 주입농도를 580 ppm으로 고정하고 상기의 

세가지 물질에 의한 제거성능을 상호 비교한 결과인 데, 활성탄과 13X의 

충전양은 soda lime의 3 배, 6배인 15 g과 30 g을 사용하 다. Soda lime

에 의한 CO2 제거 성능은 활성탄과 13X에 비하여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활성탄과 13X는 사용한 무게양이 2배 증가하더라도 제거 성능

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CO2 기체를 



2 - 132 

제거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활성탄과 13X에 의한 제거특성을 soda 

lime의 제거특성과 비교하여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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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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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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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X  ( 2 0  c m )
 S o d a  lim e ( 6  c m )

Fig. 5-6. Comparison of CO2 removal capacities by soda lime, activated  

 carbon and MS 13X at R.H=15%(Co=580ppm)

일반적으로 흡착은 흡착물질과 흡착표면 사이의 각각의 원자, 이온, 분

자 간의 결합력(주로 전자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온교환, 물

리흡착, 화학흡착, 특별한 경우의 4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온교환은 정

전기적 친화도가 다 큰 다른 흡착물질에 의해서 화학종이 치환되면서 흡

착제의 표면에 반대의 전하를 갖는 부위에 정전기적으로 달라붙는 현상이

고, 물리흡착은 London 인.척력과 정전기력으로 표현되는 van der Waals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흡착이고, 화학흡착은 흡착물질과 흡착제간의 화학

결합에 의해서 흡착물질이 화학적인 형태가 변화되어 일어나는 흡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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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결합력은 물리적 힘인 van der Waals 힘보다 훨씬 크다. 특수한 경우

의 흡착은 흡착제 표면에 있는 기능기에 분자가 달라붙는 것으로 흡착물

질은 변형되지 않는다. 반델발스 힘에 의한 흡착은 흡착된 분자나 흡착제

가 본래 가지고 있거나 흡착도중 생성된 쌍극자(dipole)나 쌍극자 사이의 

인력이나 분자와 원자의 분산력에 의한 것으로, 분자구조에는 변화가 없고 

흡착되는 물질과 고체 표면간에 전자이동이 없다[5-16]. 

따라서 흡착제의 표면특성에 따라 흡착능이 결정되며 실리카겔이나 알

루미나, 분자체(molecular sieve)는 표면이 극성의 특성을 나타내지만 활성

탄 표면은 비극성의 특성을 가진다. 극성표면은 극성물질을 우선적으로 흡

착하여 물, 암모니아등을 흡착하는데 용이하며 비극성 표면은 비극성물질

인 유기물질을 쉽게 흡착한다. 여기서 CO2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를 갖지 

못하고 주로 quardpole(-O-+C+-O-)를 가지며 표면이 극성인 물질과 상호 

결합력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5-17], 표면이 비극성인 활성탄

에는 흡착성능이 낮으며 흡착은 주로 표면 관능기와의 화학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활성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표면 개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CO2를 제거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 Molecular sieve는 

제올라이트이며 그 중에서 주로 13X와 5A를 사용하고 양이온 교환에 의

하여 흡착이 이루어진다.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여 CO2를 제거할 경우 공기

중의 수분양이 흡착능을 저하시키므로 실리카겔과 13X 그리고 5A를 조합

하여 제거 시스템을 구성하며 그 예로서 Fig. 5-7에 제거 공정 시스템을 

도식하 다. 먼저 13X와 실리카겔을 사용하여 수분을 제거하며(Desiccant 

bed, -62℃ 이하임) 수분제거에 따른 흡착열로 인하여 공기의 온도가 약 

21∼35℃까지 상승하므로 열교환기를 통과시켜 온도를 낮춘 다음 5A가 

충전된 CO2 흡착층을 통과시킨다. 

이상과 같이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여 CO2를 제거할 경우는 상온에서는 

흡착성능이 낮으므로 온도를 낮추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

올라이트를 사용할 경우 장점으로는 재생이 쉬우며 제올라이트의 재생은 

압력 및 열 스윙, 불활성기체 purge 또는 이상의 기술들을 혼합하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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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13X의 경우 흡착성능이 낮은 

이유는 상온에서 실험을 수행하 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적용 공정조건에 

따라 가장 적절한 제거 시스템을 설정하여야겠지만 향후 조업의 단순성 

및 사용한 흡착제의 처분문제 까지를 고려하면 soda lime과 같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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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Schematic diagram of 4-bed molecular sieve assembly for     

 CO2 removal

2. Soda lime에 의한 CO2 제거 및 상대습도의 향

CO2 제거를 위한 soda lime의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는 제거에 미치는 

상대습도의 향 분석연구가 필요하다. CO2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

로는 크게 soda lime, baralyme, Ca(OH)2, Ba(OH)2. 8H2O, LiOH등을 들 

수 있다. Soda lime의 성분은 제조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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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OH)2가 94%, NaOH가 촉매성분으로 약 5%, KOH가 약 1%로 구성되

어 있으며 경도를 크게 하고 분진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량의 

silicate가 포함되어 있고 CO2의 흡착율은 soda lime의 경도에 반비례한다. 

Soda lime은 다음과 같은 화학반응식에 의하여 CO2가 제거되며 미량의 

CO2는 Ca(OH)2와 직접 반응하여 CaCO3를 형성하여 제거되지만 이때 반

응속도는 매우 느리다.

CO2 + H2O →H2CO3                                       (5-2)

H2CO3 + NaOH(KOH) → Na2CO3(K2CO3) +2H2O + Heat   (5-3)

Na2CO3(K2CO3) + Ca(OH)2 → CaCO3 +2 NaOH(KOH)      (5-4)

상기의 화학반응식 (5-2), (5-3), (5-4)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CO2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공정에 공급되는 기체의 상대습도가 매우 중요한 변

수가 된다. 

Fig. 5-8에서는 상대습도가 15%인 조건에서 soda lime을 사용하여 CO2 

제거에 향을 미치는 변수중 층 높이 및 상대습도의 향을 고찰하여 최

적 운전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유

입되는 CO2 기체의 농도변화에 따른 향을 고찰하 는 데, soda lime의 

사용 양을 5 g (단위 g당 층 높이는 0.4 cm로서 이 경우의 층 높이는 2 

cm)으로 고정하고 주입농도를 84 ppm에서 580 ppm까지 변화하 을 경우

의 파과곡선을 도식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과시간(C/Co=0.1 

기준)은 주입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파과시간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 데, 그 이유는 유속이 높거나 층 높이가 낮았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층 높이 변화에 따른 향을 고찰하 다. 

Fig. 5-9는 유속을 2 L/min (선속도 : 13.1 cm/sec)로 고정하고 CO2 주

입농도가 580 ppm일 경우 사용한 soda lime의 양 변화 즉 층 높이를 2∼

12 cm까지 변화하 을 경우 유출되는 CO2 기체의 파과곡선을 나타낸 결

과이다. 전체적으로 층 높이가 증가할수록 파과시간은 증가하며 층 높이가 

4 cm(10 g 사용)와 6 cm(15 g)일 경우 제거성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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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 데 이는 반복실험을 통하여 입증하 다. 그러나 층 높이가 8 cm(20 

g)일 경우 파과시간은 약간 증가하며 C/Co=0.1로 가정할 경우 층높이가 6 

cm일 경우보다 약 1.6배정도 증가함을 보 으며, 층높이가 12 cm일때 파

과시간이 크게 증가함을 보 는데, 공정에 유입되는 기체의 선속도가 

13cm/sec 이상일 경우 층 높이는 최소 10 cm 이상이어야 soda lime의 이

용율을 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결과

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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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Breakthrough curves of CO2 removal by soda lime at various  

 input concentrations and R.H= 15%(bed depth=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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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Effect of bed depth on CO2 removal by soda lime at R.H=    

 15%(Co=580ppm)

캐나다의 Ontario Hydro에서 Ca(OH)2 반응물을 직경이 2.5cm인 고정층

에 충전하여 CO2의 제거 bench 규모 실험을 수행한 결과, 기체 선속도가 

3.3 cm/sec이고 층 깊이가 8 cm, 고습도 조건에서 속도상수는 100 

min
-1
(1.7 s

-1
) 으며 5% 유출 파과점에서 층내 반응물의 66wt%가 반응하

지 않은 상태 으며 최대 전환율은 85wt% 고, 속도상수 특성을 근거로 

Ca(OH)₂에 의한 CO₂의 제거반응은 기체막 또는 기공내의 확산이 주 

저항이 아니고 반응속도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5-18]. 

또한 5% 유출 파과점에서 미반응 층깊이(LUB, Length equivalent of 

Unreacted Bed)는 층 높이에는 무관하지만 기체 유속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었으며 LUB는 기체속도가 3.3 cm/sec에서 13.3 cm/sec로 증가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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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0.8 cm에서 3.4 cm로 증가하 고 5% 유출 파과점에서 반응물의 이용

율은 최적 조건에서 층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값에 접근하 으며, 최

대 이용율은 85% 다. Ca(OH)2의 반응물 이용율이 600 g/kg일 경우 층 

깊이/LUB는 4 정도 으며[2-48,64,65],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에서 층내

의 선속도가 13.1cm/sec 이었으므로 이 결과로부터 구한 층 높이는 최소 

12cm가 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oda lime을 이용하여 CO2 기체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기체의 상대습도는 주요 변수가 된다.   

ORNL에서는 Ba(OH)2․8H2O를 고정층 캐니스터에 충전하여 다음 반응

식에 의한 CO₂를 제거 성능실험을 수행하 는 데[2-49,50,62,63], 유속이 

13 cm/sec로 높고 등온 및 단열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층의 최종 

압력차 상태에서 상대습도가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각형태의 흡착제는 BaCO3로 전환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도 형태를 그대

로 유지하 고, 최종 압력강하는 2.0 kPa/m이하 다.

유속이 13 cm/sec이고 1.03기압에서 330 ppm CO2 기체를 처리시 압력

강하가 20 kPa/m 이하인 조업조건을 도출하 는 데 유입기체의 상대습도

를 55∼60%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Ba(OH)2․8H2O의 해리증기압 이

하로 유지하여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기체의 상대습도가 55∼60%이상일 경우 유속을 낮추면 조업이 가능

하며 유입기체의 상대습도가 55∼60%이상일 경우 초기 운전시 압력강하

가 나타나는 데 그 이유는 국부적인 반응속도와 물 생성속도가 크기 때문

으로 해석하 다. 즉 반응물질내의 기공에서 물의 모세관 응축이 일어나 

수화반응이 다시 나타나고[5-28], 재결정화가 커지게 되어 반응물질의 비

표면적이 증가함으로서 BaCO3로 전환시 반응물이 쪼개지고 열화되어 압

력강하가 커진다고 할 수 있으나 일단 정상상태(농도 및 전환율 분포가 

층내에서 일정할 경우)에 도달할 경우 층 하류흐름에서 압력강하는 일어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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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로부터 유입기체의 상대습도가 55∼60% 이상일 경우 유입 

기체내 CO₂농도를 서서히 높이거나 초기 운전시 유속을 서서히 낮추면 

층에서 나타나는 압력강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 다. 즉 

Lime 계통물질인 Ca(OH)2를 이용하여 상대습도의 변화에 따른 CO2 제거 

성능 시험결과를 보면, 상대습도가 80%이상일 경우 파과시간(C/Co=0.05)

은 크게 증가하여 습도의 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용한 Ca(OH)2는 다공성(다공도=0.72)이므로 모세관 응축에 의

한 향을 고려할 수 있는 데 65% 상대습도에서 온도가 25℃에서 45℃로 

증가할 경우 층 이용율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모세관 응축이 CO2 

제거 성능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Ca(OH)2를 

이용한 CO2 제거 성능 연구는 유속과 층 높이의 변화에 따른 층 이용율

의 극대화에 관점을 두고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oda lime 

층의 이용율 향상을 목적으로 상대습도의 향을 고찰하 다.    

Fig. 5-10은 주입농도가 550 ppm이고 층 높이가 4cm일 경우 상대습도

의 변화에 따른 향을 도식한 결과인 데, 파과점(C/Co)을 0.1로 할 경우 

파과시간에 미치는 상대습도의 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Fig. 

5-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층 높이를 12cm로 할 경우(주입농도 550 ppm으

로 고정)에는 상대습도의 향이 크게 나타났다. 상대습도가 15%에서 

85%로 증가할 경우 파과시간(C/Co=0.1 기준)은 약 150분에서 600분으로 

증가하여 4배정도 증가하 다. 따라서 soda lime을 이용하여 CO2를 제거

하기 위해서는 유속이 13cm/sec인 조건에서 층 높이는 적어도 12 cm 이

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11에서는 주입가스의 농도(Co)

를 550 ppm으로 고정하고 각각의 상대습도가 미치는 향을 비교하 으

나, Fig. 5-12은 soda lime의 충전층 높이를 8 cm, 상대습도를 각각 55, 

85%로 고정하고 주입농도를 각각 550, 1000, 2000 ppm 으로 하 을 경우

에 조건이 2000 ppm, 55% 일때 보다 550 ppm, 85% 일때가 파과시간이 

약 100분에서 350분으로 증가하여 약 3.5배 정도 증가함을 보여 상대습도

가 soda lime 이용률 향상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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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현상은, Fig. 5-13의 결과에서 보듯이 주입가스의 상대습도를 55%로 

고정하고 배출가스의 상대습도를 각 농도별로 나타낸 것인데, 각각의 주입

농도 조건에서 배출가스의 상대습도는 고습도 분위기를 유지하 으며, 이

것은 반응 매커니즘상의 Ca(OH)2와 CO2 반응 시 발생하는 수분에 의한 

것이며, 특히 주입농도 550 ppm일 때 가장 오랜시간 동안 약 70% 이상의 

고습도 분위기를 유지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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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0. Effect of relative humidity on CO2 removal by soda lime at  

  bed depth of 4cm and input conc. of 58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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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1. Effect of relative humidity on CO2 removal by soda lime at  

  bed depth of 12cm and input conc. of 55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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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2. CO2 removal by soda lime at BD=8cm and RH=55, 85% (Co  

 = 550, 1000, 20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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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3. Variation of relative humidity in the post-run experiment

3. Soda lime 이용률 향상을 위한 신 제거공정

Soda lime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oda lime에 

의한 CO2 제거성능에 미치는 상대습도의 향을 보면, 기체중에 수분이 

존재하면 soda lime의 주성분인 Ca(OH)2의 미세조직을 변화시켜 형성된 

탄산염(carbonate)층의 다공성을 증가시키며 CO2 기체가 탄산염 층을 쉽

게 통과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고습도 조건(약 80% 이

상)에서 CO2 제거속도는 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지배를 받지만 습도가 

50%로 감소하 을 경우 제거반응은 화학적으로 지배를 받지 않고 형성된 

탄산염 층에서의 확산속도가 반응 율속단계가 된다. 따라서 CO2 제거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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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분이 존재함으로서 형성된 탄산염 층으로 CO2 기체의 확산저항을 

감소시켜 반응속도를 높이고 반응물 이용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soda lime 충전층의 이용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습도의 

조절뿐만 아니라 층의 배열도 중요한 변수가 됨을 알 수 있었다. Fig. 

5-14는 PDBS를 이용한 CO2 제거실험으로서 주입농도가 550ppm이고 층

높이가 12cm인 조건에서 CO2 기체가 한쪽 set인 A-B 층으로 유입되는 

것을 다른 쪽 set (bed C-D)로 by-pass 시키고 운전을 일정시간 정지한 

후 재운전 하 을 경우 bed-A로부터 유출되는 CO2 농도의 변화를 도식한 

결과인 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전을 일정시간 정지한 후 재운전을 

하 을 경우 유출되는 CO2 기체의 농도는 크게 감소하 다. 즉 상대습도

가 55%이고 파과점(C/Co)이 0.5인 시점에서 운전정지후 재운전하 을 경

우(Stop Restart Operation, SRO 방식) 재운전후 100분정도 까지 CO2 기

체가 거의 제거되었으며 운전 초기부터 재운전시까지 총 실험시간 동안 

bed-B로 유입되는 CO2는 100% 제거되었다. 실제로 CO2 제거실험에서 단

일층일 경우 기체의 상대습도가 약 85% 일때 가장 높은 제거효율을 보이

나, Fig. 5-13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주입가스의 상대습도가 55% 일 

때 층을 통과하여 나오는 가스의 상대습도는 4∼5 시간동안 약 85%를 유

지하 으며 자체적으로 발생한 고습도 분위기를 이용하면 제거효율 및 고

체매질의 이용률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본 장치를 이용하면 초기 주입가

스의 상대습도를 굳이 85% 까지 높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CO2 제거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soda lime의 이용율을 극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습도 조절뿐만 아니라 soda lime 충전층을 병렬로 

구성하여 두 층을 교대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운전정지 후 재운전에 따라 반응물의 이용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것은 운전정지시 soda lime 표면으로부터 형성된 탄산염 층과 내부 

미반응층과의 경계면에서 농도구배에 의하여 내부로의 확산등이 일어나 

형성된 생성물층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탄산염층의 다공성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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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가하여 내부의 미반응층이 쉽게 노출됨으로서 CO2와의 반응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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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4. Effect of the restart after stopping a CO2 gas supply on CO2  

 removal by soda lime at bed depth of 12cm and input conc.   

 of 550ppm

실제로 CO2 제거실험에서 단일층일 경우 기체의 상대습도가 약 85% 일

때 가장 높은 제거효율을 보이나, 본 실험에서는 주입가스의 상대습도가 

55% 일 때 층을 통과하여 나오는 가스의 상대습도는 4∼5 시간동안 약 

85%를 유지하 으며 3절에서 설명한 본 PDBS장치를 사용하면 초기 주입

가스의 상대습도를 굳이 85% 까지 높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CO2 제거효율

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Fig. 5-15는 Fig. 5-14의 결과를 적용하

여 주입기체의 상대습도를 55%로 고정하고 파과점(C/Co)이 0.5인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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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운전정지 후 재운전하 을 경우(Stop Restart Operation, SRO 방식) 

재운전후 100분정도 까지 CO2 기체가 거의 제거되었으며 운전 초기부터 

재운전시까지 총 실험시간 동안 bed-B로 유입되는 CO2는 100% 제거되었

다.

Fig. 5-15 Effect of the restart after stopping a CO2 gas supply on CO2  

  removal by soda lime at bed depth of 8cm and various input  

 conc. of 550, 1000, 2000 ppm

마찬가지로 Fig. 5-16은 Fig. 5-15의 결과를 적용하여 기체의 주입농

도를 각각 550, 1000, 2000 ppm으로 고정하고 상대습도 및 파과점 변화에 

따른 고체매질의 이용률(Utilization Rate) 극대화를 위한 최적조건을 나타

낸 것이다. 이용률의 정의는 다음의 식(5-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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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 Rate[%] = 
Time of Restart-Run
Time of Continuous-Run

×10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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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6. Utilization of soda lime for CO2 removal in the 

stop-restart experiment at bed depth of 8cm and RH 

of 55, 85%

연속운전 시간에 대한 운전정지 후 재운전시간의 비(比)로 나타낸 것

이다. 즉 높은 제거효율을 유지하면서 고체매질을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

는가를 말한 것이다. Fig. 5-16에 나타난 네가지 결과 중, 주입가스의 상

대습도가 55%이고 파과점(C/Co)이 0.5인 시점에서 일정시간 운전정지 후 

재운전한 경우가 다른 3가지 경우보다 고체매질의 이용률이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PDBS 장치를 사용한 본 실험에서는 상대습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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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일 때 일정시간 운전정지 후 재운전에 따라 고체매질의 이용률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체 개발한 새로운 PDBS 공정장치와 SRO 

운전방식을 적용하면 주입가스의 상대습도를 85%까지 높일 필요가 없으

며, 고습도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른 

고체매질의 이용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연속운전이 가능함을 보

여 주었다.

Fig. 5-17은 soda lime이 충전된 컬럼 set(A-B)의 상․하층 분리시 실

험과 상층만 사용하 을시의 CO2 제거시간을 비교한 결과인데, 상대습도

와 주입농도를 각각 55%, 550 ppm으로 고정하고 파과점(C/Co) 0.1에서 

SRO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상․하부 컬럼을 동시에 사용하 을시

에는 각각 20 g의 soda lime을 충전하 으며 상부 컬럼 하나만 사용하

을 때는 40 g의 soda lime을 사용하 다. 그림에 나타났듯이 두가지 경우 

모두 일정시간 운전정지 후 재운전시간, 즉 고체매질의 이용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Fig. 5-18은 상대습도와 주입농도를 각각 

55%, 1000 ppm으로 고정하고 상․하부 컬럼에 각각 20 g씩 채우고 파과

점이 0.1인 시점까지 운전한 다음 일정시간 정지한 후 재운전한 경우와 

상․하부 컬럼을 각각 서로 교체한 후 재운전을 시도한 결과를 비교한 것

인데, 두가지 경우 모두 재운전 후 약 200분정도 까지 CO2 기체가 거의 

제거됨을 보 다. 따라서 Fig. 5-17과 5-18의 결과에서 보듯이 컬럼 set를 

4개 bed의 이중병렬층이 아닌 2개 bed를 병렬층으로 하여 교대로 사용하

여도 soda lime의 이용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 장치의 단순화를 기할 수 

있었다.

4. CO2 제거용 다공성 반응물질 제조 및 제거성능 평가

가. 다공성 반응물질 제조를 위한 최적공정설계 및 장치 개발

다공성 반응물질 제조를 위한 최적 공정기술의 제조조건을 도출하기 

위한 최적 팽윤시료로 초산수용액을 사용하 으며, 온도 30∼55℃, 팽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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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2∼10일, 수용액 농도 20∼90% 등의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온도 40℃

에서 초산수용액의 최적활성 반응농도는 80 vol.% 으며, 자체고안․개

발한 팽윤장치 (swelling with N2-purging)에 적용하 을 때, 불활성기체

의 purging 장치가 없는 기존의 장치에 비해 팽윤시간을 2일로 단축시킬 

수 있었으며, 앞서 식(5-5)의 정의에 따른 팽윤률(SF)은 2.0 이상 확보할 

수 있었다.

Fig. 5-17. Utilization of soda lime for CO2 removal in the different      

 assembly(I) of PDBS at RH of 55% and input conc. of        

 55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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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8. Utilization of soda lime for CO2 removal in the different 

assembly(II) of PDBS at bed depth of 8cm and input conc. 

of 1000 ppm

수용액은 일정농도의 200 ml 초산수용액 (D.I. Water 40 ml + 초산 160 

ml)의 용량을 취하 고, 팽윤 대상매질로는 lime 계통물질로 quicklime과 

slaked lime을 각각 20 g씩 사용하 다.

앞서 Fig. 5-4에 나타냈듯이, 자체 개발한 팽윤장치는 크게 항온조에 

vaporizing-bed와 swelling-bed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도 80 vol.% 

초산수용액을 N2-purging시켜 팽윤공정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개발하

다. 기존의 팽윤방식(swelling process without N2-purging)보다 팽윤시

간이 2일로 기존의 7일 보다 기간이 훨씬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팽윤률

도 훨씬 증가함을 보 다. 기존의 방식은 온도 40℃에서 팽윤시간이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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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 지속되어야 함에 따른 다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지적되

어 왔었다.  

Table 5-4는 기존의 팽윤방법 하에서의 팽윤률과 본 과제에서 자체 개

발한 팽윤장치에 의한 팽윤률을 비교한 결과인데, 표에서 보듯이 농도가 

80 vol.% 일때, SF가 2.05에서 2.43으로 증가하 음을 알 수 있었다.

실험변수인 온도, 농도 및 시간을 조합한 실험조건 하에서 수 차례의 실

험을 수행한 결과, 최적 제조공정 조건을 도출하 다(최적 팽윤실험 조건 

; 온도 40℃, 농도 80 vol.%의 초산수용액, 공정시간 2일).

제조된 물질분말을 입자화 할때 입자의 경도를 위하여 oxo acids (CrO3, 

H3PO4) 또는 alkali salts [NaH2PO4․2H2O, (NaPO3)6] 등을 바인더로 사용

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또한 처음 원료물질이 CaO인 경우, CaO는 물과 

반응하면 slaked lime이 생성되는데, 이 분말에 입자의 바인더 역할을 하

는 미량의 SiO2나 Na2CO3를 첨가하여 CO2가 포함된 공기를 사용하지 않

고 질소를 공급하면서 가열건조 시키면 경도가 강한 덩어리 형태의 칼슘

수산화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물질의 순도와 회

수 그리고 성능효율에 문제가 있어 상온 및 50%의 상대습도 조건 하에서 

바인더의 첨가 없이 자체 고안․개발한 pelletizing 다이스의 mechanical 

force(100 kgf/cm2)를 이용하여 흡착제로서의 일정한 경도를 갖는 실린더

형 입자를 제조하 다.

Table 5-4.  Comparison of Swelling Fraction between Conventional 

Swelling Method and Swelling with N2-purging

Conventional Swelling

(7 days ＠ 40℃)

Modified Swelling

(2 days ＠ 40℃)

A.A.Conc.
*
, % F.S.

** A.A.Conc.
*
, % F.S.

**

20 1.06 20 1.24

50 1.54 50 1.80

80 2.05 80 2.43

*  : Aqueous Acetic Acid

** : Fractional Sw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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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조된 매질의 XRD 및 SEM-EDAX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lime 계통물질을 이용하여 CO2 기체를 제거할 수 있는 

분말 형태가 아닌 다공성의 구형 및 입상 반응물질의 제조가 목표이기 때

문에, 물리․화학적인 처리를 하여 팽윤된 slaked lime으로 전환시켜 응용

하고자 이에 대한 기초적인 특성분석을 수행하 다.

제조된 반응물질을 판명하기 위하여 X-Ray Diffractometry (XRD) 분석

을 하 다. Fig. 5-19에 나타났듯이 생성물중 primary phase는 Ca(OH)2

으며 secondary phase는 소량의 CaCO3로 매질의 순도가 아주 높은 것으

로 판명되었다(Ca(OH)2 ≈ 98%, CaCO3 ≈ 2%).

Fig. 5-19. XRD profiles of the swelled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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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수용액으로 팽윤시킨 소석회의 표면특성 및 각 시료들의 원소분석

을 위하여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nd X-ray Microanalysis 

(SEM-EDAX, Model : ZEOL-ZXA 8600) 실험을 수행하 다. SEM 

profile에서 나타났듯이 팽윤시키지 않은 매질은 표면이 non-morpho- 

logical한 compact 구조형태를 보 으며, 본 공정에 의해 팽윤시킨 매질은 

높은 반응활성을 갖는 다공성 사이트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 다. 

또한 EDAX 원소분석 결과 거의 대부분 Ca 성분으로 나타났고, 미미하

게 Mg, Na 등이 보 으며, Al, Si, S, Mo 등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Fig. 5-20과 5-21은 모두 배율 3000에서 비교판독 되었으며, Fig. 5-20은 

팽윤시키지 않은 물질(원료물질)을 나타낸 것이며, Fig. 5-21은 본 연구과

제에서 자체 개발한 팽윤장치를 사용하여, 40℃ 온도에서 80 vol.% 초산

수용액 vapor로 2일 동안 팽윤시킨 시료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팽윤시킨 

시료가 팽윤시키지 않은 시료보다 훨씬 다공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다공성 시료는 이산화탄소 제거성능 시험에서 효율이 향상됨을 보 다. 또

한 다공도는 온도 및 팽윤시간, 그리고 초산수용액의 농도가 변수로 작용

하는데, 본 과제에서 수행한 실험에 의해 도출된 최적조건 (온도 40℃, 팽

윤시간 2일, 초산수용액 농도 80 vol.%)에서 고다공성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SEM profile에서 나타났듯이 팽윤시키지 않은 매질은 표면

이 non-morphological한 compact 구조형태를 보 으며, 본 공정에 의해 

팽윤시킨 매질은 높은 반응활성을 갖는 다공성 사이트들이 고르게 분포되

어 있음을 보 다. 또한 EDAX 원소분석 결과 거의 대부분 Ca 성분으로 

나타났고, 미미하게 Mg, Na 등이 보 다.

고체매질 제조 시 입자의 경도를 위하여 바인더를 첨가한 경우, 제조된 

매질의 주성분은 Ca(OH)2이며, CaCO3가 약간 함유되어 있다. CaCO3가 

CaO로 전환되는 반응은 가역반응이며 방출되는 CO2를 제거하면 반응은 

빠르게 진행된다. 이와같이 생성된 CaO는 융점이 2,572℃이고 하얀색을 

띈 분말형태이며 CO2와 반응하여 탄산칼슘(CaCO3)으로 전환되지만 이 반

응은 매우 느리다. 또한 CaO는 silicate와 섞여서 용액을 형성하는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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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SiO2와 Na2CO3와 CaO를 혼합하고 가열하면 냉각되었을 때에도 

결정화가 되지 않은 용액이 생성되고 무정형의 거의 하얀색에 가까운 유

리와 같은 고체물질로 전환된다.

Fig. 5-20.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non-swelled sample (source  

material)

Fig. 5-21.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of swelled slaked l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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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2는 팽윤된 slaked lime의 수분함량의 상대적인 비교 및 열중량 

분석을 위한 TG-DTA (Thermogravimetric-Differential Temperature 

Analysis) 실험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각각 약 160℃ 및 530℃에서 

수분의 함량이 떨어지면서 흡열반응의 현상을 보 으며, 옅은 점선상의 약 

800℃ 지점은 CaCO3에서 CO2가 떨어져 나가면서 흡열반응이 일어났음을 

보 다. 또한 반응매질의 경우 약 700℃ 까지 열적 안정성을 보 다.

Fig. 5-22. TG-DTA results for slaked lime and swelled slaked lime   

(SD-1 : rxn. between swelled slaked lime and CO2, up to C/Co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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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조매질에 의한 CO2 제거성능 평가

CO2를 제거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 molecular sieve는 제올라이트이며 

그 중에서 주로 13X와 5A를 사용하고 주로 양이온 교환에 의하여 흡착이 

이루어진다.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여 CO2를 제거할 경우 공기중의 수분량

이 흡착능을 저하시키므로 실리카겔과 13X 그리고 5A를 조합하여 일반적

인 제거 시스템을 구성하기도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체흡착제를 이용하여 CO2를 제거할 경우는 상온에서

는 흡착성능이 낮으므로 온도를 낮추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올라이트를 사용할 경우 장점으로는 재생이 쉬우며 제올라이트의 재생

은 압력 및 열 스윙, 불활성기체 purge 또는 이상의 기술들을 혼합하여 

수행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제올라이트 13X의 경우 

흡착성능이 낮은 이유는 상온에서 실험을 수행하 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적용 공정조건에 따라 가장 적절한 제거 시스템을 설정하여야겠지만 향후 

조업의 단순성 및 사용한 흡착제의 처분문제 까지를 고려하면 soda lime

과 같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CO2 

제거에 있어 반응활성을 높이기 위한 다공성 lime 계통물질의 활용이 더

욱 요구된다.

Fig. 5-23은 CO2 주입농도를 500 ppm으로 고정하고 고체 흡착제로 원

료물질(팽윤시키지 않은 slaked lime)과 팽윤된 slaked lime을 15 g씩 각

각 사용하 을 경우 제거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파과곡선을 도식한 결과

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팽윤된 시료에 의한 CO2 제거성능은 팽윤

시키지 않은 slaked lime 보다 약 2배이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고체 흡착제로서 활성탄, 제올라이트 13X, soda lime, 팽윤

시키지 않은 slaked lime 및 팽윤된 slaked lime을 이용한 CO2 제거성능 

평가결과, 팽윤된 slaked lime의 CO2 제거성능은 활성탄 또는 제올라이트 

13X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으며, soda lime 및 팽윤시키지 않은 slaked 

lime 보다는 각각의 실험조건에 따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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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3. Comparison of CO2 removal capacities by swelled slaked 

lime and non-swelled slaked lime at R.H.=50% (input conc.=5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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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크립톤/제논 처리 기술

제 1 절  서  설

현재까지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정도나 적용성 및 안정성 관점을 고려

한다면 이미 실증단계의 기술검증을 마친 저온 증류/정류기술이 가장 우

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기술은 공정자체가 복잡하고 매우 정

한 조업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단계의 전처리 공정을 부차

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는 등 경제성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개발의 여

지가 거의 없는 기술로 평가된다. 프레온기체 (R-12)를 이용한 액체 흡수

기술 역시 적용성 및 안정성도 상당히 우수하고 조업 측면에서는 저온 증

류/정류기술에 비해 덜 민감하다는 장점을 지닌 비교적 우수한 기술로 분

석되었다.  그러나 이미 기술적으로는 많은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져 우리

의 입장에서는 자체기술 개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 막투과를 이용한 기술은 방사선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만큼 공

정개발 보다는 매질개발 차원의 기본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체매질로 이루어진 흡착제에 불활성기체를 흡착하여 이들을 

분리, 회수하는 공정의 경우 외국에서도 최근에 연구개발이 시작되었을 뿐

만 아니라 공정이 간단하고 잘 알려진 기술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올라이트계 흡착매질을 이용

하는 기술은 타 기술에 비해 열적, 방사선적 안정성이 커 사용후핵연료 이

용공정에 적용성이 우수하다.  또, 제올라이트계 흡착매질을 자체합성 및 

제올라이트 결정 크기를 제어하는 정도의 기술이 이미 국내에 확보되어 

있고, 흡착제에 물리흡착하는 불활성기체의 경우 귀금속을 담지한 매질을 

활용하면 흡착성능이 더욱 커지는데[5-21∼23] 이와 같은 금속성분을 이

온교환 도는 첨착하는 기술도 이미 확보된 상태라 이들 각각의 기술을 잘 

접목하여 활용하면 국제적으로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이 외에도 분리, 회수된 
85Kr를 100년 이상 장기 저장하는 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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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제올라이트계 고체매질이 매우 우수한 특성을 보이므로[2-131, 5-2

4∼27] 최근에는 장기저장기술 차원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

야이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이용기술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한국의 현 

시점에서 후행핵연료주기 관련 연구의 추진과 더불어 방사성 불활성기체

를 처리하는 기술의 개발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활성탄이

나 제올라이트계와 같은 흡착제를 이용하여 불활성기체를 흡착시킨 후 이

들을 분리, 제거하는 기술이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체폐기물들은 재처리 공정에 따라 함유하고 있는 물질들의 조성이 다

르며, 이에 따라 유출되는 방사성 기체의 처리 기술도 달라진다. 따라서 

공정에 맞는 흡착제를 선택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제올라이트는 

결정구조와 함유하고 있는 양이온에 따라 다양하며 각각 다른 흡착특성과 

선택성을 갖는다. 방사성 기체 제거를 위한 흡착제로는 활성탄이 높은 흡

착능을 갖고 있어 광범위하게 연구되어져 왔으나[5-28∼30] 공정 진행중

에 산소와 반응하여 화재의 위험성이 따르므로 최근에는 높은 흡착능, 선

택성, 열적 안정성, 재생 가능성, 화학적으로 안정한 무기흡착제로써 제올

라이트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5-31∼33]

본 연구에서는 불활성기체 처리에 기초기술을 확립하기 위하여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활성탄과 제올라이트중 13X, 5A에 의한 크립톤 및 제

논기체의 등온 흡착특성 및 고정층에서의 포집 성능 예비실험을 수행하고, 

아울러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천연제올라이트의 산처리와 탈알루미늄화에 

따른 향을 비교․평가하 다.

 

제 2 절  실험장치 및 방법

1. 흡착제

먼저 활성탄은 국내 (주)삼천리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 고 8∼16 

mesh 크기로 선별하여 증류수로 세척후 건조하여 사용하 다. 합성 제올

라이트는 미국 Aldrich 사에서 제조한 3A, 4A, 5A, AW-500, 13X의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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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를 사용하여 매질별 특성을 상호․비교하 다. 아울러 천연제올라이트

는 (주)한두에서 구입한 제품을 사용하 는 데, 기공크기는 5A와 유사하

고 Si/Al의 비가 대략 4.5를 나타내었다(Table 4-10 참조).

제올라이트의 열적․화학적 전처리는 구조적인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기

공내에 이물질를 제거하여 흡착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

려져 있다[101]. 우선 8∼16mesh의 천연제올라이트를 끓는 증류수로 세척

한 후, 105℃의 오븐에서 24시간동안 건조시켰다. 산․중성염․알칼리처리

를 위해 1㏖/ℓ의 NaCl, HCl, NaOH 용액을 이용하 으며, 50㎖/g 조건에

서 회분식으로 24시간 표면처리하고 증류수로 세척한 후 건조하 다. 탈알

루미늄화된 천연제올라이트의 중성염처리에 의한 흡착특성을 보기 위해 

11N-HCl로 처리된 천연제올라이트를 중성염처리하 다.

아울러 제올라이트는 강산에 의해 알루미나가 용출되는 특성을 가지며 

탈알루미늄 처리하면 소수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천연제올라이트의 탈알

루미늄화를 위해 건조된 천연제올라이트를 50℃, 11N-HCl용액으로 6시간

동안 처리하 으며 증류수에 세척한 후 건조하여 사용하 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가. 수소 및 제논 흡착평형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수소 및 제논기체의 등온흡착 실험은 압력변화 

측정을 통하여 수행하 다. 먼저 흡착용 반응기의 부피측정은 P1V1 = P2V2

의 관계를 이용하여 구하 으며, 전체 라인과 반응기 내부를 진공상태로 

유지시켜서 실험하 다. 등온흡착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10-2 Torr 진공도 

및 80℃ 조건에서 30분동안 시료내의 수분을 일차 제거하고 이차로 400℃

까지 가열시키면서 10-5 Torr 진공도를 유지하도록 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제논 및 수소 기체의 흡착특성 실험을 수행하 는 데, 먼저 시료

를 항온수조에 담근 후 항온수조의 온도를 23.3℃로 유지시키고, 시료 밸

브, 수소기체 밸브, 진공도 측정용 ionization 게이지 밸브와 열전대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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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밸브,  주 밸브를 닫은 후 수소 또는 제논기체 밸브를 열고 적당 압력

의 수소 또는 제논기체를 주입하 다. 이때의 열전대 게이지 값을 P1으로 

하고 시료 밸브를 열고 최초 2시간, 이후 30분 후 측정한 열전대 게이지 

값을 P2로 하며 P1, P2 값을 이용하여 흡착량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압력

을 약 6, 7단계로 설정하여 실험하 고, 초기단계에서는 약 2시간 동안 진

공상태를 유지하 다. 또한 흡착평형에 도달하기 위한 기준은 30분 동안 

압력변화 범위가 1 Torr 이내인 경우로 하 으며, 수속기체인 경우 최초 

흡착실험 후 2시간동안 진공을 걸어서 탈착실험을 수행하고 두 번째 흡착

실험을 위와 같이 반복 실험하여 첫 번째 흡착실험과 비교하여 그 값의 

차가 ‘화학흡착량’으로 하 다.

나. 고정층에서 크립톤 흡착실험

활성탄 및 합성제올라이트, 천연제올라이트를 이용한 크립톤 흡착 실

험 장치를 Fig. 6-1에 도식하 다. 먼저 고정층에 공기로 통과시켜 세척한 

후 크립톤 기체를 일정량 주입하여 농도를 조절하고 두 개의 습도 발생기

에 공기를 통과시켜 주입기체의 상대습도를 조절하 으며 총 유량은 1ℓ

/min로 하 다. 기체크로마토 그라피(GC)를 이용하여 원하는 농도에 도달

함을 확인하고 고정층에 흡착제를 충전하여 흡착실험을 시작하 으며, 자

동 샘플러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층으로부터 유출되는 기체내의 농도를 

측정하 다. 크립톤 기체의 농도 분석은 GC(Shimadzu GC-14)를 이용하

고, 검출기는 TCD를 사용하 다. 기체 분리용 칼럼은  Molecular Sieve 

5A(입자크기 : 60∼80mesh, 1/8″O.D., 길이 : 2m)를 사용하 으며, GC의 

운전조건은 컬럼온도 30℃, 검출기 온도 80℃, 질소기체 유량은 30 ml/ 

min로 하 으며, 크립톤 피크는 분석 시작후 4분 정도에서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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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for Kr 

adsorption. 

제 3 절 결과 및 고찰

1. 제논 및 수소기체 흡착평형 특성

제올라이트 매질 5종류(3A, 4A, 5A, AW500, 13X)를 이용한 제논과 

수소 기체의 흡착실험을 수행한 결과, Henry 법칙을 따르는 물리흡착이 

주요 흡착 메카니즘임을 확인하 다. Fig. 6-2는 수소기체의 흡착평형 실

험결과로서 제올라이트 종류에 관계없이 압력(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흡

착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는 데, 수소분자의 크기가 사용한 

제올라이트의 기공크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미세 기

공까지 확산되어 흡착되기 때문으로 판단되다. 그러나 수소기체에 비해 제

논기체의 흡착량은 Fig. 6-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논 원자크기에 비해 

케이지 입구 크기가 작은 3A, 4A의 경우 흡착량이 매우 작았으나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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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큰 13X에는 제논 흡착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올라

이트 케이지의 내부 공간에는 수소와 같은 작은 분자는 접근이 가능하나 

크립톤/제논 등과 같은 큰 원자는 접근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

올라이트를 이용한 불활성기체의 효율적인 포집을 위해서는, 13X와 같은 

케이지 입구가 큰 제올라이트를 사용하여 포집한 후 격자를 축소시켜 저

장하거나 제논보다 작은 입구크기를 가진 제올라이트 3A, 4A의 케이지 

내부에 기체를 포집시킨 후 제올라이트 케이지를 구성하는 격자를 팽창시

킴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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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 Adsorption isotherm for various zeolite type on H2 gas.

2. 활성탄 및 천연제올라이트를 이용한 크립톤 흡착성능

활성탄 및 제올라이트 중 13X, 5A를 사용하여 크립톤 기체의 고정층 

흡착실험 결과, 활성탄 및 4.5Å의 기공을 갖는 5A나 7.5Å을 갖는 13X의 

크립톤 흡착특성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 데, 이는 저농도 분석이 원활



2 - 163 

하지 못하여 20,000 ppm 정도의 고농도를 주입하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저농도에서의 분석기술을 정립하여 보다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천연제올라이트인 clinoptilolite의 기공크기는 5A와 

유사하다. 그러나 천연제올라이트는 5A와는 달리 Si/Al의 비가 높으며 강

산처리를 통한 탈알루미늄화로 기공의 변화시킬 수 있다. 중성염과 탈알루

미늄화를 위한 강산처리에 따른 천연제올라이트에 의한 크립톤 흡착 실험 

결과인데, 중성염과 산처리에 따른 크립톤의 흡착능력의 차이는 크지 않았

다.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는 탈알루미늄화에 따라 질소보다 크립톤의 흡착

능력과 선택성이 우수하다고 밝혀졌다. 이 또한 주입농도가 너무 높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며 향후 분석기술 정립을 통한 추가 연구로부

터 천연제올라이트의 응용 가능성이 평가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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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 Adsorption isotherm for various zeolite type on Xe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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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사용된 첨착활성탄 재활용 공정개발

제 1 절  서  설

1. 연구배경 및 목적

원자력시설로부터 발생되는 기체 방사성폐기물중에서 비교적 분열수율

이 높고 휘발성물질인 요오드는 인체내에 흡입될 경우 갑상선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핵종으로 고려되므로 원자력시설의 안전

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습도 조건에서도 유기요오드를 흡착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된 TEDA(TriEthylene-DiAmine)과 KI(Potassium Iodide) 첨

착활성탄이 사용된다[2-21,4-24]. 사용된 첨착활성탄은 성능검사를 거쳐 

흡착성능이 저하될 경우에는 새로운 첨착활성탄으로 교체되어야 하며, 성

능검사에서 불합격된 사용된 TEDA/KI 첨착활성탄은 방사성 유기요오드

를 흡착하고 있어 사용된 첨착활성탄은 방사성 고체폐기물로 분류되어 폐

기물 저장소에 저장관리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처분 대상이 된다.

원자력시설의 운전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한 첨착활성탄의 양은 점

차 증가되는 추세이고, 사용된 첨착활성탄을 소각처리 또는 고화처리하여 

처분하는 대신에 사용된 첨착활성탄으로부터 첨착물질과 흡착된 방사성요

오드를 탈착하여 제거한 후 일반 활성탄과 같이 재생하고, 이어서 재생된 

활성탄에 TEDA 또는 KI를 첨착하여 첨착활성탄으로 제조하여 방사성 유

기요오드를 흡착하는 배기체 처리 공정에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

되면 활성탄에 의한 방사성 고체폐기물의 발생량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처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폐기물 처분장의 여유도를 증가할 수 있으므

로 발전소 운전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원재료인 활

성탄을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성이 증

대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현재 원자력발전국가에서 처분장 확

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사성 폐기물의 부피 저감화에 기여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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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착활성탄을 한번 사용하고 처분하는 방법과 소각하는 방법에 비해 경제

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방사성폐기물을 재사용하는 것이 필요하

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사용된 첨착활성탄으로부터 탈착공정과 재첨착하

여 재활용할 수 있는 공정은 개발된 사례가 없고, 이러한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면 현재 원자력발전국가에서 처분장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사성 폐기물의 부피 저감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세계에서 최초로 개

발되는 기술이므로 외국으로 기술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당 연구실에서는 1992년 이후부터 ASTM D 3803-89 방법에 의해 방

사성 요오드의 흡착성능검사장치를 개발하 고,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서 사용중인 첨착활성탄의 성능검사를 의뢰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한 활성탄 생산업체로부터 신품 첨착활성탄에 대한 물리적 성능검사

(ASTM  3802 외 5 검사항목) 및 방사성 요오드 흡착효율검사를 의뢰받

아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술지원을 통해 국내 원자

력시설에서 사용되는 첨착활성탄 상용화하여 전량 수입 대체 완료(1992

년)하 으며 이들 기술외에도 첨착활성탄중 TEDA 및 KI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추출 분석기술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로는 미국, 독일, 국을 비롯하여 여러 선진국에서 신품 첨

착활성탄 제조 및 성능검사기술 보유하고 있고 신품 첨착활성탄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나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 요오드

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 첨착활성탄을 재활용하여 재사용하는 기술이 개

발된 사례가 없다.

제 2 절  첨착활성탄 탈착공정 실험

세계적으로 활성탄에 대한 요오드의 흡착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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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수행되었지만 탈착공정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흡착

은 흡착제의 표면과 흡착질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인력에 의하여 분자

가 고체 표면에 접촉되어 표면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머물게 되어 분자

의 병진운동의 자유도가 없어지는 현상이고, 다시 분자가 병진운동의 자유

도를 얻어 흡착된 분자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 즉 경계면에 흡착된 물질의 

농도가 감소되는 현상은 탈착이다.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흡착된 상태에서 

분자의 안정화된 에너지의 차이에 따라 흡착과 탈착의 변화 방향이  결정

된다. 계의 온도가 높아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면 흡착 표면으로부터 분

자가 탈착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물리흡착된 분자뿐만 아니라 화학

흡착된 분자도 고온에서 탈착되며, 화학흡착된 물질은 다른 물질로서 탈착

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가열공기를 공급하여 흡착

된 분자를 탈착하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된 첨착활성탄에 흡착된 TEDA/KI 또는 유기요오드를 

탈착하기 위해서는 온도와 압력의 변화를 이용하여 탈착조작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습식방법으로는 특수 화학용액과 사용된 첨착활성탄을 저온

에서 장시간 교반하여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를 가열

하는 건식 탈착방식과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탈착하는 실험을 수

행하 다.

1. 건식 탈착법

사용된 첨착활성탄에 함유된 TEDA+CH3I 를 탈착하기 위해서 활성탄

과 가열공기의 접촉이 우수하고 첨착활성탄 내부에 있는 이물질(먼지 등)

을 제거하기 용이한 유동층을 사용하여 탈착조작을 수행하 다. 실험방법

은 가열된 공기가 유동층 내부로 유입되어 TEDA+CH3I 를 탈착하 다. 

가열공기에 의한 사용된 첨착활성탄의 탈착공정도를 Fig. 7-1에 도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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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 Schematic diagram for TEDA desorption experiment 

using fluidized bed.

가열공기에 의한 첨착활성탄의 건식 재활용 방법은 가열공기를 사용하

여 사용된 첨착활성탄으로부터 첨착물질과 흡착된 방사성요오드를 탈착하

여 제거한 후 일반 활성탄과 같이 재생하고, 이어서 재생된 활성탄에 

TEDA 또는 KI를 첨착하는 방법이다. 본 실험에서는 가열된 공기를 유동

층 내부로 유입시켜 활성탄에 흡착된 가열공기를 이용하여 TEDA+CH3I 

를 탈착하고 아울러 첨착활성탄 내부에 있는 미세 분진과 같은 물질을 제

거하는 것이 용이하다. 사용된 TEDA 첨착활성탄을 유동층에 충전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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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공기를 200℃로 유지하면서 유동층 하부에 공급하여 사용된 첨착활성

탄의 유동화를 유지하도록 하여 사용된 첨착활성탄으로부터 첨착물질과 

흡착된 방사성요오드가 탈착이 일어나도록 한다. 가열공기를 이용하는 건

식탈착법은 유동층 탈착탑에 사용된 첨착활성탄을 충전하고, 가열공기를 

공급하여 첨착활성탄을 유동화하면서 첨착물질과 흡착된 물질을 탈착제거

하여 일반 활성탄과 같이 재생한 후, 재생된 활성탄은 다시 첨착하여 첨착

활성탄으로 제조하여 방사성 유기요오드를 제거하는 공정에 사용하도록 

하고, 재생된 활성탄은 이미 개발된 방사성요오드를 제거하기 위한 

TEDA/KI 첨착활성탄 제조방법[5-34], 첨착공정과 건조공정이 용이한 첨

착활성탄 제조용 유동층 건조장치와 그 운전 방법[5-35], 가열공기로 

TEDA 증기를 발생하여 유동층 흡착탑에서 TEDA 첨착활성탄 제조방법

과 그 장치[5-36]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다시 첨착하여 첨착활성탄으로 

제조하 다. 가열공기를 유동층에서 탈착하는 기술[5-37]을 이용하여 Fig.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TEDA 첨착활성탄 시료 30 g으로부터 첨착활성

탄에 함유된 TEDA 를 탈착하기 위해서 가열공기의 유입량은 25 l/min 

로 유동층에 공급하 다.

2. 습식탈착법

첨착활성탄으로부터 첨착제를 추출하기 위해 추출용액을 추출반응기에 

넣고 첨착활성탄을 넣고 첨착제를 추출한다. 아세토나이트릴(CH3CN) 용액

의 추출용기에 TEDA/KI 첨착활성탄을 넣고 교반하면서 추출하는데 소요

되는 장치는 추출액과 첨착활성탄을 교반하여 추출한다.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사용된 첨착활성탄의 습식 재활용 공정의 장치도

는 Fig. 7-2와 같다. 사용된 첨착활성탄으로부터 TEDA/KI 추출하기 위해 

Fig. 7-2(a)와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사용된 첨착활성탄을 아세토나이트릴

(CH3CN) 용액을 넣은 추출용기에 침적하고 일정 기간 추출공정을 거쳐 

첨착물질과 흡착된 물질을 추출 제거하여 일반활성탄과 같이 재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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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추출액은 증류하여 아세토나이트릴 추출용액과 첨착물질과 방사성

요오드로 분리하 다.

CH3CN
(Acetonitrile sol)

Waste A/C

Activated carbon

Waste 
CH3CN

Cooling water

Heating mantle Acetonitrile

Sieve ( 30 mesh )

Hot plate

(a)

CH3CN
(Acetonitrile sol)

Waste A/C

Activated carbon

Waste 
CH3CN

Cooling water

Heating mantle Acetonitrile

Sieve ( 30 mesh )

Hot plate

CH3CN
(Acetonitrile sol)

Waste A/C

Activated carbon

Waste 
CH3CN

Cooling water

Heating mantle Acetonitrile

Sieve ( 30 mesh )

Hot plate

(a)

Fig. 7-2. Recycle process of spent impregnated activated carbon by 

wet method.

Fig. 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된 TEDA 첨착활성탄 시료 30 g 와 

추출액인 아세토나이트릴 용액 100 ml 을 추출용기에 넣고 상온에서 3 시

간 정도 교반하면서 추출한다. 추출과정을 거쳐 방사성 유기요오드와 

TEDA 가 제거된 재생 활성탄과 아세토나이트릴 추출용액은 분리장치에

서 여과기에 의해서 재생 활성탄과 추출후 아세토나이트릴 용액으로 분리

하 다. 추출공정에 사용되었고 분리장치에서 재생 활성탄과 분리된 추출

후 아세토나이트릴 용액을 재사용하기 위해 증류기에 넣고 83℃ 정도로 

가열하면서 회수되는 증기온도는 72℃ 로 유지하 다. 그리고 증류하면 냉

각기를 거쳐 회수용기에서 순수 아세토나이트릴 용액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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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결과 및 고찰

1. 탈착특성 분석

사용된 TEDA 첨착활성탄에 흡착된 TEDA와 방사성 유기요오드를 탈

착하기 위해서는 TEDA의 휘발성을 이용하여 고온에서 탈착하는 것이 가

능하나 KI 첨착활성탄인 경우는 휘발온도가 높아 수용액상에서 추출방법

을 통해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건식 탈착

TEDA 첨착활성탄을 충전한 유동층에 150 ∼ 200℃ 가열공기로 약 60 

∼ 120 동안 탈착을 수행한 활성탄중에서 1g을 취하여 추출한 후 비색분

석법으로 분석하면 Table 7-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활성탄으로부터 TEDA

가 탈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1. Variation of TEDA content after dry desorption 

유동화 시간 시료의 조건 TEDA(mol/l) TEDA 함량(5)

1 시간 
탈착전 5.1 x 10-3 5.72

탈착후 1.8 x 10-3 2.02

2 시간 
탈착전 3.0 x 10-3 3.37

탈착후 1.2 x 10-3 1.35

이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TEDA가 상당량 잔존하여 활성탄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온도가 더 증가하면 더 많은 양이 탈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습식 탈착

증류는 용액의 비점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기술로서 유기요오드는 

비점이 42.4℃로서 아세토나이트릴의 비점인 81.6℃ 보다 낮지만 첨착활성

탄에 첨착된 TEDA와 유기요오드는 화학반응식에 의해서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므로 실제로 TEDA 의 비점과 같거나 이보다 더 높다고 추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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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가열하면 아세토나이트릴 용액이 먼저 증발되어 냉각기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 KI 첨착활성탄인 경우 KI 비점이 1330℃로 매우 높고 첨

착활성탄에서 이온교환반응에 의해 방사성 유기요오드는 KI 형태로 남게

되고 안정된 요오드 원소가 유기요오드 형태로 첨착활성탄으로부터 배출

된다. 

1L 삼각플라스크에 사용된 KI 첨착활성탄 시료 30g을 아세토나이트릴 

용액 100 ml 에 넣고 충분히 추출되게 하기 위하여 3 시간 이상 shaking 

하여 추출한 결과 분리된 재생 활성탄에는 1g 당 0.61ml 의 아세토나이트

릴 용액을 함유하고 있다. 아세토나이트릴 용액을 함유하고 있는 재생 활

성탄으로부터 아세토나이트릴 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건조하는 과정에서 

아세토나이트릴 용액이 증기 상으로 배출되므로 증기의 배출되는 출구에 

냉각기를 설치하여 배출되는 아세토나이트릴 증기를 냉각하면 회수용기에

서 아세토나이트릴 용액을 회수하면서 동시에 재생 활성탄을 건조시킨다. 

이와 같이 사용된 추출액으로부터 순수 아세토나이트릴 용액을 증류하여 

회수하면 전체 사용된 아세토나이트릴 용액의 70%를 회수할 수 있다. 

KI 첨착활성탄의 추출용액인 경우 아세토나이트릴 용액을 증류하고 나

면 증류장치 바닥에 하얀 색의 결정인 KI가 석출되어 소량의 고체폐기물 

발생된다. 즉, 방사성 고체폐기물인 사용된 첨착활성탄이 극미량의 고체폐

기물로 되므로 폐기물의 부피가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 또한 회수된 

아세토나이트릴 용액은 사용된 첨착활성탄의 추출용액으로 재사용하고, 여

과 분리된 추출용액은 증류기에 넣고 가열하면 비점이 낮은 아세토나이트

릴 용액이 먼저 증류되어 냉각기를 거쳐 용액으로 회수하여 순수 아세토

나이트릴 용액을 추출액으로 재사용하고 첨착물질과 방사성 유기요오드는 

농축 석출하여 소량 고체 형태로 남아있게 되어 고체폐기물의 양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습식공정으로 첨착활성탄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최종적으

로 농축 석출된 첨착물질과 방사성 요오드는 고화처리하여 이를 처분하므

로 폐기물의 부피감량이 극히 우수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2 - 172 

2.  재활용 첨착활성탄 성능시험

사용된 첨착활성탄으로부터 재활용된 첨착활성탄이 원자력급 및 일반 

산업용으로서 품질이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미국 표준검

사방법 (American Standard Test Method, ASTM) 을 기준으로 물리적 

특성검사와 방사성 유기요오드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흡착성능검사를 수행

하여 그 성능을 만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용된 첨착활

성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중인 첨착활성

탄은 ASTM을 기준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Reg. Guide 1.52 또는 

ANSI N 509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한다면 사용하는데 있어서 안전성 

문제는 없을 것이므로 사용된 첨착활성탄으로부터 방사성요오드를 탈착공

정과 재첨착공정 그리고 배기체 처리공정을 확립하여 새로운 첨착활성탄

과 같이 물리적 성능검사 및 방사성 유기요오드 투과효율 검사 등을 만족

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 및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배치체처리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첨착제와 흡착되어 반응

물로 존재하는 방사성요오드를 탈착하는 기술, 탈착된 방사성요오드를 재

흡착·흡수하는 기술, 첨착제를 재사용활성탄에 재첨착하는 기술 등이 실험

을 통하여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재활용 첨착활성탄은 장기간 사용된 것

이므로 활성탄의 재질이 열화되었을 우려가 있으나 재활용공정에서 이를 

보완하고 ASTM 성능검사 규정에 의해서 만족할 수 있는 첨착활성탄 재

활용 기술이 요구된다. 

실험실적으로 수행되는 방사성 유기요오드 흡착투과효율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새로운 활성탄이나 방사성요오드 처리에 사용중인 활성탄의 시

료 일부를 채취하여 정상운전조건보다 더 엄격한 조건하에서 제거효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는 ASTM D3803 에 의해 실험실 검사방법

이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험실적검사방법을 위한 실험장치는 공기/

기체의 조절부분, source 주입부분과 활성탄성능검사부분로 구분되어 있

다. 공기/기체의 조절부분에서는 담체로서 사용되는 공기가 성능검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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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입되면서 명시된 습도조건을 유지한다. Source 주입 역에서는 

I-131 인 원소요오드와 메틸요오드를 주입하는 단계이며, 활성탄 성능검사

부분에서는 일정량의 활성탄시료를 원주형에 채워넣고 0.2∼0.4 sec 의 체

류시간을 기준으로 실험이 실시된다.

재생된 활성탄으로부터 첨착활성탄을 제조하는 방법은 일반활성탄으로

부터 첨착활성탄을 제조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 다. 건식방

법으로 탈착된 재생 활성탄을 유동층에서 빼낸 후 재생활성탄에 

TEDA/KI를 첨착시켜 첨착활성탄을 제조한다. 이와 같이 재생된 TEDA 

첨착활성탄에 대해 제조된 TEDA 첨착활성탄이 원자력급으로서 품질이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국 표준검사방법 (American 

Standard Test Method, ASTM) 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아울러 방사성 유

기요오드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흡착성능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ASTM 

D 3803-89 방법에 의해 방사성 유기요오드 흡착실험을 수행한 결과 

99.8%의 흡착효율을 보여 기준치인 97% 이상으로서 방사성 유기요오드의 

흡착성능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ASTM D3802 방법에 의해

서 첨착활성탄의 경도를 측정한 결과 98.5%를 나타내어 이 또한 기준치인 

95%를 초과하여 물리적 특성을 만족하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가열공기

에 의한 사용된 첨착활성탄의 재활용 과정을 거친 TEDA 첨착활성탄은 

기준치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나 원자력시설에서 배기체처리계통 재활용하

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습식공정으로부터 재활용된 활성탄은 건조장치로부터 빼내어 

TEDA를 첨착하여 TEDA 첨착활성탄으로 제조한다. 이와 같이 재생된 

TEDA 첨착활성탄에 대해 ASTM D 3803-89 방법에 의해 방사성 유기요

오드 흡착실험을 수행한 결과 99.6%를 흡착효율을 보여 기준치인 97% 이

상으로서 방사성 유기요오드의 흡착성능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

리고 ASTM D3802 방법에 의해서 첨착활성탄의 경도를 측정한 결과 

98.7%를 나타내어 이 또한 기준치인 95%를 초과하여 물리적 특성을 만족

하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사용된 첨착활성탄의 재활용 과정을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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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A 첨착활성탄은 기준치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나 원자력시설에서 배

기체처리계통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4 절  활성탄필터의 현장 누출검사

흡착계통에 사용되는 활성탄의 성능을 실제 운전조건하에서 측정하기 

위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활성탄층의 상류측에 프레온

을 주입하고 활성탄필터설비의 상류측과 하류측의 농도를 측정하여 제염

효율이 결정된다[4-24,25]. 지금까지 현장검사에는 I-131 인 원소요오드나 

메틸요오드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사성물질이다. 기상 냉매인 프

레온을 사용할 경우는 활성탄필터의 누출에 대한 정보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고 활성탄필터에 의한 방사성요오드의 제거성능을 알 수가 없다. 현장

검사는 시설에 설치된 집합상태의 활성탄필터의 누출검사로서 적절한 운

전조건하에서 요오드 포집계통에 대한 성능검사로서 프레온을 사용한 요

오드필터의 누출검사방법이 미국, 인도, 유럽 등의 지역에서 표준검사방법

으로 되어 있다[2-21].

실제 활성탄필터의 운전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첨착활할성탄의 유기

요오드 흡착제거능력을 확인하는 실험실 방법이외에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현장검사는 필터계통(필터, holding rack, housing) 의 누출율을 

측정하기 위해 활성탄필터를 설치한 후 가동하기 전과 운전후 활성탄의 

손상(aging, poisoning) 정도에 따라 주기적(3 개월과 2 년사이) 으로 실시

한다. 활성탄의 상류측에 source 를 주입한 후 활성탄의 상류측과 하류측

의 농도를 측정하여 활성탄의 penetration을 결정하여 효율을 결정한다. 

Source 주입 위치는 sampling point 에서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도록 

duct size 의 10 ∼ 20 배 위치떨어진 곳에 주입한다.  

현재까지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source 로는 I-131 인 유기요오드나 

원소요오드이며 냉매인 프레온 가스가 이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

사성물질의 취급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프레온 가스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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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 필터의 누출율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제작하 다(Fig. 7-3 참

조). 프레온 가스를 활성탄필터의 상류측에 주입하고 분 간격으로 상류측

과 하류측의 농도를 계속해서 분석하여 농도비를 계산하여 투과율을 결정

한다. 프레온 가스의 분석은 할라이드 검출기를 이용하 다. 현장에서 활

성탄필터의 누출율을 측정할 경우에는 필터 제작자 또는 이미 활성탄필터

의 누설검사후 프레온 가스를 탈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필터로 현

장에서 시험을 할 경우 하류측의 프레온 농도가 상류측에서 보다도 더 높

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활성탄필터의 현장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최소 6 

시간(16 시간이 적절) 정도는 활성탄필터를 운전해서 프레온 가스를 탈착

한 후 현장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활성탄 필터의 누출율을 미리 측정하여 차후 발생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활성탄필터의 누출율을 측정할 수 있는 시

제품을 제작하 고, 이 장치를 이용하여 IMEF에서 설치된 활성탄 필터의 

누설검사를 실시하 다.

DuctDuct

 

Fig. 7-3. Equipment for performance test of carbon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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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종합 결론

후행 핵연료주기 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 기체폐

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단위공정 기술개발 및 소각공정으로부

터 발생되는 배기체처리 단위공정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산성기체 처리용 흡착제 개발 및 성능평가

•상용 제올라이트 네 종류를 사용하여 SO2 흡착실험을 수행한 결과 

NaX형 제올라이트에 의한 흡착량이 최대를 보 으며, 주입농도 및 층 

높이 변화에 따른 성능평가를 통하여 SO2를 효율적으로 흡착제거하기 

위해서는 최소 5cm 이상의 층 높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화수소 제거용으로 제조된 여러 종류의 첨착활성탄 [첨착물질 : 

CrCl3, Ca(OH)2, NaOH, Fe(NO3)3] 및 sodalime을 사용하여 건조 및 습

윤조건(상대습도 : 85%)에서 성능을 상호 비교한 결과, NaOH-첨착활

성탄의 흡착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습도 조건

에서의 염소기체 처리양은 건조조건보다 약 1.5∼2배 높게 나타났으며, 

NO2기체가 흡착 성능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았다. 즉 산소부화 소각

시 발생된 고농도 염화수소를 처리할 경우 알칼리 슬러지를 이용하여 

일차 습식처리하고 이단계 처리공정으로 고정층 흡착탑을 이용하여 고

습도 분위기하에서 제거하는 것이 장치 규모의 축소와 공정의 단순성

으로 인하여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 후행핵주기공정 배기체처리 기술현황 분석

•후행 핵연료주기공정 발생 배기체 특성 분석 및 대상 공정에 적합한 

처리기술 선정을 위하여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국내․외 기술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 으며, 핵심 기술개발 항목으로서 고온공정 방사성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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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제거기술, 
14
CO2 처리기술, 분진 처리기술, 준휘발성 세슘/루테늄 기

체처리기술(DUPIC에서 기수행함), 불활성기체 처리기술을 도출하 다.

3. 고온공정 방사성요오드 제거용 시제품 개발

•고온공정 방사성요오드 제거용으로 제올라이트 및 실리카겔, 활성탄 

담체를 이용한 은교환 무기흡착제 제조기술을 확립하 으며, SEM- 

EDAX 분석을 통하여 은교환율 측정결과와 무게증가에 의하여 구한 

은교환율 추정결과가 거의 일치하며 흡착제의 기공내에 균일하게 은이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DUPIC 공정으로부터 발생된 배기체내에는 NOx 등의 산성기체가 존

재하지 않으므로 화학적 내구성은 좋지만 흡착성능이 다소 낮은 모덴

나이트보다는 흡착성능이 더 우수한 13X를 담체로 선정하 으며, 은함

유량이 10∼30wt%인 은교환 제올라이트(AgX)를 제조하 다.

•온도변화에 따른 후보 흡착제별 메칠요오드 흡착성능 평가 결과, 상온

에서는 TEDA-첨착활성탄의 흡착성능이 AgX와 AgS에 비하여 월등

히 높지만 온도범위 150℃∼250℃ 에서 AgX의 흡착성능은 활성탄에 

비하여 약 20배 이상 높았으며, 동시에 AgS에 비하여 3배 이상의 흡

착성능을 나타내었다. 온도변화에 따른 흡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

한 결과, 최적의 제거성능을 나타내는 공정 온도는 200℃ 부근이었다.

•AgX-10, 20, 30 wt% 흡착제의 온도변화(30℃∼ 400℃)에 따른 흡착/

탈착 성능을 평가한 결과, 10wt%로 은교환시킨 경우(AgX-10으로 명

명함)가 고온에서의 요오드 제거성능이 적절하고 흡착반응시 은이용율

이 거의 10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AgX-10 은교환 흡착제을 이용한 온도변화 및 농도변화에 따른 흡착

평형량을 구하 으며 흡착된 반응물의 열적 안정성 분석결과 100℃에

서 흡착량은 물리흡착량이 상당 부분 차지하여 높은 값을 나타내지만 

고온에 노출될 경우 탈착량이 커지고 화학흡착된 분율은 낮은 반응온

도로 인하여 다소 낮으므로 열적 안정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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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 부근에서 흡착된 요오드는 탈착율이 낮고 화학흡착 분율

도 높아 열적 안정성이 우수하 다. 

•은교환흡착제 종류별 재활용 단위공정 기술개발을 위한 온도별 탈착특

성 자료를 확보하 으며, 고온 가열에 의한 방사성요오드 탈착율은 은

과의 강한 화학반응으로 인하여 매우 낮으으로 용액을 이용한 요오드 

탈착/고정화 및 은회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실증시험용 AgX-10을 사용하여 고정층에서 층높이(2.6∼10 cm), 주입

농도(10-6 mol/ℓ∼ 5×10
-5
 mol/ℓ) 및 온도 변화등 운전변수 변화에 

따른 흡착 파과특성 실험을 수행하 다. 아울러 비등온 흡착(non- 

isothermal adsorption)개념을 설정하여 고정층에서의 흡착 파과곡선을 

모사한 결과, 층높이가 클 경우 층 내부에서 흡착열에 의한 향으로 

실험값과 계산값이 차이가 났으며, 이러한 결과로부터 실제 운전시에 

흡착층이 클수록 은교환흡착제의 사용수명이 단축될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

•방사성 메틸요오드 추적자를 이용한 AgX-10 시제품의 운전변수별 실

증시험을 수행하 으며, 건조공기 분위기하에서 온도(150℃∼300℃) 및 

유량변화(10ℓ/min ∼ 25ℓ/min)에 따른 포집효율 성능시험을 시험한 

결과 온도 300℃를 제외하고 포집효율이 99.99% 이었으며, 습윤공기

(R.H.=50%)분위기에서는 포집효율이 약간 감소하여 99.9% (DF=10
3)이

었다.

•  DUPIC 공정의 배기체처리계통에 적용하기 위하여 5 kg UO2/Batch의 

핵연료 제조 운전조건을 기준으로 설계변수를 계산한 결과, AgX-10 

흡착제 약 200 g을 사용하면 제염계수를 10
3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약 

6 개월간 사용․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AgX-10의 장기 열화 및 NOx 기체에 의한 피독 향을 분석한 결과,  

상대습도 50%, 30℃에서 10주간 열화된 시료의 비방사성 메틸요오드 

흡착성능은 원시료에 비하여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14주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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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성능이 약간 감소하 고 방사성 메틸요오드 추적자를 이용한 

14주 시료의 효율은 99.95%로서 흡착성능에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대습도 50%,  NO2 주입농도 200ppm의 습윤공기

하에서 장기 피독시험 결과, 10주 이후부터는 흡착효율이 급격히 감소

하여 16주 시료의 경우 포집효율이 99%(DF=100)를 나타내었다.

•방사성요오드 제거용 흡착제로서 천연제올라이트를 이용하기 위한 표

면개질 및 비방사성 메틸요오드 제거성능 평가결과, 최적 표면개질 조

건에서 제조된 은이온교환 천연제올라이트의 메틸요오드 포집효율은 

합성제올라이트를 이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약 50%만큼 성능을 나타내

었다.

4. 14CO2 처리용 반응물질 제조 및 성능평가

•흡착제 종류별 제거성능을 상호․비교한 결과 활성탄≤ MS 13X≪ 

Soda lime의 순으로 제거성능이 우수하 으며, soda lime의 CO2 제거

성능은 활성탄, MS 13X 보다 약 10배 이상 제거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oda lime에 의한 CO2 제거성능에 미치는 수분의 

향을 평가한 결과, 상대습도가 증가할수록 제거성능이 증가함을 보

고 상대습도와 층높이와의 상관관계로부터 85% 습도조건 하에서 충전

층의 높이는 약 12cm 정도가(유속이 13cm/sec 일 경우) 유리한 것으

로 나타났다. 

•Soda lime의 이용률 극대화를 위한 PDBS(Parallel Dual Bed System) 

개념을 도입하고 운전방식 변화 (SRO : Stop-Restart Operation)에 따

른 제거성능을 평가하 다. 고정층에서 soda lime을 이용하여 상대습도 

50% 및 85%에서 파과점(C/Co)이 0.1, 0.5에서 운전정지 후 재운전에 

따른 반응물질의 CO2 제거에의 이용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50%의 습

도조건에서도 85% 이상의 고습도 조건과 비슷한 제거 성능을 나타내

었다. 따라서 이러한 운전 방식을 실제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상세 실

험을 수행하 는 데, 자동 연속운전이 가능한 이중-병렬 고정층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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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BS)를 고안․제작하여 고체매질 이용률 향상 실험을 연속으로 수

행한 결과, 새로운 운전 방식(SRO)의 도입에 따라 고체매질의 이용률

은 약 2배 증가함을 보 으며, 본 장치는 2001년도에 특허로 등록되었

다(특허출원명 : CO2제거용 고체매질의 이용율 극대화를 위한 PDBS 

공정장치, 국내 특허등록번호 : 제 293805 호).

•다공성 slakedlime을 제조하기 위한 개선된 팽윤(swelling) 공정 방법을 

개발하 으며 또한 자체 개발한 팽윤장치를 제작하 다. 최적 제조 조

건은 온도 40℃, 농도 80 vol.% 초산수용액, 팽윤기간 2일로서 팽윤율

을 2.4∼2.5 까지 확보하 다.

•팽윤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반응물질의 XRD 분석결과 Ca(OH)2 성분이 

약 98%로서 매질의 순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SEM- EDAX 

분석결과, 팽윤된 매질은 높은 반응활성을 갖는 다공성들이 고르게 분

포되어 있음을 보 고 거의 대부분 Ca 성분으로 나타났다.

•팽윤 반응물질의 열중량 분석결과, 실험을 수행하 는데, 약 160℃ 및 

530℃에서 수분의 함량이 떨어지면서 흡열반응의 현상을 보 으며, 약 

700℃ 까지 열적으로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체 흡착제로서 활성탄, 제올라이트 13X, soda lime, 비팽윤 slaked 

lime 및 팽윤된 slaked lime을 이용한 제거성능을 상호 비교한 결과, 

팽윤된 slaked lime은 soda lime 및 non-swelled slaked lime 보다 약

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크립톤/제논 불활성기체 처리 성능평가

•제올라이트계 매질 5종 (3A, 4A, 5A, AW500, 13X)에 대해 크세논 및 

수소 흡착실험을 수행한 결과, 3A 및 4A보다 13X의 흡착성능이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불활성기체의 효율적인 

포집을 위해서 13X와 같은 케이지 입구가 큰 제올라이트를 사용하여 

포집한 후 격자를 축소시켜 저장하는 것이 장기간에 걸쳐 안전하게 고

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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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 제올라이트 및 표면개질 천연제올라이트에 의한 크립톤 기체 

흡착성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사용된 첨착활성탄 재활용 공정개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된 첨착활성탄의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시료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최대 10-13μCi/Kg정도를 나타내었다.

•TEDA 첨착활성탄을 충전한 유동층에서 약 200℃의 가열공기로 탈착

시험을 수행한 결과, TEDA가 상당량 잔존하여 탈착시 더 높은 온도

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I 첨착활성탄의 경우 아세토나이트릴 용

액을 이용할 경우 KI는 100% 탈착되었다. 아울러 재생된 TEDA 첨착

활성탄을 사용하여 방사성요오드 성능검사를 측정한 결과, 흡착효율은 

최소 99.5%(DF=20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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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국내에서는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발전을 시작한 이래 최근 광 

3,4호기가 준공되어 11기의 상업용 원자로가 가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 7

기의 원자로가 더 건설되어 2000년대 초반에는 18기의 상업용 원자로가 

가동되고 약 1,600만 kW의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의 

증가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증가는 필연적이며, 이에 따

라 사용후 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재활용 처리 및  처분

기술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에 관련된 연구 (DUPIC, 군분리 및 소멸처리 연

구, S/F시험 등)와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 (Fission Moly)하는 핵연료주

기 시설에서 발생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악티나이드계 핵종에 오염

되거나 이를 소량 함유한 준위가 낮은 알파, TRU 및 혼성 (방사성 핵종 

및 유해 화학물질 함유) 폐기물은 원전 운  중에 나오는 저준위 폐기물

에 비하여 발생량은 적지만 β 및 γ붕괴에 따라 붕괴열을 발생하는 핵분

열 생성물이 다량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반감기의 악티나이드계의 핵

종도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처분시에는 관리기간이 길어야 하므

로 처분장의 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고화매질을 이용하여 안정

한 형태로 고화 처리되어야 하며, 고화체내의 핵종에 의한 열발생율이 상

당히 저감할 때까지 인간에 의해 관리 가능한 상태로 임시저장고에서 냉

각한 후, 적절한 지층 또는 시설중에 처분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인간 환경

과의 격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준위 및 알파핵종 함유 방사

성 폐기물을 가소 및 배합하는 전처리 기술과 적절한 고화매질을 이용하

여 이들 폐기물을 건전성이 양호한 고화체로 제조하는 고화기술은 처분적

지 선택과 더불어 고준위 및 알파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과

제 중의 하나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기술과 연계하여 개발되어야 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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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기술이다.  그리고 고화체의 장기건전성 평가기술도 개발하여 처분장

의 안전성도 높여야 한다.

따라서 본 고준위/알파 폐기물 고화처리 과제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관

리, 연계핵연료 개발, 동위원소 생산 및 연구시에 발생하는 고준위 및 알

파폐기물의 고화처리 공정의 설계 및 실증기술을 확보하고, 고건전성 유리

매질과 유리 대체 고화매질의 개발,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상온고화매질 

(시멘트)의 특성 개선, 고화체 특성평가에 관한 연구․개발을 통해 처분안

전성을 확보하여 최종적으로 고준위 및 알파폐기물 고화기술의 자립을 목

표로 설정하 다.

1단계 연구에서는 초기 2년 (1997∼1998)간은 소내에서 발생이 예상되

는 고준위 폐기물의 양과 특성 조사, 유리 고화체 시편 제조를 위한 실험

실적 용융장치의 제작 및 시운전, 유리 고화체의 특성 평가기술의 조사 및 

폐여과소재를 이용한 유리매질의 제조와 특성시험, 대체 고화매질인 

Synroc (인공암석)의 성분 제조 및 특성연구를 실시하 고, 후기 2년 

(1999∼2000)간은 알파폐기물을 상온고화매질인 시멘트로 고화할 때 야기

되는 기체 (폐기물 혼입량 및 고화체 내이 수화물 함량과 관련됨) 및 공

극발생에 의한 강도와 내침출성 저하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멘트 경화체를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제반 물리화학적 물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하 다.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고화기술은 1950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현재는 양호한 침출저항성, 방사성 안전성 및 다양한 핵종을 취급

할 수 있다는 이점 등으로 공정이 비교적 단순한 붕규산유리 (borosilicate 

glass)를 이용한 공정이 일부 국가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적

인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고화 기술을 대체할 인공암석 (Synroc ; 

Synthetic rock), 결정화 유리 (glass ceramics), tailored 세라믹스, 유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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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복합체 등과 같은 대체 고화매질 개발 및 고화체 제조기술이 연구되고 

있다0-1,2,3,4).  이 고화체들은 다량의 폐기물을 물리/화학적으로 안정하게 

함유하여야 하며, 100만년 이상 외부변화에 의한 침식이 일어나지 않고 결

정상으로 방사성 물질을 보유하여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방사성 충격에 

견디고, 방사성 핵종의 누출이 검출한계 이하로 장기간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준위 폐기물의 고화기술 개발에는 적절한 고화매질의 개발

뿐만 아니라 장단기 특성평가, 고화 공정장치 설계 및 운전기술에 관한 연

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알파폐기물 상온고화기술의 경우 적용 가능한 고화매질로 시멘트, 인산

염 세라믹 및 폴리머 (siloxane) 등이 있는데 기술 평가를 통해 시멘트 매

질이 알파폐기물의 고화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 물성을 개선시키

는 연구를 수행하 다.  시멘트 고화처리는 처리 공정의 용이성과 아울러 

경제적인 이점으로 인해, 유해중금속으로 오염된 폐기물이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리 등에 널리 이용되어 왔다.  시멘트 고화체의 특성 향상

을 위한 연구는 시멘트 고화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과 결부되어 폐기

물 고화처리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멘트 물질과 포졸란계 물

질 (fly ash, furnace slag, clay)과의 화학 반응적 유연성은 시멘트고화체

의 특성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또한 사용되어지

는 시멘트 물질의 대체효과를 가짐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시멘트 고화체를 초임계상의 이산화탄소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SCCD)와 반응시켜서 시멘트 고화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향상시

켜서 수송, 저장 및 처분과 관련되는 제반 규제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특성 개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1,2)
.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 고화

체의 특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써, 수팽윤 능력이 뛰어난 포졸란계 물질

로써 Na형 벤토나이트를, 또한 생성될 수 있는 석회석의 양이 증가될 때 

시멘트 고화체의 구조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소석회를 첨가하 다.  초

임계 이산화탄소로 탄산화 반응을 시키기 전과 후, 그리고 첨가제의 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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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각 고화체의 침출특성, 압축강도, 도변화 및 열중량 변화특성과 같

은 화학적, 물리적 내구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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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고준위폐기물 고화기술 개발

제 1 절  핵연료주기 발생폐기물

1. 연계핵연료개발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 

   경․중수로 연계핵연료 제조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가압경수로에

서 쓰인 사용후 핵연료를 고온에서 산화․환원시키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휘발성기체와 미세한 분말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의 발생량 및 특성

은 공정조건과 원료로 사용된 사용후핵연료 내에 들어 있는 핵분열핵종의 

화학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경․중수로 연계핵연료 제조시 핵

연료를 싸고 있던 피복관등이 고체폐기물로 발생될 수 있다. 

  또한 산화환원중 발생되는 휘발성 핵종의 포집 처리후 고체폐기물로 발

생되는 포집매질이 고화대상 폐기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용후 

핵연료의 산화․환원중 발생되는 휘발성 핵종의 특성과 이들의 포집기술

현황은 다음과 같다
2-1)

.

   가. 휘발성 핵종의 특성

    1) 사용후핵연료내 핵분열 핵종의 화학적 특성

       조사된 핵연료의 조성은 발전소에 장전된 초기 핵연료의 조성, 핵

연료가 연소시에 노심에서 받는 중성자 스펙트럼, 연소시 핵연료가 발생한 

열생성율(specific power or rate of heat generation), 원자로 내에서의 조

사 기간,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에서의 냉각기간 등 여러가지 요인

들의 향을 받아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핵분열성 물질을 갖게 되어, 이들

은 각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중 핵분열생성물은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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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성 핵분열 생성물 (Volatile fission products) : Kr, Xe, Br, I

   - 금속상 침전물(Metallic precipitates)

       : Mo, Tc, Ru, Rh, Ag, Cd, In, Sn, Sb, Te

   - 산화물상 침전물 (Ceramic precipitated oxides)

       : Rb, Cs, Ba, Zr, Nb, Mo, Te

   - 핵연료내 용해산화물 (Oxides dissolved in the fuel)

       : Sr, Zr, Nb, Y, La, Ce, Pr, Nd, Pm, Sm

  이들 각 핵분열생성물이 중성자로 조사된 산화우라늄내에 존재할 수 있

는 화학적 상태는 다성분, 복합상이므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표 2-1에서와 같이 간략화시켜 나타내기도 한다.

Table 2-1. Chemical states of radionuclides in spent fuel and estimation

           of their fractional release during OREOX process

                                                              1 of 2

Residual

elements

Chemical state

in irradiated

oxide fuel[1]

Chemical state of

volatile species

by AIROX

Thermal 

data

(℃)
[2]

Fractional

release,

%

Remarks

Xenon E Xe gas 100

Neodymium A -

Zirconium B - 10.0

Molibdenum G - ∼7.3
1750℃, 

H2

Cesium D Cs2O

Cs2O2

Cs

CsI

CsBr

400 d

650 b

678 b

1280 b

1300 b

100

Cerium A -

Ruthenium G RuO4

RuO2(?)

108 d

727-1227 v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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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f 2

Residual

elements

Chemical state

in irradiated

oxide fuel[1]

Chemical state of

volatile species

by AIROX

Thermal 

data

(℃)
[2]

Fractional

release,

%

Remarks

Barium B BaO2 800 b 10.0

Palladium G -

Lanthanum A - 10.0

Praseodymi

um
A -

Strontium B -

Technetium G - ∼25.1 1750℃, H2

Samarium A -

Tellurium F Te 1390 b 0.015

Yttrium A -

Krypton E Kr gas 100

Rubidium D Rb2O

Rb2O2

RbO2

Rb

400 d

1011 d

1157 d

688 b

?

Rhodium G -

Iodine C I2 100

Europium A - ∼14.0 2000℃, H2

Prometium A -

Niobium 10.0 1800℃

Antimony 11.3
1050℃, 

Vitrify

  [1] A : oxides which dissolve in host matrix

B : Oxides which can dissolve to a limit extent in the fuel and also 

form separate phases

C : single phase halide solution

D : Cs1-xRbxBr1-yIy & compounds analogous to (Cs1-xRbx)2(Y1-YAnY)O4

E : elemental state

F : Single phase chalcogenide solution ... (Cs1-xRbx)2Se1-YTeY
G : Usually single phase alloy, sometime two phase. Some Mo can 

oxidize to MoO2 & also form a compound analogous to 

Cs2MoO4-(Cs1-xRbx)MoO4

   [2] b : boiling, d : decomposition, v : vola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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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여러가지 형태의 핵분열 생성물중 산화․환원(OREOX) 공정을 

통하여 누출되는 핵종은 이들 원소 각각이 산화 및 환원조건에서 생성되

는 금속상 및 산화물상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사용후 핵

연료내에 존재하는 여러 핵종중 실온과 약간의 가열온도에서도 쉽게 기체

폐기물로 발생되는 휘발성 핵분열생성물은 기존의 기체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치 않는다. 그러나 조사된 핵연료에 포함되었

던 핵종 중에는 대부분이 산화․환원공정중에 기화되어 기체폐기물로 발

생이 예상되는 것으로 루테늄과 세슘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의 포집을 위

해서는 그들의 화학적 특성 파악과 이들을 효과적으로 포집할 수 있는 포

집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2) 준휘발성 핵분열 생성물(semi-volatiles)의 특성

       핵설비에서의 오염물질들 중 화학반응, 주변 기체의 조성과 온도 

등에 따라 기체, 액체, 고체의 각 형태로 존재가 가능한 것들을 “준휘발성 

핵분열 생성물" 이라 부른다.  이들은 온도 상승 및 여러가지의 산화조건

에 기인하여 금속 형태에서 혹은 이들의 산화물 형태에서 휘발되기도 한

다.  특히 핵분열 생성물에는 Ru, Cs, Tc, Te, Sb 등의 산화물이 형성되

고 이 중 Ru과 Cs의 산화물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까지만 하여도 일반적으로 루테늄은 내화성 금속으로서 매우 높은 

온도에 도달하지 않으면 누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시나리오에서 위험물질로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체르노

빌 사고 이후 스웨덴에서 채취된 시료로부터 핵분열생성물중의 하나인 루

테늄이 검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서의 가온실험에 의해서도 30

0℃ 정도의 온도에서 루테늄의 누출이 측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금속 산

화물은 모체가 되는 금속보다 훨씬 높은 용융점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

지만, 루테늄은 예외로서 다양한 산화물 형태를 갖는데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RuO4이며 매우 낮은 용융점(25.4℃)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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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휘발성 핵종의 산화․환원공정중 누출거동

     사용후핵연료의 산화․환원공정중 방사성핵종의 누출은 핵연료 펠렛

과 피복관 사이에 존재하는 기체의 누출과 소량의 핵연료 입자들에 의해 

시작된다.  이러한 초기 누출은 매우 소량이지만 온도상승에 따라 증가하

게 된다.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누출은 핵연료 중에 존재하는 성분의 기화 

또는 승화에 의한 것으로 핵연료 물질과 주위 분위기와의 열화학적인 비

평형에 기인하게 된다.  따라서 핵연료 중에 존재하는 방사성핵종의 화학

적 형태와 그들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누출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러한 특

성들은 주위의 분위기와 처리온도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한다. 따라서 지금

까지 발표된 여러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산화․환원공정중 핵종의 누출에 

관한 유추값은 앞에서 나타낸 표 2-1과 같은 누출분율 값을 얻을 수 있

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종의 누출거동은 최고 온도에서

의 유지 시간, 가열속도, 조작시 분위기, 시편의 산화상태, 사용후핵연료의 

종류 및 연소도, 핵연료 시편의 부위 등에 크게 향을 받는다.

  한편 여러 원자가를 갖는 금속산화물은 산화조건에 따라 그 화학적 형

태가 변하므로 물리화학적인 물성들도 변하게 된다. 즉 산화․환원의 고온

공정 중에서는 사용후 핵연료내에 존재하는 핵분열생성물의 원자가가 변

하고 이에 따라 물리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생성된 금속산화

물중 휘발성을 갖거나 증기압이 높은 원소들이 기상으로 누출하게 된다.  

이러한 금속산화물의 휘발거동을 유추하기 위하여 주요 핵분열생성물들과 

이들의 산화물에 대한 열역학적인 자료도 필요하다.

  다. 휘발성 핵종의 포집기술

    1) 루테늄 산화물의 포집기술 

       사용후핵연료내에 존재하는 핵종들중 루테늄은 산화분위기에서 휘

발성 화합물인 사산화루테늄(RuO4)으로 존재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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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으나, 500℃ 이상의 온도에서는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분해되

어 입자상의 이산화루테늄(RuO2)으로 되어 상승된 온도에서 2차 휘발되거

나, 부유 미세입자 표면에 이산화루테늄 형태로 침적되어 함께 배출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기체중의 루테늄은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배관

에 응축되거나 배기체 처리를 위한 포집재에 부착되어 그 여과성능을 저

하시키기 때문에 기체폐기물처리계통의 앞단계에서 제거되어야 할 주요 

대상 물질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루테늄을 포집하기 위해 많이 연구되고 

있는 방법은 냉각될 때 응축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온도구배관법과 또는 

기체의 이슬점(dew point) 이상에서 실리카겔과 같은 흡착재를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포집하는 방법 그리고 다가의 금속이온들을 촉매물질로 이용

하여 보다 안정한 화합물 형태로 변화시키는 화학적인 포집 방법으로 구

분될 수 있다.

     가) 물리적인 포집 방법

        휘발된 루테늄은 응축 또는 흡착과 이온교환등에 의해 배기체로 

부터 포집될 수 있다.  온도구배관은 사용후핵연료 시험설비 또는 재처리

설비에서 사용되고 있는 루테늄 포집장치로서 가열로 내부에서 부터 설치

되게 되는데 휘발성 루테늄(RuO4)이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 관벽에 응축되

는 현상을 이용하게 된다.  흡착재를 이용하여 루테늄을 포집할 경우는 포

집탑의 온도가 흡착량과 제염인자 등의 주요변수로 기체의 이슬점 이상에

서 운전되어야 한다.  이때 휘발된 루테늄의 흡착량은 수분 등의 향을 

많이 받으며, 어느 포화량까지는 성능이 유지되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포집속도가 점차 감소된다. 그리고 흡착된 휘발종은 보다 안정한 상태의 

종으로 서서히 환원되기도 한다.  Newby 등의 실험결과
2-2)

, grade 40 

silica gel은 포집능력과 배기체중 불순물에 대한 저항력 등의 관점에서는 

양호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를 처분하기 위한 고정화 또는 안정화 

공정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휘발 등에 대한 제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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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촉매물질을 이용한 화학적인 포집법

         촉매를 이용한 루테늄의 포집법은 휘발성분이 촉매에 의해 분해

반응을 일으켜 고체상 산화물로 변하는 반응기구를 이용한 것으로 루테늄

산화물이 촉매표면에 침착하는 양이 증가할 수록 반응속도가 증가하므로 

시간에 따라 제염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Vujisic등
2-3)

에 의하면 실리카겔상의 RuO4 흡착은 단순한 물리적 흡착

이 아니라 다가의 금속이온에 의한 환원이 일어나 화학종이 바뀌어 흡착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산화루테늄은 실리카겔 상에 물리적으로 흡

착된 루테늄이 물이나 산에 의해 실리카겔로 부터 누출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러나 사산화루테늄이 흡착된 Merck사의 청색 실리카겔을 

50%-H2SO4 용액에 담가본 결과 0.1% 이하의 루테늄만 용해되었다. 따라

서 RuO4는 실리카겔에 화학적으로 흡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관

점에서 루테늄이 실리카겔에 흡착되는 반응기구는 실리카겔에 포함된 다

가의 금속이온들에 의해 RuO4가 안정한 RuO2로 환원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정이 타당하다면 다가의 금속이온으로 담지된 다른 

흡착재도 좋은 흡착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Newby등
1-2)의 

담지 알루미나, 철 산화물등 여러가지 고체흡착재에 대한 실험 결과에 의

하면, 철산화물이 포집능력과 배기체중 불순물에 대한 저항력 등이 양호함

을 보여주고 있다.  또 철산화물은 고온(300℃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으

며, 고온에서도 재휘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OREOX 공정에 사용하는 것

이 가능하겠다.

    2) 세슘 산화물의 포집 기술

       핵분열생성물 중 방사선적 위험도가 높고 처분시 타핵종에 비하여 

비교적 용출이 잘되는 문제의 핵종이 세슘이다.  따라서 세슘의 안정화는 

대단히 중요하여 여러가지 포집제로 Aluminosilicates(AlSiO4, AlSi2O6, 

AlSi5O12), Phosphate (Zr2(PO4)3),  Titanates (BaAl2Ti6O16, AlxTi8-xO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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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올라이트를 입힌 열처리 탄소 (Pyrolytic-carbon-coated zeolite) 등이 

제안되어 왔다.

  세슘을 포집하는 포집제의 반응특성과 포집한 후의 특성을 살피기 위하

여 먼저 세슘을 포집한 Cs-aluminosilicates (CsAlSiO4, CsAlSi2O6 

(pollucite), CsAlSi5O12)등의 제조, 침출특성 및 안정도에 관한 연구들이 수

행되어 왔다
2-4,5,6,7,8).  Komarneni와 Roy2-4)는 다른 aluminosilicate에 비해

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pollucite(CsAlSi2O6)가 세슘 고정화 물질로서 유

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pollucite는 aluminosilicates와 세슘의 수열반

응(hydrothermal reaction)에 의해서 결정화 될 수 있으므로 가장 열역학

적으로 안정하며 침출저항이 가장 크므로 세슘의 고정화를 위해서 가장 

안정한 재료로 추천되고 있다
2-5, 2-6).  그리고 Gallagher과 McCarthy 등

2-7)은 alumino- silicate가 액상처리 없이 기상으로 부터 세슘을 효과적으

로 제거하기 위한 filter로써의 가능성을 제시하 으며, Mukerji와 

Kayal
2-8)은 세슘에 대한 off-scrubber로서 metakaolin을 제안하 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산화과

정에서 휘발이 예상되는 Cs2O와 aluminosilicate와의 예상 화학반응은 다

음과 같다.

     Cs2O(g) + Al2O32SiO2  -------→  2 CsAlSiO4(s)

     Cs2O(g) + Al2O34SiO4  -------→  2 CsAlSi2O6(s)

     Cs2O(g) + Al2O31SiO2  -------→  2 CsAlSi5O12(s)

  Kaolinite [kaolin] clay 를 500℃ 이상에서 탈수시키면 “metakaolin"을 

만드는데, 이는 900℃까지는 재결정화하지 않으므로 Cs getter로서 넓은 

온도범위에서 작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Al2Si2O5(OH)4  -------→  "Al2O32SiO2" + 2 H2O

         kaolinite                 metakao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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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kaolin은 600℃ 이상에서 여러가지 무기세슘화합물과 반응하여 

CsAlSiO4을 형성하는데 순수한 결정성 생성물을 얻기 위해서는 열처리에 

주의해야 하며 1150℃ 이상에서 세슘이 손실되는 분해가 일부 일어난다

2-9).  그러나 다른 세슘 알루미노 실리케이트는 휘발도가 약간 낮다.  

Al:Si비가 1:2인 재료들은 두번째 반응에 따라 반응하여 pollucite를 생성

하는데 pollucite는 다른 세슘알루미노실리케이트에 비하여 내침출성이 우

수하므로 제조시 Al:Si 비를 1:2로 하는 것이 좋다2-7).  Pyrophylite는 이러

한 Al:Si 비를 갖는 순수한 점토광물인 반면에, montmorillonite는 Al:Si비

가 거의 1:2이며 여러가지 불순물을 갖는 일반적인 점토광물이다. 

  한편으로 Roy등
2-10)은 CsZr2(PO4)3 고화체로부터의 용출율이 0.2g/m2d의 

값을 얻었는데, 이는 CsAlSi2O6,와 CsAlSi5O12 에서의 값과 비슷한 정도

지만 Cs doped BaAl2Ti6O16 보다는 높은 경향을 보 다.  Cs doped 

BaAl2Ti6O16와 coated zeolite 고화체의 용출률은 낮지만 세슘의 함량이 매

우 낮은 단점이 있다.

2. Fission Moly 생산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 

   가. Mo-99의 생산공정

      의료계에서 방사성 추적자로 많이 사용되는 Tc-99m는 반감기가 상

당히 짧기 때문에 사용현장에 설치 가능한 Tc-99m 발생기(generator)를 

이용하여 Mo-99로 부터 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Mo-99의 생산에는 (n,

γ) 반응과 (n,f)반응을 이용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의 특성을 비교

하면 표 2-2와 같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Mo-99의 비방사능이 높은 

fission moly법을 선호하나 1998년 현재까지 확정된 Mo-99 생산계획은 없

다
2-11).



3-14

Table 2-2.  Characteristics of Mo-99 according to the

                    production methods

항     목 (n,γ)
(n,f)

Fission Moly
비   고

 1. 초기 투자비

 2. 표적물질 및 

   구득난이도

 3. 표적 제작

 4. 노내 표적조사

 5. 분리정제

 6. Mo-99 비방사능 

   (Ci/g)

 7. R/W성질/발생량

 8. 크로마토형Tc-99m

    generator 제조

9. Gel형 Tc-99m 

   generator 제조

 극히 적음

 천연(24%) 또는 

농축(98%) Mo-98

구득 용이

 간 편

 단 순

 간 편

 낮음 (1∼10)

단반감기/소량

 가능성

 가능

 많 음

 High enriched U

 구득 어려움

 복 잡

 고도기술 필요

 복 잡

 높음 (∼10
4
)

 장반감기/다량

 가 능

 가 능 (그러나 

  그럴 필요없음)

-(n,γ) Mo는 

 (n,f) Moly의 

 1/1000~ 1/10000

-높아야 유리함

   나.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

       (n,f) 반응으로 Mo-99을 생산하기 위하여 쓰인 우라늄 표적이 원

자로에서 조사되어 발생하는 핵분열성 핵종인 방사성 물질은 Mo-99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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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대부분 방사성폐기물에 남아 있게 된다.  폐기물 가운데서도 Mo 

흡착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대부분의 α 폐기물과 Mo 이외의 핵분열

로 생긴 화학종을 포함함 ; 고준위)로 대부분의 방사능이 유출되므로 그 

폐기물의 관리가 전체 폐기물 관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  그

밖에 표적 용해과정에서 배출되는 배기체중 I-131, Xe-133 그리고 질산의 

분해로 생성되는 NOx가스 등이며 주기적으로 배출되는 요오드 흡착재, 

NOx 흡수폐액, Mo-99 정제폐액 등은 2차폐기물이다.  Mo-99의 분리과정

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종류와 그 발생량을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한편으로 93% 농축우라늄에 대한 핵임계치는 표 2-4와 같으며 이 자료

는 고준위폐기물(고화체 또는 액체) 취급에 대비하여 충분히 고려되어야

만 할 것이다.

   다. 방사성폐기물 처리 방법

      이와 같이 기체, 액체 및 고체의 형태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의 

일차적이거나 최종 처리 방법을 요약하면 표 2-5와 같다. 일차적 처리에

서 어느 공정을 거치든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원칙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공정의 선택에 있어 최종적으로 처리할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은 공정이 채택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일단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종 분량을 최대한 줄이고 처리, 처분에 있어 안전규제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16

Table 2-3.  Radioactive wastes generated from 

   Fission-moly production

공 정
발생

폐기물
형태

발    생    량

       표적

 항목

UO2 UALX

93% EU 20% EU 20% EU

용해

(용해제:

질산)

배기체 기체 I-131

Xe-133

NOX

1.281X10
3
 Ci

4.390X10
3
 Ci

0.17 mol

6.594X10
3
 Ci

5.135X10
3
 Ci

0.74 mol

7.35X10
3
 Ci

5.436X10
3
 Ci

고체 zircaloy tube

SUS

Na2U2O7

1150 g 130 g

370 g

Mo

흡착
고준위

(1차정제

폐기물)

액체 총 발생량 5 ℓ

2.896X10
3
Ci

조성:

  UO2(NO3)2

  HNO3 등

9 ℓ

2.9944X10
3
Ci

조성:

  UO2(NO3)2

  HNO3 등

16.5 ℓ

3.1700X10
3
Ci

조성:

  NaAlO2

  NaOH 등

고체 alumina

이온교환수지

300 g

-

300 g

-

-

300 g

중준위

(2,3차

정제

폐기물)

액체 총 발생량 6.5 ℓ

조성 :

  UO2(NO3)2

  HNO3,

  BO등

6.5 ℓ

조성:

  UO2(NO3)2

  HNO3, 

  BO등

5.5 ℓ

조성:

  NaNO3

  Al(NO3)3

  HNO3 등

고체 alumina 200 g 200 g 200 g

I 흡착 Ag

Modenite

고체 I-131 1 g

1.281X10
3
 Ci

1 g

6.594X10
3
 Ci

1 g

7.35X10
3
 Ci

NO2흡수

(흡수제 :

4N-NaOH)

흡수

폐액

액체 0.1 ℓ 0.3 ℓ 5.5 ℓ

  *기준 : 1batch

          UO2   20% EU (U : 262.6 g)  또는  93% EU (U :  60.9 g)

          UAlX  20% EU (U : 278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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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Criticality of U-235

항  목 구  분 권고치 최소임계치

질량 (kg)
용액

금속

0.35

10

0.82

22.8

무한원통직경 (cm)
용액

금속

12.7

6.9

13.8

7.9

용액체적 (ℓ) 4.8 6.3

농도 (g/ℓ) 10.8 12.1

Table 2-5.  Treatment of radioactive wastes generated from 

Fission-moly production

폐 기 물 처 리 방 법 비     고

∙배기체

  -NOX

  -I-131

  -Xe-133

NaOH에 흡수

Ag-modenite에 흡착

감쇠탱크에 저장

흡수제 주기적 교체

주기적 탈착 필요

자연감쇠에 의존

∙고준위폐액
증발농축후 유리고화

U 분리후 증발농축 및 

유리고화

고화체 :

 - U 포함 : 핵임계제어

 - U 불포함: 저장후 처분

∙I 흡착제

∙NOX 흡수폐액

∙기타 잡고체

저장탱크에 수집후 포장

저장탱크에 수집

가연성/난연성으로 분류

  각각 저장탱크에 수집

   

  기존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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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후핵연료특성 파악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 

  가. 조사후 시험 핫셀 발생 폐기물

      원자로에서 연소중이거나 연소후에 균열 등의 이상 징후가 발생된 

핵연료는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검사를 거치게 된다.  만

일 비파괴 검사만으로는 사용후 핵연료의 특성이 충분히 파악되지 못할 

경우에는 연료봉의 일정부분을 절단하고 그 부분의 핵연료(주성분은 소결

된 UO2)를 얻어 현미경 등으로 관찰하기도 하는데 이때 발생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1) 연료 집합체 구성부품 

       원자로에 들어가는 연료는 집합체를 이루어 노심에 고정되어 연소

하여 사용후에는 집합체로 운반․저장되고 있다.  따라서 조사후 시험 핫

셀에서 개별 연료봉에 대한 특성 시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연료 집합체의 

구성부품도 폐기물로 발생될 수 있다.  97년도 현재 연료 집합체의 top 

end piece는 7개가 발생되어 원자력 연구소내 조사후 시험시설의 수조에 

저장 중에 있다.

    2) 연료봉 절단시 발생되는 부스러기

       PWR 핵연료의 연료봉은 3850mm로 이중에서 비파괴 검사 (NDT) 

로부터 결정된 부위의 핵연료 시편을 얻기 위하여 양단을 자를 때 톱밥형

태의 부스러기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핵연료봉은 봉입저장의 

편의를 위해 길이 600mm가 되게 절단하여 저장용기에 보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때도 역시 부스러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발생된 부스러기

는 제염지에 묻혀져서 스테인레스 저장용기에 넣어진다.

    3) 현미경 시편을 고정하고 연마할 때의 부스러기 

       현미경 관찰을 위하여는 시편의 단면이 매끄러워야 하므로 대표로 

관찰하고자 하는 시료는 고정이 용이하고 연마가 잘되는 에폭시 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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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먼저 고정하고서 이를 관찰하고자 하는 면이 편편하도록 연마를 하는

데 이때 고정물과 핵연료의 일부가 부스러기로 발생된다.  이것도 역시 제

염지에 묻혀서 스테인레스 용기에 넣어진다.

  나. 화학 실험실 발생 폐기물

      연구실에서 의뢰된 일반 방사성 폐기물은 대부분 (95% 정도)이  의

뢰자에게 재발송시키므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양과 준위가 낮다.  

그런데 조사후 시험 핫셀로부터 이송된 핵연료의 (10 g이하/년) 연소도를 

측정하기 위한 용해와 시험중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준위가 높아 고준위폐

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1) 고체 폐기물

       사용후 핵연료를 용해할 때 용해되지 않은 것 한편으로 시료로 채

취되지 않은 나머지 액과 시험이 끝난 폐액은 1ℓ 용량의 증발장치에서 

증발되어 비이커에는 염등의 고체만 남게된다.  이때 염등의 고체 폐기물

이 들어있는 비이커는 파손되지 않도록 캔에 담아져서 조사후 핫셀로 넘

겨져 스테인레스 용기에 담아진다.

    2) 액체 폐기물 

       앞에서 살폈듯이 증발장치로부터 발생된 증기를 응축시킨 것이 액

체 폐기물로 발생되는데 여기에는 비말 동반된 미량의 방사능만이 포함되

므로 그 준위가 낮다.  이 액체 폐기물은 500ml 폴리에틸렌 통에 벤토나

이트와 반반씩 넣어져서 고형화된다.  마개를 한 폴리에틸렌 통은 고체 폐

기물과 함께 스테인레스 용기에 넣어진다.

  다. 폐기물 발생량 

      조사후 시험시설 (핫셀 및 화학실험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그

림 2-1에 나타낸 것과 같은 스테인레스 용기에 담아 저장소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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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15드럼이 발생되었으며 화학실험실에서는 대체로 1년에 한드

럼정도 발생된다.  물론 사용후 핵연료를 DUPIC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재

활용이 활발해 이루어진다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드럼 수는 증가한다.

     

                                40

               60                       50

            500               400

                   65

                                 320

Figure 2-1. Schematic of stainless steel waste reservoir used

 at post-irradiation examination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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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유리화 공정기술 개발

1. 유도가열의 원리2-12,13)

   변압기를 사용할 경우 일차 측에 전압을 가하고 이차 측에 부하를 걸

지 않은 경우에도 변압기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현상

은 변압기 철심에 생기고 있는 자속이 일차측 공급 전압의 진동 (주파수, 

상용전원 60Hz)에 따라 교번하게 되어 그 결과 철심 중에 히스테리시스 

손실(hysteresis loss)이 생긴다.  즉, 유도전류(induction current)의 방향

이 주파수만큼 바뀌는 와전류(eddy current)는 전도체가 갖는 저항만큼 손

실이 생기며 이 손실이 열로 발생되어 철손을 가열시키게 된다.

  가. 히스테리시스 손실 (hysteresis loss)

      그림 2-2에 나타나는 것처럼 몇번 감은 코일 속에 금속막대를 넣어 

이 코일에 교번 전류(진동전류) i1을 통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 금속막대 

속에는 자속(magnetic flux)이 생긴다.

                (a)                     (b)

Figure 2-2.  Principles of induction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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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이 금속체가 쇠와 같이 자성체이면 그림 2-3과 같이 그 자속은 전

류의 교번(진동)에 대해서 히스테리시스 루우프를 그린다.  이 루우프가 

둘러싸는 면적이 클수록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큰 것을 나타내는데 실험적

으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Ph = ηf Bm
1.6 
V [W]                                  (2-1)

여기서  η : 히스테리시스 계수

         f : 주파수 [Hz]

         Bm : 최대자속 도 [wb/m2]

         V : 철심체적 [m3]

B

H

Figure 2-3.  Hysterisis loop

  히스테리시스 계수η는 자성체의 재질에 따라 틀린데 보통 변압기의 경

우에는 규소 강판과 같이 η가 작은 재질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나, 유도가

열의 경우에서는 오히려 η가 큰 편이 가열하기 쉽다.  그러나 피가열체가 

철과 같은 자성체라도, 일반적으로 유도가열때는 피가열체가 변압기처럼 

폐자로를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자속 도도 1 wb/m
2
 (10,000 gaus) 

정도로 매우 크므로, 실효 투자율은 작고, 따라서 η도 작다.  또 사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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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가 수 10 kHz 이상으로 높아지면,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

는 와전류 손실쪽이 훨씬 크게 되므로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거의 무시해

도 지장없다.  물론 구리와 같은 비자성체나 철의 경우에도 온도를 올려서 

768℃의 자기변태점 이상으로 가열하면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0으로 된다.

  나. 와전류 손실 (eddy current loss)

   (1)  전류의 분포

        교류가 흐르는 코일 속에 놓여진 금속체에는, 변압기의 2차권선에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금속체 자신에 기전력이 일어나며 

이것에 의해서 그림2-2의 (b)처럼 유도전류 i2 가 흐르게 되는데 이를 와

전류라고 한다.  이 와전류는 금속체의 횡단면(section area) 각부에 일률

적으로 흐르는 것은 아니고, 다음 식에 표시하는 바와 같이 표면에 집중하

고 내부로 감에 따라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하며 위상(phase)도 늦어진다.  

즉,  

             Ix = Io e
-(x/p) ef(x/p)                                 (2-2)

단,  Ix
 : 표면에서 중심으로 향해서 x m 점에서의 전류 값, A

    Io
 
: 원통형 금속체의 표면의 전류값,  A

    P : 전류값의 표면의 1/e 로 감소하는 깊이, m (e는 자연대수의 값)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현상을 전류의 표피효과(skin effect)라고 말하

며 고주파 유도가열의 특색이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강의 표면소입 (급

냉, quenching) 이라든가 전봉관의 용접 등의 독특한 응용 면이 개척되는 

것이다.  식(2-2)의 P는 고주파 전류의 침투깊이(penetration depth)라고 

해서 다음 식에 표시하는 바와 같이 재료의 비투자율 μ, 저항률 (고유저

항) ρ[Ω․cm], 주파수 f [Hz]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즉,

           P = 
ρ x 10

-7

2π μ r f
 = 503 

ρ
μ r f

    [m]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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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류 및 전력의 분포상태를 살펴보면, 표면으로부터 P까지의 깊이로 그 

발열의 90%까지가 발생하므로, 실용상에서는 고주파전류의 전부가 표면부

터 이 침투깊이의 곳까지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지장없다.  그림 

2-4는 유도가열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금속인 α철, γ철 및 동(구리)에 대

해 주파수와 침투깊이와의 관계를 구한 것이다.

  ○ α철 : 차가운 상태 즉, 상온에서의 철 (고주파 가열시는 앞에서 말

한바와 같이 실효비투자율은 작게되므로 μr=100으로 고려)

        ρo = 10μΩ․㎝, μr = 100, P≒1.6/ f
1/2
 [mm]

  ○ γ철 : 자기변태점 730℃로 강자성을 상실, 더욱 가열되어 오스테나이

트(austenite) 조직으로 변한 상태

        ρo = 100μΩ․㎝, μr = 1, P≒500/f
1/2 [mm]

  ○ 동(구리) : ρo = 1.7μΩ․㎝, μr = 1, P≒65/f
1/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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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Relationship between frequency and penetration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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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고주파가열에서 많이 사용되어 있는 주파수가 f = 400 kHz, 200 

kHz, 100 kHz, 20 kHz, 10 kHz 및 3 kHz와 같이 단계적인 것은, 침투 깊

이가 주파수의 평방근에 반비례 하므로 세 한 주파수 선정이 무의미하다

는 것을 나타낸다.  이들 각 주파수로 900℃ 전후로 가열된 강(γ철)의 침

투깊이는 그림 2-4의 γ철 선상으로 구하면 좋고 표 2-6처럼 된다.

Table 2-6. Penetration depth to hot γ-iron with applied frequency

주 파 수 침 투 깊 이

400 kHz

200 kHz

100 kHz

20 kHz

10 kHz

3 kHz

0.8 mm

1.1 mm

1.6 mm

3.4 mm

5.0 mm

8.5 mm

   (2) 발열

      와전류 손실은 전항에서 말한 와전류에 의해서 전도체에 발생된 저

항손실 (Ohmic loss 또는 Joule's loss) 이다.

  주파수가 낮고 금속체의 내부가 전부 균일한 자장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는 그림 2-5와 같이 원통 금속체의 가운데에서 반지름 r[m]의 곳에서 두

께 dr의 원각(원껍질)을 생각, 그 곳의 내부의 자속 도를 B [wb/㎡] 이

라고 하면, 원각의 기전력 e 는,

e = πr
2
⋅
dB
dt    [V]                                      (2-4)

또 원각의 축 방향의 길이 1[㎝]의 저항 R은 저항율 ρ [Ω․m]로 하면

R = 
2πr
dr
ρ     [Ω]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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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

dr

Figure 2-5.  Heating of cylindrical metal body

와전류 i는 리액턴스(reactance)를 무시하면

i = 
e
R
 = 

2 dr dB
2ρ dt    [A]                               (2-6)

따라서 원각(원껍질)의 전력은

dp = i
2
R = 

r 2(dr) 2

4ρ
2 (

dB
dt
)
2
⋅
2πr
dr
ρ

      = 
πr
3
 dr (

dB
dt
)
2

2ρ      [W/m]                          (2-7)

이것을 r = 0에서 r = a [m]까지 원통 전체를 적분하면 이 원통의 길이 

1m당에 발생하는 전력이 구해진다.  즉,

P = 
πa
4
 (
dB
dt
)
2

8ρ     [W/m]                              (2-8)

고주파 코일은 1m당 n번 감았다고 하고 이것에 흐르는 전류를 I [A]라고 

하면

 B = μoμr H = μo
*μrIn = 4π×10

-4×μrIn

dB/dt = ωB = 2π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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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까 식(2-8)은 다음과 같이 된다.

P = 
8π
5
a
4
f
2
μr
2
n
2
I
2

ρ
x 10-14                               (2-9)

본 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통모양 금속체에 발생하는 전력은 다

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ⅰ) 코일에 통하는 전류의 2제곱에 비례하고

   (ⅱ) 코일의 권수의 2제곱에 비례하고

   (ⅲ) 주파수의 2제곱에 비례하고

   (ⅳ) 원통의 반지름의 4제곱에 비례한다.

  그런데, 주파수가 높아지면 전항에서 말한 것처럼 표피효과 때문에 이제

는 균일의 자계라고 생각할 수 없으며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원통의 직경 d와 침투 깊이 P의 비 d/P > 14일 때는 근사적으로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P = 4π2a μrfρ n 2I 2  x 10-8       [W/m]                  (2-10)

  즉, 발생전력은 원통모양 금속체의 크기가 전류의 침투 깊이 보다도 훨

씬 (10배이상) 클 경우에는 근사적으로

   (ⅰ) 코일에 통하는 전류의 제곱 -혹은 코일의 암페어턴 (ampere 

turn)의 제곱-에 비례

   (ⅱ) 코일의 권수의 제곱에 비례

   (ⅲ) 주파수의 평방근에 비례

   (ⅳ) 원통의 반지름에 비례

   (ⅴ) 재료의 비투자율의 평방근에 비례

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

  식(2-9)와 식(2-10)에서, 어떤 일정 시료에 주파수를 광범위하게 바꾸어 

가열할 때의 발생전력은 그림 2-6과 같이 주파수가 낮을 때는 주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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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에 비례하고, 주파수가 높게되면 주파수의 평방근에 비례하게 된다.  

즉 어느 것으로 해도 주파수를 높일수록 발열이 많이 되지만 이 양 특성

의 분기점을 유도가열의 임계주파수 (critical frequency)라 한다.

                                            P∝f
1/2

                             임계주파수     a/P>10

                             a/P=2.25

                    P∝f2

                    a/P<1

Figure 2-6. Relationship between power generation and

                   frequency for a cylindrical metal body

이 임계주파수는 계산에 따르면

      [μo (진공의 투자율) = 4π×10
-7 [H/m]]

      a/P = 2.25                                               (2-11)

본 식에 식(2-3)의 P의 값을 도입하면

     

a

503 ⋅
ρ
μ r f c

 = 2.25

∴  f c = 1285 x 10
6 
x 

ρ

μ r a
2     [Hz]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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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은 그림 2-4에 나타낸 각종 재료에 대한 임계주파수를 식 

(2-12)에 의해 구한 것이며, 반경 10 mm의 경우에는 γ철이라도 fc = 12.8 

kHz로 비교적 낮은 주파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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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frequency and

                   diameter of specimen

  종래 유도 가열에는 1∼10 kHz의 전동 발전기가 흔히 사용된 - 최근은 

사이리스터 인버터 (thyrister inverter)로 바꾸어지고 있으나 - 것도 이처

럼 임계주파수가 낮기 때문이다.  임계주파수 이하에서는 주파수에 약간의 

변동이 있어도 곧 가열상태에 변화가 발생하며, 가열효율은 주파수가 높을

수록 좋으므로 보통 임계주파수의 5배 이상의 주파수가 선택된다.  그러나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번에는 표피효과나 근접효과(proximity effect) 등이 

생기므로 취급이 어렵게 된다.  일반적으로 낮은 주파수는 무딘 칼, 높은 

주파수는 면도칼 같은 느낌이다.  유도가열에서는 어떠한 주파수를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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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가 사용상의 중요한 문제이며 그 용도에 따라서 적당한 주파수를 선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모두 코일로 만들어진 자속은 전부 금속체를 통과한

다고 생각해 왔으나 실제는 코일과 시료와의 사이에는 간격이 있으므로 

자속의 일부는 누설해 버려 효율이 떨어진다.  가열 코일과 시료와의 사이

에는 그림 2-8과 같은 등가회로를 생각할 수 있다.

                        R1          M        R2 

                         I1                         I2 

                   e        L1            L2

Figure 2-8.  Equivalent circuit for heating coil and specimen

  이 회로를 풀면,

V1 = (R1 + Jw L1)․I1 - Jw M I2 (a)

0 = -Jw M I1 + (R2 + JwL2)․I2  (b)                    (2-13)

식 (b)에서,

I 2 = 
JωM

R + JωL 2
⋅I 1 = A⋅I 1                             (2-14)

이것을 식(a)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V 1
I 1
 =  R 1 + 

(ωM)
2
 R 2

R22+(ωL 2)
2  + Jω [L 1- 

(ωM)
2 
L 2

R22+(ωL 2)
2 ]

     = (R1 + A
2
R2) + Jw (L1-A

2
L2)                      (2-15)

단, ꠐAꠐ = A = 
ω M

R
2
2 + (ωL 2)

2
 ≒ 

M
L 2  = 결합인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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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속체를 가열하는 전력은,

        I2
2 R2 = A2 I1

2 R2                                      (2-17)

또 일차코일의 손실은 I1
2
R1이니까, 가열효율η는,

η =  
A
2
 I
2
1 R 2

A
2 
I
2 
1 R 2+I

2
1 R 1

=
1

1+
R 1

A
2
R 2
                        (2-18)

즉, 효율 η는

  (i) 일차코일의 저항을 작게 할수록

  (ii) 결합인수 A를 크게 할수록

잘 된다.  이상의 해석에 있어서 I1R1은 측정 가능하다.  단지 R
2
는 표피효

과와 근접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계산은 복잡하게 되나 실험적

인 보정을 행하면 구할 수가 있다.  또 결합인수 A는 문헌에 나와있는 그

림들에서 구할 수가 있다.  그림은 결합인수의 2제곱의 값과 금속체의 반

지름 a와 코일의 반지름 b와의 비 b/a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일

반적으로 코일의 높이 h가 금속체의 직경보다도 클수록 결합인수는 크며 

변화도 완만하다.  또 일차코일을 n회 감은 것일 때는 A
2에 n2를 곱하면 

좋다.

2. 유도가열 용융장치

   코일에 흐르는 고주파 전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유도전류가 고주파에 

의해 생긴 와전류가 전도체에서 저항을 일으켜 열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유도 가열장치를 제작하고자 할 때는 먼저 적절한 주파수와 출력을 갖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제작하여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287kHz의 주파수와 

설정된 최대 활용 전압 7.5kV, 진공관 플레이트(plate)에서의 최대 활용 전

류 2.8A, 진공관 그리드(Gri)에서의 최대 활용 전류 0.6A의 특성을 갖는 



3-32

고주파 발생부와 가열/용융부를 포함하는 그림 2-9 (A), (B)와 같은 고주

파 유도가열 용융장치를 제작하 다.  본 장치는 정류부, 발진부, 조정부 

및 가열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50 kHz / 8 kV / 4A

 with Cooling Water

Outlet
Chilled Water

   30 L/min

Electric Power

220V / 60kVA

P/G
Pyrometer Off-gas

 Outlet

R/F Generating
Power Supplier

Melting Chamber 

Induction
Coil

Cu Skull
Crucible

Figure 2-9(A).  Schematic of experimental induction melting unit

 (a) Power supply and control unit    (b) Melting and tilting unit

Figure 2-9(B).  Photograph of experimental induction melting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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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류부분

      3상의 220V의 입력전류를 10kV의 고전압으로 바꾸고 발생된 고전

압 교류를 tap 방식 정류기에 의해 최대 10kV의 직류로 정류시킨다.

  나. 발진부분

      정류부에서 출력된 고전압의 직류전류를 콘덴서를 통해 3μF, 13kV 

DC로서 1차 평활을 한다.  2차 고주파 발진에 의한 소자의 충격을 방지하

기 위해 소자 보호회로를 구성시켰다.  평활화를 이룬 고전압을 수냉식 발

진소자를 이용하여 발진관의 P단자에 입력하여 필라멘트에서  가열된 열

전자 진공방출량과 제어된 그리드(grid) 전류량과의 결합으로 초기 발진이 

시작된다.  발진된 전류는 4,800pF, 20kV의 직류 차단장치를 통과하여 고

주파 가열코일과 1,000pF, 20kV의 용량을 갖는 병렬 공진회로인 탱크회로

에 전가된다.  본 부분에서는 항상 일정한 값을 얻을 수 있도록 압력/전류

/고주파전력 귀환회로를 사용하 다.

  다. 조정부분

      입력 상용전압인 220V, 3φ의 위상을 제어하는 기능과 정류 및 발진

부분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여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제어용 

유니트는 SFL형으로 되어 있다.  이상이 감지되었을 때에는 경보음이 발

생되며 입력전원이 차단되도록 되어 있다.

  라. 가열부분

      가열부분은 필요한 직경을 갖는 구리파이프를 코일형태로 감아서 

고주파 발생장치에 붙여서 쓰도록 되어있다.  연결부위는 코일을 직접 고

주파 발생장치에 붙여서 쓰거나 또는 유연성을 갖는 연결부품을 이용하여 

연결하도록 하 다.



3-34

3. 유도가열 장치를 이용한 유리매질의 기초 용융실험

   용융후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리의 조성이 표 2-7에 나타낸 것과 

같이 되도록 산화물 및 탄산염 형태의 공업용 및 1급시약을 혼합한 표 

2-8과 같은 분말을 대상으로 용융실험을 실시하 다.

Table 2-7. Target glass composition after melting

성  분 SiO2 B2O3 Na2O Al2O3 CaO ZnO

분  율

(무게%)
54.94 16.94 14.29 5.93 4.88 3.02

Table 2-8. Chemicals and their weights used for melting experiment

성  분 SiO2 H3BO3 Na2CO3 Al2O3 CaO ZnO

무  게

(g)
218.5 119.7 106.8 23.6 19.4 12.0

  가. 알루미나 도가니를 이용한 유리 용융실험

      가열장치는 유도코일의 내경이 130mm 이고, 코일의 감은 회수가 6

번이 되도록 하 다.  그리고 용융물이 담겨질 내화용기로는 상부내경이 

74mm, 하부내경이 40mm, 높이가 95mm인 원추형 알루미나질 도가니를 

사용하 다.

  내화용 도가니에 원료분말을 넣고 유도코일에 고주파를 흘려도 무기물 

분말은 유도되지 않기 때문에 고주파의 와전류 손실에 의한 가열이 되지 

않으므로 발열체로서 금속링을 넣고 이를 유도 가열시켜 발생된 열에 의

해 원료분말을 용융시키는 간접가열 방법을 사용하 다.  실험 초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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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0g 정도의 혼합분말과 금속링을 함께 넣어 금속링에서 발생된 열

에 의하여 분말이 분해, 반응, 용융 등의 물리화학적 변화에 의해 액상의 

유리용융물이 되면 소량의 혼합분말을 소량씩 추가하 다.  분말을 모두 

투입한 후에 유리 용융물의 액면에 떠있던 물질들이 모두 반응하여 더 이

상의 기포가 발생하지 않을 때를 반응이 끝난 때로 하 다.  이때 사용된 

금속링은 직경 약 19mm의 탄소강 (두께 1.60mm), 스테인레스강 (두께 

1.06mm)와 티타늄 (두께 0.90mm)으로 약 20mm 정도의 길이로 잘라서 

사용하 다.

  혼합분말 500g을 모두 녹여서 반응이 끝나는 시간은 첨가된 링의 종류

와 개수에 따라 달랐는데 이 결과는 표 2-9와 같다.

Table 2-9.  Variation of melting time with type of metal ring

Type of 

metal ring
Number

Weight 

(g)

Melting 

time 

(min.)

Plate 

Voltage

(kV)

Plate 

Ampere

(A)

Grid 

Ampere  

(A)

Titanium

3

4

5

6

7

 6.94

 9.95

11.77

14.12

16.14

-

73.0

66.5

54.0

33.0

5.4

5.7

5.4

5.5

5.6

1.55

1.92

1.62

1.67

1.72

0.52

0.52

0.51

0.52

0.52

Iron

2

3

4

15.24

19.80

28.25

51.5

34.5

16.0

5.3

5.5

5.6

1.62

1.70

1.91

0.52

0.52

0.51

Stainless 

steel

2

3

4

5

6

7

 8.25

13.45

17.45

21.56

28.16

32.85

-

45.0

38.5

26.5

25.0

24.5

5.0

5.3

5.7

5.3

5.6

5.6

1.45

1.60

1.60

1.61

1.72

1.80

0.51

0.51

0.52

0.51

0.52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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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0과 2-11에 유도가열에 사용한 금속링의 종류 및 무게와 인가

전력에 따른 용융시간의 변화를 도시하 다.

  반응 초기에는 도가니내의 유리성분은 전도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유도전

류에 의한 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따라서 초기발열을 위해 금속링을 

넣어주고, 이를 유도가열시켜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유리성분을 반응 

및 용융시킨다.  결과적으로 금속링의 무게가 증가하면 초기에 발생되는 

열량이 많으므로 일정량의 유리성분을 분해, 망목구조 형성 및 용융시키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데 그림 2-10에서 보듯이 금속링 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용융반응의 완료시간은 대체로 직선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때 티탄링의 기울기가 가장 크며, 스테인레스강의 기울기가 작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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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0.  Effect of types and weight of metal ring

                      on the glass melt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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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1에는 고주파 전원공급장치의 진공관에서 발생되는 출력을 금

속링의 무게로 나눈 값에 대한 일정량의 유리성분의 반응 완료시간을 나

타내었다.  티탄링의 경우 출력/금속링무게 비가 약 0.75까지는 용융에 필

요한 시간이 증가하나, 0.75 이상에서는 완만해져서 거의 일정한 값을 나

타낸다.  이는 단위 질량의 금속링에 인가할 수 있는 유효전력량은 일정하

며 이 이상의 전력을 투입하여도 용융시간 단축효과는 없음을 나타낸다.  

일반철과 스테인레스강의 경우는 본 실험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보

이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위의 실험들은 고알루미나질 도가니를 이용한 용융실험을 실시한 경우

이다.  이때에는 적은 전기량으로 용융이 가능하다는 즉,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리 용탕과 접촉하는 부분의 도가니가 일부 용융

되어 실제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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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1.  Variation of glass melting time with

                        plate power/weight of metal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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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주파 코일을 냉각용기로 유리 용융실험

      고주파가 흐르는 코일 (위쪽 직경 130mm, 아래쪽 직경 80mm, 5겹)

에 내화재를 발라 효율이 높은 냉각용기를 만들어 용융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12 참조).  고주파가 흐르는 고순도 구리관에 전류가 흐를 때 흐름

방향이 아주 짧은 시간에 계속 바뀌므로 전도성이 높은 구리관에서도 열

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류량이 큰 조건에서 고주파의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냉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고주파가 흐르는 

코일은 속에 물이 흐르게 하여 냉각을 시키는데 이렇게 냉각이 되는 코일 

사이에 내화재를 붙여 용기를 만들면 속에서 높은 온도가 유지되더라도 

코일에 가까운 용기벽면은 흐르는 물로 냉각되어 내화재의 수명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사용한 내화재는 크롬이 함유된 (함유량 80%) 것

으로 원진 (WSC-10CR)에서 시판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 다. 용융실험은 

유리성분 300g중 일부를 취하여 티타늄 링이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다진 

후 고주파에 의해 반응이 시작되어 유리성분의 일부가 분해되고 또 함께 

용융되면 나머지를 서서히 넣으면서 반응 및 용융특성을 살폈다.

Figure 2-12.  Photograph of glass melting in a refractory-lined 

induction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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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첨가된 티타늄 링의 향

      금속인 티타늄 링은 고주파 전류에 의해 유도되어 곧바로 가열되고 

또 산소에 의해 산화되어 TiO2로 유리매질 성분의 하나가 되어 용융된 유

리에 함께 녹아든다.  이와 같이 초기의 발열재 역할을 하는 티타늄 링이 

넣어지는 양에 따라 초기반응과 용융에 필요한 발열효과에 큰 향을 미

친다.  초기 링이 3개 (12.59g) 넣어진 경우에는 티탄이 산화티탄으로 산

화되기 전까지는 유도되어 발열을 일으켜 반응과 용융을 유지시킬 수 있

으나 시간이 지나 티탄늄 링의 산화가 대부분 완료되게 되면 용융물이 냉

각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리의 용융물이 고주파에 의하여 발열

하는 열량보다 냉각용기에 의하여 빼앗기는 열량이 보다 커 점점 냉각되

어 발열도 줄어들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 티탄 금속이 산화금속으로 바뀌

고 유리 용융물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진공관에 걸리는 전압이 약간 떨어

지며 (5.8kV → 5.5kV), 그리드 전류도 떨어지나 (0.56A → 0.46A) 플레이

트 전류는 증가한다 (1.80A → 2.45A).  이와 같이 그리드 전류와 플레이

트 전류가 변화함에 따라 각각의 최대 설정값을 넘을 위험이 발생될 수 

있으며, 넘게 되면 안전상 고주파 발생기가 멈추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고주파발생기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도록 조정값을 바꾸었

으며 또 멈춘 경우에는 다시 재가동하 다.  만약 고주파 발생기의 전체 

용량이 커서 변화하는 전압과 전류값보다 높은 값으로 설정되었다면 고주

파 발생기가 멈출 이유는 없다.  

  한편으로 초기에 티탄늄 링을 5개 (21.64g)를 넣어 초기부터 반응을 활

발히 일어나게 하고 용융물의 온도가 높게 유지되도록 진공관에 걸리는 

전압을 계속 변화시키면 용융물이 식지 않고 용융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

었다. 그리고 티탄늄 링의 첨가시에 티탄늄의 양이 적을 때는 많았을 때

보다 플레이트의 전압이 낮고 그리드 전압이 크게 나타났다 (표 2-10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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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0.  Working voltage and ampere of an electronic vacuum

  tube during glass melting in a refractory-lined induction coil

경과시간 0 9 9
(재가동)

15 16 18 25 28 31

kV 5.75 5.60 5.75 5.70 5.30 4.90 4.50 4.90 5.25

Plate A 2.15 2.32 2.00 2.28 2.20 2.18 2.08 2.14 2.28

Grid A 0.50 0.49 0.53 0.49 0.45 0.40 0.36 0.41 0.44

% 52.0 50.0 50.0 50.5 47.0 43.0 40.0 44.0 45.5

설정값 7.0 7.0 7.0 7.0 6.5 6.0 5.5 6.0 6.5

   2) 초기 조정값의 향

      처음에 조정값을 높여서 진공관에 걸리는 전압을 높게 하여 반응을 

시작할 수 있으나 금속이 산화물로 바뀌고 유리성분이 용융하게 되면 그

리드 전압은 떨어지고 플레이트 전압은 증가하여 설정된 플레이트 전압 

값을 넘게 되어 고주파 발생기가 멈춤에 따라 적절한 조정값을 찾을 수가 

없었다.  만약 고주파 발생기의 용량이 커서 바뀌는 그리드 전압과 플레

이트 전압의 변화값을 흡수 할 수 있으면 첨가되는 티탄늄 링의 양(초기

의 발열을 위해 첨가된 금속)과 또 마지막에 용융물의 양의 증가에 따라 

적절한 초기 조정값을 바꾸지 않아도 유리성분들의 반응과 용융상태를 유

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고주파 발생기가 멈추지 않도록 플레

이트 전류의 변화에 따라 조정값을 바꾸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고주파 전류 코일을 냉각용기로 하고 바닥도 냉각한 실험

      고주파가 흐르는 코일을 위, 아래의 직경이 같은 (직경 125mm, 5

겹) 것에 내화재 (원진 WSC-19, 크롬성분이 없고 알루미나가 93%인 것)

를 바르고 밑바닥은 구리관을 나선형으로 만들어 냉각수가 흐르게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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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재를 발라 바닥도 용융이 되지 않도록 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 결과 이 용기를 사용하면 어느 경우에도 냉각의 속도가 커서 용융

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다.  즉, 금속 링을 추가하면 용융이 유

지되다가도 금속이 모두 산화되면 용융물이 점점 식는 상태로 바뀌었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고주파 발생기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용량

으로는 냉각용기에서 빼앗기는 열량을 넘어서 용융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열량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스테인레스 용기를 이용한 유리 용융실험

     본 고주파 발생기는 전도율이 낮은 용융된 유리가 약간의 전류를 통

하면서 발열을 하도록 높은 고주파가 걸리도록 만들어진 것으로써 금속 

용기가 뜨거워져 내부도 뜨거워지는 실험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즉, 

금속용기만을 가열할 때는 수십 kHz의 주파수가 적당하다.  따라서 본 실

험은 금속 용기에 의한 유리성분이 녹을 때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실험

일 수밖에 없었다 (그림 2-13 참조).  

  금속용기를 쓰게 되면 진공관의 플레이트 전류값이 크게 나타나 조정값

을 낮출 수밖에 없었으며 유리성분의 용융에 따라 플레이트 전류값이 증

가하기도 하여 고주파 발생기가 멈출 수도 있다. 그러나 플레이트 전류값

의 변화는 크지 않아 하나의 조정값으로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  용융상

태의 진공관의 전압은 3.9kV, 플레이트 전압 2.16A, 그리드 전압이 0.36A

으로 조정할 때 43% (설정값 3.55)를 나타냈다.  이때 발열은 충분하지 않

아 내용물을 붓을 수 있는 정도로 낮은 점도를 유지시킬 만큼으로 용융물

을 높은 온도로 유지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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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Photograph of glass melting in a stainless steel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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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고준위 폐기물용 유리매질 개발 및 특성 연구

1. 고준위 폐기물의 유리고화기술

  가. 유리2-14,15,16,17)

     유리를 물리화학적으로 설명할 경우에는 유리 생성의 기술적 과정 

즉, 유리 용융액이 액체로 존재하는 고온에서의 체적을 규명하면 된다.  

그림 2-14는 물질의 온도변화에 따른 체적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냉각시 

액체나 용융액은 대체적으로 그 체적이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용융점 Tm

에서 고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체적감소가 수반되며, 계속 냉각시에는 낮은 

팽창계수로 체적이 줄어든다.  즉 선팽창률은 액상일 때보다 고상일 때 훨

씬 적다.

                                     Plastic
                     Solid Phase     Phase    Liquid Phase

       Volume

                          Glass

                         Crystal

                                   Ts  Tg Ta Tm    Temperature

Figure 2-14.  Change of Volume wit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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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4에서 실선은 열역학적 평형상태이며, 만일 Tm 점에서 고화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체적감소는 굵은 점선을 따라 계속된다.  이 ‘과

냉각 액체 혹은 용융액’의 범위는 열역학적으로 준안정한(meta-stable) 평

형상태이다.  이 곡선은 특정온도에서 기울기가 줄어들어 결정선과 평행을 

이루며 더 이상 평형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선의 휘임은 

냉각시 액체의 점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며, 각 온도에서 액체의 구조 재배

열이 느려지고 결국에는 점도가 매우 높아 더 이상 평형상태의 유지가 불

가능해져 액체로부터 고체로 전환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리의 생성은 

일정한 점도 즉, 10
13
 dPa.s (poise)에서 일어나고 이에 해당하는 온도를 

유리 전이온도 (Glass transition or transformation temperature) Tg라 한

다.

  나. 유리물성

     유리용체 및 유리의 물성은 1) 용융로의 운전성을 확보하고, 2) 저장 

(또는 처분)시설에서의 고화체 인수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평가되어야 

한다. 용융로 운전상 필요한 주요물성으로는 점도, 전기전도도, 액상화온도 

등인데 표 2-11에 미국 PNL의 전극봉식 전기로에서 수용 가능한 유리용

체 및 유리의 물성을 나타내었다
2-18).

   1) 점도 (Viscosity)

     가) 유리의 점성과 온도의 관계

         유리는 고형상태로 부터 완전한 용융상태로 될 때까지 그 점도

는 연속적으로 변화한다.  실온에서는 매우 큰 점성치를 가지나 온도가 높

아짐에 따라 차츰 낮아져 용융 상태에서는 약 100 poise (10 Pa.s) 또는 

그 이하의 값으로 된다.  

  Andrade는 용융 유리가 보통의 액체 분자 구조와 같은 구조를 갖는 즉, 

Newton 유체로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식 (2-19)와 같은 점도 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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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 다.

 η = A1 e
B/T                                            (2-19)

   또는 log η = A1 + B/T                                     (2-20)

Table 2-11.  Glass property acceptability criteria for

                       an 1150℃ melter at PNL

Property Acceptability Criteria

․Viscosity at 1150℃

․Electrical conductivity at 1150℃

․Liquidus temperature

․Phase separation

․Dissolution rate in deionized water

    PCT (7 day, A/V = 2000 m
-1)

     - B normalized release

     - Li normalized release

     - Na normalized release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Devitrification during cooling

2∼10 Pa.s

10∼100 S/m

≤ Tm-100℃ ≒ 1050℃

No liquid-liquid separation

  in the melter

≤ EA glass

8.2 g/m2

4.8 g/m2

6.6 g/m2 

Descriptive

Descriptive

  Littleton 및 Lillie는 점도의 크기에 따라 유리의 공학적 특성온도를 정

의하 다.  또한 유리의 점성을 광범위한 온도에 걸쳐 측정하면 식 (2-20)

의 직선관계를 만족하지 않음을 보 다.  이는 유리구조가 온도에 따라 변

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용융유리를 넓은 범위에서 Newton 유체라고 생

각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나타낸다.  점도에 따른 유리의 공학적 특성 온

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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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ain point (log η = 14.5)

       점도가 4x1014 poise (log η = 14.5) 일 때의 온도로 이 온도에서 

유리는 점성유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아무리 장시간 이 온도를 유

지하여도 strain을 제거할 수 없다.

    ○ Annealing point (log η = 13.4, 서냉점)

       점도가 2.5x10
13 poise (log η = 13.4) 일 때의 온도로, 이 온도에서 

15분간 유지하면 strain이 제거된다.  10
13
 poise (log η = 13.0)로 

정의하기도 한다.

    ○ Softening point (log η = 7.65, 연화점)

       점도가 4.5x107 poise (log η = 7.65) 일 때의 온도로 Littleton 

point 라고도 부른다.  이 온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유리에 응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스트레인도 생기지 않아서 연화점은 작업온도 

범위의 최하한이라고 생각된다.

    ○ Flow point (log η = 5, 유동온도)

       점도가 1x105 poise (log η = 5) 일 때의 온도로 Lillie point 라고

도 한다.  이것은 유리의 성형 작업을 할 때의 기준이 된다.

    ○ Working range (log η = 3 내지 4 ~ 7.6 사이, 작업온도 범위)

       점도가 log η 값으로 3~4로 부터 7.6 정도 사이의 상태를 말한다.  

성형작업을 할 때의 최적 점도 범위이다.

     나) 유리성분이 점성에 미치는 향

         R2O․SiO2계의 2성분 유리에서 R2O의 비율이 증가하면 유리의 

점도는 감소하는데 그 효과는 Li2O > Na2O > K2O의 순서로 나타나서 특

히 Li2O의 효과가 크다.   이와 같이 점도 (또는 용융온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적 용융보조제를 융제 (flux)라 하는데 주로 알칼리 및 알칼

리토족 원소들이 이러한 작용을 한다.  일반유리 제조의 경우에는 주로 탄

산나트륨이 사용되나 유리의 내수성, 내약품성 때문에 사용량에도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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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유리의 일정한 물성을 유지한 채 용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탄산나트

륨보다 더 활발한 융제 작용을 하는 것을 약간 첨가해서 용융을 촉진할 

수 있는데 불소(F)나 리튬(Li)이 기포가 크게 문제되는 유리 또는 근원적

으로 용융이 매우 어려운 특질 조성의 유리를 용융할 때에 한해서 사용된

다.  Si를 0.1% 대치시 유리 연화점 강하율은 Lithia가 약 4℃, 불소 약 

3℃, 탄산나트륨이 약 1℃로 Li의 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Li와 F의 첨

가특성을 살펴 보면 Lithia (Li2O)는 Si의 0.2~0.5%의 대치에서도 용융을 

촉진할 수 있고 lithium carbonate (Li2CO3), petalite (Li2O․Al2O3․8SiO2) 

또는 spodumen (Li2O․Al2O3․4SiO2) 등의 광물형태로 사용되나 매우 고가

이다.  한편 불소 (F)는 0.2~0.3%의 미량으로도 융점을 크게 촉진시킬 수 

있으나 일부가 증발하여 배기가스로 방출되어서 환경오염, 특히 식물에 대

한 피해가 크다.

  2Na2O․6SiO2계 유리에서 Na2O를 CaO, MgO, Al2O3로 치환한 경우에는 

점도가 증가하나 MgO가 효과가 가장 크고 Al2O3, CaO의 순서로 작아진

다.  CaO, MgO, Al2O3들은 주로 액상온도, 작업온도에서의 점도조절, 내

구성 보완 등을 위해 백운석 (CaCO3.MgCO3)이나 알루미나 (Al2O3)의 형

태로 미량 첨가된다.  특히 Ca성분의 경우에는 Si와 융제만으로는 용융은 

용이하게 되나 만들어진 유리가 물에 녹을 정도로 내수성이 없으므로 내

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첨가된다.

  Na2O․4SiO2 유리계에서 SiO2를 B2O3로 치환한 경우에는 800℃ 이상의 

온도에서는 B2O3의 증가에 따라 점도가 급격히 감소하나, 연화온도 이하

의 온도에서는 B2O3가 0-15%까지는 B2O3의 증가에 따라 점도가 커지며, 

15%를 넘으면 반대로 저하하는데 이는 붕규산유리의 구조의 특이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전기전도도 (Electrical conductivity)

      유리는 이온전도성 물질이며 주로 유리중의 알칼리족 이온이 전압

에 의해 유동하여 전기를 전달한다.  따라서 알칼리 이온의 함유량이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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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도를 결정하는 주요인자가 된다.  예외는 있으나 대부분의 유리에서 

전기전도도 (도전율)는 전이온도 이하에서는 절대온도(Τ)와 아래 식과 같

은 관계를 갖는다.  즉 전기전도도의 대수를 절대온도의 역수에 대해 도시

하면 직선관계가 나타난다. 식에서 σ는 도전율, ρ는 비저항, σo는 유리의 

고유정수, ΔHdc는 전기전도의 활성화에너지, R은 기체상수이다.

σ = 1/ρ = σo exp(-ΔHdc/RT)                             (2-21)

 알칼리 이온의 향을 살펴보면 이들 이온의 혼입량 증가에 따라 -ΔHdc

가 저하하는데 이온반경이 큰 것일수록 급격히 감소한다.  이것은 알칼리

이온이 도입됨에 따라 비가교산소가 늘어서 유리구조가 개방적으로 되므

로 알칼리이온이 이동하기 쉽게되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원소

별로 살펴보면 Li로부터 Cs으로 이온반경이 커짐에 따라 이동할 때의 장

해가 커지므로 -ΔHdc는 커지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전도도를 갖는다. 

   3) 액상화온도 (Liquidus temperature)

      이 온도 이상에서는 고체상 결정이 존재하지 않고 액체상만이 있는 

온도를 액상화 온도라 하는데 최종 유리체의 품질 및 용융로의 운전조건

에 큰 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액상화온도는 결정이 없는 또는 미리 결

정화시킨 (precrystallized) 유리를 온도구배를 줄 수 있는 구배전기로 

(gradient furnace)에서 열처리하여 각종 현미경과 X선 회절분석기를 이용

하여 측정한다.

   4) 열팽창 (thermal expansion)

      유리의 용융 및 성형시 냉각과정 또는 고준위 폐기물 유리고화체와 

같이 장기보관시 발열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체가 온도에 따라 어느 

정도 팽창하는가 하는 문제가 품질보증 및 장기안전성 측면에서 중요하게 

된다.

  한 물질의 모든 구성요소는 상존하는 열에너지에 의해 진동된다.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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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승함에 따라 열에너지가 증가하여 진동폭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불균일한) 결합력에 의해 연결된 두 원자들의 간격이 커진다.  즉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팽창이 일어나게 된다.  고체상태에서는 열에너지에 의한 

진동이 강한 결합에 의해 제한을 받으나 액체상태에서는 제한이 적기 때

문에 액체의 팽창계수는 크다.  이와 동일한 현상이 고상유리로 부터 용융

액으로의 전이과정에서도 예상되어지며 일반적으로 약 3배 증가한다.  

  선팽창계수는 보통 dilatometer로 측정하는데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값

은 항상 상온으로부터 300℃ 까지의 팽창값을 의미한다.  측정에는 정적 

및 동적 방법이 있는데, 정적 방법으로는 300℃에서 20분간 유지한 후 측

정하며, 동적 방법은 일정한 승온속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

름이 5mm인 시편에 5℃/min의 승온속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시에는 이보다 낮게 할 수도 있다.

   5) 열적 스트레인

       유리의 냉각시에 유리표면과 내부의 냉각속도 차이에 따라 발생하

는 응력 (표면은 압축응력, 내부는 인장응력)에 의해 스트레인이 존재하게 

된다.  스트레인의 크기는 Tg점을 통과할 때의 냉각속도에 향을 받으며 

고온으로부터 신속히 냉각하면 스트레인은 크게 남으며, 반대로 Tg 점 부

근에서 천천히 냉각하면 스트레인은 매우 작게된다.  또 유리의 두께에도 

관계되며 두꺼울 때는 큰 스트레인이 남는다.  스트레인이 크거나 불균일

하면 응력 때문에 유리는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고온에서 급냉함으로써 생긴 열적 스트레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리

를 다시 어떤 온도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으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소

성변형이 급격해져 일정 형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초기에 

온도를 올려서 일단 발생한 스트레인을 소실시키고 다음에 온도를 서서히 

내리는 조작을 서냉 (annealing) 조작이라 한다.  서냉조작에서 가장 중요

한 요인은 냉각온도와 냉각속도의 관리이다.

  열적 스트레인은 우선 유리가 점성유동을 일으키는 온도까지 가열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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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제거되며 가열온도는 높을수록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스트레인 제

거속도도 빠르나 너무 고온이면 형체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곤란하다.  이 

최고온도의 한계를 서냉온도의 상한 또는 서냉점 (annealing point)라 한

다.  한편 유리의 온도가 내려가서 어느 온도로 부터는 아무리 급냉하여도 

급냉으로 인한 새로운 스트레인이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온도가 있는

데 이를 서냉온도의 하한 또는 스트레인점 (strain point)라 한다.  서냉점

과 스트레인점은 위의 점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유의 점도값으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상한, 하한의 온도범위를 서냉범위라 하는데, 이 온

도 범위에서는 가능한 한 냉각속도를 느리게 해서 유리체 내에 큰 온도구

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유리의 서냉과정

은 다음과 같은 공정순서에 따라 행해진다.

    - 성형품의 온도를 서냉온도까지 올리기 위한 가열공정

    - 스트레인점까지 온도를 내리기 위한 서냉공정

    - 스트레인점에서 상온으로 온도를 내리기까지의 서냉공정

  그런데 고준위 폐기물 유리고화의 경우에는 용융로로부터 유리용체를 

어떤 상태로 배출 및 냉각하 나에 따라 위의 공정순서중 가열과정이 필

요없을 수도 있다.

  다. 고준위 폐기물용 유리매질
0-4,2-19)

      고준위 폐기물을 고화 처리하기 위한 유리매질로는 붕규산 유리, 인

산염 유리, 고규산 다공유리 등이 개발되었으며, 세라믹 계통으로는 결정

성유리, tailored 세라믹, 인공암석 (Synroc) 등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각

종 고화매질 중 붕규산 유리가 상업용으로 운전되는 고준위 폐기물 고화

공정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붕규산 유리가 기계적, 화학적, 내침출성 

및 내방사선적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정이 생성되는 실투

화 (devitrification)의 결점이 있어 장기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는 하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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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누출 및 이동을 막는 고화체의 방벽특성을 유지하는데 저장용기 및 

over pack재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점과 실용규모로 실증되었다는 점에

서 고준위 폐기물의 고화매질로는 가장 유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붕규

산 유리의 제반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1) 붕규산유리 고화체의 구조

      붕규산유리(SiO2-B2O3-M2O, M=Li, Na 등)는 그림 2-15와 같이 비

결정질 SiO4
4+ 사면체를 중심으로 원자배열이 불규칙하며, 원자간의 차이

가 큰 공간을 형성하여 다양한 고준위폐기물 구성원자를 구조 내에 혼입

할 수 있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Figure 2-15.  Structure of borosilicate waste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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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붕규산유리 고화체의 조성

      고준위 폐기물 고화매질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각국에서 개발된 

붕규산유리의 조성은 표 2-12와 같다.  

Table 2-12.  Chemical compositions of various borosilicate glasses 

for the vitrification of HLWs

     Name

Component

ABS-118

J.S.S.

GP 98/12

FRG

SRL-131

USA

PNL-76-68

USA 

SRL-165

 USA

SiO2 

B2O3 

Li2O 

Na2O 

K2O 

TiO2 

CaO 

MgO 

Al2O3 

ZnO 

ZrO2 

La2O3 

47.52 (52.71)

14.65 (16.25)

 2.07 ( 2.29)

10.30 (11.43)

 3.23 ( 3.60)

 4.22 ( 4.68)

 5.13 ( 5.69)

 2.61 ( 2.90)

 2.73 ( 3.02)

 0.93 ( 1.03)

52.47 (58.50)

 9.87 (11.00)

15.70 (17.50)

 

 0.77 (1.01) 

 4.04 (4.50) 

 2.96 (3.30) 

 1.43 (1.60) 

 

 

39.80 (52.22)

10.16 (13.33)

 4.00 ( 5.24)

15.22 (19.96)

 0.12 ( 0.16) 

 3.07 ( 3.72) 

 1.07 ( 1.41) 

 1.28 ( 1.68)  

 3.14 ( 4.12) 

 

 0.32 ( 0.42) 

 0.34 ( 0.45)

42.25 (51.10)

 9.43 (11.40)

14.15 (17.12)

 2.46 ( 2.98)

 0.74 ( 0.90)

 4.65 ( 5.63)

 1.78 ( 2.15)

 4.13 ( 5.00)

68.00  

10.00  

 7.00  

13.00  

 1.00  

 1.00  

     Name

Component

SON 68

F

SM 513

 FRG

SM 539

FRG

UK 209

GB 

P 0422

 J

AVM

F

SiO2 

B2O3 

Li2O 

Na2O 

K2O 

TiO2 

CaO 

MgO 

Al2O3 

ZnO 

ZrO2 

La2O3 

54.95 

16.92 

 2.40 

11.91 

 5.10

 4.90 

 5.91 

 3.00 

58.60 

14.70 

 4.70 

 6.50 

 5.10 

 2.30 

 3.00 

45.50

33.00

 4.50

10.50

 6.50

68.43 

14.99 

 5.39 

11.19 

61.00

19.90

 4.30

 1.40

 2.80

 2.80

 5.00

 2.80 

56.10

25.30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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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표 2-12에서 알 수 있듯이 각국에서 제조하는 고준위폐기물의 

붕규산 유리고화체의 조성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국제협력을 통하여 고

화체의 조성 및 침출률이 우수한 27가지의 시편을 90℃의 정적시험을 통

하여 검토한 결과 침출 저항성이 양호한 유리고화체의 조성은 SiO2가 5

1∼53%, Na2O+B2O3가 24∼28%, Al+Fe+폐기물이 21∼25% 정도이었으며, 

침출률은 5×10-6 g/㎠․day 정도 다
2-20)
.

2. 유리고화체의 침출특성 평가법

   다양한 특성을 갖는 고준위 폐기물은 수송, 임시저장시의 용이성 또는 

처분시의 장기안전성 관점에서 고화처리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제조된 고준위 폐기물 고화체는 적절한 기계적 강도를 유지

하고, 방사선에 의한 향이 적어야 하며, 적절한 열적 전도도와 낮은 침

출속도를 가져야 하는 등의 각종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2-21), 본 절에

서는 이들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인 고화체의 내구성 및 침출속도의 평가를 

위해 제안되어 있는 침출시험방법들을 비교해 보고, 고화체의 침출기전 평

가 방법을 기술하 다.

  가. 침출시험 방법의 비교

      침출시험은 교환 또는 교반의 유무 및 교환방법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시험기간중 침출액의 교환이나 교반을 주기적 또는 연속적으로 해

주는 동적침출법과 교환이나 교반을 전혀 하지 않는 정적시험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동적시험법은 정해진 횟수로 침출액을 교환하는 방법과 침출액이 연속

적으로 흐르는 장치에 의해 침출액을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다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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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횟수에 따라서 침출액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IAEA 시험법이 있으

며, 이를 개량한 ISO 시험법, ANS 시험법 등이 있다.  유수형 장치를 사

용하는 방법으로는 처분장 지하수의 조건과 유사한 미량의 유속을 계속해

서 흘려주는 MCC-4S 시험법과 큰 유속 조건을 갖는 MCC-5S Soxhlet법

이 있다
2-22).

  정적시험법은 고화체를 침출액 중에 담그고 일정한 시기에 시료를 채취

하여 침출된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고화체에서 한번 용출한 성분이나 

침출에 의해 생성된 반응물이 침출반응의 진행에 향을 미치는 것을 고

려하기 위한 실험방법이다.  고준위 폐기물이 유리고화체의 지층 처분환경

에서 일어나는 침출반응은 정적침출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MCC-1P 방법, PCT 시험법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각 시험방법들을 요

약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 2-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침출시험법을 사용하 다 하더라도 침출제

의 종류, 시험온도, 침출제 체적과 시료 표면적의 비, 침출제 유속 등의 실

험조건이 침출속도에 상당한 향을 미치므로 침출자료의 비교시에는 사

용된 시험법의 종류뿐만 아니라 시험조건도 자세히 비교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유리고화체의 내침출특성을 단기적으로 평가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국의 PCT (Product Consistency Test) 침출시험법 A와 B를 비교

하여 표 2-14에 나타내었다.

  PCT-B 방법의 경우에는 실험조건을 사용자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표준 PCT법 (침출제를 분말시료 1 g당 10 cc 

사용할 경우)의 경우 시료표면적/침출제 부피의 비율(SA/V)은 2000m
-1
 정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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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3.  Comparison of various standard leach-test methods

동 적 침 출 시 험 정 적 침 출 시 험

IAEA

제안법

   ISO

제안법

ANS

제안법
MCC-4S MCC-5S MCC-1P PCT-B

항   목 침출액의 정기교환 저유속 Soxhlet법 침출액의 교환 없슴

시   료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유리

 -유리

 -세라믹

 -결정화

   유리 

 -아스팔트

 -시멘트

 -콘크리트

 -저준위

   폐기물

   고화체

 -무기성 고화체

 -거대규모의 물리적 복합 고화체

 -유리

  고화체

  분말

 (100∼200

   mesh)

침출용기

(장 치)

불활성,

내방사선

재료

PTFE,

PP,

polymethyl

pentene

불활성재료

(플라스틱, 

스테인레스, 

유리)

P T F E또는 

PFA teflon

PFA teflon

(<100℃)

PTFE teflon 

(>100℃)

PFA teflon Stainless

Steel

and/or

PFA teflon

시

험

조

건

침 출 제
증류수

처분장 물

탈염수

합성해수

탈염수 고순도물, 규산수,염수, 처분장의 물 탈염수

시험 온도

(℃)

25±5 40, 70, 90 20∼50 40, 70, 90, 

110, 150, 190

물의 비점 40, 70, 90 90±2

침출제 체

적과 시료 

표 면 적 의 

비(V/SA)

V/SA

≤ 10 cm

V/SA

=0.1∼0.2m

V/SA

=10±0.2cm

SA/V

= 0.0100 ±

 0.0005mm-1

SA/V

≤ 0.04mm-1
SA/V

=0.0100 ±

 0.0005mm-1

V=10×

  시료무게

 (SA/V

 ≒2000m-1)

유속 및

교반조건

- - - 유속(cc/min)

  0.1, 0.01, 

  0.001 

유속(cc/min)

  1±0.2

-

시험 시간 

및

침출제의

교환빈도

(교환속도)

제 1주

  : 매일

이후8주

  : 1회/주

이후6개월

  : 2회/년

(교환빈도)

1,3,7일간격

2주간

  : 2회/주

3-6주

  : 2회/주

이후

  : 1회/월

(교환빈도)

 5, 13, 24,

 48, 72, 96,

 120 시간

(시험시간)

 7, 14, 28, 

 56, 91,

 182일

 이후는 

 6개월 간격

(시험시간)

 3, 7, 14 일

(시험기간)

 3, 7, 14,

 28, 182일

 이후는

 2개월간격

(시험시간)

 7일±3.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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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4. Comparison of PCT-A and PCT-B methods
2-23)

PCT Method A PCT Method B

Type of Glass Radioactive Mixed Simulated

Usage

During production for 

rapid analysis and for 

waste compliance

Scoping tests : Crystallization 

studies; Comparative waste

form evaluation

Test Vessel
304L STS vessels

rated to > 0.5 MPa

304L STS or PFA Teflon 

vessels 

rated to > 0.5 MPa

Test Duration 7days ± 3.4hours 7days ± 3.4 hours or varying

Leachant DDW DDW or other

Condition Static

Sample Mass > 1 gram

Particle

Size

ASTM

 -100 to +200 mesh

(0.149∼0.074mm)

ASTM -100 to +200 mesh 

(0.149∼0.074mm) or other sizes 

which are < 40mesh (0.420mm)

Leachant

Volume

10 cc/g of

sample mass

10 cc/gram of sample mass or 

varying solid to volume ratios

Temp. 90±2℃

90±2℃ or other temperatures 

provided that any observed 

changes in reaction mechanism 

are noted

  나. 침출기전 평가

      유리고화체 형태를 포함한 폐기물의 장기거동을 예측하고 보증하는 

것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고 인허가 획득시의 주요사항들 중 하

나이다.  장기거동의 예측은 보통 10,000년 또는 그 이상이므로 물리적 시

험 외에 모델링이 고화체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요구된다. 모델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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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장기예측의 신뢰성과 허가 과정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유효성은 다양한 합성물에 대한 모델의 일반적인 정량적 적용을 

검증하며, 실험실에서 시험될 수 있거나 자연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다양

한 유리조성들을 포함한 자연환경들을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화체 매질로부터 방사성 핵종 또는 유해성분이 침출되는 기전은 크게 

확산이론, 계면에서의 화학반응속도론, 계면에서의 용해이론으로 나눌 수 

있으며 침출기전 평가를 위한 두 가지 개략적인 침출기전 평가방법을 이

용하여 주요 침출기전을 평가할 수 있다.

  첫번째는 식 (2-22)와 같이 정의된 반경험식에서 구한 기전 상수 k값들

을 비교함으로써 주요 침출기전을 평가할 수 있다
2-24).  이 식으로부터 침

출기전을 나타내는 기전상수 k값의 개념도를 그림 2-1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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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6. Schematic diagram of leaching mechanisms of model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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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면에서의 화학반응 속도 항은 k2가 클 경우 k1의 항으로 표현되며, 확

산항은 시험기간1/2으로, 용해는 시험기간과 선형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F(t) = k1(1-e
-k2 t
) + k3t

1/2
 + k4t                        (2-22)

  F(t) : 누적 침출량

k1(1-e
-k2 t
)  : 고화체 표면과 침출액과의 접촉시 표면현상에 의한 

침출량

k3t
1/2  : 공극물질내의 확산에 의한 침출량 

k4t  : 부식 또는 고화체의 용해 등의 화학반응에 의한 침출량 

  두번째는 확산모델을 가정하여 구한 누적침출량과 침출기간을 로그-로

그 도시하여 기울기를 해석함으로써 침출기전을 평가할 수 있다
2-25)
.

  침출시험이 진행되는 i 기간동안의 침출량 Bi는 다음과 같다.  

B i=
c i×V i

1000×A                                            (2-23)

   Bi : i 기간의 침출량, mg/m
2

   ci : i 기간째 고화체 성분의 농도, μg/L

   Vi : 침출액의 용량, L

   A : 고화체 시편의 표면적, m2

  침출이 확산에 의해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누적침출량은 침출시간 

ti
1/2
에 대하여 ti-1에서 ti에 이르는 침출량 Bi로부터 계산될 수 있으며  각 

i기간들로부터 계산되어지는 누적침출량 Bt,i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   

Bt, i=B i×
t i

t i- t i- 1
,i= 1→N                              (2-24)

   Bt,i : i 기간까지의 누적침출량, mg/m
2  

   ti : i 기간까지의 접촉시간, day

   ti-1 : i-1 기간까지의 접촉시간,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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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2-24)에서 계산된 누적침출량 Bt,i를 침출시험 기간 ti에 대해 로그-로

그 도시한 후 기울기를 측정하여 다음의 Table 2-15와 같은 기준을 이용

하여 침출기전을 평가할 수 있다.

Table 2-15.  Criteria for dominant leach mechanism from

                    meaning of slope

Slope

Range <0.4 0.4∼0.6 >0.6

Mechanism Wash-off Diffusion Dissolution

  위의 식들을 이용한 침출기전 평가는  유해 및 방사성 폐기물 소각재를 

이용하여 제조한 유리고화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본 장의 마지막에 

수록하 다.

 위에 기술한 침출기전 평가 방법 외에도 GLASSOL, Godbee & Wiley 

model, EQ3/6 code, DISSOL code, LIXIVIER 및 구조적 모델 등이 제안

되어 활용되고 있다
2-26.27.28.29.30,31,32).

3. HEPA 여과소재를 이용한 유리매질 제조 및 특성 연구

   원자력 시설의 환기계통 및 배기체처리 계통에는 최종 처리장치로서 

고성능 공기여과기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 이하 ‘HEPA 여

과기’로 칭함)가 사용되고 있다.  사용된 HEPA 여과기는 현재 주로 압축 

및 시멘트 고화처리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해외 각국에서는 용해, 고온용융 

등의 방법을 이용한 처리기술을 개발중에 있다.  본 연구진에서는 고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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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유리고화 처리하는 외국 상용시설의 경우 현재 대부분이 기본유

리매질로 붕규산유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HEPA 여과기의 여과소재가 붕

규산유리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고준위 유리고화 매질 개

발에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향후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과 관련된 시설의 배기체 처리시설에서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는 HEPA 여과기의 폐여과소재를 안전처리 또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유리고화용 기본 유리매질로의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

고 또한 적정한 유리조성의 도출을 위해 다양한 조성으로 제조한 고온고

화체를 대상으로 도, 미세경도, 열팽창성, 결정상, 미세구조 및 단기 침

출특성(가속 침출시험방법인 PCT 침출시험) 실험을 수행하 다.

  가. HEPA 여과소재의 특성 및 처리기술
2-33,34,35,36)

     HEPA 여과기는 보통 목재 또는 스테인레스강 프레임, 여과소재 및 

분리재로 구성되어 있다.  목재프레임은 0.75“ 두께의 합성목 (particle 

board)을 페놀수지로 접합한 것이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스테인레스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나 원자력 시설의 경우에는 2차 폐기물의 처리 측면을 

고려하면 목재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과소재

는 1970년 대에는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유리섬유를 많이 사용하 으나 근

래에 들어와서는 주로 붕규산 유리섬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분리

재는 여과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 여과소재를 층을 쌓아서 놓을 때 여과소

재 사이에 넣는 것으로서 예전에는 crysolite 석면재 (3MgO․2SiO2․

4H2O)을 사용하 으나 현재는 주로 알루미늄 판으로 제조한다.  기타 물

질로는 여과소재를 프레임에 부착하거나 가스켓을 프레임에 부착하기 위

해 접착제 및 방수제를 사용한다.

  현재 사용된 HEPA 여과기는 성분별 분리없이 압축처리하여 드럼에 넣

은 후 콘크리트 등으로 봉하는 처리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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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y Flat 연구소에서는 1970년대에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계통의 HEPA

여과소재 (유리섬유) 및 crysolite 석면 분리재를 볼 하여 분쇄한 후 

1,050℃에서 용융시켜 유리고화처리 실험을 실시하 다.  별도로 첨가제를 

넣지 않은 경우에는 non-molten hard block이 형성되었으나, 여과소재인 

유리섬유 70wt%에 첨가제 (B2O3 20wt%, Na2O 10wt%)를 혼합하여 용융

한 결과 성형이 가능할 정도로 쉽게 부울 수 있는 용체가 형성되었다.  제

조한 유리의 특성분석은 실시되지 않았다.

  또한 HEPA 여과기의 직접적인 처리방법은 아니나 미국에서는 방사성 

원소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 또는 핵연료의 재처리시에 발생되는 

HEPA 여과소재를 강산으로 녹여서 Pu 등의 원소를 회수하기 위한 연구

를 많이 수행하 다.

  미국 Savannah River 연구소의 DWPF 시설에 사용될 Flanders Filters 

Inc.에서 제작된 HEPA filter와 Clean filter 및 Fouled filter를 대상으로 

조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16과 같다.  오염된 Fouled filter는 

Integrated DWPF Melter System (IDMS)에서 제거한 것이다.  HEPA 여

과소재의 기공은 0.33 ∼ 10 μm 다.

  나. HEPA 여과소재를 이용한 유리매질 제조실험

    1) 실험재료의 특성

       고화용 유리매질 제조연구에서 사용된 HEPA 여과소재는 국내의 

HEPA 여과기 전문제조업체에서 인수한 사용하지 않은 새것 (Borosilicate 

Glass 재질, Model HB 5306)으로서 화학적 조성 및 물성은 표 2-17과 같

다.  

  무기물의 조성이 표 2-16의 미국 Savannah River 연구소의 DWPF 시

설에 사용될 새 여과소재에 비해 B, Al, K, Ca, Ba이 약 1.0∼2.5wt%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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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6.  HEPA Filter Composition at DWPF, Savannah River 

Laboratory

             Type

 Components

Flanders 

Comp.
Clean Filter Fouled Filter

Oxides

SiO2

Al2O3

B2O3

BaO

CaO

Na2O

Cr2O3

Fe2O3

K2O

Li2O

MgO

NiO2

ZnO

57.0 - 63.0

5.0 - 7.0

9.0 - 11.0

2.5 - 5.5

2.0 - 4.0

10.0 - 12.0

-

0 - 0.3

1.5 - 3.0

-

0 - 2.0

-

0 - 4.5

57.438

5.282

8.745

3.412

1.100

9.938

<0.006

<0.003

2.344

0.038

0.776

<0.006

2.882

46.089

4.439

8.039

3.712

0.809

10.789

0.802

2.422

3.466

0.225

0.310

0.472

2.800

Sum 91.97 84.354

Others

H2O

Hg

Cl

F

F2

NO3

SO4

-

-

-

-

0 - 0.8

-

-

4.697

0

0.151

0.656

1.311

0.519

0.614

5.308

0.061

0.507

0.678

1.356

6.678

1.058

Sum 7.948 14.646

Total 99.918 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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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고 상대적으로 Si, Na,  Mg의 함량이 각각 6, 2, 0.5wt% 낮은 조성

을 보 으며 화학적 내구성의 증대 및 팽창성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 Zn도 

본 여과소재에 많았으나 전체적으로 HEPA 여과소재의 제조 조성범위 내

에 있었다.  유리 조성중 CaO, MgO, Al2O3들은 주로 액상온도, 작업온도

에서의 점도조절, 내구성 보완 등을 위해 백운석 (CaCO3.MgCO3) 이나 알

루미나 (Al2O3)의 형태로 미량 첨가된다.  특히 Ca성분의 경우에는, Si와 

융제(flux) 만으로도 용융은 용이하게 되나 만들어진 유리가 물에 녹을 정

도로 내수성이 없으므로 내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첨가된다.  또

한 Zn도 화학적 내구성의 증대 및 팽창성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
2-15)

Table 2-17.  Chemical composition and physical property of HEPA 

  filter media used for making base glasses

Chemical Composition Physical Properties

SiO2

B2O3

Na2O

Al2O3

Fe2O3

K2O

CaO

MgO

ZnO

BaO

Li2O and others

56.74

11.29

 9.03

 6.63

 0.16

 3.62

 3.16

 0.31

 4.44

 4.48

 0.14

 Specific Gravity

 Refractive Index

 Softening Point

 Service Temp.

2.52

1.515

677℃

538℃

Sum 100.00

     HEPA 여과소재는 mat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bulk density가 낮아

서 그대로 용융실험에 사용할 경우에는 많은 부피를 차지하여 한번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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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가능한 유리매질의 양이 극히 적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열특성 분석실

험을 통해 HEPA 여과소재의 분말화 가능성을 알아 보았다.  그림 2-17은 

HEPA 여과소재의 열특성곡선을 나타낸 것으로 공기 분위기에서 10℃

/min의 속도로 1300℃까지 승온한 후 이 온도에서 유지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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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7.  TG and DT analysis of virgin HEPA filter medium

  HEPA 여과소재의 무게감소는 약 250∼525℃ 및 1100∼1300℃ (경과시

간 225분)의 온도 범위에서 주로 발생하 다.  250∼525℃에서는 발열반응

이 일어나면서 무게가 감소하는데 이는 여과소재중에 포함된 polyamide 

계통의 유기섬유재가 산화분해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는 

DTA 곡선으로부터 확인 가능하다.  상온에서 525℃까지 약 7.12%의 무게 

감량이 있었으며 이후 1100℃까지는 미세하게 감량이 진행되었다.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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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상당히 감량이 진행되었는데 DTA 곡선으로 보아 1000∼1100℃ 

사이에서 용융이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총 10.34%의 감량이 있

었으며 최종 무게는 80% 정도에서 안정화되었다. 이를 정리하여 표 2-18

에 나타내었다.

Table 2-18.  Weight change of HEPA filter medium with 

heating temperature

Temperature (or time) change
Weight change, 

wt%

Weight reduction, 

wt% 

Room Temp.∼110℃ 100.00 → 99.82 0.18

250∼525℃  99.42 → 92.88 6.54

525∼1100℃  92.87 → 90.54 2.33

1100∼1300℃ (at 225 min.)  90.54 → 81.33 9.21

1300℃ (from 225 to 330 min.)  81.33 → 80.20 1.13

  열처리한 여과소재가 유리의 특성을 유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X선 

회절분석 (XRD)을 실시하 다.  XRD (Model : Rigaku)에 의한 상분석은 

2θ가 10~80
o 
범위에서 주사(scan) 속도 4

o
/min로 하 는데, 500℃에서 30

분간 열처리하여도 그림 2-18과 같이 XRD 곡선에 특정 결정상이 나타남

이 없이 무정질인 유리 특성을 그대로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열중량 및 XRD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HEPA 여과소재의 부피를 줄이

기 위한 열적 전처리는  500℃의 항온에서 30분간 가열하여 휘발분 및 유

기물을 제거한 후에 disc mill로 분쇄하여 분말화한 후 유리매질 제조실험

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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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ta

Figure 2-18.  XRD pattern of HEPA filter powder

    2) 유리매질의 제조 및 가공

       HEPA 여과소재 분말에 첨가제의 종류와 혼합비를 변화시키면서 

표 2-19와 같은 조성의 다양한 유리매질을 제조하 다.  유리 조성중 

BG1R 계열은 HEPA 여과소재에 특정조성의 첨가제를 혼합한 것이며, 

BG2R은 BG1R중 B의 일부를 Al로, BG3R은 BG2R중 Si의 일부를 Zr로, 

BG4R은 BG3R중 Al의 일부를 Na로 대체한 경우이다.  BG05∼BG12R은 

HEPA 여과소재에 첨가제 (SiO2, B2O3, Na2O, Li2O, CaO, ZrO2)의 조성을 

임의로 변화시키면서 제조한 경우이다.  첨가제로는 유리의 망목구조 형성

이온 및 수식이온들의 무기화합물로서 특급시약류 (최저순도 98% 이상)를 

사용하여 중금속 등의 불순물이 가능한 적게 혼입되도록 하 으며, HEPA 

여과소재 분말과의 혼합 및 용융시 균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분말 

(fine powder) 형태의 시약을 사용하 다.  또한 첨가제중 Si, B, Zr, Al은 

산화물 형태를, Na와 Li은 탄산염 형태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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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9.  Chemical compositions of experimental base-glasses

                    incorporating HEPA filter media

       ID  BG1R5  BG1R6  BG2R5  BG2R6  BG3R5  BG3R6  BG4R5  BG4R6

Chemicals   62.8   53.0   62.8   53.0   62.8   53.0   63.2   53.3

SiO2

B2O3

Na2O

Li2O

CaO

MgO

Fe2O3

Al2O3

ZrO2

ZnO

BaO

K2O

TiO2

 0.5126  0.5241  0.5126  0.5241  0.4861  0.5031  0.4894  0.5058

 0.1923  0.1757  0.1658  0.1547  0.1658  0.1547  0.1669  0.1555

 0.1098  0.1058  0.1098  0.1058  0.1098  0.1058  0.1199  0.1137

 0.0107  0.0085  0.0107  0.0085  0.0107  0.0085  0.0108  0.0086

 0.0432  0.0408  0.0432  0.0408  0.0432  0.0408  0.0435  0.0410

 0.0017  0.0020  0.0017  0.0020  0.0017  0.0020  0.0017  0.0020

 0.0009  0.0010  0.0009  0.0010  0.0009  0.0010  0.0009  0.0010

 0.0351  0.0417  0.0616  0.0626  0.0616  0.0626  0.0460  0.0503

 0.0004  0.0004  0.0004  0.0004  0.0269  0.0214  0.0270  0.0215

 0.0235  0.0279  0.0235  0.0279  0.0235  0.0279  0.0237  0.0281

 0.0237  0.0281  0.0237  0.0281  0.0237  0.0281  0.0239  0.0283

 0.0192  0.0227  0.0192  0.0227  0.0192  0.0227  0.0193  0.0229

 0.0268  0.0213  0.0268  0.0213  0.0268  0.0213  0.0270  0.0214

       ID   BG05   BG06   BG07   BG08  BG05R  BG06R  BG07R  BG08R

Chemicals    80    80    70    50   82.8   82.0   71.9   51.9

SiO2

B2O3

Na2O

Li2O

CaO

MgO

Fe2O3

Al2O3

ZrO2

ZnO

BaO

K2O

TiO2

 0.4939  0.5139  0.5172  0.5587  0.5113  0.5265  0.5314  0.5796

 0.1803  0.1903  0.1990  0.2064  0.1866  0.1949  0.2045  0.2142

 0.0823  0.0723  0.0632  0.0602  0.0809  0.0740  0.0650  0.0560

 0.0500  0.0400  0.0450  0.0500  0.0210  0.0166  0.0187  0.0210

 0.0353  0.0253  0.0371  0.0258  0.0365  0.0259  0.0381  0.0268

 0.0025  0.0025  0.0022  0.0016  0.0026  0.0026  0.0023  0.0016

 0.0013  0.0013  0.0011  0.0008  0.0013  0.0013  0.0012  0.0008

 0.0530  0.0530  0.0464  0.0332  0.0549  0.0543  0.0477  0.0344

 0.0005  0.0005  0.0005  0.0003  0.0006  0.0006  0.0005  0.0004

 0.0355  0.0355  0.0311  0.0222  0.0368  0.0364  0.0319  0.0230

 0.0358  0.0358  0.0313  0.0224  0.0371  0.0367  0.0322  0.0232

 0.0290  0.0290  0.0253  0.0181  0.0300  0.0297  0.0260  0.0188

 0.0005  0.0005  0.0004  0.0003  0.0005  0.0005  0.0004  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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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ID  BG09  BG10  BG11  BG12  BG09R  BG10R  BG11R  BG12R

Chemicals    50    60    35    30   52.9   62.8   36.9   30.9

SiO2

B2O3

Na2O

Li2O

CaO

MgO

Fe2O3

Al2O3

ZrO2

ZnO

BaO

K2O

TiO2

 0.6087  0.5404  0.6536  0.6112  0.6442  0.5653  0.6896  0.6296

 0.1314  0.1477  0.1370  0.2089  0.1391  0.1545  0.1446  0.2151

 0.0702  0.0742  0.0641  0.0271  0.0633  0.0689  0.0534  0.0279

 0.0750  0.0600  0.0650  0.0490  0.0321  0.0254  0.0278  0.0204

 0.0158  0.0390  0.0111  0.0445  0.0167  0.0407  0.0117  0.0458

 0.0016  0.0019  0.0011  0.0009  0.0017  0.0020  0.0012  0.0010

 0.0008  0.0010  0.0006  0.0005  0.0009  0.0010  0.0006  0.0005

 0.0332  0.0398  0.0232  0.0199  0.0351  0.0416  0.0245  0.0205

 0.0003  0.0204  0.0002  0.0002  0.0004  0.0213  0.0003  0.0002

 0.0222  0.0266  0.0155  0.0133  0.0235  0.0279  0.0164  0.0137

 0.0224  0.0269  0.0157  0.0134  0.0237  0.0281  0.0165  0.0138

 0.0181  0.0217  0.0127  0.0109  0.0192  0.0227  0.0134  0.0112

 0.0003  0.0004  0.0002  0.0002  0.0003  0.0004  0.0002  0.0002

  유리매질의 제조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2-19의 조성에 따라 여과소재

와 첨가제를 잘 섞고 잘 혼합한 후 용융용 내열도가니에 넣는다.  미리 

1,300℃로 유지시켜 놓은 전기로에 내열도가니를 넣고 약 2시간 30분 동안 

가열, 용융시킨다.  용융물을 사각형 스테인레스 431강으로 제조한 형틀 

(W 15 x L 150 x D 20 mm)에 부어 성형시킨 후, 550℃로 유지되는 서

냉로에 넣어 유리고화체 시편을 서냉시킨다.  서냉로의 온도는 550℃에서 

5시간 유지후 자연냉각 (550℃에서 60℃로 떨어지는데 약 12시간 소요) 

되도록 제어하 다. 

 제조한 유리매질의 특성분석을 위한 시편 가공절차는 다음과 같다.

   ○ 분말시편 제조 :

  유리매질을 disc milling한 후 체질하여 PCT 침출시험에 적합한 

입도분포의 분말시료를 만든다.  체질후 남은 분말은 다시 d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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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ing 하여 XRD 및 EPMA 분석용 시료로 사용한다.

   ○ 판상시편 제조 :

  유리매질을 저속 diamond saw를 이용하여 약 10 mm 두께로 절

단하고 표면을 #150∼#1,200 사포로 매끈하게 1차 가공한 후 1 μm 

diamond paste로 polishing 한다.  표면에 묻어있는 미세분진을 제

거하기 위해 초음파 세척기로 1차 세척하고 메탄올로 2차 세척한 

후 110 ℃에서 건조시킨 다음 미세구조 분석과 기타 침출시험용 시

편으로 사용한다.

    3) 유리매질의 기초물성 예측

       실용화된 유리고화 (고온용융 처리) 장치의 경우 폐기물 (또는 기

본유리 frit포함)은 용융로 내에서 용탕을 형성하고 있는 기본유리와 혼합, 

반응 및 용융된 후 배출하여 냉각하면 최종 생성물인 고온고화체가 발생

된다.  이때 고온처리 장치의 원활한 운전, 용융물의 주조 (casting) 및 최

종고형물의 특성화를 위해 혼합용융물은 적절한 물성을 가져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HEPA 여과소재와 첨가물의 혼합비를 변화시키면서 제조한 

유리매질의 조성을 바탕으로 유리용체의 고온점도와 용융온도의 변화를 

미국 PNL에서 개발한 CVS(Composition Variation Study)-II 모델을 이용

하여 평가하여 보았다
2-18)
.  CVS-II는 미국 PNL에서 약 120개 이상의 유

리고화체를 제조하여 각각의 점도, 전기전도도, 유리전이온도, 고형유리와 

용융유리의 열팽창계수, 화학적 내구성 등을 측정하고 이를 조성의 2차 함

수 형태로 curve fitting하여 각 조성별 상수 값을 결정한 연구결과이다.

  CVS-II 모델에 의해 계산한 제조한 유리매질의 예상 용융온도와 본 연

구의 실험 용융온도인 1,300℃에서의 용체점도를 HEPA 여과소재 함량과 

제조한 유리매질의 종류에 따라 도시한 결과를 그림 2-19와 2-20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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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9.  Melting temperature and Viscosity with Content of 

HEPA filter media in base-g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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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대상 유리매질의 예상 용융온도는 BG11R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연

구의 실험 용융온도인 1300℃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1300℃에서의 점도

도 주조가 충분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10 Pa.s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고온에서 운전이 가능한 고주파 유도용융로를 고준위 폐기물 고화에 

이용할 경우에는 HEPA 여재를 보다 많이 포함시키고도 우수한 물성을 

갖는 유리고화체를 제조할 수 있는 등 조업유연성이 증대할 것으로 생각

된다.

  각 매질별로 HEPA 여재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Si의 함량은 증가하고 

융제의 함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므로 점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조성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B를 Al로 대체시에는 점도가 

증가하며, Si를 Zr로 대체하거나 Al을 Na로 대체한 경우에는 점도가 감소

하 다.  Al은 알칼리족 원소를 대체하여 포함시킬 경우에는 점도는 증가

하나 화학적 내구성 (B 침출량을 기준으로 비교시)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량 투입하는 경우가 많다.  Zr은 Si 및 알칼리토족 원

소와 결합하여 다양한 결정성 물질을 생성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Zr을 

다량 함유하는 폐기물을 유리화 처리할 경우에는 Ca, Mg와 같은 알칼리

토족 원소를 적게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다. 제조한 유리매질의 특성시험

     제조한 유리매질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내침출성 (PCT-B법), 

도 및 미세경도, 열적 특성 (열팽창계수 및 전이온도), 미세구조 및 결정상 

분석 시험을 실시하 다.

  침출시험은 단기가속법인 PCT-B 방법
2-23)
으로 2차증류수를 침출제로 

사용하여 90℃에서 7일간 실시하 다.  침출액으로 녹아나온 유리성분의 

양은 ICP-MS로 정량 분석하여 구한 후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여 침출

속도 및 침출분률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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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출분율 (Fraction Leached) = Mt,i / Mo,i                  (2-25)

   ○ 침출속도 (Leach Rate) = Mt,i / (fi․SA․t)                (2-26)

여기서, SA : Surface area of specimen, m
2

Mt,i : Weight of component i in the leachate at time t, g

Mo,i : Initial weight of component i in the specimen, g

fi   : Weight fraction of component i in the specimen

t   : Leaching test time, day

  도는 침수법으로 측정하 다.  또한 집중된 외부의 기계적인 하중에 

대한 대상물질의 강도를 나타내는 미세경도 (microhardness)는 Vicker's 

Microhardness 측정계 (CLARK Co., Model MHT 1 Knoop Indentor)로써 

측정하 다.  Vicker's 경도계는 첨단각도가 136
o 인 등변의 피라미드형 

다이아몬드로 대상물질에 힘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눌린 자국의 대각선 

길이로 부터 미세경도를 구하는 장치이다.

  미세구조 및 조성 해석을 위한 EPMA (Elecrton Probe Micro X-Ray 

Analyzer) 분석은 일본 JEOL의 Model JXA-8600을, 결정상 파악을 위한 

X선 회절 (X-ray Diffractometer ; XRD) 분석은 일본의 Rigaku 기기를 

사용하여 실시하 다.

    1) X선 회절분석

       유리제조에 사용된 무기시약 및 제조한 유리매질을 대상으로 X선 

회절 분석을 실시하 다.  XRD 분석조건은 Cu-α target을 사용하여 2θ

=10∼80o 범위에서 scan 속도를 4o/min로 하 다.

     가) 유리 원료 무기물

         열중량 분석시의 원료물질의 온도에 따른 거동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유리 제조시 첨가제로 사용한 무기시약이 어떠한 결정상으로 구

성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하므로 이들 첨가제를 대상으로 XRD 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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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다.  분석결과 SiO2는 quartz (syn, 331161), CaO는 lime (syn., 

40777), Al2O3는 corundum (syn., 100173), TiO2는 anatase (syn., 211272) 

결정상을 갖는 물질임을 알 수 있었다.

     나) 제조한 유리매질

        주조가 가능했던 매질들의 XRD pattern은 특정 피크가 없이 완

만한 곡선을 이루므로 유리에서 관찰되는 전형적인 무정형 (amorphous)의 

유리질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 다.  균질하게 용융체가 형성되지 않았던 

HAD-11R과 12R은 주조가 가능했던 일부분을 채취하여 분말상으로 가공

한 후 XRD 분석을 실시한 결과 HAD-12R은 무정질이었으나 HAD-11R

은 단일피크를 보 는데 피크를 해석한 결과 SiO2/Al2O3 = 50/50인 

aluminium silicate상으로서 유리화 반응이 완료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반응온도가 용융에 필요한 온도보다 낮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2-21에 일부 유리매질의 특성곡선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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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1.  XTD patterns of sample base-glas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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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

       제조한 유리매질의 도를 측정한 결과 2.40∼2.57 g/cm3의 범위에 

존재하 는데 이를 CVS-II 모델2-18)로 계산한 결과와 함께 그림 2-2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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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2.  Densities of base-glass media

  균질한 용융체를 형성한 유리매질의 경우 계산치와의 편차가 ±3% 이

내에 존재하 으나, 균질한 용융체를 형성하지 못하여 주조가 거의 불가능

했던 BG11R, BG12R의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균

질한 유리매질의 경우에는 화학조성을 이용한 도 추산방식이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계산치를 평가해보면, B를 Al로 대체한 경우에는 두 원소

의 성질이 비슷하고 원자량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도변화가 거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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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i를 Zr로 대체한 경우에는 원자량 및 원소/산화물 질량비의 차이가 

상당히 커서 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3) 미세경도

       미세경도 측정 결과를 표 2-20에 나타내었다.  분석조건은 하중 

300g, 접촉시간 10초로 주고 실시하 다
2-37)
.  프랑스 R7T7 유리의 경도값

은 9.1 GPa로
2-38)
, 미국 PNL 76-68 유리는 6.2 GPa의 경도값

2-19)
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의 경우에는 5.3∼5.9 GPa로 경도 값이 약

간 낮았다.

Table 2-20.  Microhardness of base-glass media

Type of 

base glass

Hardness, 

GPa

Type of 

base glass

Hardness, 

GPa

Type of 

base glass

Hardness, 

GPa

BG1R5

BG1R6

BG2R5

BG2R6

BG3R5

BG3R6

BG4R5

BG4R6

5.44 

5.48 

5.41 

5.61 

5.32 

5.59 

5.43 

5.50 

BG05

BG06

BG07

BG08

BG05R

BG06R

BG07R

BG08R

5.60 

5.75 

5.77 

5.76 

5.77 

5.70 

5.50 

5.52 

BG09

BG10

BG11

BG12

BG09R

BG10R

5.67 

5.52 

5.92 

5.73 

5.77 

5.67 

    4) 열특성 분석

       유리의 용융 및 성형시 냉각과정 또는 고준위 폐기물 유리고화체

와 같이 장기보관시 발열에 의한 온도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매질이 

온도에 따라 어느 정도 팽창하는가 하는 문제가 품질보증 및 장기안전성 

측면에서 중요하게 되는데 이는 열팽창계수를 측정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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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한 유리매질을 대상으로 TMA(ThermoMechanical Analyzer, Japan 

Seiko TMA/SS 6600)를 사용하여 10℃/min로 승온시키면서 열팽창특성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2-23에 나타내었다.  열팽창곡선은 그림과 같이 저온

역과 고온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온 역의 팽창으로부터 고온 역의 

팽창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유리의 열이력에 따라 다른 곡선을 보이며 고

온팽창의 최고점은 팽창이 정지하는 곳으로 연화점이라고 생각된다.  서냉

유리의 팽창곡선에서 보이는 변곡점은 같은 유리에 대해서는 정확한 재현

성을 가지며 유리전이점 (Tg)에 해당한다.  따라서 Tg 이하에서는 고체유

리, Tg 이상에서는 과냉각액체라고 할 수 있으며, 기계적 거동으로는 Tg 

이하에서는 탄성변형, Tg 이상에서는 점성변형이 일어난다
2-14)
.  본 연구에

서 제조한 유리매질들은 표 2-2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저온 역에서는 

4.6x10
-6
∼7.5x10

-6
 K

-1
, 고온 역에서는 3.4x10

-5
∼7.2x10

-5
 K

-1
의 열팽창

계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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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3.  Thermal expansion curves of sample base-glas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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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1.  Linear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of base-glass media 

at low and high temperature ranges

Type of 

base glass

Linear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K-1

Tg
Low temp. range High temp. range

BG1R5

BG1R6

BG2R5

BG2R6

BG3R5

BG3R6

BG4R5

BG4R6

BG05

BG06

BG07

BG08

BG05R

BG06R

BG07R

BG08R

BG09

BG10

BG11

BG12

BG09R

BG10R

4.88E-6 (235∼525℃)

7.44E-6 (125∼520℃)

7.54E-6 (160∼500℃)

4.99E-6 (225∼520℃)

9.06E-5 (160∼535℃)

5.87E-6 (205∼525℃)

7.35E-6 (135∼525℃)

5.04E-6 (255∼530℃)

6.35E-6 (200∼470℃)

5.92E-6 (250∼470℃)

5.47E-6 (230∼470℃)

6.68E-6 (325∼500℃)

5.79E-6 (270∼480℃)

5.07E-6 (315∼465℃)

5.14E-6 (290∼480℃)

4.49E-6 (310∼470℃)

6.78E-6 (250∼460℃)

6.13E-6 (210∼475℃)

5.95E-6 (225∼460℃)

4.57E-6 (285∼480℃)

5.48E-6 (310∼480℃)

5.57E-6 (290∼470℃)

5.03E-5 (554∼586℃)

6.86E-5 (570∼599℃)

7.22E-5 (564∼592℃)

3.87E-5 (568∼613℃)

6.53E-4 (595∼630℃)

4.63E-5 (562∼606℃)

6.85E-5 (593∼623℃)

3.94E-5 (569∼611℃)

6.44E-5 (534∼564℃)

6.06E-5 (535∼574℃)

5.85E-5 (538∼574℃)

5.75E-5 (531∼570℃)

5.65E-5 (545∼582℃)

5.12E-5 (545∼587℃)

5.53E-5 (544∼586℃)

4.89E-5 (540∼590℃)

5.87E-5 (514∼552℃)

3.88E-5 (525∼561℃)

5.41E-5 (523∼549℃)

3.35E-5 (547∼610℃)

5.73E-5 (531∼565℃)

4.54E-5 (543∼577℃)

544.5

554.2

548.7

555.7

578.2

548.1

579.0

559.1

513.2

517.7

522.0

518.3

525.6

524.4

529.9

521.8

503.1

508.5

507.6

525.4

515.4

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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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한 유리소재의 저온 역에서의 열팽창계수인 4.6x10
-6
∼7.5x10

-6
 K

-1

를 고준위 폐기물용 기본유리매질인 프랑스 R7T7 유리와 미국 PNL 

76-68 기본유리의 열팽창계수인 8.3x10-6 K
-1
 (25∼300℃) 및 9.0x10

-6
 K

-1
 

(30∼400℃)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조한 유리매질이 고준위 폐기

물중의 일부 핵종의 발열로 인한 고화체의 온도 상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팽창현상에 대해서 저항성이 보다 우수하여 고화체의 장기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단기 침출시험 (PCT-B)

       내침출성 시험은 단기 가속침출 시험법인 PCT-B (Product 

Consistency Test-B)에 준하여 -100∼+200 mesh (74∼149μm)로 파쇄한 

입상시료를 대상으로 2차 증류수 (SA/V=2000m
-1
)를 침출제로 90℃에서 7

일간 수행하 다.  침출액중의 유리성분 농도 (ICP-MS로 측정)로부터 각 

성분의 침출분율과 침출속도를 식 (2-25)와 (2-26)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유리매질간의 내침출성을 비교하 다.  

  그림 2-24에 유리매질의 원소별 침출속도와 총괄 침출속도를 구한 결과

를 도시하여 나타내었다.  총괄 침출속도는 침출실험 종료후 회수한 유리

시편이 무게를 측정하여 초기에 비해 감소한 무게로부터 구하 는데 평균

적으로 10
-1 order를 보이며 최대 침출속도가 0.5 g/m2․day 정도를 나타내

어 외국의 고준위용 유리매질이 갖는 0.1∼1 g/m
2
․day와 비슷한 침출속도

를 보여서 HEPA 여과소재를 이용하여 제조한 매질의 내침출성이 우수함

을 알 수 있었다.  유리매질 구성원소별로 살펴보면, Si, B Na의 침출속도

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이들 원소들이 매질제조시에 원료물질로 많

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Ti와 Zr은 초기에 혼입한 양이 적은 향도 있

지만 다른 원소에 비해 약 1/100 정도 낮은 침출속도를 보여 거의 침출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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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4.  Elemental leach rate of base-glass media 

                     (PCT, 7days, 90℃)

  유리매질 구성원소별 침출분율을 구한 결과를 그림 2-25에 나타내었다.  

Zr, Ti을 제외한 대부분 원소의 침출분율은 10
-3 order 는데 알칼리 토금

속류 원소들의 침출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리매질의 침출은 유리의 

망상구조 구성물질인 Si가 물과 접촉하여 용해되어 나오는 현상이 주요반

응이므로 유리구조에 약하게 결합된 알칼리 금속 원소 (Li, Na 등 : 용융

온도와 점도의 감소를 위해 첨가하는 융제성분)도 수화반응에 의해 Si와 

비슷한 경향으로 녹아 나온다.  한편 알칼리 토금속류인 Ca은 용융온도 

저하뿐만 아니라 내구성 향상의 용도를 동시에 가지는 물질이므로 침출분

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Ti와 Zr은 유리의 망목구조를 형성하며 내침출

성이 높은 물질로서 잘 녹아 나오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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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5.  Elemental mass fraction leached of base-glass media 

  평준화된 원소별 침출정도 (Normalized elemental release)를 미국 PNL

에서 제시한 고준위용 유리매질로서 최소한 요구되는 내침출성과 비교한 

결과를 표 2-22에 나타내었다.

Table 2-22. Normalized elemental mass release of base-glass media 

   compared with PNL requirement (g/m
2)

Component PNL
This study

Average Minimum Maximum

B 

Li

Na

8.2 

4.8

6.6 

2.02x10
-1

3.44x10-1

2.69x10-1

1.19x10
-1
 

6.53x10-2

6.63x10-2 

1.01 

9.45x10-1

8.40x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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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유리매질의 값이 PNL 기준에 비해 약 1/100∼1/10 정도 낮아서 내

침출성에 관한 PNL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킴을 알 수 있었다.

  라. 소각재를 이용한 유리고화체의 침출기전 평가

     페인트 공장 발생 유해폐기물 소각재를 대상으로 기본유리(프랑스의 

R7T7 유리조성)와 소각재의 혼합비를 달리하여 만든 다양한 조성의 분말

혼합물을 전기로를 이용하여 1300℃에서 용융시킨 후 주조, 냉각하여 제조

한 고온고화체를 대상으로 일정한 유속으로 침출액을 흘려주는 MCC-4S 

저유속 침출시험을 수행하 다.  또한,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잡고체 소각재를 대상으로 기본유리(프랑스의 R7T7 유리조성)와 혼합하여 

제조된 고온고화체를 대상으로 침출액의 유속이 없는 ISO 침출시험을 수

행하 다.  실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난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

으므로 생략하고 본 절에서는 침출기전 해석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 다.

  유해중금속 Cr 및 모의핵종 Co의 침출모델 확인을 위해 식 (2-22)를 이

용하여 상수 k를 Sigma Plot 프로그램으로 best-fit이 되도록 하여 계산하

고 식 (2-24)를 이용하여 침출기전을 나타내는 기울기를 계산하 다.  

침출기전 평가 결과를 표 2-23에 나타내었고, Cr 및 Co에 대해 침출모델

식 (2-22)을 적용한 결과를 그림 2-26, 2-27에 나타내었다.  

  유해중금속 Cr의 침출기전은 확산을 나타내는 기전상수 k3보다 용해를 

나타내는 k4 항이 크므로 표면에서의 반응 또는 확산에 의하기보다 용해

가 주요 침출기전인 것으로 평가된다.  식(2-24)를 이용하여 침출기간에 

따른 누적 침출량으로부터 계산된 기울기는 1.0보다 크므로 용해에 의해 

침출이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소각재를 적게 함유한 20wt%에서 그 

기울기가 더 크고 소각재를 많이 함유할수록 기울기가 작아졌다.  이는 Si

와 B의 함유량이 20wt%에서는 70wt%, 80wt%에서는 51wt% 가량으로 

분포비가 감소하는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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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 Comparison of mechanism constants and mechanism slope 

            for chromium and cobalt

            wt% of ash

 Items
20 40 60 80

Cr

k1 -1.94E-03 -3.08E-04 2.11E-01 3.18E-03

k2 8.68E-03 2.15E-05 4.31E-08 2.62E-06

k3 1.67E-05 2.98E-13 1.77E-16 2.28E-14

k4 1.60E-05 7.95E-06 3.05E-06 1.62E-06

Dominant 

Mechanism by 

Eq.(2-22)

Dissolution Dissolution Dissolution Dissolution

Slope 1.64 1.19 1.17 0.70

Dominant 

Mechanism by Log 

Slope in Eq.(2-24)

Dissolution Dissolution Dissolution Dissolution

Co

k1 -2.81E-02 -3.83E+02 4.55E-03 -4.58E+02

k2 1.82E-04 2.58E-08 4.24E-02 3.09E-08

k3 1.51E-03 1.28E-03 4.67E-13 1.17E-03

k4 1.68E-15 3.007-16 2.35E-05 3.60E-16

Dominant 

Mechanism by 

Eq.(2-22)

Diffusion Diffusion Dissolution Diffusion

Slope 0.43 0.40 0.43 0.72

Dominant 

Mechanism by Log 

Slope in Eq.(2-24)

Diffusion Diffusion Diffusion Dis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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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balt의 경우 기전 상수, k,로 비교해 본 결과, 모든 시편에서 확산이 

주요 침출기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울기로부터 얻어진 Cobalt의 

주요침출기전은 소각재 함량 20, 40, 60wt%의 경우 확산이, 80wt% 시편

에서는 용해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80wt% 시편의 침출경향이 초기

에는 낮은 값을 보이다가 14일이 경과하면서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나 Co의 경우 주로 확산이 주요 침출기전으로 보

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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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6.  Comparison of model calc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for cumulative Cr release (MCC-4S leac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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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7.  Comparison of model calc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for cumulative Co release (ISO leac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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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Titanate계 세라믹 대체고화매질 (인공암석) 

         제조 및 특성 연구

  고준위 폐기물용 고화매질들 중에서 인공암석은 자연계에서 우라늄이나 

토륨과 같은 자연 방사성 동위원소를 결정격자 내에 함유하고 있는 천연

광물을 구성광물로 하여 인공적으로 합성한 고화매질이다
2-39,40).  따라서 

지중 처분시 주변의 지질학적 환경과 장기적인 안정성이 보장된다. 주요 

구성 광물질은 zirconolite, hollandite, perovskite이며, 주성분은 TiO2, 

Al2O3, ZrO2, BaO, CaO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암석 구성광물들 중 

CaTiO3 분말을 자발착화 연소법으로 합성하여 분말 특성을 고찰하 으며, 

아울러 일반적인 분말합성법인 고상반응법으로도 분말을 합성하여 분말제

조법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 다.  또한 자발착화 연소반응시 Sr염을 첨가

하여 CaTiO3에 대한 Sr 고용특성도 살펴보았다.

1. 인공암석 구성광물과 종류

  인공암석은 hollandite (BaAl2Ti6O16), perovskite (CaTiO3), zirconolite 

(CaZrTi2O7)이 주요 구성광물이며
2-41,42)

, 이들 광물은 그들의 결정 격자 내

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원소를 고정할 수가 있다. 

  가. Hollandite (BaAl2Ti6O16)¡

     자연산 Hollandite는 BaMn8O16으로 표시되며 여기서 Mn은 2가, 3가, 

4가이다.  인공암석 B에서는 BaAl2Ti6O16의 화학식으로 표시되는데 Mn
+2

와 Mn+4가 Al+3과 Ti+4으로 각각 치환된 형태이다.  BaAl2Ti6O16는 

BaTiO3, BaTi4O9 및 Al2O3가 반응하여 형성된다. Al2O3는 약 800℃부터 



3 - 86

그 양이 감소하기 시작하며, BaTiO3는 그 양이 급격히 감소한다. 900℃ 

이상에서 BaAl2Ti6O16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 후 1100 C에서 모든 

BaTi4O9이 없어지고 1200℃ 에서 BaAl2Ti6O16이 완전히 형성된다.¡

 BaTiO3 + BaTi4O9 + Al2O3 ――――→ BaAl2Ti6O16 (at 1200℃)¡

  Hollandite 구조 내에서는 방사성 핵종중에 주로 Cs이 Ba과 치환되며, 

고용량은 2∼5 wt% 정도이다. hollandite의 Cs에 대한 치환 및 용출 저항

력은 이 결정 구조와 관계가 깊다.  치환은 단지 축과 평행한 narrow 

channel을 통한 1축 확산으로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Ba
+2 
이온과 팔

면체간의 강한 결합으로 인하여 Cs 이온이 구조 내에 갇히게 된다.  즉, 

단일원자 이온은 축과 평행한 tunnel 내에서 완전히 가치게 되어서 외부

로 확산이 어려워져 용출이 힘들게 된다.  Hollandite는 이온치환 능력과 

방사성 핵종 용출에 대한 저항성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인공암석에서 

'key component' 이며, 핵종과 치환으로 형성되는 고용체는 Cs2Al2Ti6O16, 

SrAl2Ti6O16, K2Al2Ti6O16 등이 있다.¡

  나. Perovskite (CaTiO3)¡

      Perovskite 구조는 ABO3 형태로서 A원자 반경이 B원자 반경보다 

충분히 커야하고, B-O 팔면체는 단위정 모서리에 위치하고 중앙의 큰 공

공에는 A원자가 존재하게 된다
2-42). 매우 안정한 고용체를 광범위하게 형

성할 수 있는 광물로서, 인공암석에서는 CaTiO3 형태로 존재한다.  화학

양론적으로 CaO와 TiO2를 혼합해서 소결하면 쉽게 perovskite가 형성된

다.  이 반응은 1100℃ 에서 16시간 정도 하소함으로 완전히 형성되는데 

약 1000℃에서도 XRD상으로 CaTiO3 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

                CaO + TiO2 ――――→ CaTiO3 (at 1100℃)¡

  주로 Sr+3(SrTiO3)의 악티나이드계 및 희토류 원소를 고정하고, 이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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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류 원소는 zirconolite 보다 perovskite에 더 잘 고정되며, 크고 가벼운 

희토류 원소를 잘 고정한다.  예를 들어, Ce+3 (r=1.34Å)은 zirconolite에서 

보다 perovskite에 12배정도 더 많이 존재한다.  반면에 Gd+3 (r=1.25 Å)

은 2배 정도이다.  

  다. Zirconolite (CaZrTi2O7)¡

      Zirconolite는 CaZrxTi3-xO7, 0.8 < x < 1.37으로 나타내며
2-43)
, 보통 

일반적인 형태로 CaZrTi2O7으로 표기한다. Zirconolite는 perovskite로부터 

형성된다. 800℃부터 ZrO2 양이 줄어들면서 형성되고 있는 perovskite와 

반응하여 약 900℃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  TiO2는 anatase에서 rutile로 

변화하고, zirconolite는 1200℃에서 완전히 형성된다.¡

    TiO2 + perovskite + ZrO2 (at 900℃) ――――→ CaZrTi2O7¡

  이들은 hexagonal tungsten bronze (HTB) 층을 이루어 그 사이의 Ca

자리에는 Sr과 희토류 원소가 치환 가능하고, Zr 자리에는 U이나 Th를 

비롯한 +3가나 +4가인 악티나이드 원소가 치환된다.

2. 인공암석 제조방법

  가. 분말합성 공정

      Oxide route라고 불리는 방법은 요업공정상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

법으로 인공암석 구성광물 성분을 산화물 형태나 탄산염 형태로 기계적 

혼합을 한 후, 습식 볼 분쇄하여 슬러리를 형성하고 이 슬러리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첨가하고 과잉의 질산을 첨가하여 잔여 탄산염을 질화시

켜 제거한다.  이 슬러리를 건조시킨 후, 750∼900℃ 환원성 분위기로 하

소하여 분말을 제조한다.  이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나 제조된 분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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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한 소결체를 얻기 위해서는 높은 소결온도 (고압소결시 1250℃)가 필

요하며, 또한 소결체 미세구조나 화학적 성질이 비교적 균질하지 못하여 

준안정상(meta-stable phase)이 입계 등에 형성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4)
.  이러한 미세구조적 불균일성이나 준안정상의 존재는 인공암석

의 내침출성과 같은 구조적 건전성에 나쁜 향을 주게된다.  다른 방법은 

Sandia route로서 Ca, Ba, Al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첨가된 질산 용액

에 Ti와 Zr 화합물을 첨가한 후 공침하고 건조하여 분말을 제조하는 방법

이다.  이 방법으로 제조된 분말은 oxide route법으로 제조된 분말보다 화

학적 균질성이 높고 크기가 작아 합성된 분말의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소

결온도가 낮아도 비교적 균일한 소결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45,46)

. 

  나. 자발착화 연소공정

     균일한 조성의 미세한 분말을 얻기 위해 졸-겔법, 공침법, 분무건조

법등 습식화학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에 의해 얻어진 분말은 

보통 비정질이기 때문에 결정질 산화물을 얻기 위해서는 역시 고온에서 

하소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새로운 습식화학법으로서 발열 산화-환원 반

응을 이용한 세라믹스 분말 제조가 연구되고 있다
2-47,48).  이 방법은 자발

착화 연소반응법 (combustion process)라 불리는 것으로 자체연소에 의한 

고온의 반응과 많은 양의 가스 방출에 의해 미세한 결정질의 분말을 얻을 

수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단성분계 및 다성분계 산화물 분말의 제조에 응

용될 수 있다
2-49)
. 자발착화 연소반응법 중 하나인 라이신-질산염 

(glycine-nitrate)법은 산화제로서 금속 질산염을, 연료로서 라이신 

(H2NCH2COOH)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반응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금속 질산염 (M(NO3)x) + 라이신 (C2H5NO2)

           ――――→ 금속 산화물 (MOx/2) + H2O + N2 +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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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류수에 금속 질산염과 라이신을 녹이고, 이 수용액을 끓이면 물이 

증발됨에 따라 점도가 높은 농축액이 형성되는데 이를 라이신이 착화될 

온도로 가열하면 연료는 연소되고, 동시에 금속의 산화반응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산화물 분말이 형성된다.  반응생성물은 위 식과 같이 많은 양의 

가스 방출을 수반하므로 다공성으로 쉽게 부서지는 산화물 분말 형태가 

된다.  라이신은 질산 이온에 의해 산화되는 연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

라 물의 증발에 따른 금속 이온의 불균일 침전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3. 실험방법

  가. 자발착화연소 분말합성

     자발착화연소합성법을 이용하여 인공암석 구성광물 중 하나인 

CaTiO3 분말을 합성하 다.  또한 고용될 수 있는 방사성 폐기물중 하나

인 Sr을 CaTiO3에 30%까지 첨가하여 자발착화 연소반응으로 분말을 합

성하 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발착화 연소반응법에서는 산화제

인 금속 질산염이 출발원료로 사용된다.  Ca 경우는 질산염 형태로 쉽게 

구할 수 있으나, Ti은 질산염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염을 이

용하여 질산염의 제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TiO(NO3)는 0.5 M 수용액으로 제조하여 사용하 으며, 아래와 같은 방

법으로 제조하 다.  출발 원액으로 TiCl4 원액을 사용하 으며, 이 원액

은 공기중 수분과 반응성이 매우 강하여 강렬한 발열반응을 일으키면서 

염산가스를 방출하고, 반응시 온도 상승으로 인한 하얀 침전이 급속하게 

형성된다.  따라서 공기 중에서도 안정한 수용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

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 mol TiCl4 용액을 안정한 수용액으로 만들기 위

해서 먼저 완전히 건조된 3000 ml 3구 플라스크에 TiCl4 원액(99.9%) 2 

mol (약 370 g)을 아주 천천히 투여한 후 증류수로부터 제조된 얼음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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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3 g/분 정도의 속도로 첨가하여 서서히 반응시켰다. 완전히 수화과정이 

끝난후 수용액의 농도를 2 M로 조절하 다. TiCl4 수용액에서 250 ml를 

취하여 증류수 250 ml를 첨가하여 농도를 희석시킨 후 산/염기 중화방법

을 이용하여 28% 암모니아를 증류수 250 ml에 희석시킨 암모니아수를 위

의 용액에 첨가하여 강하게 교반하 다.  이 경우 흰 침전이 형성되었으

며, 1 시간이상 교반한 후 침전액의 pH를 측정하여 pH값이 13 이상인 강

알카리 용액으로 하 다.  그 후 남아있는 Cl
-
 이온과 NH

+4 
이온을 제거

하기 위해 증류수로 여러 번 세척하고 여과하여 titanium hydroxide를 만

들었다.  이 침전을 61% 질산 300ml에 천천히 녹 으며, 맑은 질산 수용

액이 되도록 하 다.  위의 방법으로 TiO(NO3) 용액을 제조하여 출발용액

으로 사용했다.  TiO(NO3) 용액에 Ca(NO3)2와 연료를 첨가하여 연소합성

에 필요한 수용액을 제조하 다.  그림 2-28에 전체공정도를 도시하 다.

SOLID STATE
REACTION

COMBUSTION
REACTIONCaCO3 +TiO2,

ANALYSIS

ORGANIC 
    FUEL

Ca(NO3)2

MIXING

HEATINING

IGNITION

CaTiO3 POWDER

ANALYSIS

 TiO(NO3)2

MIXING

HEATINING

CaTiO3 POWDER

Figure 2-28.  Experimenta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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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합성에 사용될 수용액을 계속 교반하면서 증류수가 완전히 날아갈 때

까지 가열하면 점도가 높고 산성도가 높은 농축액이 형성되며, 이 농축액

에서 연료가 분해 또는 발화되는 온도에 도달되면 연료는 자연발화 되어

서 연소되며 동시에 금속질산염과의 산화/환원반응이 지속적으로 진행되

어 산화물 분말이 형성된다. 금속염과 연료가 타면서 높은 열을 제공하게 

되고, 이 때 발생되는 기체는 N2, CO2, H2O를 생성하게 된다. 연료와 금속 

질산염의 첨가량은 S.R. Jain 등이
2-50)
 제안한 반응계의 반응식에 따른 계

산법에 의해서 전체 반응물 중에서 즉 연료와 금속 질산염의 산화될 수 

있는 원자가 (oxidizing valence)와 환원될 수 있는 원자가 (reducing 

valence)를 계산하여 조절하 다. 

  나. 고상반응에 의한 분말 합성

     일반적인 상용분말과 자발착화연소법으로 합성된 분말의 특성을 비

교하기 위하여  고상반응법으로 CaTiO3 분말을 합성하 다.  고상반응을 

위한 출발물질로는 TiO2와 CaCO3 분말을 사용하 으며, 합성하기 전에 

적절한 반응온도를 알기 위하여 시차열량분석기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 DSC, Netzsch사)를 이용하여 승온중 반응양상을 관찰하

다.  시차열량 분석은 10℃/min의 승온속도로 1000℃ 까지 공기 분위기에

서 수행하 다.  DSC 결과를 근거로 1000℃에서 고상반응을 하여 분말을 

합성하 으며, 이 분말의 미세구조, 상분석, 원소분석을 수행하여 자발착화

연소법으로 합성된 분말과 특성을 비교하 다. 

  다. Sr 고용현상 관찰을 위한 분말합성

     자발착화 연소반응에 의하여 Sr이 고용되는 정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CaTiO3 분말을 합성하는 조성의 금속 질산염 출발물질에 SrNO3를 Ca 자

리에 Sr이 5, 10, 20, 30 mol%가 되도록 정량하여 첨가하 다.  자발착화 

연소반응은 앞의 CaTiO3 분말을 합성할 때와 같이 방법으로 수행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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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합성된 분말의 연료종류 및 양에 따른 고용정도를 상분석을 통하여 구

하 다.

  라. 분말의 특성분석

     자발착화 연소합성법과 고상반응법으로 합성된 분말의 특성은 X선 

회절분석(Rigaku)에 의한 상분석, 주사전자현미경(Jeol)과 투과전자현미경

(Jeol)에 의한 미세구조 분석, BET법에 의한 비표면적 측정, EDS에 의한 

원소분석을 하 다.  X선 회절분석은 2θ가 20~80
o 범위에서 scan 속도가 

4o/min으로 하 고, peak의 결과로 입자크기를 계산하 다.  일차 입자크

기와 morphology는 200 KeV, 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하여 image와 SAD 

(selected area diffraction) pattern을 관찰하여 확인하 으며, 이 때 분말

은 초음파 세척기에서 에탄올을 용매로 하여 완전히 분산시킨 후 Cu grid

에 부착하여 관찰하 다. 이차입자의 morphology를 관찰하기 위한 주사전

자현미경 시편은 합성된 분말을 금으로 도포하여 준비하 다. 

4. 결과 및 고찰

  가. 연료 종류 및 조성에 따른 연소반응

     일반적으로 연소합성법에 의한 분말제조는 반응하는 연료의 종류와 

조성이 전체 연소반응성과 결정상 형성에 큰 향을 준다.  연료를 사용하

지 않고 금속 질산염만으로 수용액을 만들어 열을 가하면 연소반응은 일

어나지 않고 분해되지 않은 질산염만이 형성된다.  그러나 적당한 연료가 

첨가되면 불꽃반응을 동반한 연소반응이 일어나며, 연소거동은 첨가된 연

료 종류, 조성 및 양에 따라 각기 다른 거동을 나타낸다.  연료 종류는 연

료가 지니고 있는 화학적 기(chemical group) 차이를 의미하며, 일반적으

론 알카리 족과 알카리 토족 금속에 대한 질산염의 연소반응은 카르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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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carboxylic acid) 기가 관여를 하고, 전이족 금속이나 알루미늄은 아민

기가 관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2-48).  본 연구에서는 아민기만을 지니고 

있는 우레아, 카르복실산기만을 지니고 있는 구연산 및 아민기와 카르복실

산기를 모두 지니고 있는 라이신을 각각 혹은 두 연료를 혼합하여 연료 

종류에 따른 연소반응 특성에 대해서 고찰하 다. 

  CaTiO3는 알카리 토족 금속인 Ca와 천이족 금속인 Ti을 동시에 지닌 

물질이기 때문에 위의 화학적기에 따른 연소거동을 고려하면 아민기와 카

르복실산기를 모두 지닌 연료에서 좋은 반응이 발생하리라 추정된다.  이

때 질산염/연료비는 모두 화학정량적인 조성을 선택하여, 연료 조성 및 양

에 따른 향은 배제하 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에 기술하기로 한다.  

연료의 종류에 따른 각 질산염들의 연소거동 특성은 표 2-24와 같다. 

Table 2-24.  Effect of fuel types and compositions on the synthesis

of CaTiO3 powder

Composition of the fuel(mol)

(for 1 mol of CaTiO3) Reactivity Phase (XRD)

Urea Citric acid Glycine

10/3 - - no reaction
Ca(NO3)2, 

TiO2(anatase)

5/3 5/9 - strong reaction       CaTiO3

- 10/9 - weak reaction CaTiO3 (impurity)

- - 20/9
very strong 

reaction
      CaTiO3

  Ca(NO3)2와 TiO(NO3)2의 혼합체의 연소거동은 아민기만을 지닌 우레아

를 연료로 사용한 경우는 연소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며, 카르복실산기만

을 지닌 구연산을 연료로 사용하면 매우 약한 반응이 발생했지만 상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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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에 미약한 불꽃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우레아와 구연산을 혼합한 

연료를 사용한 경우는 강한 연소반응이 발생되었고, 아민기와 카르복실산

기를 동시에 지닌 라이신을 연료로 사용한 경우에도 매우 강한 반응이 

발생하 다.  즉 CaTiO3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아민기과 카르복실산기가 

동시에 포함된 연료가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각 연료로부터 생성된 반응물의 상을 확인하기 위한 X선 회절 분석 결

과를 Fig. 2-29에 나타내었다. 

 :  C a T iO 3
:  C a (N O 3 ) 2
:  C a C O 3
:  T iO 2

g ly c i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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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i t r ic  a c id

2  T H E T A

2 0 3 0 4 0 5 0 6 0 7 0 8 0

 u r e a

u r e a  +  c it r ic  a c id

Fig. 2-29.  XRD patterns of as-synthesized CaTiO3 powders 

                   with various fuel types and compositions.

  우레아만을 연료로 사용한 경우는 CaTiO3 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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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3)2를 주된 상으로 CaCO3 와 TiO2 상들이 관찰되었다.  즉, 

Ca(NO3)2는 대부분 반응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았으며, 우레아 분자 내의 

일부 탄소가 반응하여 소량의 CaCO3가 생성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TiO(NO3)2는 침전물이 80℃ 이상에서는 TiO2의 anatase 상이 생성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우레아를 연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다른 연소반응 없이 

용매인 증류수만이 증발되었다고 판단된다.  구연산만을 연료로 사용한 경

우에는 미량의 CaTiO3 상이 관찰되나, 약한 연소반응으로 인하여 대부분

이 비정질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아민기와 카르복실산기

를 동시에 지닌 우레아와 구연산의 혼합연료나 라이신에서는 CaTiO3 

결정체가 잘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료

가 지닌 화학적 기의 종류가 연소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CaTiO3가 

자발착화 연소반응이 발생하려면 아민기와 카르복실산기가 동시에 존재하

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합성된 분말의 일차입자와 이차입자의 크기 및 형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미세구조를 관찰하 고, 

BET법으로 비표면적을 측정하 다.  Fig. 2-30은 서로 다른 연료로부터 

합성된 분말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으로 (A)와 (B)는 각각 우레아와 구연

산만을 연료로 하여 합성한 경우이고, (C)는 라이신을, (D)는 우레아와 

구연산을 혼합한 연료를 사용한 경우이다.  우레아만을 연료로 사용하면, 

Fig. 2-30(A)에서 볼 수 있듯이 큰 응집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앞의 연소

반응양상과 상분석에서 언급하 듯이 별다른 반응이 없이 뭉쳐있는 cake 

양상을 나타내었다. 한편, 구연산만을 연료로 사용한 경우는 (Fig. 

2-30(B)) 연소반응으로 비롯된 다공질체가 형성되었을 볼 수 있으나, 상분

석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약한 반응만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된다.  반면, 

Fig. 2-30 (C), (D)에 나타낸 카르복실산기와 아민기를 동시에 지닌 연료

인 라이신이나 우레아와 구연산의 혼합연료를 사용하여 합성된 분말들

의 미세구조를 보면, 다공성의 망목구조를 지닌 응집체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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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C) (D)

Fig. 2-30.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the as-synthesized CaTiO3 

           powders with various fuel types and compositions ;

             (A) urea, (B) citric acid, (C) glycine and

             (D) mixture of urea and citric acid.

자발착화 연소반응에서는 반응하는 동안 연료나 질산염으로부터 다량의 

CO2, N2, H2O가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얻어지는 분말은 다공성 조직

을 지닌 매우 미세한 입자의 응집체가 형성되게 된다.  이 응집체는 쉽게 

분쇄될 수 있으며, 실제로는 매우 미세한 일자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일

차입자의 크기와 모양을 알아보기 위하여 라이신을 연료로 합성된 분말

의 투과전자현미경관찰 결과를 Fig. 2-31과 2-32에 나타내었다.  Fig. 

2-31은 합성분말의 투과전자현미경 사진이고, Fig. 2-32는 합성분말을 

EDS로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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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구조 사진에서 보면 합성된 분말들은 매우 미세한 입자들이 뭉쳐져 

있었으며, 입자크기가 20~30nm 정도인 구형이었다.  일차 입자크기는 X선 

회절분석 결과에서 부터 계산한 입자크기 값과 비슷하 으며, SAD 

pattern 상에서 관찰된 원형 회절원은 합성된 분말이 매우 미세한 결정상

임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 분말들은 EDS 결과에 의하면 구성원소는 

Ca, Ti, O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성된 CaTiO3 분말의 비표면

적은 10 m
2
/g 이상으로서 합성된 분말은 입자크기가 미세한 나노결정체임

을 알 수 있다. 

  나. 연료 양에 따른 연소반응 고찰

     연소합성시 첨가되는 연료 양을 변화시켜 연소반응 거동을 살펴보았

다.  라이신을 연료로 사용하여 fuel-lean, fuel-stoichiometric, fuel-rich

로 연료 첨가량의 변화가 상형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X선 회절분석 

결과를 Fig. 2-33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fuel-lean의 경우는 화학정량적인 

양보다 연료를 50% 적게 첨가한 것이며, fuel-rich의 경우는 화학정량 2배

의 연료를 첨가한 경우이다.  

  연료가 적게 첨가된 경우는 연소반응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연소반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정성이 결여된 CaTiO3 분말과 미반응으로 

인한 TiO2 (anatase) 분말이 형성 되었다.  연료가 적게 첨가되어 연소되

면, 결정질 분말의 생성은 어려우며 오히려 비정질 분말이 형성된다고 알

려져 있다
2-51).  이는 전체적인 반응의 완전성 결여, 즉 연소 구동체의 부

족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연료가 많이 첨가된 

fuel-rich의 경우는 연소 구동체의 증가로 활발한 반응이 일어났으며, 

fuel-rich의 조성이 더 급격한 반응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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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3.  XRD patterns of CaTiO3 powders combusted under three

glycine/nitrate ratio ; (a)fuel lean, (b)stoichiometric, and (c)fuel rich 

  다. 고상반응에 의한 CaTiO3 분말합성

  
     현재까지 보고된 CaTiO3분말 합성공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제조

공정은 TiO2와 CaCO3 분말을 혼합하여 고온에서 하소하여 제조하는 고상 

반응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소합성법으로 제조된 분말과 비교하기 위하

여 고상 반응법으로 분말을 제조하 다.  TiO2와 CaCO3를 습식혼합한 후 

건조된 분말을 하소하여 CaTiO3분말을 제조하 다. 적정한 하소온도를 알

기 위하여 건조된 분말의 DSC 분석을 실시하 다.  Fig. 2-34는 고상합성

시의 흡열 및 발열반응의 변화로서 800∼900
o
C에서 큰 흡열 peak이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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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35.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the as-synthesized CaTiO3

  powders using (A) solid state reaction and (B) combustion reaction.

  라. Sr 첨가에 따른 CaTiO3 분말합성

      CaTiO3는 매우 안정한 고용체를 광범위하게 형성할 수 있는 

perovskite 구조를 지닌 광물이며, 주로 Sr 이온이나 3가의 악티나이드원

소 및 희토류원소를 잘 고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방사성 폐

기물 중의 하나인 Sr을 함유하는 CaTiO3 분말을 연소합성법으로 제조하

여 Sr의 첨가가 분말의 연소합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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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36은 Sr 함량이 각각 5, 10, 20 그리고 30 mol%이고, 화학정량비

의 라이신을 연료로 첨가하여 자발착화연소 합성한 분말의 X선 회절 분

석결과이다.  

 : Ca TiO 3

 : Ca CO
3

 : S rTiO
3

 : S r(NO 3)2

CaTiO 3/5 S r-G

2 0 3 0 4 0 5 0 6 0 7 0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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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6. XRD patterns of as-synthesized (Sr,Ca)TiO3 

                   powders with amounts of Sr addition.

  Sr이 5와 10 mol% 첨가된 경우에는 Sr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완전한 perovskite상인 CaTiO3 분말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Sr이 연소반응 

중에 CaTiO3 결정내의 Ca원자 자리에 치환형 고용체로서 형성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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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료된다.  Sr 함량이 20 mol% 으로 증가하게 되면 연소반응성이 

약간 떨어졌으나 미반응물이 없는 CaTiO3 상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30 

mol% Sr이 첨가된 경우는 CaTiO3 상 외에 미반응물인 Sr(NO3)와 연료인 

라이신 구성분자의 하나인 탄소와 반응한 SrCO3와 CaCO3 및 미량의 

SrTiO3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첨가된 Sr이 연소 중에 CaTiO3 격자 내에 

고용될 때 생기는 흡열반응으로 인한 연소합성열 (온도)의 감소 때문이라 

추정되며, 고용되지 못한 Sr이 Ti와 반응하여 다른 perovskite 상인 

SrTiO3상을 만들고, 이로 인해 미반응물로서 CaCO3상이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첨가되는 폐기물 이온의 양과 종류에 따라서 적정 연료

의 종류와 양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폐기물 이온과 인공암석의 주된 상간에 완전한 고용체 형성은 각 상의 

화학적 특성(용출특성)등에 큰 향을 주기 때문에 연소합성으로 제조되

는 인공암석의 완전한 고용체 형성은 적정 연료와 양의 선택이 분말의 화

학적 특성을 좌우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자발착화연소법을 이용하면 인공암석의 한 구성광물인 CaTiO3를 합성

할 수 있음을 확인하 으며, 연소합성된 분말은 일차입자 크기가 20~30 

nm 정도인 nano 크기로 매우 미세하 다.  연소합성시 사용하는 연료 종

류와 양 및 조성에 따라 형성되는 분말의 특성은 다르게 나타났다.  아민

기와 카르복실기가 적절히 혼합된 우레아와 구연산의 혼합연료나 양쪽성 

분자를 지닌 라이신을 연료로 사용하 을 경우에 활발한 연소반응을 보

이며 CaTiO3 분말이 합성되었다.  연료의 양은 연료와 질산염이 화학정량 

조성비를 가질 때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라이신의 경우 20/9 mol%

에 해당된다.  주요 핵종의 하나인 Sr에 대한 고용효과도 자발착화 연소



3-104

반응에 의하여 쉽게 확인되어 Sr이 고용된 (Ca,Sr)TiO3 분말을 합성할 수 

있었다.

  질산염의 형태로 발생되는 고준위폐기물을 고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

법으로 자발착화 연소반응을 이용하면 인공암석 고화체의 출발분말을 쉽

게 합성하여 공정의 단순화 및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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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결론 및 건의사항

1. 결 론

   사용후 핵연료의 재활용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고준위 폐기물을 안전하

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형화가 필수적인데, 외국의 경우에도 붕규산유리, 

인산유리 또는 다양한 세라믹계 물질을 고화매질로 이용하여 처리하는 기

술을 개발하여 일부 실증하 으며 현재에도 유리매질의 실투현상 해결, 기

계적/화학적 물성 향상 등을 위해 연구를 진행중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향후 예상되는 고준위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기술적 자립을 위해서 

고화처리 연구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고준위폐

기물 특성과 기술현황 파악, 실험실 규모 유도용융로의 제작 및 기초 용융

실험, 고형유리 및 용체의 특성평가법, 사용한 HEPA 여과소재를 이용한 

유리매질 제조 및 특성평가, 세라믹계 대체고화매질 제조 연구를 수행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고준위 폐기물의 특성과 발

생량을 분석하 다.  연계핵연료주기 기술 개발시에는 Cs, Ru을 흡착한 

포집재가,  fission-moly 생산공정에서는 고농축 우라늄으로부터 Mo-99

를 생산한 후 발생하는 폐액이, 사용후 핵연료의 화학특성 분석시에는 

분석폐액이 고준위로 발생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술개발 계획

과 발생량을 평가한 결과 이들중 연계핵연료주기 기술개발시 발생될 고

형 포집재가 현 단계에서는 가장 유력한 유리고화 시험대상 폐기물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고준위 유리화 공정에 많이 사용되는 유도가열의 원리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리고화체 제조 및 용융특성 평가를 위한 실험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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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주파 유도용융로를 제작하고, 가열매체 및 용융용기의 재질 등을 

바꾸면서 유리용융실험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주파 유도가열 용융장치의 제작

- 287kHz의 주파수와 설정된 최대 활용 전압 7.5kV, 진공관 플레이

트(plate)에서의 최대 활용 전류 2.8A, 진공관 그리드(Gri)에서의 최

대 활용 전류 0.6A의 특성을 갖는 고주파 발생부와 가열/용융부를 

포함하는 고주파 유도가열 용융장치를 제작하 다.  고주파 발생부

는 정류부, 발진부, 조정부 및 가열부로 구성되어 있다.

•세라믹 용기를 냉각용기로 한 실험결과

- 유도가열에 사용한 금속링의 종류에 따른 용융특성

․무기물은 고주파의 와전류 손실에 의한 유도가열이 되지 않으므로 

발열체로서 금속링을 넣고 이를 유도 가열시켜 발생된 열에 의해 

원료분말을 용융시키는 간접가열 방법을 사용할 때 금속링의 종류

와 무게에 따른 유리 원료물질의 용융특성을 고찰하 다.  

․유도가열에 사용한 금속링의 종류 및 무게와 인가전력에 따른 혼

합분말 500g의 용융시간 변화를 고찰한 결과, 금속링 무게가 증가

할 때 반응 완료시간은 대체로 직선적으로 감소하 는데 이때 티

탄링의 기울기가 가장 크며, 스테인레스강의 기울기가 작음을 알 

수 있다.  고주파 전원공급장치의 진공관에서 발생되는 출력을 금

속링의 무게로 나눈 값에 대한 일정량의 유리성분의 반응 완료시

간을 살펴본 결과 티탄링의 경우 출력/금속링무게 비가 약 0.75까

지는 용융에 필요한 시간이 증가하나, 0.75 이상에서는 완만해져서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  이는 단위 질량의 금속링에 인가할 

수 있는 유효전력량은 일정하며 이 이상의 전력을 투입하여도 용

융시간 단축효과는 없음을 나타낸다.  일반철과 스테인레스강의 

경우는 본 실험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보이지 않으며 계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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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알루미나질 도가니를 이용한 용융실험의 경우 적은 전기량으로 

용융이 가능하다는 즉,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리 

용탕과 접촉하는 부분의 도가니가 일부 용융되어 실제로 활용가치

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주파 코일을 냉각용기로 한 실험결과

- 고주파가 흐르는 코일에 내화재를 발라 효율이 높은 냉각용기를 

만들고, 고주파가 흐르는 코일은 속에 물이 흐르게 하여 냉각을 시

켰다.  용융실험은 유리성분 300g중 일부를 취하여 티타늄 링이 가

운데 들어가게 하여 다진 후 고주파에 의해 반응이 시작되어 유리

성분의 일부가 분해되고 또 함께 용융되면 나머지를 서서히 넣으면

서 반응 및 용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첨가된 티타늄 링의 향

․초기에 발열재 역할을 하는 티타늄 링이 넣어지는 양에 따라 초기

반응과 용융에 필요한 발열효과에 큰 향을 미친다.  초기 링이 

3개 (12.59g) 넣어진 경우에는 티탄이 산화티탄으로 산화되기 전

까지는 유도되어 발열을 일으켜 반응과 용융을 유지시킬 수 있으

나 시간이 지나 티탄늄 링의 산화가 대부분 완료되게 되면 용융물

이 냉각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리의 용융물이 고주파에 

의하여 발열하는 열량보다 냉각용기에 의하여 빼앗기는 열량이 보

다 커 점점 냉각되어 발열도 줄어들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 티탄 

금속이 산화금속으로 바뀌고 유리 용융물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진공관에 걸리는 전압이 약간 떨어지며 그리드 전류도 떨어지나 

플레이트 전류는 증가한다.  이와 같이 그리드 전류와 플레이트 

전류가 변화함에 따라 각각의 최대 설정값을 넘을 위험이 발생될 

수 있으며, 넘게 되면 안전상 고주파 발생기가 멈추도록 되어 있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고주파발생기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도

록 조정값을 바꾸었으며 또 멈춘 경우에는 다시 재가동하 다.  

․초기에 티탄늄 링을 5개 (21.64g)를 넣어 초기부터 반응을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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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게 하고 용융물의 온도가 높게 유지되도록 진공관에 걸리는 

전압을 계속 변화시키면 용융물이 식지 않고 용융된 상태를 유지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티탄늄 링의 첨가시에 타탄늄의 양이 적을 

때는 많았을 때보다 플레이트의 전압이 낮고 그리드 전압이 크게 

나타났다.

- 초기 조정값의 향

․처음에 조정값을 높여서 진공관에 걸리는 전압을 높게 하여 반응

을 시작할 수 있으나 금속이 산화물로 바뀌고 유리성분이 용융하

게 되면 그리드 전압은 떨어지고 플레이트 전압은 증가하여 설정

된 플레이트 전압 값을 넘게 되어 고주파 발생기가 멈춤에 따라 

적절한 조정값을 찾을 수가 없었다.  

- 고주파 전류 코일을 냉각용기로 하고 바닥도 냉각한 실험

․고주파가 흐르는 코일을 위, 아래의 직경이 같은 것에 내화재 (크

롬성분이 없고 알루미나가 93%인 것)를 바르고 밑바닥은 구리관

을 나선형으로 만들어 냉각수가 흐르게 하며 내화재를 발라 바닥

도 용융이 되지 않도록 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이 실험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냉각의 속도가 커서 용융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다.  즉, 금속 링을 추가하면 용융이 유지되

다가도 금속이 모두 산화되면 용융물이 점점 식는 상태로 바뀌었

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고주파 발생기에서 낼 수 있

는 최대 용량으로는 냉각용기에서 빼앗기는 열량을 넘어서 용융상

태를 유지할 수 있는 열량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스테인레스 용기를 이용한 용융실험

․금속용기를 쓰게 되면 진공관의 플레이트 전류값이 크게 나타나 

조정값을 낮출 수밖에 없었으며 유리성분의 용융에 따라 플레이트 

전류값이 증가하기도 하여 고주파 발생기가 멈출 수도 있다. 그러

나 플레이트 전류값의 변화는 크지 않아 하나의 조정값으로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  용융상태의 진공관의 전압은 3.9kV, 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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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2.16A, 그리드 전압이 0.36A으로 조정할 때 43% (설정값 

3.55)를 나타냈다.  이때 발열은 충분하지 않아 내용물을 붓을 수 

있는 정도로 낮은 점도를 유지시킬 만큼으로 용융물을 높은 온도

로 유지할 수는 없었다.  

3. 고형유리 및 용체의 물성과 침출특성 평가방법 등을 파악하고 정리하

다.  평가하여야 할 주요물성으로는 점도, 열팽창특성, 액상화온도, 결정

화 특성, 내침출성, 전기전도도 (비저항) 등이 있으며, 이외에 도, 경

도, 열안정성 등이 분석되어야 한다.

4. 사용한 HEPA 여과소재를 고준위 폐기물용 고화매질로 활용하기 위해 

첨가제의 종류와 혼입양을 변화시키면서 다양한 매질을 제조하여 특성

분석을 실시하 다. 유리매질의 특성은 도, 내침출성, 미세경도, 미세

구조 및 결정상, 열팽창계수 등을 특성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제조한 매질이 고준위 폐기물 고화용 기본유리매질로 사용 가능하도

록 유리구조를 형성하 는지를 XRD 분석 결과, 1종류 (HAD11R)만을 

제외하고는 결정상의 존재를 나타내는 특성피크가 없이 모두가 완만

한 곡선을 나타내어 무정형의 유리질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 다. 

HAD11R의 경우에는 Al2O3와 SiO2가 1:1인 aluminosilicate 결정상 피

크가 나타나서 완전한 유리질을 형성하지 못하 음을 알 수 있었다.

․제조한 유리매질들의 도를 침수법으로 측정한 결과, 2.40∼2.57 

g/cm
3 범위에 존재하 는데 미국 PNL에서 수행한 CVS-II 모델에 의

해 계산한 도와 비교한 결과 균질한 유리매질의 경우에는 오차범위 

±3% 내에서 잘 일치하여 유리조성을 이용한 도 추산방식이 유용함

을 알 수 있었으나, 용융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불균질한 매질을 형성

한 경우에는 차이가 약 10% 정도로 컸다.

․Vicker 미세경도계로 경도를 측정한 결과, 제조한 유리매질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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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GPa의 경도값을 나타내어 미국 PNL 76-68 유리 (6.2 GPa)와는 

비슷하 으며, 프랑스 R7T7 유리 (9.1 GPa)에 비해서는 낮은 값을 나

타내었다.

․고준위 폐기물과 같이 장기 보관시 발열에 의해 고화체의 품질 및 장

기안정성이 향을 받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온도에 따른 유리고

화체의 열팽창특성이 낮아야 한다.  열기계물성 측정장치 (TMA) 제

조한 유리매질의 열팽창계수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유리매질이 저

온 역 (240∼490℃)에서는 4.6x10
-6∼7.5x10-6 K-1, 고온 역 (550∼58

5℃)에서는 3.4x10
-5∼7.2x10-5 K-1의 열팽창계수를 나타내었다.  이를 

프랑스 R7T7 유리와 미국 PNL 76-68 유리의 열팽창계수인 8.3x10
-6
 

K-1 (25∼300℃) 및 9.0x10-6 K-1 (30∼400℃)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에서 제조한 유리매질이 승온에 의한 팽창현상에 대해서 저항성이 보

다 더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내침출성 시험은 단기 가속침출 시험법인 PCT-B에 준하여 -100∼

+200 mesh (74∼149μm)로 파쇄한 입상시료를 대상으로 증류수 

(SA/V=2000m
-1)를 침출제로 90℃에서 7일간 수행하고 유리성분의 침

출분율과 침출속도를 계산하여 유리매질간의 내침출성을 비교하 다.  

총괄 침출속도는 최대 0.5 g/m2․day 정도를 나타내어 외국의 고준위

용 유리매질이 갖는 0.1∼1 g/m
2․day와 비슷한 내침출성을 보 다.  

성분별로는 유리매질 내에서 함량이 높은 Si, B와 융제(flux) 성분으로 

첨가한 Li, Na의 침출속도가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함량이 낮고 유리구

조를 형성하는 물질인 Zr, Ti의 침출속도는 상당히 낮았다.  평준화된 

원소별 침출정도 (Normalized elemental release)를 미국 PNL에서 제

시한 고준위 유리매질로서 최소한 요구되는 내침출성과 비교한 결과 

약 1/100∼1/10 정도 낮아서 내침출성에 관한 PNL의 요구조건을 충분

히 만족시킴을 알 수 있었다 

- 여과소재와 소량의 무기첨가제를 이용하여 제조한 유리매질들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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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실시한 결과, 외국의 고준위 폐기물용 유리 고화매질과 대등한 

물성을 가짐을 확인하 으며, 고준위 고화용 적정매질 선정을 위한 평

가자료로서 확보하 다.

- 여과소재를 80wt%까지 함유시킨 경우에도 건전한 유리고화체가 형성

되어서 원자력시설의 폐기물을 이용한 고준위 또는 알파폐기물의 고

화매질 개발 및 경제성 제고가 가능함을 확인하 다.

5. 고준위 폐기물용 대체고화매질로 연구되고 있는 인공암석의 종류와 특

성 및 제조기술의 현황분석을 실시하 다.

     고상반응인 기존의 산화법 대신 자발착화 연소반응을 이용하여 인공

암석의 출발분말 합성연구를 실시한 결과 인공암석의 한 구성광물인 

perovskite (CaTiO3)를 쉽게 합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 는데, 연소합성

시 사용하는 연료 종류와 양 및 조성에 따라 형성되는 분말의 특성은 

다르게 나타났다.

     질산염의 형태로 발생되는 고준위폐기물을 고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자발착화 연소반응을 이용하면 인공암석 고화체의 출발분말을 

쉽게 합성하여 공정의 단순화 및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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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의 사항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나 연계핵연료의 개발과 같은 후행핵연료주기나 

동위원소 생산시에 발생될 수 있는 고준위 폐기물은 저준위 폐기물에 비

하여 발생량은 적지만 방사능 준위가 매우 높고, 붕괴열에 의한 열 발생이 

많은 핵분열생성물과 반감기가 긴 초우라늄 핵종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고화매질을 이용하여 고화시키고 봉

하여 임시저장하고 최종적으로는 안전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방사성 폐기물 관련비용이 전체시설 비용

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고준위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필요성도 높다.

  현재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상당기간동안 고준위 폐기물 고화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붕규산유리 고화기술 및 대체 

고화매질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중에 있을 만큼 발생원에 따른 고준위

폐기물의 특성화와 고화기술의 개발은 상당한 기술력과 꾸준한 연구를 필

요로 한다.

  국내의 경우에도 현재 사용후 핵연료 관련 정책이 정립되지 않아 상당

기간 재활용과 관련되는 고준위 폐기물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의 경우를 참조하여 현재부터라도 원자력연구소 소내에서 발생 가능

한 고준위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고준위폐기물 고화기술 개발을 추진해 나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폐기물의 제반물성, 고화 

및 관련기술, 고화체 요구물성 등에 관한 차이점은 정확히 인식되어야 하

며, 단순히 해외로부터 고화공정을 도입하여 운전하는 것만으로는 경제적 

손실과 기술적 종속성을 벗어날 수 없음도 주지하여 고준위 폐기물 고화

기술 개발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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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알파폐기물 상온고화기술개발

제 1 절  서  론

  시멘트 고화처리는 처리 공정의 용이성과 아울러 경제적인 이점으로 인

해, 유해중금속으로 오염된 폐기물이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리 등

에 널리 이용되어 왔다.  시멘트 고화체의 특성 향상을 위한 연구는 시멘

트 고화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과 결부되어 폐기물 고화처리에 시너

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멘트 물질과 포졸란계 물질 (fly ash, furnace 

slag, clay)과의 화학 반응적 유연성은 시멘트고화체의 특성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또한 사용되어지는 시멘트 물질의 대체

효과를 가짐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시멘트고화체

를 초임계 이산화탄소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SCCD)와 반응시켜서 

고화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향상시켜서 제반 규제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특성 개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1,2).

  시멘트 매질에 의한 폐기물의 고형화 또는 안정화 기구는 규산염과 물

의 수화반응 생성물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규산화칼슘 수화반응으로 겔이 

형성되어 부풀어오르고 이 겔은 수화반응 생성물과 규소섬유가 서로 얽힌 

상태의 시멘트 메트릭스를 형성한다.  시멘트를 이용한 고형화의 방해요인

은 망간, 주석, 구리, 납 등의 용해성 화합물이다.  이들 용해성 화합물들

은 고화시간을 연장시키고 물리적 강도를 크게 감소시킨다.  또한 알카리

와 쉽게 반응하는 알루미늄 등의 금속이 포함된 소각재의 경우 시멘트 혼

합시 물과 반응하여 수소 또는 메탄 등의 기체를 발생시켜 시멘트 고화체

의 물성에 나쁜 향을 미치게 된다.  유기물, 점토와 같은 불순물도 고화

시간을 크게 지체시키는데 이러한 불순물과 200 메쉬 정도의 미립자로 이

루어진 불용성 물질은 보다 큰 입자의 표면에 부착되어 폐기물과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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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합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기초적인 전처리에 의해 폐기물의 독특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바꿔 건전성이 높은 고화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물은 시멘트의 수화반응과 경화에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물은 고화체

의 특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액상 혹은 슬러지 형태의 폐기물에 대해서

는 비산재와 같은 흡수제를 주입하여 시멘트고화체가 원하는 특성을 발현

하도록 물과 시멘트의 비율이 맞도록 적합한 조성에 도달시킬 수 있다.  

산성 폐기물 처리시에는 산에 의하여 시멘트경화가 지연되지 않도록 먼저 

석회나 비산재를 주입하여 농축된 폐기물의 pH를 7이상으로 상승시킨 다

음 시멘트를 주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하다.  일반적으로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는 고화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무게비로 최소한 10% 의 시멘

트가 고화체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벤토나이트와 같은 점토는 양이온 교

환능력과 넓은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어 유기화합물과 쉽게 반응하기 때문

에 약 5%의 염기성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무기성 폐기물의 고형화에도 

점토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형태의 점토

가 있지만 양이온 교환능력이 충분히 큰 점토가 고형화에 적당하다. 질석

(vermiculate), 벤토나이트 (몬트모릴로나이트 점토) 등은 약 130∼150 

meq/100g day 의 양이온 교환능력을 가지고 있어 고형화에 이용된다. 

  점토, 비산재 등과 같은 포졸란계 물질은 일반적으로, SiO2-CaO-Al2O3  

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규소계의 유리(siliceous glass) 또는 결정상의 것 

(silica-rich material)을 통칭한다.  시멘트고화체에 이용되는 첨가제 또는 

혼합보조제(blending agent)는 이러한 물질이 주로 사용된다.  첨가되는 

포졸란 물질은 자체적으로는 시멘트화 되지 않으나 알칼리성을 내는 물질

이 존재할 경우에는 반응활성에 의해 반응이 진행되며, 시멘트 매질의 장

기 강도를 향상시키고, 미세기공을 형성시키며, 낮은 투수성, 황산염에 대

한 높은 저항성을 부여하는 등의 이점을 가진다
3-3,4,5)

.  시멘트의 수화반응

에 의해 생성된 결정상의 소석회(Ca(OH)2, portlandite)는 알칼리성 물질로

서 포졸란계 물질을 활성화시키며 반응하여 규산칼슘 수화물 (calc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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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ate hydrate ; CSH)을 형성한다.

  시멘트 수화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주요 생성물은 CSH와 결정상 소석

회이며 이 생성물들은 자연상태에서는 공기중의 CO2와 반응하여 석회석 

(Ca(CO)3, calcite)을 형성한다. 이러한 탄산화 반응은 석회석이 소석회에 

비해 낮은 용해도를 가지며, 매질의 장기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된다.  그러나 석회석으로의 전환 반응은 일반 자연환경에서는 대

단히 느린 가역반응이며 또한 반응 생성물이 기공을 막음으로써 반응속도

가 시간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인위적인 고농도

의 이산화탄소 분위기를 만들어 탄산화 반응을 빠르게 진행시킴으로써 짧

은 시간에 시멘트 매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가속

반응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이산화탄소 분위기는 대체로 초임

계 상태를 활용한다.  이는 초임계유체는 고농도의 기체흐름으로 이 유체

가 가지는 특성인 기체의 높은 확산도와 액체에 유사한 높은 용해특성으

로 인해 저농도의 기체상 환경보다는 우선하여 선택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 고화체의 특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써, 수팽윤 

능력이 뛰어난 포졸란계 물질로써 Na형 벤토나이트를, 또한 생성될 수 있

는 석회석의 양이 증가될 때 시멘트고화체의 구조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

해 소석회를 첨가하 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탄산화 반응을 시키기 전

과 후, 그리고 첨가제의 양에 따른 각 고화체의 화학적, 물리적 내구성을 

평가하 다. 고화체의 주요 특성인 침출특성과 압축강도를  측정하 으며, 

각각의 시료에 대하여 X선회절(X-ray powder diffraction)분석, 열적중량

분석(TGA), 주사전자현미경(SEM), 전자투과현미경(TEM)의 결과를 얻어 

미세구조의 변화 및 수화반응의 정도, 탄산화 정도를 확인하 으며, 아울

러 탄산화 반응에 의한 기공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기공부피와 기공 분

포도도 측정하여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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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상온고화매질(시멘트)의 초임계 이산화탄소 처리법

   수경성 시멘트로 대표적인 포틀랜드 시멘트 (portland cement)를 이용

한 고화법은 저렴한 고화매질을 이용하는 경제성, 충분한 기술축적, 고화

공정/작업의 단순성 때문에 유해폐기물과 방사성 폐기물의 고화처리에 널

리 적용되어 왔으나 고화매질의 첨가로 인한 감용률 저하, 다른 고화매질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내침출성, 소각재 내에 아연과 알루미늄 금속 또

는 염소화합물이 존재하면 시멘트 수화반응을 방해하거나 균열 (cracking) 

또는 파쇄 (spalling)를 유발하며 고화체의 최종 압축강도를 감소시킨다는 

단점을 갖는다.  본 절에서는 시멘트 물질의 성분, 수화/경화반응 등과 시

멘트 매질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초임계 유체의 특성에 대

해 살펴보았다.

1. 수경성 시멘트의 종류와 반응

   가. 시멘트의 종류 및 구성성분
3-6)

      수경성 시멘트는 소각재 처리를 위한 대표적인 고화매질일 뿐만 아

니라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각종 유해 산업폐기물의 안정화에 가장 많

이 쓰여지고 있다.  수경성 시멘트의 일종인 포틀랜드 시멘트는 점토암광

석(clay minerals)을 높은 온도(1480℃)에서 생석회(lime, CaO)와 반응시켜 

얻는다.  점토는 점판암 또는 이판암을 부셔서 얻으며, 생석회는 석회석

(limestone, CaCO3)을 가열하여 얻는다.  이 물질을 클링커(clinker) 형태

로 식히고 응결지연제인 석고(gypsum, CaSO4.2H2O)와 섞어 분쇄한 것이 

포틀랜드 시멘트이다.  포틀랜드 시멘트에는 type Ⅰ∼Ⅴ까지 있는데 대표

적 특징은 다음과 같고, 표 3-1에 종류별 구성성분을 나타내었다.

 - Type Ⅰ : 일반적 용도의 시멘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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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Ⅱ : 저온에서 생성. 양생시간이 짧고 황산염에 저항성이 있다.

 - Type Ⅲ : 빠른 양생시간. 수화중 열발생으로 고강도 획득 가능.

 - Type Ⅳ : 양생시간이 느리고 낮은 온도에서 생성된다.

 - Type Ⅴ : 황산염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바다물에서 사용 가능하다.

  표 3-1과 같이 포틀랜드 시멘트의 주성분은 CaO, SiO2, Al2O3, Fe2O3 등

의 산화물로서 이들이 시멘트의 4가지 주된 화합물인 C2S, C3S, C3A, 

C4AF 및 석고 (CaSO4.2H2O)를 만들게 된다.

Table 3-1. Chemical compositions of portland cement

                                                    (unit : wt%)

             Cement Type

 Oxide Analysis

Average Chemical Composition

Ⅰ Ⅱ Ⅲ Ⅳ Ⅴ

Lime (CaO) 64 63 65 60.5 64

Silica (SiO2) 21 22 20 24 26

Alumina (Al2O3) 6.5 5 5.5 5 2.5

Ferric Oxide (Fe2O3) 2.5 4 3 4.5 15

Magnesia (MgO) 2.5 3 2.3 3 2.5

Sulfuric Anhydride (SO3) 2.1 1.5 2.5 1.7 2

Ignition Loss 1.3 1.1 1.5 1.1 1.3

Insoluble residue 0.02 0.02 0.02 0.02 0.02

Compound Composition

C3S        (3CaO.SiO2)

Tricalcium silicate
48 43 57 20 39

C2S        (2CaO.SiO2)

Dicalcium silicate
27 30 20 52 33

C3A       (3CaO.Al2O3)

Tricalcium aluminate
12 7.5 11 6 4.5

C4AF (4CaO.Al2O3.Fe2O3)

Tetracalcium aluminoferrite
8 12 7 1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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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종류의 시멘트로는 HAC (High Alumina Cement) 가 있는데 주요

성분은 monocalcium aluminate (CaO.Al2O3) 이며, 바닷물과 황산염에 대

한 저항성이 크다.  또한 포졸란 시멘트는 작용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수화

작용시 열을 감소시키고 생석회(CaO)의 유출을 방지하며 염과 황산염의 

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나. 시멘트의 수화반응

    1) 시멘트 매질에서의 수화반응

       시멘트는 물과 반응하여 수화작용을 통해서 응결 및 경화하게 되

는데, 주된 수화작용은 다음과 같다.

   2(3CaO.SiO 2)+6H 2O→3CaO.2SiO 2.3H 2O+3Ca(OH) 2                 (3-1)

   2(3CaO.SiO 2)+4H 2O→3CaO.2SiO 2.3H 2O+Ca(OH) 2                  (3-2)

   3CaO.Al 2O 3+10H 2O+CaSO 4.2H 2O→3CaO.Al 2O 3.CaSO 4.12H 2O        (3-3)

   3CaO.Al 2O 3+12H 2O+Ca(OH) 2→3CaO.Al 2O 3.Ca(OH) 2+12H 2O        (3-4)

   3CaO.Al 2O 3+30H 2O+3CaSO 4.2H 2O→3CaO.Al 2O 3.CaSO 4.32H 2O        (3-5)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시멘트의 주성분인 규산칼슘(C3S, C2S)은 물과 

반응하여 CSH(50∼60%)와 물에 대한 용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석회

(Ca(OH)2, slaked lime or portlandite, 20∼30%)가 발생함으로써 pH를 높

인다는 사실이다.  식 (3-1)과 (3-2)에서 보는 것처럼 시멘트 수화반응으

로부터 생성되는 소석회는 표 3-1의 C2S와 C3S의 조성비로부터 계산해 

보면 1g의 시멘트 수화반응으로 부터 0.3g의 소석회가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g의 시멘트가 8 meq의 산중화 능력을 나타내는 것에 

해당한다.  시멘트가 경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강도는 초기강도의 경우 

C3S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28일 이후에는 C2S와 C3S가 거의 반반씩 강

도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3 - 119

  이처럼 시멘트 경화체는 시멘트 분말이 물에 의한 가수분해와 그 이온

들간의 결합에 의한 생성물이 입자상으로 침전되어 거시적으로 완전한 괴

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다.  CSH는 침상구조의 비정질 유리상이 주를 

이루며, 결정상 소석회(portlandite)는 포틀랜드 시멘트의 주 결정상으로 

육각판형의 결정 구조를 가진다.  CSH인 수화생성물은 크기가 나노에서 

마이크로 수준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통상적인 CSH상은 그 

겔 내에 수화생성물과 아울러 미 반응물을 포함하고 있다.  수화반응을 통

하여 형성된 겔들은 화학적 결합과 분자간 인력에 의한 결합으로 서로 연

결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시멘트는 결국 수화 및 경

화반응을 진행하는 동안에 가해진 많은 인자들에 의해 최종 강도나 침출 

특성이 달라진다.  특히 수화반응은 화학반응특성을 가지며, 경화반응은 

공간적, 시간적 경과에 따른 물리화학적 현상이라고 구분 지을 수 있다. 

  시멘트의 성분입자는 수화반응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약 2.2배의 체적팽

창을 가진다.  수화반응의 완결도는 이런 점에서 또한 중요하다.  수화반

응은 초기의 휴지기(dormant period)에 미반응물 외층에 에트링자이트 

(ettringite)가 형성되어 수화반응을 지연하나, 휴지기 종료 시점부터 수화

반응은 가속화되어 28일이 지나면 약 2/3 이상의 수화도를 나타낸다.  그

러나 그 이후로 수화반응속도는 느려지며, 실제 시멘트 고화체 내에는 미

반응물이 존재하게 된다
3-7).  이러한 미반응물은 생성된 겔과 공간을 불완

전하게 채움으로 중간의 기공(mesopore)를 나타내며, 결국 강도에 나쁜 

향을 미친다. 수화반응을 고려할 경우, 물의 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작업

도 (workability)나 수화반응의 완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물/시멘트 

비의 증가는 물의 공간 차지에 의한 기공의 발생과 겔의 조 한 입자간 

결합을 방해하므로, 두 인자간의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물

의 이론적인 비는 0.23∼0.25이며, 실제 장기적 관점에서는 약 0.3정도의 

비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폐기물 처리에는 물/시멘트의 비를 가능한 낮은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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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의 초기 급속응결을 방지하기 위해 넣어준 석고는 C3A와 반응하

여 불용성의 칼슘설포알루미네이트(calcium sulfoaluminate)를 형성하는데, 

이는 C6AS3H32로 나타내며 통상 에트링자이트라 부른다.  에트링자이트는 

황산기(sulfate)의 공급이 충분할 때 생성되는 안정된 수화생성물이며, 

C3A가 다 수화되기 전에  황산기가 모두 소모되면 황산기가 적게 들어가

는 다른 칼슘설포알루미네이트를 만드는데 이를 모노 칼슘설포알루미네이

트(monosulfoaluminate : C4ASH12)라 한다.  다시 황산이온이 공급되면 모

노 칼슘설포알루미네이트는 에트링자이트로 바뀌게 된다.  에트링자이트 

결정이 생기면 체적이 늘어나는데 아직 경화되지 않은 시멘트 반죽인 경

우는 에트링자이트가 차지할 공간을 만들 수 있지만, 이미 경화된 경우에

는 에트링자이트에 의한 결정화 압력이 생겨서 주위의 시멘트 고화체에 

팽창력을 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고화체에 균열을 일으키게 된다.

    2)  시멘트 수화반응에서의 폐기물과 첨가제의 향

       고화대상 유해폐기물에는 다양한 무기염과 유기물질이 존재하여 

시멘트의 수화반응에 향을 준다.  이러한 화학물질이 시멘트 수화반응에 

미치는 향은 이들을 시멘트에 첨가하여 실험함으로써 상당히 밝혀졌는

데 불소음이온(F
-), 인산(PO4), 수산화물로 침전 가능한 물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무기성염은 수화반응을 촉진시킨다.  수화반응은 음이온의 확산

에 따라 수화가 촉진되는 것을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촉진효과는 음이

온이 시멘트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C-S-H 막내부로 이동함에 따라 전기

적 중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막 내부의 Ca
2+
를 외부로 방출, 칼슘

실리케이트 수화물(calcium silicate hydrate)을 형성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 다
3-8).

  화학물질이 수화반응을 저해하는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첫째, 시멘트 입자 표면에 침전물을 형성하여 물과 시멘트의 접

촉을 억제하는 물질로, 석고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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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으며 중금속의 수산화 침전물과 그 밖의 무기성 침전물도 시멘트입

자 표면에 부착되어 저해현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둘째는 

대부분의 유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시멘트 표면에 흡착되어 수화반

응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으로 첨가제가 들어가도 시멘트의 경화반응이 향을 받는다. 즉 첨

가제는 수화와 경화반응동안에 반응물 및 생성물의 화학적, 물리적인 반응

과정에 향을 주어 시멘트 경화체의 화합물의 형성과 미세 구조에 향

을 미친다. 이를 더 살펴보면 시멘트 경화체의 기계적 특성은 주 수화생성

물인 칼슘실리케이트 겔(CSH)과 결정성 소석회(포틀란다이트), 그리고 미

반응물 등의 물질 자체의 특성과 화학적, 물리적 결합특성에 의해 좌우된

는데 첨가제는 이 결합에 향을 미친다. 이를 (C3S)의 수화반응에 대해서

만 살펴 보면, C3S는 물과의 접촉시, C3S 표면에서 Ca
2+, OH-, H3SiO4

-
이

온을 생성하며, C3S주위에 이러한 이온들이 그림 3-1에서 보여지는 것처

럼 얇은 전기적 이중층을 형성한다
3-9). 이 층의 외부는 물과 Ca2+, 이나 

OH- 이온들이 물에 용해된 상태로 존재하며, 어느 일정수준의 과포화상태

에서 침전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용액 중에 존재하는 이온종에 의해 

Ca
2+이나 OH-이온의 양이 달라지며 이는 수화반응의 속도에 차이를 유발

시킨다. 불용성 칼슘염을 형성시키는 이온들은 용액상의 Ca
2+이나 OH-이

온의 농도를 낮게 유지 시켜주므로, C3S의 가수분해반응을 촉진시켜준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연염을 첨가하면, 다음과 같은 반응을 진행하여 C3S

의 가수분해를 촉진시킨다.

     ZnCl 2 → Zn(OH) 2 → Zn(OH)
2-
4 → CaZnO 2↓+2H 2O            (3-6)

  또한 염화칼슘(CaCl2), 소석회(Ca(OH)2)의 첨가는 공통이온효과에 의해, 

초기 C3S의 가수분해반응을 지연시킨다. 한편으로, 소석회는 C3S와 물과 

반응을 할 때, 용액상에 침전이 일어나는 적정 수준의 과포화용액을 만드

는데 기여하며, 따라서 포틀란다이트의 생성과 크기를 촉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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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A). Dissolution of C3S to form a silica-rich layer.

Figure 3-1(B). Schematic representation of dissolution-precipitation of 

hydrating C3S leading to the formation of C-S-H. 

(a)after 1s; (b)after about 1min; (c)after about 1h.

Figure 3-1(C). Possible scenario for nucleation and crystal growth at 

the end of the induc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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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토나이트도 첨가제로써, 수화생성물이나 용액상의 이온들과 반응하여 

수화경화반응에 향을 미친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나트륨형 벤토나이트

와 일반적인 벤토나이트(또는 montmorillonite)는 다음과 같은 평균적인 

광물학적 조성을 가진다
3-10)
. 

Montmorillonite :

(Al 3.10 Fe
3+
0.4 Fe

2+
0.02 Mg 0.48)(Si 7.92 Al 0.08) O 20(OH) 4 Na 0.48Ca 0.04Mg 0.02

             octahedral     tetrahedral structural    exchangeable

               cations        cations  O and OH       cations

Na type bentonite :

Nax(Al ( 2- x) Mgx)(Si 4O 10)(OH) 2,mH 2O

  
  이온교환되는 Na+는 용액상의 Ca2+과 교환되며, 또한 사면체를 구성하

는 Al-O-Si사슬에서 존재하는 음전하와 결합하여 칼슘알루미노실리케이

트를 형성한다. 앞에서 아연염의 경우와 같은 효과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첨가제는 시멘트 경화체의 화합물과 생성과정에 향을 미치므로 필연적

으로, 화합물자체에 의한 시멘트 경화체의 조성비의 변화와 아울러 그 특

성에 인지할 수 있는 변화를 발생시킨다. 

  

   다. 시멘트의 강도와 미세구조

      고화체의 특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중요한 특성은 침

출특성과 압축강도이다.  이러한 성질들은 그 고화체 자체가 가지는 화학

적, 물리적 특성의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고화체 자체의 물질의 조성은 

화학적 특성에 관련되며, 미세구조는 그 고화체의 기계적 특성과 관련된

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엄 히 구분 될 수 없다.  여하튼 고화체의 기계적 

강도는 처분장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 값 이상의 압축강

도 값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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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학적으로 시료가 어느 특정의 강도이상에 노출되어 거시적인 구조

가 파괴될 때의 그 강도를 압축강도라 한다. 시멘트 경화체가 외부의 압축

되는 힘에 의해 노출될 때, 물질을 이루는 화합물이 화학결합이나 구조적 

형상을 파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간적인 유연성을 가진다면 3차원 구조

내의 빈 공간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며, 외부의 힘이 증가함에 따라 화학결

합과 2차적인 결합들로 형성된 화합물은 분자수준에서 구조적으로 긴장된 

상태가 된다. 이 때 특정한 외력 이상에서는 미시적으로 구조의 변화가 일

어나고, 거시적으로는 구조의 파괴가 나타난다. 시멘트 경화체는 무정형의 

CSH겔과 결정성의 소석회(포틀란다이트)가 대부분인 화합물이다. 2차결합

이나 구조적으로 이동이 용이한 무정형 CSH겔 부분은 외력의 존재 하에

서 그 정도는 미약하나 공간적 유연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CSH겔내의 빈  

공극이 적정수준까지 채워지고, 그와 더불어, 결정성 화합물인 포틀란다이

트와의 경계면에서 변화가 일어 날 것이다. 수화생성물의 무정형부분인 

CSH겔은 시멘트 강도에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부분이며, 낮은 외력에

서 시멘트 경화체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보여주며, 상대적으로 높은 외력에

서는 결정성의 포틀란다이트와 외력에 의해 긴장된 CSH겔에 의해 구조적

인 안정성을 유지하며, 측정되는 압축강도에서는 CSH겔의 일차, 이차결합

이 파괴되며 포틀란다이트와 CSH겔 결합 부분은 서로 분리되어진다. 실

제로 외력이 가해질 때, 앞서 논의한 현상에 더하여 시멘트 경화체가 가지

는 화합물과 구조적 불균일성이 압축강도에 큰 향을 미친다. 이런 불균

일성은 가해지는 외력이 집중적으로 미치는 부분이며, 이러한 부분이 많을

수록 압축강도는 낮을 것이다. 따라서, 첨가제의 변화에 따른 시멘트 화합

물의 구조적 특성과 화학반응특성은 시멘트 경화체의 기계적 성질을 이해

하는데 중요하나 소석회와 벤토나이트 첨가에 대한 완전한 화학적, 물리적 

특성과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없으므로, 여기서 첨가제가 수화반응에 미

치는 향을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으로 시멘트 경화체는 다공성 물질이므로, 존재하는 기공의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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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강도와 침출특성 두 가지 모두에게 향을 미친다.  즉 시멘트의 기계

적 강도에 향을 주는 인자는 우선적으로 기공도를 들 수 있다.  이 기공

도는 물/시멘트비, 수화정도에 향을 받는다.  강도에 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인자는 경화온도이다.  일반적으로 시멘트의 기공은 CSH겔의 본

질적인 구조에 기인된 겔 내의 나노크기의 기공과 생성물인 겔과 미반응 

클링커간의 불완전 공간 채움, 또는 겔간의 망상구조형성, 수화반응에 부

가된 과잉의 물에 의한 마이크론 이하의 크기(submicron scale)의 중간기

공(mesopore), 기포나 첨가된 물질(비반응 첨가물 또는 미반응된 첨가물로 

작용)의 불완전 연결성과 쌓임에 기인되는 μm에서 mm 크기의 거대기공

(macropore)로 구별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시멘트는 과잉의 물의 존재와 

겔의 침상구조로 인해 전체 기공의 대부분은 기공간 높은 내부 연결성 

(interconnectivity)를 가지며 외부로 개방된 특성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폐쇄된 기공은 실제의 강도나 특성에는 미약한 수준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기공이 연결된 망목의 형성은 각 기공 크기에 따른 

분율과 굴곡도(tortuosity)에 따라 침출특성과 강도에 향을 줄 것이다. 

각각의 형성된 기공에서 거대기공은 고화처리 공정상 제어되어야 할 부분

이며, 미세기공이나 중간기공 수준의 기공들은 시멘트나 첨가제의 각 성분

들의 화학반응과 구조적 형성을 이해함으로써 제어되어야 할 부분이다.  

실제,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제어되는 기공의 특성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

나, 강도에 대한 다른 인자에 비하면, 적정수준의 제어로도 만족할만한 특

성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  시멘트의 기공도는 일반적으로 16∼24%의 

범위를 가지며, 나노크기(nanoscale)에 관계된 기공은 기체 흡착법이나 중

성자 산란법에 의해서 측정가능하며, 다른 기공들은 일반적으로 수은 침투

법으로 측정 가능하다. 

  이상의 구조적인 특성에 대한 논의로부터, 강도의 관점에서 시멘트 고화

체 제조시 제어해야 할 주요부분은 바로 중간기공이다.  이의 발생원인을 

다시 요약하면, 1) 과잉의 물의 존재(수화도), 2) 비반응물과 CSH겔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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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공간 채움이다.  CSH겔의 나노크기의 기공은 뒤에 논의 되는 것

처럼, 구조적인 부분보다는 물질 구성에 따른 CSH겔 자체의 특성에 의해 

더 좌우된다. 

  CSH겔은 침상의 입자형상을 가지며, 구조적으로는 무정질 유리상이 주

를 이룬다.  형성된 겔은 서로간에 1차 또는 2차 결합에 의해 구조적으로 

초기 망상구조를 형성하며,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매우 조 하게 침전, 결

합하여 빈 공간을 채우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CSH겔 내에는 미반응 클링커, 소량의 에트링자이트, 모

노 설포알루미네이트 및 수화생성물인 결정성 소석회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 부분들을 각각 분리하여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  Taplin
3-11)은 이러한 

CSH상을 내부생성물(inner product ; Ip)과 외부생성물(outer product ; 

Op)로 분류하 다.  Ip는 입자경계(grain bound ary)의 내부에 즉 calcium 

silicate(C3S, C2S)내에 형성된 수화 생성물을 말하며, Op는 입자경계 밖

의 물로 채워진 공간에서 생성된 생성물을 말한다.

  최근에 Diamond외 동료
3-12)
들은 phenograins과 groundmass로 수화생성

물을 분류한 바 있다.  Phenograins는 10㎛보다 큰 명확히 구별되는 입자

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완전히 수화된 클링커, 불완전 수화된 클

링커, 생성물인 구별되는 결정상 소석회, 또는 충전재(filler) 등이 있다.  

Groundmass는 기공을 가로질러 존재하는 무정질 CSH상으로 정의하며, 

여기에 포함된 물질로는 마이크론 크기 이하로 불분명하게 섞여 있는 

CSH, 결정상 소석회(portlandite), 에트링자이트, 모노 설포알루미네이트 

등이 있다. 이러한 분류는 마이크로 크기에서 주구조매질(domain-matrix)

의 개념으로 분류되어진 것이다.  CSH의 미세구조는 Ip와 Op의 분류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만족할 만한 설명을 준다. 

  앞서 거론한 것처럼 수화반응이 화학반응의 특성을 가진다면 후기 경화

반응은 공간적, 시간적 특성에 지배된다.  Op의 경우 물로 채워진,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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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생성되므로, 실리케이트 사슬의 길이는 

적정한 수준까지 증가하며, 침상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겔간

의 1차, 2차 결합 또는 물리적 겹침은 중간기공을 형성하며, 이것은 바로 

앞서 논의된 것처럼 고화체 내구성의 중요인자다.  반면에, Ip는 내부의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상당히 집적된, 미세하고 균일한 형태(morphology)

를 가지며, 여기서 생성되는 기공은 CSH 자체 내에 <10㎚ 수준의 크기로 

존재한다.  CSH상의 미세구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 I.G Richardson
3-13)
은 

NMR, TEM, XRD등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특히 

Ca/Si의 비를 이용하면 Ip와 Op를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정도로부터 간접

적으로 CSH상이 내구성에 미치는 향을 볼 수 있다고 하 다.

  특히 포졸란 물질의 첨가는 calcium silicate의 수화반응을 가속시키며, 

생성물인 Ca(OH)2와 반응하여 CSH겔을 형성하고, Ca/Si 비의 감소는 칼

슘실리케이트사슬의 길이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그 미세구조는 침상

(fibrillar)에서 박막구조(foil-like)로 변화되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기공

의 내부 연결도를 감소시키며, CSH상 내의 약한 강도의 석회성분보다 실

리카성분의 증가는 물질자체의 강도측면에서 유리하며, 또한 규소화물의 

사슬길이의 증가도 기계적 내구성 향상의 요인이 된다.  그러나 포졸란 물

질은 알칼리성 물질과의 반응이 비교적 느리며, 따라서 강도가 발현되는 

시기는 3일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알칼리성 물질과 반응하여 장기적으로는 시멘트 경화체의 강도를 향상시

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14)
. 

2.  초임계 유체 (초임계 이산화탄소)의 특성

   가. 초임계 유체 기술의 개요
3-15)

      초임계 유체란 그림 3-2에 보인 것처럼 "임계온도와 임계압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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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있는 유체"로 정의되며 기존의 용매와 차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Figure 3-2. P-T diagram for phase identification

  일반적으로 용매의 물성은 분자 종류와 분자간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된

다. 따라서 비 압축성인 액체 용매는 분자간 거리가 거의 변화하지 않아 

단일 용매로서는 큰 물성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초임계 상

태에 있는 유체는 도가 이상기체에 가까운 희박상태에서부터 액체 도

에 가까운 고 도 상태까지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유체의 평형물성 

(용해도, entrainer 효과), 전달물성(점도, 확산계수, 열전도도) 뿐만 아니라 

용매화(溶媒和) 및 분자의 덩어리짐(clustering) 상태를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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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임계 유체기술은 물질이동과 열이동이 빠르고, 저점도, 고확산계

수로 인한 미세공으로의 빠른 침투성 등과 같은 초임계 유체의 장점을 이

용한 기술로서, 기존의 반응 및 분해, 추출, 증류, 결정화, 흡수, 흡착, 건

조, 세정 등의 공정에서의 저효율, 저품질, 저속, 환경에의 악 향과 같은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신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초임계 유체로 임계점이 상온에 가깝고, 무독성, 불연성이면서 

가격이 매우 싼 이산화탄소(Tc=31℃, Pc=73atm)를 사용하면 환경친화성 

또는 에너지 절약형 공정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미세기공이 많은 천연물

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하는 의약품, 향료, 식품공업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초임계 상태의 물(Tc=374℃, Pc=218atm)은 그 자체가 산화 

촉매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기염은 용해하지 못하는 반면, 유기

화합물과 산소, 수소 등을 완전히 녹이기 때문에 미세입자의 제조나 난분

해성 물질의 분해반응, 합성반응, 라디칼 반응, 이온반응의 제어가 가능하

다.  초임계 메탄올(Tc=239℃, Pc=79atm)은 극성용매와 탄화수소의 용해

도가 매우 커서 분해반응 및 합성반응에 이용되고 있다. 

  나. 초임계 유체의 특성 

      일반적으로 액체와 기체의 두 상태가 서로 분간할 수 없게 되는 임

계상태에서의 온도와 이 때의 증기압을 임계점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기

체는 임계온도 이하로 온도를 내리지 않는 한 아무리 압력을 가하여도 액

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초임계유체란 "임계 온도와 압력 이상에서 있는 유

체"로 정의되며 기존의 용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

다. 즉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일반용매에 비해 초임계 유체는 도를 희박

상태에서부터 고 도 상태까지 연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체

의 평형물성, 전달물성뿐만 아니라 溶媒和 및 분자의 덩어리짐(clustering) 

상태를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성 조절의 용이성을 반응과 분리 

등의 공정에 이용하면 단일 용매로 여러 종류의 액체용매에 상응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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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즉 압력과 온도를 변화시킴으로서 물성을 원하는 

상태로 조율할 수 있다. 또한 상온에서 기체상태인 물질을 초임계 유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잔존 용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와 

같이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오염에 미치는 향이 적은 용매를 사용하게되

면 무독성, 환경친화성 공정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초임계 유체에서는 

도 변화와 용매분자의 집단화로 인하여 독특한 성질을 띠게된다. 용질 주

위의 국부 도(local density)는 일괄 도(bulk density)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즉 용매 주위의 분자 수는 임계 압력 주위에서 상당히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초임계유체는 임계점 부근에서의 물성이 적은 온도변

화에도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공정으로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열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유체의 온도가 충분히 높아서 분자의 병

진하는 운동에너지(kinetic energy of translation)가 분자 사이의 당기는 

최대 위치에너지(maximum potential energy of attraction) 보다도 큰 경

우에는 액체와 같은 분자간의 응집상태가 불가능하게 된다. 운동에너지와 

최대위치에너지가 같게 되는 때의 온도를 임계온도(critical temperature)

라고 하며 유체가 이 온도보다 높을 경우에는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분자

간의 응집상태가 될 수 가 없기 때문에 단일 성분으로는 액체상태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만약에 어떤 분자를 임계온도 보다 높은 온도에 폐된 

용기에 넣어두고 내부의 압력을 상승시켜 임계압력 이상(초임계 압력)으

로 올리면 분자의 응집상태가 액체의 도와 비슷하게 되며 특이한 물성

을 나타내게 된다. 

    1) 임계점 

       그림 3-3은 단일성분계의 온도-부피-압력의 상태도를 나타낸 것이

다. 위쪽 오른편의 그림은 압력이 부피와 온도의 함수로 표현된 p=p(V,T)

를 나타내며 평면에 여러 개의 등온선(isotherms)이 있다. 위쪽 왼편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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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은 압력-온도 관계를 나타내는 p-T diagram으로서 여러 개의 

isochores가 있다. 한편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T-V diagram상에 여러 개

의 등압선 (isobars)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C점이 임계점이다.  

  

Figure 3-3.  PVT behavior of the liquid and gas phase of a 

                  one-component system

  이산화탄소의 임계온도와 임계압력은 31.06℃와 73.8 bar이다 (Fig. 

3-4). 그림에서 CP는 임계점 (critical point), TP는 삼중점 (triple point), 

Pc 및 Tc는 임계압력과 온도 (critical pressure and critical temperature)

를 나타낸다. 임계온도보다 낮은 온도에 있는 이산화탄소 기체를 가압시키

면 액화된다. 한편 이산화탄소의 온도가 임계온도보다 높은 때는 기체는 

가압하여도 액화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기체를 임계압력 이상으로 

가압하면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된다. 

  대표적인 초임계유체의 물성을 표 3-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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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Phase (pressure-temperature) diagram for CO2

    2) 도 

       그림 3-5는 전형적인 SCF 용매의 도-압력의 관계를 나타낸 것

이다. 빗금 친 부분이 일반적으로 추출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이다. 

이 그림에서 용매 도가 거의 액체에 근접하기 때문에 용질에 대한 높은 

추출능력(capacity)을 가지며, 등온선의 기울기 (압축성)는 매우 높으며 임

계점 그 자체에서는 무한대가 되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임계압력 근처

에서는 압력을 조금만 올려도 유체의 도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압력이 충분히 높아지면 이산화탄소의 도는 보통 액체

의 도에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6에 이산화탄소의 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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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The critical properties of some fluids 

 Chemical  

  Formular

  M.W.      Tb      Tc        Pc       Vc 

            (℃)      (℃)      (kPa)   (m
3
/kg)

H2 

O2 

CH4

CF4

CH2=CH2

N2O 

CH3CH3 

CHF3 

CF3CF3 

CO2 

CH3F

SF6 

CH2F2

CHF2CF3 

CH3CF3 

CH3CH2CH3 

CH2FCF3 

CHF2CH3 

CH3OH 

C2H5OH 

H2O 

   2.02 -252.89 -240.17  1292.81 0.03182 

  32.00 -182.94 - 18.39  5080.93 0.00234 

  16.40 -161.50 - 82.50  4641.02 0.00618 

  88.01 -127.94 - 45.67  3743.98 0.00160 

  28.05 -103.72   9.33  5117.47 0.00437 

  44.02 - 89.50  36.50  7225.96 0.00222 

  30.07 - 88.81  32.22  4894.07 0.00518 

  70.02 - 82.06  25.61  4836.15 0.00194 

 138.01 - 78.50  24.33  3309.60 0.00167 

  44.01 - 78.44  31.06  7377.65 0.00214 

  34.03 - 78.39  44.61  5874.54 0.00363 

 146.05 - 63.78  45.56  3761.22 0.00136 

  52.00 - 51.61  78.40  5816.00 0.00430 

 120.03 - 48.50  68.00  3834.00 0.00226 

  84.04 - 47.61  73.10  3760.33 0.00230 

  44.10 - 42.07  96.83  4256.97 0.00454 

 102.00 -101.00 101.11  4066.67 0.00195 

  66.05 -117.00 113.50  4495.54 0.00274 

  46.07  78.40 239.45  8090.00 0.00368 

  32.04  64.70 240.75  6140.00 0.00362 

  18.00 100.00 401.15 22120.00 0.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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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Reduced density, ρr (=ρ/ρc), versus reduced pressure, 

             Pr (=P/Pc), isotherms for pure carbon dioxide, where the

         numbers on the curves represent Tr (=T/Tc) values. 

Figure 3-6. Density of carbon dioxide versu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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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점도 

       그림 3-7은 이산화탄소의 점도를 나타낸 것이다. 임계압력인 73.8 

bar이하에서는 압력의 증가에 따라서 점도가 거의 증가하지 않으며 이 때 

기체의 점도는 약 0.02 cP이다. 그러나 점도는 초임계 역에서 압력이 높

아짐에 따라서 증가하지만 300∼400 atm의 높은 압력에서도 그 값은 일반 

유기용매 점도의 1/10 정도로 작은 0.06 cp 정도이다. 같은 압력 하에서는 

초임계 이산화탄소의 점도는 온도가 감소하면서 증가한다. 특히 37℃에서

는 압력이 90 bar의 0.032 cP에서 100 bar의 0.058 cP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3에는 40.3℃에서 압력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도

와 점도를 나타내었다. 

Figure 3-7. Viscosity behavior of carbon dioxide at various 

                  temperatures and pres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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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Viscosity of CO2 at 40.3℃ 

Pressure

(atm)

 Density  Diffusivity, x10
7
  Viscosity, x10

7

 (g/cm3)    (cm2/sec)       (g/cm.sec)

 45.3 

 64.3 

 75.9 

 82.7 

 86.8 

 89.2 

 91.7 

 94.9 

101.6

114.6

0.100 18000 1800 

0.170 11500 1960 

0.240  9080 2180 

0.310  7840 2430 

0.380  7240 2750 

0.450  7020 3160 

0.520  7040 3660 

0.590  7220 4260 

0.660  7560 4990 

0.730  7950 5800 

    4) 확산계수 

       그림 3-8에 이산화탄소의 확산계수(self-diffusivity)를 나타내었고 

비교를 위하여 유기액체에서의 확산계수범위를 표시하 다.  여기에서 초

임계 이산화탄소 내에서 용질의 확산계수가 보통의 액체용매 내에서보다

도 약 10∼100배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3-4, 그림 3-9, 그리고 그림 

3-10은 초임계 유체의 대표적인 물성을 액체와 기체의 물성과 비교한 것

이다. 

Table 3-4. Typical physical properties of supercritical fluid. 

Property       Gas         SCF           Liquid

Density,  g/cm3 

Diffusion coeff., cm
2
/s

Viscosity, cp 

 (0.6∼2.0)x10-3   0.2∼0.9         0.6∼1.6 

   0.1∼0.4     (0.2∼0.7)x10
-3
   (0.2∼2.0)x10

-5

  (1∼3)x10
-3
   (1.0∼9.0)x10

-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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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Diffusivity of CO2 versus temperature at various pressures.

Figure 3-9. Typical physical properties of supercritical fluid (ρ vs.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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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 Typical physical properties of supercritical fluid (D vs. k)

  이산화탄소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초임계 유체는 액

체의 도와 비슷한 값을 가지며 점도는 기체에 가깝고 확산계수는 액체

보다도 100 배정도 큰 값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용해력 

       용매의 용해력은 용매의 도와 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액체와 비슷한 도를 갖는 초임계유체도 액체용매와 마찬가지로 액체나 

고체를 용해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압력과 온도를 변경시킴으로서 

용해력( 도)을 조절할 수 있는 초임계유체를 용매로 사용하면 용질성분

을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고 추출 후에 추출용매와 용질을 쉽게 분리할 

수 있다. 또한 초임계유체는 점도가 작으므로 추출대상으로의 침투성이 좋

아 추출효율이 향상되고 확산계수가 크므로 평형에 빨리 접근한다. 초임계

유체를 용매로 사용하면 액체용매를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표면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젖음(wetting) 문제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는 등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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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장점을 갖게 된다. 

  초임계유체에 대한 용해도는 용질의 증기압과 용질과 용매사이의 상호

작용 등 두 가지 요인의 상승효과로 커지게 된다. 나프탈렌(Naphthalene)-

이산화탄소 계의 경우에서 보면 압력이 200 기압일 때 나프탈렌의 실제 

용해도는 이산화탄소를 이상기체로 보고 단순히 나프탈렌의 증기압으로 

계산된 값보다 10,000 배나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임

계유체에 녹는 용해도 실험치가 계산치보다 10
10
 이상 되는 때도 있다. 

  특히 고분자물질 또는 극성화합물에 대하여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

의 용해력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0-20 mole%의 비극성과 극성 공용

매(cosolvent) 또는 개조제(modifier)를 첨가한다. 공용매는 이산화탄소가 

용질과 작용하는 힘보다 더 강하게 상호 작용하게 해 준다. 초임계 이산화

탄소에 약간의 알칸(alkane) 공용매를 첨가하면 탄화수소의 용해도를 상당

량 증가시킬 수 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코레스테롤(cholesterol)을 녹

일 때 3.5 mole%의 공용매를 첨가하면 용해력이 10배 이상 증가하게 된

다. 공용매의 효과는 methanol>acetone>ethanol 순서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 초임계유체의 용해력 특성을 정리한다. 

   - 용해도는 압력이 높아지면 증가한다. 특히 임계점 근처에서는 초임

계유체의 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용해도가 급격하게 증대한다. 

   - 초임계유체의 용해력은 도가 액체의 도에 접근함에 따라 액체용

매의 용해력과 같아진다. 초임계유체는 온도가 높을 때 용질의 증기압이 

커지므로 초임계유체의 용해력이 액체용매의 용해력보다 크게 되는 경우

도 있다. 

   - 용해도는 온도 상승에 따라 용질의 증기압과 초임계유체의 도의 

향을 받아서 증대하거나 감소한다. 초임계 유체의 도가 일정할 때 용

해도는 온도가 상승하면 증가한다. 

   - 용해도는 용매의 도가 커지면 증가하지만 용해도의 차이는 초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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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의 한가지 물성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초임계유체 용매와 용질의 

성질이 유사하면 용해도가 커진다. 

    6) 극성 

       그림 3-11에는 여러 가지 초임계 유체에 대한 π* (solvent 

polarizability/polarity parameter)를 환산온도 (Tr)가 1.03 일 때 환산 도

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Figure 3-11. The π* solvent polarizability/polarity parameter for

                various supercritical fluid as a function of reduced 

                density (ρ/ρc) at a reduced temperature of 1.03. 



3 - 141

  같은 환산 도에서 매우 다른 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

서 암모니아가 가장 극성이 강한 유체이며 따라서 가장 용해력이 높은 용

매로 알려져 있다. Xenon은 매우 높은 임계 압력에도 불구하고 CO2 보다 

낮은 용해력을 보 다. CO2와 N2O는 N2O가 더 극성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 범위 역에서 비슷한 용해력을 보 다. 한편 극성이 강한 유체

일수록 도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SF6의 용해력은 매우 낮지만 도에 따른 용해력의 변화도 매우 적고, 

NH3는 용해력도 상대적으로 높고 도에 따른 용해력의 변화도 매우 크

게 나타났다. 

3. 시멘트 경화체의 초임계 이산화탄소 처리법

   미국에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장기저장책의 일환으로 

TRU폐기물을 시멘트 고화하여 왔으나 이들이 유리수 함량 (free-liquids 

content)과 관련된 붕괴열에 관한 운수성(DOT)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므

로 구 처분장으로 수송되지 못하고 현장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Supercritical carbon 

dioxide; 이하 “SCCD”로 칭함)를 이용한 시멘트 고화체 처리(개질)법을 

연구하게 되었다3-1,2,16).  이 방법을 사용하면 자연적인 탄산화반응을 촉진

함으로써 시멘트 고화체의 거시적 화학 및 구조를 바꾸고 구조적 결합수

와 유리수 모두를 감소시키는 장점을 갖는다.  수화물 함량 (hydrogenous 

content)을 30wt% 이하로 줄이면 유리수에 관한 DOT의 운송기준을 만족

시키며, 운송용기인 TRUPACT-II 드럼의 허용 가능 붕괴열을 4배정도 증

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초임계상의 이산화탄소에 의한 시멘트 처리는 앞의 설명 (수화, 경화 반

응 중에 강도와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인자들에 대한 것)과는 무관하게 이



3 - 142

미 경화된 고화체의 특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종 고화체 

매질 내에 존재하는 주요 수화 생성물인 CSH와 결정성 소석회는 물에 어

느 정도의 용해 특성을 가지며, 장기적으로 물과 접촉하면 고화매질 구성

성분 자체도 침출되어 나옴으로 고화체의 장기적 건전성을 저해한다.  또

한 악티나이드계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시멘트 고화법을 적용할 

때에는 상당한 양의 붕괴열로 인해 시멘트 고화체 내의 수화물질의 화학

결합이 파괴되어 발화성의 수소기체를 발생된다.  결국 이것은 혼입되는 

폐기물의 양에 제한을 주게된다.  미국 DOT 규제 조건에서는 수화된 물

질의 함량을 30% 이하로 요구하고 있다.  시멘트 고화법의 적용시 발생되

는 이러한 단점은 시멘트 매질의 자연적인 탄산화 반응현상을 응용하면 

개선 가능하다.

  시멘트 매질의 탄산화 반응은 대기중의 CO2가 시멘트 기공 내로 확산

에 의해 침투하여 공극 내의 물과 반응하여 약산성 탄산을 만듬으로써 시

작된다.  이후에 탄산은 분해하여 탄산이온과 수소이온으로 분해되어 수산

화물과 반응하여 용해도가 낮은 탄산염을 형성한다.  공극내의 용액중에 

있는 탄산칼슘 (CaCO3, calcite)은 용해도가 낮으므로 용액으로부터 침전

하여 공극 구조를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석회석(calcite)의 함량 및 강도를 

증가시키고 투수성(permeability)를 낮추는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

한 현상은 특히 폐기물의 고화매질에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즉 시멘트 

매질의 탄산화 반응은 시멘트의 물리화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화학적 조

성도 변화시키며  흡착된 중금속이나 핵종을 장기적으로 지연시키고 고정

화하는데 향을 미친다.

  그런데 대기와 같은 저농도의 CO2 환경을 인위적으로 고농도의 CO2환

경으로 바꾸어줌으로써 시멘트 매질의 탄산화 반응을 가속시킬 수 있다.  

특히 고압의 기체상보다는 초임계 상태가 우선되어 선택되어지는데, 그 이

유는 초임계 상태는 기체와 액체의 성질에 중간적인 특성을 유지하므로 

시멘트처리의 경우에도 기체상과 같은 효과적인 확산도와 액체상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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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용해특성을 가지며 도가 높아 반응성을 높일 수 있는 초임계 상태

를 이용하면 효과적인 탄산화 반응 환경을 부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

임계 유체가 갖는 큰 확산도는 시멘트 기공 내를 통한 침투능력을 높여 

주며, 높은 용해 특성은 시멘트 내에 과잉으로 존재하는 수분 또는 반응생

성물로 발생되는 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기 때문에 일반 기체상보다는 

큰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초임계 이산화 탄소에 의한 처리는 석회석의 

양을 증가시키며, 상대적으로 결정성 소석회의 양을 감소시켜서 매질 자체

의 장기적인 내구성을 향상시키며, 또한 기계적 강도와 내침출특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실제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최적 처리조건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나, 각각의 시멘트 고화체의 특성에 

따라 이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T. Hartmann
3-17)은 적정 초임계 조건 

하에서 처리된 원통형 시멘트 고화체의 표면에서 중심까지의 탄산화 반응

을 조사하여, 탄산화 반응은 고화체 표면에서 수mm 깊이까지 이내에서 

일어나며 고화체의 중심부로 갈수록 그 정도는 급격히 감소하며, 표면에서 

8mm이상되는 깊이에서는 처리 효과가 미약함을 밝혔다.  또한 적정조건 

보다 가혹한 조건 하에서 처리할 경우는 CSH상의 탈수화 반응에 의해 고

화체 특성이 저해할 수 있다고 하 다.  특히 탄산화 반응은 처리 전, 진

공으로 전처리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하 다.  따라서, 탄산화 반응의 최적

조건을 찾기 위한 분석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SCCD로 시멘트 매질을 개질 처리한 경우에는 강도, 투수성, 침출성, 미

세구조, 상의 조성(phase constitution)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 

물성을 시험 및 측정하여 처리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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