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RR-2572/2004

최종연구보고서

                               

한-베트남간 혼성폐기물 
용융염산화기술 공동연구 

협력기반 구축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Basis of Joint 
Research on the Mixed Waste Molten Salt 

Oxidation Technology

                

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과  학  기  술  부



- ii -

제   출   문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귀하

본 보고서를 “한-베트남간 혼성폐기물 용융염산화기술 공동연구 협력기반 구축

에 관한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년 8월

                                      연 구 기 관 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 구 책 임 자     : 양  희  철

                                      연    구    원     : 조  용  준  

                                                                         

                           이  동  규  

 

                                                         김  준  형  

                                                          유  재  형 

                     은  희  철



최종연구보고서 초록□□□□□□□□□□□□□□□□□□□□□□□□□□□□□□□□□□□□□□□□□□□□□□□□□□□□□□□□□□□□□□□□
과제관리

번호

해당

단계

연구

기관

한국

원자력연구소
단계구분

(해당단계)

/(총단계)

연구사업명
 중 사 업 명  

 세부 사업명  원자력국제협력사업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세부과제명
한-베트남간 혼성폐기물 용융염산화기술 공동연구 

협력기반 구축

연구자명

(연구책임자)
양희철

해당

단계

연구

인력

내

부
: 0.75M․Y

연

구

비

정

부
:  30,000 천원

외

부
: 0.20M․Y 민

간
:     천원

계 : 0.95M․Y 계 :     천원

위탁연구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연구기관명: 참여기업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글 : 한-베트남, 국제공동연구, 용융염산화, 협력기반구축, 

  실용화 
 영어 : KOREA-VIETNAM,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Molten Salt Oxidation,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Basis, Practical Application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면수 2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 연구개발 목표

  원자력연구기관 발생 혼성폐기물의 용융염산화처리공정 실용화를 위한 한-

  베트남간 국제 공동 연구사업 협력기반구축

  •연구개발 내용

  - 원자력연구기관 발생 다종의 혼성폐기물에 대한 용융염산화 처리 공정의 

    타당성 분석

  - 한-베트남간 용융염산화 공정의 실용화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협력기반  

    구축



 2. 연구결과

- 우리나라의 원자력연구 기관에서 발생하는 혼성폐기물의 발생현황 및   

   특성을 파악

- 용융염산화 공정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 및 운전특성 파악

- 용융염산화공정의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의 발전가능성 분석

- 용융염산화처리 공정 실용화를 위한 한-베트남간 국제 공동연구 사업의  

  협력기반을 구축

- 한-베트남간 혼성폐기물의 용융염산화 국제 공동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양국간 MOU작성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 국내 원자력연구기관에서 발생되는 혼성폐기물의 처리공정을 실용화연구

  기반 확충     

- 한-베트남 양국의 처리가 어려워 저장중인 niche waste의 처리 기술개

  발 기반구축

•활용방안

- 처리기술이 부재하여 단순저장중인 혼성페기물의 고감용 열처리 공정으

로 용융염산화 공정의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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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제목

  한-베트남간 혼성폐기물 용융염산화기술 공동연구 협력기반 구축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용융염산화는 원자력 연구에서 발생하는 혼성폐기물(유해유기물이나 유

해중금속 함유 방사성폐기물)을 매우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다.  소각이나 현존하는 다른 열처리 공정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난분해/유

해성 유기폐기물, 의료폐기물, 화학무기류 그리고 energetic 물질(추진제, 

폭발물 등)들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용

융염산화기술은 원자력분야 뿐 아니라 환경 분야에서 적절한 처리기술이 

없어 저장하고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로 연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에 베트남은 약 12기 이상의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병원에서 발생

하는 되는 폐기물과 Dalat nuclear reactor에서 발생되는 혼성폐기물을 처

리하기 위하여 VAEC에서 방사성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설치를 계획 중

이다. 설치되는 종합처리 시설에서 건설 후 2015년에 운전예정인 원자력발

전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2015년부터 해체되는 Dalat nuclear reactor

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다. 현재 원자력

연구소가 개발한 용융염산화공정 장치를 공동으로 실용화하여 자국내 설

치예정인 방사성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설치, 운전 하고자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과의 국제협력연구를 통하여 용융염산화기술을 실용화한다

면 독자적 연구개발에 의한 실용화 연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자력연구개발성과의 기술수출을 이룰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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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원자력연구기관 발생 다종의 혼성폐기물에 대한 용융염산화 처리 공정

의 타당성 분석

  - 원자력연구발생 혼성폐기물의 발생 및 저장현황 조사

  - 용융염산화에 대한 기술현황 분석 

  - 용융염산화 공정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

    분석

•한-베트남간 용융염산화 공정의 실용화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협력기반 

구축

  - 베트남 연구원의 국내 혼성폐기물 용융염산화공정 견학 및 기술이해

  - 베트남 방문 용융염산화 공정에 대한 기술자문

  - 혼성폐기물 용융염산화분해기술에 대한 세미나 및 공동연구개발 

    추진 협의

Ⅳ.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계획

  원자력연구기관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 핵종 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는 이온교환수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적절한 처리기술이 없어 그냥 보관되고 있다. 주민수용이 어려워 처

분장부지의 확보가 용이하기 않으므로 혼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으

로 부피를 감소하여 효과적으로 저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용융염산화공정

은 폐기물에 대한 상당한 부피감소 효과를 주면서 핵종이나 다이옥신류의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기술로 분석되었다. 이 기술은 앞으로 혼성폐기물 

뿐만 아니라 다이옥신류의 배출로 소각처리하지 못하는 PCBs 등의 잔류

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을 포함하는 폐기물의 처리

기술로 산업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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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전문가 2인을 초정하여 원자력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험용 

용융염산화공정을 견학토록 하고 용융염산화공정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아울러 우리 전문가 3인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용융염산화공정에 대한 기술자문을 하고 모의 혼성폐기물에 대

한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 다. 또 공동연구개발의 추진을 

위한 MOU를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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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Project Title

  Establishment of Korea-Viet Nam Joint Research Cooperation Basis 

for Mixed Waste Molten Salt Oxidation Technology

II. Project Objectives and Importance 

   Molten salt oxidation, MSO for short, is a robust technology that 

can effectively treat mixed waste (radioactive waste including 

hazardous metals or organics). It can safely and economically treat the 

difficult wastes such as not-easily destroyable toxic organic waste, 

medical waste, chemical warfare and energetic materials such as 

propellant and explosives, all of which are not easily treated by an 

incinerator or other currently existing thermal treatment system. 

Therefore, molten salt oxidation technology should be developed and 

utilized to treat a lot of niche waste stored in the nuclear and 

environmental industries. 

   Recently, VAEC (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has planned 

to install central radioactive waste treatment facility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of mixed wastes from Dalat Nulcear Reactor as well as from 

radioisotope-using hospitals. It is planned to treat the waste generated 

from the decommissioning of Dalat nuclear reactor by utilizing that 

facility. They expect to install the molten salt oxidation system in the 

central radwaste treatment facility after successful joint R&D of the 

molten salt oxidation technology. So, if we put the MSO technolog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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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use by Korea-Vietnam joint research, we can reduce R&D 

fund for MSO technology by ourselves and we can expect an export of 

the outcome of nuclear R&D in Korea.

III. Project Contents and Scope

•Feasibility study of the molten salt oxidation process for the 

treatment of mixed waste generated from the nuclear R&D institute.

  - Survey on the generation and storage status of mixed waste in 

the nuclear R&D institute

  - Analysis of the molten salt oxidation technology

  - Analysis of the development possibility of the molten salt oxidation  

  in technological, economical and sociological concepts.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on basis on the joint research on the 

molten salt oxidation technology for practical use.

  - Invitation of Vietnamese researchers and instruction of molten salt  

   oxidation technology

  - Visiting Viet man and consultation of molten salt oxidation process

  - Seminar on the mixed waste molten salt oxidation technology and  

   discussions on the  progress of the joint research on the mixed   

   waste molten salt oxidation technology.

Ⅳ.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wastes generated from the nuclear R&D institute include 

radioactive as well as hazardous matters and they are merely stored 

without any proper treatment. The establishment of the rad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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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al site is not easy due to the lack of public acceptance. 

Therefore, the effective storage followed by maximum volume reduction 

of the mixed waste is necessary. Molten salt oxidation is analysed to 

be the most effective waste treatment technology which gives the 

substantial waste volume reduction without emitting any hazardous 

matters into the environment. It is expected that this technology will 

be put to practice to treat mixed waste as well as the waste including 

the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such as PCBs, which can not be 

treated by the incineration because of the emissions of Dioxins.

  We invited two Vietnamese researchers and we introduced our 

experimental scale molten salt oxidation system in order to let them 

understand molten salt oxidation technology. We also visited Viet man 

and we consulted about molten salt oxidation process. We held seminar 

on the mixed waste molten salt oxidation technology, discussed on the 

joint research on the mixed waste molten salt oxidation technology and 

finally we wrote MOU for joi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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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1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97-2001)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어지는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의하여 다음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 저감화 및 

안전관리기술의 개발, 국내 여건에 적합한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 

고유기술 개발, 그리고 연구용 원자로 및 우라늄변환시설의 제염, 해체 

기술개발로 인해 초우라늄 원소(Transuranic Elements; TRU), 희토류 

원소(Rare Earth Elements; RE), 및 고품위 금속(Noble Metals) 등이 

부식성 물질인 할로겐족 원소와 결합되어 고온의 용융상태로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유해한 중금속 및 독성물질이 함께 

혼재된 혼성폐기물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폐기물들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안정화하는 기술의 개발이 절실하다. 최근들어 

혼성 폐기물의 소각처리에 대한 문제점 (중금속배출, 염소계 물질의 

처리에 대한 어려움, 다이옥신 배출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소각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용융염산화는 유력한 

소각대체기술로 인정받아 미국의 Rockwell International, LLNL 

(Lo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ETEC(Energy Technology 

Engineering Center),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LANL(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등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용융염산화는 원자력 연구에서 발생하는 혼성폐기물(유해유기물이나 

유해중금속 함유 방사성폐기물)을 매우 효과적으로 처리/처분 할 수 있는 

기술로 전체적인 원자력산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현재 소각 등의 열처리공정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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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분해성/유해성 폐기물, 의료폐기물, 화학무기류 그리고 energetic 

물질(추진제, 폭발물 등)들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분야 뿐 아니라 환경 분야 산업의 경제성을 극도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최근에 베트남은 약 12기 이상의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병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Dalat nuclear reactor에서 발생되는 혼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VAEC에서 방사성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설치를 계획 

중이며 이곳에서 2015년에 운전예정인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2015년부터 해체되는 Dalat nuclear reactor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베트남측은 현재 원자력연구소가 개발한 용융염산화공정 장치를 공동으로 

실용화하여 자국내 설치예정인 방사성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설치, 운전 

하고자 희망하고 있으며 개발된 용융염산화(molten salt oxidation: 이하 

MSO) 기술을 실용화하여 병원 등의 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발생되는 

혼성폐기물의 처리기술을 우선 확보하고 나아가 현재 베트남 전국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잔류 고엽제나 폐농약류의 처리기술로도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같이 이 기술의 실용화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과의 국제협력연구를 통하여 용융염산화기술을 

실용화한다면 독자적 연구개발에 의한 실용화연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자력연구개발성과의 기술수출로 외화획득을 

이룰 수도 있다.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본 국제공동연구의 목표는 원자력연구기관에서 발생하는 혼성폐기물의 

용융염산화 처리공정 실용화를 위한 한-베트남간 국제 공동 연구사업 

협력기반 구축이며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국외 

용융염산화공정기술의 현황분석 및 국내 원자력연구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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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소에서 발생되는 혼성폐기물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하여 

혼성폐기물 용융염산화공정기술개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베트남 VAEC 

전문가를 초청하여 원자력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bench규모 

용융염산화 장치를 이용 용융염 산화공정 현장교육을 실시하며 

기술협력을 위한 양국간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용융염 산화공정 

시험장치의 베트남 내 설치를 위한 기술 자문을 실시하여 결과적으로. 제 

2차 한-베트남 원자력협력공동위원회(2004. 3. 22)에서 협의된 사항에 

따른 KAERI-VAEC간 혼성폐기물의 용융염산화공정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을 통하여 실용화 공동연구개발 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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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자력연구 발생 혼성폐기물 발생현황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은 하나로의 운전,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과정에서 또한 각 실험실과 핵연료주기시설인 조사재 시험

시설 및 조사후시험시설 등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운 과정에서 

또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각 실험실 등에서 발생하며, 당 실에서

는 이들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규정에 따라 발생시설에서 수

집하여 처리하거나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있다. 각 연구부서 및 시설

에서 발생되는 고체폐기물은 방사능 준위와 성분에 따라 분류 수집되며 

고체폐기물의 표면선량률에 따라 통상 0.2 R/hr 이하를 저준위, 0.2∼2 

R/hr를 중준위, 2 R/hr 이상을 고방사선폐기물로 분류하며 성분에 따라 

가연성, 비가연압축성, 비압축성으로 구분한다. 가연성 고체폐기물은 종이

류, 장갑, 작업복, 제염지,비닐을 말하며, 비가연압축성 고체폐기물은 알루

미늄, 함석, 깡통 등 금속류와 초자류로 부피감소가 가능한 물질이며, 비압

축성 고체폐기물은 탄소강, stainless강 등 금속류와 시멘트, 돌, 토양등 비

금속류를 말한다. 분류된 발생 폐기물은 관리규정의 수집, 포장지침에 따

라 고체폐기물은 200ℓ용량의 개방형 볼트식 원통형 드럼용기(DOT 

17H,Ø571㎜x 834㎜H) 2∼3개의 소포장 단위로 분리, 수집한 후 각 수집물

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넣는다. 포장이 완료된 후 포장용기에 방사선량율, 

종류, 주요핵종, 폐기물의 양, 내용물, 폐기일시, 발생시설책임자 및 발생부

서를 기록한 방사성폐기물 표지를 작성하여 부착한다. 한편 방사성폐기물 

발생부서로부터 폐기물의 관리의뢰 요청시에는 저장고 현장에서 직접 접

수를 받기 전에 폐기물담당자가 관리의뢰 부서의 현장에서 폐기물의 분류, 

수집 및 제출서류의 작성 등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상태를 사전에 검사하

고 또한 지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의 원활한 관리와 건전성을 확보

하고 또한 발생량의 저감화를 기할 수 있었다. 2004년에 수집 저장한 고체

폐기물은 200ℓ 드럼 기준으로 280개이고 부피로는 56,000ℓ이다. 이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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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연성폐기물이 170드럼, 비가연성이 62드럼, 폐필터가 36.5개 및 고방

사선폐기물이 2.5드럼, 폐수지 4드럼, 고화폐기물이 5드럼이었다. Table 

2-1은 2004년도에 수집한 방사성고체폐기물을 종류 및 시설별로 나타내었

으며, Table 2-2 에서는 연도별 발생현황과 압축감용 등의 처리에 의한 

수량을 뺀 실제 총 저장현황을, Table 2-3 에서는 2004년도 일자별 인수

현황을 나타내었다.

Table 2-1. Amount of Radioactive Solid Wastes Collected from         

             Nuclear Facilities                             

                                                      (단위: 200L)

시 설 명 가연성
비가

연성
폐필터

고방

사선
폐수지

압축/

고화

처리

계

소결체재료신기술 11 - - - - - 11
핵연료기술개발시설 2 2 - - - - 4
조사재시험시설 8 2 4 1 - - 15
중대사고실험 7 1 2.5 - - - 10.5

방사화학분리기술 2 1 0.5 - - - 3.5
원자력화학연구부 12 4 - - - - 16
연구로용계량핵연료 2 - - - - - 2
SF차세대관리공정 8 4 - - - - 12
고화폐기물시험시설 2 - - - - - 2
원자로재료감시시험 2 - - - - - 2
RI이용시설 19 - 14.5 - - - 33.5
하나로운 부 24 3 - - - - 27

염폐기물처리기술 7 - - - 4 - 11
조사후시험시설 37 2 - 1.5 - - 40.5
방폐처리시설 25 43 15 - - 5 88

세라믹핵연료가공기술 2 - - - - - 2
계 170 62 36.5 2.5 4 5 280



- 6 -

Table 2-2. Amount of Storage of Radioactive Wastes

                                                        (단위: 200L)

년 도 가연성 비가연성 폐필터
고  화

폐기물
폐수지

환경정비

폐 기 물

고방사선

폐기물

기  타

(폐드럼)
계 누  계

∼1985 16 - 8 203 - - - - 227 227

1986 17 2 10.5 - - - - - 29.5 256.5

1987 60 117 12.5 11 29 - 0.75 - 230.25 486.75

1988 219 31.5 28 - - 4,318 0.5 - 4,597 5,083.75

1989 140 58 16.5 - - 163 1.5 - 379 5,462.75

1990 118 42.5 9.5 - 8 73 0.75 - 251.75 5,714.5

1991 63 319 7 8 - - - - 397 6,111.5

1992 206 163 172.5 7 - - 1 - 549.5 6,661

1993 105 22.5 17 6 - - 2.25 - 152.75 6,813.75

1994 228 545 7.5 15 - - - - 795.5 7,609.25

1995 59 29 62 - - - 0.25 - 150.25 7,759.5

1996 96 78 85 - - - - - 259 8,018.5

1997 185 107 34 - - - 1.75 - 327.75 8,346.25

1998 294 101.5 115.5 4 37 - 2 206 760 9,106.25

1999 197 103 12 10 2 - 1.5 - 325.5 9,431.75

2000 117 122 41 5 - - 4.75 - 289.75 9,721.5

2001 283 102 66 - - - 2.75 - 453.75 10,175.25

2002 57 13 20 16 - - 2.25 - 108.25 10,283.5

2003 216 110 82 2 24 - 4.25 - 438.25 10,721.75

2004 170 62 36.5 5 4 - 2.5 - 280 11,001.75

현  재

저장량
2,846 2,128 843 292 104 4,554 28.75 206 11,001.75 11,0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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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Collection Status of Radioactive Wastes in 2004

No.
접 수

일 자
발 생 부 서 명

폐  기  물    종  류 계

가연성

(200L)

비가

연성

(200L)

폐필터

(100L)

고방

사선

(50L)

폐수지

(200L)

압축/

고화

처리

(200L)

폐드럼

(200L)
수량

부피(L

)

1 1. 29 소결체재료신기술 3 - - - - - - 3 600

2 2. 10 핵연료기술개발시설 2 2 - - - - - 4 800

3 3. 19 조사재시험시설운 - - 8 - - - - 8 800

4 3. 22 중대사고실험 3 - - - - - - 3 600

5 4. 27 소결체재료신기술 3 - - - - - - 3 600

6 4. 27 방폐처리시설운 2 5 30 - - - - 37 4,400

7 4. 29 방사화학분리기술 2 1 - - - - - 3 600

8 4. 29 원자력화학연구부 5 3 - - - - - 8 1,600

9 5. 4 방폐처리시설운 9 18 - - - - - 27 5,400

10 5. 4 조사후시험시설운 37 2 - 3 - - - 42 7,950

11 6. 2
세라믹핵연료

가공기술
2 - - - - - - 2 400

12 6. 3 연구로용개량핵연료 2 - - - - - - 2 400

13 6. 28 방사화학분리기술 - - 1 - - - - 1 100

14 6. 28 SF차세대관리공정 8 4 - - - - - 12 2,400

15 7. 6
중대사고 

미해결쟁점
4 1 5 - - - - 10 1,500

16 8. 19 조사재시험시설운 8 2 - - - - - 10 2,000

17 8. 19 방폐처리시설운 2 - - - - - - 2 400

18 8. 19 고화폐기물시험시설 2 - - - - - - 2 400

19 8. 19 원자로재료감시시험 2 - - - - - - 2 400

20 8. 23 RI 이용시설운 19 - 29 - - - - 48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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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Continued)

No.
접 수

일 자
발 생 부 서 명

폐  기  물    종  류 계

가연성

(200L)

비가

연성

(200L)

폐필터

(100L)

고방

사선

(50L)

폐수지

(200L)

압축/

고화

처리

(200L)

폐드럼

(200L)
수량 부피(L)

21 9. 8 화학분석시험시설 7 1 - - - - - 8 1,600

22 9. 9 하나로운 부 24 3 - - - - - 27 5,400

23 9. 14 염폐기물처리기술 7 - - - 4 - - 11 2,200

24 9. 14 방폐처리시설운 - 5 - - - - - 5 1,000

25 9. 24 방폐처리시설운 3 - - - - - - 3 600

26 10. 20 방폐처리시설운 - - - - - 5 - 5 1,000

27 10. 25 방폐처리시설운 4 15 - - - - - 19 3,800

28 10. 28 방폐처리시설운 5 - - - - - - 5 1,000

29 11. 2 조사후시험시설운 - - - 3 - - - 3 150

30 11. 8 소결체재료신기술 5 - - - - - - 5 1,000

31 11. 8 조사재시험시설운 - - - 4 - - - 4 200

총계(수량기준) 170 62 73 10 4 5 - 324

56,000

총계(200L기준) 170 62 36.5 2.5 4 5 - 280

1. 가연성

   가연성폐기물은 방사선 작업과정에서 발생된 폐지 및 제염지 등의 종

이류, 장갑과 방호복 등의 섬유류, PE 등의 플라스틱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향후 소각 등의 방법으로 감용처리 될 것으로 임시 보관하

고 있다. 금년에 200ℓ드럼 기준으로 총 170드럼 34,000ℓ를 수집하 다. 

주요발생시설로는 하나로 및 조사재시험시설, 조사후시험시설, 방폐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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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동위원소생산시설이었으며 주요 오염핵종은 Co-60, Cs-137, I-131, 

U-238 등으로 다양하 다. Table 2-4는 가연성폐기물의 드럼일련번호, 적

재위치, 저장일자, 발생처, 내용물, 표면선량률 및 핵종을 기록한 수집현황

을 나타내었다.

2. 비가연성

   비가연 압축성폐기물은 알미늄, 함석, 폐드럼 등의 금속류, 초자류 및 

건조된 액체여과 필터와 비압축성폐기물로 오염토양과 오염된 지역을 제

염하고 발생된 콘크리트 및 페인트파쇄물 등을 말한다. 오염토양과 콘크리

트는 제염하여 규제해제 처리하고 철재류와 유리류는 압축감용하여 시멘

트고정화 처리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200ℓ드럼 기준으로 62개 12,400ℓ를 

수집하 다. 

 Table 2-5는 비가연성폐기물의 드럼일련번호, 적재위치, 저장일자, 발생

처, 내용물, 표면선량률 및 핵종을 기록한 수집현황을 나타내었다.

3. 폐필터

   폐필터의 발생시설은 하나로운 부, RI이용시설, 화학분석시험시설로서 

이들 시설의 운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체폐기물을 여과하고 폐기된 

HEPA filter가 주종을 이룬다. 금년에 200ℓ 드럼 기준으로 36.5개 7,300ℓ

를 수집하 다. 폐필터의 처리방법은 사각형태의 폐필터를 1차로 원형으로 

성형 처리하고 드럼내에 수집하여 2차로 상하 압축감용하는 방법과 폐필

터를 해체하여 철재류의 비가연성과 여과지의 가연성으로 분류하는 방법

이 있다. HEPA filter 1개는 100ℓ로서 이것을 낱개 단위의 수량으로 하

면 총 73개이었다. 

 Table 2-6은 폐필터의 수거 수량, 적재위치, 저장일자, 발생처, 내용물, 

표면선량률 및 핵종을 기록한 수집현황을 나타내었다.

4. 고화폐기물



- 10 -

   고화폐기물은 비가연압축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압축감

용후 시멘트로 고정화한 것과 농축폐액을 아스팔트 고화한 것으로 나누어

진다. 금년에는 아스팔트 고화폐기물 200ℓ 드럼 기준으로 5개 1,000ℓ를 

수집하 다. 아스팔트 고화체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에 비해 표면선량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드럼 내부가 6cm 두께의 시멘트로 차폐 제작된 고화드

럼내에 수집되며 제1저장고의 별도 위치에 집중 관리하고 있다. 

 Table 2-7은 고화폐기물의 드럼일련번호, 적재위치, 생성일자, 발생처, 내

용물, 표면선량률, 오염도 및 핵종을 기록한 수집현황을 나타내었다.

5. 고방사선폐기물

   고방사선폐기물은 조사후시험시설, 조사재시험시설에서 발생된 것으로 

핵연료봉 및 원자로 감시시편의 절단으로 생긴 시편, 우라늄 가루, 휴지 

등으로 고선량율을 나타내고 있어 50ℓ stainless steel 드럼에 수집하고 

운반용기인 intervention cask로 운반하여 monolith 작업절차에 따라 well

에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있다. 고방사선폐기물은 금년에 200ℓ드럼 기준

으로 2.5개 500ℓ를 수집하 다. 이것은 50ℓ드럼 수량으로 총 10개이었다. 

 Table 2-8은 고방사선폐기물의 드럼일련번호, 적재위치, 저장일자, 발생

처, 내용물, 표면선량율, 및 핵종을 기록한 수집현황을 나타내었다.

6. 폐수지

   폐수지는 방사성물질로 흡착 또는 오염되고 물기를 제거한 폐이온교환

수지를 말한다. 이들 폐수지는 표면선량률이 매우 높아 고방사선폐기물 수

집용 드럼과 같이 드럼내부가 시멘트로 차폐되어 특별히 제작된 시멘트고

화드럼내에 수집하여 포장하 다. 폐수지는 금년도에 200ℓ 드럼 기준으로 

4개 800ℓ를 수집하 다.

  Table 2-9는 폐수지의 드럼일련번호, 적재위치, 생성일자, 발생처, 내용

물, 표면선량률, 오염도 및 핵종을 기록한 수집현황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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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폐드럼

   폐드럼은 가공 공장에서 우라늄 분말을 담았던 공드럼과 폐기물을 담

았던 드럼의 내용물을 재포장 또는 처리를 위해 꺼냄으로써 공드럼 상태

로 발생된 것이 있다. 이중에는 제염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

과 오염정도가 심해 압축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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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List of Combustible Solid Waste Collected in 2004

Drum No. 적재위치 저장일자  발   생   처  내   용   물
표면선량률

(μSv/h)
 핵   종

가-04-1 J-3-6-1 04. 1. 29 소결체재료신기술개발 비닐 0.33 U-238

가-04-2 J-3-6-4 04. 1. 29 소결체재료신기술개발 장갑,마스크,휴지 0.28 U-238

가-04-3 J-3-6-3 04. 1. 29 소결체재료신기술개발 장갑,마스크,휴지 0.3 U-238

가-04-4 J-1-7-5 04. 2. 11 핵연료기술개발시설 종이,장갑 0.2 U-238

가-04-5 J-1-7-4 04. 2. 11 핵연료기술개발시설 종이,장갑,목재 0.2 U-238

가-04-6 J-1-7-6 04. 3. 22 중대사고실험 장갑,작업복,비닐,PE 0.37 U-238

가-04-7 J-1-7-8 04. 3. 22 중대사고실험 장갑,작업복,비닐,PE 1.35 U-238

가-04-8 J-1-7-7 04. 3. 22 중대사고실험 장갑,작업복,비닐,PE 0.46 U-238

가-04-9 J-1-7-3 04. 4. 27 소결체재료신기술개발 장갑,마스크,비닐 0.35 U-238

가-04-10 J-3-6-2 04. 4. 27 소결체재료신기술개발 장갑,마스크,비닐 0.32 U-238

가-04-11 J-3-5-1 04. 4. 27 소결체재료신기술개발 장갑,마스크,비닐 0.33 U-238

가-04-12 J-3-5-3 04. 4. 27 방폐처리시설운 작업복,휴지,장갑 3.0 Co-60,Cs-137

가-04-13 J-3-5-2 04. 4. 27 방폐처리시설운 작업복,액체필터 2.5 Co-60,Cs-137

가-04-14 J-1-7-1 04. 4. 29 방사화학분리기술개발 휴지,비닐,플라스틱 0.2 Am,Eu,Np,Tc

가-04-15 J-1-7-2 04. 4. 29 방사화학분리기술개발 휴지,비닐,플라스틱 0.2 Am,Eu,Np,Tc

가-04-16 J-1-10-4 04. 4. 29 원자력화학연구부 제염지,PVC,비닐 22 Co-60,Cs-137

가-04-17 J-3-8-5 04. 4. 29 원자력화학연구부 제염지,PVC,비닐 270 Co-60,Cs-137

가-04-18 J-1-9-5 04. 4. 29 원자력화학연구부 제염지,PVC,비닐 35 Co-60,Cs-137

가-04-19 J-1-8-4 04. 4. 29 원자력화학연구부 제염지,PVC,비닐 700 Co-60,Cs-137

가-04-20 J-1-8-5 04. 4. 29 원자력화학연구부 제염지,PVC,비닐 690 Co-60,Cs-137

가-04-21 J-1-10-7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작업복,장갑,비닐 0.5 U-238

가-04-22 J-1-10-6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작업복,장갑,비닐 0.5 U-238

가-04-23 J-1-9-6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작업복,장갑,비닐 2.0 U-238

가-04-24 J-1-9-8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작업복,장갑,비닐 0.5 U-238

가-04-25 J-1-10-2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작업복,장갑,비닐 2.2 U-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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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Continued)

Drum No. 적재위치 저장일자  발   생   처  내   용   물
표면선량률

(μSv/h)
 핵   종

가-04-26 J-1-10-3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작업복,장갑,비닐 6.0 U-238

가-04-27 J-1-9-7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작업복,장갑,비닐 0.5 U-238

가-04-28 J-1-10-8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작업복,장갑,비닐 3.4 U-238

가-04-29 J-1-9-2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작업복,장갑,비닐 4.7 U-238

가-04-30 J-1-8-3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제염지,타이백 2.6 Co-60,Cs-137

가-04-31 J-2-8-2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휴지,타이백,비닐 5.3 Co-60,Cs-137

가-04-32 J-1-8-7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타이백,비닐,제염지 3.2 Co-60,Cs-137

가-04-33 J-1-9-3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덮신,타이백,비닐 4.3 Co-60,Cs-137

가-04-34 J-3-8-7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제염지,타이백,비닐 2.5 Co-60,Cs-137

가-04-35 J-2-8-7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장갑,타이백,비닐 0.7 Co-60,Cs-137

가-04-36 J-2-8-8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덮신,작업복,비닐 0.9 Co-60,Cs-137

가-04-37 J-2-7-3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제염지,작업복,비닐 3.0 Co-60,Cs-137

가-04-38 J-1-10-5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덮신,타이백,비닐 280 Co-60,Cs-137

가-04-39 J-3-8-4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장갑,타이백,비닐 42 Co-60,Cs-137

가-04-40 J-2-8-4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제염지,타이백,비닐 3.0 Co-60,Cs-137

가-04-41 J-1-9-4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덮신,타이백,비닐 450 Co-60,Cs-137

가-04-42 J-3-8-8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장갑,타이백,비닐 3.0 Co-60,Cs-137

가-04-43 J-3-8-3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제염지,타이백,비닐 4.0 Co-60,Cs-137

가-04-44 J-2-7-2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장갑,타이백,비닐 3.0 Co-60,Cs-137

가-04-45 J-2-7-5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제염지,타이백,비닐 165 Co-60,Cs-137

가-04-46 J-2-8-3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제염지,타이백,비닐 3.5 Co-60,Cs-137

가-04-47 J-3-7-6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장갑,타이백,비닐 28 Co-60,Cs-137

가-04-48 J-3-7-3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장갑,타이백,비닐 4.6 Co-60,Cs-137

가-04-49 J-1-8-1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제염지,타이백,비닐 0.6 Co-60,Cs-137

가-04-50 J-2-8-1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장갑,타이백,비닐 0.8 Co-60,C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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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Continued)

Drum No. 적재위치 저장일자  발   생   처  내   용   물
표면선량률

(μSv/h)
 핵   종

가-04-51 J-3-8-6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제염지,타이백,비닐 28 Co-60,Cs-137

가-04-52 J-1-8-6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장갑,타이백,비닐 0.6 Co-60,Cs-137

가-04-53 J-1-8-8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제염지,타이백,비닐 0.7 Co-60,Cs-137

가-04-54 J-1-8-2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제염지,타이백,비닐 2.0 Co-60,Cs-137

가-04-55 J-2-7-6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장갑,타이백,비닐 8.0 Co-60,Cs-137

가-04-56 J-2-7-1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장갑,타이백,비닐 1.2 Co-60,Cs-137

가-04-57 J-2-7-7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제염지,타이백,비닐 1.8 Co-60,Cs-137

가-04-58 J-3-7-8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장갑,타이백,마스크 0.6 Co-60,Cs-137

가-04-59 J-3-7-5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장갑,타이백,비닐 290 Co-60,Cs-137

가-04-60 J-3-7-7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제염지,타이백,비닐 1.2 Co-60,Cs-137

가-04-61 J-2-8-5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장갑,타이백,비닐 115 Co-60,Cs-137

가-04-62 J-3-7-4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장갑,타이백,비닐 38 Co-60,Cs-137

가-04-63 J-3-7-2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제염지,타이백,비닐 10.0 Co-60,Cs-137

가-04-64 J-2-7-4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장갑,타이백,비닐 135 Co-60,Cs-137

가-04-65 J-2-7-8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제염지,타이백,비닐 0.6 Co-60,Cs-137

가-04-66 J-2-8-6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장갑,타이백,비닐 3.0 Co-60,Cs-137

가-04-67 J-3-7-1 04. 6. 2 세라믹핵연료가공기술 휴지,장갑,비닐,작업복 0.3 U-238

가-04-68 J-3-8-2 04. 6. 2 세라믹핵연료가공기술 휴지,장갑,비닐,작업복 0.3 U-238

가-04-69 J-1-9-8 04. 6. 3 연구로용개량핵연료 휴지,장갑,비닐,작업복 0.3 U-238

가-04-70 J-1-10-8 04. 6. 3 연구로용개량핵연료 휴지,장갑,비닐,작업복 0.3 U-238

가-04-71 J-3-8-1 04. 6. 28 SF차세대관리공정 장갑,작업복 0.2 U-235

가-04-72 J-2-9-7 04. 6. 28 SF차세대관리공정 장갑,작업복 0.28 U-235

가-04-73 J-2-10-7 04. 6. 28 SF차세대관리공정 장갑,작업복 0.2 U-235

가-04-74 J-2-10-1 04. 6. 28 SF차세대관리공정 장갑,작업복 0.2 U-235

가-04-75 J-2-9-2 04. 6. 28 SF차세대관리공정 장갑,작업복 0.3 U-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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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Continued)

Drum No. 적재위치 저장일자  발   생   처  내   용   물
표면선량율

(μSv/h)
 핵   종

가-04-76 J-1-10-1 04. 6. 28 SF차세대관리공정 장갑,작업복 0.35 U-235

가-04-77 J-2-9-1 04. 6. 28 SF차세대관리공정 장갑,작업복 0.6 U-235

가-04-78 J-1-9-1 04. 6. 28 SF차세대관리공정 장갑,작업복 0.2 U-235

가-04-79 J-2.-9-6 04. 7. 6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 작업복,장갑,비닐,P.E 0.8 U-238

가-04-80 J-2-10-2 04. 7. 6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 작업복,장갑,비닐,P.E 0.9 U-238

가-04-81 J-2-9-4 04. 7. 6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 작업복,장갑,비닐,P.E 0.5 U-238

가-04-82 J-2-9-3 04. 7. 6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 작업복,장갑,비닐,P.E 0.6 U-238

가-04-83 J-2-9-5 04. 8. 19 조사재시험시설운 비닐,휴지,장갑 10.2 Co-60

가-04-84 J-2-10-5 04. 8. 19 조사재시험시설운 비닐,휴지,장갑 10.2 Co-60

가-04-85 J-2-10-6 04. 8. 19 조사재시험시설운 비닐,휴지,장갑 5.1 Co-60

가-04-86 J-3-10-8 04. 8. 19 조사재시험시설운 비닐,휴지,장갑 2.8 Co-60

가-04-87 J-2-10-3 04. 8. 19 조사재시험시설운 비닐,휴지,장갑 0.6 Co-60

가-04-88 J-3-9-6 04. 8. 19 조사재시험시설운 비닐,휴지,장갑 14.9 Co-60

가-04-89 J-3-9-8 04. 8. 19 조사재시험시설운 비닐,휴지,장갑 5.4 Co-60

가-04-90 J-2-10-4 04. 8. 19 조사재시험시설운 비닐,휴지,장갑 3.4 Co-60

가-04-91 J-1-11-7 04. 8. 19 방폐처리시설운 작업복,장갑,비닐 17.3 Co-60,Cs-137

가-04-92 J-3-9-7 04. 8. 19 방폐처리시설운 작업복,장갑,비닐 3.8 Co-60,Cs-137

가-04-93 J-1-11-8 04. 8. 19 고화폐기물시험시설 작업복,장갑,비닐 8.7 Co-60,Cs-137

가-04-94 J-1-11-5 04. 8. 19 고화폐기물시험시설 작업복,장갑,비닐 72.5 Co-60,Cs-137

가-04-95 J-3-9-5 04. 8. 19 원자로재료감시시험 작업복,장갑,비닐 22.4 Co-60,Mn-54

가-04-96 J-3-9-4 04. 8. 19 원자로재료감시시험 작업복,장갑,비닐 22.4 Co-60,Mn-54

가-04-97 J-1-12-5 04. 8. 23 RI 이용시설 운 작업복,장갑,비닐,덧신 82 I-131,Mo-99

가-04-98 J-1-12-4 04. 8. 23 RI 이용시설 운 작업복,장갑,비닐,덧신 83.4 I-131,Mo-99

가-04-99 J-1-12-6 04. 8. 23 RI 이용시설 운 작업복,장갑,비닐,덧신 10.8 I-131,Mo-99

가-04-100 J-3-9-3 04. 8. 23 RI 이용시설 운 작업복,장갑,비닐,덧신 73.5 I-131,Mo-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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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Continued)

Drum No. 적재위치 저장일자  발   생   처  내   용   물
표면선량률

(μSv/h)
 핵   종

가-04-101 J-1-12-3 04. 8. 23 RI 이용시설 운 작업복,장갑,비닐,덧신 21.2 I-131,Mo-99

가-04-102 J-1-11-1 04. 8. 23 RI 이용시설 운 작업복,장갑,비닐,덧신 2.8 I-131,Mo-99

가-04-103 J-3-10-7 04. 8. 23 RI 이용시설 운 작업복,장갑,비닐,덧신 4.2 I-131,Mo-99

가-04-104 J-3-9-4 04. 8. 23 RI 이용시설 운 작업복,장갑,비닐,덧신 8.4 I-131,Mo-99

가-04-105 J-3-9-1 04. 8. 23 RI 이용시설 운 작업복,장갑,비닐,덧신 4.45 I-131,Mo-99

가-04-106 J-3-10-6 04. 8. 23 RI 이용시설 운 작업복,장갑,비닐,덧신 0.83 I-131,Mo-99

가-04-107 J-1-11-6 04. 8. 23 RI 이용시설 운 작업복,장갑,비닐,덧신 10.5 I-131,Mo-99

가-04-108 J-3-9-2 04. 8. 23 RI 이용시설 운 작업복,장갑,비닐,덧신 1.5 I-131,Mo-99

가-04-109 J-3-9-1 04. 8. 23 RI 이용시설 운 작업복,장갑,비닐,덧신 2.7 I-131,Mo-99

가-04-110 J-3-9-5 04. 8. 23 RI 이용시설 운 작업복,장갑,비닐,덧신 10.2 I-131,Mo-99

가-04-111 J-3-9-2 04. 8. 23 RI 이용시설 운 작업복,장갑,비닐,덧신 5 I-131,Mo-99

가-04-112 J-1-11-4 04. 8. 23 RI 이용시설 운 작업복,장갑,비닐,덧신 7.1 I-131,Mo-99

가-04-113 J-1-11-3 04. 8. 23 RI 이용시설 운 작업복,장갑,비닐,덧신 6.2 I-131,Mo-99

가-04-114 J-1-11-2 04. 8. 23 RI 이용시설 운 작업복,장갑,비닐,덧신 9.6 I-131,Mo-99

가-04-115 J-3-9-3 04. 8. 23 RI 이용시설 운 작업복,장갑,비닐,덧신 15.9 1-131,Mo-99

가-04-116 J-1-12-1 04. 9. 8 화학분석시험시설 제염지,PVC,비닐 3 Co-60,Cs-137

가-04-117 J-2-11-5 04. 9. 8 화학분석시험시설 제염지,PVC,비닐 430 Co-60,Cs-137

가-04-118 J-1-12-2 04. 9. 8 화학분석시험시설 제염지,PVC,비닐 16 Co-60,Cs-137

가-04-119 J-2-11-6 04. 9. 8 화학분석시험시설 제염지,PVC,비닐 27 Co-60,Cs-137

가-04-120 J-1-12-8 04. 9. 8 화학분석시험시설 제염지,PVC,비닐 0.7 Co-60,Cs-137

가-04-121 J-1-12-7 04. 9. 8 화학분석시험시설 제염지,PVC,비닐 5.5 Co-60,Cs-137

가-04-122 J-2-11-8 04. 9. 8 화학분석시험시설 제염지,PVC,비닐 31 Co-60,Cs-137

가-04-123 J-3-11-6 04. 9. 9 하나로운 부 장갑,작업화,작업복 1.27 Co-60

가-04-124 J-2-12-5 04. 9. 9 하나로운 부 장갑,종이,비닐 1.2 Co-60

가-04-125 J-3-11-8 04. 9. 9 하나로운 부 장갑,종이,작업복 1.4 Co-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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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Continued)

Drum No. 적재위치 저장일자  발   생   처  내   용   물
표면선량률

(μSv/h)
 핵   종

가-04-126 J-3-11-4 04. 9. 9 하나로운 부 장갑,종이,비닐 1.8 Co-60

가-04-127 J-3-11-7 04. 9. 9 하나로운 부 장갑,비닐,작업복 0.9 Co-60

가-04-128 J-3-12-7 04. 9. 9 하나로운 부 장갑,비닐,작업복 0.8 Co-60

가-04-129 J-3-12-8 04. 9. 9 하나로운 부 장갑,종이,작업복 1.7 Co-60

가-04-130 J-2-11-1 04. 9. 9 하나로운 부 장갑,종이,작업복 6.2 Co-60

가-04-131 J-2-12-7 04. 9. 9 하나로운 부 장갑,종이,비닐 5.7 Co-60

가-04-132 J-3-12-4 04. 9. 9 하나로운 부 장갑,종이,작업복 6.5 Co-60

가-04-133 J-2-12-2 04. 9. 9 하나로운 부 장갑,종이,작업복 13.2 Co-60

가-04-134 J-2-11-4 04. 9. 9 하나로운 부 장갑,종이,작업복 6.2 Co-60

가-04-135 J-2-11-8 04. 9. 9 하나로운 부 장갑,종이,작업복 1.5 Co-60

가-04-136 J-2-12-3 04. 9. 9 하나로운 부 장갑,종이,작업복 2.5 Co-60

가-04-137 J-3-11-5 04. 9. 9 하나로운 부 장갑,종이,비닐 2.3 Co-60

가-04-138 J-3-12-6 04. 9. 9 하나로운 부 장갑,종이,비닐 1.5 Co-60

가-04-139 J-2-11-2 04. 9. 9 하나로운 부 장갑,종이,작업복 4.6 Co-60

가-04-140 J-3-12-5 04. 9. 9 하나로운 부 장갑,종이,작업복 1.45 Co-60

가-04-141 J-2-12-1 04. 9. 9 하나로운 부 장갑,종이,비닐 1.9 Co-60

가-04-142 J-2-12-8 04. 9. 9 하나로운 부 장갑,종이,비닐 2.5 Co-60

가-04-143 J-3-12-3 04. 9. 9 하나로운 부 장갑,종이,작업화 1.4 Co-60

가-04-144 J-2-11-3 04. 9. 9 하나로운 부 장갑,종이,작업복 0.6 Co-60

가-04-145 J-2-12-6 04. 9. 9 하나로운 부 작업복,비닐 205 Co-60

가-04-146 J-2-12-4 04. 9. 9 하나로운 부 작업복,비닐 40 Co-60

가-04-147 J-1-13-4 04. 9. 14 염폐기물처리기술개발 시약병 4.6 Co-60,Cs-137

가-04-148 J-1-13-6 04. 9. 14 염폐기물처리기술개발 장갑,제염지,호스 29.5 Co-60,Cs-137

가-04-149 J-1-13-8 04. 9. 14 염폐기물처리기술개발 장갑,작업복,제염지 11.6 Co-60,Cs-137

가-04-150 J-1-13-5 04. 9. 14 염폐기물처리기술개발 P.E 파쇄물,호스 36.5 Co-60,C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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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Continued)

Drum No. 적재위치 저장일자  발   생   처  내   용   물
표면선량율

(μSv/h)
 핵   종

가-04-151 J-1-13-7 04. 9. 14 염폐기물처리기술개발 작업화,PE.파쇄물,호스 6.3 Co-60,Cs-137

가-04-152 J-3-11-2 04. 9. 14 염폐기물처리기술개발 목재류,스치로플 2.5 Co-60,Cs-137

가-04-153 J-3-11-3 04. 9. 14 염폐기물처리기술개발 비닐,스치로플 16.5 Co-60,Cs-137

가-04-1541
고-A-3-22

-3
04. 9. 24 방폐처리시설운

IAEA사찰물

(작업복,장갑,비닐)
0.13 U-238

가-04-155
고-A-3-22

-4
04. 9. 24 방폐처리시설운

IAEA사찰물

(작업복,장갑,비닐)
0.13 U-238

가-04-156
고-A-3-22

-5
04. 9. 24 방폐처리시설운

IAEA사찰물

(작업복,장갑,비닐)
0.13 U-238

가-04-157 J-3-12-2 04. 10.25 방폐처리시설운 작업복,장갑,비닐 15.0 Co-60,Cs-137

가-04-158 J-1-13-3 04. 10.25 방폐처리시설운 작업복,장갑,비닐 80.0 Co-60,Cs-137

가-04-159 J-3-11-1 04. 10.25 방폐처리시설운 작업복,장갑,비닐 2.5 Co-60,Cs-137

가-04-160 J-3-12-1 04. 10.25 방폐처리시설운 작업복,장갑,비닐 4.0 Co-60,Cs-137

가-04-161 J-1-14-8 04. 10.28 방폐처리시설운 바닥제,장갑,잡고체 3.0 Co-60,Cs-137

가-04-162 J-1-14-7 04. 10.28 방폐처리시설운 증발천 4.0 Co-60,Cs-137

가-04-163 J-1-14-6 04. 10.28 방폐처리시설운 증발천 4.0 Co-60,Cs-137

가-04-164 J-1-13-2 04. 10.28 방폐처리시설운 작업화,장갑,잡고체 4.5 Co-60,Cs-137

가-04-165 J-1-13-1 04. 10.28 방폐처리시설운 장갑,비닐 3.5 Co-60,Cs-137

가-04-166 J-1-14-5 04. 11. 8 소결체재료신기술개발 휴지,장갑,마스크 0.43 U-238

가-04-167 J-1-14-2 04. 11. 8 소결체재료신기술개발 휴지,장갑,마스크 0.51 U-238

가-04-168 J-1-14-4 04. 11. 8 소결체재료신기술개발 휴지,장갑,마스크 0.6 U-238

가-04-169 J-1-14-1 04. 11. 8 소결체재료신기술개발 휴지,장갑,마스크 0.56 U-238

가-04-170 J-1-14-3 04. 11. 8 소결체재료신기술개발 휴지,장갑,마스크 0.52 U-238

1) 1982년 서울 공릉동의 TRIGA MARK Ⅲ hot cell 내에서 실시한 실험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IAEA 핵물질 사찰 및 시료채취 작업에서 

발생된 것으로 주요 내용물은 작업복, 마스크, 장갑 및 오염확산 방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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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등으로 200ℓ드럼 기준으로 3드럼을 수집․포장하 다.

Table 2-5. List of Non-Combustible Solid Waste Collected in 2004

Drum No. 적재위치 저장일자  발   생   처  내   용   물
표면선량률

(μSv/h)
 핵   종

비-04-1 D-3-18-1 04. 2. 11 핵연료기술개발시설 철재 0.2 U-238

비-04-2 D-3-18-2 04. 2. 11 핵연료기술개발시설 철재 0.2 U-238

비-04-3 D-4-18-1 04. 4. 27 방폐처리시설운 페인트파쇄물 2.5 Co-60,Cs-137

비-04-4 D-3-18-4 04. 4. 27 방폐처리시설운 페인트파쇄물 2.2 Co-60,Cs-137

비-04-5 D-3-18-3 04. 4. 27 방폐처리시설운 페인트파쇄물 5.0 Co-60,Cs-137

비-04-6 D-4-16-1 04. 4. 27 방폐처리시설운 페인트파쇄물 6.0 Co-60,Cs-137

비-04-7 D-4-16-2 04. 4. 27 방폐처리시설운 페인트파쇄물 6.0 Co-60,Cs-137

비-04-8 D-4-18-2 04. 4. 29 방사화학분리기술개발 유리류 0.2 Am,Eu,Np,Tc

비-04-9 D-4-17-3 04. 4. 29 원자력화학연구부 철재류 950 Co-60,Cs-137

비-04-10 D-4-18-3 04. 4. 29 원자력화학연구부 철구조물,깡통 10 Co-60,Cs-137

비-04-11 D-4-17-4 04. 4. 29 원자력화학연구부 철재류 220 Co-60,Cs-137

비-04-12 고-E-2-5-11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DU산화분말 28.5 U-238

비-04-13 고-E-1-6-11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DU산화분말 24.5 U-238

비-04-14 고-E-2-6-12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DU산화분말 32.0 U-238

비-04-15 고-E-1-4-12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DU산화분말 27.8 U-238

비-04-16 고-E-2-6-11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DU산화분말 26.3 U-238

비-04-17 고-E-1-5-11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DU산화분말 14.7 U-238

비-04-18 고-E-1-6-12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DU산화분말 24.6 U-238

비-04-19 고-E-1-3-11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DU산화분말 20.8 U-238

비-04-20 고-E-1-4-11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DU산화분말 19.6 U-238

비-04-21 고-E-1-5-12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DU산화분말 22.6 U-238

비-04-22 고-E-1-3-12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DU산화분말 19.3 U-238

비-04-23 M-4-2-1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압축폐드럼(200L) 0.58 U-238

비-04-24 M-3-3-7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압축폐드럼(200L) 0.6 U-238

비-04-25 M-3-3-8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압축폐드럼(200L) 0.92 U-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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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Continued)

Drum No. 적재위치 저장일자  발   생   처  내   용   물
표면선량률

(μSv/h)
 핵   종

비-04-26 M-4-1-1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압축폐드럼(200L) 0.55 U-238

비-04-27 M-3-1-8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압축폐드럼(200L) 0.62 U-238

비-04-28 M-3-2-8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압축폐드럼(200L) 0.85 U-238

비-04-29 D-5-17-2 04. 5. 4 방폐처리시설운 철재류,전선 0.4 U-238

비-04-30 D-4-18-4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와이어,고철 18 Co-60,Cs-137

비-04-31 D-5-17-1 04. 5. 4 조사후시험시설 철사,고철류 4.5 Co-60,Cs-137

비-04-32 D-2-18-5 04. 6. 28 SF차세대관리공정 토양 0.2 U-238

비-04-33 D-2-18-6 04. 6. 28 SF차세대관리공정 용융염 0.2 U-238

비-04-34 D-1-18-8 04. 6. 28 SF차세대관리공정 용융염 0.2 U-238

비-04-35 D-1-18-7 04. 6. 28 SF차세대관리공정 용융염 0.2 U-238

비-04-36 D-2-18-7 04. 7. 6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
철재류 0.5 U-238

비-04-37 D-2-17-8 04. 8. 19 조사재시험시설 운 철,전선,전구류 20.1 Co-60

비-04-38 D-2-17-7 04. 8. 19 조사재시험시설 운 철,전선,전구류 3.1 Co-60

비-04-39 D-3-17-5 04. 9. 8 화학분석시험시설 철재류 64 Co-60,Cs-137

비-04-40 D-2-18-8 04. 9. 9 하나로운 부 필터,전선,철재 3.6 Co-60

비-04-41 D-3-18-5 04. 9. 9 하나로운 부 필터,전선,철재 9.5 Co-60

비-04-42 D-3-17-6 04. 9. 9 하나로운 부 파이프 240 Co-60

비-04-43 M-4-3-2 04. 9. 14 방폐처리시설운 압축폐드럼,뚜껑(200L) 1.55 Co-60,Cs-137

비-04-44 M-4-2-2 04. 9. 14 방폐처리시설운 압축폐드럼,뚜껑(200L) 0.82 Co-60,Cs-137

비-04-45 M-4-1-2 04. 9. 14 방폐처리시설운 압축폐드럼,뚜껑(200L) 0.94 Co-60,Cs-137

비-04-46 M-4-1-3 04. 9. 14 방폐처리시설운 압축폐드럼,뚜껑(200L) 0.97 Co-60,Cs-137

비-04-47 M-4-3-1 04. 9. 14 방폐처리시설운 압축폐드럼,뚜껑(200L) 1.22 Co-60,Cs-137

비-04-48 D-3-18-6 04. 10.25 방폐처리시설운 콘크리트 2.0 Co-60,Cs-137

비-04-49 D-3-18-7 04. 10.25 방폐처리시설운 콘크리트 2.5 Co-60,Cs-137

비-04-50 D-5-18-4 04. 10.25 방폐처리시설운 콘크리트 3.0 Co-60,C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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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Continued)

Drum No. 적재위치 저장일자  발   생   처  내   용   물
표면선량률

(μSv/h)  핵   종

비-04-51 D-4-18-5 04. 10.25 방폐처리시설운 콘크리트 4.5 Co-60,Cs-137

비-04-52 D-5-18-3 04. 10.25 방폐처리시설운 콘크리트 3.5 Co-60,Cs-137

비-04-53 D-4-17-5 04. 10.25 방폐처리시설운 콘크리트 4.5 Co-60,Cs-137

비-04-54 D-5-18-2 04. 10.25 방폐처리시설운 콘크리트 4.0 Co-60,Cs-137

비-04-55 D-3-17-8 04. 10.25 방폐처리시설운 콘크리트 3.5 Co-60,Cs-137

비-04-56 D-5-18-1 04. 10.25 방폐처리시설운 콘크리트 4.0 Co-60,Cs-137

비-04-57 D-5-17-4 04. 10.25 방폐처리시설운 콘크리트 7.0 Co-60,Cs-137

비-04-58 D-3-17-7 04. 10.25 방폐처리시설운 콘크리트 3.5 Co-60,Cs-137

비-04-59 D-3-18-8 04. 10.25 방폐처리시설운 콘크리트 3.5 Co-60,Cs-137

비-04-60 D-1-17-9 04. 10.25 방폐처리시설운 콘크리트 4.5 Co-60,Cs-137

비-04-61 D-5-17-3 04. 10.25 방폐처리시설운 바닥타일 3.5 Co-60,Cs-137

비-04-62 D-1-17-10 04. 10.25 방폐처리시설운 바닥타일 4.5 Co-60,Cs-137

Table 2-6. List of Spent Filters Collected in 2004

수량(Pack) 적재위치 저장일자  발   생   처  내   용    물
표면선량률

(μSv/hr)  핵   종

4 I-2 04. 3. 19 조사재시험시설운 HEPA Filter 0.43∼220 Co-60

4 I-1 04. 3. 19 조사재시험시설운 Charcoal Filter 0.57∼2.0 Co-60

30 I-2 04. 4. 27 방폐처리시설운 HEPA Filter 0.25 Co-60,Cs-137

1 I-2 04. 6. 28 방사화학 분리기술 HEPA Filter 0.2 U-238

5 I-2 04. 7. 6 중대사고 미해결 쟁점 HEPA, Pre, Medium 0.5 U-238

5 I-2 04. 8. 23 RI 이용 시설 운 HEPA Filter 0.3∼1.8 I-131,Mo-99

24 I-1 04. 8. 23 RI 이용 시설 운 Charcoal Filter 0.3∼10 I-131,Mo-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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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List of Solidified  Waste Collected in 2004

Drum 

No.

저    장

Drum  No.
적 재 위 치

저장

일자

처  리  전     폐  기  물     이  력
표면선량

(μSv/hr)

중량

kg
핵    종

Drum   No. 발  생  처 내   용   물

1 CN-04-A-49 중-N-3-2-3 04.10.20 CN.RS04A49 방폐처리시설운 농축폐액,폐수지 3,000 320 Co-60,Cs-137

2 CN-04-A-50 중-N-3-2-1 04.10.20 CN.RS04A50 방폐처리시설운
농축폐액,폐수지

(차폐)
550 320 Co-60,Cs-137

3 CN-04-A-51 중-N-3-3-1 04.10.20 CN.RS04A51 방폐처리시설운
농축폐액,폐수지

(차폐)
390 320 Co-60,Cs-137

4 CN-04-A-52 중-N-2-4-4 04.10.20 CN.RS04A52 방폐처리시설운
농축폐액,폐수지

(차폐)
600 320 Co-60,Cs-137

5 CN-04-A-53 중-N-3-1-1 04.10.20 CN.RS04A53 방폐처리시설운
농축폐액,폐수지

(차폐)
640 320 Co-60,Cs-137

Table 2-8. List of High Level Waste Collected in 2004

Drum No. 적재위치 저장일자  발   생   처  내   용   물
표면선량율

(μSv/h)
 핵   종

고-04-1 D-3 04. 5. 4 조사후시험시설운 휴지,디스크,제염지 32 Co-60,Cs-137

고-04-2 D-3 04. 5. 4 조사후시험시설운 제염지,플라스틱,부팅 40 Co-60,Cs-137

고-04-3 D-3 04. 5. 4 조사후시험시설운 휴지,PE용기,제염지 43 Co-60,Cs-137

고-04-4 D-1 04. 11.2 조사후시험시설운 휴지,디스크,제염지 32 Co-60,Cs-137

고-04-5 D-1 04. 11.2 조사후시험시설운 제염지, 도채취장치 40 Co-60,Cs-137

고-04-6 D-1 04. 11.2 조사후시험시설운 휴지,절단기,제염지 43 Co-60,Cs-137

고-04-7 D-1 04. 11.8 조사재시험시설운 비닐,휴지 80 Co-60,Mn-54

고-04-8 D-1 04. 11.8 조사재시험시설운 비닐,휴지 1.5 Co-60,Mn-54

고-04-9 D-1 04. 11.8 조사재시험시설운 비닐,휴지 330 Co-60,Mn-54

고-04-10 D-2 04. 11.8 조사재시험시설운 비닐,휴지 1.2 Co-60,Mn-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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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 List of Spent Resin Collected in 2004

Drum No. 적재위치 저장일자  발   생   처  내   용   물
표면선량율

(μSv/h)
 핵   종

폐수지-04-1 Q-3-4-2 04. 9. 14 염폐기물처리기술개발 폐수지(차폐드럼) 510 Co-60,Cs-137

폐수지-04-2 Q-2-4-2 04. 9. 14 염폐기물처리기술개발 폐수지(차폐드럼) 315 Co-60,Cs-137

폐수지-04-3 Q-3-4-1 04. 9. 14 염폐기물처리기술개발 폐수지(차폐드럼) 260 Co-60,Cs-137

폐수지-04-4 Q-2-4-1 04. 9. 14 염폐기물처리기술개발 폐수지(차폐드럼) 1,520 Co-60,Cs-137



- 24 -

제 3 장 용융염산화(molten salt oxidation) 기술 분석

제1절  용융염산화공정의 개요[1, 2]

용융염산화(Molten Salt Oxidation, MSO)는 혼합폐기물(mixed waste), 

유해성 폐기물, 의료폐기물, 화학무기류 그리고 energetic 물질(추진제, 

폭발물등)들을 비불꽃산화반응(flameless oxidation reaction)을 통해서 

분해함과 동시에 무기물질과 방사성물질을 용융염내에 체류하게 하는 

장치로, 현재 다양한 유기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소각을 대체할 수 있는 

소각대체기술(alternative to incineration technology)로 알려져 있다. 

MSO는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1950년 초반에 

AEC(Atomic Energy Commission)에 의해서 핵연료 처리에 사용 가능한 

기술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Rockwell International은 AEC와 DOE의 

지원을 받아 용융염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시작하 는데, 이때의 연구는 

대부분 용융염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집중되어 수행되어 용융염의 

열역학적 성질과 전달특성(transport property), 용융금속과 용융염과의 

반응특성, 고압에서 용융 의 거동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Rockwell International은 연구를 계속 진행하여 처음으로 용융염을 

석탄가스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SO2가스에 대한 세정기(scrubber)로 

사용하는 연구를 수행하므로 MSO의 응용성을 입증하 고, MSO가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 TBP(tributyl phosphate), 여러가지 

화학무기와 같은 유해물질의 분해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 으며,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방사성을 띄고 있고 있는 

입자들이 방출되지 않고 용융염내에 머문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 다. 이러한 MOS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bench-scale(1~10 

lb․feed/hr)또는 pilot-scale(100∼2000 lb․feed/h)에서 수행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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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Status of Rockwell International experience in molten salt  

          oxidation of hazardous/radioactive wastes

Waste-Stream Type Status*

Aqueous/organics Bench scale

Low-heating-value organic liquids Demonstration scale

High-heating-value organic liquids Demonstration scale

Aqueous sludges Demonstration scale

Combustible solids Demonstration scale

Soils and inert solids Bench scale

Corrosive liquids Bench scale

Explosive and propellents Bench scale

Contaminated gas streams Demonstration scale

* Bench-scale tests were approximately 2 lb/hr, and demonstration scale tests varied 

from 150 to 2,000 lb/hr.

Table 3-1에 Rockwell International에서 수행한 실험내용을 정리하 다. 

하지만, MSO공정의 탁월한 유기유해성폐기물 분해 및 제거능력에도 불구

하고, 1970년 말기에 들어서면서 좀더 적은 비용과 다양한 폐기물을 처리

가 가능한 소각공정이 부각되기 시작하 고 Rockwell International은 연

구지원금의 고갈로 1982년에 MSO에 대한 연구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 후, 특정 폐기물의 소각처리에 대한 문제점(중금속배출, 염소계 

물질의 처리에 대한 어려움, 다이옥신 배출문제등)이 대두되면서, 소각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여 MSO는 유력한 

소각대체기술(alternative to incineration)로  인정받아 Rock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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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LNL(Lo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ETEC(Energy Technology Engineering Center),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LANL(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등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DOE는 1991년 California의 

Woodland Hill에서 MSO에 대한 peer review를 실시하여 소각과 비교한 

MSO공정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한 논의를 하 으며, 1992년에는 ETEC와 

Rockwell International에서 연구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기술평가를 수행한 

결과 DOE에 보관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폐기물, 특히 혼성폐기물(mixed 

waste)의 처리에 MSO가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혼성폐기물은 유해성(toxic, flammable등)과 방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ETEC는 저준위의 137Cs와 60Co가 포함되어 있는 탄화수소 

오일의 처리에 MSO을 사용하 고, 이때 사용한 MSO 장치를 ORNL로 

이전하여 DOE의 혼합폐기물을 처리하는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ORNL은 Tennessee의 MSRE(Molten Salt Reactor Experiment) site에서 

최적의 MSO공정 설계를 위한 작업변수, 반응기구조, 조작조건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DOE/EM(U.S. Department of Energy's 

Office of Environmental Management)은 MSO공정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어느 정도는 진행되었다는 자체적인 평가 후에, LLNL에 

실증규모의 복합적인 MSO 처분장치를 설치하여 여러 종류의 액체 및 

고체유기물질의 분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고 현재도 계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NSWC(Naval Surface Warfare Center)의 

인도지부에서는 MSO를 이용하여 energetic 물질과 불활성 폐기물을 

처리하 으며, 1997년에 추진체, 폐유, 페인트 등의 난분해성 물질을 

처리하는 MSO고정 건설을 시작하 다. 

1. 용융염산화 기술개요

용융염산화(Molten Salt Oxidation, MSO)공정은 화학적(chemical)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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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 Schematic diagram of integrated MSO system.

열적(thermal)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정으로(Fig. 

3-1), 전제적인 공정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① 폐기물과 공기를 염이 용해되어 있는 반응기내로 동시에 주입

② 폐기물내의 유기물질을 산화

③ 산화시 발생하는 산화열을 이용해서 염의 용융상태를 유지

④ 발생하는 산성가스와 폐기물속의 무기물(ash, metal등)을 용융염의    

    층내에서 포집

⑤ 용융염을 배출시켜 최종처분(final disposal) 또는 재사용을 위한 처리

MSO공정에서 폐기물중의 유기물은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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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반응(flameless oxidation)을 통해 분해되어 CO2, N2 그리고 H2O로 

전환되고, 할로겐이나 황과 같은 이종원자(heteroatom)들은 산가스로 

전환된 후, NaCl이나 Na2SO4와 같은 형태로 용융염내에 포집된다. 한편, 

산화가 불가능한 무기물질이나 중금속 그리고 방사성물질들은 금속 또는 

산화물의 형태로 용융염내에 머무르게 된다. 염으로 Na2CO3만이 

사용되었을 경우에 폐기물과 용융염과의 가능한 화학반응을 

식(3-1)∼(3-4)에 나타내었다.

∙ 유기물질만을 포함하고 있는 폐기물 

2CaHb+(2a+b/2)O2→2aCO2+bH2O (3-1)

∙ 질소(N)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폐기물 

CaHbNc+O2→CO2+H2O+N2+NOx (3-2)

∙ 할로겐(X)을 포함하고 있는 유기폐기물 

CaHbXc+c/2Na2CO3+(a+(b-c)/4)O2→(a+c/2)CO2+b/2H2O+cNaX

(3-3)

∙ 황(S)을 포함하고 있는 유기폐기물 

CaHbSc+cNa2CO3+(a+b/4+3c/2)O2→(a+c)CO2+b/2H2O+cNa2SO4

(3-4)

용융염으로는 Na2CO3가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Na2CO3과 NaCl, 

K2CO3, Li2CO3등을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용융염은 

MOS공정만의 독특한 운전특성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 

MSO공정에서 용융염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공급되는 폐기물과 산소의 분산상 역할을 한다.

② 산화공정의 촉매역할을 하고 유기물질의 분해속도를 증대시킨다.

③ 폐기물과 산소간의 접촉효율을 증대시켜 완전한 화학반응을 

   가능하게 한다.

④ 안정된 열전달 매체로 사용되어 전 층내에 걸쳐 고른 온도분포를    



- 29 -

     가지게 한다.

⑤ 발생되는 산성가스를 중성화시키고 층내에 체류시킨다.

⑥ 폐기물의 층내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soot나 char의 완전 연소가      

     가능토록 한다.

⑦ 회재나 불연소성 금속물질들을 층내로 포집한다.

위와 같은 특성들로 인해 MSO공정은 다른 폐기물처리 방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몇 가지의 운전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염의 촉매작용과 긴 

상(phase)들의 체류시간 그리고 상들간의 접촉효율의 증가에 의해서 

뛰어난 유기물 분해능력을 가지고, 젖음(wetting), 캡슐화(encapsulation), 

용융염과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중금속(heavy metal)과 

방사성물질(radionuclides)의 포집작용이 뛰어나며, HCl, HF, SO2, 

P2O5등의 산성가스를 중화시키고 용융염내에 체류시켜 산성가스의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Table 3-2에 몇 가지 금속성분들의 

용융염에 대한 체류율(retention rate)과 그때 염내에 형성되는 화합물의 

형태를 나타내었는데, 거의 모든 금속성분들의 체류율이 99%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MSO공정을 이용하여 금속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 금속성분의 휘발이 상당부분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자력 산업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유해한 유기할로겐물질과 

고체폐기물에 대한 실험결과, MSO 공정을 사용하 을 경우 이들 물질에 

대한 99.9999% 이상의 높은 제거효율을 얻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결과를 Table 3-3에 정리하 다. 

MSO의 운전은 대부분 700℃~1200℃의 범위에서 이루어지지만 

900℃~1000℃의 온도범위에서 독성유기물(toxic organic)의 분해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때 용융되어 있는 염의 점도는 

물과 비슷하게 된다. MSO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형태는 기체, 

고체, 유기액체(organic liquid), 수용액(aqueous solution) 또는 슬러리의 

형태모두 가능하지만, 고체의 경우 입자의 크기는 3mm보다 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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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2. Retention of some elements in the molten salt

Element Compound in molten salt Retention in salt(%)

Cs CsNO3 ＞ 99.5

Sr Sr(NO3)2 ＞ 99.7

Ru HRuCl4 ＞ 99.9

Eu Eu(NO3)3 ＞ 99.8

I NaI ∼ 99

Cr Cr ＞ 99.96

Mn Mn ＞ 99.99

Ni Ni ＞ 99.99

Co Co ＞ 99.93

Pb Pb ＞ 99

Pu PuO ＞ 99.9

Table 3-3. Destruction efficiencies demonstrated by molten salt         

             oxidation

Waste class Substance Temp.(℃)
Destruction 
efficiency

Halogenated 
organics

PCB 754-912
900
900

99.99995+
99.99999
99.9999999+

Chlordane

HCB

Chemical warfare
VX
GB

Mustard

930
925
925

99.99999+
99.999999+
99.99998+

Pesticides
DDT

Malathion
900
900

99.998
99.9998

Mixed solids

33% paper
20% kimwipe
32% PE

15% PVC, rubber

900

HCl < 5ppm
SO2 < 2ppm
CO < 0.1%
HC < 0.1%

Aqueous slurries

96.6% aq. solution
(NaNO3, NaOH,
3.4%TBP, PVC 

resins)

900 99.99%(orga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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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에서는 MSO공정을 통해서 처리가능한 폐기물을 MSO공정에 대한 

적합성에 기준하여 4가지의 범주로 나누었는데(Table 3-4), 고열량의 액체

물질, 살충제, PCB, 낮은 회재함량의 고체물질 등이 MOS공정에 적합한 

폐기물이지만, 토양, 콘크리트같은 회재의 함량의 높은 고체폐기물은 처리

할 수 없다고 보고하 다. 일반적으로 폐기물내에 유기물의 함량이 크고, 

회재의 함유율이 10%보다 작은 폐기물이 MSO공정에 적합하다. 

MSO공정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용융염층에서 유출되는 고체입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출되는 염입자의 포집을 위해서 냉각과정과 

입자포집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HEPA filter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한편, 일반적인 소각공정에서는 배기가스 처리 시, 

산가스 제거를 위해서 세정기(scrubber)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MSO에서는 발생가능한 대부분의 산가스는 용융염내로 흡수되기 때문에 

세정기가 필요 없으며 이는 소각과 비교한 MSO공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응기 내의 용융염은 염내에 불용성불순물(metal oxide, silicate등)의 

함량이 20% 이상이거나, 가용성불순물(NaCl, sulfate, phosphate등)의 

함량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산가스의 포집작용이나 다른 운전조건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경우에 새로운 용융염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용융염산화 공정의 장․단점

MSO공정의 장점 및 단점은 현재 혼합폐기물 처리에 있어 DOE나 

EPA등 여러 기관에 의해 BDAT(Best Demonstrated Available 

Technology)로 인정받고 있는 소각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 유용하다. 

(1) 소각공정과 비교한 MSO공정의 장점

(가) 유기물 분해능력

  - 분해되는 유기물과 용융염과의 접촉효율이 뛰어나고, 고온상태에서 

큰 체류시간(residence time)을 가지며, 염 자체가 유기물 분해에 있어 

촉매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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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속물질과 방사성물질(radionuclides)의 포집능력

- MSO공정은 wetting, encapsulation 그리고 용융염과의 화학반응을 

통해서 금속 및 방사성물질의 배출을 억제한다.

(다) 산성가스의 배출 억제

- MSO는 HCl, HF, SO2, P2O5등과 같은 산성물질들과 반응하여 이들을 

중화시키기 때문에, 소각과 비교하여 산성가스 배출을 크게 감소시킨다. 

(라) 휘발성 금속, actinide의 배출 억제

- 소각공정이나 MSO공정 모두 모든 휘발성 물질들을 포집할 수는 

없지만 MSO가 더 낳은 포집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마) 불완전연소생성물(PICs)의 배출 억제

- 용융염은 염 자체가 폐기물 산화공정의 분산상(dispersed phase)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폐기물의 긴 체류시간과 좋은 접촉효율을 나타내며, 

안정된 열원으로 작용하여 열전달 효율을 크게 할 뿐 아니라, 유기물 

분해의 촉매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완전연소를 이루어 PICs의 생성을 

최대한 억제한다.

2) 소각공정과 비교한 MSO공정의 단점

(가)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에 대한 적합성

- 소각공정은 거의 모든 형태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지만, MSO는 

폐기물의 크기와 폐기물내의 ash함량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나) 수용액상태로 존재하는 폐기물의 처리

- 과도한 수분의 주입은 반응기내에서 증기폭발(steam explosion)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MSO가 수용액상태의 폐기물을 전혀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설계된 양에 비하여 과도한 양의 수분이 

유입되었을 때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공정에 대한 기술적인 비교이외에도 부수적인 관점에 대한 

비교도 가능한데, MSO공정은 유기물, 금속, 방사성물질에 대한 제거 

효율이 뛰어나고  PICs(Products of Incomplete Combustion)의 방출이 



- 34 -

적다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공정설치 시 소각에 

비하여 정부허가(public acceptance)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몇몇 분야에 대한 명확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2차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및 처분, 배출물에 대한 평가, 공급장치(feeding 

system)에 대한 연구, MSO반응장치의 형태에 대한 공학적 해석 등), 

실제 응용에 대한 용이성은 소각에 비하여 떨어진다.

제2절 용융염 산화장치의 구조[3]

MSO장치는 Fig. 3-2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폐기물 공급장치(feeding 

preparation equipment). 반응용기(reaction vessel), 배기가스처리계 

(off-gas treatment system), 염순환계(salt recycle system) 그리고 

고정화계(immobilization system)의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폐기물은 반응기 상부의 폐기물 공급장치를 통하여 공기와 함께 염이 

용해되어 있는 반응기내로 주입된다. 산화반응 결과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배가가스 처리계를 통하면서 층내에서 유출되는 염의 

입자상물질(particulate), 수증기 그리고 CO나 NOx같은 미량의 

가스상들이 제거된 후 대기중으로 배출된다. 반응이 진행되면서 

폐기물속의 무기물질들이 용융염내에 잔류하여 전제적인 반응 효율저하를 

가져오므로, 반응기내의 용융염을 주기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염으로 교체하여 한다. 염내에 잔류하고 있는 금속이나 방사성물질들은 

유해하고 방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체된 폐용융염은 그 자체가 

2차폐기물의 발생원이 된다. 염순환계는 2차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폐용융염속의 무기물질들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며, 분리된 염은 산화반응에 

다시 사용하여 염의 소비를 줄일 수 있으며, 염순환계를 거치면서 분리된 

무기물질들은 고정화계를 통하여 한정한 형턔로 고정화 한 후 

최종처분(final disposal)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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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Schematic diagram of MSO process.

1. 반응용기(reaction vessel)

MSO에 의한 산화반응은 850℃이상의 고온에서 발생하고 NaCl에 의한 

부식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기의 재질은 내열성과 내부식성이 

강해야 하며, 제작의 용이성, 열전달특성, 내구성등이 뛰어나야한다. 

LLNL은 Na2CO3와 NaCl의 혼합염을 가지고 MSO공정의 작업온도  에서 

부식성 실험을 수행한 결과 Inconel 600이 가장 적합한 물질임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반응기는 Inconel 

600으로 제작되어 있다. 

초기 MSO반응기의 형태는 원형관이 사용되었으나, 산화반응시 염이 

입자상물질로 배기가스와 함께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tapered 

형태로 발전하 으며(Fig. 3-3), 용융염이 입자상 물질로 배출되어 

배출관이 막히는 현상을 좀더 확실히 방지하기 위하여, 층 상부 

freeboard 역에 방해판(baffle)을 설치하기도 한다. 산화용 공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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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 MSO reactor vessel. 

폐기물은 반응기 상부에서 분산관(injector)을 통해 용융염층의 하부로 

동시에 공급되는데, 이때 공급되는 폐기물이 용융염과 접촉하기 전까지 

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분산관은 단열되어 있으며, 공기를 이용하여 냉각을 

시킨다.  분산관의 형태는 폐기물이 고체일 경우와 액체일 경우에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LLNL에서 사용하는 분산관의 형태를 Fig. 3-4에 

나타내었다.

과도한 양의 폐기물을 한꺼번에 반응기 내로 주입하거나, 수분이 많은 

폐기물을 주입하 을 때, 또는 용융염의 입자상물질이 배기가스와 함께 

배기되다가 배출부를 막아버리면 반응기내에 과도한 압력이 걸려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공급속도를 일정속도 이하에서 유지하여야 하며, 염의 

입자상물질이 배기관벽에서 응축되어 배기관이 막혀있는 지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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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 Injector type.

항상 감시해야 한다. 또한, 긴급시에 반응기내의 가스를 외부로 

배기시키는 rupture disk를 반응기의 상부에 설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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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기의 온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radiant electric 형태의 히터가 

사용되며, 온도제어기(temperature controller)를 설치하여 반응기내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반응기의 하부에는 무기물 등의 

물질에 의해 오염된 염을 배출하기 위한 염배출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용융염 배출시 온도하강으로 용융염이 응고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염배출관도 히터에 의해서 가열이 되어야 한다 .

2. 배기가스처리계 (off-gas treatment system)

MSO공정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배기가스처리계를 거친 후 대기중으로 

배출되는데, 배기가스처리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과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Fig. 3-5).

▸ 유출되는 입자상 염의 제거

   - 배출기체를 850℃이하로 냉각한 후 입자상 염이 응축

   - 배출가스내의 염분진(salt dust)을 filter를 이용하여 포집

▸ 수증기 제거

   - 배출가스는 냉각하여 수증기 응축

▸ NOx의 저감 및 CO의 산화

   - 촉매를 이용한 열적산화(thermal oxidation)

   - NOx의 저감을 위한 암모니아 분사

반응기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cooling jacket을 통과하면서 

850℃이하로 냉각되는데, 이때 응축되어 생성되는 고체염은 salt trap으로 

모아지고 salt trap에서 포집하지 못하는 작은 크기의 salt dust는 ceramic 

filer에서 포집된다. Ceramic filet는 0.5㎛ 이하의 고체입자를 포집할 수 

있으며, 700℃의 온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Salt trap과 ceramic 

filter에서 포집된 염은 2차 처리를 거친 후에 재사용될 수 있다. ceramic 

filter를 통과한 배기가스의 온도는 약 300℃ 정도가 되는데, 열교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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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Off-gas treatment system in MSO.

통과하면서 이슬점이하로 냉각시킨 후 배가스내의 수분을 제거한다. 그 

후, 배기가스는 다시 30℃ 정도로 가열되고 HEPA filter를 통과하면서 

가스상에 잔류하는 모든 입자상물질이 제거된다. 

촉매변환장치(catalytic converter)는 배기사스중의 CO 농도를 

50,000ppm, NOx 농도를 30,000ppm 이하로 감소시키도록 고안되어 

있는데, 높은 온도에서 CO를 CO2로 변환시키고 암모니아를 분사하여 

선택적촉매환원(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을 통해 NOx를 N2와 

H2O로 변환한다.

3. 염순환계(salt recycle system)

MSO공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2차폐기물의 생성량이 과다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2차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염순환계의 기능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염순환계는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즉, 염을 

반응기에서 유출시키고, 냉각하여 분쇄하고,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염처리공정(salt handling process)과 염내의 불용성 물질을 분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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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산화반응에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염으로 분리하고 역할을 하는 

염분리공정(salt separation process)로 분리 할 수 있다. 이중 

염분리공정은 염순환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현재 전제적인 설계(design)는 완료된 상태이다. 

MSO공정에서는 오염된 염의 처리에 분별결정(fractional crystallization)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염순환계의 전체적인 공정도를 Fig. 3-6에 나타내었다. MSO 

반응기와 배기가스 처리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폐용융염은 salt freeze 

fan등의 냉각장치를 이용하여 냉각된 후, 약 6.3mm정도의 크기로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쇄된다. 분쇄된 고체 상태의 염은 물에 용해되고 대부분의 

ash성분들과 금속물질은 알칼리계용액(alkaline solution)에 대한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금속산화물(metal oxides)이나 수산화물(hydroxides) 형태로 

침전된다. 이때,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염산(hydrochloric acid), 

이티온산염 (dithionate) 같은 첨가제를 사용하여 pH를 조절하고 금속의 

물에 대한 용해도를 억제하여 용액속의 가용성 금속함량을 더 줄일 수 

있으며, alum(Al2(SO4)3)이나 activated silica를 사용하면 

응집(coagulation)과 침전(precipitation)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 일 수 있다. 

Dissolve
Precipitate
Filter

Fractional
Crystallization

Precipitate
Filter

Dry
Dry

Spent salt
Soluble salt &
Mineral solution

Contaminant salts
& Minerals
in solution

Contaminant 
salt solutionNa2CO3

solids

Anhydrous
Na2CO3

Mineral 
residue

Salt
residue

To final forms
encapsulation

To final forms
Ceramic stabilization

Recycle to
MSO reactor

Dissolve
Precipitate
Filter

Fractional
Crystallization

Precipitate
Filter

Dry
Dry

Spent salt
Soluble salt &
Mineral solution

Contaminant salts
& Minerals
in solution

Contaminant 
salt solutionNa2CO3

solids

Anhydrous
Na2CO3

Mineral 
residue

Salt
residue

To final forms
encapsulation

To final forms
Ceramic stabilization

Recycle to
MSO reactor

Fig. 3-6. Spent salt recycle system in MSO.



- 41 -

MSO 공정에 유입되는 폐기물중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대부분의 방사성물질들은 금속이나 ash침전할 때 함께 침전하여 분리될 

수 있지만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성분은 complex ion을 형성하여 수용에 

속에 잔류하게 되는데, 수용액속에 잔류하는 방사성물질은 일반적으로 pH 

조정, 화학반응 그리고 이온교환의 공정을 거치면서 제거된다.

방사성 폐기물을 MSO공정을 이용하여 처리하 을 경우에 

MSO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용융염의 수용액속에는 sodium uranyl 

tricarbonate와 같은 hexavalent(uranyl) 상태의 

우라늄(UO2
+2+3CO3

-2=[UO2(CO3)3]
-4)이 포함되어 있으며, pH가 10~12인 

상태에서 대부분의 원소(Fe, Mn, Al, Pb, Ca등)들은 hydroxide나 

carbonate상태로 침전되지만 우라늄은 용해도가 매우 큰 sodium uranyl 

tricarbonate complex형태로 폐용융염 수용액내에 존재하며 이 경우 

수용액내의 우라늄을 분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경우 

NaOH를 첨가하면 폐용융염 수용액내의 우라늄은 다음의 반응을 통하여 

침전되어 쉽게 분리해 낼 수 있다.

3UO2(CO3)3
-4 + 6OH- + 2Na+ = Na2U2O7↓+ 3H2O + 6CO3

-2 (3-5)

한편, 이티온산염(Na2S2O4)은 용해성이 큰 Cr
+6을 Cr+3으로 환원시켜 

알카리계 용액에 대한 낮은 용도를 가지는 Cr(OH)3/Cr2O3를 형성하고 

우라늄(Ⅵ)를 불용성이고 침전이 잘되는 우라늄(Ⅳ)로 변환하고 이렇게 

침전된 유라늄(Ⅳ)은 여과(filtration)에 의해서 제거된다. 식(3-6)에 이러한 

반응의 반응식을 나타내었다.

S2O4
-2 + 3UO2(CO3)3

-4 + 8OH- ↔ 9CO3
-2 + 2SO4

-2 + 3UO2↓+ 4H2O    

                                                          (3-6)     

침전이 완료된 염의 수용액은 filter를 이용해서 걸러지게 되는데, 

LLNL에서는 filet element의 크기를 1㎛정도로 하 고 filtration를 

효율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filter element에 규조토(diatomaceous earth)를 

얇은 막으로 coating하여 사용하 다. 걸리진 물질은 MSO공정에 

유입되는 폐기물내에 포함되어 있던 모든 불용성물질로 ash, 금속,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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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방사성물질(radionuclide)이며 filter표면에 cake형태로 쌓이게 

되는데, 이 filter cake은 ceramic등의 안정된 형태로 최종처분(final 

disposal)된다. Filtering후에 남는 salt brine은 Na2CO3의 농도가 충분히 

높다면 건조된 후 산화반응에 다시 사용되지만 NaCl이나 약간의 우라늄, 

토륨등의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면 특별히 제작된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해서 용액속에 잔류되어 있는 미량의 방사성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폐용융염 수용액내 존재하는 미량의 우라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이온교환수지로는 Diphonix(Eichrom Industries)와 NaTiO(Boulder 

Scientific)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Table 3-5에 pH가 10일 경우 각각의 수지에 대한 우라늄 제거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Diphonix가 NaTiO 보다 더 좋은 제거 효율을 

보임을 알 수 있고, Diphonix를 사용하 을 경우에 pH에 따른 제거효율은 

Fig. 3-7에서 볼 수 있듯이 pH가 5.5일 경우에 가장 좋은 제거 효율을 

보임을 알 수 있다.

Table 3-5. Uranium removal efficiency with Diphonix and NaTiO resin

Initial U concentration

(ppm)
pH

U concentration

after Diphonix

(ppm)

U concentration

after NaTiO

(ppm)

0.8 5.5 0.10

1.2 5.5 0.12 6.5

4.7 5.5 0.38 30.1

76.9 5.5 0.52 10.3

51.1 10 29.8 38.6

86.7 10 69.1 80.5

179.8 10 150.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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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Effects of solution pH on uranium removal efficiency         

           with Diphonix resin.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면 salt brine속의 금속함량은 

RCRA(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의 수준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매립(land disposal)이 가능하여 결국 MSO공정에서 발생하는 2차 

폐기물의 양은 원래 염무게의 5% 미만이 된다. 만약, 이러한 염순화계를 

거치지 않는다면 배출되는 2차폐기물의 부피는 소각에 비하여 5배 정도가 

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Table 3-6에 MSO로 혼합폐기물을 

처리하 을 때, 예상되는 부피 감소율을 표로 나타내었다. 

MSO에서 유출되는 오염된 용융염속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은 X-ray 

fluorescence를 이용하여 분석하는데, X-ray fluorescence를 이용하여 

분석한 예를 Table 3-7에 나타내었다. Table 3-7을 보면, 산화반응 후 

배출되는 용융염속에는 95%정도의 탄산나트륨과 소량의 몇몇 금속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금속들은 대부분 EPA에서 

규정하는 land-ban criteria(RCRA)를 초과하기 때문에 유해성폐기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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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Mixed waste volume reduction ratio

waste description Location VRR Limiting Factor

Oil/Solvent RF 70 Asha

LBL Scintllation Fluid LANL 60 Asha

DWPF Benzene SR 59 Asha

Bettis Oil/MSF-008, 010 OR 58 Asha

Decontamination Solvent INEL 16 NaCl, NaF

ORNL Waste Oil OR 9.3 NaCl, Na3PO4

TRU Graphite INEL 7.3 Asha

2/3 Oil-1/5 Tetrachloroethane OR 2.6 NaCl, NaF

Trychloroheptafluorobutane OR 0.44 NaCl, NaFb

Perfluorodimethylcyclohexan OR 0.36 NaFlb

a
 Assuming maximum ash content of waste
b
 Radioactive isotope and RCRA metal content of waste is unknown

 Table 3-7. Typical example of elemental composition of spent salt 

Element
Composition 

(wt. %)
Element

Composition

(wt. %)

C 0.99 O 1.98

Na 38.69 Si 0.04

P 0.01 S 0.08

Cl 57.54 K 0.01

V 0.014 Cr 0.48

Mn 0.03 Fe 0.04

Ni 0.04 Cu 0.03

Br 0.00 Mo 0.02

Pt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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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Typical example of concentration of soluble species in salt   

           solution

Species

Concentrations, ppm

1hr 22hr 40hr 64hr After Cr
Removal*

Cl- 120000 120000

Fe+2/Fe+3 21 5 6.5 2.8

Ni+2 45 9.7 9.5 2

Cr+6 540 560 525 0.5

Mn+2 17.4 17.5 20.6

SiO2 340 350 60

SO4-2 200 2600

Cu+2 6.4 0.5

Zn+2 1.3 0.5

Mo+6 131 46

PO4-3 5.5 0.5

NO3- 4.6 16.4

* Dithionite was added after dissolving the salt

취급되어 2차 처리 없이 처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용융염을 

수용액으로 만든 후 금속물질을 침전시켜 유해성 금속들을 분리하여야 

하는데, 시간에 따른 염수용액의 성분을 colorimetric analysis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Table 2-8에 나타내었다. 침전반응 초기의 분석결과를 

보면, Cr+6을 제외한 모든 금속성분들의 함량이 급격히 감소함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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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Cr을 제외한 모든 금속들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아주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유의 용해도만으로 분리가 어려운 Cr+6같은 

성분은 dithionite같은 precipitation agent를 사용하여 분리해 내는데 

Cr+6은 식(3-7)에서 볼 수 있듯이 chromium hydroxide형태로 침전된다. 

2CrO4
2-
+S2O4

2-
(excess)+4H2O→2Cr(OH)3+2SO4

2-+2OH- (3-7)

Table 3-8을 보면 충분한 양의 dithionite를 첨가하 을 때 Cr6+의 

농도는 500ppm보다 큰 조건에서 1ppm보다 작은 농도까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dithionite는 폐용융염 수용액내의 Cr제거에 

탁월한 효율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오염된 염수용액에서 불순물을 분리하는데는 

분별결정(fractional crystallization)이 사용되는데,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볼 때, Na2CO3와 NaCl의 분리는 용이하여 약 84% 정도의 수율을 얻을 

수 있지만, 다른 여러 종류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온도 및 

농도를 변화하면서 여러 번의 결정조작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성분 

상평형(phase equilibria)에 관하 열역학적 데이터가 필요하다. 또한, 

염용액중의 독성금속성분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과 특정한 혼합물의 

용융염에 대한 용해도를 측정하는 것도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분야라 할 수 있다. 

4. 고정화계(immobilization system)

폐기물을 처리하는 모든 공정들은 일반적으로 잔류물(residue), 즉 2차 

폐기물을 남기므로 이러한 잔류물을 안전하게 처분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폐기물처리 공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MSO공정으로 

혼합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유해 유기물들에 대한 제거효율이 매우 

뛰어나고, 가연성(ignitibility), 부식성(corrosivity), 반응성(reactivity)등의 

폐기물이 가지고 있고 유해 성질들을 제거할 수 있지만, 8개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 유해성분(Ar, Ba, Cd, Cr, Pb, Hg, Se, Ag)은 결국 잔류물에 

포함된다. 따라서, 만약 MSO에 의해 처분되는 폐기물이 RCRA에 의해 



- 47 -

유해성물질로 분류된다면, 반응 후 남게 되는 잔류물도 역시 유해성물질이 

되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DOE의 지침에 따라서 2차 처리 

후 최종 처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까지 혼합폐기물의 잔류물에 대한 명확한 최종처분(final disposal) 

방법은 도출되고 있지 않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가능한 최종처분의 

형태는 고정화(immobilization)로 유리, 시멘트, 세라믹, 고분자등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잔류물을 고정화 시키는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MSO공정에서 배출되는 최종 

잔류물의 처리를 위해 LLNL에서는 세라믹 및 polyethylene을 이용하여 

고정화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ORNL에서는 sulfer 

polymer cement(SPC)를 이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MSO공정 중 염순환공정에서 생산되는 filter cake에는 용해성 염을 

제외한 모든 무기물질과 처리되는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carbonates, phosphates, sulfates, sulfides, carbides, nirides등을 

포함하는데, 이것의 최종처분은 filter cake을 독성물질과 방사성물질을 

차폐시킬 수 있게 고정화하는 것이다.

Fig.3-8. Flow chart of LLNL ceramic immobiliz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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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NL에서는 MSO에서 발생되는 최종잔류물을 세라믹을 이용하여 

고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를 Fig. 3-8에 나타내었다. 

세라믹은 federal and California leach resistance standards를 만족하는 

물질로 LLW(Low Level Waste)로 쉽게 처분될 수 있다. 세라믹은 몇 

개의 결정성 상(crystalline phases)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결정상들은 쉽게 내구성이 있는 세라믹으로 제조될 수 있고 또한 ion 

substitution에 의해 모든 유해성물질과 방사성물질을 강하게 결합하여 

이들이 대기중으로 방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LLNL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라믹 고정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우선 filter cake을 

고령토(kaolin)같은 광물과 물을 혼합하여 slurry형태로 만든 후 

고온노에서 소결시킨다. 이때  slurry속의 물과 다른 가스성분들(hydrates, 

carbonates, nitrates, sulfates등)은 제거되고 약간의 금속성분들과 

sulfides는 산화된다. 소결 후에 형성된 분체들을 자유흐름(free flowing)을 

나타내도록 조작하고 미분을 제거한 후, 압축기에서 압축하여 pellet형태로 

제작하고 이를 다시 고온에서 소결하여 강도가 크고 leach-resist한 

pellet형태의 세라믹 고화체를 제작한다. 분체를 취급하는 공정은 분체의 

분산을 막기 위하여 차폐된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이 공정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대기중을 배출시키기 점에 HEPA filter를 거쳐 가스속의 

분진을 포집해야 한다. 한편, 전체적인 고정화 공정에서 H2O, HNO3, CO2, 

CO, NOx, SOx같은 소량의 가스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들의 

농도는 규정치 이하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Ceramic을 이용하는 고정화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Table 3-9에 정리하 다. 

최종적으로 남는 잔류물질을 고정화 한 후에는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고화체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특성값들을 

측정해야 한다. 고화체의 특성치들은 gravimetry(porosity), 

liquid-intrusion porosimetry(connected porosity), 

SEM-EDS(microstructure, phase composition), X-ray diffration(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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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SIMS (partitioning)등의 장치를 이용해서 측정하며 

고화체속의 휘발성물질들의 분석은 ICP-OES, leachate 특성은 

ICP-OES와 ICP-MS를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측정된 고화체의 

특성치들이 EPA에서 규정한 TCLP(Toxicity Characteristics Leaching 

Procedure)을 통과하면 비로서 매립이 가능하다. LLNL에서 만들어는 

세라믹고화체에 대한 TLCP reaching 결과를 Table 3-10에 나타내었는데, 

Table 3-10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TCLP limit를 만족하지만, Pb와 V가 

UTS(Universal Treatment Standard)에 약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LNL은 고화체속에서 약간의 Pb와 V가 유리상(glass phase)속에 

잔류하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위해 연구를 

계속진행하고 있다.

제3절 용융염산화를 이용한 폐기물처리[4, 5]

1. 유해성 유기폐기물 처리

LLNL에서는 반응기의 높이가 2.74m이고 직경이 0.381m인 MSO에서 

여러 종류의 유기폐기물의 분해에 대한 연구룰 수행하 다. 반응기에는 

160kg의 Na2CO3를 주입하여 용융염층을 형성하 으며, freeboard 역에는 

용융염층의 상부에서 염이 입자상물질로 배가스와 함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해판을 설치하 다. Mineral oil과 톨루엔을 0.3m/s의 

유속과 30%의 excess air의 조건에서 산화시켰을 때, 산화온도 및 

염소농도에 따른 분해효율과 배출가스에 대한 실험결과를 Table 3-11에 

정리하 다. Table 3-11에서 볼 수 있듯이, CO와 NOx의 농도는 

산화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는 감소하지만 염소농도의 변화에 따라서는 

거의 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THC의 양은 아주 작았으며, 모든 

조건에서 분해효율은 99.999% 이상이 됨을 알 수 있다. 단, 분해효율은 

식(3-8)에 의해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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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Typical surrogate residue recipe

Compound Weight(g) Compound Weight(g)

Al(OH)3 31.73 AgNO3 3

Al2O3․2SiO2․2H2O 32 Ga2O3 0.1

TiO2 17.42 CdO 0.1

Zr(NO3)․5H2O 14.84 Sb2O3 0.2

NaOH 9.02 Tl2O3 2

KOH 1.04 Pb2O3 0.1

MgO 6.57 MoO3 0.1

CaO 9.24 Ce2O3 0.1

SrO 0.1 Nd2O3 0.1

BaO 0.12 UO2(NO3)3․6H2O 2

ZnO 3.29 Gd(NO3)․6H2O 0.2

V2O3 0.1 BeC2O4․3H2O 6

Cr2O3 0.1

 calculated ceramic yield : 100g

 calculated phase composition :

 nepheline 35.5wt%, spinel 31.0 wt%

 zirconolite 11.9wt%, rutile 5.2 wt%

 perovskite 11.7wt%, 

 apatite 4.5 wt%

MnO 0.1

Fe2O3 1.41

CoO 0.1

NiO 0.1

CUO 0.1

NH4H2PO4 3.12

B2O3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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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TCLP leaching of a complex final form ceramic of LLNL

Element 

Pellet conc.
Specimen

leahate conc.

Regulatory

limit
UTS

wt% ppm ppm ppm

Hg 0 0.2 0.025

Be 0.36 ∼0.010 0.014

Cd 0.088 0.03 1.0 0.19

Se 0 1.0 0.16

As 0 5.0 5.0

Cr(3+, tot) 0.068 <0.05 5.0 0.86

Pb 0.082 1.33 5.0 0.37

Ag 1.90 0.06 5.0 0.30

Tl (1.79) 0.02 0.078

Sb 0 <0.1 2.1

Ni 0 <0.08 5.0

V 0.68 0.24 0.23

Ba 0.09 5.3 100 7.6

Zn 2.64 0.81 5.3

U 0.84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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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 Effects of chloride level and temperature on the off-gas    

      composition and destruction efficiency

Cl
level

T
(℃)

O2
(%)

CO
(ppm)

CO2
(%)

NOx
(ppm)

THC
(ppm)

Organic
carbon
in the 
off-gas
(g/min)

Efficiency
(%)

0 880 4.50 26.23 12.16 123.71 0.01 6.8×10-7 >99.9999

0 925 4.82 23.29 12.22 55.76 0.02 1.4×10
-6

>99.9999

0 950 4.76 20.47 12.33 59.35 0.06 4.1×10
-6

>99.9999

12.9 850 4.25 294.33 12.28 147.30 0.11 7.5×10
-6

99.9999

12.9 900 4.43 122.91 12.05 94.18 0.08 5.4×10
-6

>99.9999

12.9 950 4.31 51.11 12.39 79.02 0.09 6.1×10-6 >99.9999

43.3 850 5.22 205.07 11.89 241.62 0.10 6.8×10
-6

>99.9999

43.3 900 5.31 282.64 11.51 88.38 0.11 7.5×10
-6

99.9999

43.3 950 5.24 160.48 12.32 78.50 0.11 7.5×10
-6

99.9999

62.8 800 4.56 936.26 11.54 250.07 0.16 1.1×10
-5

99.9999

62.8 850 4.52 732.50 11.52 126.52 0.17 1.2×10-5 99.9999

62.8 900 4.45 475.35 11.55 108.87 0.13 8.8×10-6 99.9999

62.8 950 4.39 161.75 12.20 106.82 0.11 7.5×10-6 99.9999

*Notes : average values during the course of experiment 

 organic carbon feed rate =7.8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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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Efficiency[%]=(1-
MC,out
M C, in

)×100 (3-8)

여기서, Mc,in과 Mc,out은 각각 공급물과 배기가스에 포함되어있는 총 

유기탄소의 양을 의미하며 [g-organic carbon/min]의 단위를 가진다. 

톨루엔만을 사용한 경우는 Fig. 3-9에서 볼 수 있듯이 TOC(Total 

Organic Carbon)의 양의 1.0ppm 미만으로 분해효율이 매우 뛰어남을 알 

수 있으며, NOx의 양은 60ppm 정도인데, 이는 톨루엔속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성분에 의한 fuel NOx의 생성에 기인한다고 설명하 고, 결과적으로 

유기화합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성분 중 약 45%의 질소가 NOx로 

전환되어 배출 된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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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Effects of oxidation temperature on off-gas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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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nergetic 폐기물의 처리

LLNL은 현재 DOE와 DoD(U.S. Department of Defence)에 적제되어 

있는 폭발물(HMX, K-6, NQ, NTO, PETN, RDX, TATB, TNT등)과 

미군의 소총용 액체추진제를 MSO공정을 사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원래는 

OB/OD(Ope Burn/Open Detonation)방법이 사용되었으나 안전문제와 처리 

시 발행하는 유해성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재 OB/OD에 의한 

처분을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곧 완전히 금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HE(High Explosive)와 HE함유 폐기물을 MSO공정을 사용해서 처분하

는 실험을 수행하 다(Fig. 3-10). 산화용 염으로는 sodium-patas-

sium-lithium carbonate의 혼합물(mp ; 400℃)을 사용하 고, energetic 물

질의 분해에 가장 적당한 온도로 판명된 750℃ 상태에서 분해를 수행하

다. Slurry형태의 energetic 폐기물과 물을 혼합하여(30wt.% solid in wa-

ter) 300g/hr∼1800g/hr의 속도로 주입관(injector)을 사용하여 용기내로 공

기와 함께 주입하 다. 이때 사용한 반응기와 주입관의 구조를 Fig. 3-11

에 나타내었는데, 주입관의 직경은 6.4mm이고 2mm이상의 HE입자를 취

급할 수 있다. Infrared meter와 mass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NOx, CO, 

N2, O2, CO2, Ar, TOC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 으며, HMX(octahy-

dro-1,3,5,7-tetranitro-1,3,5,7-tetrazocine), RDX(hexahydro-1,3,5-trini-

tro-1,3,5-triazine),  PETN (2,2-bis[(nitroxy)]-1,3-propanediol dinitrate), 

ammonium picrate, TNT(2,4,6-trinitrotoluene), nitroguanadine, 

TATB(2,4,6-trinitro-1,3,5-benzenetriamine)등의 순수한 물질과 LX-10 

(HMX/viton), PBX-9404(HMX/CEF/nitrocellulose)등의 화합물 그리고 소

총용 액체추진제(LP-XM46)를 처리하 다. 

폭발물을 MSO공정을 사용하여 처리하 을 때 CO, NO의 생성률율에 

대한 내용을 Table 3-12에 정리하 으며 LP-XM46을 분해하 을 때 

발생하는 CO를 산화온도에 따라서 Fig. 3-12에 나타내었다. Fig. 

3-12에서 볼 수 있듯이 CO농도는 온도와 폐기물 공급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폐기물 공급속도의 증가가 CO배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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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0. Schematic diagram of MSO for HE and 

                     HE containing waste destruction.

Fig. 3-11. Reactor and waste inj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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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 Untreated emission from MSO treatment of explosives

Explosive %C → CO %N → NO Rate(kg/hr)

RDX 0.035 0.05 1.8

HMX 0.035 0.11 1.4

TNT 0.006 0.45 0.50

LX-10 0.029 0.019 0.99

LX-16 0.064 0.14 1.3

LX-17 0.029 0.20 0.69

PBX 9404 0.09 0.25 0.3

NTO ND 0.75 2.0

NQ 0.4 0.5 2.0

LP XM46 0.11 0.58 2.0

Fig. 3-12. Carbon monoxide producted by MSO of LP XM-46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nd feed rate.

2 0 2 5 3 0 3 5 4 0 4 5

0 .0

0 .2

0 .4

0 .6

0 .8

1 .0

F ig .2 - 2 0 .  C a r b o n  m o n o x id e  p r o d u c t e d  b y  M S O  o f  L P  X M 4 6  a s  a
              f u n c t i o n  o f  te m p e r a tu r e  a n d  f e e d  r a te .

7 5 0 O C

7 0 0 O C

6 0 0 O C

5 0 0 O C
 

 

%
C

 to
 C

O

X M  F e e d  R a t e  ( g /m in )



- 57 -

감소시키는 이유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여러 종류의 

energetic 물질을 분해할 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보고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각을 이용해서 energetic 물질을 처리하 을 때, 다량의 

HCN이 배출하는데, MSO공정을 사용하면 HCN이 배출되지 않는다. 이는 

산성가스인 HCN이 용융염에 의하여 중성화되고 NaCN상태로 용융염내에 

잔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산화반응 후, 반응기내의 염을 채취하여 

FT-IR로 분석하면 순수한 HE에 해당하는 peak를 볼 수 없는데 이를 

통해서 HE이 완전 분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13에는 

고정층(packed bed) 연소와 MSO을 이용한 산화반응에서 배출되는 

NO양을 비교하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연소는 공급되는 폐기물내에 

함유되어 있는 질소의 48% 정도가 NO로 전환되어 배기가스로 

배출되지만 MSO의 경우는 0.46% 정도만이 NO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13. Comparison of NO produced by incineration and MSO 

              of LP XM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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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최종 폐기물의 감소특성

MSO공정에서 산화는 고온상태로 용융되어 있는 난류 

용융염층(turbulent molten salt bed) 내에서 폐기물의 혼합(mixing)현상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용융염층이 순수한 탄산나트륨으로만 존재할 

경우 층의 점도는 최소가 되고 이때 최대의 난류현상이 발생하게 되지만 

층내에 ash가 축적되면 층점도가 감소하여 층내 발생하는 혼합효과가 

저하되기 때문에 산소와 폐기물간의 접촉 빈도수가 떨어지게 되어 

미연탄소(unburned carbon)가 발생하는 등의 전제적인 산화공정의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MOS공정에서는 층내 ash의 축적량이 

20%가 넘지 않도록 주기적인 염의 교환공정이 필요하다. 

Rockwell공정에서는 이러한 층내 ash축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당 

50lb의 순수한 염을 계속적으로 층내로 공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MSO공정의 장점중의 하나는 폐기물 산화반응시 발생하는 산성가스를 

중화․포집하여 산성가스의 배출을 억제한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염소함량이 높은 폐기물일 경우, 염내에 과도한 염화나트륨이 존재하여 

이러한 MSO의 산성가스 차단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염내 ash의 축적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반응기내의 염을 순수한 염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은 

2차폐기물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며, 이렇게 발생하는 

2차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부가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MSO공정을 이용한 대부분의 폐기물 처리공정에 있어서, 공정의 한계점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은 용융염내 NaCl의 축적보다는 용융염내 

ash의 축적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층점도한계치(bed viscosity 

limit) 이내에서 일반적인 공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SO공정에서 배출되는 잔류물을 2차 처리 없이 처분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경우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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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잔류물이 생성되어 MSO공정의 운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MSO공정에서 잔류물의 생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2가지의 요소로는 ash와 NaCl의 양이라고 할 수 있다. 융융염내에 ash의 

양이 증가하면 층점도(bed viscosity)가 증가하고 난류현상(turbulence 

phenomena)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산화공정의 효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용융염내 ash의 허용함량이 20wt.%로 

보고되고 있으나, 어떠한 특별한 조건에서 ash의 허용함량은 5wt.%이하로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융융염내 존재하는 ash와 NaCl의 함량은 

MSO공정의 운전한계(operation limit)가 되며 이러한 운전한계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층내의 용융염을 새로운 순수한 염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때 폐용융염은 2차 폐기물로 처분(disposal)공정이 

필요하게 된다. 

MSO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용융염을 2차 처리를 하여 재순환 하 을 

경우와 2차 처리 없이 처분하 을 경우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질량, 부피에 

대한 내용을 Table 3-13에 나타내었다. Table 3-13에서 볼 수 있듯이 2차 

처리를 하 을 경우에 최종 처분되는 폐기물의 양의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의 ash를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을 

MSO공정을 이용하여 처리하 을 때 발생하는 최종폐기물은 2차 

처리공정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MSO공정에 주입되는 폐기물의 질량과 

같은 양의 잔류물이 발생하며, 이러한 잔류물을 polyethylene을 사용하여 

최종처분 하 을 경우에는 원 폐기물 질량의 2배에 해당하는 

최종폐기물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14에 MSO공정에서 

발생하는 잔류물을 2차 처리공정 없이 polymer로 안정화(stabilization) 

하 을 경우에 MSO공정에 주입되는 폐기물의 질량당 최종 처분되는 

최종폐기물의 질량비를 폐기물내 ash와 Cl 함량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MSO공정에서 발생하는 잔류물을 2차 처리하여 Na2CO3를 재사용하는 

공정을 MSO공정에 첨가하면 전체적인 공정의 흐름은 약간 복잡해지지만 

최종 처분되는 폐기물의 양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러한 2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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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위해서는 NaCl, Na2CO3, ash, metal등을 물에 용해시키는 

단위조작과 혼합수용액에서 각각의 성분으로 분리해내는 단위조작이 

필요하며, 2차 처리 공정을 통하여 Na2CO3를 다시 사용하는 공정을 

수행하 을 경우에 배출되는 ash와 염의 질량은 소각공정와 같다는 

보고가 있다. Fig. 3-15에 Na2CO3를 재사용하는 공정에서 최종 처분되는 

폐기물의 질량을 ash와 Cl의 함수로 나타내었는데, Fig. 3-14와 

비교하 을 때 상당량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Table 3-13. Comparison of disposed waste mass and volume from the  

            MSO waste treatment system for different waste(masses   

            after stabilization with polyethlyene)

Waste type

(1000kg)

Disposal 

without 

recycle

Disposal 

with recycle

Disposal 

non-recycle/recycle 

mass ratio

Oil

(1% ash, 0.5% Cl)

100kg

0.07m
3

63kg

0.04m
3 1.59

Organic sludge

(10.5% ash, 10% 

Cl)

1000kg

0.69m
3

529kg

0.36m
3 1.89

Rubber

(20% ash, 1.3% 

Cl)

2000kg

1.37m3
516kg

0.35m3
3.88

MSO average

(6.3% ash, 8% Cl)

1000kg

0.69m3
629kg

0.43m3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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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Mass disposed(residue and polymer) for without salt recycle  

          and 20% ash limit.

 Fig. 3-15. Mass disposed(residue and polymer) for salt recycle 

               and 20% ash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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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베트남간 공동연구 협력기반 구축

제1절 한-베트남 공동세미나 

베트남측 전문가 2인(Dr. Dang Duc Nhan(deputy director of INST), 

Mrs. Tran Thu Ha(researcher of INST))을 국내(원자력연구소)로 

초청하여(2004년 8월 2일-6일) 베트남의 원자력 연구기관인 INST에 대한 

소개, 베트남의 혼성폐기물 관리실태 및 기술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 으며 한-베트남간 용융염산화에 의한 혼성폐기물 처리 공동연구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하 다. 또한 원자력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험실규모의 용융염산화장치에 대한 설명 및 운전시 

유의점등 용융염산화장치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으며 

이와 더불어 현재 원자력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혼성폐기물 

소각공정의 소개를 통한 베트남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에 대한 협의도 

함께 실시하 다(“부록-1” 참조). 

2004년 11월 7일부터 12일 까지 6일간 3인의 한국측 연구원이 베트남 

INST(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를 방문하여 

혼성폐기물의 용융염산화 처리에 대한 기술현황 및 산업적 응용성에 대한 

토론을 수행하 고 용융염산화공정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단위공정들에 

대한 설계요건 및 운전방법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으며 본 연구팀의 

의해 수행된 다종의 혼성폐기물에 대한 2단 용융염산화 반응기 시스템의 

성능실험 결과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하 다(“부록-2” 참조). 이 

세미나에는 INST 관계자 외에 정부측 인사를 포함한 다른 연구소관계자 

및 환경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용융염산화공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으며 현재 베트남에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폐농약류등의 유해폐기물처리를 위한 용융염산화 공정의 경제성 및 

가능성에 대한 심오한 토론을 수행하 다. 세미나에 참석한 참석자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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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 연구원들을 제외한 다른 기관의 주요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다.

제2절 공동연구 협력기반 구축

과제기간 중 베트남 INST의 deputy director인 Dr. Dang Duc 

Nhan과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하여 용융염산화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였으며 본 연구진이 베트남을 방문하였을 때 

베트남 과기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Vietnam)를 

방문하여 Vise-minister인 Prof. Hoang Van Huay과의 면담을 통하여  

한-베트남간 용융염산화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관한 협의를 수행하 고  

이러한 양국상호간의 협의 결과 한국측의 KAERI와 베트남측의 INST간 

“용융염산화기술을 이용한 유해 및 혼성폐기물 처리(Hazardous and 

Mixed Waste Treatment by Molten Salt Oxidation Technology)"의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MOU를 체결하 다(“부록-3” 참조). 

성명 소속 직급

Dr. 
Le Van Hong

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Vice-Chairman

Dr. 
Sc. Dao Chi Thanh

Institute of Michanics, 
Vietnamese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Director

Dr. 
Pham van Hai

 Environme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Deputy director

Dr.
Sc. Dao Chi Thanh

VIET Thong Co., Ltd., Thien 
Hoa Co. Ltd., OSV Vietnam Co. 
Ltd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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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과 및 활용방안

제1절 연구결과

용융염산화처리 공정 실용화를 위한 한-베트남간 국제 공동연구 사

업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베트남측 전문가를 초정하여 용융염

산화에 대한 일반적인 운전특성에 대한 소개 및 본 연구팀에서 보유하

고 있는 용융염산화장치에 대한 현장견학을 통하여 베트남에서 발생하

는 혼성폐기물의 처리에 용융염산화공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 으며 

본 연구팀이 베트남의 INST(Institute for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를 방문하여 용융염산화공정의 설계를 위한 기술지도 및 

혼성폐기물의 용융염산화처리 기술현황 및 산업적응용성에 대한 토론

을 수행하 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베트남간 혼성폐기물의 용

융염산화 국제 공동연구사업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양국간 MOU를 작

성하 다.  아울러 부가적인 연구결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연구기관에

서 발생하는 혼성폐기물의 발생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용융염산화 

공정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수집을 위하여 현재까지 국외에서 이루어

진 용융염산화에 대한 기술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전특성이 분석되

었으며 혼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용융염산화공정의 사회적/경제적 측면

에서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

내 원자력연구기관에서 발생되는 혼성폐기물의 처리공정을 실용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연구의 기반을 확충함으로서 한-베트남 양국이 동시에 

현재 기술로 처리가 어려워 저장중인 niche waste의 처리를 위한 기반

기술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국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술에 대한 이전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이옥신/퓨란 등의 배출가능성이 없는 독성 

폐기물의 열처리 신기술을 확보하고 현존기술로 환경적으로 100%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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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보장하지 못하여 주민수용이 어려운 방사성폐기물의 고감용 처리

기술 확보하여  국외기술에 의존하거나 단순저장관리에 의존하는 세

한 환경산업의 기술수준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국

민 불신과 저항으로 위축된 관련 국가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제2절 활용방안 및 건의사항

1. 활용방안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원자력연구기관에서 저장중인 혼성폐기물에 

대한 용융염산화공정의 실용화를 위한 실용화연구로 활용되어 질 수 

있다. 실용화 연구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하나로 등에서 발생

하여 저장하고 있는 이온교환수지 둥 과 같이 적절한 처리기술이 부재

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보관중이 어려운 폐기물을 핵종의 환경배출 없

이 안전하게 감용 처리하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용융염

산화공정의 실용화 연구는 동위원소 포함 모의폐기물을 이용한 기술 

실증 3년 및 상업화시 인허가 자료 확보를 위한 실 폐기물을 이용한 1

년간의 안전검증 연구를 포함하여 약 4년의 연구가 필요하며 이후에는 

바로 사업화될 것이다. 소요 연구비는 약 30억원으로 1기의 상업화후 

5년간의 운전을 통해 연구비와 상업화시 시설비 (200 kg/day, 20억) 

모두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며, 5년 후부터 순이익(연간 10억)을 낼 것

이다. 또 연구개발 종료 후에 바로 관련기술의 산업화 이전(한수원 등)

을 통하여 연간 1-2억의 기술료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상기와 같은 계획에 의한 실용화를 위한 연구추진 후에는 혼성폐기

물 처리용 용융염산화공정을 상업화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발생 

저장하고 있는 혼성폐기물의 부피를 1/100로 감소시켜 안전하게 저장

하는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타 학교, 병원 등에서 발생되는 혼성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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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의 감용 처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건의사항

   본 용융염산화기술은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전력산업연구

개발사업”으로 한수원(주) 등 현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잔류성 유기오

염물인 PCBs 함유 절연유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로 사업화 연구가 추

진되고 있다. 이 연구과정에서 용융염산화공정의 기반기술은 확보되고 

있으므로 혼성폐기물의 적용을 위한 실용화연구가 동시에 수행된다면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연구비의 절감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이므로 앞으로 “혼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용융염산화공정 실용화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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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 베트남측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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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 한국측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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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한-베트남간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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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a Joint Research Agreement on

 "Hazardous and Mixed Waste Treatment by Molten Salt Oxidation 
Technology"

betwee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
and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B)

WHEREAS,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hazardous and mixed waste 
treatment technology in conjunction with "Agreed Minutes Of The Second Meeting 
Of Vietnam-Korea Joint Committee On Atomic Energy Co-Operation – III.7 In the 
Field of Radwaste Treatment and Management (Hanoi, 22 March 2004)". 

THEREFORE, A and B do hereby agree as follows; 

Article 1. Objective of Collaboration

1.1 Th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hazardous and mixed waste treatment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1.2 The A and B shall share technical information gathered by the each party’s 
R&D project regarding hazardous and mixed waste treatment by molten salt 
oxidation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and Research Agreement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hazardous and mixed waste treatment technology by molten salt oxid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MSO")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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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fter the both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s are confirmed.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into the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organization of Vietnam,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 Hee-Chul Yang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 Principal Researcher
 Name of Organization : KAERI
 Address of Organization : Dukjindong 150 Yuseong, Daejeon,
 Tel No. : +82-42-868-2575
 Fax No. : +82-42-868-8667
 E-mail : nhcyang@kaeri.re.kr

3.3 B 
 Name of Project Leader : Dang Duk Nhan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 Deputy Director, INST
 Name of Organization :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ies 

(INST)/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VAEC)
 Address of Organization : P.O. Box 5T-160 Hoang Quoc Viet, Cau, Giay, Hanoi.
 Tel No. : 84-4-8362597
 Fax No. : 84-4-8363295
 E-mail : ddnhan@vaec.gov.vn

Article 4. Collaboration Period

4.1   This joint research will continue for three years from this year 

4.2   The starting date of joint research will be decided by the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considering the effective financing support from each 
others’ government or private company.

Article 5.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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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hazardous and mixed waste treatment by 
molten salt oxidation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6. Financial Conditions  

The project fund for A shall be sponsored by the Korean-government's R&D 
Program on the global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project fund for B 
shall be sponsored by the MOST-Vietnam under the fund from R&D program on 
Environmental Researches

Article 7. Report & Publication 

7.1   A and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each other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7.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8. Intellectu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tellectu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tellectual Property"); 

8.1   Patents and any other intellectu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owned by both A and 
B whether they are issued either in Korea or in Vietnam. 

8.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9.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to each other, each party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Article 10. Termination 

10.1   A or B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if B or A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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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1. Other matters 

11.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each government. 

11.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1.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Vietnam.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2. Effective Period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one (1) year and renewed annually during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or B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KAERI

------------------------------------------
Project manager : Hee-Chul Yang
Position : Principal Researcher
Date : February 23, 2005

For and on behalf of VAEC

-------------------------------------------
Project manager : Dang Duc Nhan
Position : Deputy Director
Date : February 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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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ed on the joint research on the mixed waste molten salt oxidation technology and 
finally we wrote MOU for joi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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