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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개발목표  내용

 -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전 설비 내부 표면제염과 해체 후 부품 오염표면 제염기술개발

 - 우라늄변환시설 우라늄슬러지 처리 기술 개발

 - 토양 제염 기술 사업적용 기술개발 및 국내 토양제염 기술기반 구축

 - 토양, 우라늄 슬러지 폐기물 최적 고정화 방안 도출 및 KAERI 오염 토양 및 우라늄 슬러지

   폐기물의 방사성 물질 제염 후 자체처분을 위한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

 2. 연구결과

 - 상온의 온화한 화학제 조건을 갖는 제염 공정 및 자체처분 수준의 제염성능을 갖는 저농도 우

라늄 오염표면 화학제염 공정 장치와 해체 후 부품에 대한 중성염 전해제염 공정 장치개발

 - 80%이상 감용할 수 있는 물첨가 슬러지분리기술 개발 및 실험실적 입증 (슬러지 분리 효율 : 

80%이상, 용해용 물 첨가율 : 250%)

 - 전기흡착법에 의한 우라늄슬러지처리 신공정개발 및 우라늄 제염효율 1ppm이하 성능 입증

 - 토양폐기물의 90%이상을 감용할 수 있는 토양제염 기술 및 공정장치 개발

 -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 설계/제작 및 기술실증으로 원(연) 오염토양 제염 사업 적용기술 개발

 - 토양 및 우라늄 폐기물 방사성폐기물 고정화 기술 시험평가 및 최적 고정화방안 도출

 - 자체처분 안전성 시나리오 및 안전성평가 모델개발

 3. 기 효과  활용방안

 원자력연구소 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 및 토양제염 사업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였

으며, 인허가 및 해체설계에 이미 연구결과가 활용되었고 ‘04년부터 시작되는 해체사업에 

직접 적용

   - 원(연) 우라늄변환시설 환경복원 사업 기술로 활용

   - 원(연) 방사성토양폐기물 제염사업 기술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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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자력연구시설 제염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우라늄 변환시설 제염기술 개발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는 핵연료주기 시설의 하나로써 중수형 원

자로의 핵연료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우라늄변환시설이 가동 중지

되어 있으며, 이 시설은 환경복원 사업을 통해 대부분의 금속성 내부 설

비는 완전 해체철거하고 건물은 재사용할 계획이다. 

  우라늄 변환시설의 주요 내부 공정을 구성하는 구성품으로는 용해조, 

회전 드럼 여과기, 맥동 탑, 증발기, 침전조, 유동층 반응기, 펌프, 배관 

및 밸브 등으로써 이들 내부 표면은 U3O8, UO2, AUC 및 ADU 등의 입자

성 우라늄 오염물과 Uranyl nitrate (UN), TBP 등 액상 오염물이 존재하

고 있다. 스테인레스강재 배관류, 스테인레스강 및 인코넬로 이루어진 반

응기 및 저장조와 기타 기기, 공구류 및 펌프류 등 오염표면을 구성하는 

우라늄변환시설 내부 공정 설비의 해체 시 방대한 양의 우라늄 함유 금속

성 고체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되며, 

시설 해체 시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와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량의 저감

을 위한 한 가지 기술로 각각의 공정별 오염 특성을 고려한 제염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지 못한 국내의 상황

과 원자력연구소 내 폐기물 임시저장고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우라늄변환

시설의 해체에 의해 발생되는 다량의 금속성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자체

처분을 위한 제염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2. 우라늄 슬러지 처리기술

  한국 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변환시설 액체폐기물 저장조(Lagoon)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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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 폐액은 이산화우라늄 분말생산과 관련한 연구개발로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1992년 시설 가동중지 이래 보관되어 왔으며, 시멘트 콘크리트 핏트의 온실구조로 

되어 있는 폐기물 저장조에 현재 상등액과 슬러지 상태로 약 340 m3의 슬러지 폐

액이 저장되어 있다.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우라늄 변환시설을 운영한 국가의 경우 

변환시설의 규모가 만톤 이상으로 국내의 경우에 비해 대규모이며, 우라

늄 폐기물 특성에 있어 국내 변환시설 우라늄 폐기물과 조성 등이 상이하

고, 해외 변환시설 슬러지 폐기물은  대규모 Pond 침전물로 관리하므로 

우라늄 슬러지 처리에 대한 현장처리기술은 부재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우라늄 폐기물의 관리(처리, 저장, 처분) 체계가 미비한 실정

이며, 각국의 실정에 따라 관리 체계가 다르므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처

리기술의 확립이 필요하다. 

  우라늄 변환시설의 환경복원을 위해서는 보관중인 우라늄 슬러지 폐액

을 처리하고 시설의 제염 해체 등의 일련의 환경복원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우라늄 슬러지 폐액을 처리하여야 할 뿐더러 이

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 저장할 경우 약 3,000 드럼의 폐기물이 발생하여 

많은 폐기물 관리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경제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슬

러지 폐액을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감용 처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

하다.  

  3. 토양제염 기술 개발

  TRIGA 연구로의 해체와 함께 우리나라도 현재 원자력 시설의 해체 및 

환경복원 산업이 개시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는 

1988년 발생한 4500드럼 규모의 토양폐기물이 방사성폐기물저장고에 보

관되어 있고, TRIGA 연구로 해체, 우라늄변환시설 환경복원 추진 시 발

생 가능한 오염 토양에 대해 해체 후 토양복원 대비 관련 기술 개발이 필

요하다. 원자력시설 가동 중  발생되는 토양 폐기물의 특징은 방사능의 

농도가 낮지만 다량 발생한다는 점이다.

  오염된 토양폐기물을 제염하여 환경에 방출하기 위해서는, 저장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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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폐기물의 방사능 오염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한 후 오염특성에 적합한 

토양제염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복합실험 공정을 통하여 최적의 토

양제염장치를 개발하고 이 장치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실험과 사업화를 위

한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우라늄 변환시설 제염기술 개발

  우라늄화합물로 오염된 우라늄변환시설 내부 설비 표면의 오염특성 분

석과 이에 적용할 수 있는 제염공정을 실험실적으로 시험하였고, 체계적이고 

보완적인 부가 실험 및 변환시설에서 인출한 실 시편의 제염 시험을 통해 

무기산 화학제염 공정의 확립과 우라늄 변환시설 설비내부표면 제염시험

장치의 설계 제작 및 실증시험을 통해 설비 내부 표면제염기술의 기술성 

및 경제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해체 후 부품표면제염기술로 기 개발한 무

기산 화학제염기술과 더불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성염 전해제염 

공정의 시험 평가를 통해 전해제염 공정의 적용성 및 제염성능을 평가하

였다.

  2. 우라늄 슬러지 처리기술 

  슬러지 처리 기술 개발을 위하여 먼저 슬러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처리

공정 개념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우라늄 슬러지 폐기물 분리 및 우라늄 

폐기물 안정화 공정의 상세 개념을 도출 확정한 후 각 단위공정의 특성 

시험 및 최적조업조건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증규모의 장치를 

제작하여 공정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우라늄 슬러지 분리 및 안정화 공정

을 확립하였다. 또한 우라늄 슬러지 폐기물 분리를 통해 발생된 저농도 

우라늄 함유폐액 중 우라늄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독창적인 전

기흡착공정 조건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증규모의 장치를 제작하

였으며, 라군 hot 슬러지를 사용하여 hot 실증시험을 수행하여 우라늄 폐

액의 처리공정을 확립하였다.



- iv -

  3. 토양제염 기술 개발

  토양폐기물의 오염특성파악 및 복합공정실험 결과를 토대로 방사성오염 

토양특성에 적합한 토양제염 공정도를 개발하고 토양제염장치를 제작하였

다. 한편, 토양 중에 주 오염원인 세슘과 코발트를 토양으로부터 최대한으

로 제거할 수 있는 제염제를 선정하고 제염실험조건, 제염제 재생성 및 

폐액 정화 조건을 도출했다. 제작한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의 단위장치는 

다음과 같다.

        ․토양 입도분리장치  및 토양세척장치  

        ․토양 투입 및 오염먼지 추출장치 

        ․급속 침전조 

        ․Hydrocyclone

        ․토양방사선 계측 시스템 

        ․토양폐액 재생장치 

  제작된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는 시운전 및 성능 실험 후 다음과 같이 

토양제염장치 제염기술 실증 및 경제성/Mass Balance를 분석했다.

        ․TRIGA 방사능 오염토양 대상 토양제염효율 분석

        ․토양제염 기술 경제성 및 상용규모 사업 적용성 분석

        ․토양제염 Mass Balance 분석

      

Ⅳ. 연구개발결과

  1. 우라늄 변환시설 제염기술 개발

  상온의 온화한 화학제 조건을 갖는 제염 공정의 적용성 및 자체처분 수

준의 제염성능이 입증된 우수한 제염성능과 2차 폐기물이 적은 독창적 제

염 공정과 부품제염 기술개발로 금속성 해체폐기물 감용목표(60%)를 초

과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고, 자체처분 수준으로 금속성폐기물을 제

염함으로써 처분 대상 해체폐기물의 대폭적 감용에 의해 본 제염기술의 

경제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변환시설 설비 해체 후 부품제염 공정으로써 중

성염 전해공정의 제염 적용성 및 제염성능을 확인하였으며, 기존 공정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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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신 공정 개발로 이차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우라늄 슬러지 처리기술

  슬러지는 약 6%의 우라늄 및 미량의 우라늄 딸핵종과 대부분이 질산염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물리, 화학, 방사성적 특성 자료를 근거로 

슬러지 처리공정 개념을 설정하였다. 공정은 크게 슬러지 우라늄 슬러지 

폐기물 분리 및 우라늄 폐기물 안정화 공정과 잔존 우라늄 제거 공정으로 

구분된다. 슬러지 내 질산염 분리는 30분 이하의 짧은 시간 내에 쉽게 분리

되었으며, 물 첨가비 2.5에서 슬러지 내 함유된 질산염은 약 97 % 이상 

제거 가능하였다. 또한 방사성 고체폐기물의 안정화 측면에서 우라늄 함유 

폐기물은 약 900℃ 이상에서 열분해 해야만 한다. 이 같은 처리공정을 통하

여 슬러지 폐기물의 양을 약 80% 감용할 수 있었다. 슬러지의 고액분리후 발

생된 우라늄 함유 슬러지 폐기물중 우라늄만을 선택 제거하여 처리 후 잔

존 우라늄을 무구속 방출허용치(1ppm)까지 제염할 수 있는 첨단 전기흡

착공정 특성시험을 수행하여 최적 정화조건 도출하였다. 100 ppm 우라늄 

농도의 폐액에 대해 -0.9V의 전위를 가용한 결과 99% 이상이 제거되었

다. pH 3의 1.0M NaCl 용액을 20시간동안 +1.2V의 전위로 가용한 결과 

흡착된 우라늄의 99% 이상이 탈착되었다. 전기흡착 처리 medium인 ACF

의 재생 특성시험을 통해 원래의 흡착용량을 유지하면서 5회 이상까지 재

생에 의해 재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병렬형 multi cell로 구성하여 

일 처리량 50-100L의 규모로 확장시킨 실증용 전기흡착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였으며, 라군 hot 슬러지 폐액을 전기흡착처리에 의해 우라늄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데 있어, 희석된 라군 슬러지 폐액의 전기흡착전 전

처리조건을 확립하였으며(48시간의 침강이나 1μm의 여과재에 의한 여과 

및 pH 4-7 조절) 우라늄의 무구속 방출 수준인 1ppm 미만의 농도로 우

라늄만을 선택 제거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3. 토양제염 기술 개발

  Soil washing에 의해 방사성핵종으로 오염된 토양을 제염하기 위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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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오염특성을 조사했다. 최적세척 조건과 설계파라미터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한 물리화학적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토양의 주요 오염 핵종은  

Cs137과 Co60이다. 토양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방사능농도는 컸다. 최적

Scrubbing 시간은 4시간이고, 토양무게: 제염용액부피의 비는 1:10 이다. 

0.5몰 옥살산으로 2번 연속 Scrubbing 한 결과 Cs137과 Co60 모두 70%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0.05 M 구연산과 0.03M 질산의 혼

합용액을 사용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토양폐액의 침전시간을 

감소하기 위해 급속 침전조와 Alum을 사용한다. 강산성수지를 사용하여 5

번 재생시킨 재생용액의 핵종제거효율은 최초의 옥살산 용액과 유사했다.  

  토양오염 특성에 적합한 토양제염장치가 아래와 같이 개발되었다.

 ․작성된 실증규모토양제염장치 공정도와 단위장치 설계도에 준하여 (주)

유니텍과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를 제작함  

 ․Cleaner Ball을 사용하여 효율을 개선한 토양입도분리장치를 제작함 

 ․두 번의 Scrubbing이 가능하고, 드럼스크린이 부착된 토양세척장치를 

제작함 

 ․먼지 추출장치가 부착된 실증규모 토양투입장치 제작함

 ․기존 침전조 보다 침전속도가 약 2배 증가한 실증규모 급속침전조를 제

작함

 ․토양혼합용액으로부터 단시간 내에 토양입자를 분리할 수 있는 

Hydrocyclone을 제작함

 ․기존 MCA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토양내의 방사능농도를 계측할 수 있는 

토양방사선 계측 시스템을 제작함 

  한편, 제작된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로 오염되지 않은 TRIGA 토양에 

대한 시운전을 통해 각 단위장치의 성능과 소요시간을 측정한 결과 총 토

양제염시간은 9시간 20분 소요되었으며 각 단위장치의 성능은 적절했다. 

또한, 토양제염장치 제염기술 실증실험결과 1.0mm이상의 입도를 가진 오

염토양은 세슘 제거효율이 70%를 약간 넘었고 0.063-1.0mm 입도 토양

의 제거효율은 70%에 약간 못 미치어 평균 약 70%이었고, 코발트 제거

효율은 약 95%로 목표치인 총 오염토양부피의 90%를 자체처분 가능한 

잔류방사능농도로의 제염 가능케 했다.



- vii -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우라늄 변환시설 제염기술 개발

  개발된 우라늄변환시설 제염기술은 연구소 내 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의 

해체설계 및 인허가 기술로 활용되었으며, 향후 해외 수출기술로도 활용

이 예상된다. 

  2. 우라늄 슬러지 처리기술

  본 연구 결과는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사업의 라군 슬러지 처리에 적용

될 것이다.

  3. 토양제염 기술 개발

  개발된 기술은 원자력연구소에 보관중인 약 4,500드럼의 방사성 오염토

양 폐기물 제염 사업에 활용하여, 토양내의 방사성핵종을 방출농도 이하

로 제거하고 자체 처분하므로 방사성폐기물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한다. 향

후 원자력시설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유사한 방사능 토양폐기물의 제염 

시에도 이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체르노빌 핵사고 같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사고발생 시 본 기술을 적용하여 신속히 부지 오염분포 

체계를 파악하고 오염 확산 방지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핵사고로 인한 재

난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또한, 국내의 중금속 오염부지 즉, 광산지역, 화

학공장지역, 철도차량 정비부지 등의 오염평가 및 토양복원에 활용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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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Decontamination of Nuclear 

Research Facilitie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Decontamination of a Retired 

Uranium Conversion Facility 

  In Korea, there is a retired uranium conversion plant, in which a large 

number of the internal components and equipments will be completely 

removed and the concrete building itself will be reused through a 

national project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for the uranium 

conversion plant at KAERI.

The main internal process components in the uranium conversion 

plant are listed in Table 1 together with used and/or treated chemical 

compounds, process temperature, and system materials.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both particulate contaminants such as U3O8, UO2, AUC, 

ADU, etc. and liquid phase contaminants such as uranyl nitrate and 

organic compounds (TBP, dodecane) on the surface of the system 

components such as the dissolver, rotary drum filters, pulse columns, 

evaporator, precipitators, fluidized bed reactors, pumps, piping, valves, 

etc.

During the course of dismantling the contaminated system 

components and equipment, a lot of uranium contaminated metallic 

wastes will be generated, so that an effective waste management 

strategy is required. Decontamination is one of the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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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promotes workers' safety and reduces the amount of radioactive 

wastes. The recycle or self disposal of large amounts of metallic 

wastes generated by dismantling a uranium conversion plant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waste management options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absence of a waste disposal site in Korea and the 

limitation of the temporary storage facility in KAERI.

  2.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Treatment of Uranium Sludge 

Wastes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KAERI) constructed a 

pilot plant of uranium conversion pla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ies and for the localization of nuclear fuels for PWR and 

HWR in 1987. And KAERI has launched a decommissioning program 

of the plant after the production of 360tons of uranium dioxide. One 

of the important tasks in the decommissioning program is the 

treatment of the sludge(340m3), which was generated during 

operation and stored in the two ponds of the Lagoon. 

  In uranium conversion facilities of abroad countries such as Russia, 

USA, France etc., operation scale for uranium conversion facilities is 

larger than that of KAERI, and the properties of sludge waste 

containing uranium are different from that of sludge waste arising from 

KAERI uranium conversion facilities. Standard technology used for a 

treatment of uranium-containing sludge have not be prepared in the 

world, therefore specific technology used for a treatment of KAERI 

uranium-containing sludge would be required.

  The main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develop the uranium sludge 

treatment technology which result in the volume reduction of lagoon 

sludges and can treat cost-effectively, and safely uranium sludge 

stored on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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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Decontamination of Soil Wastes   

  Korea locates in a important point of time for beginning 

decommissioning and environment industry of nuclear facilities with 

decommissioning of TRIGA research reactor at present. KAERI has 

been storing 4500 drums of soil waste generated in 1988 in a 

radioactive waste storage and it is possible for radioactive soil waste 

to be generated on propulsion of research reactor decommissioning 

and environmental restoration of uranium conversion fac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soil restoration technology after 

decommissioning. In order to release the contaminated soil waste to 

environment, 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of radioactive soil waste in 

custody was exactly measured and then a soil decontamination 

method suitable to the 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ought to be 

selected. Al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most suitable soil 

decontamination equipment through complex experimental process and 

analyze its economical efficiency for industrialization.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s

  1.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Decontamination of a Retired 

Uranium Conversion Facility 

  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on the equipment surface in the 

uranium conversion facility were investigated. Decontamination tests 

applicable to the equipment surface were performed as a laboratory 

scale. The inorganic decontamination process was established 

through the systematic tests using specimens gathered from the 

uranium conversion facility. Technological and economical feasibilities 

were proved through the design, fabrication and demonstration tests 

of  the pilot scale decontamination equipment. As a component 

decontamination technology after decommissioning of the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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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 the applicability and the decontamination performances of 

the electro-polishing technology were also evaluated through 

demonstration tests using the neutral salt solutions.

  2.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Treatment of Uranium Sludge 

Wastes 

  The characteristics of sludge were investigated and the concept of 

the treatment process was defin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sludge treatment technology. The detail concept of sludge waste 

separation and solid waste stabilization processes were established, 

and the property tests of each unit process were carried out and 

the optimum conditions could be obtained. The process properties 

were found out with the equipments on a bench scale and the 

sludge waste separation and the solid waste stabilization processes 

were established. A study on the electrosorption of U(Ⅵ) onto a porous 

activated carbon fibers (ACFs) was performed to selectively remove the 

uranium in uranium-containing liquid waste resulting from liquid-solid 

separation of sludge waste. The optimum conditions for selective 

removal of uranium could be obtained.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e equipments on a demonstration scale was fabricated and the 

electrosorption performance was evaluated to develop the treatment 

process applicable to uranium-containing lagoon sludge waste.

  3.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Decontamination of Soil Wastes 

  A soil decontamination process diagram was developed and a soil 

decontamination equipment was manufactured on the basis of grasp 

of 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and results of complex process 

experiment. The chemical agent which can remove main contaminant, 

cesium and cobalt, from soil at the maximum was selected.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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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ntamination experimental condition, regeneration condition of 

decontamination agent and purification method of decontamination 

liquid waste were proposed. Unit parts of the manufactured pilot 

size of soil decontamination equipment were as follows.

 ․ Soil sieving equipment and soil washing equipment

 ․ Soil input equipment and contaminated dust extraction equipment

 ․ Rapid precipitation tank

 ․ Hydrocyclone

 ․ Soil radiation detection system

 ․ Soil wastewater recycling equipment   

  The manufactured pilot size of soil decontamination equipment  

was given a trial run and a capacity experiment, demonstration of 

decontamination technology was executed, and economical 

efficiency/mass balance was analyzed. 

 ․Analysis on decontamination efficiency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soil

 ․Analysis on economical efficiency of soil decontamination 

technology and suitability of project application with actual 

size

 ․Analysis on mass balance of soil decontamination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1.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Decontamination of a Retired 

Uranium Conversion Facility 

  The unique decontamination technology applicable to the component 

of a retired uranium conversion facility at room temperature was 

developed. Decontamination performance of the technology is very 

powerful so as to decrease the radioactivity of specimen under the 

self disposal level and the technology generates the small volum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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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wastes. It was verified that higher than the target value 

of volume reduction(60%) can be achieved, And also,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technology was verified through the 

decontamination of metallic waste to the self disposal level and 

high volume reduction rate. Applicability and performance on the 

component decontamination of the nuclear facility after 

decommissioning of neutral salt electro-polishing decontamination 

method were identified. By the development of the new 

decontamination technology, it was also identified that the 

secondary waste generated from the application of decontamination 

process could be reduced significantly. 

  2.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Treatment of Uranium Sludge 

Wastes 

  The sludge waste is consisted of uranium of 6 %, daughter nuclides, 

and a large amounts of nitrate salts. The concept of sludge treatment 

process was defined on the basis of the physical, chemical, and 

radiological property data. The process can be entirely classified into 

sludge waste separation, solid waste stabilization, and remained 

uranium removal processes. Nitrate salts in the sludge were separated 

in less than 30 minutes and nitrate salts involved in the sludge were 

separated over 97 % at the water adding ratio of 2.5. The solid 

waste have to be decomposed over 900 ℃ for the stabilization of 

waste involving uranium. As a result of removing the nitrates at 

the water adding ratio of 2.5 and drying the residue over 900 ℃, 

volume of the sludge waste decreased over 80 %.

  The optimum conditions for selective removal of U(Ⅵ) by 

electrosorption process to the concentration of 1ppm [unrestricted 

release limits for U(VI)] would be obtained. At an applied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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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V(Ag/AgCl), up to 99% of U(Ⅵ) is removed for a 100ppm feed 

solution through electrosorption process. The adsorbed uranium could 

be desorbed up to 99% for 20hr by passing a 1.0M NaCl solution at pH 

3 and applying a potential of +1.2V. Continuous use of an electro 

-adsorbent up to 5cycles through the regeneration of adsorbent which 

consists of an adsorption step at -0.9V and desorption step at +1.2V, 

was confirmed. The demonstration equipments consisting of multi- 

electosorption cells in a scale of 50-100L/day was designed and 

fabricated. The electrosorption performance on selective removal of 

U(Ⅵ) to 1ppm of unrestricted release level using the  uranium- 

containing lagoon sludge waste was tested. Pre-treatment conditions 

which is settling time of 48hrs or filtration of liquid waste by 1μm 

filters, and control of pH to 4-7 were obtained, and the feasibility 

of its application for KAERI lagoon sludge was verified.   

  3.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Decontamination of Soil Wastes  

  In order to remediate the soil contaminated with radionuclides 

by soil washing, the characteristics  of soil contamination were 

studied. Several physical and chemical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obtain the design parameters for optimum washing 

conditions. Experiment results are as follows: The main 

contaminated radionuclides are Cs137 and Co60. 

  The smaller the soil particle size is, the higher the 

radioactive concentration is in soil particle. It is found that 

the suitable scrubbing time is 4 hours and a proper mixing 

ratio of soil weight to washing solution volume is 1:10. Two 

consecutive scrubbing with 0.5 M oxalic acid was needed to 

remove more than 70% of Cs137 and Co60. In a separated test 

of using a mixed solution of 0.05 M citric acid and 0.03 M 

nitric acid, we found a same result. A rapid sedi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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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lum were used to reduce sedimentation time. 

Radionuclides removal efficiencies of recycling washing 

solutions recycled 5 times with strong acid resins are similar 

to those of 0.5 M oxalic acid.

  A pilot size of soil decontamination equipment was developed 

according to soil 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as follows.

 ․A pilot size of soil decontamination equipment was manufactured   

 with Company Unitek  on the basis of a process diagram and a    

 design drawing.

 ․manufactured soil sieving equipment was improved using cleaner   

 ball 

 ․Soil washing equipment can scrub soil two times and attached a   

 drum screen

 ․Soil input equipment attached dust extraction equipment

 ․Precipitation velocity of the rapid precipitation tank is faster     

two times than that of the existing precipitation

 ․Hydrocyclone can separate soil particles from the soil mixing      

  solution within a short time

 ․Soil radiation detection system can measure radioactive            

  concentration of soil faster than MCA  

  Meanwhile, results of a trial run of the manufactured soil 

decontamination equipment with non-radioactive soil near TRIGA  

showed that the working time for soil decontamination was 9 hours 

and 20 minutes and performance of each unit equipment was 

appropriate. Also, results of demonstration test of the soil 

decontamination equipment showed that the removal efficiency of 

cesium within the contaminated soil whose particle size is more than 

1.0mm was a little more than 70%, while that within the contaminated 

soil whose particle size is 0.063 - 1.0mm  was a little less than 

70%. The removal efficiency of cobalt within the contaminated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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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e particle size is more than 0.063mm was about 95%. 

Therefore, it is possible to dispose the 90% of contaminated soil 

volume in self-control.

V. Application Plan for the Research Results

  1.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Decontamination of a Retired 

Uranium Conversion Facility 

  Technology for the decontamination of a retired uranium 

conversion facility developed through the R&D works has been applied 

as the design and licensing technology for decommissioning of the 

facility remediation project. Moreover, this technology is expected to 

utilize as an exportable one. 

 

  2.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Treatment of Uranium Sludge 

Wastes

  The results will be utilized on the uranium-containing sludge 

treatment in the decommissioning of KAERI uranium conversion 

facilities.

  3.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Decontamination of Soil Wastes 

  The results will be applied to the decontamination project of 

about 4,500 drums of radioactive soil waste. The volume of 

radioactive soil will be seriously reduced by releasing the soil to a 

self-control disposal site after lowering its radioactive 

concentration by removing radionuclides from the soil. Also, the 

results will be used to decontaminate a similar radioactive soil 

generated in sites near other nuclear facilities. Meanwhile, when an 

unexpected accident as a nuclear accident at Chernobyl in Ukraine 

was happened, the calamity can be minimized by grasping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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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of site contamination quickly and exploring a method to 

prevent the contamination diffusion with application of the results. 

The results will be applied to contamination assessment and soil 

restoration of mine area, chemical factory area, and train repai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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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 들어 원자로 및 비 원자로를 포함하는 원자력 시설의 제염해체 사

업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시설의 건설에 비해 더 경쟁력 있는 원자력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 개발 및 사업 적용 연구가 활발히 수행 

중에 있다. 특히 핵연료주기 시설의 제염 해체 사업의 시장 규모는 단기

적으로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로의 제염 해체 시장 규모와 비교해서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세계 각 국에서 현재 계획되어 있거나, 진행 중

이거나, 완전히 종료된 핵연료주기 시설의 제염 해체 프로젝트 현황을 살

펴보면, 약 190 개소에 달하는 핵주기 시설이 가동 중지된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1.1.1]. 이러한 핵연료주기 시설은 우라늄 변환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 핵연료 제조 시설, 재처리 시설, 관련 폐기물 처리 및 저장 시설, 핵

연료 저장 시설 및 이를 지원하는 부대시설과 관련 연구시설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국내의 경우 가동 중지 된 핵연료주기시설의 하나로 현재 한국원자력연

구소 내에 우라늄 변환시설이 있으며, 이 시설은 환경복원 사업을 통해 

대부분 금속성 내부 설비는 완전 해체 철거하고 건물은 재사용 할 예정으

로 있다. 따라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우라늄 변환시설의 환경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변환시설 해체 시 방대한 양의 우라늄 함유 금속성 고체 폐기물

이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라늄 변환시

설의 해체 시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와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량의 저감

을 위해서는 각각의 공정별 오염 특성을 고려한 제염 기술의 적용이 요구

된다. 현재까지 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지 못한 국내의 상황과 원자력연

구소 내 폐기물 임시저장고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우라늄변환시설의 해체

에 의해 발생되는 다량의 금속성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자체처분 하는 것

이 선택할 수 있는 폐기물 관리방안 중 한 가지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전 내부설비 오염표면 및 

해체 후 부품표면에 대하여 재활용 또는 자체처분이 가능한 수준의 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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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갖는 우라늄 화합물로 오염된 표면의 제염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

다. 

  원(연) 변환시설 액체폐기물 저장조(Lagoon)내의 슬러지 폐액은 이산화

우라늄 분말생산과 관련한 연구개발로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1992년 시설 

가동중지 이래 보관되어 왔으며, 시멘트 콘크리트 핏트의 온실구조로 되

어 있는 폐기물 저장조에 현재 상등액과 슬러지 상태로 약 340 m3의 슬

러지 폐액이 저장되어 있다.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우라늄 변환시설을 운영한 국가의 경우 

변환시설의 규모가 만톤 이상으로 국내의 경우에 비해 대규모이며, 우라

늄 폐기물 특성에 있어 국내 변환시설 우라늄 폐기물과 조성 등이 상이하

고, 해외 변환시설 슬러지 폐기물은  대규모 Pond 침전물로 관리하므로 

우라늄 슬러지 처리에 대한 현장처리기술은 부재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우라늄 폐기물의 관리(처리, 저장, 처분) 체계가 미비한 실정

이며, 각국의 실정에 따라 관리 체계가 다르므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처

리기술의 확립이 필요하다. 

  우라늄 변환시설의 환경복원을 위해서는 보관중인 우라늄 슬러지 폐액

을 처리하고 시설의 제염 해체 등의 일련의 환경복원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우라늄 슬러지 폐액을 처리하여야 할 뿐더러 이

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 저장할 경우 약 3,000 드럼의 폐기물이 발생하여 

많은 폐기물 관리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경제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슬

러지 폐액을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감용 처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

하다. 핵연료변환시설의 운영 중 발생된 우라늄 함유 슬러지 폐기물(방사

성 우라늄 5% 미만, 비방사성 화학폐기물 95% 이상)은 인공으로 건설된 

보관시설인 라군(Lagoon)내에 저장되어 자연 증발에 의해 농축 및 감용 

되어 왔으며, 현재 더 이상 라군 내의 물리화학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사용 용도가 끝난 이 라군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현재 라군 내에 보

관중인 슬러지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라군 내 슬러지는 방사성 우

라늄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폐기물로서의 처리가 불가능하며, 방사성 폐기

물의 일반적 처분 방법인 드럼에 포장하여 처분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 

경제적 및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

 우라늄 함유 슬러지 폐기물은 수만 ppm의 다양한 화학염(NH4NO3, 

NaNO3, Ca(NO3)2, CaCO3)과 수백 ppm의 방사성 우라늄으로 구성되어 

처리가 난해한 방사성 화학염 폐기물이다. 이 폐기물을 별도의 처리 없이 

단순건조 후 고체폐기물로 처분할 경우 최종 처분해야 할 방사성 폐기물

의 양은 다량의 화학염에 상당하는 양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과 안

전성을 기준으로 하여 우라늄 함유 슬러지 폐기물에서 방사성을 띈 수백 

ppm의 우라늄 성분을 1 ppm이하의 무구속 방출수준까지 효과적으로 분

리할 수 있다면, 최종 처분해야 할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감

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폐액으로부터 우라늄(Ⅵ)의 제거나 회수 방법으로, 시설투자비가 적으

며 사업 적용이 용이하고 감용 효과가 큰 고액분리기술과 우라늄 환경방

출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높은 제염성능을 갖는 새로운 우라늄 분리기술

로써 전기흡착기술을 선정하였다. 즉, 우라늄 슬러지 조성은 소량(5% 미

만)의 방사성우라늄과 대부분(95%이상)의 비방사성 화학폐기물로 되어 있

으므로, 방사성우라늄과 함께 침전․고화된 비방사성 화학폐기물을 분리하

여 처분대상 방사성 우라늄폐기물을 최소화 및 안정화하고 분리된 비방사

성 화학폐기물을 제염(우라늄 제염)하여 잔류 우라늄 농도를 환경방출기

준 이하로 만드는 개념이다.

  우라늄 슬러지 처리기술개발은, 최종 처분 슬러지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감용할 수 있는 우라늄 슬러지 처리 기본공정 확립, 우라늄 슬러지 폐기

물의 물리화학적 분리기술과 발생 고체 슬러지 폐기물의 안정화 기술개발 

그리고 고농도 슬러지 화학 폐액 중 우라늄만의 선택 제염처리 기술 개발 

등으로 구성된다. 우라늄 슬러지 처리 기본공정 확립을 위해서는 우라늄 

슬러지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우라늄 슬러지 폐기물  감용에 대

한 기초시험 등이 필요하다. 우라늄 슬러지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분리기

술개발을 위해서는 실험실규모의 우라늄 화학염 폐기물의 고액분리시험 

후 실증 규모 공정 장치를 제작 및 설치하여 슬러지 이송 특성 시험과 분

리된 슬러지 화학폐기물의 방사성 특성 조사가 요구된다. 실증 규모 공정 

장치설계 제작을 통해 상용 규모의 공정 장치 설계자료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고농도 슬러지 화학 폐액 중 우라늄만의 선택 제염처리공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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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는 실험실 규모의 단위 공정 장치를 제작하여 우라늄 폐액의 정

화 및 감용 특성 시험을 통해 최적 조업조건을 도출하고, 전기흡착처리 

medium의 재생 공정 시험을 통해 전기흡착처리 공정의 경제성 제고가 필

요하다. 이러한 실험실 규모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라군 우라늄 슬러지 

폐액 전기흡착처리 hot 기술 실증장치를 제작 및 설치하고, hot 기술실증

시험을 통해 실제 라군 슬러지의 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확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종 발생된 고체 우라늄 폐기물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실험실 규모의 공정장치를 제작하여 우라늄 폐기물 

안정화시험을 수행한 후 이를 근거로 실증 규모의 우라늄 폐기물 안정화 

공정장치를 설치하여 파일럿 규모의 우라늄의 안정화 특성 시험을 수행하

고 상용 규모의 공정장치 설계자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TRIGA 연구로 해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도 점

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가 좁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선

정 중에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

시키는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TRIGA 연구로는 주

로 방사성 물질의 안전 취급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던 시절 가동되었기 때

문에, TRIGA 연구로 부지 중 일부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고 생각할 필요

가 있다. 그러므로, 해체 중 발생 가능한 부지 오염에 대비하여 이를 청정

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 산업과 원자력 산업을 비교할 때, 일반산업 

시설의 토양 및 부지가 중금속 혹은 유기물에 의해 고 농도로 오염된 반면 

원자력 관련 시설의 가동 결과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은 그 농도가 극히 저 

준위일 뿐만 아니라 방사성 핵종과 유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오염되기 때문

에 일반산업에 비해 제염하는 방법이 극히 까다로우며 그 결과도 만족스럽

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

는데 미국 DOE의 PNNL 국립 연구소는 2001년 생물학 및 환경관련 분

야의 연구 예산으로 75백만 달러를 집행하고 있다. 이는 PNNL 전체 예

산의 81.6 % 에 이른다(http://www.sc.doe.gov 참조). 또한, PNNL 연구

소에서는 궁극적인 환경복원을 위해 분자과학연구소(Environmental 

Molecular Sciences Lab. http://www.emsl.pnl.gov:2080/using-emsl 

/about emsl. html ?main= history.html 참조)를 설립하여 분자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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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환경 관련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TRIGA 연구로의 해체와 함

께 우리나라도 원자력 시설의 해체 및 환경복원 산업이 개시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또한,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는 1988년 발생한 4000드럼 

규모의 토양폐기물이 저장되어 있다. 이들을 제염하여 환경에 방출하기 

위해서는, 극 저준위 상태의 방사능 준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 방출을 위한 방법론, 제염 토양을 환경에 제한 방출하였을 

때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률론적으로 정확히 평가하는 방법론이 개발되

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발생되는 2차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며 토양으로

부터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는 제염 공정/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방사성폐기물 토양의 방사능 준위를 방출 기준치 

이하까지 낮추기 위한 제염기술 및 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2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토양 및 우라늄슬러지 폐기물을 고정화하는 기술로는 안정화 매질을 사

용하여 고화시키는 기술(solidification technology)과 고건전성용기(HIC)

에 포장(packaging)하여 고화에 준하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원자력 관계시설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는 복잡 다양

하고 그 특성 또한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폐기물을 안정

화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방사성 폐기물의 특성화를 통해 폐기물의 형태, 

발생량, 포함하고 있는 방사성 핵종 및 농도,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을 우

선 파악하여 해당 폐기물에 가장 적절한 안정화 매질 및 고정화기술을 선

정하여야 한다.[1.1.2]

  또한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자체처분 안전성 평가의 대상 물질

은 크게 토양 폐기물과 우라늄슬러지 폐기물의 두 종류이다. 각각의 물질

은 발생원이 판이하게 다르며 오염된 방사능 핵종도 크게 다르다. 본 연

구에서는 발생 폐기물 자체처분을 위한 규제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현재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연구되어진 피폭 평가 방법론을 통하여 토양의 

폐기물의 경우 매립시나리오를, 우라늄 슬러지의 경우 비료 재활용 시나

리오를 평가하여 자체처분을 위한 핵종 농도 제한치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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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제 1 절  우라늄변환시설 제염기술

1. 서 문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금속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오

염금속을 방출기준까지 방사능을 제거하는 제염기술이 아주 중요하다. 원

자력시설의 가동 이력에 따라 방사성 금속폐기물의 오염 특성이 다르며 

적용되는 제염기술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를 크게 분류하면 표면 오

염에 적용되는 표면제염 기술과 휘발성 및 비중의 차이를 이용하는 용융

제염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면제염기술은 화학제염, 전해제염 및 물리적 

제염으로 나눌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이 세 가지 기술 중 2가지 이상을 조

합한 복합기술도 있다. 또한 최근에는 레이저나 플라즈마 같은 높은 주파

수의 에너지를 이용한 제염 기술도 제시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방사성 금속폐기물의 제염 기술로서 오염금속표면의 화학

제염과 전해제염에 대한 기술내용, 개발현황 등을 서술하였다.

2. 화학제염기술

  가. 국 내

  1984년부터 원전일차계통을 대상으로 저농도 화학제염기술 개발을 착

수하였다. 이때 고리 1호기는 일차계통의 방사선준위가 매우 높아 유지 

보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제염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4년 해

외의 기술로 증기발생기 수실의 제염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 기술은 당

시 세계적으로도 기술실증 초기 단계에 있었고 불충분한 사전 준비 등으

로 제염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

었으며 당시 해외 기술로는 캐나다의 AECL이 개발한 CAN DECON 제염법이 

호평을 받았고 영국의 CEGB에서 LOMI 제염법이 개발된 상태였다. 이러한 

해외의 기술정보를 토대로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제염기술 확보에 주력하여 

1987년 KAERI 제염공정을 개발하였고, 1988년에 파일럿 규모의 증기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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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실 화학제염장치를 제작하여 cold 기술실증을 완료하였다. 또한 

1989년부터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인출한 방사성 오염시편(PZR notch ball 

및 Inconel 600 증기발생기 세관) 및 사용후 핵연료봉을 대상으로 hot 실

증시험을 완료함으로써 원전에 실용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는 제염성능이 우수하고 이차폐기물 발생량을 크

게 감축시킬 수 있는 재생성 LOMI 제염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되었

으며, 파일럿 규모 장치개발 및 2개의 사용 후 핵연료 수송용기 (KSC-4)

를 대상으로 발전소 현장에서 hot 실증을 완료하였다. 이 기술의 개발로 기

존의 화학제염기술이 안고 있었던 제염 후 이차폐액 발생 문제를 한층 완

화시킴으로서 기술의 활용성을 크게 증진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는 국내 핵주기 시설의 제염, 보수 및 해체와 관

련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미 운전을 종료하여 폐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연구로 1호기 (250 kW, TRIGA Mark-Ⅱ) 및 연구로 2호

기 (2 MW, TRIGA Mark-Ⅲ)를 이용하여 제염과 해체에 관련한 기술개발 

및 기술실증을 목적으로 TRIGA 연구로 냉각계통 및 콘크리트 제염 기술

개발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동안에 TRIGA 등의 국내 원

자력시설의 해체 및 유지보수 시에 발생하는 방사성 금속폐기물의 처분 부

피의 감축과 빈약한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할 목적으로 금속폐기

물을 재활용하는 핵심기술의 현황분석 및 재활용 공정으로 전기 화학적 표

면제염 기술개발 연구가 수행되었다. 금속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은 원

자력시설의 해체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방대한 방사성 금속폐기물의 관리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OECD/NEA를 구성하는 원자력 

선진국에서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나. 국 외

  우라늄 정광 (yellow cake)의 핵연료로의 전환을 위해서 고순도 우라늄

이 필요함에 따라 우라늄 정광을 질산에 용해시키고 용매로 처리하여 일

련의 공정을 포함하고 있는 우라늄 변환시설의 주 생성물은 uranium 

nitrate이며, 최종적으로 UO2를 생산하지만, 우라늄 산화물 핵연료의 제조

를 위해 농축설비를 통해 휘발성의 UF6로 변환시키는 농축 공정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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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라늄 변환시설의 주 오염원은 우라늄 동위원소 및 

딸 핵종 생성물로 이들의 방사성 위해도는 비교적 낮을지라도 fluorine 또

는 유기 용매와 같은 비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

  또한 우라늄 산화물 핵연료 제조시설에서는 UF6를 우라늄 정제 공정 

및 변환공정 등을 거쳐서 우라늄 산화물로 변환시킨 후 최종적인 생성물

로 펠렛이 제조되며 이 펠렛은 킬른에서 소결되어 고밀도의 세라믹 핵연

료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설의 오염원으로는 우라늄 화합물, 

특히 UO2 및 UF4와 같은 분말 또는 uranium nitrate와 같은 용해성 화합

물이 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아폴로에 있는 Babcock & Wilcox 공장에서 UF6를 

UO2로 변환시키는데 사용된 공정 장치가 제염되고, 제거되고, 포장된 다

음 저준위처분장으로 이송된 경험이 있다. 또한 주로 고 순도 우라늄 금

속을 제조하였고, 토륨 생성물도 소규모로 제조하였으며, 다양한 우라늄 

재료와 공정 부산물이 함께 현장에 저장되어 있는 미국 오하이오주 

Fernald 부지의 우라늄 제조 시설의 폐지를 위하여 네 가지의 폐지 방안 

(어떤 행위도 취하지 않는 방안, 어떤 잠정적인 행위도 취하지 않는 방안, 

표면 제염만 하는 방안, 제염 및 해체를 하는 방안)중에서 위해도를 감소

시키기 위한 가장 빠른 조치로 초기단계에 제염 공정이 지원되는 해체 방

안을 선정하였고, 이 방안이 총괄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방안으로 평가되

었다[2.1.1～2.1.3].

  수명이 다한 우라늄 취급시설의 해체 시에는 반감기가 매우 긴 알파 방

출체에 대한 개인 방호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며, 이러한 작업자의 위

해도 저감과 해체 시 발생하는 막대한 량의 알파 방사성 폐기물의 저감으

로 환경에 대한 위해도 저감은 물론 처분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제염기술

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PNL (Pacific Northwest Laboratory)에서는 연간 10,000 톤의 

천연우라늄을 취급하고 40년 동안 가동하였다고 가정한 기준 UF6 변환시

설의 해체를 위한 제염방법으로 4단계의 화학제를 적용하는 화학 제염공

정을 제시하였다[2.1.4]. 우선 먼저 우라늄 침적물을 제거하기 위한 단계

로 0.025M KF - 0.1M AlNO3 용액을 적용하고, 두 번째 단계로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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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 침적물을 제거하기 위해 20% HNO3 - 6% AlF3 용액을 적용하며, 

이어 금속표면의 부식이 별로 크지 않으면서 스테인레스 강 표면에 오염

된 우라늄을 제거하기 위해 10M HNO3 - 0.1wt% CaF를 적용한 후 최

종적으로 tri-sodium phosphate (TSP) 용액을 적용한다. 이 공정은 약 5

회 정도 반복으로 적용하며, 1회 공정 적용 시간은 평균 3～4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미국 Bobcock & Wilcox Co.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우라늄 화합물 

및 악티나이드로 오염된 금속의 재사용을 위해 비교적 고농도의 

EDTA/Carbonate/Peroxide 제염제를 사용하는 화학제염공정을 확립하였

으며, 파일럿 규모 실증 시험을 통해 제염공정 자체 및 이차폐기물 감소

를 위한 제염제의 재생에 의한 재활용 공정을 실증한 바 있다[2.1.5].

  가연성, 비가연성 폐기물에 포함된 다량의 Pu 등을 제거하기 위해 간단

하거나 복잡한 세정 공정이 사용되었다. 세정 공정에 있어서 전처리 공정

은 매개물의 크기를 감소시켜 접촉면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쇄, 

절단, 또는 극저온 분쇄 등을 적용한다. 또한, 개조된 산업용 세정기와 상

업적 회분식 혼합기가 사용되는데, 이러한 세정공정은 프랑스[2.1.6], 독

일 및 영국에서 개발되어 왔다. 세정 매개체로 물 또는 화학적 합성세제

를 사용하여 방사성 입자 등을 깨끗이 씻어낸다. 영국의 Harwell에서는 

세정액으로써 NaOH를 사용하는 재활용 공정을 제안하여 시험을 수행하

였다[2.1.7]. 

  Belgium, Eurochemic의 재생 설비에서는 stainless steel 배관 시스템

의 제염을 위해 질산(～3M)과 과망간산 칼륨을 사용하였다. Pu 와 U를 

침전, 분리시켜 제염계수 10～50를 얻을 수 있었으며, flushing 공정은 중

온에서 조작되었다( ＞70℃). oxalate peroxide는 금속의 제염과 동시에 

UO2의 용해를 위해 사용되었다[2.1.8]. 약 80℃의 온도에서 제염 계수 

20을 얻을 수 있었다[2.1.9]. 제염 프로그램이 다단계 공정과 착화제, 2

차 액상폐기물 처리를 수반 시에는 부피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화학제염의 운반자로서 세제 및 wetting agents에 의해 형성되는 거품

을 이용하는 거품제염은 금속벽 뿐만 아니라 복잡한 형태의 부품도 제염

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거품유지시간을 증가시킴으로서 제염성능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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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으며 계면활성제를 첨가하는 것도 제염효과를 증진시키는 한 

방법이다. 이 기술을 폐쇄된 계에서 사용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폼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유기성분의 폼 형성제와 산이나 염기와 같

은 제염제의 혼합물을 공기와 혼합되는 용기로 가압하여 보내고 노즐을 

통하여 분출시키게 되는데 이때 첨가되는 제염제와 강산과의 반응이 일어

나게 된다. 반응이 가속되어 폼의 형성이 과중하게 되면 용기 내에 압력

이 증가하여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기술은 폐기물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1993년 DOE 의 Savanish 

River Site에서 개발되었으며 그 전의 사용 예로는 1987년 West Valley 

해체 프로젝트에서 적용되어 탄소강이나 도색표면 보다는 스테인레스강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프랑스의 G2/G3 원자력시설 해체 전 계통

제염에도 적용되었으며 높은 제염계수와 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염대상의 금속표면에 제염제가 포함된 겔을 고르게 뿌린 후 이것을 

긁어내든지, 씻어내는 겔 제염 방법은 겔을 뿌리거나 세척수를 뿌리기 위

해 콤프레샤를 이용하며 전형적인 제염제는 nitric-hydorfluoric-oxalic 

acid, 비 이온성 세제, carboxymethycellulose, aluminum nitrate 등을 

조합하여 상용한다.

  프랑스에서 이산화탄소 냉각파이프 제염이나 일반 철강 파이프의 제염

에 적용된바 있으며 적용된 공정은 다음과 같다.

   - 3M NaOH 겔 분사

   - 접촉시간 : 30 분

   - 세척

   - 3M H3PO4, 3M H2SO4, 16% Silica 혼합 겔 분사

   - 세척 : 30-60 분 

이 결과 겔 제염기술은 단순 형태의 감마 방사능으로 오염된 철강재파이

프의 제염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발생폐기물이 적으며 원격조작

이 용이하나 적용단계가 복잡한 것이 단점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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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화학제염기술은 오래 전부터 개발되어 많이 활용되어온 기술

로서 SC 제염법과 같이 제염효과가 높은 기술이 제시되고 있으나 기술의 

정확한 평가와 발생되는 폐액의 효과적인 처리 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상

태이다. 전반적으로 화학제염기술은 제염성능과 제염 후 이차폐기물의 최

소화 및 폐기물 처리/처분 안전성을 고려한 기술의 경제성 향상에 향후 

개발의 여지가 많다.

  화학제염기술은 크게 해체전 계통제염기술 및 해체 후 제염기술로 나눌 

수 있다. 사용되는 화학제로는 강산 , 염, 착화제 및 유기용매에 이르기까

지 매우 다양하다[2.1.10～2.1.11]. 염산, 질산, 황산 및 인산 등 강산은 

아연과 같은 활성금속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금속에 대하여 적용가능하

며, 금속표면에 산화물이 형성되고 여기에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강산 용액에 Na2SO4, NaHSO4 등의 염기를 혼합하여 사

용하기도 한다. 

  옥살산, 시트릭산, EDTA 및 NTA 등의 우기산은 부식성이 적고 안전하

며 취급이 용이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고온에서 분해가 되기 쉽고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 KMnO4, K2Cr2O7 및 H2O2 등의 산화제는 산화막

으로 오염된 금속 표면 제염시 전처리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BWR 계통제염에 주로 사용되는 LOMI 제염은 부식산화막 내의 Fe3+ 

이온을 용해성이 큰 Fe2+ 이온으로 환원시켜 제염하는 방법으로 1980년 

대 이후 많이 이용되었다.

  그런데 PWR 계통내부처럼 크롬함량이 큰 산화막을 제거해야 하는 경

우는 AP-AC, AP-Citrox, POD 및 AP/NP-LOMI 등 다단계의 제염공정

이 주로 사용되므로 많은 양의 이차폐기물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이들 제

염법들은 주로 가동 중 제염기술이므로 제염계수가 낮다. 그래서 일본에

서는 제염효과가 크고 한 단계로 금속표면 제염을 완료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제염제를 재사용함으로서 제염에 의한 이차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SC 제염법을 개발하였다. Ce4+ 이온의 농도가 2～5 mM 의 저농도 SC 

용액은 해체 전 계통제염에 주로 사용되며, 50～100 mM 의 고농도의 SC 용

액은 해체 후 부품 및 기기 제염에 사용되는데, 얻을 수 있는 제염계수는 

1,000 정도로서 매우 효과적이다. 이 SC 제염법은 JPDR 해체 프로젝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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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중 해체 전 계통제염 및 해체 후 부품제염에 사용되었다.

3. 전해제염기술

  가. 국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및 일본 등을 비롯하여 해외의 많은 나라에서

는 전해제염기술이 개발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실증되어 왔다. 최근 들어 

유럽에서는 해체된 기기 배관 등과 같은 오염된 철강 재료를 전해 제염한 

뒤 재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후행 핵연

료주기 관련연구 및 취급시설의 가동 중 유지 보수 시 또는 가동이 만료

된 후 해체 철거 시에 요구되는 제염기술은 효율적이고 적용이 간단하며 

폐기물을 적게 발생시켜야 할 뿐 아니라 제염 조작하기도 쉬워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전해제염 기술은 적용대상이 금속성 재료로 된 어떤 크기의 구성부품이

나 공구류에도 사용 가능하다. 해외에서의 전해제염기술 이용사례를 살펴

볼 때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 유지․보수 시 종사자의 방사선피폭 절감을 위

해, 또는 시설 및 장비를 재사용할 목적으로 소행의 장비나 부품류에 그

리고 사용 후 핵연료 수송용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풀의 라이닝된 표면 

및 원자로계통의 배관내부 등과 같이 대형의 넓은 면적이나 구조물 내부

에서도 이용된바 있다. 가동 후 해체 시에 대량 발생되는 금속조각(scrap) 

형태의 폐기물을 방출허용기준치 이하까지 제염시킬 수 있어 전해제염은 

금속성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크게 감축시키기 위해 사용해 왔다. 특히, 

수명을 다한 원자로를 해체할 경우 PWR(120만 kWe)의 경우 약 18,000 

m3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다. 그 가운데 금속성 폐기물의 양은 약 

5,500 m3으로 전체 해체폐기물양의 30%를 차지하는데 제염을 하여 대부

분의 유용한 금속들은 회수 후 재사용할 수 있다. 보통 PWR에서 해체제

염의 대상이 되는 강재는 약 4,000 ton으로 이중 80%가 귀중한 자원인 

Ni, Cr, 등의 합금을 포함하고 있다[2.1.12]. 해체 시 금속성폐기물은 절

단에 의해 scrap 형태로 바뀌게 되어 가동 중 제염과는 달리 제염할 대상

물을 침수시킬 수 있어 전해제염 하기가 쉬운 형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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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해외에서의 전해 제염 공정 개발 연구는 제염 후 발생되는 2차 폐

기물의 양을 더욱 감축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전해액의 조류 및 전해 

조건 등을 변화시켜가며 더욱 효과적인 공정을 찾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서는 해외 각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후행 핵연료 주기 관련시설

을 포함한 원자력시설에서의 전해제염 기술 이용 사례를 조사하고 진행되

고 있는 연구개발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1) 프랑스

  원자력시설의 해체 시에는 효율적이고 적용이 간단하며 적은 양의 폐기

물을 발생시키는 제염 공정이 요구된다. 프랑스에서는 이와 같은 요구조

건을 고려하여 특히 해체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세 가지 제염방법이 연

구된 바 있다. 이 세 가지 제염방법은

   - 제염 화학제를 함유한 겔(gel)을 살포하는 제염방법

   - 연마장비가 장착된 전해연마(electropolishing) 제염방법

   - 연마제 블라스팅(blasting) 제염방법

등을 들 수 있다.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시편 및 방사성 시편을 

사용하여 제염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인자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뒤 

실제 관련시설에 응용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2.1.13] 

  그리고 PIVER prototype pilot 유리화(vitrification) 시설을 개량하기 

위해 개조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기존 시설의 철거 및 제염이 요구되었다. 

이 시설의 대표적인 오염조건 하에서의 각 제염공정의 장점 단점 제염효

과 및 대규모 적용 시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이미 개발된 전해제염, 겔 제염, 숏피닝(shotpeening) 및 저온제염

(cryogenic) 등 4가지 제염 공정이 시험되었다.[2.1.14]

  또한 프랑스에서는 수실 내 방사선 준위의 누적을 줄이기 위해 내부표

면을 전해제염 처리하여 효과를 얻고 있다. 전해제염 기술 개발은 

FRAMATOME사(S/G 제작사)와 STMI사(전해제염 기술제공)가 공동으로 수

행하였다. 특히 STMI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Suker는 제염표면에 전해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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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여 주는 이동식 음극이 장착된 장치로 넓은 표면에 적용 가능하다. 

전해액은 인산, 황산 혼합액을 사용한다. Chinnon B1 원전의 증기발생기 

수실 뚜껑 (S/G Manway cover) 6개에 적용 시험한 결과 다른 화학제염

이나 물리제염 방법보다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2.1.15～2.1.16]. 그리고 

1990년에 Dampierre-1 원전 (PWR; 3 loop, 900 MWe)의 증기발생기

(S/G) 교체작업이 수행될 때 이 전해제염 기술을 사용한 바 있다. 대상 

부위는 S/G 수실 및 1차 계통 노즐 배관부이다. 제염결과 제염계수는 

9.5(Loop #2)～16.1(Loop #1)이었고 교체 작업 시 제염에 의해 절감된 

작업자의 총 피폭선량 0.5 man-Sv (50 man-rem)은 이었다[2.1.17].

    (2) 미국

  미국의 PNL에서는 여러 가지 금속표면에 남아 있는 플루토늄 및 기타 

방사성 핵종의 제거에 전해제염이 빠르고 효과적인 제염방법임을 실험실 

규모의 연구를 통해 확인한 뒤 보다 규모가 큰 전해제염 설비를 개발하였

다. 400 갤론 규모의 침수형 전해제염 설비를 갖추고 플루토늄이나 베타 

감마로 오염된 물질의 제염 실증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이 설비는 

30분 이내에 약 15ft2 이상의 면적을 제염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1.18]. 그리고 플루토늄 산화물로 심하게 오염된 스테인레스강 재료로 

된 진공계통의 구성품이나 공구를 전해 제염하여 제염 전 오염준위, 100

만 dis/min×100cm2에서 제염 후 background 준위까지 10분 이내에 방

사선 준위를 감축시켰다. 그 외의 전해제염 적용사례는 핫셀 매니퓰레이

터, 분석장비의 부품, 실험실의 이송용기, 소외 수송용기, 핵분열물질 저장

용기 등 다양하다[2.1.19].

  글로브 박스 및 기타 TRU로 오염된 커다란 구성품을 직접 LLW(Low 

Level Waste)로 바꾸는 현장제염기술의 사용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타

당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2.1.20]. 기술적인 평가 결과 그와 

같은 현장제염은 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용 가능한 제염

기술로는 전해제염, 수연마 제염, 화학제 살포제염, 도막박리 제염 및 프

레온 살포제염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다양한 금속 구성품이나 구조물의 

제염에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빠르고 효과적인 제염방법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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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염 상용기술이 개발되었다[2.1.21].

  미국의 에너지성과 독일의 BMFT와의 연구협약의 일환으로 PNL에서 

핵폐기물 처리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고준위 페기물 처분장으로 보낼 

borosilicate가 들어있는 30개의 방사성 canister를 수송 전에 제염하기 

위해 주된 제염 방법으로 전해제염 방법이 선정되었다. Canister 검사장

비와 함께 전해제염 설비가 대형 핫셀 내에 설치되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이 전해 제염 장비는 원격으로 조작된다[2.1.22].

  원자력시설의 해체 시 대량으로 발생되는 금속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복합 제염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미국 에너지성의 지원하에 PNL에서 

전해제염, 진동제염 및 액체 honing 제염기술의 개발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 각 제염기술을 적용하여 얻을 수 있는 최소 오염준위를 조사하였는

데, 그 결과 자연방사선 준위까지 오염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은 전해제

염 기술 뿐 이었다. 전해제염기술은 제염계수 100,000 이상을 얻었고, 액

체 honing 제염기술은 2,000 이상, 진동제염기술은 200 이상이었다

[2.1.23].

    (3) 일본

  일본에서는 1983년부터 O-arai 공학센터에서 폐기물 해체설비(WDF; 

Waste Dismantling Facility)를 건설하고 제염해체 기술을 개발하여 실증

하였다. 그리고 핵주기 시설에서 방출된 TRU폐기물의 단단히 고착된 오

염물 제거를 위해 전해제염 방법과 얼음 연마제염법을 도입하였다. 히타

치(Hitacgi)사에서는 전해제염의 적용방법을 바꾸어 종전에 주로 사용되어

온 양극전해 방법(제염시키고자 하는 오염된 금속이 양극으로 사용되어 

산화반응을 이용해 기절금속을 용해시켜 제염하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사

각파형(Square-wave)의 교류전류를 사용하고 전극의 극성을 일정주기로 

바꾸어 주는 교번전류 전해제염 기술을 개발하여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제

염계수를 얻을 수 있었다[2.1.24]. 이 공정은 상온(20～25℃)의 낮은 온

도에서 Na2SO4와 같은 중성염 용액을 사용하므로 공정적용이 용이할 뿐 

아니라, 폐액처리를 위해 별도의 화학약품을 계통에 첨가하지 않고 이온

성의 오염물을 침전물 형태로 바꾸기 때문에 큰 감용비(기존 인산 전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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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염방법의 약 1/30)를 얻을 수 있어 2차 폐기물의 양이 매우 작은 것이 

특징이다.

  일본 원자력연구소(JAERI)에서는 JPDR의 해체를 위한 여러 가지 제염

기술의 개발이 진행되었다. 해체 시 발생되는 금속폐기물의 제염에는 

REDOX 제염법과 전해제염 방법이 사용되었다. 전해제염에 대한 여러 가

지 사전시험이 진행되었는데 실험실 시험에서는 전해액으로 10% 황산용

액, 80% 인산용액 및 20% 중성염 용액 등 세 가지 종류에 대하여 평가

하였다. 그 후 scale-up 시험에서는 10% 황산 및 20% 중성염 용액이 시

험되었다. 제염된 금속의 표면 상태는 인산 전해액의 경우 부드럽고 반짝

이는 상태로 나타났고, 황산이나 중성염 전해용액의 사용은 거칠고 에칭

된 형태를 보여주었다. 전해제염 후 세척성 여부는 인산 전해액은 세척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고 황산이나 중성염 용액은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1.1]. 제염 후 도달할 목표 잔류오염도는 0.4 

Bq/cm2 이하로 정하였다. 제염의 주된 목적은 금속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

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감용이다. 전해제염에 의해 처리할 폐기물의 양

은 약 40톤이고 REDOX 방법에 의해 처리할 양은 20톤이었다.

  제염 대상물의 형상 따라 전해제염이 적용방법을 다르게 한 경우가 있

다. 즉, 단순한 형태로 된 대상물은 전해제염만을 적용하지만, 밸브와 같

이 구조가 복잡한 대상물의 경우에는 전해제염 시 전류분포가 고르지 않

게 되므로 만족스런 제염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물에

는 먼저 화학제염을 실시하고 화학제염 후 나오는 폐액을 폐기하지 않고 

아래와 같으니 별도의 처리방법을 적용시켜 금속 오염물만을 제거한 뒤 

다음 다음단계에 실시하는 전해제염의 전해액으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제염공정 적용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제염 대상물이 스테인

레스강인 경우 표면의 부식산화물층 속에는 난용성의 크롬(Ⅲ)산화물이 

존재하므로 이를 용해성을 갖는 크롬 6가 상태로 바꾸기 위하여 1단계 제

염에서 AP 또는 NP 와 같은 산화 제염제를 적용한다. 2단계 제염에서는 

질산이나 황산 등과 같은 무기산을 고농도로 사용하는 화학제염을 실시한 

뒤, 3단계 제염에서 전해제염을 실시할 경우 MnO4-가 전해제염 효과를 

낮추기 때문에 이것을 MnO2로 변화시키기 위해 중화단계를 도입하면 Mn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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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되면서 MnO2 침전물을 형성한다. 이때 용액 내 금속이온이나 핵종 

등과 같은 오염물을 이산화망간과 함께 침전시켜 주면 전해액으로 유용하

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2.1.25].

Table 2.1.1. Characteristics of Electrolyte.

Electrolyte
surface 

finishing

solution

life

carrying-

out
rince purpose

phosphoric 

acid

70～80%

bright 

surface

50～70g/L

(metal ion 

conc.)

large

(1mL/cm2)
difficult reuse

sulfuric 

acid

5～20%

rough

etched

surface

20～30g/L

(metal ion 

conc.)

small

(0.5mL/cm2)
easy recycle

neutral salt

20%

rough

etched

surface

long
small

(<0.5mL/cm2)
easy recycle

    (4) 영국

  최근 핫셀에 적용시킬 수 있는 원격 전해 제염기술을 개발하였다

[2.1.26～2.1.27]. 이 제염방법은 전해액으로 질산용액을 사용하며 공정적

용 방법은 침수방법(immersion)과 현장 제염방법(in-situ)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1 m2 면적의 제염 시 발생되는 고화 폐기물 부피는 0.6 dm3가 

되며, 전해제염 도중 작업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수소기체의 발생을 억제

시켜 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해액 표면층에 형성되는 mist 등과 같

은 aerosol 문제를 해결하여 기존공정에서 갖고 있는 오염 확산의 가능성

이나 mist 제거기 설치 등의 단점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기존

의 재처리 시설에 질산 폐액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전

해제염 폐액인 질산용액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어 감용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연구결과로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조정되는 pilot 규모의 제염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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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실제 발생되는 방사성 금속폐기물의 제염에 성공적으로 실증하였

으며 방사선 준위를 환경방출 허용치 이하인 거의 background 수준까지 

낮출 수 있었다. 침수방식 전해제염 공정은 낮은 전류밀도(10～50 A/m2) 

및 전해질 용액으로 1～5M HNO3 수용액을 사용하는데, 스테인레스강 제

염시 약 2시간 동안의 제염에 의해 제염계수(DF)>104을 얻을 수 있었다. 

이동식 음극을 사용하는 현장제염 장비는 6M 질산용액을 사용하여 1～2 

A/cm2의 높은 전류밀도에서 전해제염을 실시하며 약 20초 동안의 제염에 

의해 103 이상의 제염계수를 얻을 수 있었다. 이동식 음극을 원하는 제염

장소로 움직이기 위해서 로봇팔을 이용하여 원격화시켜 제염함으로써 방

사선 피폭 감소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5) 독일

  독일에서는 유기산 혼합액을 전해액으로 사용하여 제염 시 용출되어 나

온 금속이온이나 Co-60 과 같은 오염물과 Acetylacetonates의 불용성 

침전물을 형성시켜 2차 폐액 감용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때 침전에 

의해 소모되는 Acetylacetone 은 제염 중 연속적으로 공급해 준다. 전해

액 조성은 여러 가지 조성의 유기산 용액의 제염시험을 거쳐 

"Acetylacetone(5%) + KBr(0.5M)" 혼합액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

다[2.1.28].

  1983년에 독일의 Obrigheim 원자력발전소에서 증기발생기(S/G) 교체 

작업 시 작업자의 피폭절감을 위해 1차 냉각계 배관의 부분제염을 실시하

였다. 원격조작기술을 이용하였으며 전해제염 후 방사선 준위가 170R/h에

서 40mR/h 로 크게 감소되어 제염계수, DF = 4,250을 얻었다. 또한 

Gundremmingen 원전(BWR, 237MWe)에서 터빈건물 및 기계실의 설비

를 해체한 뒤 약 2,000톤이 넘는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강재 중 200톤을 

2개의 전해조(3.5 m3, 70～80 ℃, 인산 70% 전해액, 전류 3,000 A)를 

사용하여 제염하였으며, 제염 후 오염준위가 0.37 Bq/gr 이하까지 낮아졌

다.

  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법이 결정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전해제염의 

경제성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 해체 후 제염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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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비용 = 3,000～5,00 DM/ton

   - 폐액 처리를 포함한 전해제염 소요비용 = 2,500 DM/ton

   - 제염된 금속 scrap의 매각가격 = 160 DM/ton

따라서 전해제염에 의한 경제적 이득은 660～2,660 DM/ton 이 된다.

    (6)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원전에서의 제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Map을 작성하

는 등 정밀 분석한 결과 유지․보수 시 다양한 금속성 부품의 수리를 위해 

외부 반출하는 경우, 또는 많은 원전에서 폐기할 금속 scrap 양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처분의 경제성 측면에서 비 방사성 물질로 만들기 위해 제

염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ABB Atom사에

서는 ELDECON 전해제염 공정을 개발하여 최근에 상용화시켜 이용해 오

고 있다. 이 공정은 전해액으로 Na2SO4 수용액을 사용하고 음극 및 양극 

전해반응을 교대로 적용시켜 제염함으로써 약 20～60℃의 온도범위에서 

적용시간을 기존의 1/3인 약 5～15분으로 단축시키고, 기질금속(Base 

metal)의 용해를 감소시켜 제염 후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되어 다른 제염

공정에 비래 재 오염 경향이 가장 낮은 특징을 갖고 있다[2.1.29～

2.1.30]. 중성염을 사용하여 전해액 내 형성되는 수산화물 슬러지를 여과

나 침강시켜 분리하기 때문에 2차 폐기물 발생량이 작아진다.

  ELDECON 장비는 고정형과 휴대형의 두 종류가 사용되는데, 

Barseback NPP에는 1985년 이후 고정형 장비가 사용되고 있으며 1987

년에 Ringhals NPP, 1989년에 핀란드의 Olkiluoto NPP에서 휴대형 장비

가 사용된 사례가 있다. 장비는 5개의 분리된 이동식 모듈로 구성되는데 

제염조, 제어반, 세척조, 슬러지 침강조, 전원공급 모듈 등이 있다. BWR 

및 PWR에서 나온 구성 부품의 제염결과 비 방사성물질로 분류되었다.

    (7)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원전에서 스테인레스강 구성품의 제염을 위해 두 종류의 

제염방법이 개발되었다. 그중 하나가 대형수조 내에 있는 넓은 면적의 스

테인레스강 표면을 제염하기 위해 전해액의 손실이 없도록 설계된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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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형 전해제염 설비이다. 이 전해제염 장치의 핵심이 되는 이동식 음극

헤드는 한 번의 부착에 의해 약 2 m2 정도의 면적을 제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전해제염 장치를 사용하여 얻은 제염계수는 약 100～

1,000 범위이었다[2.1.31].

  

나. 국내

  국내에서는 후행 핵연료주기 관련 시설의 금속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표

면 제염기술 개발은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이미 1984년부터 계속 수행하

여 온 원자로 1차 계통 화학제염 연구 및 재생성 LOMI 제염공정 연구를 

통해 제염기구에 대한 물리 화학적 지식 관련 제염장치의 설계 및 제작 

제염공정의 현장 실증경험 등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고 제염관련 연구장비

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핵연료주기 시설의 금속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표면제염 기술 가운데 전해제염기술 및 제염에 의해 발생되는 2차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잠재능력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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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우라늄슬러지 처리기술

1. 기술 개요

  방사성 슬러지의 크게 슬러지의 분류 조작을 포함한 용기나 탱크로부터 

슬러지의 제거 공정, 고형 슬러지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조작되는 슬러지

의 전처리 공정, 고액 분리공정, 분리된 고체의 탈수공정, 그리고 탈수된 

고형 슬러지의 고화 및 포장 공정 등으로 구성된다.

  가. 슬러지의 전처리

  전처리는 slurry로부터 고체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해주는 공정조작으로, 

화학적 첨가제나 물리적 조작을 통해 slurry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변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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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점도가 감소된다. 슬러지의 전처리기술로는 응결과 응집, 동결/용해, 

가열공정, 표면 활성제, 산화전처리, 초음파 및 기계적 진동, 전기 및 자기 

처리법, 여과조제 등의 방법 등이 슬러지의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선정될 

수 있다. 화학적 전처리 공정인 응결과 응집은 슬러지의 침강이나 여과를 

증진시키는데 흔히 사용된다. 이들 공정은 고체입자의 크기, 모양 특성 

및 표면 성질 등을 변화시킨다. 응결과 응집은 원자력 산업계에 광범위하

게 사용되어왔다. 응결은 콜로이드 입자들이 서로 직접 부착해서 더 큰 

입자 응집체를 형성하는 현상으로 콜로이드의 통상의 표면전하를 중화시

키는 다원자가 고분자와 같은 화학첨가제는 인력을 통해 콜로이드를 부

착시킬 수 있다. 응집은, 부유 입자들간의 가교로 작용하는 분자들을 통

해서, 응결에 비해 훨씬 많은 응집체(open agglomerates)를 생성시킨다. 

이 가교기능을 수행하는데 사슬이 긴 유기고분자가 사용된다. 응집 효

과를 위해서, 응집제는 처리하고자 하는 슬러지 혼합물에 신속ㆍ균일하

게 분산되어져야 하고, 완전한 분산을 위해 충분한 강도의 혼합이 필요

하지만, 전단응력의 깨짐이나 입자 분해를 유발할 정도로 커서는 안 된

다. 또한 고자 전해질이 사용될 때 희석정도는 0.01% 미만이 적당하

며, flocs의 깨짐없이 입자들 간의 최대 충돌이 필요하고, 일단 응집이 

발생되면, 응집체의 깨짐을 최소화하기 위해 난류조건이 피해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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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성 슬러지의 전처리 단계로 냉동 후 용해공정을 생각할 수 있다. 

냉동의 결과로서 겔 형태의 액체는, 비교적 여과가 용이한 슬러지로 생성

됨으로써 쉽게 침강될 수 있는 입자로 변화될 수 있다. 이 공정은, 성능은 

효과적이지만 고가이고 사용 빈도가 크지 않으면 타당성이 떨어진다. 가

열공정을 통한 고ㆍ액 혼합물인 슬러지의 온도 증가는 액상의 점도를 감

소시켜 필터의 압력 강하를 감소시킴에 따라 더 많은 양의 slurry가 여과

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 여과된 슬러지 내의 잔류 습분이 공기로 대체되

어 습분양이 감소되며 또한 고체의 침강속도가 증가되어질 수 있다. 여과

동안 압력강하의 감소와 침강속도의 증가는 점도에 반비례한다. 물을 2

0℃에서 50℃로 가열하면 점도가 45%만큼 감소하여 그에 상응한 필터의 

압력 강하와 침강속도에 효과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열원 제공에 따른 

비용이 크므로 저렴한 가열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고려되어질 

수 있다. 표면 활성제의 사용은 침강 혹은 여과된 고체에 함유된 잔류 액

체량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coal slurry를 사용한 실험결과,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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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수분 함량이 크게 감소되었다. 침강분리 후 유출물의 배출 전 단계에

서 산화 전처리(일반적으로 염소화 반응)공정이 응집공정과 함께 효과적

으로 이용될 수 있다. 효과적인 살균 이외에도 염소 전처리는 철, 망간 등

을 산화시키고 조색물질을 표백하고, 박테리아와 조류의 성장 및 응집공

정과 잘 반응하는 연니(slime)의 생성을 파괴함으로써 응집효과를 증진시

킬 수 있다. 또한 이 유기체의 사세포는 더 쉽게 응집되어진다. 그러나 염

소는 시설의 부식 및 수화학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전기적 응집 방법에 

의한 성공적 적응이 보고된 바 있으며, Al 전극을 사용한 전해작용에 의

해 고체입자에 응집효과를 주는 알루미늄 수산화물이 방출되었다. 철전극

을 사용한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전기부유법은 오염

수 처리에 슬러지를 농축하는데 사용되는 새로운 방법이다. 물의 전기분

해에 의해 생성된 가스 기포가 부유입자를 뜨게하고 농축시키는 결과를 

나타낸다. 10V 이하의 전압이 사용되며 전력소모는 낮게 유지된다. 그러

나 이 공정에서 수소가 방출되므로 안전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입자들

이 인접한 다른 극성의 입자들과 서로 반응하기 때문에 자기장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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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응집과 침강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자기 물질의 주입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규조토와 진주암으로 대표되는 여과조제는 미세크기의 불활성 

고체로서, 목재 톱밥, 비산회 및 폐석회 또한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주입량이 많아야하고 입자의 크기 범위 제어가 어려워 

효율은 떨어진다. 

      

  나. 고액분리

  고체분리는 slurry로부터 고체의 제거나 slurry내 고체의 농축(부분 분

리)으로 정의되며, 여러 종류의 기술이 고체분리나 slurry로부터의 농축에 

대해 개발되었다. 일반적으로 공정선택 기준은 slurry로부터 고체의 99% 

이상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정은 micron 범위(1～10㎛)의 입자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추가적으로 입자제거가 필요하다면, 기존 설

비장치나 저렴한 추가 장치를 고려해야 한다. 초미세입자 제거 장치는 항

상 고가이며 고체의 농도가 낮은 slurry사용에만 효과적이다. 공정은 oil, 

구리스와 같은 오염물과 제염제의 다양한 크기와 구조, 특성을 갖는 여러 

가지 고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단순하고, 조작이 용이하고 유

지보수가 편리하며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구동부는 최소화되어

야 하고 처리동안 최소의 유지ㆍ보수 및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대표적인 

분리기술인 역삼투법은 이온성 및 거대 분자 크기 범위의 물질제거에 사

용된다. 빈번한 막 막힘을 피하기 위해 원료는 항상 매우 낮은 농도의 고

체를 함유해야 한다. 원자력계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주로 세탁폐기물의 

처리에 사용되어 왔다. 역삼투법은 처리하고자 하는 slurry의 양이 적거

나 빈번히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싼 편이다. 비록 훨씬 낮은 압력

에서 운전되고 막힘에 대해 민감하지는 않지만, 한외여과와 미세여과에

도 마찬가지 고려사항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전기여과법은 kaolin 및 

latex 처리에 사용되는 새로운 공정으로 고체의 크기가 10Pm 미만이고 

높은 제타전위를 갖는 저전도도 (<5000 ㎛ho/㎝ )의 용액으로부터 고

체의 수거에 가장 적합하다. 자력분리기술은 강한 자성을 갖는 입자에 

적용된다. 여러 금속 및 실리콘 기조 고체를 갖는 방사성 슬러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화학제 첨가 후, 비자성 입자를 자성을 띄게 만드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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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응집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 등도 진행 중이다. 증발법의 경우, 대부

분의 증발기에서 적지 않은 고체의 농도는 열전달 표면의 급속한 scaling

과 계장장비의 막힘과 열전달 튜브의 막힘 및 급속한 부식을 유발한다. 

증발기는 설치 및 운전비가 많이 들지만 특별한 적용에 필요하다. 설비 

투자 및 조작비와 함께 조작의 복잡성 때문에 1차 solid 농축 공정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렵다. 동결/용해 기술은 오수 슬러지 처리를 위해 개발되

었으며, 영국 Harwell에서 방사성  고체 분리를 위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공정은 고체농축 공정으로는 고가이다. 건조는 아주 고가의 공정이지

만 슬러지의 탈수효율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다. 슬러지 농축을 위해 분

무 건조나 마이크로파 건조법을 사용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은 증발기에

서의 고려사항과 유사하다. 방사성 폐기물 슬러지 처리를 위해 분무 건조

장치나 마이크로파 건조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지는 않으며, 만약 

현장에 건조 장치나, 이동성 상용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사용해서 

슬러지를 농축할 수 있다. 부유법은 slurry로부터 고체와 유기물의 분리에 

화학공업, 석유화학산업 등과 같은 일반 산업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온 기술이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 고체와 유기물의 농축에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상용 원전의 방사성 슬러지 처리에 적용하

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평가와 개발이 필요하다. 수력 싸이클론법은 원

자력 시설의 액체 방사성 폐기물로부터 고체를 제거하기 시험되어졌다. 

합성 Oyster Creek fuel pool의 합성 slurry로부터 슬러지 제거를 위해 

20cm 직경의 수력 싸이클론법이 시험되었다. 이 개념은 진공, 싸이클론 

및 여과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프랑스의 SGN 장치를 사용한 것이다. 이 

경우 고체를 농축하기는 했지만 고체의 분리효율은 저조했다. ICPP 

(Idaho Chemical Processing Plant)의 fuel storage basin 슬러지 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slurry로부터 슬러지를 분리하는데 수력 싸이클론이 사

용되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수력 싸이클론 분리기가 floor drain 및 

filter 슬러지 폐기물로부터 고체 제거를 위해 Nine Mile Point-1 

reactor에서 시험되었다. 첫 번째 종류의 수력 싸이클론은 floor drai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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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종류의 수력 싸이클론의 제거효율은 4～89 wt%의 범위로 크게 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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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수력 싸이클론은 구동부분이 없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장비이지만, 

원료, 유량, 고체의 농도 및 고체 성질에 따라 성능이 크게 변한다. 슬러

지의 제거 효율을 높이고 비교적 고유량을 얻기 위해서는, 유량변화를 밸

브에 의해 조절하면서 소직경 및 다단의 수력 싸이클론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수력 싸이클론은 사용 전에 실제 슬러지로 필연적으로 공정 시험을 

해야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운 광범위한 슬러지 특성 조사가 필요하

다.

  원심분리기술은 슬러지 분리에 고려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하게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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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의 농도 및 입자 성질에 대해 처리할 수 있다. bowl 연속 원심분리기는 

상용원전의 수지 탈수에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수처리에서의 슬러

지 제거에 널리 사용되었다.  이 공정은 또한 용량이 크며 매우 적은 공

간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응집제 사용에 의한 약 1㎛ 입자까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나, bowl에 screening부 설치에 의해 건조생성물의 생성이 가능하게 되었

다. 원심 분리기의 주요 단점은, 여과에 비해 장비 투자비용이 비교적 높

다는 점이다. 장비의 유지 보수 주기가 비교적 높으며 장비 조작이 복잡

하다. wear 표면 재질 강도를 높여 개선된 설계를 통해 신뢰성과 보수성

이 개선되었지만, 주기적 주유 및 보수가 필요하다. 적당한 슬러지 제거 

및 탈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slurry로 원심분리를 시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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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뿐 아니라 bowl을 따라 슬러지를 이동시키는 소용돌이의 능력에 의존

하다. 만약 고체가 진흙 같거나 매우 솜털같이 푹신하다면 슬러지의 이동

은 만족스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체는 또한 물을 함유하는 경향이 있어, 처분용 liner에 요구되는 처

분 혹은 탈수능에 적합한 것보다 더 적은 물을 함유해야 한다. liner 내

로 탈수 슬러지가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이동형 원심분리 장치가 효과적

이다. 원심 분리기로부터 liner까지 고체를 이송하는데 고체의 양을 증가

시키는 부풀림 (fluffing)이 일어난다. 침강 분리법은 처리시간이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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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설내 적절한 탱크 공간이 있다면, 모든 슬러지 분리 공정 중 가장 

간단한 기술이다. 침강법의 경우, 최종 탈수나 고화를 위해 농축된 슬러지

를 콘테이너에 보내기 위한 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적절한 

장치를 현장에서 이용할 수 없다면 경제성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다. 이 

장치는 용량 효율이 낮고, 큰 탱크를 사용하더라도 (15,000gal) 회분식 조

작을 해야한다. 응결제 혹은 응집제를 사용하면, 침강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응집은 탈수 생성물의 양을 증가시키게 한다. 침강완료 여부와 고체 

계면의 위치 확인을 위해 검지가 필요할 수 있다. 제거를 위해, 탱크내 침

강 고체를 부유시키기 위해 탱크의 교반이 필요하다. 탱크로부터 slurry 

제거를 위해 최소의 물이 사용되야 한다. 만약 슬러지가 처분을 위해 세

멘트화 된다면, slurry water의 일부가 세멘트 고화에 사용될 수 있다. 

lamella plate, tube, parallel plate separators와 같은 새로운 장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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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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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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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에는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여과는 원자력 및 일반 산업

계에서 slurry로부터 고체와 슬러지 제거에 잘 확립된 입증된 기술이다. 

여러 종류의 여과기를 이용할 수 있다. 원자력 계에서 사용하기 위한 여

과기 선정의 주 요소는 단순성(구성성분 및 구동부 수의 최소)과 유지 보

수 용이성(보수의 양 및 접촉 보수의 최소화)과 조작능(가능한한 자동 조

작) 등이다. 이러한 설계 원리에 의해 catridge 필터, 튜브형 precoat 필

터, bag, deep-bed 및 nonprecoated 튜브형 필터 등이 원자력계에서 사

용되어 왔다. 여과적용 시 조기 막힘이 문제라면, precoat, body feed, 응

집제 혹은 slurry 온도증가 등과 같은 전처리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여

러 개의 필터가 연속적으로 사용될 경우, 초기 필터 성능에 근거해서 필

터의 배열이 바뀌어 질 수 있다. 슬러지 세정을 위해서는 50㎛의 여과매

체 기공크기로 여과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탈수처리 공정

  탈수는 고체로부터 잔여 상등액을 분리해서, 고체가 탈수 고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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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요구사항에 만족되도록 하는 것이다. 탈수는 배수, 진공여과, 원심분

리, 열건조(분무건조, 마이크로파 건조) 등의 공정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폐기물 탈수 공정 선택 시 주 고려인자는 경제성이며, 추가적으로 탈수 

공정 선택 시 적은 설치공간 및 투자설비 비용 그리고 유해하고 부식성의 

화학제의 미사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탈수의 일차적인 방법으로 고강

도 용기로 수지 및 여과 슬러지를 이송한 후 용기로부터 잔류수를 배수하

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원심분리공정 또한 몇몇 원전에서 수지 탈수

를 위해 사용되었다. 이 추진력은 구심력이 증진됨에 따라 생기는 틈새의 

물을 제거하는데 크게 증가된다. 이러한 탈수 목적을 위해 원심분리기를 

사용할 경우 고려사항은 슬러지 분리 시의 고려사항과 마찬가지이다. 물

의 제거는 효과적이지만 원심분리기로부터 수지의 배출은 수지를 부풀리

게 하여 수지의 부피를 크게 증가시킨다.

  Foster miller는 원심 탈수에 있어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였다. 이 개념

은 centrifuge bowl로 처분 liner를 사용해서 수지로부터 물을 제거하기 

위해 이를 회전시키면서 liner 내로 sludge slurry를 이송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수지의 부풀림이 방지되며,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실험실 규

모로만 입증된 단계로서 확장된 규모의 시험이 요구된다. 열건조법은 농

축 슬러지나 slurry로부터 물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분사건조

와 마이크로파 건조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건조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공정 배기가스가 생성되므로 배출하기 전에 처리가 필요하다. 

이 배기가스 처리장치의 추가 설치로 기존 구비설비에 비용과 복잡성이 

추가된다. 만약 현장에 기존 slurry 건조 시스템이 있다면, 경제성은 증가

된다. DOE 주관하에 Pacific Northwest Laboratory와 ICPP에서의 방사

성 슬러지를 분무건조 및 소성시킨 여러 번의 경험이 있다. 이온교환 수

지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slurry를 마이크로파를 사용한 건조 시험이 

수행되었다.높은 전력비용과 slurry 및 고체 취급 장치의 개발 필요성 그

리고 추가 배기가스의 처리 비용 때문에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건조 방법

은 방사성 슬러지 건조에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공여과법

은 탈수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 Nuclear Packaging Inc. 에서는 고강도 

container 내의 slurry로부터 수지나 필터 슬러지를 여과에 의해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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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점적인 방법을 개발하였다. 제거된 물은 중력에 의해 슬러지로부터 

배수된다. 이 슬러지는 최종적으로 폐순환 loop를 사용해서 더운 공기에 

의해 표면건조 되어진다. 이 공정은 이온교환 수지와 필터 슬러지에 대해 

검증되었다. 이 공정은 또한 crud와 슬러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채택에 필요한 몇몇 미비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공정시스템은 

비교적 간단하여, fill head, chilled water dehumidifier, blower, air 필

터 및 펌프로 구성된다. 이 시스템은 매우 적은 투자비용으로 경제적이지

만, 모든 슬러지의 균일한 처리를 위해 고강도 container 내의 여과기 설

계가 특별히 고려되야 한다. 이 시스템은 슬러지와 crud의 탈수에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

2. 해외의 연구개발 현황 

  가. 방사성 액체 폐기물 탈질 공정

  원자력 산업에서 우라늄을 정광으로부터 농축을 위한 육불화우라늄을 

제조하는 변환공정, 일부 재변환 공장 및 재처리 공정에서 우라늄 및 플

루토늄의 취급을 질산 분위기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질산염 폐

기물이 발생한다. 이 질산염 폐기물은 미국에서도 방사선 농도가 규제치 

이하이면 수로에 그냥 폐기했는데 미국의 NRC와 EPA의 질산염에 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81년 National Low Level 

Waste Management Program (NLLWMP)이 가동되어 질산염 폐기물의 

실태 파악과 탈질산 공정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

램은 초기 Rocky Flat Plant에서 시작되었으나 전 미국의 DOE 산하 기

관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1981년 초기 보고서가 발간되고 그 후 

매년 보강되어 1985년까지의 자료가 발표되었다[2.2.2-2.2.5]. 이에 의하면 

1985년에 미국 DOE 산하 기관의 총 질산염 폐액은 2억 5000만 톤에 이르

고 있으며 주로 Hanford site(L, H, TRU), Savannah River plant(H), 

Idaho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mplex(L, TRU) 그리고 Nevada 

Test site(L)에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이 대개 TRU를 함유하고 있거나 

고준위 폐기물인 것으로 보아 그 특성이 우리의 변환시설 슬러지와는 매우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질산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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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를 처리하는 공정은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86년의 보고서에서[2.2.6] 탈질산 공정들 중에서 적용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음의 네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사용되는 공정은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 열분해 공정

     - 수용액 중 처리(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처리)

     - 생물학적 처리

     - Physical Disposal

  이중에 Physical disposal이란 수로에 농도를 희석하여 버리는 방법으로

서 벌써 그 당시만 하여도 거의 불가능해 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제치는 NRC 10CFR 61 및 EPA 40CFR 141에 규정된 것으로 폐

액 중에는 10ppm의 질소(질산염으로는 45 ppm), 폐가스 중의 질소 산화물

은 500 ppm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암모니아성 

질소를 비롯한 전질소농도(TN)를 60 ppm 이하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폐

가스에서의 NOx 농도를 30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질산암모니아는 질

소 비료(초안)로 사용되는 물질이므로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비

료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미국의 "The Resource Reservation and 

Recovery Act"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변환공장의 폐액으

로부터 질산암모니움을 회수하여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일은 

있으나 실제 사용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질산염으로 되어 있는 lagoon의 슬러지 처리는 질산염의 

일반 환경법에 따르는 처리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우라늄을 포

함하는 방사성 폐기물이나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이 후의 일반 공업

용 폐기물과 동일하다. 본문에서는 위에서 분류한 네 가지 공정 중에서 

physical disposal을 제외한 세 개의 기술에 관하여 기술 현황을 분석하

여 lagoon 슬러지 처리 공정의 선택 또는 공정 설계의 기초 자료로 사용

하고자 한다. 

    (1) 열분해

  질산염 폐액에서 질산염을 분해 시켜 제거하는 방법 중 기장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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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방법은 열에 의하여 질산염을 분해시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거의 모든 금속의 질산염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질소 또는 

산화질소 가스로 분해되어 단순한 한 단계의 작업으로서 방사성 폐기물에

서 질산염을 제거하고 또 고형분을 고체화하는데 유리한 형태의 고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종류의 열분해 공정이라도 화

학적 원리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 반응은 적어도 500oC 이상에서 일어나

므로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여야 하며 질산소다의 분해기구가 매우 복잡하

여 이 반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장치가 사용되어야 하며 미국

을 중심으로 많이 연구되었다. 본 문에서는 열분해를 위한 장치별로 1980

년대 미국의 NLLWMP에 의하여 개발, 평가된 자료를 중심으로 각 장치

의 특성을 설명하기로 하며 이 공정의 몇 개는 이미 대형화되어 조업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문에서는 미국의 재처리 공정의 폐액의 주성분인 질산소다를 중심으

로 탈질산 공정을 고찰하였는데 이는 KAERI 내의 변환공정 슬러지의 주

성분은 질산암모니움이지만 많은 부분을 질산소다가 차지하고 있으며, 또 

이의 처리가 질산암모니움의 처리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앞의 슬러

지 각 주성분의 열분해 특성에서도 설명한 것과 같이 질산소다의 열분해

는 매우 복잡하며 분해온도에서 이미 액상을 이루고 있으며 승화성이 있

기 때문에 열분해 처리가 그리 용이하지는 않다. 따라서 첨가제를 이용하

여 반응온도를 낮추며 가능한 한 액상의 형태를 공정 중에 나타나지 않도

록 하는 방법도 제안되어 시험되었다. 이 첨가제로서 수산화철[2.2.7], 알

루미나[2.2.8], 카본[2.2.6], 실리카 분말 등으로서 첨가제와의 반응의 예

를 들면 다음과 같다.

    2NaNO 3+5C+
1
2
O 2 → Na 2CO 3+N 2+4CO 

    2NaNO 3+Al 2O 3 → 2NaAlO 2+2NO+
3
2
O 2

    2NaNO 3+2SiO 2 → Na 2O .2SiO 2 ( silicateglass) +2NO+
1
2
O 2

   



- 32 -

  열분해 공정의 하나인 유리로(glass furnace) 공정은 일반적인 소다 유

리로부터 유리병 등을 제조하는 산업에서 사용하는 가열로의 장치를 그대

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가열로 chamber의 아래 부분에 용융된 유리 성

분을 넣고 그 위에 질산염의 폐기물을 공급하여 열분해시키는 방법으로서 

실험에서는 상업적으로 설계된 유리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공정은 

앞에서 설명한 미국의 NLLWMP의 일환으로 DOE와 Monsanto 

Research Corp.가 공동으로 그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시험한 것이지

만[2.2.9, 2.2.10] 그 후로는 많이 연구되지 않은 것 같다.

  이 공정은 크게 나뉘어 열분해 부분과 배기가스 처리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열분해 공정의 주장치가 되는 유리로는 Fig. 2.2.1과 같다. 초기에 

chamber 내에 SiO2, CaO 및 MgO로 구성된 원료 유리를 넣고 프로판을 

연소시켜 가열하고 소정의 온도까지 가열되면 원료 유리는 용융되며, 이

때 프로판의 연소를 중단하고 용융 유리에 담겨진 전극(고순도 철)에 전

기를 통하여 줌으로서 원하는 온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폐기

물은 컨베이어 공급기로 이송되어 screw feeder에 의하여 유리로의 

chamber에 공급되며, 분해된 가스는 공급구 반대편의 배기구로 제거되고, 

고형분은 용융 유리에 떨어져 유리와 같이 용융된다. 그리고 배기가스는 

물에 의하여 두 번 scrubbing된 후 버려지게 된다. 초기 실험의 목적은 

이 공정의 타당성과 배기가스에서 질소 산화물의 제어였다. 이 실험에서

도 대상이 되는 질산염은 질산소다 이었으며 보고된 자료를 인용[2.2.11, 

2.2.12]하여 소다는 다음과 같은 2 단계로 일어난다고 하였다.

    < inert 분위기에서 >

     - 1 단계     

      2NaNO 3 → 2NaNO 2+O 2

     - 2 단계     

      2NaNO 2 → Na 2O+NO 2+NO         

      2NaNO 2 → Na 2O+N 2+
3
2
O 2

위 두 번째 세 번째 반응에서 온도가 650oC이상이면 세 번째 반응, 즉 질

산염이 분해하여 질소와 산소로 되는 반응이 주로 일어난다. 그러나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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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는 아래 반응들이 경쟁적으로 일어나는 매우 복잡한 반응계가 되

며, 질소 산화물을 완벽하게 없애는 반응 조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였

다. 

    < 공기 분위기에서 >

     - 1 단계     

      2NaNO 3 → 2NaNO 2+O 2

     - 2 단계     

      2NaNO 2+2NO → 2NaNO 3+N 2

      2Na 2O+2NO 2 → NaNO 3+NaNO 3
         

      2NaNO 2+NO 2 → NaNO 3+NO

      2NaNO 2+O 2 → 2NaNO 3

Fig. 2.2.1. Schematic of Mound glass furnace for decomposition 

treatment of nitrate w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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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가스 중에 질소 산화물을 환원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고

안되었으나 암모니아에 의한 부분환원(Selective reduction)이 가장 바람

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암모니아와 질소 산화물이 다음과 같이 환원되

어 질소로 되며 저렴하고 폭발성이 시험한 다른 연료보다 적었기 때문이

었다. 그러나 1100 oC이상에서는 암모니아가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하여 

연소되어 NO가 생성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NH 3+4NO+O 2  → 4N 2+6H 2O  

      4NH 3+2NO 2+O 2  → 3N 2+6H 2O

  초기의 실험은 시약으로 순수한 질산소다로서 이루어 졌으며 후에는 모

의 Rocky Flats Plant의 폐액으로 실험이 이루어 졌으며 약 850 oC이상

이면 질소 산화물의 배출이 제한치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 또 이 실험의 

결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비용도 계산하였는데 폐기물 kg 당 1.25불이었

으며 전기비가 20 %, 화학시약비가 17% 그리고 인건비가 63%를 차지하

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scale 

up 설계를 수행할 때 고려할 점도 제안하였다.

    

    - 최적의 온도 범위는 760에서 1315 oC이며 이 범위 내에서의 질산

소다의 분해는 매우 빠르고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 열원이 전기전도에 의한 것으로서 연소를 위한 산소의 공급이 필요 

없어 chamber내부의 분위기의 조정이 매우 용이하다.

    - 반응 chamber 내부의 온도 및 분위기 제어가 용이하여 질산염의 

질소를 거의 모두 질소로 전환시킬 수 있어 배기 가스내의 NOx 농도를 

제한치 미만으로 조업하기가 용이하다.

 - 폐기물 중에 함유된 모든 방사성원소, 독성원소를 포함하는 거의 

모든 금속이 용융된 유리에 남겨지고 또 냉각 후에 자연스럽게 영구처분

을 위한 메트릭스가 형성됨으로 폐기물의 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

  폐기물의 열분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른 장치는 유동층 반응기이다. 

이 유동층 반응기는 완벽한 혼합 및 우수한 열전달 때문에 일반 공업에

서, 특히 고온을 취급하는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치이다. 원자

력 산업에서도 우라늄 분말의 제조를 위한 변환 공정, 폐기물의 유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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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고체화 공정[2.2.13] 등에 적용되어 사용되어 오던 공정으로 80년대 

후반만 하여도 이 공정만이 대용량으로 원격 조작이 가능할 정도의 제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 이었다.

  질산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 장치의 적용 연구는 두 가지 경우가 있으

며 하나는 캐나다가 적용 시험한 것으로 CANDU 원자로에 토리움 핵연

료 주기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UTS(uranium thorium 

separation) 파일롯 플랜트의 하소장치로서 특성이 연구된 것이다[2.2.14, 

2.2.15]. 따라서 원래의 목적이 질산소다의 탈질산은 아니어서 조업의 조

건 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유동층의 조업방법과 특성이 유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캐나다에서 사용한 유동층 반응기의 질산염 폐기물 처

리시스템의 개념은 Fig. 2.2.2와 같다.

          

Fig. 2.2.2. Schematic diagram of the fluidized bed calciner (AECL,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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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는 이 연구를 parametric 그리고 mechanistic study의 두 부분

으로 나누어 수행한 바, 전자를 통하여 유동층에서의 탈질산의 반응과 장

치의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후자에서는 유동층 내의 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dynamic model을 설정하고  Table적자를 통하여 이의 타당성을 시험하

였다. Parametric study의 결과를 보면 유동층 반응기의 주요 조업 변수

는 온도, 폐용액의 농도, 용액공급 속도 그리고 atomizing air의 공급 속

도였으나 최종 생성물인 금속산화물에서 질산염의 함량과 평균 입도 이외

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실험되었다. 그리고 제안된 모델은 실험치와 

잘 일치하였는데 이는 탈 질산의 반응 완결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유동층 반응기를 이용한 폐기물의 탈질산 공정의 개발에 관한 

개발에 관해서는 Hanford site에서 Westinghouse에 의하여 운전된 pilot 

plant[2.2.16]와, Idaho Chemical Processing Plant(ICPP)의 액체 폐기

물(WM-183 Waste)을 처리하는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1970년

대 후반부터 Exxon 사에 의하여 개발이 시작된 프로그램의 두 경우가 보

고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Hanford site의 경우 자료가 많지 않으므로 

ICPP의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WM-183 폐기물이란 ICPP의 

용량 1140 m3의 폐액 탱크 번호 WM-183에 모여진 몇 가지 액체 폐기

물의 혼합물로서 양이온의 주성분은 알루미늄(Al), 지르코니움(Zr), 소디움

(Na), 포타슘(K) 및 칼슘(Ca)이며 음이온은 주로 질산이며 소량의 염소

(Cl), 불소(F) 및 황산(SO4)를 포함한다. 이 폐기물을 유동층 반응기에서 

고형화하는 공정에서의 어려운 점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 질산소다가 최고 반응온도인 850 oC까지도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용융된 형태로 남아 유동층 내부에 큰 덩어리(agglomeration)를 형성함.

    - 700-1500 ppm 의 농도를 보이는 염소가 열분해되는 동안 증발되

어 배기가스 처리시스템에 부식문제를 야기함.

    - 원래의 폐액에 고형분의 농도가 너무 낮아서 물을 증발하는 것이 

어려움.

  덩어리의 생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팀은 우선 직경 10 cm 유동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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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실험에서의 문제점을 분석[2.2.17]하고, 문헌 조사와 DTA 및 

X-ray 분석을 통하여 덩어리 방지를 위한 최적의 방안 연구[2.2.18, 

2.2.19]하였으며 이 결과를 이용하여 10cm[2.2.20] 및 30 cm의[2.2.21] 

유동층에서 폐기물 처리의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덩어리 생성을 피하기 

위하여서 시도된 처음 방법은 철(Fe)분말을 혼합하는 것으로서 유동층에 

분말화 된 철을 혼합하면 철은 소디움과 반응하여 sodium ferrate을 형성

하고 반응 온도를 500 oC 정도로 낮게 할 수 있게 된다. 10 cm 직경의 

유동층의 조업에서는 Fe/Na의 비를 0.75로 하여 온도를 500oC로 하면 

모든 반응은 만족스럽게 진행되었으며 유동층의 입자는 평균 입도 0.5 

mm의 유동성이 좋은 입자를 형성하였고 염소의 배출도 적어서 오직 3%

의 염소만이 배기가스와 함께 배출되는 등 모든 조건이 만족스러운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30cm의 유동층 조업에서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clinker가 형성되어 유동이 균일하게 일어나지 않아 조업의 어려움을 초

래한다. 따라서 이는 한 번의 실험으로 계속적인 연구를 중단하였다.

  또 다른 덩어리의 생성을 막는 방법은 지르코늄 및 불소를 함유하고 있

는 폐액을 미리 혼합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불소의 사용을 배

제하기 위하여 초창기에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불소가 소디움과 알루미늄

과 반응하여 474～ 694 oC의 저온에서 Na3AlF6를 형성하여 불소에 의한 

부식의 염려가 전혀 없으며(부식율 1.92 μm/y) 덩어리의 생성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위에서 설명한 철 분말을 혼합하는 방법보다 유리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불소가 배기가스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유

동층 내의 입자가 덩어리(nodules)를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칼슘이

나 마그네슘을 첨가하여 주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최적의 조업조건을 

지르코늄 폐액/WM-183폐액의 비를 2로 하고 Ca/F의 비를 0.7로 하는 

경우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때 최적의 유동성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불소

나 염소의 배출로 인한 폐가스 scrubbing system에 부식도 없다고 한다. 

  다음으로 고려할 만한 질산염의 열분해 장치는 플라즈마 열분해 장치이

다. 이 장치는 플라즈마 torch내에서 높은 전류가 흐르는 electrode arc 

사이를 흐르는 고압가스를 매우 고온으로 가열할 수 있으며 이 고온을 질

산염의 분해에 이용하는데 특징이 있다. 이 공정은 1981년 시작된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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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WMP 프로그램에서 고온 열분해 탈질산 공정의 하나로 선택되어 큰 

공정으로서의 가능성을 시험받았는데 그 당시만 하여도 Westinghouse 사

에서 소형의 공정을 시험하는 단계였다. 그리고 glass furnace, hot wall 

reactor 등과 동일한 시험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60%의 질산소다

와 40%의 질산칼리의 혼합 simulated waste를 처리하는데 그쳤다. 그 

당시에 수행된 시험의 조건은 Table 2.2.1과 같다. 위와 같은 실험 조건

에서 질산염의 분해 효율은 90% 이상이었으며 에너지 효율은 1.4 

kWH/lb-waste 이었고 또 폐가스에서의 NOx 함량은 100ppm 미만으로 

비교적 우수한 성능을 보여 주었다[2.2.22]. 

Table 2.2.1. Experimental conditions of earlier plasma denitrification.

 parameter Ar N2

 Torch power, kw

Torch heat, kw

Mean plasma temperature, oC

Coke bed temperature, oC

Feed rate,  lb/min

68

47

1137

1000

0.5-1.0

171

132

5515

1000

0.5

  이와 같은 plasma 탈질산 공정은 1990년대 초반에 와서 열분해-용해

에 의한 Hanford site 폐기물 처리공정 개발의 일환으로 열분해 공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Westing House 사에 의하여 다시 시도되었으며[2.2.23, 

2.2.24] 이 때 사용된 공정은 Fig. 2.2.3과 같으며 열분해 반응 부분의 좀 

더 자세한 모양은 Fig. 2.2.4와 같다. 주반응기는 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crucible과 그 상부에 tuyere를 통하여 부착된 플라즈마 torch로 구성된 

cupola이며 여기에 폐가스 처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플라즈마 torch

는 1000kWh의 용량이며 이곳에 공급되는 작용가스는 공기로서 약 5000 

oC까지 온도가 상승한다. 폐기물은 분당 1내지 2 갈론의 속도로 20 

cm 직경의 tuyere으로 공급되고 물이 완전히 증발되어 cupola 내부로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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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되면 온도는 1700 oC로 냉각되고 질산염은 용융되어 하부의 crucible

에 모이게 된다. 

Fig. 2.2.3. Schematic diagram of plasma calcination pilot plant 

facilities at Westinghouse plasma center.

Fig. 2.2.4. Detail diagram of reaction zone of plasma calcination 

tes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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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rucible에서의 온도는 700 oC 이며 용량은 공급된 폐기물에 평균체

재시간을 20분간 허용하는 용량으로서 이 동안에 질산염은 아질산염을 통

하여 분해된다. 또 동시에 모든 유기물이 분해되며 타 금속(주로 fission 

product, 알루미늄 및 철)과 반응하게 되는데 이때 질산염의 분해 효율은 

90% 정도이며 유기물은 100% 분해된다.   이때 일어나는 반응은 다음과 

같이 Table 2.2.2에 정리한 것들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 반응들은 

alkali fusion에서의 반응과 유사함으로 평형을 가정하여 온도에 따른 

calcination 생성물의 조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바 Westing House 에서는 

NASA CET89 최소 자유에너지 계산을 위한 전산코드와 CHEMEQ 열화

학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이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1200 oC 이상에

서는 NaAlO 2
와 같은 소디움염이 주성분이며 700oC 에서는 NaOH가 주성

분이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고 하여도 Table 2.2.2의 제일 나중의 반응 

생성물을 제외하고는 Na 화합물은 전부 물에 용해되는 형태로 되어 있음

으로 이를 물에 용해하여 용해되지 않는 주로 높은 비방사능을 가진 전이

금속, 란타나이드 계열의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을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분리되는 소디움 염의 양이 전 고형물의 70 내지 80%정도를 차

지함으로 폐기물의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또 다른 열분해 Hot Temperature Fluid Wall Reactor (HTFWR)로서 

공급되는 폐기물을 아주 빠르게 고온 (약 2000 oC)으로 가열하여 분해시

키는 방법이다. 원래 난연성 폐기물의 연소를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질

산염의 분해에 응용된 것이다. 이 공정은 미국의 Thagard 연구소가  초

기 개발을 시작하였으나 1981년 시작된 미국의 NLLWMP에 의하여 파일

롯 test까지 수행되었고 후에 대 용량의 공정도 설계되었던 것이다

[2.2.25]. 이 공정의 개략적인 과정은 Fig. 2.2.5와 같으며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폐기물은 반응기 상부로부터 다공성 카본 반응기 내부로 공급

되며 폐기물이 낙하하면서 카본 반응기로부터 복사열에 의하여 가열되어 

분해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반응기 하부에 반응시간을 좀 더 부여하기 

위하여 부여된 공간에서 반응이 완결되면 금속 산화물은 하부의 공간에서 모

여지고 분해가스와 carrier 가스는 폐가스 처리계통에서 처리된다. 카본 반응

기는 주변에 적당히 배열된 카본 전극에 의하여 가열되며 그 밖으로는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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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reflector, 단열재, 냉각 자켙으로 구성되어 진다.  

Table 2.2.2. Chemical reactions in plasma torch denitrification process.

reaction type Reactions

organic oxidation  Na 2C 2O 4+1/2O 2+2NaOH → 2Na 2CO 3+H 2O

nitrate/nitrite

decomposition

 NaNO 3 → NaNO 2+1/2O 2

 2NaNO 2+H 2O → 2NaOH+N 2+1/2O 2

 2NaNO 3+H 2O → 2NaOH+N 2+5/2O 2

Acid-base

reaction

 Al(OH) 3+NaOH → NaAlO 2+2H 2O

 SiO 2+NaOH → NaSiO 3+H 2O

Inorganic oxidation

 4Cr(OH) 3+8NaOH+3O 2 → 4Na 2CrO 4+10H 2O

 4Fe(OH) 3+8NaOH+3O 2 → 4Na 2FeO 4+10H 2O

 4MnO 2+4NaOH+3O 2 → 4NaMnO 4+2H 2O

 aluminosilicate
 2NaAlO 2+2Na 2SiO 3+(x+2)H 2O

                    → Na 2O.Al 2O 3.2SiO 2.xH 2O+4NaOH

   

 Fig. 2.2.5. Pilot plant HTFWR flowsheet and cross section of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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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에는 타당성 실험을 위하여 3인치 직경의 카본 반응기를 사용하였

으나 네 번의 실험밖에는 수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90 % 이상의 질산염

이 분해되었고 또 배기에서 NOx의 농도가 매우 작아서 pilot test로 발전

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반응기의 직경은 6 인치로 하였으며 사용한 폐기물

은 Rocky Flats Plant(RFP) 질산염 폐기물을 simulation한 것을 사용하였

다. 첨가물도 사용하였는데 첨가제로서는 카본블랙 분말, quicklime 

(CaO), 실리카(SiO2) 등이 사용되었는데 카본은 환원제로 CaO와 실리카는 

최종 하소 생성물의 안정화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 공정에서는 근본적으

로 NOx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습식 처리공정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보

고하고 있으나 환원제인 카본이 충분하지 않으면 배기에서의 NOx의 농도

는 68,000 ppm까지 증가한다고 하였다. 질산염의 분해 효율은 아주 우수

하여 모든 pilot test에서 97%이상 (대개는 99% 이상)의 반응 완결도를 

보여 주고 있다. 후에 이 공정은 대규모의 공정을 위하여 설계가 진행되었

는데 설계 base는 RFP 폐기물 8.39 lb/min의 처리 속도이며 위에서 설명

한 모든 첨가제를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동시에 처리비용도 예상

하였는데 장치 비용은 약 300만 불이었으며 처리 비용은  RFP 폐기물 kg

당 1.47불이었다. 이 밖에도 batch 방식의 pot denitrator[2.2.26], 

molten salt destructor 등이 소개되었는데, pot denitrator는 정제 공정인 

유기 용매 추출과정에서 생성된 raffinate를 NaOH로 중화하지 않고 증발

과정을 거쳐 바로 가열 탈질산하는 방법으로서 pot에 raffinate를 공급하

고 이를 furnace 안 히터 위에 놓고 증발 후 바로 약 1000 ℃이상으로 가

열하여 폐기물을 분해시킨다. 이 방법으로 수행된 결과를 보면 질산염은 

완전히 분해되어 pot에 남아있지 않으며 금속은 거의 모두 남아 있으나 

raffinate에는 소디움이 포함되지 않음으로 우리의 목적에는 타당하지 않

다. 그러나 pot 방식 (batch 방식)으로 운전함으로서 100%의 탈질산 효과

를 얻었다는데 주목할 만 하다. 또 molten salt destructor는 질산소다가 

카본과 반응하는 온도에서 용융된 액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질산염을 용융

염으로 하고 여기에 폐기물과 카본과 그리고 carrier 가스와 molten salt 

혼합용으로 질소를 공급하여 탈질산하는 방법으로서 Rockwell 

International Energy Sysyem Group에서 1980년대 초반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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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몇 가지의 열분해에 의하여 질산염을 분해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여기서의 모든 공정 개발의 대상은 질산 소다를 

함유하는 고준위 폐액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한 폐기물의 조성 

자체가 lagoon 슬러지와 동일하지 않아서 그 결과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

용 가능한가를 단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모든 공정이 처리 

용량을 고려하여 연속 처리 공정으로 개발하고 있어 질산염의 분해 반응 

완결도가 90% 부근으로서 슬러지의 처리 경우 90%의 완결도가 가능한지

는 아직 연구 중에 있어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또 연속반응을 위

하여 장치가 복잡해지므로 경제성이 떨어진다. 또 분해 반응의 경우 반응 

생성물이 질소(elementary nitrogen)가스가 되기 위하여 카본이나 알루미

나 등의 첨가제를 혼합하여 반응시키는데 이로서 최종 생성물의 양이 증

가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 고온에서 반응시

키는 것도 다른 방법이나 반응기의 재질이 너무 고가가 되는 단점이 있

다. 이상에서 보면 대 용량 또 고준위 방사성 질산염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교적 많은 투자가 가능하고, 한번 설치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상의 검토된 공정이 나름대로 타당하여 이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경우 이보다는 좀 더 간단하고 반응 완결도를 높일 수 

있는 장치의 고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화학/전기화학적 탈질산

  지금까지 문헌에 보고된 전기 화학적인 탈질산 공정은 질산염의 양이온

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암모니움 염으로서 이는 일본

의 아사히케미칼 사와 PNC가 공동으로 연구한 것이며[2.2.27, 2.2.28] 

다른 것은 소디움 염으로서 미국의 DOE 산하 기관의 질산염 폐기물 처리

를 위하여 LLNL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된 것이다.

  일본에서 개발된 공정은 두 단계 공정으로서 전기 분해에 의하여 모든 

탈질 과정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반응식과 같이 전기 분해에 의하

여 질산염(nitrate)를 아질산염(nitrite)으로 바꾸고 이를 열분해하여 질소 

가스와 물로 분해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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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 4NO 3+2H++2e=NH 4NO 2+H 2O  

     NH 4NO 2=N 2+2H 2O

  이 공정은 원래 영국의 UKAEA에서 1963년경에[2.2.29] 연구되었던 

것이나 그 당시에는 전기분해와 열분해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을 사용하

여 고효율을 얻을 수가 없어 중단되었다가 일본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2단

계 공정으로 다시 개발된 것이다. 질산염의 양이온이 소디움이면 이 방법

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재처리 공정 등 공정조업 완료 후 질산의 중화를 

NaOH 대신에 NH4OH로 하여야 한다. 이 공정은 질산암모니움의 직접 열

분해에 비하여 열분해의 온도가 매우 낮아서 (약 90 oC 부근) 수용액에서 

진행되며 분해 후 산화질소 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폐가스의 처리를 

위한 추가 공정이 필요하지 않아 매우 유리하다.   

  이 공정의 핵심이 되는 전기분해 장치는 원리적으로 Fig. 2.2.6과 같다.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 전해조는 cation exchange membrane으

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한쪽으로는 질산이 다른 쪽으로는 폐 질산

암모니움 용액이 연속적으로 흐르는 연속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속 공정은 전체 공정 조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 공정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음극은 질산에 저항성이 있는 산화물을 코팅하여 사용하고 양극은 

수소의 over potential이 매우 낮은 카드뮴이나 아연을 사용할 수 있으며 

cation exchange membrane으로서는 불소탄화수소의 고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질산으로 된 음극실에서는 물의 전기분해와 

같이 다음 반응이 일어나며 양극실에서는 위의 첫째반응과 같은 전기분해

가 이루어진다.

       2H 2O+4e=O 2
↑+4H+

  전체 공정의 효율은 온도가 낮을수록, pH가 높을수록 좋아지지만 질산

암모니움의 농도에는 그리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질산염의 열분해 반응은 비교적 저온에서 쉽게 일어나지만 산성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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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해 반응 후의 아질산염 용액을 

가열하면 초기에는 전해 반응에서 생성된 암모니아가 발생하며 따라서 

pH 값은 점차 낮아지게 되고 동시에 아질산염의 분해가 시작된다. 따라서 

시간에 따르는 질소 가스의 발생량은 S자 모양을 이루게 된다.

    

           

Fig. 2.2.6. Schematic diagram of electrolysis and equipment.

 

  일본의 PNC에서는 다음과 같은 bench scale 공정을 설치 운전

하였으며 그 규모는 하루 6시간, 일년에 180일 운전하여 년 간 10 

m3의 질산암모니움 용액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다. 운전 결과 전

체 소모된 전력의 66 %는 아질산염 생성에 1～2 %는 수소 생성

에, 나머지는 수산화암모니움의 생성에 사용되었다고 알려졌으며 

Na+, K+, Ca+2 그리고 Mg+2등의 불순물은 전체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 이런 페기물은 방사성이므로 

공정 전체는 glove box 내부에서 이루어 진 바 1Wx11Lx3H m의 

크기의 공간이 필요하였으며 알파 방출체로서 우라늄을 1.8～5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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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로 첨가한 바 이들의 80～85%는 cathode에 전착되었다.

    <전해반응>

      Cathode :  Lead alloy

      Anode   : Metal oxide coating electrode

      Temperature   : < 40 oC 

      Current density  :  20 A/dm2

      Anolyte    :  0.2 -0.8 N HNO3

      Catholyte   : 20 wt % ammonium nitrate aq. solution

      pH  :  > 9

      Linear velocity in electrolyser  :   > 10 cm/sec     

    <열분해 반응>

      Temperature  : ≥100 oC

       pH  : < 7 (암모니아 제거 후)

  이와 같은 bench scale 규모의 공정 시험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공정

에 대하여서는 연구하여야 할 점이 많아 보인다. 즉 전해 반응은 Fig. 

2.2.7과 같이 단순한 반응이 아니고 매우 복잡하다. 그리고 이 반응의 결

과로 생성된 NH4OH는 탈 질산은 이루어 졌으나 전체 탈질소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어서 암모니아성 질소를 다시 제거하여 주어야 한다. 또 환

원 반응의 주반응인 다음과 같은 전기 분해 반응의 산화-환원 전위가 

0.94 volt로서 이 전압보다 쉽게 환원되는 금속의 불순물이 많은 경우 반

응의 효율이 많이 감소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된다. 

        NH 4NO 3+2H++2e =  NH 4NO 2+H 2O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일본에서 수행된 실험에서  K+, Ca+2 그리고 

Mg+2등의 불순물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이들의 환원 전위가 2.925, 

2.87 그리고 2.37 volt로서[2.2.30] 영향이 없을 것으로 쉽게 예상된다. 

그러나 Na+의 경우 0.71 volt이어서 이 반응보다 쉽게 Na가 되지만 이는 다

시 물과 반응하여 다시 Na+가 됨으로 이 불순물의 영향은 다시 고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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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NH4NO3 + H2O + 2e = NH4NO2 + 2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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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7. Side reactions in electrolysis of ammonium nitrate.

또 다음과 같은 아질산암모니움의 환원 전해 반응의 전위는 0.84 volt로

서 이는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쉽게 환원된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이는 전

체 반응이 reactions in series 형태가 되어 최적의 반응 완료 시간을 선

택할 수 있어야 하며 어느 이상의 아질산암모니움의 수율을 기대할 수 없

게 된다. 

     NH 4NO 2+7H++6e =  NH+
4 +NH 4OH+H 2O

  이상에서 설명한 것으로부터 이 전해 반응에 의하여 전해 반응의 100% 

반응 완결도를 기대할 수 없으며 또 반응이 완결되었다고 하여도 암모니

아를 다시 한번 더 분해시키는 공정을 추가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개발한 전기 분해에 의한 탈질산 공정[2.2.31-2.2.33]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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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탈질산 공정과 그 개념이 틀리다. 일본은 질산암모니움을 전기 환원하

여 분해되기 용이한 아질산염으로 전환하는데 비하여 이 기술에 의하면 

염을 나누어(salt splitting) 염에 해당하는 산과 염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서 질산암모니움에 관한 보고는 없으며 모두 질산소다의 처리에 이용하려

고 개발 중이다. 따라서 염을 나누면 질산과 가성소다가 된다. 이 기술 역

시 일본의 아사히케미칼사가 1980년 초에 제안한 기술[2.2.34]이지만 이

를 더 발전시키고 bipolar membrane을 사용하여 한층 더 높이 개발한 

것이다. bipolar membrane은 cation 또는 anion exchange membrane이 

해당되는 양이온(Na+)와 음이온(NO3
-)만을 통과시키는데 비하여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H+ 및 OH- 이온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membrane이다.

  이러한 bilpoar membrane을 이용한 질산염 전해 장치의 개념은 Fig. 

2.2.8과 같다. 즉 cationic, anionic그리고 bipolar membrane을 이용하여 

질산, 가성소다 및 질산암모니움 용액을 분리하여 각 cell로 만든 다음 

cationic membrane을 통하여 Na+를 가성소다 용액으로 이송시키고 이에 

해당하는 OH-이온을 반대편의 bipolar membrane을 통하여 이송시킴으로

서 NaOH를 회수할 수 있는 진한 용액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질산도 

anionic membrane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고 질산암모니움은 다음과 같

은 반응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염 분리되어 질산과 가성소다로 회수되게 된

다. 그리고 양극에서는 산소가 음극에서는 수소가 발생하여 전체적으로는 

물의 전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NaNO 3+H 2O = NaOH+HNO 3
'

  1992년 위와 같은 개념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장치를 이용하여 

질산기를 0.75～1 M의 농도에서 0.15 M의 농도까지 180 분 안에 감소

시킬 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solution : 0.75～ 1 M NaNO3 (pH=2～3) 

    dilute acid : 0.5 M HCl

    dilute base : 1M Na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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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ntory of the solutions : 5 liter

    flow rate through cell : 2 l/min

    electrode : platinized titanium with section area of 96 cm2

    temperature : 50 oC 

    current : 0.95 A at 2 volt cross the electrodes

    power : 200 W

Fig. 2.2.8. Electrodialysis/Electrohyrolysis cell stacking principle 

with bipolar membranes.

  1996년에는 Savannah River Site의 실제 방사성 폐기물을 이용 bench 

scale 규모의 연속 공정을 시험하였으며 그때까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분리된 질산염의 양은 전기량(Coulomb)에 직선적으로 비례하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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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으로서는 Ni cathode/Ni anode가 최선이었다.

    - Hanford site의 질산염 폐액에도 적용 가능

    -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유효

    - 주요 조업 변수의 최적화

    - engineering model의 개발 및 타 반응기 설계 타당성 평가 

    - pilot plant의 설치 및 비방사성 시험  

  이와 같은 염분리 공정의 특징은 다른 membrane을 사용하는 방법에 

비하여 공정의 운전이 상압, 상온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며, 또 정제된 산과 

염기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주기 공정에서 질산과 가성소다는 매

우 많이 사용되고 있음으로 이렇게 정제된 형태로 회수된다면 이 공정의 

적용이 경제적으로 매우 타당성이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공정에서도 일본 

공정과 동일한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으므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

다. 이 공정에서의 관건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bipolar membrane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개발과정에서 사용한 박막은 divinylbenzene

으로 crosslinked된 polystyrene 폴리머로서 sulfonyl group이나 

quaternary 암모니움기를 이온의 이동 selectivity의 작용기로서 첨가한 

것을 사용하였다. 후에 좀 더 열악한 화학적 분위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

도록 기지폴리머를 테프론으로 바꾸고 작용기를  radiation-grafting에 의

하여 첨가 시켜 준 0.1 mm 두께의 박막을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전기분해와 같이 용액상태의 상온에서 탈질산 하는 다

른 방법으로 환원제에 의한 탈질산법이 있으며 이를 특별히 화학적 탈질

산 공정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 공정 원리는 원래 질산을 개미산

(formic acid, HCOOH)에 의하여 분해시키는 방법으로서 재처리 공정의 

질산 폐기물에서의 탈질산 공정에 많이 사용되어 오는 방법이다[2.2.35]. 

지금까지 알려진 다른 탈질산법에 비하여 효율이 우수하며, 간단하고 상

온에서 수행되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실제 공업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나 개미산에 의한 질산의 분해 반응은 매우 복잡

하여 질산과 개미산의 농도에 의하여서도 그 생성물이 달라지며 균일촉매

반응(homogeneous catalytic reaction) 또는 비균질(heterogeneous)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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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전부 일어난다. 이 때 촉매 또한 다양하지만 귀금속이나 금속산화물

이 많이 사용된다. 균일촉매반응(homogeneous catalytic reaction)의 반

응기구는 오래 전 Longstaff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되고[2.2.36] 그

의 타당성을 입증 받았다. 즉 개미산은 직접 질산과 반응하는 것이 아니

라 저 농도에서는 아질산과 고 농도에서는 질산과 평형관계에 있는 NO+

와 반응하며 이 반응에서 생성된 중간물질이 다시 질산과 반응하게 된다.

    [HNO3] < 8 M

     HCOOH+HNO 2 =  (COOH)
*
+NO+H 2O

    [HNO3] > 8 M

     HCOOH+NO
+
 = (COOH)

*
+NO+H

+

     2NO+HNO 3+H 2O =  3HNO 2

     COOH+HNO 3 =  CO 2+NO 2+H 2O

   

  그리고 위 반응에서 생성된 아질산은 다시 다음과 같이 질산과 반응하

여 질산을 분해시키기 때문에 autocatalytic reaction 특성을 지니게 된

다. 따라서 이 반응계에는 induction period가 존재하게 된다. 

     HNO 2+HNO 3 =  2NO 2+H 2O

   

  이에 비하여 귀금속을 촉매로 하는 반응에서는 촉매에 의하여 질산이 

아질산으로 반응하며 이것이 위의 반응에 의하여 질산을 분해하게 되는 

반응기구만이 존재하며 이를 실험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2.2.37]. 이

렇게 많은 연구를 통하여 질산의 분해 반응기구가 연구되어 왔음에도 불

구하고 폐기물의 처리에는 이용되어 오지 못하였는데 이는 폐기물이 질산

보다는 NaOH에 의하여 중화되어 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환원

제에 의하여서는 분해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요소(Urea)를 이용하여 질산소다를 분해시키는 반응의 효율을 실험한 1982

년 Rockwell International사의 실험[2.2.38]의 결과를 보아도 탈질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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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54 % 이상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이와 같

은 저 효율을 개선하고 반응기구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1984년 동일

회사에 의하여 정밀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2.2.39] 여기에서는 Table 

2.2.3과 같은 다양한 환원제, 반응 촉진제 및 촉매를 선택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으며 또 반응도 2 단계로 수행하는 등 반응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탈질산 효율을 약 90 %까지 상승시킬 수 있었다.      

Table 2.2.3. Various try for optimum selection of reducing agent, 

promoter and catalyst in chemical denitrification.

Reducing Agent Reaction Promoter Catalyst

Urea

Formic Acid

Formaldehyde

Ascorbic Acid

Sulfamic acid

Sucrose

Potassium bisulfatw

Sulfuric acid

Phosphoric acid

Copper

Zinc

Platinum

Nickel

Rhodium

Iron oxide

Aluminum oxide

Aluminosilicate

  그러나 그로부터 2년 뒤 동일 회사에서 평가된 다양한 탈질산 공정(열

분해 공정, 화학적 탈질산 공정, bio-denitrification 등)의 비교 결과를 보

면[2.2.40]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단순한 요소-질산염의 반응에 의하여 용액에서의 탈질산 방법은 저

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에는 탈질산 효율 때문에 실질적이지 못하다.

   - 반응 촉진제와 촉매의 사용은 탈질산 효율을 많이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적용을 위하여 공정 장치비의 상승과 반응기구의 복잡화 

때문에 상용공장에 적용 가능성은 매우 회의적이다.

   - 이와 같은 용액에서의 화학적 탈질산 공정은 액체 폐기물의 질량의 

많은 상승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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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응속도 때문에 열역학적으로는 타당한 반응도 반응 완결도가 매우 

낮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두 단계 공정을 채택하여 반응 완결도를 거

의 100%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황산의 사용으로 인하여 전체 무게가 상

당히 많이 늘어나며 폐가스에 NOx 농도가 500 ppm을 넘으므로 화학 탈

질산의 장점이 사라진다.

   - 열분해 공정 등 타 공정에 비하여 효율이 우수하지 못하다.  

  이와 같은 결론으로 미루어 요소나 개미산 등의 환원제를 사용한 용액

에서의 탈질산 공정은 질산에서 바로 탈질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직은 

실제의 상업적 탈질산 공정에 적용하기는 미흡하다고 하겠다.  

  용액 중 저온에서의 탈질산 공정은 저 에너지 공정이며 공정의 제어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그 원리 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공

정에 관한 개발은 단순 탈질산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 뒤 후속 공정인 유

리화(또는 세라믹화) 공정과 연관시켜 유리화 반응에 도움을 주는 원료를 

사용하여 탈질산하는 공정으로 발전시켰다. 이 공정은 1990년 대 초반 

ORNL에서 제안된 것으로서[2.2.41] 그 이후 몇 개의 보고서가 발표되기

도 하였다[2.2.42]. 그들은 이 공정을 NAC(Nitrate to Ammonia and 

Ceramic) 또는 NAG(Nitrate to Glass) 공정으로 명명하였는데 이 공정

의 이름에서 예상하는 것과 같이 질산염을 분해시켜 암모니아와 ceramic 

melt(또는 glass melt)를 만드는 공정이다. 이 공정의 전체 적인 개념은 

Fig. 2.2.9와 같으며 하소(calcination)나 소결(sintering)은 탈질반응과 다

소 거리가 있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질산소다 용액을 금속 알루미늄과 반응시키면 다음과 같이 암모니아와 

산화알루미늄(결정구조와 수화물에 의하여 Gibbsite)과 알루미늄산소다가 

생성된다.

   3NaNO 3+8Al+12H 2O =  3NH 3
↑+2.5Al 2O 3.3H 2O↓+3NaAl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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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9. A schematic diagram of NAC process.

  이 반응은 발열량이 1.595 MJ/mole인 발열반응으로서 외부에서 가열하

지 않아도 반응 온도가 80 oC까지 상승되며 반응속도가 빨라진다. 반응초

기에는 알루미늄산소다만이 생성되므로 용액은 투명한 상태를 유지하며 

이의 용해도가 넘어서면 산화 알루미늄의 흰 침전이 생성되기 시작하며 

이 침전물을 여과하여 다음 공정 (하소공정)으로 이송한다. 이 공정에서 

암모니아가 발생하며 이 암모니아는 우선 산화물로 전환시키고 다시 암모

니아와 적당량 혼합하여 질소로 분해시켜야 하며 이는 모두 고온에서 촉

매를 이용한 반응기를 사용한다. 실험실에서는[2.2.42] 3 내지 4 M 농도

의 질산소다 용액에 이론양의 110%의 알루미늄 분말을 공급하는 경우, 

탈 질산의 효율이 90% 이상이며 여액에는 약 0.1%의 질산염 농도를 나

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더 이상의 효율을 얻기 위하여 알루미늄 분

말의 과잉율을 높이면 되는데 150%에서 용액중의 질삼염 농도가 50 

ppm 미만이 되었다. 이 때 여분으로 공급된 알루미늄은 다음 반응에 의

하여 산화물로서 침전된다. 

    2Al+6H 2O =  3H 2+Al 2O 3.3H 2O

  또 다른 탈질산 공정은 열과 압력을 이용하는 공정들이다. 이 방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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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그 온도가 질산염의 열분해 온도보다는 낮으며 

또 반드시 환원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화학적 탈 질산공정으로 분류

하였다. 이 범주의 공정 중 한 예는 Hydrothermal processing(고온 고압 

공정)으로서 압력과 온도가 거의 물의 임계조건(647.3K, 0.218 kbar) 부

근에서(723 K, 1.3 kbar) 반응시켜 질산염을 분해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

법은 1990년대 초반 LNL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방안의 개발 도중에 제안된 것으로서[2.2.43, 2.2.44] 그 이후로는 

특별히 보고된 것은 없다.

  보고된 실험의 조건과 결과를 소개하면 반응기로서는 Ni Alloy-625로 

된 내경 2.2 mm, 외경 6.3 mm 그리고 길이 2.32 m의 coil을 사용하였

으며 반응기의 부피는 7.39 cm3이다. 이를 위 조건으로 가열 가압하고 7 

g/min의 유속으로 질산염 용액을 공급하면 평균체제 시간이 17 초에 이

르게 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Na+ = 7.05 wt%, NO3
- = 4.07 wt%, 

NO2
- = 3.65 wt%, 환원제로서 EDTA 1.28 wt%, 그리고 용해된 금속이

온으로서 AlO2
- = 2.45 wt%인 폐액을 처리하였는데, 결과는 Fig. 2.2.10

과 같다.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반응은 11초까지 빠르게 일어나지만 

이후에는 속도가 매우 늦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EDTA 등의 전체 유

기탄소(TOC)는 반응 완결도가 우수하며 아질산(NO2
-)염도 비교적 높는데 

비하여 질산염의 분해는 약 10 %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질산염이 

매우 안정하여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열분해 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

을 것이다. 이 반응 동안에는 금속 이온이나 슬러지도 반응하여 다른 화

학적 형태로 전환된다. 미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나 Fe+++는 철 산화물로 

Cr+++는 Cr+6으로 된다. 이런 반응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조건에서 폐액

이나 슬러지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나 유리화에 함량이 엄격히 제한되는 

알루미늄이나 크롬을 많이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용해시

켜 제거하는 공정도 제안되었다[2.2.45]. 이 공정에서 산화 크롬의 용해 

기구는 다음과 같은 반응에 기초를 둔 것이다.

α-Cr 2O 3+2NAOH+NaNO 3+NaNO 2  =  2Na 2Cr 2O 4+H 2O+gaseous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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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0. Reaction product of 101-SY simulant processed at 628 

K and 1.1 kbar.

  위와 같은 고온, 고압에서 질산소다를 분해시켜도 효율이 그리 우수하

지 않으며 너무 높은 압력을 요구하여 실용성이 문제가 된다는 점에 착안

하여 질산암모니움과 핵연료 내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의 질산염을 그리 

높지 않은 온도와 압력에서 분해시키는 방법이 제안되었다[2.2.46]. 그러

나 여기에서도 질산염을 환원시키는 환원제가 필요하며 메탄올, 

propanol, acetic acid 등 다양한 유기물이 시도되었으나 nitromethane 

(CH3NO3)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대 압력은 200  psig, 최

대 온도는 160oC로서 앞의 경우보다는 매우 낮으나 질산염의 분해 효율은 

약 60%에 이른다. 또 다른 공정의 예는 질산소다를 스팀으로 reforming하

는 방법이다[2.2.47]. 앞의 질산소다의 열분해 특성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질산소다는 약 600 oC에서부터 분해되기 시작하여 720 oC에 이르러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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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만족할 만해지며 이는 공기중이나 스팀 분위기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알루미나 Table적이 촉매로 작용하는 경우 550 oC에서도 매우 만

족할 만 한 반응 속도를 나타내며 이를 이용하여 알루미나 구의 moving 

bed reactor를 이용하여 스팀으로 질산암모니움을 분해시키는 방안도 제

시되었다. 

    (3) 생물학적 탈질산 공정

  생물학적 탈질은 폐수 내에 함유된 nitrate를 제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2.2.48].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개발은 NO3-N의 농도

가 50 g/m3 이하인 하수나 농업용수 내에 함유된 nitrate의 제거에 집중

되어 왔었다[2.2.49, 2.2.50]. 1974년 ORNL에서 우라늄 정제공정에서 

발생한 폐액에 함유된 고농도(1.0 Kg NO3-N/m3)의 nitrate를 제거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탈질공정을 선정하고 시험을 시작한 이래로 stirred 

reactor 형의 대규모 처리시설이 Y-12 plant에 설치 운영되고 있고, 

Portsmouth Gaseous Diffusion Plant에서는 유동층 반응기형의 pilot 

plant가 제시되기도 하였다[2.2.51, 2.2.52].

  생물학적 탈질에서의 박테리아는 nitrate나 nitrite 이온을 기체화된 질

소나 질소산화물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한다[2.2.53]. 이것은 유기성 탄소

원(carbon source)이 혐기성조건하에서 기생(facultative) 박테리아에 의

해 산화되는 것과 같은 전자(수소) 받게 역할을 하는 dissimilatory 

reduction 공정이다. 이 공정은 nitrate나 nitrite 이온이 생물학적으로 

cell의 대사로 인해 ammoium으로 전환되는 것과 같은 assimilatory 반응

과는 완전히 다르다. 산소가 없을 경우 많은 heterotrophic 박테리아는 

전자 받게로서 nitrate 이온을 이용한다. 탈질화 박테리아는 초기에는 유

기성 기질을 분해시킨다. 여기서 이산화탄소와 수소 이온이 발생하며, 이 

수소 이온은 산소의 공급원으로서 nitrate를 이용하며, 공정의 최종생성물

서 질소와 물이 발생된다. 이 같은 과정을 Fig. 2.2.1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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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1. Denitrifying bacteria uses the nitrate ion as the 

hydrogen acceptor with water and nitrogen gas as 

the end products.

  미국 ORNL의 Y-12 Plant는 우라늄의 정제를 수행하던 곳으로 많은 

양의 질산염 폐액을 갖고 있으며 이들 폐액은 4개의 pond에 보관한 후 

처리하였다. 폐액의 조성은 높은 농도의 질산알루미늄이 36 wt%, 질산칼

슘 3.3 wt%, 질산마그네슘 1.7 wt와 59 wt%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물학적 공정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공정 조업 변수들이 있다.

   - C/N ratio

   - 체류시간

   - nitrate 농도

   - 교반

   - phosphate nutrient

  ORNL에서는 이 폐액을 처리하기 위하여 batch, packed column, 

flow-through stirred-bed reactor의 성능 실험을 하였다. 폐액에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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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불용성 물질, calcium carbonate, aluminum hydroxide와 biomass 

등이 혼합되어 있어서 최종적으로 Fig. 2.2.12와 같은 stirred bed 

reactor를 선정하였다.

  110,000 ppm의 nitrate ion이 함유된 폐액으로 미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므로 폐액을 약 100 ppm이하로 희석하여 반응기에 공급하였다. 폐

액의 pH는 4.7이었으나 carbonate ion을 과량으로 첨가하여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인 pH 6.9로 조절하여 주었다. Carbon source로서 여러 가

지 유기물이 고려되었으나 사용의 용이성 및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여 

메탄올을 선정하였으며, 폐액의 중화 목적으로 또 다른 carbon source인 

아세틱산을 함께 사용하였다. 사용처리 결과 폐액 1 L 당 nitrate ion을 

하루에 약 13 g까지 분해시켜, 25,000 gallon 용량의 반응기로 nitrate 

ion을 하루에 2700 lb를 분해시킬 수 있었다.

Fig. 2.2.12. Stirred bed reactor design effectively used in pilo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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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ORNL에서는 continuous flow-stirred reacto(CFSR), stirred 

bed reactor(SBR), fludized bed reactor(FBR) 3종류의 bench scale의 

반응기를 사용하여 생물학적 탈질시의 문제점 및 탈질의 효율성 비교 실

험을 수행하였다[2.2.54]. 여기서 폐액은 NH4, Ca 및 Na nitrate가 함유

된 고농도의 질산염 모의용액을 사용하였다. 약 8.3 L 용량의 CFSR은 

denitrifying culture가 마그네틱 stirring bar로 부유되는 glass carboy로 

구성하였고, 유입액은 약 0.13 cm3/s의 유속으로 하부에서 공급되고 상부

에서 유출되도록 하였다. Glass pipe(68.5 X10.2 cm ID)로 만들어진 

SBR은 250-590 μm의 크기의 무연탄을 약 3.7 L 가량 채워 넣었다. 베

드는 스테인레스 스틸 stirrer로 약 2 RPM 정도의 매우 낮은 속도로 교

반하였다. FBR은 하부와 상부의 직경이 약 2.54에서 5.08 cm로 

tapering 되어 있고 내부에는 약 0.54 L의 무연탄을 채워 넣었다. 베드는 

약 1.3 cm3/s의 유속으로 유동화시키면서 유입액의 공급속도를 0.15에서 

0.2 cm3/s의 속도로 공급하였다.

  탈질속도는 FBR, SBR, CFSR 각각이 330, 23, 5.3 g NO3-N/m3/s로 

FBR이 가장 우수하였다. 하지만 폐수의 특성이나 환경에 방출해야하는 규

제와 같은 다른 인자들 또한 반응기의 선정에 있어서 고려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베드가 연속적으로 재생되지 않는다면 Ca nitrate 용액은 FBR의 유동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CaCO3의 축적을 야기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NH4NO3를 주성분으로 하는 2.5 kg NO3-N/m3 이상의 nitrate 용액은 Ca이

나 Na를 주성분으로 하는 용액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탈질이 되었다. 1 kg 

NO3-N/m3 이하의 농도에서는 Ca과 NH4의 nitrate 용액의 경우 탈질 속도

가 큰 차이는 없었지만 Na의 nitrate 용액은 탈질속도가 이들보다 낮았다. 

따라서 특정 시설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질산염 폐액의 생물학적 탈질은 

반응기뿐만 아니라 폐액의 조성, 유출수의 방류 규제 등도 같이 검토해야만 

한다. 이들 세 종류 반응기의 성능 실험을 수행한 결과 FBR이 SBR과 

CFSR 보다 각각 10-15배와 50배 가량 탈질 속도가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1982년 ORNL에서는 여러 종류의 탈질 반응기의 성능 실험을 수행한 

후 파일롯 규모의 유동층반응기의 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2.2.55].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물학적 탈질은 공급액 내에 생물학적 탈질이 효



- 61 -

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야 하며 탈질 공정에 방해되

는 물질을 최소화 해주어야한다. 따라서 공급액에는 박테리아가 살아갈 

수 있는 필수적인 성분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필수 성분으로는 탄소원, 무

기염류(micronutrient), nitrate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고농도의 탈질에 있

어서 nitrate에 상응하는 양이온들이 탈질을 방해할 수도 있으며, Ni과 같

은 금속원소가 저농도로 함유되었을 경우 또한 탈질을 방해하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탈질 속도는 nitrate 농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므로 탈질이 

가능한 농도까지 높여주는 것이 유리하나 이에 따르는 양이온들이 방해작

용을 일으킬 수 있다. 탈질은 phosphorous의 농도에 의존하지만 이들 양

이온들이 phosphorous와 complex를 형성하여 phosphorous의 양이 줄어 

탈질속도를 저하시키게 된다. Table 2.2.4는 공급액 내에 포함 가능한 각 

양이온들의 상한치를 나타낸 것이다[2.2.56].

 Table 2.2.4. Concentration limits of complementary cations.

Cation Concentration (g/L)

NH4
+

Na+

Ca2
+

0-20

0-40

0-50

  파일롯 시험에서 Ca2
+와 Na+ 이온의 농도는 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농도인 10 g/L를 사용하였다. 탈질에서는 탄소원이 필요하며, ethanol, 

methanol, acetate, citrate 등이 성공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들이 혼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ethanol Calbiochem kit[2.2.57]로 쉽게 농도

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ethanol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탄소원은 탄소

와 질소비(C:N)가 1.1과 1.4로 조절하여 공급액을 주입하였다. 또한 탈질

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Table 2.2.5와 같은 무기물이 필요하며, 여기

서는 sodium phosphate를 유입액에 유출수에서 잔류 phosphate의 농도

가 5 g/m3이 되도록 40 g/m3을 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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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5. Feed additives.

Additive mix Concentration, mg/g NO3
-

MgSO4

Dow-Antifoam "A"

Trace metal solution

3.4

3.4

 0.34

Trace metal solution mix Concentration, g/L

H3BO4

ZnSO4.7H2O

(NH4)6Mo7O24.4H2O

MnSO4.7H2O

CuSO4.5H2O

FeSO4.7H2O

KI

Fe-chelate

 1.0

 0.4

 0.2

  0.25

  0.45

  0.25

 10.0

200.0

  탈질시 중금속과 같은 불순물들이 방해제로 작용한다. 생물학적 탈질과

정에서는 유입액의 pH를 7.0～9.5로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이들 중금속 

이온의 용해도가 매우 낮다. 따라서 폐액의 pH 조절이 필요한 경우라면 

유동층에 폐액을 공급하기 전에 이들 중금속을 침전 제거시키는 것이 바

람직하다.

  유동층 bioreactor에서 탈질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박테리아의 부

착성이 중요한 요소이다. 입자(약 30～60 mesh의 무연탄)에 부착된 

biomass는 biorector에 유입되는 질산염 폐액의 공급함으로서 유동화되

며 탈질 시 질소 bubble이 생성되어 대기로 방출된다. 반응기 내에서 

biomass의 성장은 biomass가 부착된 입자를 제거하고 과량의 biomass를 

제거하기 위한 30 mesh의 vibrating screen에 이들 입자를 보냄으로서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반응기 내의 박테리아의 양을 

dry-weight base로 약 10～20% 정도로 유지하게 된다. Fig. 2.2.13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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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층 생물학적 탈질의 기본적인 공정도이다. 효율적 탈질을 위해 이 같은 

module이 직렬 혹은 병렬방법의 다단으로도 설치 가능하며 ORNL에서는 

직렬 2단으로 탈질을 수행하였다.

  

Fig. 2.2.13. Basic process flowsheet for biological denitrification.

  이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Y-12 plant에서 발생한 폐액의 탈질 처리가 

수행되었다. 여기서 사용된 박테리아는 55 gallon의 드럼에서 배양하였으

며, 이 박테리아는 30에서 60 mesh의 무연탄과 함께 주입하였다. 초기 

유입되는 폐액의 nitrate 농도는 1000 ppm이었으나 반응기에서 유출되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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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액의 nitrate 농도가 500 ppm이 될 때까지 재순환하였다. 이 같은 재순

환은 유동층 반응기에서 박테리아가 무연탄에 접착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재순환비를 9:1로 조절하여 재순환 하였다. 반응기 내

의 온도는 28에서 32℃, 폐액의 pH는 약 7.0으로 조절하여 폐액을 처리

한 결과 유출수의 nitrate 농도를 1 ppm이하로 줄일 수 있었다.

  1987년 미국 Westing House에서는 FBR을 사용하여 FMPC(Feed 

Materials Production Center)의 폐수를 생물학적으로 탈질 처리를 하고

자 pilot 규모의 실증 시험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16,000,000 gallon의 

폐액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다[2.2.58]. 폐액 내에 함유된 nitrate는 총 

4700 kg 이었고, 약 773 mg/L의 농도의 폐액을 105 gpm의 유입속도로 

유동층 반응기에 공급하여 처리하였다. 이 결과 nitrate를 하루에 448 kg

의 속도로 처리할 수 있었으며, 그 제거율은 약 97% 이었다.    

  나. 슬러지 제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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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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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2단계 공정을 개발하였는데, 1단계는 저압 수력 

이동기술로 폐액을 순환시키고 슬러지를 부유하는데 최소의 동력을 사용

하고, 2단계는 화학적 기술로, 미부위 잔류물을 옥살산으로 용해시키고 수

세 후 수력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2.2.59]. 실제규모의 방사성 

폐기물 탱크 mockup 실증을 통해 효과적인 제염 반경은 jet momentum

에 비례함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슬러지에 대한 옥살산 용액에 의한 용해 

실험결과, 95% 이상의 용해 결과를 얻었다. 이와 함께 Savannah River 

Plant의 폐기물 탱크 내 25L 슬러지 시료 채취용 장치를 개발하였는데 

실린더형 시료 용기는 내부 장입이 가능한 형태로서 pipe로 슬러지 층을 

통해 채취기를 설치 시 슬러지는 환상부로 흡입되는 특징을 보유하였다.

  또한 SRP에 보관중인 사용 폐기된 23개의 고준위 폐기물 저장탱크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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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에 이송작업을 수행하였다. steam jet circulator를 사용한 1900만 L의 

salt cake의 용해는 내용물의 온도를 증가시켜 부식유발 가능성과 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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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냉각이 필요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salt 용해 메카니즘을 조사한 결과, 

cask Table면에 물의 접촉능이 salt 용해 속도의 주 영향인자이며 밀도차

에 의한 기계적 교반기를 bench규모로 개발하여 실제 폐기물 탱크에서 

실증하였다. (85배). 밀도차를 이용한 교반장치는 salt cake내 제올라이트

나 sludge 존재에 방해를 받으며, steam jet circulator와 밀도차 이용 기

술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계적 교반 기술이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2.2.60]. 

  미국 Savannah River Lab.에서는 Defense Waste Processing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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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실증시험을 수행한 결과, 고준위탱크내에서 수행한 Al 용해, 슬러지 

세척 및 침강 실험 등을 통해 비교적 성공적인 실증결과를 확보할 수 있

었다[2.2.61].

  미국 Allied Chem. Corp.에서는  Idaho Chemical Processing Plant의 

핵연료 저장 basin내 5～7Cm 두께의 슬러지 제거program을 수행한 결

과, 이 슬러지를 대규모 저장 탱크에 진공으로 수거하여 이동형 콘크리트 

vaults에 이송하여 고화 하는 기술을 사용하였다. 48,150 L의 슬러지가 

제거ㆍ고화되어 방사성 폐기물 관리단지에 안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었다

[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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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ne scrubbing 시설을 포함한 6개의 실규모 탈황시설에 생성된 폐 슬

러지의 탈수성능 시험을 수행한 결과, pilot 규모 원심시험 및 bench 규모 

농축ㆍ여과 시험을 수행하여 장치 설계 및 규모 기준을 최적화하였다. 충

진재로 사용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탈수 시 채취한 슬러지 시료에 대한 

물리적 성질을 조사한 결과 구조적 성질이 약해 슬러지 고정화 없이는 충

진 구조재로 사용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슬러지의 탈수특성은 

입자의 크기분포에 관계되고 불연재와 sulfate/sulfite비가 클수록 탈수효

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2.2.63].

  CEC(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서는 프랑스 

chooz 원전에 응집ㆍ침전 설비에 의해 방사성 유출물을 연속 처리하기 위해 

500l/h의 불연속 lab 규모 설비에서 시작해서 5m3/h의 산업규모까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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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수행하였다. ferric chloride에 의해 침전된 copper-ferrocyanide 

floc를 사용하여 방사능을 흡착시킨 후 물은 여과되는 기술을 사용하였으

며, 여러 단계의 기초실험 및 개선 후 요구 제염조건에 만족되고 허용가

능 배출량의 약 5～10%까지 방사능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기술적 및 경제적 관점에서 증발법에 비해 응집기술이 효과

적으로 확인하였다[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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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도의 actinides에 응결제와 철 및 lime이 주성분으로 함유된 년간 200 

drum (55gallon)의 슬러지(약 60톤)처리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유입 폐액

중 주로 actinides를 분리하여 약 98%까지 sludge의 양을 줄이려는 목적

하에 R&D 수행할 실적이 있다[2.2.65]. 

  미국 Oak Ridge에서는  PORTS(Portsmouth Gaseous Diffusion 

Plant)의 우라늄 회수 및 장치 제염 중 발생된 raffinate 내에 함유된 고

농도 질산, 독성 중금속 및 저준위 방사성핵종(U235,Tc99)제거를 수행한 

결과,  poly-4-vinyl-pyridine (PVP) 수지(Reillex402)가 고농도 nitrate 

이온 함유 폐액중 Tc의 제거에 강염기성 음이온 교환수지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또한 저렴한 무기 화학제인 원소 철 및 ferrous 

sulfide(Greigite Fe3S4)가 nitrate 폐액중 용해성 Hg 및 Tc 제염에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2.2.66].

  미국 Idaho National Eng. Lab.에서는 Tinker AFB의 Industrial 

Waste Treatment Plant에서 발생된 sludge로부터 Cr 및 여러 다른 금속 

제거 기술을 개발하였다. sulfur 및 phosphorus 오염 존재하나 금속들은 

raw stainless steel로 회수가 가능하였으며, 미생물 사용 슬러지내 금속

제거는 비효율적 반면 화학적 추출 및 침전법이 더 효과적임을 밝혀내었

다[2.2.67].

  미국 Westinghouse Hanford Co.에서는 Hanford 탱크 폐기물 sludge 

분리를 위한 기본 공정으로 개선된 sludge 세척 기술을 개발하였다

[2.2.68].

  미국 ORNL에서는 ORNL 폐기물 탱크내의 약 40만 gal의 sludge를 재부

유시켜 새 탱크로 이송할 목적으로, 슬러지의 특성분석, 슬러지의 재부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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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및 부유상태의 유지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2.2.69].

  미국 Westinghouse  Savannah River Co.에서는 1990년부터 고농도 

폐액 slurry 및 저장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여과 및 안정화 기술에 대

한 연구를 통해, 기존 방법에 비해 94%이상의 폐기물 감용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2.2.70].

  독일 STEAG GmbH에서는 약 40년동안 운전된 우라늄 정련시설로부터 

발생된 우라늄 슬러지 폐액의 처리를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의 연구

는 상등액으로 되어 있는 폐액처리를 목적으로 실험실 규모의 역삼투막을 

이용하여 우라늄뿐만 아니라 라돈과 Arsenic을 동시에 처리하는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 처리수는 환경방출이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영국 Harwell 연구소에서는 우라늄함유 폐액 처리를 위해서 화학처리와 

한외여과막의 결합공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험실 규모의 연구를 수행하

였다. 폐액 내 우라늄과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화학제(흡착제, 착화

제)를 주입하여 우라늄이온과 결합시킨 후 한외여과막에 의해서 우라늄이 

결합된 화학제를 분리 제거시키는 개념으로 우라늄만을 선택적으로 제거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99%이상 제거가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영국 Harwell, 프랑스 Marcoule, 미국 Los Alamos Lab., 벨기에 Mol 

연구소 등에서 슬러지 탈수는 슬러지의 함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

는 물리적 방법으로 많은 기술들이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자력선진국에서는 슬러지 처리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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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이 고준위 핵분열 생성 핵종 및 초우라늄 원소 오염 슬러지로서 현재 

우리의 연구 대상인 우라늄 슬러지의 분리나 처리 기술과는 상이하며, 해

외 우라늄 변환시설은 수만톤급 규모로 당 연구기술의 적용대상인 우라늄 

변환시설규모(100톤)보다 대규모이고 슬러지 폐액의 조성 등 폐액의 특성

이 국내와 상이하다. 

  해외 우라늄 변환시설 등으로부터 발생된 우라늄 슬러지는 pond에 방

류하여 침전물은 침강시키고 자연 액체 증발을 통해 pond를 control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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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다. 따라서 현재 당 연구에서처럼 현장에서 직접 우라늄 함유 슬러지

를 처리 및 분리할 수 있는 해외 기술은 부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우라늄 제거기술

  슬러지에 함유된 우라늄 제거기술과 관련하여 제올라이트, 티타늄 산화

물, clay, 고분자 물질, 이온교환수지 및 철단괴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천연 및 합성 흡착제가 수용액 중 U의 흡착에 사용되어 왔다.

  sodium형 HEU계 Zeolite crystals에 의한 50～20,000ppm농도 단위의 

U흡착이 회분식으로 조사된 바 있다. 20,000ppm의 U 초기 농도에 대해 

11.68mg/g의 절대 U 흡착량이 얻어졌다. 반면, 분배계수 kd 값으로부터, 

상대 U 흡착량 즉 제거%는 100ppm 미만의 feed 농도에 대해 보다 높은 

값이 얻어졌다. zeolite에 의한 U 흡착 제거는, zeolite crystals의 내부와 

Table면 모두에서 일어나는 이온교환흡착과 표면침전을 포함한 여러 흡착

공정에 기인한다. 흡착은 용액의 pH에 크게 의존하며, 조사된 zeolite물질

은 아주 낮은 pH 영역에서만 관련되는 탈알루미늄현상에 대한 저항성이

나  낮은 초기 용액 pH에서의 저항성이 충분히 크다. 

  물속에서의 팽윤을 돕는 친수기와 우라닐 이온(UO2
2+)과의 착물화를 위

한 amidoxime기를 가진 새로운 고분자 흡착제가 Guler등에 의해 개발되

었다. 흡착제의 시안기(CN)는, NH2OH/CN=1.25의 몰비로 3～4일간 

hydroxyl -amine용액과 반응시킴으로서 amidoxime기로 변환되었다. 이 

고분자 흡착제는 U에 대한 매우 높은 흡착능과 수용액 상에서의 매우 높

은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clays 또한 U(Ⅵ)의 흡착제로 사용되었다. (Benes 등 1997) 용액의 

pH, humic substances의 농도 및 clay/용액 비에 따른 흡착이 조사되었

다. humic substances의 존재는 저 pH 영역에서 clay-humate complex 

생성에 기인하여 uranium 흡착을 증진시킴이 보고되었다. 

천연 퇴적물 및 광석이 U제거에 최근 관심이 되었다. 1997년 Sato등은 

철단괴(iron nodules)를 사용하여 지표수로부터 U 제거능을 조사하였다. 

철단괴는 현저히 큰 U 제거능을 보여주었다. nodules 내 U의 농축정도는 

약 8wt.%까지 도달하였다. U 제거에 있어 초기단계는 흡착이지만, 단괴 내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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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copper uranyl phosphate micro-crystals의 침전에 의해 고정화 되

었다. 

  vitrified-, saltstone-, grout-waste forms으로부터의 leacheates, 많

은 저장탱크로부터 폐액을 포함한 많은 U 오염원은 0.5M 이상의 높은 이

온강도와 10이상의 높은 pH 특성을 갖는다. 

  carbonate mineral phase를 포함한 천연 퇴적물에 의한 U(Ⅵ)의 흡착

에 대한 이러한 기본 화학적 조건의 영향이 Kaplan 등에 의해 회분식 실

험으로 조사된 바 있다. pH 8.3, 이온강도 0.02M에서 U(Ⅵ) 흡착은 3.

3～100㎍/l UO2
2+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온강도의 농도가 14mM로 

증가됨에 따라 U(Ⅵ)-kd 및 solubility값은 변하지 않았지만 pH가 8.3에

서 9.3으로 증가됨에 따라 kd값은 1.07에서 2.22㎖/g으로 2배 증가하였

다. pH 10.3 이상에서는 U(Ⅵ)함유 solids의 침전이 생성되어 겉보기 kd

값은 ＞400㎖/g이 얻어졌다. 그러나 sediment가 존재하지 않으면 침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침전이  불균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pH 10.5 이

상의 carbonate 계에서는 거의 중성 pH계에서 보다는 U(Ⅵ)의 mobility

가 훨씬 작다. 

  수용액으로부터 U 자체의 흡착에 대한 조사와 함께, 다른 금속과 U의 

경쟁흡착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대부분의 최근 연구에서 Wei 등

(1998)은 사용후 핵연료 내 다른 핵종으로부터 U(Ⅵ)의 분리에 대해 조사

하였다. 이를 위해, 관능기로 benzimidazoles 그리고 porous silica 

beads에 embedded된 수지인 음이온 교환체, AR-01을 제조하였다. Cs

(Ⅰ), Sr(Ⅱ), Rh(Ⅲ), Mo(Ⅳ) 그리고 3가 희토류 금속 등과 같은 대부분

의 핵분열생성물(FP)은 거의 흡착이 안 되어 U(Ⅵ)로부터 효과적으로 분

리되어질 수 있었다. Cerium(Ⅳ)은 강하게 흡착되었으나 점차 음이온 교

환체에 의해 비흡착성 Ce(Ⅲ)로 환원되었다. Zr(Ⅳ)는 약한 흡착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U(Ⅵ)와 부분적으로 혼합되었다. 

  anionic nitrosylnitrato-complexes의 형태로, Ruthenium(Ⅲ)은 넓은 

UNO3 농도 범위에서 매우 강한 흡착을 나타내었다. 

Palladium(Ⅱ)은 음이온 교환체와 형성된 착물에 기인한 강한 흡착을 보

였다. 흡착된 Pd(Ⅱ)은 thiourea에 의해 효과적으로 elution되었으며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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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및 FPs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

  biosorption과 침전이 결합된 방법으로 brewery yeast을 사용해서 용

액 중 U의 제거가 Riordan등에 의해 조사되었다. local brewery로 부터 

unwashed biomass는 360㎎-U/ g-dry wt. biomass의 겉보기 최대 

bio-sorption capacity를 나타내었다. sorption전에 biomass를 washing

한 경우 capacity는 150㎎/g으로 감소되었다. 

  폐액 처리를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금속이온의 전기흡착이 지난 10여년

간 큰 주목을 끌어왔다. 활성탄소, carbon aerogels, 이온교환수지 등이 

전극/흡착제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전기흡착에 의한 uranium 폐액의 처

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구도 보고되지 않았다. 

  지표수로부터 carbon aerogel electrodes에 의한 chromium ions의 전

기흡착이 Farmer 등에 의해 조사되었다. 이들이 사용한 전극은 매우 큰 

비표면적(400~1100㎡/g)과 특별히 낮은 전기저항성(≤40㏁․cm)을 갖는 

재료이다. 현장 실험결과 HCrO4
-/CrO4

2-/Cr2O7
2- 형태의 6가 Cr이 530㎎

/l TDS를 갖는 오염지표수로부터 제거되었다. Cr(Ⅵ)의 농도는 35에서 지

Table수의 배출허용기준인 11㎍/l 보다 낮은 2㎍/l로 감소되었다. Cr(Ⅵ)

의 분리는 단순한 전기 이중층 충전의 결과보다는 carbon aerogel anode 

상에서의 chemisorption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으로 제조된 활성탄소에 의한 수용액 중 lithium 

이온의 가역 흡착에  대한 조사가 1998년 Frackowiak에 의해 수행되었

다. 탄소체의 흡착성질은 탄소체의 표면과 구조(기공부피, 기공크기 분포 

및 비표면적)에 대한 물리 화학적 성질에 의해 엄격하게 정의된다. 전기화

학적 분극은 탄소체의 표면 관능기의 개질에 의해 수행되었다. Li 이온의 

흡․탈착에 대한 산소 함유 관능기의 영향이 전기 화학적 분극의 존재 유․
무에 따라 조사되었다. 흡착공정동안 활성탄소의 음극처리(cathodic 

treatment)는 Li 이온 흡착을 크게 증가시켰다. 전기이중충의 충전의 역할

과 carbon/전해질 계면에서의 성질이 흡착제의 구조적/표면성질과 함께 

고려되었다. 

  1998년 Grebenyuk 등은 전기흡착과 이온교환수지에 의한 electrodialy

-sis 결합방법으로 금속이온의 제거에 대한 연구를 보고한 바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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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방법은 전기 도금 폐액 중 Ni2+와 Cu2+의 제거에 효과적이었다. 양이

온 교환 및 양쪽성 수지가 충진된 electrodialysis cell의 탈염 

compartment에서의 이온 흡착이 전류의 가용 여부에 따라 조사되었다. 

전류 미가용의 경우, 수지 종류와 이온제거 효율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

인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전류를 가용한 경우, 금속이온 제거는 미가용 

경우에 비해 6배 정도 높았다. 이런 효과적인 흡착은 수지와 용액 사이의 

경계층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 반응에 기인한다. 이 방법은 Cu2+함유 용

액에 적용할 수 있음이 관찰되었다. 

  금속이온 이외에도 수용액 중 유기화합물 또한 전기 흡착 기술에 의해 

제거되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carbons 흡착제의 표면이 흡착증가를 위

해 분극되었다. 세 종류의 입상활성탄에 의한 chloroform의 흡착 및 전기

흡착이 가용전위, 전위 cycles 수, 온도, pH, 폐액농도 및 활성탄의 화학

적 성질을 포함한 공정변수의 함수로서 1996년 Hazourlis등에 의해 조사

되었다. 음의 전위는 chloroform 흡착을 증가시킨 반면 양의 전위는 반대 

효과를 나타내었다. 전위 cycles의 반복은 chloroform 제거 증가를 유발

했다. 흡착 용량은 초기 chloroform 농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온도가 낮을

수록 증가하였다. 흡착 엔탈피는 10kJ/cal로서 물리흡착에 해당하였다. 전

기이중층 용량은 5 - 10mF/㎡ 이었으며, molecular adsorption model이 

제안되었다. 

  1998년 Ban 등은 흡착능에 대한 charge의 영향과 흡착에 대한 가용 

bed전위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활성탄소체 상에 여러 전위(+1V, -1V, 

0V)를 가하여 몇몇 소수성의 model substances의 흡착 등온선을 측정하

였다. 모든 경우에, 약 1M의 이온강도를 갖는 전해질 내에서 흡착평형은 

가용전위 의존성을 보여주었다. 전기흡착의 경우, one cycle 적용에 의해 

5배의 농도 증가가 이루어졌다. 탈착 시 물 대신에 methanol을 사용하므

로서 약 100배 만큼의 농도증가 결과를 나타내었다. 활성탄소체의 흡착용

량 변화는 적용 cycle수에 따라 단지 약간의 변화만을 나타내었다.  

3. 국내의 연구개발 현황 

  국내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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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1999년에 변환시설 라군폐액 처리

방안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상등액은 5 ppm 이하의 

우라늄이 함유된 초기 함수율 35 %의 주로 염성분으로 구성된 용액으

로 상등액의 감용을 위해 증발기 내에서의 비등처리와 같이 열을 가하

는 기계적인 탈수 처리공정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감용비를 2 이상 얻

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2.2.71].

  연구로 1,2 호기의 운영으로 발생한 슬러지 폐액의 처리를 목적으로 

슬러지 폐액의 전처리 기술과 탈수 기술에 대한 기술현황을 분석한 바 

있으며, 모의 슬러지 폐액을 대상으로 filter press 및 원심분리법에 의

한 기초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2.2.72-2.2.73]. 

  방사성 액체 폐기물 탈질 공정에 관련해서는 장수명 핵종의 핵변환 기술

을 위한 일련의 군분리 공정 중 방사성 폐액의 탈질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2.2.74]. 고준위 폐기물의 관리 방안으로 이를 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핵종 

별로 군(group)으로 묶어, TRU군, Cs/Sr군, 백금족 원소군 및 기타 원소군 

으로 분리시키는 군분리(partitioning)기술 및 군분리된 장수명 핵종(long- 

lived  radionuclides)인 TRU군을 원자로나 가속기 등을 이용하여 단반감기 

(short half-life)의 핵종이나, 안정(stable)한 핵종으로 변환시키는 핵변환 

(transmutation) 기술이다. 군분리 공정은 첫단계로 폐액중에 잔존하는 

U(Pu)을 TBP(tri-butyl phosphate)를 사용하여 용매추출로 회수하는 공정

으로서, 이는 이들 원소의 방사성 독성이 강하고, 후속공정에서 군분리된 

TRU 핵종군에 존재할 경우 불순물 및 독성으로 나쁘게 작용하며, 질산 용액

중에서 U(Pu)의 산화수상태 및 그 고유 특성이 다른 TRU원소들과는 틀려, 

군분리 공정 초기 단계에서 먼저 U(Pu)을 제거하는 단계이다. 둘째로는 개미

산(formic acid)에 의한 탈질(denitration) 공정으로 재처리 조업 조건에 따

라 27M정도인 HLLW의 질산 농도를 후속 공정인 수산(oxalic acid)에 의한 

공침전 공정(co-precipitation) 및 HDEHP (di-(2-ethylhexyl) phosphoric 

acid)에 의한 용매추출 공정에 주입되는 용액의 질산 농도(0.5M 이하) 수준

으로 감소시키는 것과 후속 공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즉, 수산 공침전시 

알카리금속 및 알카리토금속 계열의 원소를 TRU/란탄족 원소군과 공침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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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Zr이나, 또는 용매추출시 제3상(third phase) 형

성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Zr이나 Mo와 Fe의 일부분을 공침전하여 

미리 분리, 제거하는 단계이다. 셋째로 수산을 사용한 침전 공정은 TRU 원소

와 란탄족 원소를 공침시킴으로서 이들 핵종들을 Cs/Sr군, 백금족 원소군 및 

기타 핵분열 생성물들과 분리하고, 공침된 침전물(TRU/란탄족 원소군)을 과

산화수소수로 재용해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용매추출 공정은 침전 공정

에서 분리한 TRU/란탄족 원소에는 Sr, Fe, Ni등과 같은 여러 가지 핵종들이 

미량 함유되어 있어, HDEHP를 사용하여 TRU/란탄족 원소군을 추출한 후 

DTPA (diethylenetriamine pentaacetic acid)를 사용하여 상호 분리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개미산을 사용한 탈질 공정

이 연구된 바 있으나 라군에 저장되어 있는 우라늄 슬러지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폐기물에 대한 탈질 공정은 연구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우라늄 슬러지 폐액 처리기술은 핵연료 변환시설의 가동 정지 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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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처리기술 및 슬러지 탈수기술의 개발 사례가 미비하다.

  우라늄함유 폐기물은 발생 시설의 사용목적에 따라 폐기물의 특성이 매

우 다르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처리기술이 요구된다. 국내 우라늄 변환 

시설은 이산화우라늄분말 생산과 관련 연구개발 시설로, 변환시설 라군 

폐기물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되어 우라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

무기 화학물질이 혼합된 혼성폐기물로서 다양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의 

처리 기술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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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개발 사례조사에 대한 평가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의 우라늄 변환시설 등으로부터 발생된 우라늄 

슬러지는 pond에 방류하여 침전물은 침강시키고 자연 액체 증발을 통해 

pond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현재 당 연구에서처럼 현장에서 직접 

우라늄 함유 슬러지를 처리 및 분리할 수 있는 해외 기술은 부재한 실정

이다. 해외 슬러지 처리기술은 그 주요 대상이 고준위 핵분열 생성 핵종 

및 초우라늄 원소 오염 슬러지 등이 대부분으로, 현재 우리의 연구대상인 

우라늄 슬러지의 분리나 처리 기술과는 상이하다. 

  해외 우라늄 변환시설은 수만톤급 규모로 당 연구기술의 적용대상인 우

라늄 변환시설규모(100톤)보다 대규모이고 슬러지 폐액의 조성 등 폐액 

특성이 국내와 상이한 특성을 갖는다. 

  방사성 폐기물에서 denitration 공정 기술 현황 조사결과, 대개는 고준

위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것으로서 변환 라군 우라늄 슬러지에 직접 적용 

불가하므로 우리의 독자적 공정 개념 도출이 필요하다.

  오염된 폐액으로부터 우라늄(Ⅵ)의 제거와 회수 방법으로, 미생물에 의

한 환원/침전, 응고, lime-softening, 이온교환, 활성 알루미나나 활성 탄

소에 의한 흡착 등과 같은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방법

들이 사용되어 우라늄(Ⅵ) 제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용되었으나 이러

한 많은 기술들은 폐수 속 우라늄(Ⅵ)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때 그 

기술들의 제한된 용량 때문에 적용에 한계가 있음. 금속의 전착에 다공성 

탄소전극의 사용이 널리 연구되어 초기에는 carbon nanofiber monoliths

나 석탄 원료 carbon foam 등의 다양한 탄소 물질에 의한 구리, 납, 카드

뮴과 니켈의 전착이 매우 효과적 결과가 얻어졌으나 우라늄과 스트론튬 

같은 몇몇 금속의 경우 이들 양이온의 환원 전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전

착은 실용적 방법이 아니므로 전착의 대체기술의 하나로 전기흡착에 대한 

연구개발이 시도됨. 전기흡착기술은 음으로 충전된 탄소 표면위에 금속 

양이온을 정전기적으로 포획하는 메커니즘의 흡착기술로 탄소 표면에 가

용된 전위가 원소 상태로 금속을 환원시키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산소

를 포함하고 있는 표면기의 해리에 의해 야기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표

면 음전하보다 더 효율적으로 양이온을 끌어당겨 흡착할 수 있으므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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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용량은 충전된 표면에 의해 크게 향상됨. 전기흡착은 탄소체의 높은 

전기 전도도와 높은 흡착 용량을 이용하고 단순 전위 역전에 의한 탈착 

및 전극흡착제의 재생이 용이한 특징을 기지며, 이온교환, 역삼투, 전기투

석, 및 증발법에 비해  오염이 적고, 에너지 효율적이고 소요 비용이 적은 

경제적인 기술이다. 전기흡착의 장점을 인식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선진국에서는 기존 처리기술로 처리하기 어려운 오염의 제거나 고

가원소의 회수에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연구와 상용화연구를 진

행 중이다. 

  일본의 경우, 재 변환공정에 의해 생성된 우라늄 함유 폐액의 처리에 

규사와 소다회가 주성분인 물유리를 사용한 공침법을 통해 발생된 침전물

을 질산 처리하여 우라늄은 추출회수하고 물유리 케익의 잔류물은 건조 

후 저준위폐기물로 드럼에 포장하는 공정을 채택하여 연간 700m3의 폐액

처리에 35 drum의 고체폐기물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공정은 복잡

하고 2차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

로운 처리 공정을 연구개발한 바, 이 신공정에서는 흡착제로 비 용해성 

형태의 tannin으로 부터 제조된 TANNIX를 사용하여 비교적 소량의 금속

성 불순물을 함유한 안정된 우라늄 산화물만을 발생시키는 방사성 폐기물

의 감축이 큰 기술로 최근소개 되었으나,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고 실

험실 규모의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기술개발 초기의 단계이다. 이 공정은 

비교적 흡착능이 높고 새로운 소재의 활용기술로 주목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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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토양폐기물 제염공정

          

  오염토양 제염 및 오염지역 부지 환경복원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

되고 있다. 미국 PNNL에서는 맨하탄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던 Hanford 

site를 청정화 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기술을 개발․실증하였음. 실증된 

기술로는 six phase soil heating, sludge decontamination by chemicals,  

electrokinetic soil remediation, soil washing 등이다.

  러시아의 Kurchatov 연구소에서는 대규모 오염지역의 제염을 위해 미

생물 및 식물류(phytoremediation) 기술을 개발하였다. 영국의 AEA 및 

BNFL 에서도 동전기적 토양 복원 및 생물학적 복원기술을 개발 실증하

였다. 그리고, 벨기에의 SCK․CEN 에서도 동전기적 토양 복원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프랑스의 SGN은 미국의 Flour Daniel, Lockeed Martin 등과 

공동으로 Hanford site 복원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국내 오염토양 폐기물 제염공정 장치개발 및 실증과 관련된 연구를 수

행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 1996년의 토양제염 기술 현황 분석과 함께 1997

년부터 1999년까지 방사능 오염토양 제염 기초 연구를 소규모로 수행하였

다. 광운대학교, 경희대, 한국과학기술원, 연세대, 서울대, 충남대 및 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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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대조 바이오텍, 한국건설기술 연구소, 대우기술연

구소, 한국자원연구소, 선경연구소, 대한 토양환경 연구소, 식품의약품 안

전청, 독성연구소, 삼성연구소, 선경연구소, KIST 등의 연구소가 오염토양 

제염관련 연구를 수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일 분석센터(주), 엔비자인(주), 동진분석기술 연구소에서는 토양,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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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으로 수행하는 용역업체들임. 환경클리닉 센터, 에코솔류션, 한국환경 콘

설팅, 엔비자인, 지오그린 21, 강원 E & C, 서울 환경컨설팅 등에서는 외

국의 환경관련 회사와 계약을 맺어 토양복원을 위한 자문을 수행하거나 

오염 토양을 직접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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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토양․우라늄 폐기물 고정화 및 자체처분

안전성 평가기술

1. 토양 및 우라늄폐기물 고정화

  국내 및 국외의 고정화 사례로서는 미국 Applied Innovations사의 토양 

고정화, 미국 Meltran사의 유리고화, 캐나다, AECL-CRL사의 아스팔트고

화, KAERI의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에 의한 폴리머고화 등이 있다. 

  가. 미국, Applied Innovations, Inc의 토양 고정화

  Applied Innovations, Inc의 AII grout system은 여러 가지 시멘트와 

모래, 폐기물과 별도의 첨가제를 결합한 시스템으로 높은 압축강도를 유

지하면서 많은 양의 폐기물을 함유하도록 설계되었다. 공정은 저준위 및 

혼합 폐기물을 안정화하기 위해 슬랙 시멘트를 혼합하고 필요에 따라 

silica fume이나 fly ash를 첨가하여 고화한다. 본 공정은 ANL과 공동으

로 시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폐기물 : Tc, U, Cs을 함유한 슬러지 및 중금속(오염토양)

   - 침출시험결과 : 기준 이상

Tc U Cs Cd Hg Ba As

침출지수 15 22 15 18.5 16 15 18.4  

   - 압축강도 : 6,000psi 이상

   - 유리수 없고 침출특성 양호

   - 분리 저항성이 크고 장기 안정성 양호

   - TCLP(Toxic Characteristic Leaching Procedure) 시험결과

     

waste loading by 

weght

Soil A

238 ppm Hg

Soil B

21,400 ppm Hg

30％ 0.012 ppm 0.119 ppm

50％ 0.001 ppm 0.193 ppm

70％ 0.008 ppm 0.302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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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국, Meltran사 및 한국중공업의 유리고화

  미국 MeltTran사는 INEEL의 PAM(plasma arc melter)에 의해 방사성 

폐기물을 분해/처리하는 기술을 상용화하였다. 이 기술은 전처리(기계적으

로 파쇄)한 다음 plasma arc로 분해/처리하고, 최종 잔재물은 모래를 투

입하여 유리고화 하는 것이 특징으로 기존의 안정화된 방사성 폐기물 드

럼도 처리가 가능한 공정으로서 방사성 폐기물 전처리 공정인 

MHS(material handling system)은 crusher/shreder, feeding assembly, 

lock assembly, isolation assembly 등으로 구성되며, 외부에 방사능 물

질이 누출되는 것을 차단한 상태에서 방사성 폐기물 드럼을 1 cubic inch 

정도의 크기로 분쇄/절단한다. 절단된 방사성 폐기물은 전극 사이의 Joule 

Heating에 의해 발생된 고온의 plasma 용융로 내로 투입되어 용융되며 

방사성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운전온도는 자동으로 조정된다.

  Melter로부터 발생되는 gas stream은 thermal oxidizer에서 산소에 의

해 완전히 산화되어 유해물질을 파괴한다. 이어서 여기서 나온 고온 배기

체는 1차적으로 spray quench에서 급냉하여 유해 가스를 응축, 제거하는 

동시에 배기체 시스템의 작동을 원활히 하면서 열에 의한 기기의 손상을 

방지한다. 다음 spray quench에서 제거되지 않은 입자 성분은 

nebulizer-free jet scrubber- cyclone-chevron을 연속적으로 통과하면

서 두 번째의 입자 제거공정을 거친다. Nebulizer에서는 분사되는 물과 

입자가 결합하여 중력에 의해 liquor sump로 제거되고, nebulizer를 통과

한 아주 미세한 입자들은 free jet scrubber에서 V-shaped nozzle을 통

하여 분사된 물과 충돌/혼합되어 큰 입자로 재결합된 상태에서 cyclone 

및 chevron을 통과하면서 제거된다. 제 3단계로 pre-filter, carbon 

filter, HEPA filter를 연속적으로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잔존하는 유해 

입자를 제거하는 것으로 배기체 처리가 종료된다. 그리고, PAM system에

서 발생된 유리화 물질은 canister에 담아 rail을 이용하여 운반하며 배기체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2차 방사성 폐기물은 시멘트로 고화한다. MeltTran

사는 이 방법으로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감용비는 약 1/30 정도이

며, 이 system은 고온(Plasma 온도 5,000～6,000℃, 주변 온도는 2,00

0℃)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분해하면서도 Cs 등의 휘발을 효과적으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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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2].

  다. 캐나다, AECL-CRL & Ontario Hydro 아스팔트고화

  캐나다 AECL-CRL은 β/γ가 1～3μCi/cc의 CANDU waste를 아스팔트

로 안정화하여 감용비 10, total solid loading 25～30％, 유리수 1％ 이

내, 침출지수 7～9(ANS 16.1)인 고화체를 얻어 U.S NRC 요건을 만족하

였다. 박막 증발기(Thin Film Evaporator) 공정을 사용하였다. 특히 포틀

랜드 시멘트 고화체에 산화아스팔트(Air Brown Asphalt)로 protective 

over-coating하면 시멘트 고화체의 성능이 더욱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Ontario Hydro사는 아스팔트고화 장치를 이용해 방사성 폐액을 고화 

처리하고 있다.

  라. KAERI, UP에 의한 폴리머고화

  한국의 KAERI(한국원자력연구소)는 폐이온 교환수지 및 붕산농축 폐액

의 폴리머고화를 위해 UP(Unsaturated Polyester)를 사용하였다[2.4.3 

～  2.4.6]. 

  우선 분말형 폐수지(inactive)를 대상으로 불포화 폴리에스터를 매질로 

하여 고화실험을 수행하였다. 폐수지를 습윤 상태로 고화하여 좋은 결과

를 얻었으나 습윤 폐수지는 실제로 40～60wt％의 습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화체 인도기준의 유리수 0.5～1％ 조건에 불만족할 것으로 생각

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폐수지의 전처리 공정으로 탈

수 공정을 필수로 개발하여 사용 중이다. KAERI는 복합고화와 함께 폐수

지 및 EDTA 폐액의 습식산화에 대한 실험도 수행하였다. 다음 붕산농축 

폐액의 폴리머 고화를 위해 불포화 폴리에스터를 고화매질로 하여 수년간 

연구를 수행하였다. 붕산농축 폐액은 유리질로 고농축시 단단한 덩어리가 

되어 건조기를 막히게 하거나 건조기 벽과 교반축에 강하게 달라붙어 건

열효과를 급격히 떨어뜨리며 교반축의 부하를 증가시킨다. 또 붕산나트륨 

형태의 붕산염은 용해도가 높아 처분 시 핵종의 침출통로를 만들어 주어 

침출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붕산화물을 불용성이며 유리질을 띠지 않는 

물질로 바꾸어 줄 필요가 있어 붕산을 Ca 화합물로 전처리 한다. 즉,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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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폐액+가성소다+소석회를 혼합하여 입도를 증가시킨 다음, 고액분리, 

건조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조물을 입상화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건조 후 폴리머고화 하는 경우 시멘트고화 공정보다 7배의 감용 효과가 

있으며, 처리/처분 비용을 1/3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토양 및 우라늄폐기물 자체처분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

  영국, 일본, 독일등 해외의 우라늄 변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

는 발생된 우라늄 슬러지는 pond에 방류하여 침전물은 침강시키고 액체

의 자연 증발을 통해 pond를 관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

리나라의 경우 우라늄 변환시설은 연구용으로서 외국의 경우와 같이 대규

모의 우라늄 폐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해외 우라늄 변환시설은 수 만

톤급 규모로 우리나라의 변환시설규모(100톤) 과는 크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해외의 슬러지 처리 기술은 그 주요 대상이 고준위 핵분열 생성 핵

종 및 초우라늄 원소 오염 슬러지 등이 대부분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보

관중인 우라늄 슬러지 와는 크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원자력 연

구소 내에 보관중인 토양폐기물은 TRIGA 연구로 해체 시에 발생한 폐기

물로서 순수한 토양, 토양과 콘크리트의 혼합형태, 순수 콘크리트의 3종류

로 분류되어 진다. 토양폐기물중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질은 Co-60

과 Cs-137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토양 내(부지 내) 잔류방사능의 농

도 기준이 설정되고 있는 중이다. 외국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Hanford site 부지의 복원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때 잔류방사능의 평가방

법 및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원자력 시설 부지의 경우 오염된 부지의 경

우 재활용을 위해 토양의 제염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오염농도가 높은 경우 폐기물로 처분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외의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규제사항 및 법규

  - 국내 : 방사성 폐기물 인도규정(과기부 고시 제 2001-32호)

  - 국외 : US NRC 10CFR61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규정

  - 국외 : 프랑스 고체 폐기물 포장물의 천층처분을 위한 인수조건 자체

처분에 관련된 사항



- 81 -

  - 방사성폐기물로 취급할 필요 없는 clearance level이하 : 자체처분 

및 재활용 가능

  - 개인에 대한 연간 선량이 10마이크로 시버트 미만, 집단선량이     

1Man-Sv 미만이 입증되는 경우 자체 처분 가능: 방사성폐기물 자체  

처분에 관한 규정(제2001-30호)

 

  폐기물의 처분 제한 농도

   - 처분장 규제에 있어서 선량 기준은 국가별 0.25～0.3 mSv/yr 범위

이며  처분장별로 차이가 있다

   - 국내는 현재 우라늄 폐기물 중저준위 처분장 수용기준이 정해져 있

지 않으며 향후 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력시설 부지 재활용 기준

   - 미국의 경우 EPA와 NRC, DOE 의 원자력 시설 부지 재활용 기준

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부지 재활용

의 기준 선량을 결정하고 있는 단계임(0.2 mSv/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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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우라늄변환시설 제염기술 개발

1. 우라늄변환시설 오염특성

  가. 서문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우라늄 변환시설은 1981년 건평 약 600평에 

pilot 규모(100t U/y)의 변환시설(ADU 공정)을 불란서로부터 도입하여 시

험 운영하여 오다가 1987년 건평 약 300평에 AUC 공정의 부대시설

(100t U/y)이 추가되어 이로부터 1992년까지 약 320톤의 월성 CANDU

용 핵연료 분말(UO2 분말)을 생산하였다. 

  ADU 제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은 크게 우라늄 정광(U3O8), 용해 공

정, UN(Uranyl Nitrate)여과 및 정제(용매추출) 공정, ADU 침전 및 여과

공정, ADU 배소 및 환원공정(UO2 제조공정), UF4 제조공정, 그리고 폐기

물 처리 공정으로 이루어져있다. 

   ADU 침전 및 여과공정, UO2 제조공정, 그리고 UF4 제조공정은 변환

시설 건설 후 초기에 가동되었던 시설로서 가동기간이 약 3개월 정도이었

으며 그리 길지 않았다. 반면에 정광(U3O8), 용해 공정, UN 여과 및 정제 

공정, 그리고 폐기물 처리 공정에 포함 된 시설은 후에 추가로 건설된 중

수로 형 핵연료 제조 시설과 함께 변환시설 휴지 전까지 가동되었다.

   AUC 제조 공정을 포함하는 중수로 형 핵연료 제조 시설은 선행 핵 주

기 시설로부터 나온 UN(Uranyl Nitrate) 용액을 증발 농축시켜서 AUC 

침전 반응에 적합한 우라늄 용액으로 만드는 공정, AUC 배소 및 환원 공

정(UO2 제조 공정), 그리고 액체 폐기물 처리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라늄 변환시설 내부 주요 공정별 설비는 Table 3.1.1에 수록하였다. 

Table 3.1.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라늄 변환시설의 다양한 공정장치 표면

은 우라늄 함유 분말 (U3O8, UO2 및 U 산화물)과 같은 입자성 오염과 

Uranyl nitrate(UN) 및 유기물 (TBP, dodecane 등)과 같은 액상 오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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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오염표면을 구성하는 금속성 부품으로 스테인레스강재 배관류, 

스테인레스강 및 인코넬로 이루어진 반응기 및 저장조 와 기타 기기, 공

구류 및 펌프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Table 3.1.1. Main process equipments in uranium conversion facility 

[ 3.1.1].

main 

process
detailed process process condition* process 

equipment

structural 

materials

ADU 

process

dissolution, 

filtration

U3O8,HNO3

∼95℃

dissolver, tanks, 

pumps, rotary 

drum filters

stainless 

steel

purification

(solvent 

extraction)

UN, HNO3, TBP, 

Dodecane

 ∼60℃

pulse columns, 

tanks, pumps

stainless 

steel

ADU purification
UN, ADU, NH3

 ∼90℃
rotary kilns

stainless 

steel

ADU calcination/

reduction

ADU, UO3, UO2,

40kg-U/hr

∼650℃

rotary kilns Inconel

UF4 conversion
UO2, HF, UF4, 

∼600℃
Rotary Kiln Inconel

waste treatment

NOX, NH3NO3, 

NaOH, Ca(OH)2

～60℃

Scrubber, tanks, 

pumps

stainless 

steel

AUC 

process

evaporation UN, HNO3,∼100℃
evaporator, 

pumps

stainless 

steel

precipitation/

filtration

UN, NH3, CO2, 

MeOH, AUC

∼80℃

precipitator, 

pumps, rotary 

filters

stainless 

steel

calcination/

reduction/

blending

AUC, UO3, UO2

∼650℃

fluidized bed 

reactors, pumps, 

mixers

stainless 

steel

waste treatment
AUC, NH3,

～90℃

precipitator, 

tanks, pumps

stainless 

steel

 * In all cases, piping and valves must be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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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라늄변환시설 제염대상 설비규모

  우라늄변환시설 내부 설비의 해체 시 발생하는 총 해체폐기물량은 약 

110 m3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제염대상 금속 폐기물량은 약 87.4 m3으

로 전체 해체폐기물량의 약 80%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염대상 금속폐기물 중 67 % (총 해체폐기물량의 57.3%)가 재활용 가치

가 있는 SUS 및 Inconel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염 

대상별 금속성 해체폐기물량을 조사하여 표 3.1.2에 수록하였다.

Table 3.1.2 Amount of decommissioning wastes according to the 

objects for decontamination

길이(m) 폐기물량(m3) 비    고

Tank 류 46.5 SUS 및 Inconel

Pump 류 3.0 SUS 

Piping 류

1″이하 4385 2.8 "

1″ 550 1.2 "

2″ 945 2.4 "

3″ 109 0.6 "

4″ 155 1.3 "

5″ 20 0.3 "

6″ 5 0.1 "

기  타 875 2.1 "

소            계 60.3

철제 계단 0.3 CS

철 구조물 0.8 "

철제 바닥판 1.3 "

cable tray 486 22.8 "(전선포함)

덕트 130 1.9 "

소            계 27.1

합            계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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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라늄 변환시설 표면 오염특성

  우라늄변환시설 내부오염표면에 적합한 제염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설표면

의 오염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라늄변환시설 내부 오염계통의 시료를 인출

하여 방사능 측정 및 표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XPS에 의

한 표면 오염 화학종의 분석과 표면 오염도 측정장비에 의한 β＋γ 방사능을 

측정하였다.

  변환시설의 오염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시료 채취 부위를 Fig. 3.1.1에 

도식화하여 수록하였다. Table 3.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편의 표면

을 육안으로 볼 때 입자가 다량으로 부착되어 있는 부분의 표면 오염도가 

훨씬 높게 측정되었으며, 용해조 등에서 인출한 시편은 거의 오염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탑의 경우는 설비의 내부 보다 외부표면이 오

히려 오염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해조 및 용매추출 공정부위를 

제외한 모든 설비의 표면에는 입자성 우라늄 화합물(UO2, AUC 및 ADU)

이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오염표면의 XPS 분석 결과는 Fig. 3.1.2에 수록하였으며, 각각의 시편

에서 피크의 강도는 다를지라도 우라늄 변환시설 내부 건물 표면 및 설비 

표면은 Uranyl nitrate, 유기물(TBP, Dodecane), UO2 및 우라늄 산화물

(UO3, UO2+x)등의 오염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전 설비 내부표면 제염기술

  가. 서문

  국내 우라늄 변환시설 오염금속 표면 제염은 각 단위 공정의 오염 특성

에 따라서 제염 방법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때 결정된 제염 방법의 적용 

시 취급의 용이성과 아울러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줄여야

한다. 또한 제염 효과가 최대가 됨은 물론이고 제염에 의한 2차 폐기물 

발생 양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하며, 제염 중에 발생된 액체 폐기물을 

처리하여 환경에 방출시킬 경우 환경 친화물질로 변환시켜서 공중 및 환

경에 대한 위해도가 최소화 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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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cake

dissolution

filtration

purification 

UN solution

precipitation

filtration

reduction

AUC

UO2 powder

Stabilization

U Recovery

Filtrate

ADU

U3O8 dissolved liquid transfer 
pipe from beneath dissolver

pipe from beneath drum filter

sampling pipe in
solvent extraction column

AUC transfer pipe 
to the rotary filter 

UO2 transfer pipe
from beneath FBR

ADU slurry 
mixer blade

Fig. 3.1.1. Sampling part of specimen in a retired uranium 

conversion plant at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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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 α, β radioactivity of specimen taken from a retired 

uranium conversion plant.

derivation 

part
 No.

radioactivity

[cpm/cm2] 비 고(내․외부 표면 상태)

α β

Dissolver
1 19.8 9.7 내부 표면에 비교적 부식이 많이 

된 상태2 18.1 8.8

Filter

1 76.0 117.4
내부 표면에 우라늄 분말이 다량 

묻어 있음. 외부 표면도 붉은 녹이 

형성되어 있음.

2 119.9 168.6

3 112.6 164.2

Extraction 

column

1 51.5 98.6 외부 표면에 갈색 녹이 형성. 내부 

표면에는 질산, Dodecane 및 

TBP가 존재하여 시료 준비 시 

fume 및 화학제 냄새 발생.

2 80.6 177.6

3 223.6 392.8

AUC 

precipitator 

pipe 

1 5.0 14.5

시료 채취 배관 내부에는 AUC 

분말이 두껍게 형성. 
2 3.8 11.8

3 5.5 18.9

ADU Slurry 

Mixer Blade

1 413.4 835.2
Blade 표면에 비교적 균일하게 

노란색의 ADU 입자가 침적되어 

있음.

2 676.5 1564.8

3 258.5 487.2

UO2 powder 

transfer 

pipe from 

FBR 

1 45.3 120.8 매우 미세한 검정색의 UO2 입자가 

고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흑연을 문지른 것처럼 흑색으로 

반짝거림.

2 97.7 196.4

3 64.5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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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Fig. 3.1.2. XPS spectrum of specimens taken from a retired 

uranium conversion plant.

       (a) U3O8 dissolved liquid transfer pipe beneath from dissolver 

       (b) pipe beneath from drum filter

       (c) sampling pipe in solvent extraction column

       (d) AUC transfer pipe to the rotary filter 

       (e) ADU slurry mixer blade

       (f) UO2 transfer pipe beneath from F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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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늄 변환시설 내부 각 공정에 설치된 장비나 반응용기 그리고 배관

장치에 대한 제염은 표면에 오염된 우라늄 화합물에 대한 제염으로써 접

근하기 어려운 오염표면의 제염, 제염시간의 절감, 현장 공정 장치 및 배

관의 제염 적용성 및 원격조작 능력 등에서 장점이 있는 화학제염이 적당

하다. 또한 화학제염은 분진에 대한 위해성이 거의 없으며, 비교적 손쉽게 

화학제염제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화학제염을 실시할 경우 제염 

후 발생되는 액체 폐기물은 재 순환시켜서 사용될 수 있어야하고, 폐기물 

중에 함유된 우라늄은 제거시키거나 회수되어서 최종적으로 남는 고체 폐

기물 양이 가능한 적게 발생되도록 하여야한다.

  우라늄 변환공정의 계통 설비는 주로 stainless steel 과 Inconel 재료

로 구성되어있다. 이와 같은 재질의 표면 제염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

인 제염 기술로는 고농도 및 저농도 유․무기산 화학 제염제를 사용하는 화

학제염기술, 세척, 연마 및 고압분사 등을 포함하는 기계적 제염기술과 전

해연마, paste, gel 제염, strippable coating 등 기타 여러 기술이 존재한

다. 화학적 제염 제염기술로는 우라늄에 대하여 강한 착물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는 EDTA, HEDTA, DTPA 등의 착화제를 사용하는 제염, 강산

과 약산 제염, 산염과 알칼리염 제염 및 산화/환원제를 교대로 사용하는 

제염 등이 이용되고 있다. 화학제염제의 경우 1.0 wt% 이상의 고농도로 

사용하는 고농도 화학제염은 재처리 공장의 계통 및 부품제염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농도 화학제염 용액의 조성은 10 wt% 질산 용액, 

5 wt% 질산과 3.3 wt% 옥살산 혼합 용액, 5 wt% NaOH 용액 및 5 

wt% NaOH와 2 wt% tartaric acid 혼합 용액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기산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무기산과 유기산을 혼합하는 제염공정 

외에도 우라늄 농축공장의 우라늄 화합물 및 actinides로 오염된 금속 부

품의 재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미국 Bobcock & Wilcox Co.에서는 유기

산과 산화제를 함께 사용하는 EDTA/ Carbonate/ Peroxide 제염공정을 

확립하였으며, pilot plant 실증을 통해 제염공정 자체 및 이차폐기물 감소

를 위한 제염제 재생에 의한 재활용 공정을 실증한 바 있다[3.1.2].

  반면에 1.0 wt% 이하의 화학 제염제를 사용하는 저농도 화학제염 적용

은 제염 계수는 그다지 크지 않고 원하는 제염계수를 얻기 위해서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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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장기간 동안의 제염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저농도 화학

제염제의 성분은 고농도 화학 제염제와 동일하나 비교적 낮은 농도로 사

용하기 때문에 이차폐기물 발생량이 적으며 처리가 용이하다.

  우라늄 변환시설에서 정광(U3O8)을 포함한 우라늄화합물의 용해 시 고농

도의 질산을 사용하였으며, 우라늄 용액 상태로 접촉하는 모든 공정은 질

산 매질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우라늄 용액을 취급했던 공정에 관련된 모

든 시설물 제염에는 질산을 사용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정광 용해조와 같이 우라늄 취급조건(온도 및 질산 농도)이 다른 공정 장

치에 비해서 엄격했던 장치에 관해서는 질산만을 사용해서 제염이 완전하

지 못할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유기산(옥살산, 구연산 및 EDTA 등) 

또는 산화제(KMnO4, H2O2) 등을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더 강력한 

제염 시약인 불화붕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제염 시약을 사용

하더라도 제염 조건에 따라서 제염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높은 온도(80～90℃)를 유지시키거나 화학제염제의 농도를 높이면 제염 

효율이 증대된다. 우라늄 정제(용매추출) 공정은 유기물질을 다루었던 관계로 

먼저 반응 장치에 부착된 유기물을 세척해야 한다. 이때는 kerosene과 같

은 유기 용매나 계면활성제를 포함한 세척제(sodium lauryl sulfate, 

sodium oleate) 또는 고농도 황산 용액을 사용해서 남아있는 유기물을 완

전하게 제거해야 한다. 그 후 강산을 적용해서 제염을 수행하고 때로는 착

화합물 형성제인 EDTA를 함께 사용하여 제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ADU나 AUC를 배소 및 환원시켜서 UO2를 만드는 공정이나 UF4를 제

조하는 공정에 사용된 반응장치는 약 600℃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반응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라늄 금속화합물이 반응 장치를 이루고 있는 금속 

재료 속으로 확산되어 오염이 모재 깊숙이 침투되어 어느 정도 이상의 제

염 성능을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사성 금속폐기물의 표면오염에 적용되는 다양한 저

농도 화학제염 용액을 이용하여 우라늄 화합물의 용해 특성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즉, 우라늄 함유 분말과 같은 입자성 오염이 존

재하는 우라늄 변환시설의 다양한 금속성 공정장치 및 배관 등의 재활용 

또는 자체처분을 위한 금속표면 제염을 위하여 화학제염(EDTA/Na2C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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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F4, HNO3/H2O2)을 선정하였고, 이산화우라늄(UO2) 분말과 Ammonium 

Uranyl Carbonate(AUC) 분말의 용해실험을 통하여 금속표면 제염공정에 대

한 기초적인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우라늄 변환시설에서 직접 인출한 

오염 시편을 대상으로 한 저농도 질산 제염 실증 시험을 통해 본 연구에

서 수행한 제염 공정의 효율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 화학제염기술 시험 및 평가

  우라늄 변환시설 내부 표면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AUC, ADU 및 

UO2 등의 우라늄 화합물 입자와 uranyl nitrate 및 TBP 등이 오염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오염 대상물로 UO2 및 AUC를 선정하여 제

염 용액 중에서 UO2 및 AUC 입자의 용해 거동을 통해 오염 설비의 제염 

성능 평가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1) UO2 입자의 용해

     (가) 이론적 배경

  우라늄 변환시설 주요 설비 내부 오염 표면에 대한 화학적 용해 제염은 

표면에 오염된 우라늄 화합물을 화학제를 사용하여 용액 중으로 용해시키

는 공정으로 본 절에서는 대표적인 오염 물질로써 이산화우라늄을 대상으

로 하여 몇 가지 화학제염공정의 적용성을 이산화우라늄과 화학 제염제 

간의 화학반응을 통해 고찰하였다.

       ① EDTA/Na2CO3 제염공정

  우라늄 원광으로부터 우라늄을 회수할 목적으로 염기성의 carbonate 용

출 용액이 흔히 사용되어 왔다. 이 공정의 장점은 uranyl 이온과 

carbonate 이온 사이에 매우 안정한 착화물을 형성한다는데 있다. 즉, 여

러 가지 우라늄 광물이 적절한 조건 하에서 carbonate 용액과 반응하여 

용해성의 uranyl carbonate를 생성시킨다.

  Carbonate 용출 용액에 용해성이 있는 우라늄 화학종은 uranyl 

tricarbonate 이온으로써, carnotite와 같은 6가 우라늄 광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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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aninite와 같은 4가 우라늄 광물의 용해에 의한 uranyl tricarbonate 이

온의 생성은 다음과 같은 반응으로 나타낼 수 있다[3.1.3].

K 2 ( UO 2) 2
( VO 4) 2

․3H 2O + 6CO
2-
3

→               

2K + + 2UO 2 ( CO 3) 3

4- + 2VO -
3 + 4OH - + H 2O

  (3.1.1)

2UO 2 + 6CO 2-
3 + O 2 + 2 H 2O →            

       2UO 2 ( CO 3) 3

4-+ 4OH -
  (3.1.2)

이들 반응은 용해 시 수산 이온이 생성됨을 보여준다. 상기 반응에서 수

산 이온의 농도가 충분히 높게되면 다음과 같은 반응에 따라 uranates가 

침전될 수 있다.

2UO 2 ( CO 3) 3

4-+ 6OH - + 2Na + →            

       Na 2U 2O 7 + 6CO 2-
3 + 3H 2O

  (3.1.3)

  본 EDTA/Carbonate 공정은 기존의 carbonate 용액에 착화제인 

EDTA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공정으로, 착화제의 사용은 원자력발전소 증

기발생기의 화학세정 및 제염 시 잘 알려져 있다. EDTA를 기저로 하는 

용매는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의 2차 측으로부터 Fe3O4, Cu 및 기타의 

금속과 금속산화물을 용해시키는데 있어서 현재 최첨단 기술이다.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의 제염기술로 개발된 LOMI 및 CANDREM 공정 

또한 착화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공정들은 계통 용액중의 방사성 핵

종들이 금속표면에 성장한 부식 산화막 층으로 결합하여 생성된 방사성 

금속산화물을 제거하는데 적절하도록 개발되어졌다.

  우라늄 산화물의 용해에 있어서 EDTA를 사용하는 경우의 반응기구는 

착화제와 오염물질 사이에 안정한 착화물을 형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적

절한 착화제의 사용은 용액 중에서 금속이온을 효과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용액 내에서 금속 이온의 안정화는 금속에 대한 이온의 평형을 

이동시켜서 금속이 용액 상으로 계속하여 용해되어 나오도록 용해성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② HBF4 제염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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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HBF4는 금속과 반응하여 다음 반응식 (3.1.4)와 같이 금속

-불화붕소 착화물과 수소 기체를 생성시킨다. 

n HBF 4 + metal → Me ( BF 4 ) n +
n
2
H 2

(3.1.4)

이와 유사하게 금속산화물과 반응에서는 수소 기체 대신 물을 생성하는 

다음 반응식 (3.1.5)를 따른다.

n HBF 4 + metal oxide → Me ( BF 4 ) n + H 2O (3.1.5)

따라서 상기 반응식 (3.1.5)를 이산화우라늄에 적용하면 반응식 (3.1.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HBF 4 + UO 2
→ U ( BF 4 ) 4

+ 2 H 2O (3.1.6)

  상기 반응들의 성능은 HBF4 용액 내에서 여러 가지 금속의 용해도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50% HBF4 용액 내

에서 철 및 기타 주요 금속의 용해도가 거의 200 g/l 이상으로 HBF4 용

액은 금속에 대해서 매우 성능이 좋은 용매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조

건에서 용액의 pH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산의 생성에 의해서보다는 산 

염이 생성되는 결과로 인해 4～5 이상으로 유지된다.  

  본 화학제는 DECOHA 공정의 중심이 되며, 이 공정은 일반적으로 3

0～98℃ 사이에서 적용된다. 탄소강, Zr 및 Al은 상온에서 작용되기도 한

다. 그러나 스테인레스 강과 니켈 합금은 용액 온도의 증가가 요구된다고 

알려져 있다[3.1.4].

       ③ HNO3 제염공정

  질산은 스테인레스 강 및 인코넬에 집적되어 있는 우라늄 산화물과 재

료 자체의 산화물을 용해시키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조건은 75 

℃의 10 vol% 용액이다. 그러나 질산 용액은 높은 부식률 때문에 탄소강

의 제염에는 적합하지 않다.   

  Fukasawa[3.1.5] 등에 따르면 질산에 의한 UO2 용해는 다음과 같은 

반응식을 따라 진행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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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 2 + 3HNO 3
→ UO 2 ( NO 3) 2

+ HNO 2 + H 2O  (3.1.7)

 질산은 강한 산화제이므로 반응식 (3.1.7)과 같이 이산화우라늄을 산화 

용해시키며, 또한 재처리공장의 계통 배관 및 구성 부품으로부터 PuO2, 

핵분열 생성물, 슬러지 침적물 및 잔여 오염물질을 용해시키는데 사용된다.

     (나) 실험장치 및 방법

  온도 조절과 용액의 교반이 가능한 hot plate 위에 원통형 유리 반응조

(250 ml)를 설치하고 반응조에 냉각기와 우라늄 분석을 위해 시료 채취구 

설치하였다. UO2 입자의 용해반응은 반응조 내 제염 용액이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UO2 입자를 반응조에 투입함으로써 개시되었다. 용해 반응 중 

UO2 입자의 용해 거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 간격으로 기공의 크기

가 0.2 ㎛인 주사기 필터를 사용해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료의 

용액 중 우라늄 농도는 발색 시약 Arsenazo(Ⅲ)를 이용하여 655 nm에서 

UV 분광기(CE 2021, Cecil Instruments, England)에 의해 분석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EDTA/Na2CO3를 사용하는 유기산/중성염 제염 공정과 

HBF4, 질산 그리고 황산을 사용하는 무기산 제염 공정을 선정하여 이들 제

염 용액 내에서 UO2 입자의 용해 거동을 살펴보고 각 공정의 제염 성능을 평

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실험에서는 평균 입경이 2.91㎛ 이며, 비표

면적이 5.3m2/g인 UO2 입자를 사용하고, 저농도의 화학 제염공정들을 선정

하여 여러 공정 변수들이 UO2 입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유기산/중성염 제염공정에 의한 UO2 입자의 용해실험은 EDTA 및 Na2CO3

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 온도, pH 및 H2O2 첨가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

으며, EDTA/Na2CO3가 혼합된 용액 내에서 pH 및 H2O2 첨가에 대한 영향

을 알아보았다. 실험 종료 후 용해되지 않고 유리 반응조 내에 남아있는 분

말을 건조하여 XRD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잔류 우라늄 화합물을 분석하였다. 

  HBF4를 제염용액으로 사용하는 공정에서는 HBF4 용액의 농도를 0.1～2.0 

wt%까지 변화시키면서 UO2 분말의 용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HBF4 제염용

액을 이용하여 25～80℃범위에서 각각의 온도에 대한 HBF4 농도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UO2 분말의 용해 실험 후 HBF4의 용액 중에 남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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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2 분말을 건조한 후 XRD 분석을 통하여 잔류 우라늄 화합물의 조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무기산 제염공정의 경우 질산의 농도 및 용액의 온도 변화에 따른 UO2 

입자의 용해 거동과 아울러 질산 용액 내에 산화제로서 H2O2(35%)를 첨가

하였을 때의 UO2 용해 특성도 함께 고찰하였다. UO2 입자의 용해실험은 

질산 용액 80mL가 담긴 교반되는 유리 반응기 내에 용액의 온도가 원하는 

시점에 도달하면 0.1g의 UO2 입자를 신속하게 투입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H2O2 첨가에 따른 UO2 용해거동을 조사하기 위해서 원하는 H2O2 농도가 

되도록 질산 용액에 35% H2O2 용액을 일정량 첨가한 다음 약 5분 동안 용

액을 충분히 교반한 후 UO2 입자를 투입하여 용해반응을 개시하였다.

  또한 0.1M H2SO4 용액 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UO2 용해 거동을 살

펴보았다. 80℃의 고온에서 H2O2의 첨가가 없는 경우와 25～80℃ 범위에

서 0.05wt% H2O2를 첨가한 경우를 비교함으로서 H2SO4 제염용액 내에

서 H2O2의 첨가가 UO2 용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다) 결과 및 고찰

        ① EDTA/Na2CO3 제염공정

           EDTA 용액

  온도의 영향

  EDTA 용액 단독으로 존재할 경우 용액 내에서의 UO2 분말의 용해거동을 

살펴보았다. pH 4.5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EDTA 5g/l 용액 내에서의 UO2 

분말의 용해 거동을 Fig. 3.1.3에 수록하였다. 반응 온도 25, 50℃에서는 3

시간이 경과하여도 용해된 우라늄 양이 반응 초기 30분에서와 비슷한 양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80℃에서는 3시간이 경과하면서 용해된 우라늄 농도가 

100ppm에 이르 다. 이는 EDTA 용액 단독으로 존재 시 80℃ 이상의 비교

적 고온 조건이 요구됨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총 우라늄의 약 

10% 가량 용해된 양이므로 EDTA 용액 단독으로는 우라늄 화합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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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된 표면을 제염하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pH 4.5에서 

제염용액의 농도를 높여 EDTA 20g/l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지만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같은 경향으로 진행이 되었다.

  pH 영향

  반응 온도 25, 80℃에서 pH 변화에 따른 UO2 분말의 용해에 미치는 

영향을 EDTA 10g/l 용액 내에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25, 80℃ 모두 pH 

9.5에서 용해된 우라늄 양이 20ppm 정도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Fig. 

3.1.4). 2시간이 경과하더라도 pH 9.5에서는 더 이상 용해되지 않을 것으

로 판단이 된다. 우라늄 산화물 용해 시 용액 중에 OH 이온이 충분히 있

게 되면 다음과 같은 반응이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  

     2 UO 2
2+ + 6 OH - + 2 Na + → Na 2 U 2 O 7 + 3 H 2O   ( 3 . 1 . 8 )   

    

  따라서, pH 증가에 따라 Na2U2O7가 침전물로 형성되어 Fig. 3.1.4 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pH 4.5와 pH 6을 살펴보면 25, 8

0℃에서 모두 비슷한 경향의 용해 거동을 보이지만 80℃의 온도 조건에

서 용해 속도가 증가하였고 용해된 우라늄 양도 25℃와 비교해서 두 배 

이상 높았다. 그리고 pH 9.5를 제외하고 pH 4.5와 pH 6 조건에서의 용

해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3시간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EDTA 

10g/l 용액 80℃, pH 4.5에서도 105ppm 정도의 용해 성능을 보였다. 따

라서 원하는 제염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좀더 고온에서 오랜 제염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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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dissolution of UO2 powder 

in EDTA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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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Effect of pH on the dissolution of UO2 powder in EDTA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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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O2 첨가의 영향

  EDTA 제염 용액 내에 산화제인 0.5wt%의 H2O2를 첨가했을 때 pH 변

화에 따른 UO2 분말의 용해 거동을 살펴보았다. Fig. 3.1.5에서 알 수 있

듯이 용액의 pH 값이 4.5, 9.5인 경우 용해된 우라늄 양이 200ppm 이하

로 거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pH가 6, 7인 경

우 용해된 우라늄의 양이 각각 690, 850ppm으로 갑자기 증가하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pH 6의 경우 2

시간이 지나면서 용해된 우라늄 농도가 50ppm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질산 제염 공정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H2O2의 첨

가로 인해서 용해속도를 훨씬 증가시키지만 비교적 고농도의 H2O2의 첨

가로 인해 Uranium Peroxide 생성에 의한 침전이 생겨 표면으로 다시 

침적이 되는 것으로써 제염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현

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X-선 회절법(XRD)으로 용해 반응 후 용액에 남아있

는 잔류 우라늄 화합물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Fig. 3.1.6에 수록하였다. 

EDTA 5g/l, H2O2 0.5 wt%용액의 pH가 4.5인 경우 용액 내에 투입한 UO2 

powder가 UO2.25와 UO4․4H2O로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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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Effect of pH on the dissolution of UO2 powder in EDTA 

solution with addition of H2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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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XRD spectrum of the residual powder after dissolution 

for 2hr in EDTA solution with addition of H2O2.

  이러한 Uranium Peroxide(UO4․4H2O)의 생성으로 인해 Fig. 3.1.5의 pH

가 4.5인 곡선을 보면 용해가 서서히 진행되다가 반응 후 20분이 지나면

서 침전이 생기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용액의 pH가 9.5에서는 

XRD 분석 결과 UO2 powder가 화합물의 조성 변화 없이 UO2.25로 존재

함을 알 수 있었다. Fig. 3.1.5에서 pH 9.5의 용해된 우라늄의 농도 곡선

을 살펴보면 침전 반응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염 용

액 EDTA 5g/l, H2O2 0.5wt%의 pH가 6, 7인 경우의 XRD 분석 결과 

UO2 powder의 조성이 Uranium Peroxide(UO4․4H2O)로 변하였다. 이러

한 이유로 인해 특히 pH 6의 경우는 급격한 침전 현상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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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2CO3 용액

  중성염 Na2CO3 용액 단독으로 있을 경우와 Na2CO3 용액 내에 H2O2가 

첨가될 경우의 제염 성능을 간략히 비교하였다. Fig. 3.1.7에서 보면 

Na2CO3 용액 내에서 용해 된 우라늄의 양은 모두 50ppm 미만이다. 그러

나 Na2CO3 용액 내에 H2O2를 첨가하면 pH 6, 7의 경우는 약 100ppm 

정도의 용해 성능을 보였고, pH 9.5에서 600ppm까지 용해가 되었다(Fig. 

3.1.8). 따라서 Na2CO3 용액을 사용하여 UO2 분말을 용해시킬 경우 H2O2

를 첨가한 경우에 Na2CO3 용액 단독으로 있을 경우와 비교하여 최대 12

배의 용해 성능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는 최초 투입한 우라늄 

양의 62%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염 적용에 있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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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Effect of pH on the dissolution of UO2 powder in 5g/l 

Na2CO3 solution at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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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Effect of pH on the dissolution of UO2 powder in 

Na2CO3 solution with addition of H2O2.

           EDTA/Na2CO3 혼합용액

  본 실험에서는 EDTA/Na2CO3 계에서의 H2O2 첨가에 따른 UO2 분말의 용

해 특성을 pH 6～9.5 범위에서 살펴보았다. Fig. 3.1.9를 보면 

EDTA/Na2CO3계 용액의 pH가 6인 경우 용액 내에 H2O2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반응 후 1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용해된 양이 3% 정도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용액 내에 H2O2를 첨가하면서 용해 속도를 훨씬 증가시킬 

수 있었다. 첨가된 H2O2의 농도에 따라서 UO2 입자에 대한 제염 능력의 차

이를 보인다. 비교적 고농도인 0.1wt% H2O2를 첨가한 경우와 0.05wt% 

H2O2 이하를 첨가한 경우를 보면 0.1wt% H2O2가 존재하는 용액을 이용하는 

제염 시에는 약 89%(약 978ppm)의 용해 성능을 보였지만 H2O2 농도를 

0.05wt% 이하로 첨가한 경우엔 약 94%(약 1027ppm)로 H2O2 농도에 따른 

약간의 제염 능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pH 7인 제염 용액 내에서의 용해 실험 

결과를 Fig. 3.1.10에 수록하였다. H2O2를 첨가하지 않았을 때에는 거의 용해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용액 내에 H2O2 존재 시 농도에 따른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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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6 보다 더욱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 pH 7 조건에서는 H2O2 농도

가 저농도로 첨가된 경우 약40분 이내에 제염 효과를 볼 수가 있었다. 한

편, pH 9.5 조건에서의 UO2 분말에 대한 용해 실험결과를 Fig. 3.1.11에 

나타내었다. 이 조건에서도 다른 pH 조건에서와 마찬가지로 H2O2 존재 

여부로 인해 UO2 분말에 대한 용해 속도에 크게 영향을 준다. 따라서 

EDTA/Na2CO3계 내에서 UO2 분말로 오염된 대상물을 제염할 경우 H2O2

의 존재는 필수적이며, pH 조건에 대한 영향을 그리 많이 받지 않고 제염

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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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Effect of H2O2 concentration on the dissolution of UO2 

powder in the solution of pH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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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 Effect of H2O2 concentration on the dissolution of UO2 

powder in the solution of pH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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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1. Effect of H2O2 concentration on the dissolution of UO2 

powder in the solution of pH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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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HBF4 제염공정

  HBF4 용액의 온도와 농도를 변화시켜가며 UO2 분말의 용해실험을 수

행하여 그 결과를 Fig. 3.1.12에 수록하였다. 각각의 HBF4 용액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UO2 분말의 용해속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25℃, 

2wt% HBF4의 조건에서 제염할 경우 약 90분간 제염을 수행하여 목표치

에 도달한 반면에 온도를 높여서 같은 농도, 80℃ 조건에서 약 5분간의 

제염 실험 결과 용해 속도를 훨씬 증가시킴으로써 원하는 제염 효과를 얻

을 수 있었다. 

0 30 60 90 120 150 180
0

200

400

600

800

1000

0 6 12 18 24 30
0

200

400

600

800

1000

 

 

D
is

so
lv

ed
 U

ra
ni

um
(p

pm
)

Time(min)

0

200

400

600

800
  

 

 

(b)

(c)

  

 

 

(a)

Fig. 3.1.12. Dissolution behavior of UO2 powder in HBF4 solution. 

(a)25℃,(b)50℃,(c)80℃(■0.1wt%,●0.25wt%,▲0.5wt%,▼

1wt%,◆2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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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용해 실험 후 잔류물을 XRD에 의해 분석한 결과 반응 시작 전에 

첨가한 UO2 powder 화합물의 조성이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HBF4 제염용액에 대해 각각의 농도에서 용해될 수 있는 

우라늄 양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HBF4 제염용

액 각각의 농도에서 최대로 용해되는 우라늄 농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Fig. 3.1.13에 나타내었다. 제염 용액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최대로 용해될 

수 있는 우라늄 양이 log 그래프에 나타낸 결과 선형적으로 비례하여 증

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HBF4의 제염용액을 사용하여 UO2 오염 

표면의 효과적인 제염을 위해서는 1wt% 이상의 비교적 고농도 용액과 상

승된 온도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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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3. Effect of HBF4 concentration on the dissolution of UO2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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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HNO3/H2O2 제염공정

           온도에 따른 용해거동

  UO2로 오염된 금속표면의 제염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질

산 용액 내에서 UO2 입자의 용해거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질산의 농도와 

질산 용액의 농도를 변화시켜가며 용해되는 우라늄의 농도를 측정하였으

며, 그 결과를 용해반응 시간의 경과에 따른 UO2 입자의 용해거동을 도시

하여 Fig. 3.1.14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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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4. Dissolution behavior of UO2 powder in HNO3 solutions; 

(a)25℃, (b)50℃, (c)80℃ (■0.1M, ●0.25M, ▲0.5M,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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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험 결과로부터 질산의 농도 및 용액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UO2 

입자의 용해속도가 증가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질산 용액의 온도가 2

5℃일 경우 질산의 농도를 0.1M에서 1M까지 증가시키더라도 질산의 농

도와는 무관하게 2시간 동안에 약 4～5%만이 용해되고 그 이상은 용해되

지 않았다. 그러나 질산 용액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UO2 입자의 용해속

도는 급속히 증가하여 용액의 온도가 80℃에서는 0.1M의 저농도 질산 용

액 내에서도 2시간 이내에 반응조 내로 투입한 UO2 입자가 완전히 용해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온도 조건에서 질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UO2 입자의 용해속도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UO2 입자의 용해 시 용해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질산의 농도, 

용액의 온도, 교반 속도 및 입자의 유효 표면적 등으로 보고 되고 있다

[3.1.6-3.1.12].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관점에서 비등하는 고농도의 

질산용액 내에서 UO2 분말 또는 펠렛의 용해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

져 왔다. 따라서 이들이 사용한 UO2의 물성 및 실험조건 등이 다소 차이

가 있지만, 질산용액 내에서 UO2의 용해반응에 대한 이들의 결과와 본 실

험 결과는 대체로 일치되고 있다. Taylor 등[3.1.6]은 95℃ 이하의 질산 

용액 내에서 UO2 펠렛의 용해속도가 화학 반응에 의해 지배되고, 2～3 

M 질산 농도 범위에서 질산농도에 대해 2.3～3.3차로 의존한다고 보고하

였다. Fukasawa 등[3.1.11, 3.1.13], Ikeda 등[3.1.8] 및 Kim 등

[3.1.12]은 용해 속도가 UO2 입자의 반응 표면적에 의존한다고 보고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우라늄변환시설로부터 제조된 UO2 입

자는 소결된 펠렛의 분말화에 의한 UO2 입자에 비해 비표면적이 약 105배

정도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3.1.12], 이로 인해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

리 시 용해 조건보다 훨씬 온화한 조건에서도 용해가 비교적 잘 일어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용해가 비교적 용이하다 할지라도 본 용해 

실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UO2로 오염된 우라늄변환시설 내부 계통 표면을 

질산 용액에 의해서 적절한 시간 이내에 효과적으로 제염하기 위해서는 질

산의 농도와 용액의 온도 조건을 잘 조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제염제의 농도를 1 wt% 이하로 사용하는 저농도 화학제염 공정의 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0.1M (0.63 wt%)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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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사용하는 경우 용액의 온도가 80℃ 정도 이상은 되어야 제염이 비교

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저농도 질

산 용액에 의한 제염 시 용액의 가열을 위한 에너지의 공급이 추가로 필

요하게 되며, 제염 공정 장치의 취급 시에도 상온 조건보다 엄격한 주의

가 요구된다. 

           H2O2 의 영향

  UO2의 용해반응은 사용후 핵연료 중에서 유가 원소를 회수하여 재 사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고농도 질산 용액 내에서의 산화 용해[3.1.6-3.1.10] 

및 처분장의 분위기에서 사용후 핵연료의 장기 안정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산소 또는 물의 방사선 분해로 생성되는 과산화수소와 탄산 이

온이 포함되는 수용액 내에서의 용해[3.1.14-3.1.16] 관점에서 주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용액과 접촉하는 금속 또는 금속산화물의 용해반응 진행 여부와 수용

액 및 금속 표면에 존재하는 화학종들에 대한 열역학적 정보로부터 UO2는 

염기성 용액에서는 안정하지만 산성 용액에서는 불안정하여 용해된다. 매

우 강력한 환원제의 존재 하에서 산성용액에서 UO2는 U3+ 이온으로 용해

되며, 환원제 또는 산화제가 존재하지 않고 수산화물을 형성시키지 않을 

만큼 충분한 산성 용액에서는 U4+ 이온으로 용해되고, 강력한 산화제의 존

재 하의 산성용액 내에서는 +6가 이온인 UO2
2+로 용해된다[3.1.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농도 질산 용액에서 UO2 입자의 용해능을 개

선할 목적으로 질산 용액에 산화제로써 H2O2를 첨가하여 이때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Fig. 3.1.1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H2O2가 첨가되지 않은 질

산 용액 내에서의 일부 UO2 입자의 용해 결과와 H2O2가 첨가되었을 때의 

용해거동을 비교하여 Fig. 3.1.15에 수록하였다. 

  사용후 핵연료의 최종 처분을 위한 처분장에서의 장기 안전성 평가 시 

물의 방사선 분해로 생성되는 H2O2의 영향에 관한 연구[3.1.15-3.1.16]들

이 수행되었으며, 이들은 H2O2가 UO2 표면에서 빠른 산화반응을 일으킴으

로써 산화 용해반응을 증진시킨다고 보고하였다. Eary와 Cathles[3.1.18]는 

황산염이 포함된 산성용액 내에서 우라늄 침적물이 포함된 사암으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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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추출 연구를 통해 H2O2의 첨가에 의해서 UO2의 용해속도가 증진

됨을 보였다. 이들은 H2O2가 UO2 표면에 흡착하여 표면-과산화물의 착화

물을 형성하고, 표면 착화물 내에서 두 개의 전자 이동을 포함하여 UO2 

산화반응 및 H2O2 환원반응이 동시에 발생하는 율속단계를 거친 후에 반

응 생성물이 표면으로부터 빠르게 분리되는 반응 기구를 제안하였으며, 

총괄적으로 다음과 같은 화학반응 (3.1.9)가 진행된다고 하였다.

        UO 2 + H 2O 2 + 2 H + → UO 2
2+ + 2 H 2O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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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5. Comparison of UO2 dissolution behavior in HNO3 

solution with and without addition of H2O2.

  본 연구에서도 H2O2의 첨가에 의해서 UO2의 용해속도가 훨씬 증진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질산의 농도가 10배 이상 낮고 용액의 온도가 

훨씬 낮아지더라도 질산의 농도와 용액의 온도에 무관하게 순식간에 용해

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본 결과는 Fig. 3.1.14에서 나타내

었던 질산만을 사용하는 제염법에 비하여 상온에서 짧은 시간 내에 표면

이 우라늄 화합물로 오염된 대상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염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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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UO2 용해에 미치는 H2O2 농도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0.1 

M 질산 용액 내에서 H2O2의 농도를 0.01 wt% (2.94×10-3 M)에서 0.5 

wt% (1.47×10-1 M)까지 변화시켜가며 용해된 우라늄 농도를 측정하여 

UO2 입자의 용해거동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1.16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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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6. UO2 dissolution behavior in 0.1M HNO3 solution with 

variation of H2O2 concentration at 25℃.

  0.1M 질산 용액에 비교적 고농도인 0.5wt% H2O2를 첨가하면 우라늄의 

용해가 50%이하로, 0.2wt% H2O2를 첨가한 경우는 80% 정도밖에 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교적 고농도의 H2O2가 첨가됨에 따

라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생성[3.1.18]되는 UO4․nH2O에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UO 2
2+ + H 2O 2 + n H 2O → UO 4

․n H 2O + 2 H + (3.1.10)

여기에서 n은 2 혹은 4로 알려져 있다[3.1.19]. 상기 반응식 (3.1.1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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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O2 농도 및 pH가 증가함에 따라 UO4․nH2O의 침전이 잘 일어날 수 있

음을 나타내고 있다. Eary와 Cathles[3.1.18]는 침전물이 형성되는 

pH-H2O2 조건을 실험적으로 구하여 다음과 같은 선형 관계로 나타내었다.

     Y=(1.22±0.08)X - 0.8±0.25     (3.1.11)

여기에서 X는 -log(H2O2 농도), M이고, Y는 UO4․nH2O의 침전이 발생하

는 최소 pH이다. 식 (3)에서 0.1 M 질산 용액 (pH=1.05, 25 ℃)에서 침

전이 생성될 H2O2 농도를 계산하면 0.104 wt% (3.05×10-2 M)을 얻을 

수 있으며, Fig. 3.1.16에서 나타낸 결과와도 비교적 잘 일치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저농도의 질산 용액에 H2O2가 첨가되면 반응식(3.1.9)에 

따라 Fig. 3.1.16의 결과처럼 용해속도가 훨씬 증가되지만 첨가된 H2O2의 

농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면 반응식(3.1.10)에 따라 UO4․nH2O의 침전이 발

생하게 되며, 실제 오염 금속 표면의 제염 시에는 이 침전물이 재 침적될 

수 있으므로 제염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

로 저농도 질산 용액을 사용하는 제염 공정에서 질산의 농도를 고려한 적

절한 양의 H2O2의 첨가는 UO2의 용해 속도를 상당히 증가시킬 뿐 아니라 

침전물의 생성도 억제할 수 있으므로 UO2로 오염된 금속표면의 제염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질산 용액 내에서 AUC powder를 완전히 용해시킨 후 

H2O2(35%)를 첨가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우라늄 농도와 반응 후 남

아있는 H2O2 양(%)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Fig. 3.1.17에서 알 수 있듯이 

저농도의 0.1M이라도 저농도의 H2O2가 첨가되면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별

다른 침전 반응 없이 초기의 우라늄 농도 그대로가 유지 되고 있다. 하지

만 고농도(0.5wt% H2O2)를 첨가했을 경우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해서 침전이 생겨 반응 후 3시간 후엔 우라늄 농도가 50%이상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다. 동시에 용해조 내에 남아있는 용액의 H2O2 분석(702 

SM Titrino, Metrohm, Swiss)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Fig. 3.1.18). 

저농도의 H2O2의 경우 별다른 반응 없이 처음 존재하는 양 그대로가 남아있

지만 고농도에서는 계속된 반응으로 인해 H2O2의 양이 처음과 비교해서 

50%이상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질산 용액 내에서 UO2 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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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시 과량의 H2O2가 존재할 때 발생하는 동일한 반응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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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7. Uranium concentration in 0.1M HNO3 solution according 

to the addition of H2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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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8. The consumption of H2O2 by reaction with uranium ions 

in 0.1M HNO3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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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UC 입자의 용해

  AUC 입자를 이용하여 H2O2의 첨가에 의한 AUC 입자의 용해 거동과 

질산 용액 내에서 AUC 입자의 용해 시 pH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때 pH

는 pH 측정기(Fisher Scientific Model 25)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H2O2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0.1M 질산 200mL 용액속에 AUC 

powder 0.5g을 넣고 완전히 용해시킨 후 이 용액을 4개의 반응용기

(40mL)에 나누어 그 속에 각각 다른 농도(0.5～0.01wt%)의 H2O2(35%) 

용액을 첨가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우라늄 농도를 분석하였다. 동시

에 반응 후 남아있는 H2O2 함량(%)을 분석기기(702 SM Titrino, 

Metrohm, Swiss)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우라늄 농도와 비교하

고자 하였다. 한편, 질산 용액 내에 AUC 투입량을 변화시키면서 최대로 

용해될 수 있는 우라늄 농도와 그때의 pH를 조사하였다. pH는 pH 측정

기(Fisher Scientific Model 25)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을 종료한 

후 실험 용기에 남아있는 용액 속의 powder를 건조하여 잔류 우라늄 화

합물을 X-선 회절법(XRD)으로 분석하여 질산 용액 내에서 AUC의 화합

물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질산 용액 내 AUC powder가 최대로 용해될 수 있는 경우의 

pH(Fisher Scientific Model 25)를 조사하여 Fig. 3.1.19에 수록하였다. 

그 결과로부터 질산용액 농도의 증가에 따라 최대로 용해될 수 있는 우라

늄 농도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함을 함께 나타내었다. Fig. 3.1.19에서 

보듯이 질산 농도의 구분 없이 거의 pH가 2.5～3 부근에서 용해된 우라

늄 농도 값이 최대가 되었다. 또한, pH가 3 이상에서는 우라늄 농도가 급

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 pH 범위에서의 잔류 우라늄 화합물을 X-

선 회절법(XRD)으로 분석한 결과 이는 Uranium Ammine Oxide 

Hydrate [U3(NH3)O9․5H2O]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1.20). 따라서 

질산 용액을 이용해서 AUC powder로 오염된 대상물을 제염 할 경우 용

액의 pH는 3 이하를 유지하여야 우라늄 산화물의 재 침적 없이 효과적으

로 제염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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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19. The change of uranium concentration and solution pH 

during the dissolution of AUC with the variation of 

HNO3 concentration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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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NO3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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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염특성별 제염공정 적용성 및 성능평가

 

   (1) UO2 오염설비표면 화학제염

  Table 3.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AUC 제조 공정의 유동층 반응기에서 

AUC 입자의 소성, 환원 및 안정화 반응을 통해 최종 생성물로 UO2가 생성

되며, 이렇게 생성된 UO2 분말은 유동층 반응기 하단부의 이송 배관을 통

해 균일 혼합기로 보내진다. 따라서 유동층 반응기 하단부의 이송 배관은 

UO2로 오염되어 있으며, 이 배관을 시설로부터 인출하여 약 2cm × 2cm 

크기의 시편으로 만든 후 50mL의 25℃의 질산 및 질산/H2O2 제염 용액 

내에서 질산의 농도 및 H2O2의 농도를 변화시켜가며 제염 실증 시험을 수

행하였다. 질산 제염 용액이 담긴 유리 반응기 내에 시편을 투입하여 30분 

동안 원하는 제염 조건에서의 제염 성능 실증 실험을 수행하였다.

  제염하기 전 및 제염한 후의 β 방사능을 측정 (TennelecTM series 5 XLB, 

Canberra)하여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제염 계수(DF)를 계산하였다,  

        DF =
Radioactivity before decontamination
Radioactivity after decontamination

  (3.1.12)

  질산 및 질산/H2O2 용액 내에서의 UO2 오염시편의 제염 시험 결과는 Table 

3.1.4 및 Fig.3.1.21 에 각각 수록하였다. 

  질산만을 사용한 상온의 제염용액 내에서의 제염계수는 1.84～2.30를 

얻은 반면에 질산 용액에 소량의 H2O2를 첨가한 질산/H2O2 제염용액 내

에서는 질산 및 H2O2 농도에 따라 최대 92 정도의 제염계수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자체처분 기준치인 0.4 Bq/cm2 

(19.1 cpm/cm2)를 대부분 만족하였다. 질산/H2O2 제염 공정에 있어서 질

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H2O2 농도가 감소할수록 β 방사능에 대한 제염

계수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Fig. 3.1.22는 UO2로 오염된 금속시편을 제염하기 전과 25℃에서 0.1M 

질산용액 내에 0.02wt% H2O2를 첨가하여 30분 동안 제염한 후 금속표면

의 SEM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제염 전 시편의 표면상태를 Fig. 

3.1.22(a)에서 흰색 부스러기와 같은 UO2 입자들이 grain boundary를 따라서 

침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제염 후에는 시편 표면에 UO2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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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거의 없었고, 표면 상태 또한 아주 깨끗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

로, UO2 입자의 용해거동 실험을 통해 예측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UO2로 

오염된 실시편의 경우에 있어서도 H2O2 첨가로 인해서 제염 효과를 매우 

증진시킴으로써 상온, 저농도의 질산 용액 내에서 오염된 금속표면을 효

과적으로 제염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1.4. Decontamination test results for UO2 contaminated 

specimens.

Sampl

e 

Numbe

r

제염조건(25℃) β radioactivity

HNO3

(M)

H2O2

(wt%)

제염 전

(cpm)

제염 후

(cpm)

Specific β

(cpm/cm2)

제염 

계수

1 0.1 0 483.00 262.33 65.6 1.84

2 0.25 0 489.40 213.53 71.2 2.30

3 1 0 566.60 290.90 107.7 1.95

4 0.1 0.1 628.60 30.37 9.50 20.70

5 0.1 0.05 675.40 22.73 5.40 29.71

6 0.1 0.02 679.20 20.03 3.17 33.91

7 0.25 0.1 709.40 34.77 9.67 20.40

8 0.25 0.05 728.40 24.27 5.52 30.01

9 0.25 0.02 738.20 27.83 8.18 26.53

10 1 0.1 752.00 12.80 3.20 58.75

11 1 0.05 891.60 21.87 5.48 40.77

12 1 0.02 926.80 10.03 2.56 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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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 Chemical decontamination of UO2 contaminated metallic 

wastes.

   

   (a) before decontamination        (b) after decontamination

Fig. 3.1.22.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image of specimen surfaces 

before and after de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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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UC 오염설비표면 화학제염 

  우라늄변환시설 내부 설비표면 제염대상 중의 하나인 AUC 오염표면 제

염을 위하여 Uranyl Nitrate의 농축/침전에 의해 생성된 AUC 분말을 

rotary 여과기로 이송하는 배관을 인출하여 제염 실험을 수행하였다. UO2 

제염시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상 시편의 제염 전 및 30분간 제염한 후

의 방사능 계측 (Gross β)을 통한 제염 성능평가를 통해 AUC로 오염된 

금속폐기물의 자체처분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AUC 입자의 용해 시와 마찬가지로 질산 제염 용액에서 금속 표면의 제

염은 매우 쉽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Table 3.1.5 및 Fig. 3.1.23에 

각각 수록하였다. 질산 농도 및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소 제염 효과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모든 제염 결과가 자체처분 기준치 0.4 Bq/cm2 

(19.1 cpm/cm2)를 만족하였다.

Table 3.1.5. Decontamination test results for AUC contaminated 

specimens.

Sample 

Number

제염 조건 β radioactivity

HNO3

(M)

온도

(℃)

제염 전

(cpm)

제염 후

(cpm) 

Specific β

(cpm/cm2)
제염계수

1 0.1 25 28.90 5.57 2.79 5.19

2 0.25 25 32.97 4.70 2.24 7.01

3 0.5 25 32.47 4.60 1.60 7.06

4 1.0 25 40.77 4.37 1.56 9.33

5 0.1 50 37.07 6.70 2.73 5.53

6 0.25 50 31.70 2.77 1.54 11.44

7 0.5 50 34.43 3.80 1.19 9.06

8 1.0 50 40.07 3.57 1.41 11.22

9 0.1 80 45.80 3.43 1.42 13.35

10 0.25 80 43.63 3.50 1.01 12.47

11 0.5 80 53.17 3.40 1.63 15.64

12 1.0 80 61.40 3.57 1.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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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3. Chemical decontamination of AUC contaminated metallic 

wastes.

   (3) ADU 오염설비표면 화학제염

  ADU 분말로 오염된 배관을 인출하여 제염 실험을 수행하였고, 대상 시편

의 제염 전 및 후의 방사능 계측 (Gross β)을 통한 제염 성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Table 3.1.6에 수록하였다.

 질산 용액 내에서 효과적으로 제염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으며, AUC 

오염시편 제염의 경우와 동일하게 Gross β 방사능에 대해서 질산 농도 

및 온도 증가에 따라 다소 제염 효과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모든 제

염 결과가 자체처분 기준치 0.4 Bq/cm2 (19.1 cpm/cm2)를 만족하였다.

   (4) 액상 오염설비표면 화학제염

  우라늄변환시설 액상 오염 대상으로  추출탑의 시료 채취 배관을 인출하여 제

염실험을 수행하였고, 대상 시편의 제염 전 및 후의 방사능 계측 (Gross β)을 통

하여 제염 성능을 평가하였다. 이때 질산 용액, 질산/H2O2 용액 및 Na2S2O8 용

액을 사용하여 제염 성능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1.7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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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6. Decontamination test results for ADU contaminated 

specimens.

Sample 

Number

제염 조건 β radioactivity

HNO3

(M)

온도

(℃)

제염 전

(cpm)

제염 후

(cpm) 

Specific β

(cpm/cm2)
제염계수

1 0.1 25 1804.03 17.13 8.65 105.31

2 0.25 25 1707.90 13.23 7.78 129.09

3 0.5 25 1714.77 10.00 3.4 171.48

4 1.0 25 1697.57 7.13 3.08 238.09

5 0.1 50 2139.40 17.60 7.33 121.56

6 0.25 50 1700.40 8.53 3.23 199.34

7 0.5 50 1952.00 12.17 6.07 160.39

8 1.0 50 1798.87 8.20 3.15 219.37

9 0.1 80 2497.53 11.17 4.89 223.59

10 0.25 80 2337.63 9.83 3.78 237.81

11 0.5 80 2767.97 9.63 3.43 287.43

12 1.0 80 2541.10 8.63 2.88 294.45

       

Table 3.1.7. Decontamination test results for liquid phase 

contaminated specimens.

Sample 

Number

제염조건

(80℃)

β radioactivity[cpm]

제염 전 제염 후 제염계수

1 1M HNO3 94.73 13.67 6.93

2
1M HNO3/

0.05 wt% H2O2

191.83 11.60 16.54

3 10g/l Na2S2O8 98.20 54.83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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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산 용액 내에 H2O2가 존재할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제염 계수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첨가된 H2O2에 의해서 추출탑 표면에 존

재하는 유기물 (Dodecane 및 TBP)이 습식산화와 같은 반응으로 분해 되

어 액상 오염인 UN을 훨씬 용이하게 제거함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또

한 유기물 분해에 사용되어지는 Na2S2O8를 이용하여 제염할 경우, 질산 

용액에서보다 제염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해체 전 설비 내부 표면제염기술 적용방안

   (1) 제염대상 설비 오염 특성별 제염기술 적용방안

  우라늄변환시설 내부 설비 오염특성별 제염공정 적용성 및 성능평가 실

험을 통해 얻어진 기초적인 결과로부터 각각의 오염특성 별 표면제염기술 

적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AUC, ADU, UO2 등 분말 오염표면 제염

    - AUC 및 ADU 입자로 오염된 밸브, 배관 및 소규모 탱크 등 오염

표면은 상온의 무기산 제염용액 적용함

    - UO2 입자로 오염된 배관, 밸브 등 오염표면은 질산 및 산화제가 

포함된 상온의 무기산 제염용액 적용함

    - 밸브, 배관 및 소규모 탱크 등으로 이루어진 내부 표면 오염 설비 

중 순환되는 계통이 형성되는 부분은 순환 제염방법을 적용함

    - 순환 제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계적 절단이나 물리적 해체를 통

해 규격화 된 부품의 해체 후 부품제염을 적용하며, 이때에는 화학 

침수 제염 또는 전해연마제염을 적용함. 화학침수 제염 시에는 변

환시설 내의 대규모 탱크를 이용하여 배관 등 부품을 침수시켰다 

빼낼 수 있도록 basket 또는 rack을 설치하고 부가적으로 용액을 

순환할 수 있는 순환펌프 및 가온을 위한 히터를 설치하는 등 되도록 

기존 설비를 이용하도록 함

   Uranyl nitrate, TBP, Dodecane 등 액상 오염표면 제염

    - 대표적인 액상 오염설비인 추출탑은 우선 외부 표면을 wiping 등으

로 닦아내고 기계적 절단이나 물리적 해체를 통해 sizing 한 다음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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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표면 제염을 위해 약 80℃의 질산/H2O2 제염용액을 적용하고 

외부 오염표면의 제염을 위해 약 90℃의 옥살산을 포함한 유기산 

제염용액을 적용함

   (2) 설비 특성별 내부표면제염기술 적용방안 검증시험

  우라늄변환시설 설비내부 오염표면 제염기술의 검증을 위하여 Fig. 

3.1.24에 수록한 바와 같은 공정 개념을 갖는 시험장치를 설계 제작하였

으며, 제작된 장치 사진을 Fig. 3.1.25에 수록하였다.

 

TI
TIC

TI
TIC

TI
TIC

PI FI

drain

s
a
m

p
lin

g

d
ra

in

s
a
m

p
lin

g

Chemical
Make-Up Tank
(T1-1)

Chemical
Storage Tank
(T2-1)

Immersion
Heaters
(IH2-1 & 2)

D
e
c
o
n
ta

m
in

a
ti
o
n

T
e
s
t 
C

h
a
m

b
e
r 
(T

2
-
2
)

Corrosion
Monitoring
Chamber
(T2-3)

Chemical Injection
Pump (P1-1)

Circulation Pump
(P2-1)

C
. W

. O
u
t

C
. W

. In

Waste
Storage

Tank
(T3-1)

Electro-
Polishing
& Electro-
Sorption
Chamber
(T3-2)

Mixed Bed
IX Columns
(IX3-1 & 2) Waste Feed Pump (P3-1)

TI
TIC
TI
TIC

TI
TIC
TI
TIC

TI
TIC
TI
TIC

PI FI

drain

s
a
m

p
lin

g

d
ra

in

s
a
m

p
lin

g

Chemical
Make-Up Tank
(T1-1)

Chemical
Storage Tank
(T2-1)

Immersion
Heaters
(IH2-1 & 2)

D
e
c
o
n
ta

m
in

a
ti
o
n

T
e
s
t 
C

h
a
m

b
e
r 
(T

2
-
2
)

Corrosion
Monitoring
Chamber
(T2-3)

Chemical Injection
Pump (P1-1)

Circulation Pump
(P2-1)

C
. W

. O
u
t

C
. W

. In

Waste
Storage

Tank
(T3-1)

Electro-
Polishing
& Electro-
Sorption
Chamber
(T3-2)

Mixed Bed
IX Columns
(IX3-1 & 2) Waste Feed Pump (P3-1)

  

  

Fig. 3.1.24. P&I diagram for chemical decontamination process for 

the demonstration of decontamination for the internal 

surface of process system equipments in a retired 

uranium conversion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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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5. Photograph of chemical decontamination process for the 

demonstration of decontamination for the internal 

surface of process system equipments in a retired 

uranium conversion plant.

  본 연구에서는 상기 장치를 이용하여 우라늄변환시설 설비 내부 오염표

면 제염 검증시험을 수행하였다. 검증시험을 위하여 Uranyl Nitrate의 농

축/침전에 의해 생성된 AUC 분말을 rotary 여과기로 이송하는 배관을 제

염대상물로 사용하였으며, 이때 배관규격은 2.5m의 1“ 파이프 5등분한 

것 (50 cm x 5 본)을 사용하였다. 제염 조건으로는 온도가 25℃로 유지되

는 0.1 M 질산 제염용액을 4 L/min의 유속으로 순환시켜가며 30분 동안 제

염 하였으며, 제염 후 배관 내부 표면의 방사능 계측(Gross β)을 통하여 제염 

성능을 평가하였다. 제염 후 방사능 계측을 위하여 제염에 사용된 배관을 2.1 

cm x 1.9 cm 크기로 절단하여 시편을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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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염 검증시험 결과 0.1 M의 저농도 질산 제염 용액에서 배관 내부 표면의 

제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제염 후 Gross β 방사

능은 1.92 cpm/cm2 (0.04 Bq/cm2)로써 자체처분이 가능한 수준의 제염 결

과를 보였다. 이와 함께 용액 중 우라늄 농도는 0.6 ppm 으로 분석되었으

며, 이로부터 배관의 위치에 따라 AUC 오염량은 차이가 있겠지만 100%의 

여유도를 주더라도 0.1 M 질산용액으로 1“ 배관 약 850 m (폐기물부피

로 770 L 상당)를 제염할 수 있다.

  AUC 오염 배관을 대상으로 제염 검증시험을 수행한 결과로부터 우라늄

변환시설 내부 설비의 제염에 본 질산 제염공정이 기존의 제염조건보다 

훨씬 온화(저온, 저농도)하면서도 제염 성능 측면에서 자체처분 기준치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제염폐액의 lagoon 슬러지와의 호환성 및 저농도 

질산폐액의 발생으로 폐액의 처리에도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AUC 오염 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제염 검증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한 

질산 제염공정의 경제성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으며, 해체폐기물 드럼 

당 처분 비용을 약 300만원으로 가정했을 시 드럼 당 약 40만원 정도의 

제염비용으로 자체처분 함으로써 상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배관의 위치에 따라 표면에 축적된 AUC의 량이 차이가 있겠지만 검

증시험에 사용된 배관을 기준으로 하여 100%의 공학적 여유도를 주더

라도 25 L의 0.1 M 질산용액에서 1“ 배관 약 850 m (770 L)를 제염할 

수 있음. 이때 화학제로 사용되는 질산의 비용은 드럼 당 1000원 내

로써 매우 미미할 것임

  - 실제 규모로 제염을 적용할 시 변환시설 내부에 기 설치되어 있는 스

테인레스강 재질의 탱크 및 펌프류를 사용하고 부가적인 설비를 보완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염 공정장치를 제작 설치할 수 있고, 제염

에서 발생하는 이차폐액을 기존에 발생되어 있는 라군폐액으로 보내

거나 현재 연구되고 있는 ACF에 의한 전기흡착 처리를 사용하더라도 

드럼당 처분 비용을 고려해 볼 때 훨씬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됨

  - 경제성 분석 기준

    ․AUC 오염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제염 검증시험 결과를 근거함

    ․제염대상 : SUS 및 Inconel류 탱크. 밸브, 펌프,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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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해체물량 : 약 60 m3 (약 300  드럼)

  - 비용요소

    ․처분비용 : 3,000,000 원/드럼 x 300 드럼 = 900,000,000 원

    ․제염 및 폐액 처리비용

 * 화학제염제 : 1,000 원/드럼 x 300 드럼 = 300,000 원 

 * 폐액처리(ACF 사용) : 10 kg ACF x 200,000 원/kg = 2,000,000 원

    ․제염 장치비 : 35,000,000 원

    ․인건비 : 30,000,000 원 (직원 50%, 외부인력 2인, 처리기간 3개월)

    ․자체처분 시설 설치비 : 30,000,000 원

    ․Contingency (25%) : 24,300,000 원

  - 제염에 의한 경제적 이득

    ․처분비용 - (제염 및 제염폐액 처리비용+장치비+자체처분 시설비+인

건비+contingency) = 778,400,000 원

    ․경제적 이득 : 약 260 만원/드럼

 

3. 해체 후 부품 표면제염기술

  가. 서문

  전해연마 또는 전기화학제염이라 부르는 전해제염 기술은 전기 분해의 

원리를 이용하여 금속 표면에 존재하는 부식 산화막층 이나 기질금속

(substrate)의 얇은 표면층이 전해질 용액 속으로 양극 산화반응에 의해 

용출되어 제거됨으로써 방사성 오염이 제거되는 제염기술로 짧은 시간 내

에 자연방사선 준위까지 낮추는 높은 제염계수를 얻을 수 있으며, 발생되

는 2차 폐기물 양이 비교적 적고 제거된 표면이 부드럽게 처리되어 재 오

염성이 작을 뿐만 아니라 기술이용이 용이하다.

  상용 원전은 물론 핵연료 주기 시설에서 발생되는 알파, 베타 및 감마

방사선 오염물에 의해 오염된 어떠한 금속폐기물도 전해 제염방법에 의해 

무구속 방출 허용 기준치 이하로 제염시킬 수 있음이 해외의 여러 가지 

제염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고, 이에 따라 방사성 금속폐기물의 자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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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활용을 위한 표면제염 기술로써 전해제염 기술의 확보는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이 전해제염기술에서 양극과 음극사이의 전자 이동 경로를 

제공해 주는 전해액은 크게 무기산 전해액, 유기산 전해액, 중성염 용액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전해제염에서 전해질은 제염성능과 2차폐기물 발생량

에 큰 영향을 주는 인자이므로 심도 있게 조사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이

다. 무기산 전해질을 사용한 전해제염의 경우 인산, 황산, 질산 등 강산을 

사용하며, 산용해 반응과 산화적 반응에 의해 제염이 되는 원리를 이용하

고 있다. 이 방법은 전해 성능이 우수하고 산농도가 커서 폐액 감소가 없

으나 2차 폐기물 발생량이 큰 단점이 있어 이에 관한 2차 공정의 개선 여

지가 있다. 전해액으로써  Acetylacetone, 구연산, 옥살산 또는 이들 약품

의 혼합물을 사용하는 유기산 전해 공정은 pH 안정성이 좋고 유기산 성

분의 분해로 산성을 띠지 않는 폐기물이 발생됨으로 2차 폐기물처리가 비

교적 용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유기산 전해질을 단독으로 적용하

면 전기 전도성이 약하여 성능이 저하되고, 분해되는 유기산을 계속 보충

해 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황산나트륨이나 질산나트륨 같은 중

성염 전해질을 이용한 전해제염은 전해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도 2

차 폐액이 중성으로 발생되므로 처리가 용이하고, 방사성 오염물이 수산

화물 형태로 침전되어 슬러지를 형성함으로 이 슬러지를 제거시킴에 의해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저감할 수 있다. NaNO3 중성염 전해액을 

사용한 전해제염의 경우에 대해 철 금속의 총괄 전해반응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5NaNO3 + 16H2O +  11Fe → 

             11Fe(OH)2 + 4NaOH + NaNO3 + NH2OH + NH3 +2NO   (3.1.13)

                                               

위 식에서와 같이 철 수산화물 침전물의 슬러지 제거 후 전해액은 회수하

여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산, 황산 및 질산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전

해제염에 비하여 중성염을 사용하는 전해제염 연구는 그다지 많이 수행되

지 않았고, 특히 우라늄 화합물로 오염된 금속 폐기물의 제염에 적용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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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없었으며, 전해제염의 공정적인 면에 비하여 기초적인 정보가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 화합물로 오염된 스테인레스 스틸 및 인

코넬 표면으로부터 중성염 전해질에 의한 우라늄 화합물의 전기화학적 분

리를 통해 오염된 표면의 제염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SUS-304 

및 Inconel-600의 금속용해 특성이 우수한 중성염 용액을 선정하였고 전

해제염공정의 운전변수인 전류밀도, 전해액 농도, 전해시간 등의 영향을 조

사하였다. 한편, 변환시설의 공정조건 중 유동층 반응기가 고온에서 가동되

었던 것을 감안하여 열처리 시편에 대한 전해제염 성능을 평가하였다. 모

의시편을 사용한 비방사선 전해용해 시험 결과를 근거로 우라늄 변환시설 

내에서 직접 인출한 우라늄화합물 오염시편의 전해제염 실증 실험을 통해 

Na2SO4 및 NaNO3 중성염 전해질을 이용한 전해제염 공정의 실증시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제염 공정의 효율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이론적 고찰

  전해 제염기술은 전해 연마(electropolishing) 또는 전기 화학제염

(electrochemical decontamination)이라 부르며 오염물을 제거시킬 대상

물은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전기전도성을 갖는 금속성이어야 하며 Fig. 

3.1.26에서와 같이 전해조 내에서 양극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금속표

면에 형성된 부식산화막층은 전도성이 있어 제염시키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페인트에폭시등과 같은 비전도성의 도막이 금속표면에 덮여 

있으면 제염이 잘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이와 같은 도막을 처리하여 전기

가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효과적인 제염을 기대할 수 있다. 전해제염은 전

기분해의 원리를 이용하여 식(3.1.14)-(3.1.16)와 같이 금속표면에 존재하

는 부식산화막 층이나 기질금속(substrate)의 얇은 표면층이 전해질 용액 

속으로 양극 산화반응(anodic oxidation reaction)에 의해 용출되어 제거

됨으로써 방사성 오염물질도 함께 제거시키는 방법이다. 

          FeCr2O4-3e-(Oxid.) → FeO + CrO4
2-           (3.1.14)

          NiCr2O4-3e-(Oxid.) →NiO + CrO4
2-              (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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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2e- → Fe2+                                (3.1.16)

  전해제염 중에 모재가 용해되는 형태는 표면전체가 균일하게 용해되는 

경우 제염표면이 매끈하여 좋은 제염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제염되어 부드

러운 표면상태로 재 오염의 경향이 적다. 그리고 공정의 자동화 및 원격

조작이 가능하여 고방사선 장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짧은 적용시

간으로 무구속 방출기준치 이하까지 낮추는 높은 제염계수(DF = ～104)

를 얻을 수 있으며, 금속표면이 산화 용해되어 수산화물 형태로 침전하므

로 타 제염방법에 비해 2차 폐기물 양이 적다[3.1.20-3.1.25].

 

Fig. 3.1.26. Electropolish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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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 외에 전해제염 시 입계부식 및 pitting 등이 일

어나면 좋은 제염효과를 얻을 수 없다. 입계부식은 주로 active 영역에서 

일어나고, pitting은 주로 transpassive 전위 이상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1.26, 3.1.27] 전해제염은 주로 transpassive 영역에서 

실시하므로 pitting을 주의해야한다.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는 대상이나 

측면의 경우에는 곤란하고, 구조의 복잡함으로 인해 전류밀도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아 뾰족한 모서리 부분에서는 전류가 밀집되어 변형이 발생될 수 

있으며 제염 시에는 음극도입이 필요하여 배관부의 제염은 사전절단이 요

구된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Fe, Ni, Cr 이 주성분이 되는 금속재료는 일반적으로 전해용액 안에서 

이것들의 원소가 양이온으로 되어 양극 용해된다. 금속의 표면층이 용해

됨에 따라 층 안에 오염물들이 표면으로부터 방출되는데 이것이 표면의 

제염현상의 결과이다. 전위-pH 관계에서 보면, Fe 나 Ni 이온은 모두 알

칼리 용액 속에서 불용성이기 때문에 양이온이 제거되면서 방사성 성분이 

제거되어 전해질을 재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Cr이 Cr6+ 으로 산화된 것

은 침전하지 않고 용액에 용해되어 있다. 대신에 수소기체와 반응하여 수

용성인 CrO4- 형태가 되지만 이는 Cr6+ 이온이 화학적으로 Cr3+ 로 환원

되어 Cr(OH)3로 침전되는 2차 공정에 의해 용액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한

다. 이는 Cr이 스테인레스 스틸을 구성하는 다른 금속들보다 규칙적으로 

밀집되어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Fig. 3.1.27은 Na2SO4를 전해질로 사용한 전해제염 공정의 메커니즘을 

도식화한 것이다. 음극 전극 표면에서 OH-기가 발생함으로써 반응 초기에

는 염기성의 pH를 나타내지만 양극 전극 표면에 물분자의 산화에 의해 

더 많은 수소이온이 발생되어 의해 pH는 초기보다 약간 낮아지게 될 것

이다. 이에 의해 오염물이 표면으로부터 확산함으로써 화학적으로 용해가 

가능하고 용액에서 침전되는 것이다. 다른 가능성은 기질금속표면에 기계

적으로 산화 용해되어 오염물이 침전되는 것이다. 전해제염에 의한 오염

물 제거 원리는 이 두 가지의 조합처럼 보인다[3.1.28-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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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7. The chemistry of the anodic dissolution of stainless 

steel in an alkaline sodium sulfat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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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해제염기술 시험 및 평가

  본 연구에서는 가동 중지된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시 대량으로 발생될 

다양한 금속성 공정장치 및 배관 등의 금속폐기물의 주 구성 재료인 스테

인레스 스틸 및 인코넬 표면으로부터 중성염 전해용액을 사용한 전해연마

공정을 선정하여 우라늄 화합물로 오염된 부품의 전해제염 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실험들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Potentiostat/Galvanostat(JS-P500, 

지상중전기)를 사용하여 세 개의 전극으로 구성된 고전적인 전해셀 내에서 

작업전극, 즉 양극이 되는 제염대상물에 일정한 전류를 흘려주는 일정전류 

방식으로 전해재염을 수행하였다. 실험장치의 개략도는 Fig. 3.1.28에 수록

하였으며, 250 ml 용량의 유리 비이커 내에 세 개의 삽입되는 형태의 전

해셀을 사용하였다. 이 때 기준전극으로는 Ag/AgCl(saturated KCl)을 사용

하였고, 상대전극으로 2.5 × 5 cm크기의 백금판을 사용하였다. 양극으로는 

우라늄 변환시설 오염설비의 주된 재료인 SUS-304(Fe:74%, Ni:18%, 

Cr:8% [ASTM B 240])와 Inconel-600(Fe:8%, Ni:72%, Cr:15%[ASTM 

B 166])의 모의시편을 사용하였다. 

    

Fig. 3.1.28. Schematic view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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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해질에 따른 금속시편의 용해특성

  전기화학 시스템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전해 용액은 그 속에 들어

있는 이온들에 의해 전류를 통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성염 

전해질로 Na2SO4(E.MERCK), Na2CO3(JUNSEI), Na3PO4(SHOWA), 

NaNO3(E.MERCK), (NH)2CO3(SIGMA), NH4NO3(SHOWA)을 선택하여 각

각의 농도가 0.5M이 되도록 전해용액을 제조한 후 각각의 전해용액 내에

서 SUS-304와 Inconel-600 모의시편의 전해제염 거동을 조사하였다. 모

의시편은 시편의 노출 면적이 약 0.95 cm2인 홀더(K0105, EG&G)에 잘 

맞도록 원형으로 가공하여 입자가 굵은 사포로부터 차례로 연마하여 최종

적으로 0.5  알루미나 현탁액으로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이 때 전해제염은 25℃로 유지되는 각각의 전해용액 내에서 50 

mA/cm2 의 전류밀도로 1시간동안 흘려보내준 조건으로 수행하였으며, 전

해 시작 전 및 종료 후 SUS-304시편과 Inconel-600 시편의 무게를 측

정하여 그 변화로부터 전해제염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1.29 및 Fig. 3.1.30에 각각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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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9. Electrolytic dissolution characteristics of SUS-304 

specimen in various neutral salt electrol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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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0. Electrolytic dissolution characteristics of Inconel-600 

specimen in various neutral salt electrolytes.

  이 결과로부터 SUS-304와 Inconel-600 시편이 중성염 용액에 따라 

서로 다른 용해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SUS-304시편의 경우 여러 가

지 중성염 용액들 중에서도 Na2SO4 중성염 용액에서 가장 무게감량이 크

게 나타났고, 이는 다른 전해용액에서 보다 Na2SO4 전해용액 내에서 전해

제염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NaNO3 중성염 용액

에서는 SUS-304 시편의 전해용해에 의한 무게감소는 Na2SO4 중성염 용

액에 비해 약 30%의 전해효율을 보였다. 이와 반면에 Inconel-600의 경

우는 SUS-304시편의 경우와는 다르게 Na2SO4, NaNO3, NH4NO3 중성염 

용액에서 거의 비슷한 산화용해율을 보였고, 그 외의 중성염 용액의 경우엔 거

의 질량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실험결과로부터 Na2SO4와 NaNO3 전해질 

내에서의 중성염 전해제염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실험결과와 함께 제염성능이 좋고, 반응전과 후의 pH도 안정하며 공정적용

이 용이할 뿐 아니라 감용비가 큰 효과(기존 인상 전해액 방법의 1/30)를 얻

을 수 있어 2차 폐기물량이 매우 작다고 보고 되고 있는[3.1.32] Na2SO4 중

성염 전해질과 우라늄 변환시설에서 정광(U3O8)을 포함한 우라늄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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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해 시 질산을 사용하였으며 불순물의 여과, 우라늄의 정제를 위한 

모든 공정이 질산 매질에서 수행되었고 우라늄 변환시설의 가동 중에 발

생한 액체폐기물 저장소인 Lagoon이 현재는 수분이 증발하고 NH4NO3와 

NaNO3의 구성성분으로 포화된 슬러지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연유로 질산 

매질의 우라늄 용액을 취급했던 공정 및 설비표면에 가동 중 발생된 우라

늄 슬러지 폐기물의 성상을 고려하여 관련된 시설물 제염에 Nitrate 형태

의 NaNO3 중성염을 사용자는 전해제염에 대한 운전변수의 영향도 파악하

고자 하였다.

   (2) 전류밀도에 따른 금속시편의 용해 특성

  중성염을 이용한 전해제염 시 적절한 전류밀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0.5M 

Na2SO4 및 NaNO3 용액에서의 SUS-304시편과 Inconel-600시편에 대하여 

전류밀도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SUS-304시편의 경우는 총 흐른 전하량을 

900 coulomb 및 450 coulomb이 되도록 하고 전류밀도를 변화시켜가며 

전해제염 하였고 SUS-304시편보다 산화용해정도가 좋은 Inconel-600의 

경우는 전류밀도에 따라 Na2SO4의 경우 150 coulomb, NaNO3의 경우는 

75 coulomb까지 되도록 하여 전류밀도에 따른 무게 감량을 측정하여 그에 

대한 결과를 Fig. 3.1.31, Fig. 3.1.32에 나타내었다. Fig. 3.1.31에서 살펴

보면 Na2SO4 용액에서 SUS-304시편을 전류밀도에 따라 전해제염 하였을 

때 50 mA/cm2까지는 시편의 무게 감소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100 

mA/cm2 이상의 전류밀도에서는 질량감소의 증가정도가 완만하게 나타났

다. 전류밀도가 클수록 전해시간이 단축되면서 전해용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전해시간의 측면에서 본다면 높은 전류밀도가 효과적으로 보이며,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단위면적당 전류를 흘려보낼 장치의 크기를 생각하여 

너무 높지 않은 전류밀도를 선정하여 전해제염을 수행하여야 한다. 

   Inconel-600시편의 경우는 SUS-304시편의 결과와는 반대로 약 50 

mA/cm2의 전류밀도 까지는 전해효율에 차이는 별로 없다가 50 mA/cm2 이

상에서는 전류밀도의 증가에 따라 시편의 질량 감소함으로써 전해효율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염효율 및 적용시간을 고려하여 볼 때 50 mA/cm2

의 전류밀도에서 전해제염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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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 Effect of current density on the electrolytic dissolution of 

matal specimen in 0.5M Na2SO4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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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2. Effect of current density on the electrolytic dissolution of 

metal specimen in 0.5M NaNO3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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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NO3 전해용액에서 SUS-304시편의 경우 Fig. 3.1.3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전류밀도가 100 mA/cm2까지 감소함에 따라 전해제염 효율도 감

소하며 100 mA/cm2이상에서는 전류밀도의 증가와는 무관하게 전해제염 

효율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전류밀도가 감소하면 

전해제염 효율은 증가하지만 제염시간이 너무 길어지므로 제염시간을 고

려한 적절한 전류밀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와 동시에 전해제염 시간

을 고려하여 100 mA/cm2 이상의 전류밀도에서 전해제염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편의 질량감소만을 고려할 때에는 전류밀도가 클수록 동일한 전해

효율을 갖으면서 제염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더 큰 전류밀도를 선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전류밀도의 증가는 금속의 전해

용해가 과부동태 영역에서 발생되도록 전위를 끌어올림으로 인해 전해연

마라고도 불리는 전해제염이 갖을 수 있는 장점인 제염 후 표면의 균일성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Fig. 3.1.33) 적절한 전류밀도의 선택이 중요하

다고 판단된다. 

         

               <50 mA/cm2>      <100 mA/cm2>      <300 mA/cm2>

Fig. 3.1.33. SEM images of specimen surface on current density 

using NaNO3 electrol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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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nel-600시편의 경우는 50 mA/cm2이상의 전류밀도에서는 시편의 질

량 감소율이 더욱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것으로 보아 SUS-304시편과는 반

대의 현상을 보여주며 이 경우에는 전해제염 시간을 고려하여 50 mA/cm2

이상의 전류밀도에서 제염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SUS-304의 경우에서 고찰했던 바와 같이 제염 후 시편의 표면 상태나 전

해시스템의 에너지소모를 고려한 적절한 전류밀도의 선정이 요구된다.

   (3) 전해용해 시간에 따른 금속시편의 용해특성  

  전해제염 반응시간에 따른 금속시편의 산화용해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US-304시편과 Inconel-600시편에 대해 50 mA/cm2 및 100 mA/cm2 

조건에서 전해반응 시간을 변화하여가며 시편의 무게감소를 측정함과 동

시에 무게감소로부터 이론적으로 산정한 금속표면의 용해두께를 도시한 

결과를 Fig. 3.1.34～3.1.37에 수록하였다. 모든 경우 동일한 전류에서 

SUS-304 와 Inconel-600 금속시편의 무게감소는 반응시간에 따라 선형

적으로 증가한다. 전기 화학적 제염에 대한 이론적 고찰부분에서 이미 언

급한 바 있지만 일정농도의 전해질이 일정부피 만큼 담겨 있는 전해 반응

조 내에서 전해반응이 진행되면 물, 전해질 및 금속시편 등이 이 전해반

응에 참여함으로 인해 외부에서 어떤 조작을 해주지 않는 한 전해반응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Na2SO4 용액 내에서 금속시편의 전해용해가 진행되

면 용액의 pH가 점점 감소하며 NaNO3 용액 내에서는 pH가 그와는 반대

로 점점 증가된다. 0.5M의 Na2SO4나 NaNO3 전해용액 모두 전해 반응 

개시 전 초기 pH는 6.5～6.6 정도이지만 2시간의 전해반응이 진행된 후

의 pH는 Na2SO4 전해용액의 경우 5.9로 약간 감소하는 반면에 NaNO3 

전해용액의 경우는 10.3으로 매우 증가된다. 

  이와 같이 전해반응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용액의 특성이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금속시편의 무게감소가 선형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전해용액의 

변화가 금속의 전해용해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일반

적으로 금속폐기물에 대한 방사성물질의 오염은 표면오염과 체적오염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는데 원자력시설에서 발생되는 금속폐기물중 재활용이

나 자체처분이 가능한 폐기물은 표면오염인 경우이다. 고온, 고압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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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금속성 폐기물의 표면오염두께는 약 

10㎛ 정도로 알려져 있다[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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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4. Effect of cumulative coulomb on the electrolytic 

dissolution of SUS-304 in Na2SO4 electrol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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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5. Effect of cumulative coulomb on the electrolytic 

dissolution of Inconel-600 in Na2SO4 electrol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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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6. Effect of cumulative coulomb on the electrolytic 

dissolution of SUS-304 in NaNO3 electrol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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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7. Effect of cumulative coulomb on the electrolytic 

dissolution of Inconel-600 in NaNO3 electrol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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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2SO4 전해질 용액에서 오염된 SUS-304를 전해제염 할 경우 100 

mA/cm2 의 전류밀도에서 1시간 정도면 9.8㎛로 오염된 표면이 제거될 

것으로 추정되며 용액에서 Inconel-600의 경우라면 50 mA/cm2의 전류

밀도에서 10분 이내의 제염시간이면 충분히 오염물질이 제거될 것으로 추

정된다. 반면에  NaNO3 전해질 용액에서 SUS-304시편의 경우는 100 

mA/cm2 의 전류밀도에서 약 3시간 30분 정도의 제염시간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이며 오염된 Inconel-600 시편을 전해제염 할 경우는 Na2SO4 용액

에서와 비슷하게 50 mA/cm2의 전류밀도에서 10분 이내의 제염시간만으

로 방사성 오염물질이 제거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

하는 금속폐기물의 표면이 실제 우라늄 변환시설의 해체 시 발생하는 금

속폐기물의 표면은 산화막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단지 모재 표면상에 아

주 미세한 우라늄 화합물 입자가 달라붙어 있다. 따라서 원전 금속 폐기

물의 경우는 10㎛ 정도를 제거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우라늄 변환시설 해

체로부터 발생하는 금속폐기물은 금속 모재로부터 정전기적 힘으로 붙어

있는 입자성 오염물을 용해시키거나 모재를 약간 용해시킴으로써 모재로

부터 입자성 오염물이 탈리되도록 하면 되므로 10㎛ 두께까지의 전해용해

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앞에서 SUS-304 시편에 대해 추정하였

던 충분한 전해제염 시간이 훨씬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4) 전해질 농도에 따른 금속시편의 용해특성

  Na2SO4 및 NaNO3 전해용액의 농도가 SUS-304시편과 Inconel-600시편

의 전해제염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0.25M에서 5M까지 농

도를 변화시켜가며 SUS-304시편의 경우 100 mA의 전류를 1시간동안 일

정하게 가해주고 Inconel-600시편의 경우는 50 mA의 전류를 30분 동안 

일정하게 흘려 보내주어 전해반응이 종료된 후 무게감소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1.38 및 Fig. 3.1.39에 각각 수록하였다. Fig. 3.1.38의 결과

로부터 Na2SO4 전해용액의 농도가 증가되더라도 SUS-304 및 Inconel-600

시편의 전해제염 효율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와는 반면에 NaNO3 전해용액 내에서 SUS-304 시편의 경우 NaNO3 전해

용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편의 무게감소가 3M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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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그 이상에서는 급격히 증가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Fig. 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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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8. Effect of Na2SO4 concentration on the electrolytic 

dissolution  of SUS-304 and Inconel-600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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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9. Effect of NaNO3 concentration on the electrolytic 

dissolution of SUS-304 and Inconel-600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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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통해서 SUS-304시편은 NaNO3 용액의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전

해 용해 속도가 매우 증가됨으로써 농도가 높은 전해용액을 사용하면 전해

제염 시간의 단축이 기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NaNO3 전해용액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금속시편의 표면은 Fig. 3.1.40에 수록한 바와 같이 

매끄럽지 않고 매우 거칠어졌으며, 이는 점식(pitting)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된다.

            

<0.5M NaNO3>                <1M NaNO3>              

              

<3M NaNO3>              <5M NaNO3>                        

Fig. 3.1.40. Optical microscopic images of SUS-304 specimen 

surface after electrolytic dissolution with the variation 

NaNO3 concentration.

   (5) 열처리 시편의 용해특성

  우라늄 변환시설의 내부설비에서 공정들이 60℃에서 650℃의 온도 조

건에서 가동되어 높은 온도에서 가동되었던 내부설비의 제염 시 그 적용

성을 찾기 위하여 제염대상 공정설비의 가동온도와 동일한 온도로 열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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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304 및 Inconel-600 예민화 시편을 가지고 NaNO3 중성염 전해질

에서 100 mA/cm2 의 전류밀도를 한 시간 동안 가하여 나타나는 시편의 

용해특성을 관찰하였으며 동일한 전해조건에서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시편을 전해제염 한 금속시편의 용해특성을 비교한 결과를 도식화하여 

Fig. 3.1.4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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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1. Electrolytic dissolution performance of as-received and 

sensitize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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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304 시편의 경우 예민화 시편의 전해용해율이 그렇지 않은 시편

에 비해 3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제염 후 표면도 매우 매끄러움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온의 조건에서 가동한 설비의 내부표면제염에 더

욱 효과적으로 전해제염이 적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SUS-304 시편과는 달리 Inconel-600 시편의 경우는 예민화 시편과 

그렇지 않은 시편과의 무게 감소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Fig. 

3.1.42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예민화 시킨 시편의 경우 전해제염 후 

표면이 매우 거칠어짐을 알 수 있었다.

     

          <SUS before E.C.>      <As-received SUS>       <Sensitized SUS>

     

        <Inconel before E.C.>   <As-received Inconel>   <Sensitized Inconel>

Fig. 3.1.42. Optical microscopic images of as-received and sensitized 

specimen surface before and after electrolytic dissolution 

NaNO3 electrol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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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염특성별 제염공정 적용성 및 성능평가

  우라늄 변환 시설로부터 인출한 UO2, AUC, ADU로 오염된 실제시편에 

대해 그 표면적이 약 4 × 5 cm2의 크기로 절단하여 Na2SO4 및 NaNO3 

전해용액을 사용하여 100 mA/cm2의 전류밀도로 시간을 변화시켜가며 전

해제염 실증 시험을 수행하였다. Na2S04 및 NaNO3 중성염 용액 내에서 

제염시간을 5분에서 1시간까지 변화시켜가며 전해제염을 수행하였고 일정 

시간간격으로 시편의 무게 감소와 동시에 전해제염 하기 전의 β 방사능과 

전해제염 하고 난 후의 β 방사능을 측정하여 이로부터 제염계수(DF)를 산

정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Table 3.1.8～3.1.10에 수록하였다.

 

Table 3.1.8. Electrochemical decontamination results of metalic 

wastes contaminated with UO2 taken from uranium 

conversion facility. 

electrolyte
time

(min)

β-radioactivity

before

[cpm]

after

[cpm]
DF

specific activity

[cpm/cm2]

Na2SO4

5 231.4 1.75 132.2 0.697

10 233.4 1.1 212.1 0.3432

20 244.02 0.95 258.9 0.552

30 244.02 0.635 384.3 0.478

60 269.22 0 +∞ 0

NaNO3

10 176.2 5.65 31.19 1.346

20 160.65 2.69 59.83 1.001

40 189.15 0.9 210.2 0.564

60 189.15 0 +∞ 0

※ Self disposal criteria for β activity : 0.4 Bq/cm2[19.1 cpm/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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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9. Electrochemical decontamination results of metalic 

wastes contaminated with AUC taken from uranium 

conversion facility.

electrolyte
time

(min)

β-radioactivity

before

[cpm]

after

[cpm]
DF

specific activity

[cpm/cm2]

Na2SO4

10 454.47 4.7 96.7 0.654

30 489.57 1.15 425.7 0.127

60 386.13 0.60 613.5 0.079

NaNO3

10 208.53 5.25 39.72 1.15

30 385.50 5.37 71.79 0.649

60 324.03 2.55 127.1 0.255

Table 3.1.10. Electrochemical decontamination results of metalic 

wastes contaminated with ADU taken from uranium 

conversion facility. 

electrolyte
time

(min)

β-radioactivity

before

[cpm]

after

[cpm]
DF

specific activity

[cpm/cm2]

Na2SO4

10 1978.3 1.185 1669 0.171

30 1951.0 1.765 2550 0.0905

60 2418.6 0.43 5625 0.0489

NaNO3

10 1702.8 1.83 930.5 0.239

30 1705.3 1.65 1034 0.219

60 1759.5 0.85 2070 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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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2 오염시편의 초기 β 방사능 오염도는 160～270 cpm이었으며, AUC 오

염시편의 초기 β 방사능 오염도는 324～490 cpm이었고, ADU 오염시편의 

초기 β 방사능 오염도는 1700～2420 cpm이었다. 전해제염 결과 β 방사능

은 0～5.65 cpm으로 감소되어 전해제염 후 얻은 이들 및 방사능 준위 값들

은 모두 자체처분 기준치(β = 0.4 Bq/cm2[19.1 cpm/cm2])를 만족하였다. 

  또한 시간에 따라 감소한 무게를 금속 두께변화로 산정하여 이에 따른  

β 방사능의 거동을 Fig. 3.1.43～3.1.45에 나타내었다. 제거된 금속표면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방사능이 감소하는 거동을 확인하였으며, 짧은 시

간의 전해제염으로도 자체처분 기준치 이하의 값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측면에서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

에서는 규제기관에서 규정한 자체처분 기준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보통이다. 대부분 규제기관에서 권고한 

기준치의 약 1/10 수준으로 방사선 준위를 제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체처분 기준치의 1/10을 만족시키는 금속두께 변화를 살펴보았다. 시편

의 방사능  보다는 보다 정확하게 측정 가능한  방사능을 기준으로 이 값

을 적용하였을 때 오염시편의 불 균일화(오염도 등)로 인해 정확히는 추

정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약 2.5～4㎛ 정도를 용해제거하면 충분히 제염되

어 우라늄 화합물로 오염된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자체처분 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UO2로 오염된 시편에 대하여 제염 전과 제염 후 시편의 표면상태를 SEM

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3.1.46과 Fig. 3.1.47에 수록하

였다. 이로부터 10분 이내의 제염으로도 방사능 오염입자가 거의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정도의 전해제염 시간을 적용함으로써 전

해용액 중으로 용출되는 모재 금속의 양도 감소시킴으로써 이차폐기물의 

양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해제염 시간이 더욱 경과하

면 표면에 있는 미세 골짜기의 가장자리들이 더욱 깎여나가 표면이 균일해

지는 경향을 보여주지만 그와 동시에 NaNO3 전해질의 경우에는 점식이 

발생하여 제염된 표면의 상태 및 전해제염을 통해 발생되는 이차폐기물의 

측면에서 그다지 바람직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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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3. Electrochemical decontamination behavior of UO2 

contaminated metallic w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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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4. Electrochemical decontamination behavior of AUC 

contaminated metalic w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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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5. Electrochemical decontamination behavior of ADU 

contaminated metalic w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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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E.C.>           <after 5min>         

       

               <after 10min>           <after 30min>

Fig. 3.1.46. SEM images of UO2 contaminated metal surface before and 

after electrochemical decontamination with the variation 

of decontamination time using Na2SO4 electrol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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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E.C.>            <after 10min> 

                    

   

               <after 20min>            <after 60min>

Fig. 3.1.47. SEM images of UO2 contaminated metal surface before and 

after electrochemical decontamination with the variation 

of decontamination time using NaNO3 electrol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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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문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 함유 분말과 같은 입자성 오염이 존재하는 우라

늄 변환시설의 다양한 금속성 공정장치 및 배관 등의 재활용 또는 자체처

분을 위한 내부 표면의 제염을 위하여 저농도의 화학 제염용액, 즉,  

EDTA/Na2CO3를 사용하는 유기산/중성염 제염공정과 HBF4, HNO3을 사

용하는 무기산 제염 공정을 선정하여 이산화우라늄(UO2) 분말의 용해 실

험과 질산 제염용액 내에서의 Ammonium Uranyl Carbonate(AUC) 분말

의 용해 실험을 통하여 각각의 제염공정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였고, 중성

염의 전해 용액을 사용하는 전해제염공정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우라늄 

변환시설 내부설비의 주 구성재료인 스테인레스 스틸 및 인코넬 금속시편

의 전해제염을 위한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한편, 우라늄변환시설에서 

직접 인출한 오염 시편을 대상으로 화학제염 공정과 전해제염 공정의 제

염 실증시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 화학제염

   (1) EDTA 및 Na2CO3 단독 용액에서 UO2 입자의 용해는 매우 천천히 

진행 되었으며, 용해 거동은 온도와 pH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 

용액에 H2O2 첨가는 UO2 입자의 용해 속도를 훨씬 증가시켰으나 pH에 

크게 의존하였고, 특히 EDTA 용액 내에서는 용해된 우라늄 이온과 H2O2

의 반응의 결과로 UO4․4H2O 침전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EDTA/Na2CO3 

혼성 용액 내에서 H2O2의 존재는 용액의 pH 와 무관하게 UO2로 오염된 

표면을 효과적으로 제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때 H2O2 농도가 

0.05wt%이하로 존재하는 경우 더 큰 제염 효과가 기대된다.   

   (2) HBF4 제염 용액 내에서 UO2 입자의 용해 시 용액의 온도 증가에 

따라 용해속도가 증가하였으며, HBF4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로 용

해되는 우라늄의 양은 선형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HBF4를 용액을 

사용한 UO2 오염 표면의 효과적인 제염을 위해서는 1wt% 이상의 비교적 

고농도 용액과 상승된 온도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질산 용액 내에서 UO2 입자의 용해 속도는 질산의 농도 및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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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저농도 화학제염 공정의 적용 가능성 관점에서 

용액의 온도가 50℃ 이상으로 가열되어야 UO2 용해에 의한 제염이 비교

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화제로 H2O2가 첨가

된 질산 용액에서 UO2 입자의 용해속도는 H2O2가 포함되지 않은 질산 용

액에서의 용해속도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증가됨으로써 질산/H2O2 제염 공

정이 질산 제염공정에 비해 UO2로 오염된 금속표면의 제염에 훨씬 효과

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이때 과잉의 H2O2 존재는 용액 중 우라늄 이온과 

반응하여 UO4․nH2O의 침전을 생성시킴으로써 실제 오염 금속 표면의 제

염 시에는 이 침전물로 인해 제염에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제염에 

사용되는 질산의 농도를 고려한 적절한 H2O2 농도의 조절이 요구된다. 

   (4) 질산 용액 내에서 AUC powder를 용해시킬 경우 pH 값 2.5～3 

범위에서 용해된 우라늄 농도가 최대가 되었고 pH 값 3이상에서는 

Uranium Ammine Oxide Hydrate의 생성으로 인해 우라늄 농도가 급격

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질산 용액에 의한 AUC로 오염된 표면의 제염 시 

제염용액의 pH는 3이하를 유지하여야 우라늄 산화물의 재 침적 없이 효

과적으로 제염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5) 질산 용액 내에서 UO2 와 AUC powder에 대한 기초 용해 실험을 

통하여 얻은 제염 조건을 사용하여 우라늄 변환시설로부터 인출한 우라늄 

화합물(UO2, AUC,ADU 및 UN)로 오염된 시편의 제염에 적용한 결과 짧

은 시간 내에 자체처분 기준치 이하로 β 방사능 준위를 감소시킴으로서 

본 제염 공정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나. 전해제염

   (1) 여러 가지 중성염 용액 내의 동일한 조건 하에서 SUS-304 및 

Inconel-600 시편의 전해용해 시 전해용해 성능이 가장 우수한 Na2SO4 

및 Na2SO4에 비해서는 다소 성능이 떨어지지만 우라늄 변환시설의 가동

이력을 고려하여 NaNO3 중성염 용액이 우라늄 변환시설의 해체 시 발생

되는 금속폐기물의 전해제염 용액으로 적절함을 보였다.

   (2) Na2SO4 용액에서 SUS-304에 대한 전해용해는 전류밀도가 50 mA/cm2 

이상에서, Inconel-600에 대해서는 50 mA/cm2 에서가 효과적인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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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3 용액에 있어서는 SUS-304 시편에 대해서는 100 mA/cm2 이하에

서, Inconel-600에 대해서는 50～100 mA/cm2 에서가 효과적 이었다.

   (3) Na2SO4 전해용액 내에서 전해용해가 진행되는 동안 금속시편의 

무게감소는 농도의 변화와는 무관하였고, 시편표면 전체에 걸쳐 균일한 

용해가 진행된 반면에, NaNO3 전해용액에 있어서는 농도증가에 따라 시

편의 무게감소가 증가하며, 특히 3M 이상에서는 국부부식의 증가로 무게

감소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시편의 표면 거칠기가 매우 증대되므로써 방

사성 물질의 재 오염 가능성 및 이차폐기물의 발생량의 증가가 우려되므

로 1M 이하의 농도조건에서의 전해제염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고온에서 예민화(열처리)된 SUS-304 시편의 전해용해 시 용해에 

대한 재료의 민감도가 증가됨으로써 예민화 되지 않은 시편에 비하여 3배 

이상 용해 성능이 증가되었으나, Inconel-600 시편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

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5) 우라늄 변환시설에서 인출한 UO2, AUC 및 ADU 오염시편에 대하

여 Na2SO4 용액과 NaNO3 전해용액 내에서 100 mA/cm2의 전류밀도 조

건으로 전해제염 실증시험을 수행한 결과 오염물의 종류 및 오염 준위의 

대소와는 관계없이 모든 시편에 대하여 10분 이내의 짧은 시간 내에 자체

처분 기준치 이하로 및 방사능 준위를 감소시킴으로써 본 중성염 전해제

염이 매우 성공적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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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우라늄 슬러지 처리기술 개발

1. 슬러지 고액 분리 및 안정화 기술

  가. 라군 슬러지

    (1) Lagoon의 외형

  Lagoon은 변환 공장의 서쪽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으며 두 개의 pond

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layout는 Fig. 3.2.1과 같다. 각 pond는 편의상 

변환 공장에 가까운 크기 10×40 미터의 pond를 POND-1으로 명명하였

으며 나머지 하나를 POND-2로 명명하였는데 이의 크기는 9×40 미터이

다. 두 pond 전부 깊이는 모두 3미터이나 POND-2의 경우 용액의 수집

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약 10 cm의 경사 바닥으로 설치하였다.

POND 1

40 x 10 m

POND 2

40 x 9 m

POND 1

40 x 10 m

POND 2

40 x 9 m

   Fig. 3.2.1. Layout of ponds in lago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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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goon의 전체적인 모양은 Fig. 3.2.2의 사진과 같으며 pond는 약 

10cm 두께의 콘크리트 벽체로 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철제 구조물과 유리로 

된 지붕에 의하여 덮여져 있다. 이 지붕은 프랑스의 변환 공장과는 달리 

빗물의 유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연간 증발량보다 강우량이 많은 우리나라

의 기후에는 피할 수 없는 시설이다. 이 철제 구조물은 많이 부식되어 있

으나 아직은 구조적으로 안전하여 유리의 철거 작업등에는 지장이 없다. 

또 콘크리트 벽체의 외부는 흙으로 반 정도 덮여있어 pond의 내부 관찰을 

용이하게 하고, 작업성을 우수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벽체의 안전성도 증

가시키고 있다. Fig. 3.2.3에는 POND-2의 내부 모양이 나타나 있으며 여

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안 쪽 면은 검은 색의 고무판으로 lining되어 있어 

lagoon내의 용액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 pond의 하부

에는 sludge가  있으며 이는 Fig. 3.2.3에서 흰색으로 보인다.

Fig. 3.2.2. Overview of the lagoon, consisted of two ponds and 

covered with glass 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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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Inside of the pond 2.

    (2) Pond의 level 변화

  1992년 말 공장의 조업을 중단하고 1994년부터 최소한의 유지 보수가 

이루어져 왔다. 이때부터 lagoon에는 아무 것도 유입되지 않았으며 자연 

증발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부피가 계속하여 감소되어 왔으며 이는 Fig. 

3.2.4에서 보는 것과 같다[3.2.1]. 그러나 2000년부터는 부피의 감소가 

중단되어 거의 1년 동안 일정한 부피를 나타내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약

간 증가하는 경향도 있으나 이는 빗물의 유입과 온도차에 의한 것이며 실

제로의 변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Pond 내의 용액의 주성분은 질산염으

로서 이는 대부분이 조해성이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흡수하는 물의 양

과 자연 증발에 의하여 제거되는 물의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피 감소는 예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공적인 공정에 의하여 처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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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는 pond 내의 슬러지의 양을 더 감소시킬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Pond 내 슬러지의 형상

  각각의 pond 내의 슬러지는 Fig. 3.2.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 개의 층

으로 나눌 수 있다. 맨 위층은 양쪽 pond 모두 용액으로 되어 있으며 이 

용액은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액의 양은 온도에 의하여 매우 민감하

게 변한다. 즉 여름에는 비교적 많은 양의 용액이 존재하다가 겨울에는 

이중 대부분이 고체 결정성 물질로 변하여 중간층과의 구별이 없어진다. 

중간층은 흰색의 결정성 물질로서 pond 내의 용액이 증발하면서 포화 농

도 이상의 고체가 결정화된 부분으로서 매우 강도가 크다. 바닥의 고체는 

pond 내에서 반응에 의하여 초기에 생성되었거나 초기부터 공급된 고체

가 침강되어 쌓여있는 부분으로서 생성원인이 다른 만큼 외형도 상이하여 

POND-1의 경우는 붉은 색의 deposit 임에 비하여 POND-2의 경우 미색

의 침강물로 이루어 져있다.

  이들 각층의 높이는 Table 3.2.1과 같으며 이는 2001년 9월 16일 측

정된 것으로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측정하는 시점에 따라서 제일 위층

의 높이는 변화할 수 있다. 앞으로의 특성 분석은 각각의 층 별로 수행되

어 각층에 이름을 주어 시료나 분석 결과를 정의하는 것이 편리하였으므

로 각 층의 이름을 Table 3.2.2와 같이 부여하였다. 예를 들면 P1-U1의 

이름을 가진 시료는 pond-1의 upper solution에서 채집된 3 개의 시료 

중 가장 남쪽의 시료를 나타내는 것이 되며, P2-M은 POND-2의 세 개의 

중간층 시료의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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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Change of the level of the slurry in each pond.

LAGOON 2
9 x 3 m LAGOON 1

10 x 3 m

Fig. 3.2.5. Thee layers of the sludge in lag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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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 The height of the each layer of the lagoon sludge(in 

cm).

Phase POND 1 POND 2

 upper solution 7 2

middle crystal 7 15

bottom deposit 23 12  

Table 3.2.2. The symbols of the each layer of the lagoon sludge.

Phase POND 1 POND 2

 upper solution P1-U P2-U

middle crystal P1-M P2-M

bottom deposit P1-B P2-B  

    (4) 변환 공정 및 슬러지 생성

  Lagoon 속에 저장되어 있는 sludge는 변환 공정의 조업 중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변환 공정과 그 발생 원인을 이해하면 조성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원자력 연구소에서 조업하였던 변환 공정과 그 중에

서 발생한 폐기물의 특성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소에서 운전한 

변환 공정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AUC 공정으로서 우라늄 정광으로

부터 중간물질인 AUC를 경유하여 이산화 우라늄으로 제조되며 공정도와 

공정 중 폐기물의 발생 장소는 Fig. 3.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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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Block diagram of AUC conversion process and the 

points of liquid waste generation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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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늄 정광은 천연 우라늄 광산으로부터 정련과정을 통하여 회수된 우

라늄을 산화물로서 약 95% 이상 함유한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

연료로서 요구조건은 전체 불순물이 500 ppm 이하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한번 정제하여야 한다. 정제를 위하여 고체 분말로 되어 있는 정광을 질산

에 용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 공정의 변환 공정의 제 1단계가 된다. 

이 공정은 진한 질산에 우라늄 정광을 분말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으로 이

루어지며 공정 중 용해장치에서 이루어진다. 용해 도중에는 우라늄의 산화

를 위하여 질산의 환원이 일어나며 이 때문에 많은 양의 NOx 가스가 발

생되고 이는 다음 장치인 가스 세정기에서 NaOH 용액에 의하여 제거되며 

NaOH는 NaNO3로 변화하게 된다. 이 용액에는 원칙적으로 우라늄이 포함

되지 않아야 하지만 용해조에 발생한 많은 우라늄 용액의 mist 들이 가스

와 함께 entrain되어 세정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스 세정액에는 우라늄이 

소량 포함하게 되어 이를 액체 폐기물로서 lagoon에 이송하였다.

  이렇게 용해된 용액에는 아직도 용해되지 않은 소량의 입자들이 존재하

게 되며 정제과정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제거하여야 하며 이는 여과 공정

에서 이루어진다. 여과 공정은 3개의 rotary drum filter로 구성되어 있으

며 드럼의 표면에 여과포와 함께 여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여과조제를 

사용하였다. 조업 중 사용된 것은 Perlite로서 주성분은 실리콘과 알루미

늄 등이다. 이 여과 조제는 다공성이어서 사용 후 우라늄은 물론 우라늄 

정광 내의 중금속도 많이 포함되게 됨으로 이는 고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슬러지 상태로 lagoon으로 보내진다.

  제조된 우라늄 용액은 맥동탑을 이용하여 유기 용매 추출법으로 정제되

며 유기 용매로는 TBP(Tri-Butyl Phosphate)에 dodecane을 30% 혼합

하여 사용하였다. 즉 우라늄 용액을 유기 용매와 접촉시켜 우라늄을 유기

용매상으로 이동시키고 다시 증류수와 접촉시켜 우라늄을 증류수에 전달

시키는 과정으로 이 공정에서 불순물은 우라늄과 같은 경로로 증류수로로

의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라늄의 정제된 용액이 제조되는 것이다. 

이 공정에서는 두 가지의 액체 폐기물이 발생하며, 하나는 용매추출과정

에서 발생하는 raffinate로서 소량의 우라늄과 정광내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

분의 중금속 불순물을 포함한다. 또 다른 하나는 이 공정 후에 회수한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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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매를 재생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용매에 소량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과 

용매추출 중 분해되어 생성된 monomer 또는 dimer(MBP 및 DBP)를 제

거하는 탄산소다 용액으로서 이때 발생한 폐 탄산소다 용액은 액체폐기물

로서 lagoon으로 보내진다.

  정제된 우라늄 용액에 탄산가스, 암모니아를 작용시켜 AUC 입자를 제

조하며 이는 AUC 침전조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제조된 AUC 입자는 또 

다른 여과 장치에 의하여 여과, 건조되고 유동층 반응기로 공급되어 약 

600 oC에서 수소와 반응시켜 이산화 우라늄 분말을 제조한다. 이렇게 제

조된 이산화 분말의 O/U 비는 약 2로서 이는 공기 중에서 매우 불안정하

여 쉽게 산소와 반응하여 적열하여 U3O8로 산화되기 때문에 제어된 산소 

분위기에서 입자표면을 passivation시켜 공기 중에서 취급하기 용이한 분

말로 만들어 가공공장으로 공급한다. AUC 침전 과정에서 제조된 AUC 분

말을 회수하기 위하여 여과를 거치고 여기서 발생한 filtrate는 우라늄을 

약 500 ppm 정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라늄의 회수를 위하여 여액의 

처리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가열에 의하여 탄산가스를 제거하고 암모

니아로서 pH를 조절하여 우라늄을 ADU 형태로 침전시켜 우라늄을 회수

하고, 액체 폐기물 중에 포함된 시약의 형태를 질산암모니움으로 변화시

켜 lagoon으로 보내지게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변환 공정의 몇 가지 단위공정에서 액체 폐

기물이 발생하지만 이들 중 양이 많아서 전체 폐기물의 특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정제과정의 raffinate와 AUC 침전 여액의 처리 후 폐액이다. 

raffinate는 질산을 함유하고 있고 자유 산도가 약 2 N인 산성 용액으로

서 탄산 용액에서 탄산가스의 제거를 야기 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AUC 

침전 처리 폐액은 다량의 질산암모니움을 함유한다.  그리고 공정의 운전

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수행되었다면 위 발생하는 모든 폐액은 우라늄의 

함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lagoon 내의 용액에서의 우라늄 함량은 매우 적

어야 한다. 또 비록 공정 중 많은 양의 탄산가스를 사용하지만 최후로 

AUC 여액의 처리과정에서 가열에 의하여 탄산가스를 제거함으로 탄산기

의 함유량도 적어야하지만 이 공정은 초기 기술 개발용으로 사용되었으

며, 공정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시행 오차를 거쳐야 하였음으로 lagoon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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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에 많은 양의 우라늄과 탄산가스가 함유하게 되었다.           

  1982년 건설 당시에는 lagoon에 POND-1 만이 건설되었으며 당시로는 

목적이 정상 생산이 아니었으므로 POND-1만으로도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1988년 정상적인 생산이 시작되면

서 POND-1만으로는 폐기물을 전부 수용할 수 없었으며 POND-1의 용액

을 처리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lime (Ca(OH)2) 처리 공정을 추가하여 

POND-1의 용액을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처리 후 용액 또한 당시 연구소

의 운영 방안인 zero-release 원칙에 의하여 방류할 수 없게 되었으며 

최후로 pond를 하나 더 추가로 건설할 것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처리된 

용액 중 액체는 POND-2로 이송 저장되게 되었으며 고체는 대부분 여과

되어 drum에 보관되어 현재 운전 중 발생 폐기물로서 처리 중이다.

  나. 연구 결과 및 고찰

    (1) 슬러지의 특성

      (가) 시료 채취

  슬러지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1년 9월 16일 오후 3～6시 슬러

지 각 층의 높이 측정과 시료 채취를 수행하였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과 

같이 위 상층의 용액은 저온에서는 중간층으로 일부 변화하기 때문에 각 

층의 높이와 성분, 특히 상층의 특성은 기온에 따라 틀려지므로 시료 채

취의 시각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높이 측정과 시료는 각 pond의 

세 점, 즉 남쪽부분, 중앙부분 그리고 북쪽부분에서 이루어 졌는데 편의상 

남쪽부분부터 1, 2, 3으로 구분하고 Table. 3.2.2의 각 층의 이름과 조합

하여 명명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면 POND-2의 중앙부분의 바닥의 슬러

지 deposit의 시료명은 P2-B2가 된다. 상층의 용액은 어느 부분이나 용

이하게 측정될 수 있었으며 정확한 시료채취가 가능하였다. 중간층, 바닥

층의 경우에는 남쪽부분에서는 중간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시료 채취를 

위한 접근이 용이하고 바닥층의 시료채취를 위한 중간층의 제거가 비교적 

용이하나 북쪽 부분의 경우에는 중간층이 매우 약해 접근시에 이미 중간

층과 바닥층이 혼합되어 정확히 구분된 시료를 채취할 수 없어 이 부분의 분

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POND-1의 경우 시료를 채취하였던 세 점에서 각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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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료가 육안으로 비교적 균일한 데 비하여 POND-2의 경우에는 중간

층 및 바닥층의 경우 상당히 비 균일하여 바닥층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채취한 시료의 경우에도 미색과 흰색의 슬러지가 층을 이루어 혼합되어 

있으며 중간층의 경우 곳에 따라서 무색의 결정성 고체와 미색의 deposit

가 두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나) 물리적 특성

  Lagoon sludge 각 층의 외관은 POND-1 및 POND-2에 대하여 각각 

Fig. 3.2.7 및 3.2.8와 같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일 상층 

(upper layer)은 노란색을 띠는 용액으로서 온도에 따라서 많은 양이 흰

색(약간의 미색)의 고체로 변화한다. 용액의 노란색은 우라늄에 기인한 것

은 아니며, 가열하면 검은 색을 띤 후에 다시 무색으로 변화하는데 이는 

두 pond 전부 동일하다. 중간 결정성 물질은 원칙적으로 흰색이나 

bottom의 deposit 층의 오염으로 인하여 약간 bottom 층의 색깔을 띠고 

있으며 잘 발달된 작은 입자의 결정들이 모여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양쪽의 모든 pond에서 매우 딱딱하고 이 층의 강도가 높아서 사

람의 체중을 이길 수 있는 정도가 되며 쉽게 부스러지지 않는다.

  제일 바닥층인 고체 입자의 침강층은 POND-1에서는 붉은 갈색을 띠고 

있으며 이는 우라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POND-2의 경

우에는 전 POND-2를 통하여 매우 변화가 심하여 흰색으로부터 엷은 갈

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어느 부분은 이들의 혼합물인 것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다. 양쪽 모두 고체 입자는 매우 잘 침강되어 있으나 입자의 

크기가 매우 적어 compression 되지는 않아 용이하게 부유된다. 또 이들

의 시료를 전부 부유시켰다가 다시 침강시키면 용이하게 두 층으로 분리

되며 아래층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 크기의 결정이며 위층은 흙

과 같이 매우 적은 입도의 층이다. 이것은 실제의 deposit 층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중간층의 결정성 입자가 혼입된 것

인지 또는 시료 채취한 후 기온의 강하로 인하여 용액에서 결정화가 일어난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POND-1의 경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POND-1

의 바닥층에는 유기물이 함유되어 있어 시료를 다른 용기로 이송하는 경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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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이 생성되는 현상이 쉽게 발견된다.

      

Fig. 3.2.7 Physical appearance of each layer of the sludge in pond 1.

Fig 3.2.8. Physical appearance of each layer of the sludge in po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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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을 최종 처분하기 위하여 드럼에 포장하는 경우에는 무게보다는 

부피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폐기물의 밀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러나 밀도 역시 정의하기에 따라서 다른 값을 보이기 때문에 본문

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세 가지 종류의 밀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

과는 Table 3.2.3과 같다. 다만 용액에서는 이 모든 밀도의 값이 동일하

므로 하나의 밀도만을 정의하였다.

      ρ
db =  

Wdb
Vb

     ρ
wb =  

Wwb
Vb

     ρ
r =  

Wdb
Vb-ρ

U1(Wwb-Wdb)

  여기에서, 

       ρ
db
 = bulk density (dry)

       ρ
wb

 = bulk density (wet)

       ρ
r
 = real density 

       ρ
U1

 = density of upper solution

  부피는 mass cylinder를 이용하여 tapping한 후에 측정하였으며 무게

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Wdb ; 중간층이나 바닥층의 sludge를 여과 장치를 이용하여 액체 

성분을 충분히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파쇄한 다음 mass cylinder에 담고 

무게를 측정

       Wwb ; 앞에서 Wdb 를 측정하기 위하여 무게를 측정한 다음 상층

의 용액을 mass cylinder의 부피까지 공급한 다음 무게 측정     

  Table 3.2.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부의 용액은 양 쪽 pond 전부 약 

1.42 g/ml의 밀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용해되어 있는 용질의 주성분

이 질산암모니움임을 감안하면 농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ulk density는 대개 1.0 g/ml로서 이는 다른 물질의 분말 겉보기 밀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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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Real density는 고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성분

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추후 화학 성분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Table 3.2.3. Bulk and real densities of each layer of the sludge.

POND 1 POND 2

P1-U P1-M P1-B P2-U P2-M P2-B

bulk(dry), ρ
db

1.42

0.93 1.02

1.43

0.97 1.02

bulk(wet), ρ
wb 1.67 1.64 1.63 1.78

real, ρ
r 1.96 1.81 1.80 2.12

  

      (다) 화학적 특성  

  각 pond의 상층 용액의 pH값은 Table 3.2.4와 같다. 이는 2000년에 

측정된 값[3.2.2]과 유사한 것으로서 상부의 용액 층에 용질의 농도가 높

아 졌을 뿐 종류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변환시설의 shut down 직후의 8-9 보다는 많이 산성이 되었으며 

이 원인과 측정값의 타당성은 추후 화학 성분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Table 3.2.4. pH values of the upper solution

POND-1 POND-2

pH 5.12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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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를 이루고 있는 주요 물질의 조성을 알기 위하여 화학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2.5와 같다. 분석에서 Ca, Na, NO3
- 및 NH4

+

를 선택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변환 공장의 운전을 위하여 시

약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많이 사용되었던 시약 성분 중 

CO3
-2는 분석하지 않았으며 이는 상부 용액의 pH 값이 산성이고, 

P2-B1,2를 제외하고는 질산을 첨가하여도 탄산가스의 발생이 없었기 때

문이다. Table 3.2.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슬러지의 대부분의 성분은 NO3
- 

및 NH4
+로 되어 있으며 이는 AUC 공정의 전 과정이 질산기를 음이온으

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소듐(Na)은 우라늄 정광

의 용해공정과 정제공정에서 발생한 액체 폐기물에서 유입된 것이다. 예

상되는 바와 같이 칼슘(Ca)은 POND-1의 경우는 그 함유량이 많지 않으

며 POND-2에서는 함량이 높은 편이나 대개 바닥층의 deposit에 포함되

어 있다. 이 칼슘은  POND-1의 상층 용액을 Ca(OH)2로 처리하면서 유

입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슬러지 내에 소량 함유되어 있는 성분

을 파악하기 위하여 바닥층의 deposit 중에서 20개 원소의 함량을 분석하

였으며 그 중 0.01% 이상 함유된 원소의 종류와 그 함량은 Table 3.2.6

과 같다.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POND-1의 바닥층에 소량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우라늄을 포함하여도 약 5%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 정광의 

용해 후 여과 과정에서 사용하였던 여과조제의 주성분과 유사한 것으로 

여과 조제를 POND-1로 폐기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이중 특이한 사항은 POND-1에 P가 0.27%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용매 재생 과정에서 분해된 TBP에서 온 것으로 대부분 유기물 형태로 존

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이의 거동을 파악하여야 한

다. POND-1에 비하여 POND-2에는 소량의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

소하였는데 이는 이들의 적은 용해도와 Ca(OH)2의 중화 과정에서 수산화

물로 대부분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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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2.5. Major component elements of the lagoon sludge(%).

 

sample Ca Na NO3
- NH4

+

P1-U-1 0.53 8.54 70.6 15.82 

      -2 0.49 8.44 69.9 14.91

   P1-M 0.072 6.8 72.0 15.38 

P1-B-1 2.1 4.2 63.2 11.79 

       -2 2.2 4.8 55.7 10.28 

   P2-U-1 0.36 3.14 72.6 15.51 

        -2 0.37 3.18 74.0 14.88 

  P2-M 0.27 0.1 74.8 25.50 

P2-B-1 18.9 0.9 27.1 4.84 

        2 21.9 0.8 37.4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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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2.6. Minor component elements of the lagoon sludge(%).

 

 element POND-1 (P1-B1) POND-2 (P2-B1)

P

Zn

Mn

Fe

Al

Mg

Si

0.27

0.03

0.01

0.15

0.35

0.03

1.25

0.007

0.01

-

0.02

-

0.08

-

total 2.09 0.117

  Sludge의 처리를 위한 공정의 개발을 위해서는 Table 3.2.5 또는 3.2.6

과 같은 원소의 함량보다는 화합물의 형태로서의 조성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문에서도 이와 같은 예측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2.7과 같다.

  POND-2 바닥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합물의 양이온을 이루는 

NH4
+, Na+, Ca+2 당량의 합보다는 음이온인 NO3

-의 당량이 더 많으므로 

대부분의 금속(NH4
+ 포함)이 질산염으로 이루어 진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상부 용액의 pH 값, 질산을 첨가하여도 가스가 발생하지 않

는 다는 것, 그리고 열분해 특성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서는 다음에 다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POND-2의 바닥층의 

경우에는 질산기의 양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칼슘이 질산칼슘의 형

태가 아니라 탄산칼슘의 형태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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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2.7. Compound composition of lagoon sludge(%).

sample NH4NO3 NaNO3 Ca(NO3)2 CaCO3

P1-U-1 62.47 28.04 2.29 -

      -2 61.25 28.83 1.86 -

   P1-M 68.81 25.30 0.30 -

P1-B-1 56.67 16.79 9.31 -

       -2 49.41 19.18 9.75

  P2-U-1 79.43 13.37 1.70 0.0

        -2 80.26 14.26 1.84 0.0

  P2-M 95.31 0.31 0.93 0.0

P2-B-1 21.51 3.33 10.58 40.80

        2 18.84 2.96 27.30 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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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바닥층의 슬러지가 탄산염이라는 결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얻게 되었다. 

    - 질산을 첨가하면 많은 양의 가스가 발생함.

    - 슬러지 생성과정인 Ca(OH)2의 중화 과정에서 탄산가스의 제거를 

위하여 질산을 다량 첨가하였으나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음.     

    - 용액의 pH 값이 용질의 주성분인 질산암모니움 용액보다 산성이라

는 것.

    - X-ray diffraction pattern (Fig. 3.2.9 참조)

  이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POND-2의 바닥층을 제외하고는 질산암모니

움과 질산소다의 함량이 80% 이상이며 이것이 결정화되어 중간층을 이루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슬러지 처리 공정은 이 두 화합물의 최종 

처리과정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Fig. 3.2.9. X-ray diffraction pattern of the residue from thermal

              decomposition at 450 oC of P2-B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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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방사성 특성

  슬러지 내에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양을 측정하는 것은 처리 과정의 선

택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변환 공정에서 사용한 핵연료 물

질은 천연 우라늄만으로서 다른 종류의 핵연료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

문에 중요한 방사성 핵종은 우라늄과 토륨 그리고 그들의 붕괴 생성물뿐이

다. 천연 우라늄의 동위원소는 234, 235 및 238이 0.0056%, 0.7205 및 

99.274 %로서 234U와 238U의 존재비는 반감기의 비율과 동일하며 이는 

Fig. 3.2.10과 같이[3.2.3] 234U는 238U의 붕괴생성물로서 모핵종과 영속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Fig. 28의 붕괴 과정(decay series)에 있는 

동위원소들의 반감기는 Table 3.2.8과 같다. 방사선 안전의 관점에서 볼 

때 위험한 붕괴 생성물로서는 비교적 긴 반감기를 가지는 알파 방출체인 

Th-234와 Ra-226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Ra-226의 자핵종은 Rn-222

은 불활성 가스로서 대개는 가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확산성이 커서 피폭이 

폭 넓게 일어나며 또 Po-210은 화학적 독성이 매우 강한 알파 방출체이

다. 우라늄 광산이나 변환의 우라늄 폐기물에서의 방사선 위험은 우라늄 자

체보다는 이들 때문에 일어나는 방사선 위험과 화학적 독성 때문이다.

  우라늄 동위원소의 비는 변환, 핵연료제조 등과 같은 화학적 물리적 작

업에서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우라늄의 각 동위원소의 비를 측정할 필

요는 없다. 그러나 AUC 변환 공정에서는 토륨은 TBP를 이용한 정제 공

정에서는 우라늄과 함께 추출되어 정제된 UNH 용액으로 우라늄과 함께 

이동하지만 AUC 침전 공정에서 우라늄과 분리되어 모액에 남아 있기 때

문에 천연 Th은 별도로 분석하여야 하며, 238U 붕괴 생성물인 Th-234를 

비록 짧은 반감기이어서 함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리되어 

AUC 침전 모액에 남아 있을 수 있다. 또 U-238의 붕괴 생성물인 226Ra은 

용매추출 과정에서 우라늄과 분리되어 raffinate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Th와 Ra는 별도로 분석하여 슬러지 전체 방사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238U 

및 235U의 specific activity는 각각 0.36Ci/Mg-238U 및 2.16 Ci/Mg-235U이

지만 천연 우라늄 내 존재비를 고려하면 0.33 Ci/Mg-U 및 0.015 Ci/Mg-U 

가 되어 U-238의 방사능이 U-235의 22 배가되며 또 U-235의 경우 붕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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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천연 우라늄 또는 그의 처리 tail에서의 방사

선량을 측정하는 경우, U-235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3.2.4].

238U

234Pa 234U

230Th

234Th

226Ra

224Rn
alpha decay

beta decay

238U

234Pa 234U

230Th

234Th

226Ra

224Rn
alpha decay

beta decay

Fig. 3.2.10. Radioactive decay series of U-238.

Table 3.2.8. Half life of the nuclides in U-238 decay series.

Nuclide half life specific acitivity Bq/g

U-238 4.47 x109 y 1.332 x !04

Th-234 24.3 d

Pa-234 6.7 hr

U-234 2.44 x105 y 2.482 x 108

Th-230 7.7 x104 y 8.001 x 108

Ra-226 1620 y 3.87 x!010

Rn-226 3.824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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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goon의 슬러지 각층에 대하여 우라늄, Th-242 및 Ra-226의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2.9와 같다. 분석 방법으로서 우라늄은 

화학분석과 NAA(Neutron Activation Analysis)의 두 개를 모두 수행하

여 상호 비교하였으며 Th는 NAA로 Ra-226은 단순히 MCA에 의한 감마

선량의 측정으로 수행하였다. Ra-226을 MCA로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감마 peak의 에너지는 186.11 KeV로서 이는 U-235의 185.74 Kev와 

겹치기 때문에 U-235의 감마선을 보정해주어야 한다. 우라늄의 경우 

NAA로 분석한 것이 약간 높게 분석되었으나 일반적으로 화학분석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우라늄은 POND-1의 바닥층에 축적되어 있어 약 2 wt%

에 이르고 있으며 다른 슬러지 층에서는 함량이 높지 않다. 특히 각 pond

의 중간층 슬러지에서는 우라늄의 함량이 매우 다양하게 분석되었는데 이

는 중간층 슬러지 자체에 우라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층의 

우라늄을 많이 함유한 입자의 오염에 의하여 중간층 슬러지에 우라늄 함

량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Th나 Ra-226의 경우 예상하는 것

과 같이 우라늄의 함량이 높은 경우에만 분석되었으며 다른 부분에서는 

분석할 수 있는 한계치 이하이었다. 다만 POND-1의 중간층의 경우 Th에 

의한 감마선이 검출되기는 하지만 ppm 단위로서의 의미는 크지 않았다.  

   

 Table 3.2.9. U, Th and Ra-226 content in lagoon sludges.

P1-U P1-M P1-B P2-U P2-M P2-B

U content

ppm

8.5

9.0
202

13000

16000

< 0.5

<0.5
25

273

237

10 566 20300 5 8 305

Th content

ppm
ND Tr 42 ND ND 18

Ra-226

Bq/g
ND ND 163 ND N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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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U, Th 및 Ra-226의 분석은 위에서 설명한 슬러지 처리 공정의 

선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한 특성 분석 즉 열

분해특성, 여과특성 및 용해/여과 특성 조사를 위한 각 시료에서 이루어 

졌다. 이는 이 분석자료를 통하여 방사선의 원인이 되는 위의 원소들이 

각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가를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슬러지 처리 공정 개념 설정

  Lagoon 슬러지 특성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슬러지처리 공정을 제

안하였다.

  물로 희석하여 화학염(질산염)의 제거 효율을 높여주고 여액은 다시 처

리하여 우라늄 및 Ra-226의 농도를 낮추어 일반 산업 폐기물로 하고 

filter cake은 열분해하여 방사성 폐기물로서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공정은 두 단계 공정이므로 앞의 물로 희석하는 비율과 뒷 공정

의 열분해 공정과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즉 앞에서 희석비를 높게 하

면 뒤의 열분해 과정에서의 load를 줄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주 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용액의 양이 많아져 우라늄 제거 공정의 load가 늘어남.

- 우라늄의 최종 산화가를 낮추기 위하여서는 열처리 과정의 추가는 필

수적임.

- 여과과정에서 용액을 100% 제거할 수 없음으로 나머지 질산염을 다

른 방법을 이용하여서도 제거하여 주어야 함. 

따라서 최적의 희석 조건이 존재함을 예상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초 실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정하여 공정 선정을 하였다.

- 희석비를 300%로 하고 이때의 filter cake의 무게는 수분을 포함하여 

35%로 한다.

- 희석과정에서 용해도가 큰 질산암모니움이 더 잘 용해될 것으로 이 

비를 측정하여야 하나 여기에서는 질산소다, 질산칼슘에 비하여 질산암모

니움이 약 20% 비율로 더 많이 용해된다고 가정한다.

- filter cake에서의 수분의 함량은 전 건조된 고체무게의 40%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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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무기물의 슬러지에서 함수율 중 낮은 값을 가정한 

것이다.

- 우라늄을 포함한 다른 원소들을 기타(others)로 정의하고 lagoon 1의 

바닥층에는 4.5% lagoon 2의 바닥층에는 0.1% 함유하는 것으로 가정하

며 나머지 부분에서는 무시한다. 그리고 이는 모든 처리 공정에서 변화되

거나 또는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가정으로 희석 용해 공정에서의 화학염 제거 효율과 열분해 

과정 후에 잔류물의 비율을 계산하면 Table 3.2.10과 같다. Table 3.2.10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슬러지 412톤은 처리되어 약 7.2 %인 29.8톤의 잔

류물을 남기게 되며 이를 부피로 환산하면 152 m3이 약 30 m3의 부피로 

감소되어 20 %의 잔류물을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폐기물 드럼이 

200 liter로서 이중 80%만 유효 부피라고 하면 약 186개의 드럼을 필요

로 한다.

  Table 3.2.10의 계산 도중에 얻어진 filter cake와 최후의 열처리를 한 

후의 고체의 조성은 Table 3.2.11과 같으며 또 이때 얻어진 여액의 조성

은 Table 3.2.12와 같다.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후의 열처리 후에는 

lagoon 1의 경우 Na2O와 CaO가 주성분으로 이는 단순 열처리 과정에서 

얻어진 것과 동일하며 우라늄은 약 30% 정도로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lagoon 2의 경우 주성분은 CaO이며 9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여액은 전체적으로 약 1550 m3이 발생하며 여기

에서의 염의 농도는 약 1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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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0. Mass balance calculation during dilution/filtration 

of the sludges.

POND-1 POND-2 remark

total weight, ton 237.4 175.2

filter cake, ton 83.2 59.5 wet base

filtrate, ton 866.4 682.0 in solution

residue after 

calcination, ton
15.1 14.7 total=29.8

Table 3.2.11 Composition of original sludges, filter cakes and       

   residue after calcination.

POND-1, wt% POND-2, wt%

original filter cake residue+ original filter cake residue+

Ca(NO3)2 6.37 6.48 12.15 8.44 6.13 8.55

NaNO3 21.34 21.71 43.41 2.41 1.75 2.60

NH4NO3 57.69 35.14 - 63.16 15.05 0

CaCO3 - - - 16.32 47.71 85.62

others 2.84 8.10 44.44 0.27 0.79 3.22

water 11.76 28.57 0 11.76 28.57 0

   + residue에서는 분해된 산화물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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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2.12. Composition of filtrates.

POND-1, ton POND-2, ton

Ca(NO3)2 9.7 15.1

NaNO3 32.6 4.3

NH4NO3 107.7 137.7

water 716.3 524.9

total 866.4 682.0

    

  이상의 설명에서 예상되는 것과 같이 본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

여서는 후속 공정, 즉 매우 높은 염 농도의 용액에서 우라늄을 포함하는 

방사선 농도를 감소시키는 공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염 농도가 되도록 

희석비를 낮추어야 하며 동시에 filter cake에 남아 있는 고체의 양을 줄

이는 방법이 제안될 수 있다. 희석비를 낮추면 용해 효율이 감소하는 것

으로 측정되어 희석비를 낮추면서 더 많이 용해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석비를 높이면 여액에서 우라늄을 

포함하는 방사성 핵종의 농도 또한 높아져 후속 공정에서의 부담이 증가

하게 된다. 따라서 낮은 희석비에서 좀 더 많은 화학염의 용해를 유도하

고 우라늄의 용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온도를 상승시키거나 질산을 첨가하

는 등의 본 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되어 그 개선된 방법의 효

율을 평가한 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희석 용해 공정의 개략 공정도는 Fig. 3.2.11 및 3.2.12와 

같이 제안 할 수 있다. 슬러지는 lagoon 내에서 물과 필요하다면 산을 혼

합하여 화학염을 용해시키고 이를 슬러리 펌프를 이용하여 고-액 분리 시

스템으로 이송한다. 여기에는 희석비가 크면 용해 후 슬러리 펌프로 충분

히 이송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희석비가 적은 경우도 고려하여야 함으로 



- 184 -

슬러리 이송을 위한 용액의 부피를 확보하기 위하여 1차 고-액 분리를 

위한 침강조를 설치하였다. 1차 액체가 분리된 슬러리는 다시 여과 과정

을 거쳐 고체와 용액으로 완전히 분리된다. 우라늄은 고체에 포함되어 있

기 때문에 고체는 완전하게 분리되어야 하지만 간단한 Buckner type의 

여과 장치와 진공 시스템을 사용하여도 충분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렇

게 분리된 고체는 열처리하여 최종 방사성 폐기물로서 처리하고 기체는 

촉매 반응기를 이용, 처리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한다. 이와 같은 열처리 

부분은 앞의 열분해 공정과 개념은 동일하지만 처리하여야 하는 고체의 

양이 1/4로 적으며 수분의 함량은 높고 질산염의 양은 적어 열처리 반응

기는 간단한 static bed 반응기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며 폐가스의 처

리를 위하여서도 불꽃 반응기 대신에 촉매 반응기로서 가능할 것으로 생

각된다. 또 최종 열처리 후에 산화나트륨의 양이 적으면 잔류물의 강도도 

적어 드럼에 담기 위하여 특별한 장치는 필요하지 않다. 여과 공정에서 

생성된 용액은 다음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공정으로 이송되며 공정의 유연

성을 위하여 중간 저장조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공정 장치의 수를 적

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존 변환의 저장조 하나를 사용하는 것도 고

려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시설의 이용은 변환 시설의 제염해체 과

정을 수행하는 시기와 연계되는 것으로서 슬러지 처리가 제염 해체 후에 

수행되면 이는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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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 Conceptual flow diagram of calcination process for

  denitrification of lagoon sl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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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 Conceptual flow diagram of calcination process for

      dilution/filtration of lagoon sl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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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라늄 슬러지의 용해 공정

  우라늄 슬러지 폐기물 분리 공정은 우라늄, 질산염 및 기타 금속이온으

로 구성된 슬러지폐액에서 우라늄을 물리화학적으로 분리하여 고농도의 

우라늄 슬러지로 회수하고(방사성 페기물로 처분), 슬러지 화학 폐기물을 

함유한 슬러지폐액은 신기술인 전기흡착법으로 우라늄을 분리 정제하여 

비방사성 산업폐기물로 자체 처분할 수 있는 일련의 처리 공정 중 첫 단

계의 공정이다. 본 공정은 슬러지를 물로 용해하여 질산염을 분리한 후 

질산염 폐액은 잔존하는 우라늄 및 Ra-226의 농도를 낮추어 일반 산업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한 공정으로 이송하고 filter cake은 건조하여 방사

성 폐기물로서 처리하는 공정임.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우라늄 슬러지를 

직접 채취한 것 임. 우라늄 슬러지는 두 개의 라군에 저장 중에 있으며 

이들 슬러지는 각각 3개의 층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실제 공정에서는 이들

을 혼합하여 처리한다는 가정 하에 이들의 구성비에 따라 혼합한 시료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가) 우라늄 슬러지의 용해 평형

  슬러지 내 질산염의 용해 시간을 조사하기 위하여 슬러지 50g에 물의 

첨가비를 1.0으로 하여 첨가한 후 시간에 따른 NO3
- 및 우라늄의 용해량

과 pH 변화를 Fig. 3.2.13 에 나타내었다. 우라늄은 용해 시간 증가에 따

라 용해량이 초기에는 급격히 증가하다 3시간 이후에는 약 150ppm으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NO3
-의 용해량은 5분간의 용해와 6시간동안의 

용해량 각각 34.5 wt%와 36.5 wt%로 그 차가 약 2 wt%로 시간에 따라 

미세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슬러지의 물 용해는 슬러지 내에 함유된 

우라늄을 최소한으로 용해시키고, 질산염을 최대로 용해시키는 것이 주목

적이다. 따라서 우라늄이 최소한도로 용해되는 짧은 시간 내에 슬러지를 

용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실제 공정에서 슬러지의 용해 

시간은 슬러지와 물의 단순혼합 및 이송과정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용해액의 pH는 용해 시작 5분 후 6.4에서 90분경과 후부터는 6.9로 일정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큰 변화는 없음을 알 수 있음. 이 같은 중성의 pH는 

후속 공정인 활성탄소섬유 전기흡착에 의한 용해액 내 잔존 U 제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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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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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3. U, NO3
-, and pH with dissolu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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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라늄 슬러지의 용해

  용해 실험은 슬러지 50g에 물의 첨가비를 1.0에서 6.0의 범위에서 일정 

간격으로 변화시켜 수행하였다. 슬러지를 용해한 후 Buchner 타입의 여

과기(직경: 100mm, pore size: 15μm, 재질: glass)를 사용하여 용해액을 

불용해물로부터 분리하였다. Table 3.2.13은 물 첨가비에 따른 슬러지 물 

용해 후 여액의 밀도 및 pH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첨가된 물의 양이 증

가할수록 슬러지로부터 용해되는 질산염의 양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되지만 첨가되는 물 양의 증가에 따라 밀도가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pH 또한 첨가되는 물의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하지만 전반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다.

Table 3.2.13. Volume, mass, and pH with the addition ratio of water.

1.0 2.0 2.5 3.0 3.5 4.0 4.5 5.0 6.0

Volume, ml 74 123 149 172 196 221 246 270 323

Weight, g 88 138 163 186 210 235 260 284 336

density 1.19 1.12 1.09 1.08 1.07 1.06 1.06 1.05 1.04

pH 6.90 6.92 6.97 7.03 6.97 7.12 7.05 7.08 7.15

  Fig.3.2.14～17은 슬러지에 대한 물의 첨가량 변화에 따른 NH4
+, Na, 

Ca, U 및 NO3
-의 용해율을 나타낸 것이다. Fig. 3.2.14에 나타낸 바와 같

이  NH4
+와 Na는 물의 첨가비가 2부터는 약 95 %이상 제거되었으며 4

이상에서는 거의 100% 제거되었다. Fig. 3.2.15에 나타낸 U의 경우 물 첨

가비에 따라 용해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고 있다. 이 결과로 미루어 U의 

용출 측면에서 후속공정인 용해액 내 잔존 U 제거공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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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첨가비를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Ca은 물 첨가

비에 따라 용해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물 첨가비가 2이상

부터는 약 22% 정도가 용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라군슬러지 내

에서 Ca은 Ca(NO3)2와 CaCO3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CaCO3는 용

해가 안 되므로 잔존 불용해물에 남아있고 질산염인 Ca(NO3)2만이 용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3.2.16은 NO3
-의 용해율을 나타낸 것으로 

NH4
+와 Na와 같이 물의 첨가비가 2부터는 약 95 %이상 제거되었으며 4

이상에서는 거의 100% 제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물에 잘 용해

되는 슬러지 내 함유 성분인 NaNO3, NH4NO3, Ca(NO3)2을 구성하는 음

이온으로 이들 양이온의 용해율과 마찬가지로 쉽게 용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라군슬러지의 건조 후 폐기물화에 영향을 미치는 조해성 물

질인 질산염은 대부분 물을 첨가하여 우라늄을 함유한 잔존 고체폐기물로

부터 분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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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14. Dissolution ratio of NH4
+ and Na with the

      addition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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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5. Dissolution ratio of U and Ca with the addition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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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7. Dissolution ratio of U with the addition of water.

  전반적으로 슬러지 내 함유된 질산염 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첨가

되는 물의 양을 증가시킬수록 유리함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적조업조건은 

물용해 시 용출되는 U의 양과 후속공정인 용해액 내 잔존우라늄의 전기

흡착 제거공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선정해야만 한다. Fig. 

3.2.17은 물의 첨가비에 따른 용해액 내 U의 농도를 나타낸 것으로, U의 

농도는 물의 첨가비에 따라 희석되므로 각 조건에서의 농도를 환산값으로 

비교한 것이다. 물의 첨가비를 높이면 높일수록 많은 양의 U이 용출되지

만 실제 U의 농도는 약 200 ppm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 후속공정에서 처

리해야하는 U의 농도는 거의 유사하나 처리량이 늘어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Fig. 3.2.18은 물 용해 후 잔존 불용해물 내에 함유된 Ra-226의 함유

량을 물 첨가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첨가비가 증가할수록 용해량이 증

가한다. 그러나 실제 용해액 내 함유된 Ra-226은 그 함유량이 미량으로 

계측기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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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2.18. Concentration of Ra-226 in the residue with

                   the addition ratio of water.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공정의 최적조업조건은 슬러지 내 함유

된 질산염을 약 97 % 이상 제거 가능하면서 U이 상대적으로 덜 용출되

고, 처리량 면에서 후속공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2.5의 물 첨가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험 시 첨가비가 1.0과 2.0과 같은 낮은 

첨가비에서는 물용해 후 분리된 용해액에서 재침전 현상이 나타난 바 이

보다 좀더 낮은 첨가비는 부적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3.2.19는 처리용량이 200g 슬러지/batch 규모의 우라늄 슬러지 폐

기물 분리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실 규모의 슬러지를 처리하는 관계

로 슬러지와 물의 첨가 장치는 제작하지 않았으며 용해된 슬러지의 이송 

또한 자연낙하 방법으로 이송하였다. 슬러지의 여과는 진공 펌프를 사용

한 Buchner type의 여과기(직경: 100mm, pore size: 15μm, 재질: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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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다. Table 3.2.14는 최적조업조건인 물 첨가비 2.5로 슬러지

를 용해 시 용해액의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3.2.14. Composition of dissolved solution  after dissolving   

with adding ratio of 2.5.

Composition NH4NO3 NaNO3 CaNO3 H2O U Ra-226

Concentration 19.8% 3.8% 1.3% 75.1% 120 ppm ND

Vacuum 
Pump

Filter

Dissolver

Vacuum 
Pump

Filter

Dissolver

Fig. 3.2.19. Uranium sludge waste dissolutio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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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라늄 폐기물의 안정화 공정

  슬러지에 물을 일정량 첨가하여 용해한 후 잔류하는 불용해물인 우라늄 

폐기물을 250℃에서 3시간동안 건조시켜 안정화 특성을 조사하였다. 여과 

후 불용해물의 수분함량은 약 30% 이었다. Fig. 3.2.20은 우라늄 슬러지

를 물 첨가비 1.0, 2.5, 6.0에서 용해한 후 건조시킨 불용해물의 TG/DTA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우라늄 슬러지의 열분해 특성을 조사한 결과 두 

단계의 온도대별로 분해되며, 첫 번째 분해는 300℃ 주변에서 분해되고 

두 번째는 500℃에서 750℃ 주변에서 분해가 일어남. 저온에서의 분해는 

약 250℃부터 NH4NO3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NH4NO3 = N2O + 2H2O

두 번째 단계는 Ca(NO3)2, NaNO3 및 CaCO3의 분해이며, 먼저 Ca(NO3)2,

가 500℃에서 다음과 같은 분해기구를 통해서 일어나고[3.2.5],

    Ca(NO3)2, = CaO + 2NO2 + 1/2O2

NaNO3는 600℃에서 다음과 같은 두 단계의 반응을 거쳐 분해된다[3.2.6, 

3.2.7].

    NaNO3 = NaNO2 + 1/2O2

    2NaNO2 = Na2O + NO + NO2

마지막으로 CaCO3는 750℃에서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3.2.8, 3.2.9].

    CaCO3 = CaO + CO2

  Fig. 3.2.20의 첨가비 1.0과 2.5의 경우를 보면 먼저 110℃까지 수분으

로 인한 질량감소가 나타났으며, 500℃와 600℃에서 감소폭이 상대적으

로 큰 피크를 보여준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500℃에서 

Ca(NO3)2, 600℃에서 NaNO3,가 분해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750℃에서의 큰 질량 감소는 CaCO3의 분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첨가비 6.0의 경우를 보면 수분의 증발 후 750℃에서의 CaCO3의 

분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미량이지만 계속적인 질량감소를 보여주고 있

다. 이는 Fig. 3.2.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물 용해 후 잔류하는 불용해물

에는 소량의 NO3
-을 함유하고 있는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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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20. TG/DTA of residue dried at 250℃.

  (adding ratio of water = 1.0(a), 2.5(b), 6.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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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21. NO3
- concentration in residue after sludge

                    dissolution with water.

  Fig. 3.2.21은 슬러지에 물을 일정량 첨가하여 용해한 후의 잔류 불용

해물을 250℃에서 3시간동안 건조시킨 후 불용해물 내에 함유된 NO3
-의 

농도를 나타낸 것으로 물 첨가비 증가에 따라 감소한고 있다. 앞에서 나

타낸 바와 같이 슬러지 내 함유된 NO3
-는 거의 용해되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실제 불용해물에는 최대 약 11%까지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슬러지를 용해 여과한 후 잔류 불용해물의 질량이 약 16%로 감소한 

결과이다. 또한 물 첨가비 4.0 이상에서는 NO3
-이 최대 100%까지 용해되

기도 하였으나 실제 불용해물에는 약 3% 정도의 NO3
- 농도를 나타내 곳

도 있어 이는 분석상의 오차로 판단된다. 따라서 물 첨가비를 높이더라도 

슬러지 내의 NO3
-를 100% 모두 용해시킬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물 첨가

비 6.0의 TG/DTA결과와 1.0의 결과를 보면 물 첨가비 증가에 따라 

NO3
-의 함량이 적어지는 용해 실험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물 첨가비를 높일지라도 미량의 수분 증발 피크가 나타난 것은 시

료를 장시간 외부에 노출시킨 상태에서 관찰한 결과 수분을 재 흡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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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관측되지 않은 바 CaCO3와 같이 결합된 결정수로 판단되며, 건조

된 불용해물의 FTIR 스펙트럼 결과(Fig. 3.2.22)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CaCO3는 1087, 874, 1432, 712 cm-1의 band에서, 물 분자는 

3400, 1620, 3220 cm-1의 band에서 흡수 피크가 나타나므로 건조된 불

용해물의 FTIR 스펙트럼 결과는 CaCO3․XH2O임을 유추할 수 있다. 스펙

트럼 결과에서 이들만이 나타난 것은 불용해물 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CaCO3의 흡수 피크가 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2.23은 우라늄 슬러지를 물 첨가비 1.0, 2.5, 6.0에서 용해한 후 

건조시킨 불용해물의 XRD 패턴으로 TG/DTA 결과를 확인시켜 줌. 먼저 

건조된 불용해물을 이루는 성분들의 대부분은 CaCO3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타 소량이 함유된 질산염 피크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

다. 반면 건조된 불용해물을 900℃에서 열분해한 후의 XRD 패턴(Fig. 

3.2.24)을 보면 주 피크는 CaCO3가 분해되어 생성된 CaO이지만 특정 물

질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기타 금속 산화물로 추정되는 물질들의 피크를 

보여줌. 이는 시료 자체가 매우 복잡한 조성을 가지고 있어 주성분을 이

루는 물질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물질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

서 분석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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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22. FTIR spectrum of residue dried at 250℃.

  (adding ratio of water= 1.0(a), 2.5(b),  6.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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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23. XRD pattern of residue dried at 250℃.

  (adding ratio of water= 1.0(a), 2.5(b), 6.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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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24. XRD pattern of residue dried at 900℃.

   (adding ratio of water= 1.0(a), 2.5(b), 6.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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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U의 경우 IR이나 XRD 등과 같은 방법으로는 그 화학적 특성을 

정확히 규명하기가 어려웠으나 일반적으로 UO2(NO3)2는 650℃～800℃에

서 다음과 같은 반응으로 U3O8으로 산화되어 우라늄 함유 고체폐기물 내

의 +6가의 U은 +4의 산화물 형태로 변환되므로 처분장에서 지하수에 침

출이 안 되는 안정한 화합물 형태로 처분 가능하다.

              O2

    3UO2(NO3)2 → U3O8 + 6NO2 + 2O2

  이와 같은 우라늄 폐기물 안정화 특성 실험을 통하여 잔류 불용해물에 

함유된 소량의 질산염은 물 첨가비에 따라 소량일지라도 모두 함유하고 

있지만 건조된 불용해물이 첨가비에 관계없이 조해성을 갖지 않으므로 물

용해 실험에서 선정한 물첨가비 2.5의 값이 최적의 조업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2.25는 우라늄 폐기물의 건조 장치를 나타낸 그림이다. 200g의 

슬러지를 처리할 경우 발생되는 우라늄 폐기물의 양은 수분을 포함하여 

약 45g의 소량으로 Muffle furnace type으로 제작하였으며 가열 온도는 

1000℃ 이다. Table 3.2.15는 최적조업조건인 물 첨가비 2.5로 슬러지를 

용해 시 발생되는 우라늄 폐기물을 250℃에서 건조한 후의 폐기물의 조

성을 나타낸 것으로 약 75%의 감용율을 얻을 수 있었다. 우라늄 폐기물

을 안정화 측면에서 900℃에서 분해하여 건조할 경우에는 모든 질산염이 

분해되어 약 80%의 감용율을 얻을 수 있었으나, 최적의 공정조건은 우라

늄 폐기물의 고화 연구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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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5. Uranium solid waste drying equipment.

 Table 3.2.15. Composition of uranium solid waste dried at 250℃.

Composition NH4NO3 NaNO3 CaNO3 CaCO3 U Ra-226 Others

Concentratio

n
0.1% 3.3% 7.7% 68.8% 5.6% ND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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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라늄 슬러지 용해 실증 시험

  200g 슬러지/batch 규모의 용해-여과장치에서의 시험을 바탕으로 5 kg 

슬러지/batch 규모의 실증 장치를 제작하였다. 아크릴 재질의 용해조와 

최대 4.5 kg/min의 용량을 갖는 슬러리 펌프를 연결하였으며 펌프에 의해 

이송된 물을 첨가한 슬러지는 드럼형태의 진공 여과기에서 여과액과 고체

폐기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제작된 실증장치의 개략도

를 Fig. 3.2.26에 나타내었다. 연속공정이 아니므로 물첨가 장치는 첨가하

지 않았으며, 5 kg의 슬러지를 용해조에 투입하고 250%의 물을 첨가한 

뒤 30분동안 용해하고 반응기의 밸브를 열어 슬러리 펌프로 여과기까지 

이송하였다.

용해반응기

펌프

드럼형태
진공 여과기

고체폐기물

여과액

고형분 제거

용해반응기

펌프

드럼형태
진공 여과기

고체폐기물

여과액

고형분 제거

    

Fig. 3.2.26. Lab scale equipment for uranium sludge 

dissolution and fil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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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26과 같은 실증장치를 통해서 물 첨가비에 따른 슬러지의 용

해 특성을 조사하였다. 라군 1, 2 그리고 라군 1과 2를 혼합한 슬러지를 

라군 각 층의 비율에 따라 5 kg 제조하여 물첨가비 1.0～3.0까지 0.5 간

격으로 첨가하며 실증규모에서의 용해특성을 조사하여 Fig. 3.2.26～

3.2.29에 나타내었다. 라군 슬러지의 실제 처리에서는 라군 1, 2를 혼합

하여 250%의 물첨가비로 용해한 뒤 처리할 예정이나, 라군 1과 2를 개별

적으로 처리할 경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라군 1과 2 혼합 슬러지 

뿐만 아니라 각 라군 슬러지에 대한 실험을 함께 실시하였다. 물 첨가비

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한 용해거동의 향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질산염

의 용해율은 거의 100%까지 나타났다. 라군 2의 경우 우라늄은 거의 용

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거의 전량이 여과 잔류물에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2.16에는 용해 후 여과액의 밀도와 슬러

지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들의 제거율을 나타내었음. 첨가되는 

물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슬러지로부터 용해되는 질산염의 양이 다소 증

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첨가되는 물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밀도는 감소

하는 경향을 보임. U과 Ca은 ICP를 이용하였으며, Na, NO3
-, NH4

+는 각

각 AA, IC, UV를 이용하여 측정한 농도를 환산하여 수록한 값임. Ca의 

경우 Ca(NO3)2와 CaCO3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CO3는 분석할 수 없어서 

전체 Ca이 Ca(NO3)2와 CaCO3로 얼마큼씩 존재하는지 계산할 수 없었다. 

그러나 CaCO3는 물에 거의 용해되지 않으므로 표에서 Ca에 해당하는 값

은 거의 대부분 Ca(NO3)2가 용해되어 분석된 값으로 판단된다. 라군 2 슬

러지는 라군 1의 수용능력 부족으로 인해 lime(Ca(OH)2) 처리공정을 추가

하여 라군 1 용액을 처리한 후의 용액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CaCO3의 비율이 클 것으로 예측되며, 라군 2 슬러지의 용해에서 Ca의 용

해율이 더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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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27. Dissolution fraction of each element with 

the adding ratio of water (lago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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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28. Dissolution fraction of each element with 

the adding ratio of water (lago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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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9. Dissolution fraction of each element with 

the adding ratio of water (lagoo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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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6. Volume and dissolution fraction (wt%) of dissolved

  solution with the adding ratio of water.

Addition ratio 1.0 1.5 2.0 2.5 3.0

라군1

density (g/ml) 1.20 1.15 1.12 1.11 1.09

NH4NO3 95.2 96.1 95.9 97.0 97.6

NaNO3 96.3 97.2 97.8 98.2 99.8

U 1.4 3.5 1.3 3.5 2.9

Ca 26.6 34.8 34.4 37.9 34.3

라군2

density 1.19 1.14 1.11 1.09 1.08

NH4NO3 99.8 99.9 99.8 99.9 99.9

NaNO3 97.6 9704 97.8 97.8 97.7

U - - - - -

Ca 16.6 16.5 15.7 16.8 16.2

라군1,2

혼합

density 1.19 1.14 1.12 1.10 1.08

NH4NO3 94.4 92.4 97.9 97.8 97.9

NaNO3 97.8 98.9 99.6 98.0 99.0

U 1.9 1.5 2.8 2.2 3.7

Ca 14.9 15.4 17.8 17.5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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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해 후 여과된 슬러지 화학폐기물은 HPGe(High Purity Germanium) 

검출기를 이용하여 선 측정을 통한 핵종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표 3.2.17에 나타내었다. 라군 슬러지에서는 U-235, Ra-226, Pb-212 및 

Bi-214 핵종이 검출되었다. 250% 물 첨가 후 용해-여과된 슬러지 화학폐

기물에서는 U-235가 6.79×10-2 검출되었으나, Ra-226 등의 기타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배수중의 배출 관리기준을 표 3.2.17에 함께 표시하였는

데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U-235의 경우에는 후속 처리공정인 전기흡착 

공정에서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의 핵종은 분리된 슬러지 화

학폐액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Table 3.2.17. Radiological property of uranium sludge (Bq/cm3).

U-235 Ra-226 Pb-212 Bi-214

라군슬러지 9.41 4.44 3.64×10-2 1.33×10-1

슬러지 화학폐액 6.79×10-2 - - -

우라늄 폐기물 9.35 4.44 3.64×10-2 1.33×10-1

배출수 허용기준 1.0×10-2 2.0×10-3 1.0×10-1 6.0

  물첨가 슬러지의 이송특성은 실증공정상의 슬러리 펌프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교반을 멈추면 곧바로 침강이 시작되는 슬러지의 특성상 슬러

지의 물첨가에 따른 점도 측정은 불가능 하였으며, 특히 라군 2 슬러지의 

침강이 라군 1 슬러지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라군 1, 2 슬러지 그리고 라

군 1과 2를 혼합한 슬러지 5 kg의 물첨가비에 따른 이송시간은 Fig. 

3.2.30에 나타낸바와 같다. Table 3.2.18에는 라군 슬러지의 물첨가 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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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이송속도를 나타내었는데, 슬러리 펌프의 최대 용량은 4.5 kg/min 

로 나타나지만 슬러리 자체의 점도와 침강성 등으로 인해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라군 2에 존재하는 film type 입자들은 약 

6000rpm의 교반속도에서도 valve 부분에서는 완벽한 교반이 이루어지지 

않고 침강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에 따라 valve를 막는 경우가 있

었으나 valve 내경의 확장(10mm)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실제 처리

공정에 있어서는 대용량의 펌프와 더 큰 내경의 valve 및 이송 파이프로 

scale-up 하게 되므로 이러한 입자의 침강에 의한 valve의 막힘 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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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0. Sludge transportation time with adding ratio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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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8. Sludge transportation rate with adding ratio 

of water(kg/min).

물첨가비 1.0 1.5 2.0 2.5

라군 1 3.72 3.47 3.35 3.25

라군 2 3.45 2.85 2.97 2.96

라군 1+2 혼합 3.57 3.13 3.14 3.10

  물첨가 용해 후 슬러리 펌프에 의해 이송된 라군 슬러지는 drum type

의 vacuum filter(PC-Separator)에서 여과액과 슬러지 폐기물로 분리한

다. 슬러지의 여과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라군 1, 2 슬러지의 입도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는 Table 3.2.19와 Fig. 3.2.31에 나타내었다. 

0.5㎛ 이하의 크기를 갖는 입자는 라군 1의 경우 1.28 vol%, 라군 2의 

경우 0.60 vol%로 나타났으며 5㎛ 이하의 크기 입자도 역시 각각 13.91, 

6.09 vol%로 측정되었다.

  라군 슬러지의 고-액분리를 위해 사용한 drum type vacuum filter는 

PVA-페놀계 수지를 원료로 제조되며, pore size는 5㎛정도로 나타나지만 

분리공정 초기에 pore를 막는 슬러지 입자의 영향으로 인해, 연속되는 여

과공정 운전시 원활한 여과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형태의 

여과기를 선정하여 공정을 운영할 경우 Fig. 3.2.32에 보여지는 것처럼 

진공에 의해 drum 표면에 침적되는 여과 cake가 연속적으로 제거되므로 

효율이 높으며, bag filter 등을 사용하는 여과기에 비해 2차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보임. 슬러지 여과공정 이후에 얻어진 화학폐액

의 점도는 Brookfield사의 점도계 DV-II+(점도 측정 범위 1～800 cP)를 

이용하여 측정해보았는데, 역시 이 장치에서 오차한계 이하의 정확도를 

보이는 최저값으로 측정되어, 거의 물과 같은, 점성을 무시할 수 있을 만

한 정도의 값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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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9.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uranium sludge.

Size (㎛)

Vol. under (%)

라군 1 라군 2

     0.502

    1.002

    5.024

    10.024

    20.000

   39.905

   70.963

   100.237

   126.191

      0.86

      3.72

     13.91

     23.35

     44.02

     75.95

     94.93

     99.29

     99.98

     0.60

     2.46

     6.09

     10.20

     24.22

     62.90

     93.02

     99.78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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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uranium sl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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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 Drum type vacuum filter.

      (라) 우라늄 폐기물 안정화 실증 시험

  5 kg 슬러지/batch 실증장치에서 발생하는 우라늄 함유 폐기물의 안정

화를 위한 공정장치를 Fig. 3.2.33와 같이 제작하였다. 900℃까지의 고온

에서 열분해를 실시해야 하므로, 고온에서 변형이 없으며, 발생되는 가스

에 의한 부식의 문제가 없는 alumina tray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Muffle furnace는 실온에서부터 900℃까지 10℃/min의 속도로 승온시킨 

뒤 900℃에서 5시간의 분해시간을 두었음. furnace에서 열분해 과정동안 

발생한 기체상 물질은 -5℃로 유지되는 응축기를 통과시키면서 일부 응축

하였으며, 응축기를 통과한 비응축성 기체는 1N NaOH 수용액을 통과시

켜 NOx를 제거하였음. 역시 HPGe 검출기를 이용한 선 측정을 통해 응

축액의 방사능 수치를 분석해보았는데, 응축액에서는 방사성 핵종이 검출

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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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 Lab scale equipment for uranium solid waste 

stabilization.

  우라늄 함유 슬러지 내의 여러 물질 중 물첨가 용해 후 여과되지 않고 

잔류물에 잔류하는 질산염은 분석상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잔류물의 열분해 결과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상의 오차이거나 초기에 시험을 위한 시료의 제조에 사용된 라

군 슬러지를 구성하고 있는 각 3개의 층에 서로 다른 층의 혼합 등에 의

해 발생되는 오차라고 판단된다. 라군 각층의 불균질성으로 인한 이러한 

오차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우라늄 함유 슬러지에 포함된 질

산염의 안정화를 위한 평가를 함께 진행하였다. Fig. 3.2.34에는 우라늄 

함유 슬러지를 150℃에서 5시간 건조한 후 TG/DT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로, 라군 1, 2 그리고 라군 1과 2의 혼합 슬러지 잔류물에서 모두 질산염

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온도 영역에서 분

해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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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4. TG/DTA of uranium solid waste.

(a) : lagoon 1, (b) : lagoon 2, (c) : lagoo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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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과에서 얻어진 우라늄 함유 슬러지 폐기물은 900℃에서 5시간동안 

열분해를 실시하였으며, 열분해 후 남은 잔류 폐기물의 TG분석 결과는 

Fig. 3.2.35에 나타내었다. 라군 1 슬러지의 경우 Table 3.2.20에 보이는 

바와 같이 슬러지내의 미량성분이 라군 2보다 월등히 많고, 복잡한 시료

조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열분해에 의한 소결시에 network 물질로 작

용하는 Si와, Na2O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Al 등의 물질이 존재하여, 이

들 미량 성분의 영향으로 900℃ 열분해를 통해 완전 소결이 이루어져서 

열분해 잔류물의 TG/DTA 분석시 질량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안정한 화합

물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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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5. TG/DTA of uranium solid waste after decomposing at 

  900℃. (a):lagoon 1, (b):lagoon 2, (c):lagoo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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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0. Composition of small amount compounds 

in uranium sludge (%).

element Lagoon 1 Lagoon 2

P 0.27 0.007

Zn 0.03 0.01

Mn 0.01 -

Fe 0.15 0.02

Mg 0.03 0.08

Si 1.25 -

Al 0.35 -

Total 2.09 0.117

  그러나 라군 2 슬러지 용해 잔류물의 열분해에서는 열분해에 의해 잔류

물의 완전 소결을 얻을 수 없었으며, 900℃에서 상온까지의 냉각과정에서 

결정수의 부착으로 인해 새로운 불안정한 물질이 생성되었음을 TG/DTA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라군 1과 2를 혼합한 슬러지의 경우에서도 역

시 라군 2 슬러지의 영향으로 인해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슬러지내 포함

물질인 NaNO3는 열분해를 통해 Na2O로 형태가 바뀌게 되며, Na2O는 수

분과 쉽게 반응하는 불안정한 물질로 알려져 있고, 900℃에서 열분해 후 

TG/DTA 분석을 실시한 경우 다시 소량의 질량감소가 일어나는 것도 이

와 같이 Na2O가 수분과 반응하는 불안정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Fig. 3.2.36에는 900℃에서 열분해를 실시한 후 슬러지 잔류물의 

XRD 패턴을 나타내었다. U은 Na와 결합하여 3Na2O․7UO3의 형태로 안정

화 되거나, Ca과 결합하여 3CaO․UO3로 안정화 되었으며 대부분의 잔류물

은 CaO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 밖에도 미량 성분이었던 Fe의 산

화물 형태 등으로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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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6. XRD pattern of uranium solid waste after decomposing

at 900℃. (a):lagoon 1, (b):lagoon 2, (c):lagoo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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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2O3는 Na2O와 결합하여 안정한 물질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따라서 슬러지 여과 잔류물의 열분해에 이를 첨가하여 열분해를 실시

한다면 앞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Na2O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하는 질량감

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라늄 폐기물 처리를 위한 보다 안정적인 열

분해 생성물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라군 1 슬러지의 경우에는 

900℃ 열분해만으로도 안정적인 폐기물을 얻을 수 있으므로 라군 2에 대

해서만 고려하였다. Al2O3에 의한 영향을 평가해보기 위하여 라군 2 슬러

지 Al2O3을 혼합하여 900℃에서 5시간동안 열분해 한 뒤, 이를 다시 

TG/DTA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Fig. 3.2.37에 나타내었다. 라군 1 슬러

지의 열분해 결과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줬으며, 900℃ 열분해 완전히 소

결되어 안정적인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라군 2 슬

러지 여과 잔류물은 Al2O3 등의 물질을 첨가하여 열분해 함으로써 안정적

인 우라늄 폐기물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3.2.37. TG/DTA of uranium solid waste after decomposing

at 900℃ (lagoon 2 + Al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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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라군 슬러지에서 900℃에서 열분해하여 얻어진 우라늄 폐

기물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통한 우라늄 폐기물의 감용율은 86.2%였으나, 

질산염의 열분해에 의해 생성된 잔류물의 안정화까지 고려하여 Al2O3를 

첨가하여 열분해를 실시한다면 약 80%의 감용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우라늄 폐액 전기흡착 처리기술  

  가. 라군 우라늄 슬러지처리 공정개념 설정실험

  변환시설 우라늄 슬러지 폐액 처리는 변환시설 Lagoon 에 누적된 우라늄 

폐액 및 슬러지를 대상으로 자체 처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

발하고자 한다. 변환시설 Lagoon은 Lagoon-1과 Lagoon-2로 구성되며, 

40mX10mX3 m 규모의 Lagoon-1과 40mX9mX2.3m 규모의 Lagoon-2

에는 각각 200m3 과 140m3의 slurry가 보관되어 있어 Lagoon 구조물 

폐기물을 합쳐 약 3,000드럼의 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군 

슬러지는 NH4NO3, Ca(NO3)2, NaNO3 등의 고농도 염이 중금속과  함

께 존재하는 처리가 난해한 방사성 오염 화학 폐기물로 생각할 수 있다. 

  최적 우라늄 슬러지 폐액처리방안의 선정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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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 및 공정의 기술적 타당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고려사항을 기준

으로 우라늄 슬러지 폐액 처리방법으로는 화학적처리법과 열분해처리법을 

들 수 있다. 화학적 처리법의 경우, Ca, Mg 등의 알칼리 토금속이 NO3
- 

나 CO3
- 등의 리간드와 화합물을 형성하여 과포화된 침전물로 존재하므로 

슬러지의 양을 줄이는 한 방법으로 물을 첨가하여 희석시키거나 화학제 

첨가에 의한 화학반응을 발생시켜 슬러지 내의 알칼리 토금속과 리간드의 

결합을 깨뜨려 Ca 등의 알칼리 토금속을 고상으로부터 액상으로 이동시키

는 방법이다. 첨가된 물의 양에 의한 용해도 증가만큼 슬러지로부터 Ca 

등의 알칼리 토금속이 떨어져 나올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액상으로 

떨어져 나온 알칼리 토금속의 양만큼 슬러지의 양이 줄어들 것으로 예

상된다. 최종 감용된 슬러지는 화학적으로 안정화 및 고정화시킨 후 

방사성폐기물로 자체처분하게 된다. 물의 첨가에 의한 희석이나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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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의한 화학반응으로 과량의 염을 함유한 폐액은 화학적 처리나 혹은 

폐액 감용 효과가 뛰어난 전기화학적 처리를 통해 비방사성폐기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열분해 처리법은 2회에 걸쳐 열분해만을 하는 순수 

열분해처리법과 1차 열분해 후 혼산(황산과 질산의 혼합물)처리하는 혼산

처리 병행 열분해법을 고려할 수 있다. 

  순수 열분해처리법의 경우, 400C에서 3～ 5시간 처리를 통해,  

NH4NO3의 용융 및 팽윤으로 다음 반응과 같이 분해처리 후, 

    NH4NO3  = 2H2O + N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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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trate와 Calcium Hydroxide가 다음 반응식과 같이 분해되어 최종 생성

물로  Ca만이 남게된다.

     Ca(NO3)2  = CaO + NOx + O2

     Ca(OH)2  = CaO + H2O

  또 다른 열분해 방법은 1차 열분해로 잔류한  Calcium Nitrat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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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하여 여과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반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CaSO4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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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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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열분해처리법의 경우 소각 최종폐기물이 전량 방사성폐기물로 발

생되는 단점이 있으며, 혼산처리 병행 열분해처리법의 경우 우라늄이 고

상에서 액상으로 이동하여 방사성 폐액이 발생하게 된다.

  lagoon hot 슬러지를 사용한 슬러지 용해처리 시험 전에 기본적인 용해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기분석 결과를 근거로 모의 cold 슬러지를 제조하

였으며, 슬러지의 체적을 기준으로 탈염수량을 변화시켜(100ml, 250ml, 

500ml 및 1000ml) 희석비에 따른 슬러지의 용해량에 대한 lab 규모 비이



- 223 -

커 실험을 수행하였다. 사전 정량된 성분 화학제와 탈염수를 혼합하여 사

전 실험에 의해 평형시간으로 확인된 접촉시간인 3시간의 교반 후 6시간 

정치하여 상등액을 채취하였다. 그 후 U, Ca 등에 대한 성분분석을 하였

다. 이 때 6시간 정치에 의한 부유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상등액의 

채취 시 여과지를 사용한 여과채취와 여과지 여과를 거치지 않은 직접채

취 시료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결과 6시간의 정치에 의해 충분히 

부유입자의 분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lagoon-I과 

lagoon-II 슬러지를 모사한 cold 용해실험 결과를 Fig. 3.2.38과 Fig. 

3.2.3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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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8. Lagoon-I 모사 슬러지 사용 희석비에 따른 용해량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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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9. Lagoon-II 모사 슬러지 사용 희석비에 따른 용해량 setup.

  Lagoon-I 모사 슬러지의 U, Ca 성분에 대한 용해결과를 나타낸 Fig. 

3.2.38로부터 희석비의 증가에 따라 희석비 이상으로 U과 Ca 성분의 용

해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Lagoon-II 모사 슬러지 용해결과

(Fig. 3.2.39)는 Lagoon-I 과는 다른 거동을 나타내었으나, 희석비 1.0 

(첨가 탈염수량 100ml)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희석비의 증가에 따라 용해

량이 증가하였다. 희석비 1.0인 경우, 첨가 탈염수량이 건조 화학제량에 

비해 적어 충분히 wetting 되지 않은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희석 탈

염수의 증가에 따라 슬러지의 구성성분이 용액중으로의 용해량이 증가됨

을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cold 슬러지를 사용한 탈염수 첨가를 통한 희석에 의한 슬러지 용해 증

가를 확인하여 희석을 통한 슬러지의 감용 가능성을 확인한 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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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oon hot 슬러지를 사용한 슬러지 용해처리 시험을 수행하였다. 외부 

기온에 따라 형상이 변화하는 상단 슬러지 대신, Lagoon 내 가장 하단에 

형성되어 무게기준으로 처리 대상 슬러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하단 

슬러지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여과지에 일정시간 여과시켜 가능한 한 많

은 용액을 제거한 후 무게를 정량하여 부피로 환산하였다. 이 환산 부피

의 2배, 5배 10배에 해당하는 탈염수를 각각 첨가한 후 일정시간 교반 및 

정치 후 상등액을 채취하였다. 여과지 대신에 syringe filter를 사용한 외

에는 cold 실험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hot 실험에서는 용

해도의 온도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15도와 37도로 온도를 변화시켜 같은 

방법으로 용해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후 U, Ca, 및 Na 등에 대한 성분분

석을 하였다. 이들 lagoon-I과 lagoon-II의 hot 슬러지를 사용한 U, Na, 

및 Ca의 용해실험 결과를 각각 Fig. 3.2.40, Fig. 3.2.41 및 Fig. 3.2.42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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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0. 희석비와 온도변화에 따른 U의 용해거동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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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1. 희석비와 온도변화에 따른 Na의 용해거동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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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2. 희석비와 온도변화에 따른 Ca의 용해거동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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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2.40～Fig.3.2.42로로부터 cold 용해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Lagoon-I 과 및 Lagoon-II 슬러지 모두 희석비의 증가에 따라 그리고 

U, Na, 및 Ca 세 성분 모두 용해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상한 

대로 온도의 증가에 따라 용액중으로 각 성분의 용해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증가 경향은 각 성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확실히 온도의 증가나 탈염수 첨가에 의한 희석 처

리는 침전 슬러지의 용해량을 증가시켜 최종 처분 슬러지를 감축할 수 있

는 처분량 감용기술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희석이나 온도 증가에 의

한 용해량 증가방법 외에도 용액의 pH 변화나 용액 중 염의 첨가나 제거

에 의한 용해량 증가방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희석처리법에 의한 용해량 증가는 필수적으로 처리해

야 할 슬러지 폐액의 증가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U 함유 폐액의 처

리문제가 병행 해결되어야 한다. 일반 무기 페액의 경우 처리량에 무관하

게 소내 종합 폐수처리시설에 반입시켜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U 함

유 폐액인 관계로 소내 시설에서 직접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량의 

그리고 저농도 방사성 U 폐액을 사전 U 제거처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전기흡착기술

  본 연구에서는 전기적 전위차에 의해서 전기전도성 도체인 흡착제를 통

해 폐액 중에 존재하는 이온, 분자 및 부유입자를 가역적으로 흡착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전기흡착(eletrosorption) 기술의 특징을 전기흡착에 관

계되는 전착 및 전기흡착 이론 그리고 전기이중층 및 다공성 이론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전기흡착 전극 소재로 사용되는 활성탄소섬유(ACF)의 특징

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1) 전기흡착 이론

  전기화학적 공정은 오염문제를 방지하고 복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능

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의 다양성, 에너지 효율, 자동화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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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친화성 등 좋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폐액 처리를 위한 전기화

학 공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착공정을 전기흡착공정과 비교해서 살

펴보았다.  

      (가) 전착공정

  전착법은 전기도금 산업 및 환경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적용성이 증가하

고 있는 공정이다. 이 공정의 기초는 전기화학적 환원공정을 이용하는 것

이다. 폐수처리에 있어서 유해한 금속이온을 제거하는 공정이 환원 공정

의 중요한 예이다. 일반적으로 화학 공정 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수

의 금속이온 농도는 105 ppm 정도로 고농도일 수 있지만 최대 배출 허용 

농도는 전형적으로 0.05∼5 ppm 정도이다. 전기화학적 방법은 금속이온

을 그것이 지니고 있는 원소 상태, 즉 버려지거나 회수할 수 있는 침적물

로 환원시키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제염폐액 중의 용출금속 이온의 농도가 높은 경우 직접 이온교환수지로 

처리하게 되면 수지의 소모량이 증대되며, 중화처리를 하게 되면 슬러지

량이 많아서 여과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폐액 전처리로 전기투석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동일한 견지에서 금

속이온을 cathode로 환원시켜 전착 석출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Cathode에 전착된 금속은 회수하여 처분하거나 전기도금용의 금속 

anode로 재사용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전착 공정 및 장치의 개략도를 

Fig.3.2.43과 Fig.3.2.44에 각각 수록하였다. 이 공정의 장점은 금속의 회

수를 위해서 hydroxide와 같은 다른 화학제를 첨가할 필요가 없다는데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금속의 회수와 관련한 조업 비용이 비싸고 용출

된 금속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는 희박해진 용액의 재농축 단계가 요구

된다는데 있다.

  금속이온의 전착효율은 초기 금속 이온종의 종류 및 농도, 전류밀도, 용

액의 산도 및 전극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전착법에 의한 금속의 회수 및 제거는 전기도금 산업 및 폐액처리와 같

은 환경산업에서 적용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전착법에 

의한 금속의 회수는 금속이온의 농도가 높을 때만이 타당성이 있다.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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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용액은 cathode 주위 용액내의 금속이온의 결핍을 가져오고 그에 따

라 음극 분극으로 알려진 현상을 나타내어 금속이온이 전극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해한다. 용액 내에 금속이온의 농도가 감소할수록 금속 회수 효율

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로써, 순환 

용액 및 높은 표면적을 갖는 전극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음극 분극 현상을 최소화하므로 희박용액(<100 mg/L)으

로부터 금속의 회수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온교환이나 막분

리와 같은 전단계 농축 공정이 때로 전착공정과 조합되어 사용될 수 있지

만, 이 시스템은 고농도 금속이온을 포함한 용액으로부터의 전착에는 효

과적이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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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기흡착 공정

        ① 전기흡착의 원리

  기존 흡ㆍ탈착공정이 농도(기상흡착의 경우 압력)와 온도를 변화시켜 

유발되는데 비하여 전기흡착은 제3의 제어인자로 용액 중 전극의 전기전

위를 이용하며, 높은 표면적의 전극에 이를 적용하는 새로운 분리공정 기

술이다. 기본원리는 전극표면에 생성된 전기이중층을 하전하거나 방전하

는 것이다. 계면에서의 전기전위가 용액으로부터 이온종의 흡착에 영향을 

주며 비이온성 화학종 역시 계면에서의 전기적 성질에 영향을 받는다. 이

러한 전위 가용 하에서의 흡착현상인 전기흡착에서는 전기전도성 탄소체

를 분극 하여 계면전위 즉, 결과적으로 표면 흡착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다.

  일반적으로 전기전도체에 전기를 통하면 폐액 중의 이온종은 상변화 없

이 전극의 전기이중층에 정전기적으로 흡착될 수 있으며, 이온종이 환원

될 수 있는 환원전위를 가용하면 전자가 전극-용액의 계면을 가로질러 이

동한다. 이온종이 상변화를 일으키는 반응은 패러데이의 법칙을 따르므로

(즉, 전류흐름에 의해 발생된 화학반응의 양이 통과 전류의 양에 비례) 패

러데이 과정(Faraday process)이라 부르며, 패러데이 과정이 지배적으로 

일어나는 공정을 전착이라 한다. 

  흔히 전기흡착과 전착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나 전극 전위의 조절에 

의해 순수한 전기흡착 현상만이 발생토록 할 수 있다. 전기흡착에서는 비 

패러데이 과정(Non Faraday process)이 일어난다. 즉 어떠한 조건에서는 

주어진 전극-용액 계면은 이러한 반응이 열역학적으로 그리고 속도론적으

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전하이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범위의 전위

를 띤다. 그러나 흡ㆍ탈착과 같은 공정은 일어날 수 있으며 전극-용액 계

면의 구조는 가용전위나 용액조성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흡착제에 가용되는 전기화학적 전압에 의해 흡착량이 결정되는 용액 내 

화학종의 흡착은 전기장 변화에 따른 이동현상이 아니라 평형현상으로 이

온성 화학종 뿐 만 아니라 유기화합물과 같은 무극성종도 전위가용에 따

라 흡착량이 결정된다. 실제 전위의존 흡착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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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지만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보고되었다. Frumkin 등[3.2.10]은 전기

흡착에서 전위의 영향을 흡착질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의 배향과 유전상수

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발표하였다. Boklis 등[3.2.11]은 전기흡착의 영향

을 물분자와 경쟁흡착으로 최적전위가 얻어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

나 탄소체에 대한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의 전기흡착연구는 다른 메커니즘

을 제안하고 있다. 즉 방향족 화합물의 흡착증가 경향으로부터 전위의존

은 π-결합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② 전기흡착의 특징

  전기흡착의 특징은 흡착제 표면전하의 극성 조절에 의해 흡착제의 흡착

용량이나 흡착질에 대한 선택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경우 작업전극인 흡착제는 전기 전도성이어야 하며, 전도성 흡착제의 경

우 전위 조절에 의해 표면 전하의 제어가 가능하다. 또한 적절한 전위 조

절에 의해 혼합물로부터 단일 성분의 선택적 분리제거가 가능하고 작업전

극과 보조전극 사이의 전압을 역전시켜 원 폐액이나 다른 용액 중으로 탈

착시킬 수 있는 가역성이 있다. 이 흡ㆍ탈착의 가역성에 의해 용액의 정

화나 오염물의 농축, 동시에 흡착제의 재생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전기적 접촉이 연속적이고 전기전도성이 우수하며, 재생성이 뛰어

난 활성탄소섬유가 전극소재로 적합하다.

  전기흡착의 경우 전하는 흡착제와 용액계면을 가로질러 이동하지 않으

며, 고체와 액체사이에 전자의 전달이 없다. 이 경우 계면은 전기 축전기

로 작용해서 전하와 물질 이동에 관계한다. 외부 전기회로에 의해 계면의 

두 양단간의 전기 전위를 제어함으로써 계면에서 임의 화학종의 농축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벌크 용액의 조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

서 전기흡착은 분리공정이다. 전기흡착의 특징은 전극재에 의한 폐액 중 

화학종의 흡착제거를 통한 폐액정화와 전극재에 흡착된 화학종의 탈착에 

의한 화학종의 농축과 흡착 전극재의 재생으로 구성되는 가역성에 있다고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흡착과 탈착공정을 한 주기(cycle)로 하여 

전기흡착의 개념도를 Fig. 3.2.45.에 나타내었다. 폐액인 전해액으로부터 

화학종의 분리는 흡착제에 가용되는 전위를 주기적으로 바꿈으로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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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흡착량이 증가되는 전위가 가용되는 첫 번째 반주기 동안 흡착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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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45. Schematic diagram for reversibility 

of electrosorp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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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흐르는 용액으로부터 제거하고자 하는 화학종이 제거된다. 그 후 

흡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전위로 변화시킨 후 두 번째 반주기 동안 새

로운 용액을 통과시킨다. 이 용액은 오염 화학종이 농축된 상태로 분리공

정으로부터 배출된다. 이때 주기적 전기흡착공정의 가장 매력적인 특성의 

하나인 흡착제의 직접재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전기흡착에 긴밀히 관련되는 전기이중층의 구조는 흡착평형관계를 나타

내는 흡착등온선, 전극으로 작용하는 흡착제의 등전전위, 표면관능기, 흡

착용량 및 화학종의 흡착형태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기이중층을 살펴보

는 것이 중요하다. 

    (2) 전기이중층 이론

  전기이중층 생성은 고체-액체 계면부근의 전하 분포에 기인한다. 탄소

와 같은 전도체가 전해액에 잠기면 용액 중 일부 이온들은 계면부근에 더 

많이 존재하게 된다. 만약 전도체가 전하를 띠고 있지 않는다면 계면 부

근의 이온 전하는 확산영역의 반대이온에 의해 전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야 한다. 적합한 기준전극에 대한 미전하 전도체의 전위를 영전하 전위

(potential at the point of zero charge)라 하며, 이 전위에서 전기이중

층은 모두 중성전하를 띠게 된다. 전극이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경우에

만 영전하 전위는 무전류 전위(open-circuit potential)가 된다. 이상분극 

전극의 무전류 전위는 표면전하에 따라 변한다. 전해질에 잠겨진 탄소체

는 표면이 하전되는 어떠한 무전류 전위 값에 도달할 것이다. 영전하점으

로부터 양으로 분극 되는 전도체는 용액 측에 모두 음의 전하를 띠게 하

여 양으로 하전된 전도체에 전기적으로 균형이 되게 할 것이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전기이중층에 관한 이론은 Gouy & Chapman 

및 Sterm에 의해 제안된 이론이다.[3.2.12] 이들은 전기이중층을 전기적 

인력과 열 분사력 사이의 균형으로 해석하여 표면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농도가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Boltzmann 분포식을 따른다. Stern은 이를 

분자가 전극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의 가장 가까운 곳에 국한된다고 하였

다. 용매화 분자는 외부 Helmholz면 (Outer Helmholtz plane, OHP)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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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면까지만 접근할 수 있다. 이 OHP 바깥쪽에서 Gouy-Chapman 

확산이중층 이론이 적용된다. OHP 내부에서 분자는 자신의 용매화 층을 

버리고 내부 Helmholtz면 (Inner Helmoltz plame, IHP)이라고 부르는 내

부면으로 이동한다. 이때 이러한 이온들은 특이흡착(Specific adsorption)

되었다고 한다. 용매분자 또한 이들 영역에 침투할 수 있다. 전체 이중층 

영역은 용액의 이온강도에 의존하면서 표면의 10～100Å 이내에 존재한

다. 이 거리는 보통 100㎛까지 확장되는 확산 층에 비해 매우 짧다. 활성

탄소섬유 전극과 용액 계면에서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Fig. 3.2.46에서 

활성탄소섬유 전극은 음으로 분극되어 OHP에서 용액 상까지 확장되며 과

잉 양전하를 띠게 된다. IHP의 이온들은 전도체 물질, 전도체 물질의 전

위, 이온화학, 이온강도 및 수화도에 의존하는 흡착력을 나타내며, 이들 

이온들은 특이흡착을 하게 된다. 수은 상에서의 특이흡착은 보통 음이온

으로 제한된다. 활성탄소섬유에 음으로 하전 된 표면기는 양이온을 특이

흡착이 되게 한다. Fig. 3.2.46는 활성탄소섬유 전극으로부터 전자기적 척

력을 이겨낼 수 있는 음이온의 특이흡착력을 보여준다. 따라서 쿨롱 힘만

을 고려하고 특이흡착을 무시한 경우보다 더 많은 양의 양이온이 확산영

역에 존재하게 된다. 

  Fig. 3.2.47은 Fig. 3.2.46의 전하에 해당하는 전위분포를 보여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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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2.46. Charge distribution in the electrical doubl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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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2.47. Potential profile for the charg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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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공성 전극 이론

  다공성 탄소 물질은 보통 g당 수백 m2의 거대한 표면적을 갖고 있다. 

다공성 탄소의 이중층 정전용량은 매우 커서 약 30㎌/cm2이다. 매우 큰 

비표면적과 이중층 정전용량 때문에 많은 양의 이온이 다공성 탄소의 전

기이중층에 저장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한 탈이온화는 흡착으로 인한 농

도변화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Garaham[3.2.13]에 의해 수은 계면에서의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Fig. 6

의 결과를 보면, 전하곡선은 전극전하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총 

용액 측 전하를 나타낸 것이다. sodium 및 chloride 곡선은 흡착이온 농

도곡선으로 생각할 수 있다. 총 전하곡선의 변화는 반드시 전류흐름이 동

반되어야 한다. 또한 전하곡선의 기울기가 이중층 정전용량이 된다. 영전

하 전위점은 약 -0.55V에서 일어난다. 이 전위보다 음의 전위에서 이중

층은 양의 전하를 띠며, 이 전위보다 양의 수은 전위에서 이중층은 음의 

전위를 띤다. 만약 수은 계면을 사용해서 sodium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의 유용한 전위범위를 알 수 있다. 첫 번째, 공정은 -0.4V와 0.0V

나 다이아그램에는 나타나지 않은 양의 전위 사이에서 가동될 수 있다. 

두 번째는, -0.8V와 이 보다 큰 음의 전위에서 가동될 수 있다. 두 번째

의 경우에서, chloride의 표면농도는 비교적 변화하지 않고 전류는 주로 

sodium에만 사용된다. 이는 수소발생과 같은 부반응이 무시되면서 

sodium 흡착에 있어 가장 높은 전류 효율을 보이는 영역이다. 이 영역보

다 큰 음의 전위에서는 수소 발생이 중요하게 될 수 있다. 약간 작은 음

의 전위에서는 Cl- 이온농도는 급격히 변하며 전류 또한 그렇게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서 chloride 곡선은 총 용액 이중층 전하보다 음을 띤다. 이

는 쿨롱인력에 부가해서 chloride의 특이흡착을 나타낸다. 이에 상응한 

sodium 흡착은 총 용액에서 전기이중층이 중성을 유지하게 한다. 따라서 

예상된 수은 전하보다도 더 많은 이온이 전기이중층에 보유된다. 

  다공성 탄소에 의한 중금속 양이온 제거는 수은에 의한 sodium 흡착과 

유사하다. 그러나 고체 전극에 있어서 표면장력을 측정할 수가 없고, 영전

하 전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Fig. 3.2.48과 같이 표시하기는 어렵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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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온이나 음이온의 흡착도가 전위변화에 따라 변하

는 영역이 탄소체나 어느 다른 고체 전극 상에도 존재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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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2.48. Charge and adsorption of sodium and chloride ions 

at mercury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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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활성탄소섬유의 특징

  활성탄소섬유(Activated Carbon Fiber, ACF)는 유기섬유를 활성화하여 

제조한 흡착성질을 지닌 탄소흡착제로서, 유기섬유인 전구체(precursor)섬

유에 따라서 셀룰로오스계, 아크릴계, 페놀수지계, 피치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활성탄소섬유는 입상 및 분말상 활성탄과는 달리 섬유상이므로 직

포, 부직포, 종이 등 다양한 형태로 성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

고, 또한 입상 및 분말상 활성탄에 비해 흡착특성이 우수하다고 보고되었

다. 이같이 활성탄소섬유가 활성탄보다 빠른 흡착속도와 큰 흡착용량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이 두 탄소흡착제의 구조적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탄소체에서의 흡착은 탄소체의 외부표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탄소

체의 내부에 분포되어 있는 좁은 기공 벽에서 일어나므로, 내부에 형성된 

기공의 크기와 성질이 흡착제의 외부표면으로부터 내부로 흡착질이 물질

전달 되는 속도와 평형흡착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Fig. 3.2.49에 활성탄소섬유(ACF)와 활성탄(AC)의 흡착 경로를 비교하

여 도식한 것이다. Fig. 3.2.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활성탄소섬유의 경우

는 기공이 대부분 흡착에 참여하는 미세기공으로 흡착제의 외부표면에서 

내부로 직접 위치한 구조이다. 하지만 활성탄의 경우는 기공이 흡착제 표

면에서부터 기공직경이 대기공(macropore 500Å이상), 중기공(mesopore 

20～500Å)으로 분포하고, 중심부에 미세기공(micropore 20Å이하)으로 

분포 되어있다. 이런 기공구조 차이로 활성탄소섬유는 활성탄에 비해 단

위무게 당 기공부피와 표면적이 커져 흡착용량이 크고, 흡착질이 대․중기

공을 통하지 않고 직접 미세기공에 도달하므로 흡착속도가 빠르다. 또한 

섬유직경이 7～15㎛로 활성탄의 직경보다 작으므로 유체와 접촉하는 면

이 많으므로 접촉효율도 따라서 증가하며, 유체가 투과할 때도 섬유상의 

특징으로 압력손실이 작다. 따라서, 흡착제로서의 ACF의 우수한 흡착성질

은 ACF의 구조적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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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49. Adsorption path of AC and 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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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라늄 슬러지폐액 전기흡착처리 실험

    (1) 기흡착처리 실험 방법 

      (가) 흡착 극  시약

  실제 라군 폐액을 사용한 hot test 에 기흡착처리 조건을 조사하기 

해 모의 폐액을 사용한 cold test 실험을 수행하 다. 본 실험에 사용한 

흡착 극은 두께 5～7mm의 핏치계 활성탄소섬유 부직포(일본 Osaka 

Gas Co. FN-200PS-15)로서 인장강도와 탄성률 등 물리  특성은 

Table. 3.2.21과 같다.  

Table 3.2.21. Physical properties of activated carbon fiber. 

fiber diameter

(㎛)

tensile

strength

(MPa)

elastic

modulus

(kg/min2)

true density

(g/cc)

bulk density

(g/cc)

10∼15 100∼250 300∼700 1.5∼1.8 0.01∼0.2  

  또한 실험에 사용된 용액들은 NaCl (Merck Co.), NaNO3 (Showa 

Chemical Co.), NH4NO3 (Showa Chemical Co.), Ca(NO3)2 (Showa 

Chemical Co.) 그리고 UO2(NO3)2․6H2O (Merck Co.)를 16MΩ-cm이상의 저

항값을 갖는 탈염수와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지지전해질의 종류로는 NaCl, 

NaNO3, NH4NO3, Ca(NO3)2 를 실험 조건에 따라 단일 또는 혼합하여 사용

하였으며, 본 실험에서 단일 성분의 경우는 0.1～3M 범위의 농도이며, 단일 

또는 혼합하여 사용된 지지전해질의 조성을 Table. 3.2.22에 정리하였다. 용

액 속 흡착질인 UO2(NO3)2․6H2O는 고농도로 제조한 후 전해질 용액에 혼합

하여 원하는 농도의 실험용액으로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혼합용액의 p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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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질이 chloride 매질의 경우는 미량의 1M NaOH 용액과 1M HCl 용

액을 첨가하여 조절하였고, nitrate 매질에서는 미량의 1M NaOH 용액과 

1M HNO3 용액을 첨가하여 조절하였다. 

Table 3.2.22.  Conditions of multicomponent supporting 

electrolyte solution.

구 분 조 건

single-component   NaCl ,  NaNO3 ,  NH4NO3 ,  Ca(NO3)2

multicomponent salt 

medium

3.8% NaNO3 + 19.8% NH4NO3 

+ 1.9% Ca(NO3)2 + 74.5% H2O

      (나) 실험장치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규모의 3전극으로 이루어진 고정층 전기화학 셀

을 사용하였으며, 전류 흐름과 용액 흐름이 평행한 flow-through mode 

cell이다. Fig. 3.2.50에 3전극계 전기화학 측정용 셀의 회로도를 나타내

었으며, 실험장치의 구성은 Fig. 3.2.51과 같다. 전기 흡ㆍ탈착 실험에 사

용한 장치로는 potentiostat(PGP201 Radiometer)를 사용하였다. 고정층 

컬럼의 내부 직경은 2cm 이고, 작업전극이자 흡착재로 사용된 ACF 부직

포가 백금망과 여과지 사이에 놓여졌다. 이 백금망은 ACF 전극과의 전기

전도가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current collector로 사용되었다. 기준 전극

은 전위의 재현성이 좋고 취급이 용이한 Ag/AgCl(with saturated KCl) 

전극을 사용하였고 pt wire를 상대전극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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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50.　 Schematic diagram for measuring cell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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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1.　  Schematic diagram for electrosorption experiment 

in fixed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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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험방법

        ① 활성탄소섬유의 특성

          ㉮ 구조적 특성

  활성탄소섬유는 미세공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공구조를 조사하

기 위해 측정하고자 하는 상대압력 범위를 0.005～1.0으로 선정하였으며, 

측정온도에서 비교적 넓은 상대압 범위로 측정할 수 있는 N2를 흡착가스

로 하여 부피측정 기상흡착장치(Quantachrome Model Autosorb-1 MP)

로 N2 흡착등온선을 구하였다.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 약 20～50mg을 

470K에서 하루 동안 탈기하여 진공도가 10-4Pa 이하가 되게 하였다. 이

때 470K 까지의 승온 속도는 10℃/min 이었고, 탈기 후 상온까지 자연냉

각 시킨 후 시료의 무게를 재고 77K의 액체 질소 용기에 시료 용기를 넣

고 77K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상대압력에 해당하는 질소를 소량씩 주입하

고, 각 상대압력에서 2분 이상의 흡착시간을 주어 평형상태가 되도록 함

으로써 흡착량을 구하였다. 비표면적은 질소 흡착 등온선으로부터 

BET(Brunauer-Emmett-Teller) 식[3.2.14]을 이용하여 구하였고, 미세

공이 차지하는 비표면적과 미세공의 부피는 t-method[3.2.15]를 이용해 

구하였다. 또한 실린더형 기공으로 가정하여 총 기공부피와 피표면적 값

으로부터 평균기공반경을 구하였다[3.2.16-3.2.17].

 

          ㉯ 화학적 특성

            ㄱ. pH

  수용액상에서의 흡착제의 pH를 측정하기 위해 시료를 미분쇄하여 

0.01N HCl에 세척하여 다시 증류수로 수차례 수세한 후 110℃의 건조기

에서 24시간 건조시켰다. 100℃에서 끓여 냉각시킨 2차 증류수 20ml와 

건조시료 0.5g을 50ml의 삼각플라스크에 담아 항온조에서 12시간 이상 

진탕한 후 membrane filter(Corning syringe filter, 0.45㎛ nylon)로 여

과하여 상등액의 pH를 pH 측정기(Fisher Scientific, Accumet research 

AR50)로 측정하였다. pH 측정 시 O2의 존재로 인한 pH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N2 gas를 통과시키면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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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표면산도

  활성탄소섬유의 Table면에 형성된 산소화합물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표

면산도를 Boehm의 선택중화법[3.2.18]으로 측정하였다. 이 선택중화법은 

강도가 다른 여러 가지 염기성용액의 선택중화성질을 이용한 방법으로서 

산소화합물의 정량분석이 가능하다. 즉, pKa가 6.37인 sodium 

bicarbonate(NaHCO3)는 강산성 carboxyl기를 중화하며, sodium 

carbona

-te(Na2CO3, pKa=10.25)는 carboxyl기와 약산성 carboxyl기인 lactone

기를 적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sodium hydroxide(NaOH, 

pKa=15.74)는 carboxyl기, lactone기 및 phenol기를 중화할 수 있다. 또

한 pK가 20.58인 sodium methoxdie(NaOC2H5)는 상기 세 종류의 산성

관능기 외의 carbonyl기를 중화할 수 있으므로, NaOC2H5에 의한 염기중

화능이 흡착제 표면에 형성된 총 산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탄소체의 

표면에 형성되는 산성관능기는 carboxyl, lactone 및 phenol기 등이 있

다. 따라서 NaOH에 의해 중화된 산도 값을 이들 표면관능기의 산도로 나

타낼 수 있다. 이들 각 염기에 의한 적정값 차이로부터 ACF표면에 생성

된 표면 산소화합물 양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면 산소화합물의 측

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강도가 다른 세 종류의 0.1N 염기용액 (NaHCO3, Na2CO3 및 NaOH)을 

제조한 다음 pH 측정 시와 동일하게 준비한 ACF 1g을 앞서 제조한 세 

종류의 염기용액 각 100ml가 채워진 250ml 삼각플라스크에 첨가한다. 용

기를 항온조에 48시간동안 기계적 진탕을 한다. 이때 O2의 존재로 인해 

염기가 촉매로 작용하여 활성탄소섬유가 자동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N2 gas를 통과시킨다. 용액을 정치한 후 membrane filter (4.5㎛, 

nylon fiter)를 사용하여 여과한 후 상등액을 0.1N HCl로 역 적정한다. 

0.1N HCl에 의한 역적정은 pH 측정 장치가 장치된 적정장치 (Metrohm 

Titroprocessor Model 682)를 사용하였다.

          ㉰ 정전용량의 특성

  전기화학 측정은 3전극법을 사용하였으며, 전극으로는 활성탄소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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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F) 부직포를 작용전극으로 사용하였고 기준전극으로 포화 카로멜 전

극(SCE)과, 상대전극으로 카본 봉이 사용되었다. 또한, 전해액으로는 0.5 

mol dm-3 H2SO4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또한 정전용량을 측정하기 전에, 

측정할 ACF 샘플에 전해액을 침전시키기 위해 전해액 안에 담구어 감압

상태에서 12시간 이상 방치한 후 실험에 이용하였다. 

  정전용량은 전해질에서 두 개의 ACF 전극 사이에 세퍼레이터( 폴리프

로필렌 부직포 FM3A-2)를 끼우고 측정하였다. 정전류 충방전은 충전 커

트전압 1.0V, 방전 커트전압 0.2V로 하고 충전 및 방전 전류밀도는 각각 

0.2, 4.8 A·g-1로 하였다.

        ② 전기흡ㆍ탈착 실험

  활성탄소섬유 전극의 실제 폐액 처리공정에의 적용에 필요한 데이터 확

보를 위하여 고정층 흡착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활성

탄소섬유를 실험용액에 1시간 정도 담지 시킨 후 고압진공펌프를 사용하

여 탈기함으로써 활성탄소섬유가 충분히 wetting 되도록 하였다. 세공 내 

존재하는 air는 액상흡착 시 용액의 접촉을 방해하며 특히 전기흡착의 경

우, 흡착제의 정전거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기이중층의 형성을 저해

할 수 있다. 또한 용액중의 용존 산소는 전극 표면에서 쉽게 환원될 수 

있기 때문에 실험 전에 공급 용액을 N2 가스로 40분간 용액을 탈기시켰

다. 이상과 같이, 활성탄소섬유를 고정층에 주입하고 층 내에서 용액의 흐

름이 plug flow가 되도록 하였다. 공급 용액은 연동 펌프를 사용하여 실

험조건에 따라 0.5～2.0 ml/min의 유량범위로 셀을 통해 공급하였다. 유

출액은 10min～30min의 간격으로 fraction collector(Advantec, 

SF-2102)를 통해 centrifuge tube에 채취하였고, 채취된 각 용액은 시간 

간격에 대한 유출액의 평균 농도로 나타내었으며, 시간에 따른 pH 변화 

또한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페러데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전위 범

위 내에서 가용전위, 공급액의 유량과 전해질 등을 변화시키면서 U(Ⅵ) 

이온의 시간에 따른 흡착거동을 조사하였으며, 일정가용전위에서 충분한 

시간동안 흡착평형에 도달한 ACF 전극에 흡착과 반대의 정전압을 가용하

여 시간에 따라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탈착량을 구하였다. 또한 탈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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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전위, 용액의 pH, 전해질의 종류 등 변화시켜 탈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음의 전위에서 흡착 후 바로 양의 전위로 역전시켜 탈착하

는 실험을 주기적으로 하여 흡착전극의 재생성을 관찰하였다. 이상과 같

이 수행한 고정층 실험 시 주요 변수를 Table 3.2.23에 정리하였다. 

Table 3.2.23. Experimental conditions for fixed bed runs.

변 수 조 건

Bed length ( cm ) 1 ∼ 2 

Bed diameter ( cm ) 2 

Applying potential ( V )
  Adsorption : -0.2 ∼ -0.9

  Desorption :  0.5 ∼ 1.2

Flow rate ( ml/min ) 0.5 ∼ 2.0

Input U(Ⅵ) solution conc.

 ( ppm )
100 

        ③ 흡․탈착 농도 및 생성물 분석 

 흡․탈착 후 나온 유출액으로부터 우라늄 이온의 초기와 평형농도의 분

석은 이온의 기준농도 범위에서 Arsenazo Ⅲ(Dojindo. Japan) 발색시약

을 사용하여 1시간 동안 발색 후 λ=655 nm 파장에서 UV-VIS 분광광도

계(Spectronic 1201, Milton Roy)를 사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용액의 

pH는 pH meter (Fisher Scientific, Accumet research AR50)로 측정하

였다.  

  우라늄이 흡착된 ACF 표면은 SEM(JEOL사, JSM-5410)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ACF에 흡착된 우라늄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라늄

이 흡착된 ACF를 증류수에 충분히 교반시킨 후 여과, 침강 및 원심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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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ACF와 우라늄을 완전 분리 후 우라늄만을 오븐에 건조시킨 후 

건조된 우라늄 분말로부터 Cu Kα선을 사용하여 XRD(Siemens D5000)로 

흡착된 우라늄의 형태를 분석하였다. 데이터는 0.04° 2θ step으로 

2.0sec/step 의 측정시간을 갖는 step-scan 모드로 수집하였으며 우라늄 

분말 샘플은 10°～70° 범위에서 2θ값으로 측정하였고, 분석 결과 peak는 

JCP2의 데이터 파일에서 확인하였다.

    (2) 연구결과 및 고찰

      (가) 활성탄소섬유 전극의 구조적ㆍ화학적 특성

        ① 활성탄소섬유의 구조적 특성

  흡착제 세공의 크기와 분포에 따라 흡착질의 흡착에 영향을 줄 수 있으

므로 세공의 크기 분포를 통한 흡착제의 구조적 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

다. 활성탄소섬유는 내부세공이 대부분 미세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되어 있고[3.2.19-3.2.20], 본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활성탄소섬유 역시 

미세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리라 예상되나 정확한 크기분포를 알기 위해서

는 미세공을 측정할 수 있는 상대압력 값에서의 질소흡착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는 0.005～1.0의 상대압력(P/P0)에서의 질소

흡착량을 측정하여 흡ㆍ탈착등온선을 구하였으며, 특히 낮은 상대압력에

서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실험실에서 사용된 활성탄소섬유의 흡착등온선은 분석결과 낮은 상대압

력에서 상당량의 질소를 신속하게 흡착하고 곧 이어서 상대압력을 높여도 

흡착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흡착평형에 도달함으로써 type Ⅰ의 흡

착 등온선을 보였다(Fig. 3.2.52). 일반적으로 흡착제를 분류하는 6가지 

흡착등온선 중 type Ⅰ 등온선의 초기 낮은 압력부분은 미세공 채움

(micropore filling)을 나타내며, 높은 상대압 부분에서 나타나는 평평한 

부분(plateau)의 기울기는 흡착제 외부표면에서 일어나는 다분자층 흡착에 

관여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3.2.21], 활성탄소섬유에는 미세공들만 발

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탄소섬유를 활성화함에 있어서 

burn-off를 증가시키면 흡ㆍ탈착 등온곡선 knee의 굽음 정도가 완만해

지고 상대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고압부 평평한 직선의 기울기가 다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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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볼 수 있다. Rodriquez -Reinoso 등[3.2.22]은 탄소물질의 활성화

에서 처음에는 marrow micropore가 발달하여 흡착 포텐셜이 강화되므로 

높은 상대압에서는 흡착량이 증가하지 않고, 그 후 wider micropore가 

발달하면 미세공의 크기 분포가 넓어져서 knee가 둥근 모양을 보이게 되

며, mesopore가 발달하게 되면 기울기가 증가하게 된다고 보고한 바 있

다. 따라서 표면적이 큰 시료의 경우 burn-off가 증가함에 따라 narrow 

micropore의 일부가 wider micropore나 mesopore로 확장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mesopore가 많이 발달하면 흡ㆍ탈착 곡선에서 이

력(hysteresis)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활성탄소섬유의 경우 

이력현상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발달된 mesopore의 양은 micropore 양

에 비해 무시할 만 하였다. 

  Table 3.2.24에 활성탄소섬유의 기상흡착 특성 결과를 정리하였다. 총 

기공부피에서 micropore가 차지하는 비율은 84%로 나타났으며, 기공의 

평균 반경은 15.12Å 이었다. IUPAC 분류[3.2.23]에서 기공직경 20Å 

이하는 미세기공으로 분류되므로 흡착등온선이 Type Ⅰ임을 함께 고려할 

때 활성탄소섬유에 발달된 기공은 대부분 미세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Shmidt 등[3.2.24]은 30% 미만의 burn-off일 경우 10～12Å 크기의 기

공이 우세하며 30～67%의 burn-off일 경우 17～20Å 크기의 기공이 우

세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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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4.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ACF felts.

Physical property Electro/chemical property

Specific S/A

(m2/g)
1536

Conductivity

(ohm.cm)-1
7.2

Total pore vol.

(cm3/g)
0.58 pH 6.4

Micro pore vol.

(cm3/g)
0.48

Surface acidity

(meq/g)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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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2.52. Adsorption isotherms of N2 at 77K on ACF.



- 254 -

        ② 활성탄소섬유의 화학적 특성

  흡착제의 기공크기, 비표면적, 세공도 등의 구조적 특성과 함께 흡착제 

표면의 화학적 성질 또한 흡착공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흡착제의 화

학적 성질은 흡착제 표면에 형성된 관능기의 화학적 성질에 의해 좌우되

는데, 활성탄소섬유의 표면화학특성은 제조공정 중 활성화공정에 의해 결

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활성탄소섬유를 수용액에서 부유시킨 후 상등액의 pH를 

측정하고, Boehm의 중화 적정법으로 표면 관능기의 정량적 측정을 하여 

Table. 3.2.25에 나타내었다. 활성탄소섬유의 pH는 6.4를 나타내었으며, 

Boehm의 중화 적정법의 측정 결과 총 산도는 2.455meq/g-ACF로 나타내

었고 carboxyl기(-COOH), lactone기(>CO2) 및 phenol기(-OH)[3.2.25]

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9%, 52.9%, 42.2%로 lactone기와 phenol기가 

대부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3.2.26] 

Table 3.2.25. Surface acidity of ACF felts on Boehm's 

neutralization method.

functional group (meq/g)
total acidity

(meq/g)
carboxyl lactone phenol

0.1195 1.299 1.0365 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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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라늄의 화학적 특성

  우라늄은 수용액상에서 농도와 용액의 pH에 따라 U(Ⅲ), U(Ⅳ), U(Ⅴ), 

U(Ⅵ)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우라늄의 특성 때문에 

수용액 상의 우라늄 이온의 존재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100pm의 우라

늄 농도에서 다양한 pH 변화에 따른 우라늄 이온의 평형관계를 예측하기 

위한 pH 다이어그램을 MINTEQ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3.84Å의 수화이온반경을 가지는 우라닐 이온(uranyl ion, UO2
2+)의 형

태 중에 수용액 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는 U(Ⅵ)인데, 이는 pH ≤ 3일 

때 수용액 상에 존재하게 된다. 또한 pH의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

화물이 형성되며 다양한 수화물의 형태로 공존하게 되고, U(Ⅵ)의 수화물

은 주로 우라늄의 농도와 pH에 의존한다. 

  수용액 상에서 우라늄 이온과 수화물의 형성은 다음과 같은 평형관계식

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3.2.27] 

UO2
2+ +  OH- = UO2OH+ logβ11 =  8.8 (1) 

UO2
2+ + 2OH- = UO2(OH)2  logβ12 = 16.0 (2) 

UO2
2+ + 3OH- = UO2(OH)3

-    logβ13 = 22.8 (3)

UO2
2+ + 4OH- = UO2(OH)4

2-   logβ14 = 23.0 (4) 

2UO2 +  OH- = (UO2)2OH3+  logβ21 = 11.3 (5)

2UO2 + 2OH- = (UO2)2(OH)2
2+  logβ22 = 22.4 (6) 

3UO2 + 4OH- = (UO2)3(OH)4
2+ logβ34 = 44.1 (7) 

3UO2 + 5OH- = (UO2)3(OH)5
+ logβ35 = 54.5 (8)

4UO2 + 7OH- = (UO2)4(OH)7
+  logβ47 = 76.1 (9)

  위의 평형관계식에 계산된 결과로부터, pH 변화에 따른 우라늄 수화물의 

분포를 Fig.3.2.53에 나타내었다. 이 Fig.은 1.0M NaCl 전해질에서 우라늄

의 농도가 4.2×10-4 M (100ppm)일 때의 평형데이터 이다. 물과 강한 친화력

을 가진 우라닐 이온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UO2)3(OH)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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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2)3(OH)5
+, (UO2)4(OH)7

+ 와 같은 다핵종의 수화물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4보다 낮은 pH의 영역에서 우라늄 이온은 대체로 UO2
2+ 의 형

태로 이루어져 있지만, pH가 4∼5의 영역에서 수용액 내의 우라늄 이온은 

UO2
2+, UO2OH+, UO2(OH)2, (UO2)2(OH)2

2+, (UO2)3(OH)4
2+, 

(UO2)3(OH)5
+, (UO2)4(OH)7

+ 등의 다양한 수화물 형태가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5이상의 pH에서는 (UO2)3(OH)5
+, (UO2)4(OH)7

+ 처

럼 다량체의 수화물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같이 우라늄의 농도와 pH 변화

에 따라 수용액 상의 우라늄 이온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

었고, 6보다 높은 pH 범위에서는 UO3∙H2O의 침전물 형태로 침전이 시작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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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2.53. Uranium speciation at U Concentration of 100ppm

: including poly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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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기흡착 거동

  실제 라군 우라늄 슬러지 처리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속조작을 할 

수 있고, 흡착제의 선택흡착 성질을 이용하여 고정탑 내의 흡착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고정탑 흐름으로 흡착공정을 조작하는 것이 유용하다. 고

정층에서의 흡착공정은 분리 및 정제/회수 등을 위하여 산업시설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산업에서도 유해물질을 제어하기 위해 광범

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액상에서의 이온성 물질을 제거하는 흡착공정은 매

우 복잡한 표면현상을 동반하며 흡착제의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고정층에

서 흡착실험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흡착공정 설

계인자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3.2.28-3.2.30]. 고정탑에서의 흡착은 흡착 

메카니즘, 폐액의 유입조건(흡착질의 농도, pH, 온도 등) 및 고정탑 조작조

건(흡착제 층의 길이, 유량) 등에 의해 결정되는 복잡한 공정으로 이들 인

자 각각이 독립적으로 파과곡선의 형태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공정의 최

적 조업조건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변수들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다. 따라

서 활성탄소섬유를 이용한 U(Ⅵ) 이온의 고정층 전기흡착실험을 수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활성탄소섬유(ACF)를 전기흡착 전극으로 사용하여 고농도

의 화학염 중에 존재하는 저농도의 우라늄만을 선택적으로 흡착/제거하여 폐

액을 1ppm 이하의 무구속 방출수준까지 처리할 수 있는 전기흡착 거동을 가

용전위, 유입용액의 pH, 유량의 변화, 전극 단수의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전위를 가용하지 않은 일반흡착 거동과 비교하였다.

        ① 전기흡착에 대한 전위의 영향

          ㉮ NaCl 전해질에서의 전위의 영향 

  전기흡착 공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해질 용액 중 전기전도

도가 가장 좋은 NaCl 전해질에서 ACF에 의한 U(Ⅵ) 이온의 전기흡착 거

동을 미가용 전위와 -0.3V∼-0.9V의 범위의 전위조건에서 조사하여, 유

출액 중 U(Ⅵ)의 농도 결과를 Fig.3.2.54에 나타내었다. 

  전위 실험의 결과로부터 폐액 중 U(Ⅵ) 이온이 전기화학 셀을 통과함으

로서 효과적으로 제거됨을 알 수 있었다. 미가용전위(Open-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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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oal, OCP)의 일반흡착과 비교한 결과 OCP에서는 U(Ⅵ)이 거의 제

거되지 않은 반면, 모든 음의 가용전위에서 전기흡착에 의해 U(Ⅵ)의 제

거 효율이 일반흡착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0.3V에서의 

전기흡착의 경우 공급용액으로부터 우라늄 유출액의 농도가 크게 감소됨

을 보였으며 2시간 이후부터 약간씩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반해 

-0.5V나 더 큰 음의 전위에서 U(Ⅵ)의 농도는 실험시간 내에서 파과발생 

없이 낮은 준위를 유지하였다. 특히, -0.9V 전위에서는 전기흡착에 의한 

U(Ⅵ)의 제거 거동은 매우 우수하여 유출 U(Ⅵ)의 농도가 연속적으로 무

구속 방출범위인 1ppm 이하로 흡착 제거됨을 보여 주었다. 이는 공급용

액으로부터 99.7%의 U(Ⅵ) 제거 효율에 해당하며 실험시간 동안 이러한 

경향이 계속 유지됨으로써 전기흡착 공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전기흡착 공정의 중요한 변수인 탄소전극에 가용된 음전위의 

크기가 U(Ⅵ)의 흡착 속도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위(Fig. 3.2.54)의 전기흡착 결과를 누적 우라늄 흡착량 대 시간으로 재

도시하여 Fig. 3.2.55에 나타내었고, Fig.3.2.55로부터 우라늄 흡착의 반

응속도를 알 수 있었다. 음의 전위를 가용한 경우, 누적 우라늄 흡착량 곡

선은 직선을 나타내어 실험시간 내에서 흡착속도가 일정함을 보여 주었

다. 또한 미가용전위에 비해 가용전위의 흡착용량이 약 8배정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이온에 대한 흡착용량의 증가는 쿨롱 상호작

용에 의한 정전기적 인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위가용 하에서 탄

소체상의 흡착량의 증가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보고 된바 있다

[3.2.3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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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54. Electrosorption of U(Ⅵ) with variation 

    of potentials in 1M NaCl electrolyte at p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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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2.55. Cumulative electrosorption of U(Ⅵ) with variation 

of potentials in 1M NaCl electrolyte at p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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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NO3 전해질에서의 전위의 영향  

  NaCl 전해질 조건에서 전기흡착 공정에 의한 우라늄 이온의 효과적인 

제거 효율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처리해야 하는 슬러지와 같은 

매질인 nitrate 매질에서 마찬가지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U-100ppm이 함

유된 1M NaNO3 전해질 용액에서 여러 전위조건에 대해 조사하여 Fig. 

3.2.56에 나타내었다. OCP에서는 예상대로 제거가 되지 않음을 보였으나, 

가용전위에서는 NaCl 전해질에서 보다 다소 흡착효율이 떨어짐을 보여 

주었고, 모든 음의 전위에서 연속적으로 원하는 우라늄 유출액의 농도를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NaNO3 전해질 용액은 전기흡착 중 가용 

음의 전위 하에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실제 전기흡착 공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온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고

농도 전해 매질에서 수행되어야만 하므로 흡착 효율의 증가를 위해, 지지 

전해질의 환원을 억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극흡착제의 효과적인 처리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전위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전극흡착제에 1M NaCl 

용액으로 일정시간 함침시켜 주었으며, 이 전처리한 전극을 사용하여 수

행한 전기흡착 실험 결과는 Fig. 3.2.57에 나타내었다.

  처리된 ACF 전극 흡착제를 사용하여 우라늄 전기흡착에 대한 전위 영

향조사 결과 높은 전위 의존성을 보였으며, 처리를 하지 않은 전위실험에 

비해 우라늄 제거 효율 면에서 뛰어남을 보여주었다. 또한 일반흡착인 

OCP의 경우 미처리시와 처리시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우라늄의 유출

농도가 거의 비슷함을 보여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위를 가했을 때 전

기전도도가 높은 용액으로 전극에 전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지지전해질의 

환원을 억제할 수 있음과 전극표면에 전기이중층이 효과적으로 더 빠르게 

생성하여 안정화를 시켜주어 제거효율에 있어서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ACF 전극흡착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연속적인 무구속 방출수

준에 만족하기 위하여 전기흡착 공정을 수행하기 전에 ACF전극에 전처리

를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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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2.56. Electrosorption of U(Ⅵ) with variation of potentials in 

1M NaNO3 electrolyte on as-received ACF at p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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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57. Electrosorption of U(Ⅵ) with variation of potentials

in 1M NaNO3 electrolyte on neutral salt impregnated ACF at p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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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기흡착에 대한 pH의 영향

  이온교환수지나 무기흡착제에 의한 중금속 이온의 액상흡착 시 유입용

액의 pH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U(Ⅵ) 이온의 전기흡착에 대한 유입용액의 pH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유입용액의 pH 변화에 따른 흡착거동 실험을 수행하였다. 

          ㉮ NaCl 전해질에서의 pH의 영향

  NaCl 전해질에서 U(Ⅵ) 제거 효율에 대한 유입용액의 pH의 영향을 조

사하기 위해서, -0.9V의 전위에서 유입용액의 pH 변화에 따른 흡착거동

을 2.1∼ 4 범위의 pH에서 조사하여 그 결과를 Fig. 3.2.58에 나타내었

다. pH 2.1에서 유출 U(Ⅵ)의 농도가 계속 증가하여 매우 낮은 제거 효율

을 보여 주었다. 반면에 pH 3과 pH 4에서는 거의 유사하게 우수한 제거 

효율을 보여 주었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U(Ⅵ) 제거가 pH 3 조건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또한 음으로 하전 된 활성탄소섬유 

표면에 우라늄 이온이 더 많이 흡착되기 위해서, OH-기가 많이 존재하는 

공급용액 일수록 활성탄소섬유에 함유되어 있는 -COOH의 관능기를 공급

용액 상의 OH-기와 반응하여 H2O와 COO-기로 분리 시켜줌으로 인해, 

pH가 높을수록 COO-기가 많이 생성되어 양이온인 우라늄 이온이 흡착제

에 더 많이 흡착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 NaNO3 전해질에서의 pH의 영향

  NaCl 전해질 조건에서 우라늄 이온의 효과적인 제거 효율의 결과를 바

탕으로 하여, 실제 처리해야 하는 슬러지와 같은 매질인 nitrate 매질에서 

마찬가지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U-100ppm이 함유된 1M NaNO3 전해질 

용액을 -0.9V전위에서 전처리한 ACF를 사용하여 실험 가능한 여러 pH 

조건에 대해 조사하여 Fig. 3.2.59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pH 2에서는 약 

1hr 정도 지나면서 급속도로 파과가 시작되었고, pH 3에서는 5hr이 지나

서 서서히 파과가 시작됨을 보이면서 6hr 이후 급격히 파과 하였다. 이것

은 낮은 pH에서 우라늄 흡착 용량이 매우 낮음을 보여 줌으로써 흡착 메

카니즘이 이온 교환 흡착과 유사함을 보여주었다. pH 4이상에서는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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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질에서와 동일한 거동을 보였으며 실험시간 동안 99.9%이상의 좋은 

제거 효율을 보여 주었다. 이 결과로부터 실제 적용하기 위한 최적 흡착 

pH 범위로 4∼5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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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58. Electrosorption of U(Ⅵ) with variation of pH 

in 1M NaCl electrolyte at -0.9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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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2.59. Electrosorption of U(Ⅵ) with variation of pH

 in 1M NaNO3 electrolyte at -0.9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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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전기흡착에 대한 전해질의 영향

  전기흡착의 경우 공급용액으로부터 이온의 mobility를 증가시킬 수 있

도록 전해액의 농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폐액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해질의 종류와 농도변화에 

따른 전기흡착 거동을 조사하였다.

          ㉮ 전해질 농도에 따른 영향

  이온강도 조절 및 유지를 위해 기본 전해질로 선택된 NaCl 전해액이 

전해질로서 유지되어야 하는 필요한 최적 농도를 파악하기 위해 NaCl의 

농도를 0.1∼3M 범위에서 변화시켜 실험한 결과를 Fig. 3.2.60에 나타내

었다. 그 결과 전해질 농도 증가에 따라 U(Ⅵ)의 제거효율이 크게 증가함

을 보여 주었다. 이는 전기화학 셀 내부에서 원활한 용액전류가 전달되어 

우라늄 이온의 전기흡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급용액 중

에 충분한 유동이온이 있어야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험결과로부터 

유출액 중 우라늄의 농도를 1ppm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NaCl의 농

도가 1M 이상이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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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2.60. Electrosorption of U(Ⅵ) with variation of electrolyte 

concentration at -0.9V and pH 4.

  ㉯ 전해질 종류에 따른 영향

   전기흡착 공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라군 폐액의 주성분인 

nitrate 매질로 이루어진 전해질을 사용하여 최적흡착 조건으로 전해질의 종

류에 따른 U(Ⅵ)의 전기흡착 거동을 각각 1M의 NaNO3, NH4NO3, 

Ca(NO3)2 등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의 거동과 이들 세종류가 혼합된 다성

분계 전해질로 사용할 경우의 거동을 조사하여 Fig. 3.2.61에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보듯이 각각의 전해질 염의 종류에 대한 전기흡착은 단일 성분의 

NH4NO3 전해질에서 NaNO3, Ca(NO3)2의 단일성분과 다성분계 혼합성분에 

비해 제거효율이 근소하게 떨어짐을 보여 주었으며  유출액의 U농도가 1ppm 

이하를 만족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각 1M의 NaNO3, NH4NO3, 

Ca(NO3)2로 조성된 다성분계 혼합성분에서는 유출액의 U농도가 1ppm 이하

를 만족함을 나타냄으로써 용액의 성분간의 방해 요인이 미비함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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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또한 지지전해질로써 용액의 성분보다는 용액의 농도가 전기

흡착 공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제 라군 폐액

의 성분은 충분한 지지전해질이 존재하는 고농도 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기흡착 공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우 적절한 분위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 모사폐액 전해질 영향에 따른 전기흡착 최적 전극전위 설계

   전해질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Fig.3.2.60, Fig.3.2.61) 실제 폐액에서 

NH4NO3 전해질의 농도가 다른 성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전해질의 

조성에 따른 흡착거동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라군 폐

액에 전기흡착 공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라군 모사용액의 흡착거동을 조

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실제 라군 폐액의 조성을 

조사한 결과, 처리해야 할 라군 폐액이 대략 100ppm의 U(Ⅵ) 농도를 함

유한 3.8% NaNO3 + 19.8% NH4NO3 + 1.9% Ca(NO3)2 + 74.5% H2O 

의 조성을 가진 슬러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조성을 가진 모사폐액

으로 전기흡착 공정의 주요 변수인 유입액의 pH 영향과 전위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유입액의 pH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Fig. 3.2.62에 나

타내었으며, 최적흡착 pH 조건으로 앞서 실험에 의해 얻어진 조건과 같음

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조건인 pH 4에서 처리

한 흡착제를 사용하여 여러 전위에서 실험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3.2.63에 나타내었다. 단일성분의 전해질 조건과는 달리 라군 모사폐액 

전해질 조건에서는 전위의 크기에 따라 흡착효율의 확연한 차이를 보여 주어 

흡착효율 증가 정도는 전위의 크기에 크게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U

(Ⅵ)의 흡착 반응 속도를 조사하기 위해 Fig. 3.2.64와 같이 전기흡착 결과를 

시간에 대한 누적 U(Ⅵ) 흡착량으로 재도시하였으며 30시간의 실험시간동안 

우라늄의 누적 흡착량을 Table. 3.2.26에 나타내었다. 음의 전위를 가용한 

경우 누적 우라늄 흡착량 곡선은 직선을 나타내어 실험 시간 내에서 흡착속

도가 일정함을 알 수 있었다. 보다 긴 흡착시간 동안 일정한 흡착 속도의 연

장을 예상할 수 있으며, 탄소전극에 가용된 음 전위의 크기가 U(Ⅵ)의 흡착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U(Ⅵ) 이온의 제거를 위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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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적용에 있어서 -0.9V가 최적 흡착 전극전위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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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2.61. Electrosorption of U(Ⅵ) with variation of     

                 electrolyte at -0.9V and pH 4. 

Table. 3.2.26. Data for adsorption of U(Ⅵ) with various potentials 

on ACF electrode at 30hr.

 Applied potential

 (vs. Ag/AgCl)
OCP -0.3V -0.5V -0.9V

 Amount of adsorbed

 (mguranium/gACF)
27.8 212.3 364.9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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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2.62. Electrosorption of U(Ⅵ) with variation of pH 

       in multicomponent salt medium at -0.9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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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2.63. Electrosorption of U(Ⅵ) with variation of potentials in 

multicomponent salt medium at p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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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2.64. Cumulative electrosorption of U(Ⅵ) with variation of 

potentials in multicomponent salt medium at pH 4.

        ④ 전기흡착 용량

  Fig. 3.2.63에서는 U(Ⅵ) 이온의 제거를 위한 실제 적용에 있어서 -0.9

V가 실험 시간동안 연속적으로 낮은 준위를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전기흡착 경향의 연속 유지시간과 ACF 전극흡착제의 흡착용량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처리한 흡착제를 사용함으로써 공급용액으로부터 

1ppm 이하의 지속적인 U(Ⅵ) 제거효율에 대한 ACF 전극의 전기흡착용량

을 평가하기 위해 -0.9V에서 고농도 화학염으로 이루어진 라군 모사폐액

의 매질 조건에 함유된 U(Ⅵ) 100ppm이 존재하는 전해질 분위기에서 50

시간의 장시간 전기흡착 거동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3.2.65에 50시간 

동안 우라늄 이온을 비롯한 모든 양이온의 제거거동을 분석하여 나타내었

다. 그 결과, 양이온들 중 우라늄 이온만 선택적으로 흡착됨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우라늄만의 선택흡착 경향은 이온밀도의 크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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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이온밀도는 수화이온반경에 대한 charge의 비로 정의되므로, 

charge가 커질수록 그리고 이온 반경이 작을수록 증가하게 된다. 반경이 

3.84Å인 UO2
2+의 경우 다른 양이온( Na+= 4Å, NH4

+= 2.5Å, Ca2+= 6

Å, H+= 9Å )과 비교할 때 charge가 높고 이온 크기가 작아 경쟁흡착 

시 흡착경향이 더 강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라늄의 경우 전기흡착 공정

으로 인해 발생된 전극의 표면에 다른 양이온들은 반응하지 않으면서 우

라늄 이온만이 반응하는 특이한 전기화학적인 반응이 예상된다. Fig. 

3.2.65의 결과로부터 전기흡착 공정에서 고농도 화학염 중에 존재하는 저

농도의 U(Ⅵ) 이온만이 선택적으로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50hr의 장시간 실험동안 파과곡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50hr 동안의 누적 

U(Ⅵ) 흡착량은 약 690 mguranium/gACF 이며 파과발생 없이 1ppm 이하의 

U(Ⅵ) 무구속 방출 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온을 흡착하기 

위한 다공성 탄소 전극의 흡착용량은 이중층 정전용량, 비표면적, 그리고 

가용 등전위에 의존한다. 1536m2/g의 비표면적과 30F/g의 이중층 정전용

량을 갖는 1g의 활성탄소섬유 전극은 이론적으로 1V의 전위 변화로 약 

74 mguranium/gACF 을 흡착하거나 탈착할 수 있다. 이 값은 실험에 의해 관

찰된 흡착용량 690 mguranium/gACF에 비해 훨씬 작은 값이다. 이는 우라늄 

전기흡착 동안 흡착제의 전기 이중층 충전에 의한 흡착 이외에 이온교환

이나 다른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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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2.65. Electrosorption of U(Ⅵ) in multicomponent

                      salt medium at -0.9V pH 4.

        ⑤ 전기흡착에 대한 유속 및 흡착제 양에 따른 영향

          ㉮ 유속에 따른 영향

  전기흡착 셀을 통과하는 공급액의 유속에 따른 U(Ⅵ)의 전기흡착거동을 

조사하기 위해 처리된 ACF전극을 사용하여 1M NaNO3 전해질 용액으로 

최적 흡착 조건인 -0.9V에서 유속을 0.5 ∼ 2ml/min의 범위에서 변화시

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Fig. 3.2.66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1ml/min와 

0.5ml/min는 실험시간 내에 같은 거동을 보인 반면에 1.5ml/min에서는 

실험 시작 후 8시간이 지나자마자 파과곡선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ml/min에서는 1.5ml/min보다 더 빨리 파과곡선이 나타남으로서 흐름 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출액 중의 U(Ⅵ)의 농도가 증가했다. 따라서 U(Ⅵ)

의 전기흡착거동은 흐름유속에 영향을 받으며, 전기흡착 공정은 탄소 표

면 내로 U(Ⅵ) 이온의 물질전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표면반응에 의해 조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출액 중 U(Ⅵ) 농도를 1ppm이하로 유

지하기 위해서는 실험시간 내에 같은 거동을 보인 0.5ml/min과 1ml/min의 

속도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0.5ml/min보다는 1ml/min에서 보다 많은 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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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 전극흡착제 양에 따른 영향

  처리하여야 하는 폐액의 양이 정해져 있는 실제 전기흡착 공정의 적용

에 있어서, 표면반응의 영향이 매우 지배적이어서 낮은 흡착 속도는 전기

흡착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단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실제 적용에 있

어서 셀을 통과하는 폐액의 통과 유량이 클수록 유리하므로 이를 보완해 

줄 필요성 때문에 전극흡착제의 양을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하였다. 앞서 

수행된 실험들은 0.5g( = ACF 부직포 4장)의 무게를 가진 ACF 전극흡착

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같은 양의 흡착제를 가지고 실험한 Fig. 3.2.66

의 결과에서 보듯이 1 ml/min보다 빠른 유속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으므

로, 공정 변수의 하나인 전극흡착제의 양을 변화시켜 실제폐액 모사용액

으로 2 ml/min 유량을 기준으로 하여 실험한 결과를 Fig. 3.2.67에 나타

내었다. 그 결과 전극흡착제의 양이 증가할수록 전극흡착제의 충진 압축

률이 증가하였으며, 유출액 중의 U(Ⅵ) 이온의 제거효율이 더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셀을 통과하는 폐액을 처리함에 있어서 U(Ⅵ) 이온

을 함유한 용액이 전극에 통과하는 표면반응 시간이 길수록 제거효율이 

더 좋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공성 탄소 전극의 압축률이 클수록 용액

저항 및 계면저항이 줄어들어 제거효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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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2.66. Electrosorption of U(Ⅵ) with variation of feed flow 

rates in 1M NaNO3 electrolyte at -0.9V and p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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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67. Electrosorption of U(Ⅵ) with variation of ACF amount

  in multicomponent salt medium at -0.9V, pH 4 and 2.0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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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전기흡착제의 전기화학적 처리 영향

  산 처리에 의한 탄소체의 산화가 흡착용량을 증가시킨다고 많은 연구자

들에 의해서 보고 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활성탄소섬유의 산 처리에 의한 

흡착용량의 증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활성탄소섬유에 전기화학적 처리를 

수행하였다. 처리조건은 1A의 전류를 1분 동안 각각의 처리용액 속에서 

활성탄소섬유에 가해 양극산화 반응을 시켜 주었으며, 산처리 용액은 

10wt%의 인산(H3PO4)용액이며, 염기처리 용액은 10wt%의 수산화나트륨

(NaOH)용액에서 수행되었다. 산 처리와 염기 처리한  활성탄소섬유를 사

용하여 미가용전위(=일반흡착)인 OCP에서의 전기흡착결과와, 그리고 

-0.3V의 전위를 가용하였을 시에 얻어진 결과를 Fig. 3.2.68와 Fig. 

3.2.69에 각각 나타내었다. 또한 화학적 처리한 활성탄소섬유의 표면산도

를 Boehm의 선택중화법으로 측정하여 Fig. 3.2.70에 비교하였다. 활성탄

소섬유 표면에 형성된 총 산도는 산처리 한 시편이 5.4865로 처리하지 

않은 시편보다 3.0315만큼 높았고 염기처리 한 시편은 0.6025로 처리하

지 않은 시편보다 1.8525정도 낮아졌다. 또한 산처리에 의해 가장 많이 

생성된 산성관능기는 carboxyl기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

리 전기흡착에 있어서 산처리한 활성탄소섬유는 처리하지 않은 활성탄소

섬유보다 흡착용량이 낮았으며, 염기처리한 활성탄소섬유는 처리하지 않

은 활성탄소섬유와 유사한 흡착거동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산

처리에 의해 활성탄소섬유의 표면관능기 증가에 따른 U(Ⅵ) 이온의 흡착

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낮은 흡착경향을 나타낸 것은,  U(Ⅵ) 

이온의 전기흡착 공정 메카니즘에 있어서 이온교환 형태의 흡착이 주요 

메커니즘이 아니며, 또한 액상 흡착 시 pH의 영향이 매우 지배적임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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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2.68. Electrosorption of U(Ⅵ) with variation ofelectrodes 

   in 1M NaNO3 electrolyte at OCP and p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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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2.69. Electrosorption of U(Ⅵ) with variation of electrodes 

     in 1M NaNO3 electrolyte at -0.3V and p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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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전기탈착 거동

  전기흡착 기술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단순 전위 역전에 의하여 탈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 전기흡착공정과 

활성탄소섬유 전극을 사용하여 전극에 고농도 화학염으로 이루어진 우라

늄 함유 슬러지 폐액으로부터 선택적으로 흡착된 우라늄을 전극의 단순 

전위역전에 의해 탈착거동을 조사하였다. 최적 전기흡착 조건인 -0.9V와 

pH 4에서 20시간 동안 우라늄 함유 폐액을 통과시켜 우라늄이 흡착된 흡

착전극제로부터 전위 역전에 의한 전기탈착 거동을 가용전위 및 용액의 pH

를 변화시켜 조사하였다. 

        ① 전기탈착에 대한 pH의 영향

  전기흡착은 흡착된 우라늄을 이론적으로 단순 전위 역전에 의해 일정 

용적의 용액으로 탈착시켜 소량으로 농축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

러한 특징을 확인하기 위한 흡착된 우라늄의 전기탈착 거동을 조사하기 

위해 최적의 흡착 조건이었던 -0.9V의 전위를 같은 크기의 반대전위인 

+0.9V로 단순 역전시켜 탈착변수의 하나인 탈착용액의 pH 변화에 따른 

실험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탈착용액으로 1M NaCl 용액을 사용하였고, 

탈착용액의 pH를 3 ∼ 5범위 내에서 변화시켜 조사한 결과를 Fig. 

3.2.71에 나타내었다. 결과로부터 흡착이 용이한 조건이었던 pH 4 와 pH 

5에서 탈착률은 각각 80%와 45%를 보여 줌으로써 pH가 증가할수록 탈

착률과 탈착속도는 현저하게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기흡착과 

마찬가지로 전기탈착도 공급용액의 pH 영향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흡착율이 낮은 조건인 pH 3에서는 전극으로부터 97%의 높은 탈착

률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양으로 하전 된 우라늄이 흡착된 전극으로부터 

우라늄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기흡착 거동과 반대로 낮은 pH조건이 유리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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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2.71. Electro-desorption % of U(Ⅵ) with variation of applied 

potential in flow-through mode at +0.9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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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기탈착에 대한 가용전위의 영향

  전기탈착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탈착변수인 가용전위에 변화를 줌으

로써 탈착 거동을 알아보았다. Fig. 3.2.72에서 보듯이 탈착의 가장 좋은 

조건인 pH 3에서 가용되는 전위를 +0.5V ∼ +1.2V의 범위에서 변화시

켜 Fig. 3.2.72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1.2V의 전위조건에서 99%의 가

장 높은 탈착률을 보여 주었으며 또한 다른 실험조건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빠른 탈착속도를 보였다. 그러나 +0.5V와 +0.9V에서의 탈착거동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 탈착 역시 가용전위의 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기탈착에 있어서 전기흡착 시 가용된 전위에 비해서 동일

한 크기의 반대 전위보다 더 큰 전위를 가용해 주어야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위 가용에 의한 전기적 흡착과 ACF 자체의 흡착력에 의한 일반 

흡착도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더 높은 탈착 전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

라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전기탈착거동 역시 큰 전위 의존성을 가

짐을 알 수 있다. 

        ③ 회분식 전기탈착거동

  앞서 수행한 고정층 전기탈착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정층에서 수

행된 탈착거동은 비교적 낮은 농축비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농축비의 향

상을 위해 고정층에서 수행되어진 전기탈착 공정을 회분식 공정으로 전환

하여 전기탈착 거동을 조사하였다. 완전 혼합조건 특징을 갖는 회분식 공

정실함은 고정층보다 낮은 전해질 농도인 0.1M NaCl 매질에서 

+1.0V(vs. SCE)의 전위를 가해 주었으며 pH는 고정층에서 가장 낮은 탈

착률을 보여 준 pH 5로 조절하여 그 결과를 Fig. 3.2.73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연속흐름 방식보다는 회분식 방식이 탈착 우라늄을 농축하

는데 있어서 확실히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연속흐름에서 주요 공정

변수였던 pH변화 시 흡착 거동과 비교한 경우 더 높은 pH 용액에서 월등

하게 좋은 탈착률을 보여 주었을 뿐 아니라 농축비도 우수하였다. 이는 

회분식 공정에서는 완전 혼합조건으로 전기탈착이 이루어져 탈착공정 단

계의 가장 중요한 속도 지배단계인 경막저항 계수 값이 낮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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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2.72. Electro-desorption % of U(Ⅵ) with variation of 

                solution pH in flow-through mode at 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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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2.73. Electro-desorption % of U(Ⅵ) in batch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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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활성탄소섬유 전기흡착제의 재생능

  본 연구에서는 ACF를 연속적 전기흡착제로 사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

해 연속주기 전기흡탈착 실험을 수행하였다. 즉 라군 폐액 모사용액을 사

용하여 최적 흡착 조건인 -0.9V의 전위로 전기흡착을 하였고, 흡착된 전

극으로부터 곧바로 탈착용액을 사용하여 최적 탈착조건인 +1.2V의 전위

로 전기탈착을 하여 연속주기실험을 통해 전극흡착제의 재생능을 확인하

고자 하였다. 

  Fig. 3.2.74에 다섯 번의 실행주기 동안 각각의 주기에서의 흡착과 탈

착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다. 그 결과 다섯 번의 주기 동안 실험 주기

의 진행에 따라 흡ㆍ탈착 속도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평형 흡

ㆍ탈착량에는 변화가 없이 다섯 번의 주기 동안 흡ㆍ탈착 거동이 유사함

을 보여 줌으로써 공정의 가역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 3.2.75 

(A), (B)에 전기흡착 공정을 수행하기 전의 전극과 수행 후의 전극을 

SEM 분석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전극의 외관상으로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 번의 재생실험 후 전극의 기공 내 구조변화를 

조사한 BET 측정결과를 Fig. 3.2.76에 나타내었고 물리적 특성치를 

Table. 3.2.27에 정리하였다. 

Table. 3.2.27. Physical properties of ACF after 5th cycling. 

Specific 

S/A(m2/g)

Total pore 

vol. (cc/g)

Micro pore 

vol. (cc/g)

Average pore 

size (Å) 

ACF before 

electrosorption
1536 0.581 0.485 15.1

ACF after 

electrosorption
1514 0.577 0.476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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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2.74. Electrosorption of U(Ⅵ) and regeneration 

of ACF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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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75.(A) - ACF before cycling

Fig.3.2.75.(B) - ACF after cycling

Fig.3.2.75. SEM of ACF on 5th 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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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76. Adsorption isotherms of N2 at 77K 

on ACF after 5th cycling.

  재생실험 전의 전극과 재생실험 후의 전극을 SEM을 통해 비교한 결과 

전극의 연속 재생후에도 외관상 전극에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 주었으며, 

BET 분석 결과에서도 미세공의 비율이 1% 감소를 보여주는 등 거의 변

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과들로부터 활성탄소섬유 전극의 전위

를 역전시킴으로서 전극에 흡착된 흡착질 이온을 전기적으로 탈착시킴과 

동시에 탄소체 전극이 직접 재생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흡착과 탈착을 통한 전극의 재생공정은 5회 이상 여러 주기 동안 실행 가

능함을 확인하므로써 처리공정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요소의 하나인 전극

을 연속 재생하여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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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전기흡착의 생성물 분석과 메카니즘

        ① 전기흡착의 생성물 분석 

  전기흡착 공정을 수행하여 우라늄이 흡착된 ACF 표면을 SEM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Fig. 3.2.77. (A), (B), (C)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전기흡착 실험 수행 전의 ACF와 수행 후의 ACF의 표면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활성탄소섬유의 표면 위에 침전 형태의 우라늄을 보

임으로써 전기흡착 동안 전기화학적으로 유발되어 우라늄이 ACF 전극에 

침전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더 정확한 우라늄의 형태를 확인하

기 위해 XRD 분석을 하여 Fig. 3.2.78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흡착된 우

라늄이 UO3․2H2O의 침전물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U(Ⅵ) 흡

착동안 침전은 중성 용액이나 염기성 용액 분위기에서 발생한다. 전기흡

착동안 산성용액에서 U(Ⅵ)의 침전이 일어나는 한 가지 가능성은 활성탄

소섬유 표면에 음 전위가 가용될 때, 전극 표면에서의 H+의 국부 농도는 

bulk 농도보다 훨씬 낮을 수 있으므로 UO3․2H2O의 형태로 침전되는 것으

로 여겨진다. 우라늄 용액을 완충용액으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pH는 

특별한 표면 조건에 의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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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77.(A) - ACF before electrosorption

Fig.3.2.77.(B) - ACF after electrosorption

Fig.3.2.77.(C) - ACF after electrosorption

Fig.3.2.77. SEM of adsorbed uranium on AC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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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78. XRD analysis of adsorbed uranium on ACFs.

sample (adsorbed uranium in ACFs)

Metaschoepite, syn : UO3․2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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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우라늄의 전기흡착 메카니즘

  탄소 전극 위에 금속 이온의 전기흡착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메

커니즘을 고려할 수 있다. 탄소 전극의 이중층 충전에 의한 전기흡착, 이

온 교환 형태의 흡착, 그리고 전기흡착동안 발생하는 산화․환원이나 착물

화 같은 화학 반응 등이다. 이중층 메커니즘은 전해질 용액과 다공성 탄

소 전극 사이의 계면에 전기적 이중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탄소 

전극 위의 과잉 전하는 용액 면의 음이온이나 양이온의 초과에 의해 균형

을 유지한다. 이러한 과잉 이온들은 전극 표면에 흡착되거나 전극 표면에 

근접한 확산 이중층에 존재한다. 이온을 흡착하기 위한 다공성 탄소 전극

의 용량은 이중층 정전 용량, 계면적, 그리고 가용 전위에 의존한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아래 반응에 의해 설명된 것처럼 양이온과 표면 산

성 그룹 사이의 이온교환 형태로 다공성 탄소 전극 위에 양이온이 흡ㆍ탈

착 된다는 것을 말한다[3.2.34]. 

   탈양성화 반응 : > COOH + OH- → > COO- + H2O

   전하 평형     : > COO- + M+ → > COO-M+

   용출          : > COO-M+ + H+ → > COOH + M+

  전기흡착의 속도나 전기흡착 용량을 이온교환이나 전기 이중층 충전만

으로는 정확히 뒷받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또 다른 전기흡착 

메카니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전기흡착동안 발생하는 산화․환원이나 

착물화 같은 화학 반응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행된 전기흡착 공정의 결과들로부터 메카니즘을 확인

하였다. 우라늄의 전기흡착 메카니즘은 명확히 한가지로 설명할 수 없으

며 여러 가지 메카니즘이 상호 보완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 ACF전극의 전기이중층 용량

  미가용 전위 실험과 가용 전위 실험의 결과에서 U의 전기흡착은 가용

전위에 크게 의존한 결과로부터 U의 전기흡착 메카니즘으로 전기이중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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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용량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ACF 전극은 30F/g-ACF

의 전기이중층 정전용량을 갖는다. 이 값은 우라닐 이온의 경우, 이론적으

로 1V의 전위 변화로 약 74 mguranium/gACF을 흡착하거나 탈착할 수 양에 

상당한다. 그러나 실험에 의해 관찰된 용량은 이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순수한 전기이중층 정전용량 이외의 다른 반응이 관계함을 알 수 있다.  

         ㉯ 이온교환 형태의 흡착반응   

  pH 변화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라늄이온과 ACF 전극의 표면

에서의 이온교환 형태로의 흡착 및 탈착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 흡착반응

        ‣  2C*-COOH + 2OH-  ⇢  2C*-COO- + 2H2O

        ‣  2C*-COO- + UO2
2+  ⇢   (C*-COO)2UO2

    • 탈착반응

        ‣ (C*-COO)2UO2 + 2H+ ⇢  2C*-COOH + UO2
2+

  여기서, Hads는 수소원자를 말하며 C*는 카본 매트릭스를 뜻한다. 그러

나 이 경우 pH 변화 실험에 의해서는 확연히 이온 교환 형태의 흡착임을 

알 수 있었지만, 전기화학적 처리에 의해서 전극에 양극산화반응을 해줌

으로써 산처리와 염기처리를 하였을 때에 예상과 달리 반대의 결과를 보

임으로써 이온교환 형태의 흡착보다 더 큰 변수로서 pH의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③ 전기화학적으로 유발된 우라늄 침전물 

  전기흡착 공정에서 생성된 생성물에 대한 SEM과 XRD의 분석에서 보

여준 것과 같이 높은 전기흡착 용량은 전기흡착 공정에 의해서 전기화학

적으로 유발된 우라늄 침전물의 생성에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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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간규모 전기흡착 cold 시험

    (1) 중간규모 전기흡착 cold 시험 장치제작 

  기존의 single cell로 구성된 전기흡착장치를 multi cell로 구성하여 기

존 lab 규모의 cell에 비해 약 20배의 처리 용량을 가진 중간규모의 우라

늄 함유 슬러지 폐액의 전기흡착처리 시험 장치(Fig. 3.2.79)로서 장치의 

기능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flow-through type으로 가동되는 세 개의 cell과 이들 cell에 다양한 

범위의 전위(혹은 전류)를 공급하는 정전위(혹은 정전류) 공급 조정전원장

치로 구성된다.                             

   ․각각의 cell과 정전위(혹은 정전류) 공급 조정 전원장지는 

병렬로 전위되며, 각 cell에 걸리는 전위(전류)는 cell전극의 

상하단에 걸쳐 균일한 분포를 이루도록 설계․제작되도록 5단

으로 구성된다. 

   ․각 cell은 2상의 다음과 같은 전극을 사용하였다.

     Counter 전극 : carbon rod (6mm)

     Working 전극 : ACF tube 50mm(외경) × 10mm(내경) 

                    × 100 mm (높이)

   ․Working 전극과 Counter 전극사이에는 membrane 역할을 하는 

Vycor tube(외경 10mm, 두께 1.1mm)가 설치되어 양전극에서의 반응영

향을 방지토록 하였다.  

   ․Working compartment와 counter compartment에서는 각각 처리하

고자 하는 우라늄 폐액과 전해 용액이 순환되도록 설계되었다.

  중간규모 우라늄 폐액의 전기흡착처리 시험 장치를 설치한 후 누수시험

을 수행하여 오링의 교체 등을 통한 누수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반경방향 

및 축방향의 전위를 측정하여 각 방향으로의 균일한 전류분포가 이루어짐

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전극의 열화특성 조사 결과 counter전극으로 사

용된 carbon rod에 있어서 부분적 열화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rod 제조 

시 첨가된 binder의 용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pt tube로 교체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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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rking electrode

2: counter electrode

3: membrane

4: current collector plate

5: working comp. upper plate

6: working comp. lower plate

7: membrane support plate

8: counter comp. upper plate

9: counter comp. lower plate

10: current collector rod(bolt)

     Fig. 3.2.79. Mid-scale electrosorption test equipments for 

                the removal of uranium in liquid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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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간규모 우라늄폐액 전기흡착 cold 시험 

  중간규모 우라늄 폐액의 전기흡착처리 시험 장치에 ACF 성형체 작용전

극과 carbon rod 상대전극을 장착한 후, working compartment에는 

100ppm의 우라늄 폐액을 그리고 counter compartment에는 1M NaCl 

용액을 20ml/min의 유량으로 통과시켜 각각의 흐름이 정상류의 흐름에 

이른 시점에서 lab 규모의 단위실험에서 확인된 3전극계에서의 전위조건

인 -0.9V에 해당되는 전위인 -2.99V를 가용하여 92시간 동안 우라늄 폐

액을 처리하였다.  Fig. 3.2.80의 결과로 부터, 92시간 동안 파과 발생없

이 유출액 중 우라늄 농도가 1ppm이하로 유지되어 약 100mg-U 

/g-ACF 이상의 흡착용량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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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2.80. Electrosorption of uranium in mid-scale 

test r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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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라군 우라늄 슬러지 폐액 전기흡착 실증시험

    (1) 라군 우라늄 슬러지 폐액 전기흡착처리 실증장치 제작 

  전기흡착장치는, 정수형 catridge를 전기흡착 전극 겸 흡착제로 사용하

여 전기흡착전극의 교체와 관찰이 용이한 columnar cell과 일정속도로 제

어할 수 있고 사용규모의 scale-up이 용이한 plate & frame cell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로 확장이 용이하고, filter press나 

electrodialysis에 기채용된 형태인  plate & frame cell을 기준으로 전기

흡착처리 실증장치를 제작하였다.

      (가) Characteristic times

  전기흡착 cell공정을 특성짓는 characteristic times의 분석을 통해 전

기흡착처리장치의 설계가 가능하며 characteristic times은 체류시간, 파

과시간, 전위충전시간, 확산시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들 특성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체류시간 : τR = εLA/F

             ․ 파과시간 : τBT = (ΓA-ΓD)ρBLA/[(Co-Cf)F]

             ․ 전위충전시간 : τDL = aεCL2(κ+σ)/κσ

             ․ 확산시간 : τD = (dp/2)2/(2D)

        여기서,  ε: 전기흡착 Bed 공극률

                L : 전극 두께

                A : 전극단면적( = H × W )

                H : Bed 높이

                W : Bed 폭

                F : 폐액 통과 유량

                ΓA : Uranium 흡착량

                ΓD : Uranium 탈착량

                a : 단위 기공체적 당 계면적

                C : 정전용량

                κ: 용액의 전기전도도

                σ: 전극의 전기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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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 : 전극섬유의 직경

                D : 확산계수

      (나) 장치 설계 Criteria

        ① τR ≪ τBT

  정화된 용액과 오염폐액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체류시간이 파과시

간보다 짧아야 한다.

        ② τDL ≪ τBT     

  전체 bed가 원하는 전위로 변할 때 까지는 최대흡착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므로 전위충전시간이 파과시간보다 짧아야 한다. 이 criteria를 만족하

기 위해서는 전류방향으로의 전극두께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τD < τR

  전기흡착공정의 확산율속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확산시간보다는 체류시

간이 길어야 한다.

  따라서  τDL ≪ τBT,  τD < τR ≪ τBT의 특성시간 기본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설계 계산

        ① Parameters 값

                ε(전기흡착 Bed 공극률): 0.6

                L (전극 두께) : 0.7cm

                A (전극단면적) : 1800cm2

                H (Bed 높이): 30cm

                W (Bed 폭) : 60cm

                F ( 폐액 통과 유량)   : 

                ΓA (Uranium 흡착량)  : 500mg-U/g-ACF

                ΓD (Uranium 탈착량)  : 0 mg-U/g-ACF

                a (단위 기공체적 당 계면적): 7.5X106 cm2/cm3

                C (정전용량) : 20μF/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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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κ(용액의 전기전도도) : 0.12(ohm-cm)-1

                σ(전극의 전기전도도) : 7.2(ohm-cm)-1

                dp (전극섬유의 직경)  : 10μm

                D (확산계수) : 10-5cm2/s

 

        ② 계산

            ㉮ τD = (dp/2)2/(2D) 

                  = (10x10-4/2)2/(2X10-5)

                  = 0.0125 sec

            ㉯ τDL = aεCL2(κ+σ)/κσ

                 =(7.5x106)(0.6)(20x10-6)(0.7)2(0.12+7.2)/(0.12)(7.2)

                 = 374 sec

            ㉰ τBT = (ΓA-ΓD)ρBLA/[(Co-Cf)F]로 부터,

               τBT = 50Hr에서의 유량, F는

               F = (500)x(0.3)x(0.7)x(1800)/(100)x(50) = 38 L/Hr

            ㉱ τR = εLA/F

                  = (0.6)(0.7)(1800)/0.1225 = 6171 sec

      (라) 설계 부품 재료

        ① separator sheet : woven cloth (filter paper, polymer      

           film) 

        ② electrode : activated carbon fiber(ACF)

        ③ current collector: graphite plate(carbon board)

        ④ gasket : Neoprene(silicone, viton)sheet

        ⑤ retaining plate: Ni coated with gold or Plastic plate      

          (PP, PE)

      (마) 장치의 구성 및 설계조건 

        ① 본 장치는 실험 Cell 과 Cell, pump, potentiostat 및 분전반

을 거치 혹은 설치할 수 있는 작업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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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용전극의 구성

          ㉮ Counter 전극 : Graphite Plate내에 설치되는 ACF felt

          ㉯ Working 전극 : Graphite Plate내에 설치되는 ACF felt

          ㉰ Reference 전극 : Ag/AgCl Reference전극(CHI111) 

          ㉱ Nafion 이온교환막 : 실험 Cell의 구성에서 working과 

Counter cell 사이에 사용되며 용액의 혼합을 방지하고 이온의 교환만을 

허용토록 설치된다.

          ㉲ ACF felt: Working과 Counter 전극으로 사용되어 전기흡

착 반응이 생성된다.

          ㉳ Graphite Plate : ACF felt 전극을 외부 전원공급 장치에 

연결하고 ACF felt 전극을 지지하며, 용액의 유로형성이 이루어지는 역할

을 한다.  

        ③ 설계조건

          ㉮ 허용압력: 2Kg/cm2 이상

          ㉯ 설계온도 : -10C - +40C

          ㉰ 통수 용액 pH: pH 2-12

          ㉱ 통수유량: 5-100 ml/min

          ㉲ 전원공급: 110V/220V 

        ④ 장치의 각 부분별 상세설계 및 제작사양 

     Multi Cell 부분

      End Plate 

       재질 : Ni coated with 

gold 크기(수량): 200mm × 

285mm × 10T(2)

       - Workiing 및 Counte 전

극으로 사용될 Plate를 

지지하는데 사용.

       - 재질은 부식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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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gold coating 처리.

       - 각 Graphite plate, gasket, 이온 교환막, ACF가 견고히 고정되

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체결이 용이해야 함.

      Working & Counter 용 Current collector plate

       재질 : Graphite plate

       크기(수량) : 200mm × 285mm × 15T(8) 

       - Working 전극으로 사용

될때는 ACF와 

Reference 전극을 고정

하며 ACF 내부에 용액

이 흘러 반응을 원활 도

모.

       - Counter 전극으로 사용

될때는 Working 전극에 

흐르는 용액과의 혼합방

지 구조 제작.

       - 가공 시 각 전극에 용액이 균일하게 분포할수 있는 구조로 제작.

       - 개별 단위셀의 수량은 2장으로 구성되어지며 각 단위셀 간에 전

기적 절연.

       - 유체의 흐름은 graphite plate의 하부로 유체가 유입되도록  유

로가 형성되며 상부와 하부가 동일한 구조로 되어있어 방향에 

상관 없이 장착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 유체가 ACF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ACF가 위치할 부분의 상, 하

단에 Distributor(폭 2mm, 깊이 5mm, 높이 3mm, 간격 2mm)

가 형성된 유로 설계.

       - 유체의 출구측은  Reference 전극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되

며, 출구 측의  유체는 각 Cell에서 모여 End Plate쪽으로 유출

되는 구조.  

       - 재질은 우수한 전기 전도도와 내화학성, 내침수성 및 내부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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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재질로서 모간사의 SK-107을 사용.

 

      Gasket No1

       재질 : Silicone sheet

       크기(수량) : 200mm × 

280mm × 0.2T(8) 

       - Working plate와 Counter  

plate의 사이에 놓여지며 

각각의 전극에 흐르는 용

액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

하여 사용.

       - Working plate와 Counter Plate사이의 전기적 절연을 도우며, ACF

가 Graphite plate에 적절히 결합되도록 하고 또한 Nafion 이온 교

환막에도 적절히 접촉되어 누수를 방지하는 역할.

       - Silicon 계열의 연질재질로서 완벽한 sealing도모.

       - 강산 및 강염기성 용액조건에서도 (pH 2-12) 내화학성 보유.

      Gasket No2

       재질 : Silicone sheet

       크기(수량)                

     : 200mm × 280mm × 0.2T(5) 

       - Working plate와 Counter 

plate로 구성된 단위 cell 

간 절연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

       - 개별 Cell에 모인 유체가  

End Plate로 이송 시 누수방지 도모.

       - Gasket No 1과 같은 재질 사용.

      기타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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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TFE bolt 절연 Support: Bolt, Nut의 고정과 각 bolt와 

graphite  절연 역할.

       - 고정 bolt, nut : SUS-304로 가공하며 Cell의 전체 구조를 고정.

       - PTFE fitting : 유체의 유 출입 체결구로 사용되며 테프론 봉으

로 가공하여 제작. 

       - 작업 거취대 : 실험 작업 거취대에는 이송 펌프, Data Acquisition  

Unit, Potentiostat Unit, Counter electrode cell 순환용액 저

장 탱크, 및 분전반 등이 작업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배치되도록 

설계.

 Cell전체 구조및 모형도면

① 전체 모형도                           ② 단면 모형도



- 301 -

③ 펼친 모형도

    (2) 우라늄 폐액 전기흡착 hot 기술실증

  수만 ppm의 다양한 화학염(NH4NO3, NaNO3, Ca(NO3)2, CaCO3)과 수

백 ppm의 방사성 우라늄으로 구성된 실제 라군 우라늄 함유 슬러지 폐기

물을 사용하여 cold 실증시험을 통해  최적화된 공정조건을 적용시켜 hot 

실증시험을 수행하였다. 실제 라군 우라늄 함유 슬러지의 처리방법에 있

어서, 우라늄의 전기흡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상의 슬러지 화학염 

성분을 충분한 여과조작을 통해 제거하는 조건 및 방법과, 함유된 

carbonate 성분을 제거하는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였다. 

  우라늄의 전기흡착 전에 전기흡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고상

의  슬러지 화학염 성분에 대한 여과조작 영향을 여과조작의 유무에 상관

없이 전기흡착 전 pH를 5로 조절한 후 실험한 결과(Fig. 3.2.81), 여과조

작을 거치지 않은 경우의 폐액중 우라늄의 농도는 200 ppm으로, 여과를 한 

경우의 농도인 146 ppm에 비해 약 37% 높으며, 흡착용량은 20시간동안 

Silicon Rubber Gasket

Counter 전극의 유체

Working 전극의 유체

Nafion 이온 교환막

Grap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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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mg/g으로 약 15% 높지만 이는 전기흡착 처리하고자 하는 폐액의 농

도가 높은데 기인한다. 전기흡착동안 유출액중 농도는 여과조작을 거친 

경우 1-2 ppm으로 여과조작을 거치지 않은 경우의유출액중 농도인 

10-35  ppm에 비해 훨씬 낮아 우라늄의 일반환경 배출기준에 근접한 만

족할 만한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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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81. Electrosorption of U(Ⅵ) in lagoon sludge 

      in variation of filtration. 

  우라늄의 전기흡착 전에 전기흡착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상의 슬

러지 화학염 성분을 분리하기 위한 침강조작 영향에 대한 실험을, 침강조

작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리고 침강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전기흡착 전 여

과조작과 pH를 5로 조절하여 수행한 결과(Fig. 3.2.82), 폐액중 우라늄의 

농도는 침강조작을 안한 경우가 147 ppm으로 가장 높았고, 침강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였으며(24시간 침강: 110 ppm, 48시간 침강: 104 

ppm), 침강 24시간 동안 우라늄 농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전기흡착 24시

간 동안의 흡착용량을 비교한 결과 침강조작을 안한 경우는 341 mg/g으로, 24

시간 및 48시간의 침강조작에서 각각의 흡착용량 266 mg/g, 263 mg/g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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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다 높은  값을 보였으나 이는 처리하고자 하는 우라늄 폐액의 농도

가 높은데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기흡착 처리 중 유출액중 우라늄의 

평형농도는 침강 미조작, 24시간 침강 및 48시간 침강의 경우 각각 

15-25 ppm, 5 -12 ppm, 1-2 ppm의 범위로 침강조작을 장시간 할수록 

전기흡착 효과가 증가하였으나 48시간 이후에는 응집된 고형 슬러지 화학

염 구성성분이 재용해되는 경향을 나타내어 48시간이 가장 효과적인 고액

분리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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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2. Electrosorption of U(Ⅵ) in lagoon sludge 

in variation of settling conditions.

   충분한 고․액 여과방법에 의해 잔류한 고상의 슬러지 화학염 성분을 제

거한 후에도 용존한 carbonate 성분은 후속 전기흡착 효율을 크게 저하시

킬 수 있으므로 저농도의 우라늄과 고농도의 화학염으로 구성된 폐액 중 

carbonate 성분을 제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폐액의 pH 영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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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3.2.83의 결과는 침강이나 여과조작 없이 단

순히 pH의 조절 유무를 비교한 것이며, Fig. 3.2.84의 결과는 침강 및 여

과조작 후 pH의 조절 유무를 비교한 것이다. Fig. 3.2.83의 경우에 있어

서, pH를 미조절한 경우(pH 8.9) 초기부터 우라늄의 전기흡착에 있어 파

과가 일어나 4시간 만에 포화되어 포화 흡착량은 약 11 mg/g 인데 반해 

pH를 5로 조절한 경우 10-35 ppm의 유출액 중 농도를 보이며, 22시간

동안 420mg/g의 흡착용량을 나타내어 pH 미조절한 경우에 비해 약 40배

의 높은 흡착용량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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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83. Electrosorption of U(Ⅵ) in lagoon sludge in 

                 variation of solution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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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84의 경우에 있어서, pH를 미조절한 경우 (pH 7.5)에 비해 

pH 5로 조절한 경우 같은 12시간 동안의 흡착용량에 있어 각각 86 

mg/g, 124 mg/g으로, pH를 낮게 조절한 경우 미조절한 경우에 비해 약 

45% 흡착용량이 증가하였다. 유출액중 우라늄의 농도범위 역시 pH를 5

로 낮춘 경우에 있어 1 ppm 이하를 나타내어 일반 환경방출기준을 만족

시켰다. 그러나 침강 및 여과조작을 병행한 경우 침강 및 여과조작을 시

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pH 조절의 영향은 감소되었다.   

  핵연료변환시설의 운영 중 발생된 우라늄 함유 슬러지 폐기물의 처리연

구와 관련하여, 실제 라군 우라늄 슬러지 폐액을 사용한 hot 실증시험을 

통해 전기흡착제의 파과시작 전 99% 이상의 높은 우라늄 제염성능과  

1ppm이하의 우라늄 환경방출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유출액 중 U(VI)농

도를 나타내어 원래 설정된 공정적용에 의한 최종 라군 슬러지의 감용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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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4.  Electrosorption of U(Ⅵ) in lagoon sludge 

in variation of solution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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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토양폐기물 제염공정 개발

1. 개 요

  TRIGA 연구로 해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도 점

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가 좁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선

정 중에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

시키는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TRIGA 연구로는 주

로 방사성 물질의 안전 취급에 한 관심이 소홀하던 시절 가동되었기 때

문에, TRIGA 연구로 부지 중 일부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고 생각할 필요

가 있다. 그러므로 해체 중 발생 가능한 부지 오염에 비하여 이를 청정

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 산업과 원자력 산업을 비교할 때, 일반산업 

시설의 토양 및 부지가 중금속 혹은 유기물에 의해 고 농도로 오염된 반

면 원자력 관련 시설의 가동 결과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은 그 농도가 극

히 저 준위일 뿐만 아니라 방사성 핵종과 유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오염되

기 때문에 일반산업에 비해 제염하는 방법이 극히 까다로우며 그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연구를 수

행하고 있는데 미국 DOE의 PNNL 국립 연구소는 2001년 생물학 및 환

경관련 분야의 연구 예산으로 75백만 달러를 집행하고 있다. 이는 PNNL 

전체 예산의 81.6 % 에 이른다. 또한, PNNL 연구소에서는 궁극적인 환

경복원을 위해 분자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분자 규모의 관점에서 환경 관

련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TRIGA 연구로의 해체와 함께 우리나라도 원자력 시설의 해체 및 환경

복원 산업이 개시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또한,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

는 1988년 발생한 4500드럼 규모의 토양폐기물이 저장되어 있다. 이들을 

제염하여 환경에 방출하기 위해서는, 극 저준위 상태의 방사능 준위를 정

확하게 측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 방출을 위한 방법론, 제염 토양

을 환경에 제한 방출하였을 때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률론적으로 정확

히 평가하는 방법론이 개발되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발생되는 2차폐기물

의 양을 최소화하며 토양으로부터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는 제염 공정/기

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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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폐기물인 오염토양의 제염 및 환경방출에 한 경제성 분석은 저

장기간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로의 처분비용을 산정함에 의해 가능하

다. 즉, KAERI 임시 저장고에 저장중인 오염토양을 제염함으로써 처분비

를 절감할 수 있는데 처리 상 토양 폐기물은 약 3,000드럼으로 방사성

폐기물로 직접 처분 시 약 90 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절감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방사능 오염 환경 산업의 시장 규모가 거 하며 우리나라

도 이 분야에 한 시장 규모가 증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토양제염 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연구로 해체, 우라늄변환시설 환경복원 추진 시 발

생 가능한 부지오염에 해 해체 후 부지복원 비 관련 기술 개발이 필

요하다. 포화 상태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확

와 원자력 연구소에 보관중인 TRIGA 토양 폐기물의 항구적 안전 관리를 

위해 관련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방사능 오염에 의해 발생되는 토양 폐

기물의 특징은 방사능이 극 저준위로 낮아도 다량 발생한다는 점이다. 다

량으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궁극적인 안전관리와 국민의 원자력산업 

안전성에 한 막연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토양제염기술의 연구개

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청정한 국토유지에 이바지한다. 한국원자력연구

소 방사성폐기물저장고에 보관중인 방사성오염토양을 제염하기위한 토양

폐기물 제염공정 개발의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실험실 규모 토양폐기물 제염 공정장치 개발

          ․ 토양폐물의 방사능오염 특성 및 제염제 용출특성 조사

          ․ 실험실규모 토양제염공정 시험장치의 설계 및 제작

             - 물리적 토양 입도분리 시험 공정장치 모듈 설계제작

             - 화학적 토양제염 시험 공정장치 모듈 설계제작

             - 제염폐액 재생 시험 공정장치 모듈 설계제작 및 성능시험

   나. 실험실규모 토양제염 장치에 의한 복합 제염공정 시험/평가, 토양

제염 공정 성능 개선 및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 공정도/설계도 작성 

          ․ 원(연) 오염토양폐기물을 사용한 토양제염장치 개발

          ․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 공정 및 장치설계 기술개발

          ․ 최적 제염제와 제염조건 선정 및 토양폐액처리공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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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증규모 토양 제염제 재생 및 제염폐액 정화 장치 설계도    

작성 

          ․ 원(연) 토양폐기물의 제염공정도 및 비용 산정

   다.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 개발

          ․ 실증규모 토양 입도분리장치  및 토양세척장치 개발 

          ․ 토양투입 및 오염먼지 추출장치 개발

          ․ 실증규모 급속 침전조 개발

          ․ 토양방사선 계측 시스템 개발

          ․ 미세입자 동전기 제염 실험

   라.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 성능 실험

          ․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 제염실증 실험

          ․ 토양입도별/드럼표면선량별 제염효율분석 실험

   마. 토양제염장치 제염기술 실증

          ․ TRIGA 방사능 오염토양 상 토양제염효율 분석

          ․ 토양제염 기술 경제성 및 상용규모 사업 적용성 분석

          ․ 토양제염 Mass Balance 분석

   바. 제염제 재생 및 제염폐액 정화 실증장치를 이용한 타당성 실증

          ․ 실증장치 제작 및 운전, 제염제 및 제염용액 재생성 실증,   

사용된 수지 및 ACF 량 결정, 경제성 평가

   사. 토양 제염폐기물 저감화 연구 

          ․ 슬러그에 한 산 처리 전 후 토양 제염폐액 중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에 한  흡착특성 시험 및 ACF 에 의한 정화   

 특성 평가 

          ․ 상용 이온교환 수지를 사용한 제염제 재생 및 제염제별, 핵   

종별 정화 특성 시험

          ․ 상용 이온교환 수지의 표면 개질을 통한 방사성세슘 및 코   

발트에 효과적인 이온교환체 개발       

          ․ 토양제염에 우라늄 초임계 유체 적용현황 파악 완료

          ․ 실험실 규모 초임계 토양제염장치 설계제작 및 성능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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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양제염공정 및 장치 개발

  가. 토양폐기물의 방사성 오염 특성 분석

    (1) 토양폐기물 방사능 오염형태 

  원자력 연구소 내에 방사성폐기물 저장고에 보관 중인 토양폐기물은 크

게 두 종류로 분류되어진다. 첫째는, 1988년 TRIGA 부지로부터 수거한 

토양이며 Cs-137과 Co-60 가 주요 오염 핵종이다. 두 번째는 연구소 내

에서 방사성 실험 결과 발생된 토양으로 주요 오염 핵종은 Co-60와 

Cs-137 이다. TRIGA 부지로부터 채취된 토양은 총 4482 드럼으로 방사

능 오염 정도는 1988년도의 표면 접촉선량 단량률을 기준으로 0.5 

mR/hr 이상(333드럼), 0.2 ～ 0.5 mR/hr(2675드럼), 0.2 mR/hr 이하

(1474드럼)로 구분할 수 있다. 

 

Fig. 3.3.1. 토양 폐기물 저장 및 시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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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로 부근 토양 성분분석 결과        

  연구로 인근에서 채취한 토양을 건조, sieving 후 토양 pH, 유기물 함

량 및 조성 분석 수행하였다. 물과 토양 비율이 5 : 1 일 때의 pH 는 

5.8,  유기물 함량은 2.2 % 이었다.   

Table 3.3.1.  TRIGA 토양의 화학적 조성.

연구로 부근

SiO2

Al2O3

K2O
Na2O
FeO

Fe2O3

CaO
MgO
TiO2

MnO
BaO
SO3

Cl
SrO
ZrO2

PbO2

Rb2O
Re2O3

CeO2

P2O5

CoO
Sm2O3

Dy2O3

PrO2

연구로 외곽

A      B     C  D A        B         C        D

71.8    73.4      74.7     74.1     72.4     74.2     70.5     72.8
19.6    17.8      17.8     17.3     19.0     19.1     19.1     17.4 
3.31    3.81     3.90     3.91     3.08       - 3.49     3.70
2.25    2.29     2.23     2.20     2.35     2.53     2.46     2.53 
0.41    0.40     0.26     0.30     0.55     0.49     0.54     0.42
0.90    0.89     0.57     0.67     1.24     1.09     1.21     0.94
0.84    0.74       - 0.83        - 1.17     1.34      1.10
0.44    0.35     0.32     0.37     0.83     0.82     0.87     0.53
0.18    0.16     0.12     0.14        - 0.26        - 0.18
0.05    0.03     0.03     0.03     0.05        - 0.04      0.03
0.03    0.04     0.04     0.04     0.04     0.04     0.05     0.03
0.03      - 0.03     0.02     0.08        - 0.08      0.04 
0.03    0.02     0.02       - 0.03     0.02     0.03      0.02
0.02    0.02     0.01     0.02     0.03     0.02     0.02     0.02
0.01    0.01       - 0.01     0.03     0.02     0.02      0.01
0.01      - - 0.01       - - - -
- 0.01     0.01      0.01     0.01        - 0.01         -
- 0.03        - - 0.03     0.03        - -
- - - - 0.20        - - -
- - - - 0.13     0.11      0.11      0.09
- - - - - 0.03        - -
- - - - - 0.03        - -
- - - - - - 0.07        -
- - - - - - -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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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토양세척폐액 내의 금속이온농도 분석

  토양세척폐액을 ICP-MASS 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 표에 수록

하였다.   

              

금속종류 입도분리(물) ＞1.0mm(물) 0.063～1.0mm(Citric)

Cr ＜0.01 ＜0.01 0.01

Zn ＜0.01 ＜0.01 0.42

Co ＜0.01 ＜0.01 2.1

Ni ＜0.01 ＜0.01 0.03

Ba ＜0.01 ＜0.01 1.4

Si 1.0 0.38 14

Mn 0.02 ＜0.01 12

Fe ＜0.01 0.02 19

Mg 0.6 0.18 7.8

Al ＜0.01 ＜0.01 28

Ca 17 2.4 140

Cu ＜0.01 ＜0.01 0.1

Ti ＜0.01 ＜0.01 0.76

Sr 0.03 0.01 0.3

Ce ＜0.01 ＜0.01 0.4

Na 0.6 0.7 1.8

K 1.5 0.7 3.6

총계 20.75 4.39 231.72

Table 3.3.2. 토양세척폐액 함유 금속이온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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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복합공정 실험

    (1) 토양입도 분석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소에 보관중인  TRIGA 오염토양 4500 여 개의 드럼들 

중 토양폐기물드럼의 표면선량별로 5드럼씩 총 15개 드럼을 선정하여 각

각의 드럼에서 10 Kg 씩 시료를 채취하고, 각 채취된 시료는 실온에서 1

주일 이상 건조하였다. 건조한 토양시료는 국내 안진 기계산업에서 제조

한 ABTS-200 Sieve-Shaker와 1mm(No.16) 및 0.063mm(No.230) 

Sieve를 사용하여 약 30분 동안 체 분리하여 오염토양을 3 그룹 즉 

0.063mm이하, 0.063-1.0mm, 1.0mm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보관중인 토양폐기물 드럼을 Table 3.3.3과 같이 분류하였다. 그룹 

GHW는 1988년 TRIGA에서 오염토양을 채취하여 드럼에 담은 후 측정한 

드럼 표면선량이  0.05 mR/h이상인 드럼에 보관된 토양이고,  입도 

0.063mm이하의 토양은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며 입도 0.063 이상의 토

양은 Soil Washing으로 제염할 토양이다[3.3.1-2]. 그룹 GMW는 표면선

량 0.02-0.05mR/h인 드럼에 보관된 토양이고,  입도 0.063mm이하의 토

양은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며 입도 0.063 -1.0mm의 토양은 체 분리로 

제염하고, 입도1.0mm 이상의 토양은 Soil Washing으로 제염할 상이다. 

그룹 GLW는 0.02mR/h이하인 드럼에 보관된 토양이고, 체 분리를 하지 

않고 방사능농도를 측정하여 자체 처분할 토양이다.

  TRIGA 오염토양 입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GHW에 속한 토

양의 입도크기 분포는 1.0mm 이상 28.3%,  0.063-1.0mm 61.2%, 

0.063mm이하 10.5이며, GMW에 속한 토양의 입도크기 분포는 1.0mm 

이상 48.5%,  0.063-1.0mm 46.5%, 0.063mm이하 5.0%이고, GLW에 

속한 토양의 입도크기 분포는 1.0mm 이상 52.4%,  0.063-1.0mm 

43.1%, 0.063mm이하 4.5%이었다. 이상과 같이 0.063mm이하의 토양은 

전체적으로 10% 미만이며, 이 미세토양은 다량의 중금속과 방사성 핵종

을 함유하고 있기에 동전기적방법으로 제염시키거나 고화 처리할 계획이

며 0.063mm이상의 토양에 해서 미국 DOE에서 Hanford 부지와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주변 방사성오염 토양 제염 시 적용한 

Soil Washing 방법[3.3.3-4]으로 제염할 계획이다. 



- 313 -

토양드럼 분류 입자크기 평균부피(%) Co-60(Bq/kg) Cs-137(Bq/kg)

GHW(> 0.05mR/h)*

(7%)

1.0mm이상 28.3 38.9-233.7 1.5-886.0

0.063-1.0mm 61.2 155.2-1079.3 16.3-6700.2

0.063mm이하 10.5 480.5-6645.0 47.1-19547.0

GMW(0.02～0.05mR/h)*

(60%)

1.0mm이상 48.5 2.6-24.0 0.3-35.1

0.063-1.0mm 46.5 6.3-217.8 13.9-436.7

0.063mm이하 5.0 31.1-316.4 287.9-1663.7

GLW(< 0.02mR/h)*

(33%)

1.0mm이상 52.4 5.3-15.2 2.5-7.0

0.063-1.0mm 43.1 14.1-69.1 25.4-53.0

0.063mm이하 4.5 56.3-204.7 85.6-377.2

Table 3.3.3. 토양폐기물의 입도별 부피 및 Co, Cs의 방사능농도.

  

단,  *는 1988년 오염토양 수거시 측정한 토양표면 선량.

    (2) 토양 방사능농도 측정

  방사능농도의 재현성과 외부기관 의뢰에 의한 시간절감을 위해 본 연구

실에서 보유한 Multi Channel Analyzer(MCA)를 Up-grade하여 자체적

으로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였다. Energy 및 Efficiency Calibration을 위

해 한국표준연구소에서 제공한 표준시료용기인 QCY48(Amersham)을 사

용하였다. 분석 가능한 핵종은 Am-241, Cd-109, C057, Ce-139, 

Hg-203, Sn-203, Sr-85, Cs-137, Y-88, Co-60 이다. 15개 토양 폐기

물드럼에서 채취한 토양시료에 해 각 토양시료를 3종류로 입도 분류하

여 총 45개의 방사성토양시료로 분류하고 각 시료를 MCA를 사용하여 

0.1Bq의 민감도로써 측정하였다. 또한 TRIGA 오염토양내의 방사능농도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분석시간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실에서 보유한 MCA를 Up-grade하여 토양 방사능 농도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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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주 오염 방사성 핵종은 제한 방사능 농도(약 200 Bq/kg) 보다 높게 

오염되어 있는 Cs-137과 Co-60 임을 파악하였다. Cs-137의 반감기는 

30 년, Co-60의 반감기는 5.27 년이다. Cs-137의 분배계수는 크며 특히 

Illite/Mica 광물에서 매우 크다. 드럼표면 접촉선량 당량율이 0.02mR/h 

이하인 토양과 0.02 - 0.05 mR/h 인 토양 중 토양입자가 1.0mm 이상인 

토양(전체 52.1%)의 방사능 농도는 체로 제한치 이하이었다. 주로 Soil 

Washing으로 제염 가능한 토양은 0.02 - 0.05mR/h 인 토양 중 입경이 

0.063 - 1.0mm 토양과  0.05 mR/h 이상인 토양 중 입경이 0.063mm 

이상인 토양(전체 34.2%)이었다. 반면에 주로 동전기적방법으로 제염 가

능한 토양은 0.02 mR/h 이상인 토양 중 입경이 0.063mm 이하인 토양

(전체 3.7%)이다. 바꾸어 말하면, 0.02mR/h이하의 토양은 주로 방사능 농

도만 측정하여 제한치 이하인지를 확인할 것이다. 0.02 - 0.05 mR/h 인 

토양은 체 분리하여 입경 1.0mm이상 토양은 주로 방사능 농도만 측정하

고 입경 0.063-1.0mm이하인 토양은 주로 Soil Washing으로 제염하고 

입경 0.063mm 이하인 토양은 동전기적방법으로 제염하거나 고화 처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0.05 mR/h 이상인 토양은 체 분리하여 입경 0.063mm

이상인 토양은 주로 Soil Washing으로 제염하고, 입경 0.063mm이하인 

토양은 동전기적방법으로 제염하거나 고화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TRIGA 

방사능오염토양을 MCA로 계측할 때 필요한 측정시간은 약 8시간으로 나

타났다. 그러므로, TRIGA 오염 토양에 한 방사능농도를 측정한 결과에 

근거하면, 총 드럼의 33%는 방사성농도 측정으로, 29%는 체 분리로 31%

는 Soil Washing으로 제염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3) 토양성분 분석

  원자력시설 주변 부지에서 채취한 오염되지 않은 토양을 독일 Siemens에서 

제조한 SRS-303 XRF(X-ray fluorescence)를 사용하여 토양성분을 분석하

였다. 이때, 토양시료는 지름이 4cm 높이가 5cm 되는 용기에 넣었고, 이 용기 

밑 부분의  X-ray  닿는 부분은  X-ray  투과용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

력시설 주변 부지에서 채취한 토양을 분석한 결과 토양의 원소성분은 Table 

3.3.4와 같이 68.1%의 SiO2와 16.7%의 Al2O3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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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3.4. Component Content of Soil.

Component Content(%)

SiO2 68.1

Al2O3 16.7

K2O 8.27

Fe2O3 2.2

P2O5 1.63

CaO 1.51

Na2O 0.97
MgO 0.21

    (4) 밀도, 공극율, 함수율, pH 측정

  110 ℃의 Oven에서 약 12시간 건조한 상태의 토양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토양특성 계수를 측정하였다. 채취한 토양은 건조시킨 후 사용하였

다. 각각의 계수들은 아래의 식들에 의하여 측정하였으며, 얻어진 값들은 

아래의 Table 3.3.5에 정리하였다. 토양의 가밀도( bρ )는 샘플의 건조 질량

을 토양입자 부피로 나누어 주었다. 공극율은 식 1- ( bρ / sρ )로 구했다. 여

기서 sρ 는 샘플의 건조 질량을 샘플의 현장부피로 나누어 준 값이며 기타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건조 토양의 bulk 밀도(g/cm3) =  단위부피내 토양의 질량(g) / 단위부피

(cm3)

공극율(%) = [ 단위부피의 토양에서 공극의 부피(cm3) / 단위부피의 토양

(cm3) ] x 100

함수율(%) = [ 토양내 수분의 질량(g) / 토양의 질량(g) ]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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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5. Density, porosity, water content, and pH of soil.

Dry bulk density (g/ cm3) 1.20

Porisity (%) 43.6

Water Content (%) 12.00

pH 4.30

    (5) 최적 Scrubbing 시간 결정실험

  입경 0.063-1.0mm의 TRIGA 방사능 오염토양을 상으로 최  제염효

율에 도달하는 최적 Scrubbing 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Scrubber 내부중앙에는 임펠러가 설치되어 있고 임펠러를 약 200rpm으

로 회전시켰다. 방사능물질은 주로  토양주변에 부착되어있는 미세분진에 

함유되어 있는데 이 미세분진은 임펠러 회전시 마찰로 인해 토양입자로부

터 분리되었다. 오염토양 20g과 0.5 M Oxalic acid 용액 200 ml를 플라

스틱용기에 넣고 이 용기를 Scrubber에 장착하여 30분, 1시간, 2시간, 3

시간, 4시간, 그리고 6시간 동안 Scrubbing 시킨 후 이들 토양혼합물 내

의 제염용액을 제거하고 남겨진 토양을 2-3일 건조시킨 후 이 건조토양

의 잔류방사능 농도를 MCA로 계측하여 목표 제염효율에 도달하는 최단

시간을 측정하였다.

  위와 같은 토양인 입경 0.063-1.0mm의 방사능 오염토양을 상으로 

최  제염효율에 도달하는 최적 Scrubbing 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마찰세척의 최적시간은 임펠러의 토크, 세척시간, 전력과 토

양혼합비에 따라 달랐다. 오염토양 20g과 0.5 M Oxalic acid 용액 

200ml를 플라스틱용기에 넣고 이 용기를 Scrubber에 장착하여 30분, 1

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그리고 6시간 동안  Scrubbing 시킨 후 이들 

토양혼합물 내의 제염용액을 제거하고 남겨진 토양을 2-3일 건조시킨 후 

이 건조토양의 잔류방사능 농도를 MCA로 계측하여 목표 제염효율에 도달

하는 최단시간을 조사하였다. 실험결과 4시간까지 Scrubbing시킬 때 제염효

율은 현저히 증가했지만 4시간 이후의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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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ubbing 시간이 길어질수록 Scrubber의 부피가 증가되어야 하므로 

Scrubbing 시간은 4시간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Table 3.3.6. Density, porosity, water content, and pH of soil.      

Attrition Scrubbing 

Times (hour)
0.5 1 2 4 6

Removal Efficiency 

(%)

Co : 73% 

Cs : 22%

Co : 76%

Cs : 26%

Co : 77%

Cs : 35%

Co : 78%

Cs : 47%

Co : 80%

Cs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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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 Radionuclides Removal Efficiency versus   

 Attrition Scrubb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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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염용액 선정 실험

  Soil Washing을 이용한 토양제염방법은 다음과 같다.

   a. 표면선량 0.05 mR/hr 이상인 드럼내의 방사능 오염토양을 채취 후  

      건조 

   b. 건조토양을 Screening 하여 입경 0.063-1.0mm 인 토양 20g 채취

   c. MCA로 제염 전 방사능농도를 계측.

   d. 토양 20g을 플라스크용기에 넣고, 제염제 400ml 첨가

   e. 플라스크용기를 Scrubber에 장착하고, 4시간 동안 Scrubber 내의  

       임펠러를 가동시켜 토양 내 핵종을 추출

   f. 플라스크를 분리하고 토양을 침전 

   g. 제염제와 침전된 토양을 분리. 이 제염제는 차후에 재사용하고, 분  

      리된 토양은 0.063 mm 체에 넣음

   h. 0.063 mm 체 위의 토양은 물로 씻어주어 미세입자 제거

   I. 0.063mm 체위의 토양을 건조시킨 후 MCA로 잔류 방사능농도 계측

   j. 제염 전과 후의 방사능농도를 비교하여 제염효율을 계산

  방사능 오염토양을 20g씩 채취하여, 각각의 플라스틱 용기에 넣은 후 적

당한 농도를 가진 H2O, Citric Acid, Citric Acid+HNO3, NH4NO3, FeCl3, 

(COOK)2.H2O, (NH4)2SO4, 옥살산(H2C2O4.H2O, NaOH, Na3PO4 등의 제염 

용액 200 ml를 이들 각각의 플라스크 용기에 첨가하고 이 용기를 Scrubber

에 장착하여 4시간 동안  Scrubbing 시킨 후 이들 토양혼합물 내의 제염용

액을 제거하고 남겨진 토양을  건조시킨 후 이 건조토양의 잔류방사능 농도

를 MCA로 계측하여 각 제염용액의 제염효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위와 같이 입경 0.063-1.0mm의 방사능 오염토양을 H2O, Citric Acid, 

Citric Acid+HNO3, NH4NO3, FeCl3, (COOK)2.H2O, (NH4)2SO4, H2C2O4.H2O, 

NaOH, Na3PO4 용액 등으로 1차 제염 실험을 수행한 결과 (NH4)2SO4, 

H2C2O4.H2O, NaOH 용액에 의한 제염효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H2C2O4.H2O(옥살산)용액으로 제염 시 코발트 제거효율이 매우 높고 세슘 제

거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3.5-6]. 옥살산은 생분해 가능하며, 

비교적 가격이 싼 편이며 상당히 안정한 금속 콤플렉스를 형성하며 수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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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용해시키므로 옥살산이 최적의 제염용액으로 사료된다. 한편, Citric 

Acid + HNO3도 세슘과 코발트 제거 효율이 옥살산 다음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3.3.7. Soil washing experiment results using different 

reagent.

Reagent

Cs-137 Co-60

Radioactivity 
Before

Treatment
(Bq/kg)

Treatment
 Efficiency

(%)

Radioactivity 
Before

Treatment
(Bq/kg)

Treatment 
Efficiency

(%)

H2O

Citric Acid 0.5M 6016 21.2 1028 52.3

Citric Acid + HNO3 0.08M 6016 44.0 1028 71.0

Citric Acid 0.05M + NH4NO3

0.2M 6016 32.2 1028 49.8

Citric Acid 0.05M + FeCl3 
0.3M 6016 10.4 1028 66.9

Citric 0.05M + (COOK)2H2O 
0.2M 6016 2.7 1028 28.8

Citric 0.05M + (NH4)2SO4 
0.2M 6016 36.7 1028 57.5

Citric 0.05M + (NH4)2SO4 
0.5M 8239 41.0 1661 65.0

H2C2O4.H2O 0.5M 8239 47.0 1661 78.0

Citric 0.05M + NaOH 0.5M 8239 46.0 1661 61.0

Citric 0.05M + Na3PO4 0.5M 8239 37.0 1661 48.0

HCl  0.5 M 8239 43.6 1661 52.6

H2SO4  0.5 M     8239 50.3 1661 56.8

Citric 0.05M+H2SO4  0.1 M  

  
38.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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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3. Soil decontamination efficiency versus reagent.

    (7) 오염토양  제염용액 최적 비율 및 최적 몰수 범위결정 실험

  토양폐기물 드럼의 표면선량이 0.05 mR/hr 이상인 방사능 오염토양 중 

입경 0.063-1.0mm 토양을 상으로 오염토양 질량  최적 제염용액 부

피의 비율 및 최적 농도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입경 

0.063-1.0mm의 오염토양을  20g 씩 채취하여 여러 플라스틱용기에 나

누어 넣고 이들 각각의 용기에 0.5 M과 1.0M Oxalic acid 용액에 

150ml, 200ml을 각각 넣고 이 플라스틱용기를 본 연구실에서 제작한 실

험용 Scrubber 장치에 장착하여 4시간 동안 Scrubbing시켰다. 다음으로  

이들 토양혼합물 내의 제염용액을 제거하고 남겨진 토양을 1-2일 건조시

킨 후 이 건조토양의 잔류방사능 농도를 MCA로 계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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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 Radionuclide removal efficiency versus oxalic acid concentration 

and ratio of soil mass to the volume of oxalic acid.

  토양 드럼 표면선량 0.05 mR/hr 이상의 방사능 오염토양 중 입경 

0.063-1.0mm 토양을 상으로 최적 오염토양 질량(g)  제염용액 부피

(ml)의 비율 및 최적 제염용액 M 수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Soil Washing 결과 제염효율은 표 19와 같이 오염토양 질량  제염용액 

부피의 비율을 1:10로 하였을 때 1:7.5로 하였을 때 보다 Cs 제거효율이 

10%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록 제염용액 양이 많이 소요될지라

도 이온교환에 의한 재생 시 소요되는 수지의 양은 비슷하므로 제염효율

을 좀더 높이기 위해 오염토양 질량  제염용액 부피의 비율을 1:10로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적 제염용액 몰수로는 제염효

율이 높은 0.5 - 1.0 M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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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8. Radionuclide removal efficiency versus oxalic acid     

concentration and ratio of soil mass to volume of 

oxalic acid.

 

       Concentration

Ratio of Soil(g) 

to Oxalic Acid(ml)

0.1M 0.3M 0.5M 0.7M 1.0M

1 : 7.5
Co : 63%

Cs : 21%

Co : 69%

Cs : 26%

Co : 75%

Cs : 31%

Co : 76%

Cs : 36%

Co : 79%

Cs : 43%

1 : 10
Co : 65% 

Cs : 37%

Co : 70%

Cs : 42%

Co : 78%

Cs : 47%

Co : 80%

CS : 48%

Co : 82%

Cs : 50%

    (8) 제염용액의 최적 몰 수 및 반복 Scrubbing 횟수 결정 실험

  방사성 오염토양을 제염용액과 혼합하여 Scrubber에 넣고 4시간 동안 

임펠러를 약 200 rpm의 속도로 회전시키며 1회 제염실험 한 결과 세슘의 

제거율은 50 %이하였다. 따라서 방사성 핵종의 제거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

해 반복 Scrubbing이 필요하였음. 토양제염효율을 높이기 위해 0.5M과 

1.0M 옥살산용액을 사용하여 연속 2회 3회 반복 Scrubbing 실험 후 각각

의 방사성 핵종 제거효율을 분석하였다. 입경 0.063 -1.0mm의 방사능 오

염토양을 30g 채취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넣은 후 이 용기에 0.5 M(또는 

1.0M)의 옥살산(H2C2O4.H2O) 300 ml를 넣고 이 용기를 Scrubber에 장착

하여 4시간 동안  Scrubbing시켰다. 다음으로 이들 토양혼합물 내의 제염

용액을 제거하고 남겨진 토양을 2-3일 건조시킨 후 이 건조토양의 잔류방

사능 농도를 MCA로 계측하였다. 2번째 반복제염하기 위해 계측한 건조 오

염토양을 꺼내 질량을 측정하고 플라스틱 용기에 넣은 후 0.5 M(또는 

1.0M)의 옥살산을 이 용기에 넣고 용기를 Scrubber에 장착하여 Scrubbing

시킨 후 건조토양의 잔류방사능 농도를 MCA로 계측하였다. 나머지 3번째 

반복제염도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한 후 각 반복횟수에 따를 제염효율

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 반복제염 횟수 및 최적 옥살산 농도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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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3.9와 같이 옥살산의 농도가 0.5M을 사용하여 방사성 오염토

양을 1, 2, 3회 반복제염 실험 결과 세슘은 47, 71, 79%, 코발트는 78, 

92, 95% 제거되었고,  옥살산 1.0M 사용시 1, 2, 3회 반복제염실험  세

슘은 50, 77, 87%, 코발트는 82, 93, 97% 제거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

하면 세슘과 코발트를 70% 이상 제거하기 위해서는 옥살산 0.5M로 2회 

이상 Scrubbing해야 한다. 또한 세슘과 코발트를 75% 이상 제거하기 위

해서는 옥살산 1.0M로 2회 이상 Scrubbing하거나 옥살산 0.5M로 3회 이

상 Scrubbing해야 한다. 그러나 3회 Scrubbing하는 경우 발생되는 토양

제염 폐액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옥살산 1.0M로 2회 Scrubbing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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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Removal efficiency versus scrubbing time and oxalic acid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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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9. Removal efficiency versus scrubbing time and 

concentration. 

    Sc rubb ing 

           Time

   Conc.

Original

Soil (bq/kg)

First 

Scrubbing(%)

Second

 Scrubbing(%)

Third

 Scrubbing(%)

Oxalic acid

0.5 M

Cs  11650

Co  2000

Cs  47

Co  78

Cs  71

Co  92

Cs  79

Co  95 

Oxalic acid

1.0 M

Cs  14444

Co  2268

Cs  50

Co  82

Cs  77

Co  93

Cs  87

Co  97

    (9) Hydrocyclone 사용시의 제염효율 효과 분석

  Scrubber 내부의 토양 입자로부터 떨어져 나온 미세분진의 제거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Hydrocyclone을 사용한다. 즉 Scrubber와 침전조 사이에 

Hydrocyclone을 설치하여 미세 분진을 포함한 제염용액을 토양입자로부

터 분리했다. 본 실험에서는 Hydrocyclone을 사용하였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제염효율을 분석하여 Hydrocyclone 사용시의 제염효율 증

가량을 분석하였다.

  Scrubber에 Hydrocyclone을 부착하였을 때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Scrubber 내에서 4시간 동안의 마찰세척으로 인해 토양표면으로부터 떨어

져 나온 미세분진을 제염용액과 함께 Hydrocyclone을 사용하여 분리 제거

한 후 남은 세척토양을 건조시킨 다음 잔존 방사능농도를 분석하였다. 한

편, Hydrocyclone을 사용하지 않고 Scrubber로 마찰세척한 후 제염용액과 

제염용액 위에 떠 있는 미세분진만을 제거하고 남은 세척토양을 건조시킨 

다음 잔존 방사능농도를 분석하여 앞의 결과와 비교하여 Hydrocyclone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Hydrocyclone 사용 경우 Table 3.3.10과 같이 세슘 

제거율은 47%, 코발트제거율은 78%였지만 Hydrocyclone 사용하지 않았

을 경우 세슘은 10%  코발트는 50%로 제거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세슘과 코발트의 제거율이 급강하하는 이유는 옥살

레이트 이온과 세슘 및 코발트가 침전물을 형성하여 토양과 함께 섞여 토

양으로부터 제거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Hydrocyclone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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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옥살레이트 이온이 세슘 및 코발트와 침전물을 형성하기 전 제염용액

과 토양입자가 분리되므로 세척된 토양의 제염효율은 높아진다.

                    H2C2O4 + 2 Cs+ ↔ Cs2C2O4(↓) + 2H+(↑)

                    H2C2O4 + Co2+ ↔ CoC2O4(↓) + 2H+(↑)

         

 Radionuclide

 Method

Cs Removal 

rate

Co Removal 

rate

With Hydrocyclone 47% 78%

Without 

Hydrocyclone
10% 50%

Table 3.3.10. Analysis on effect of hydrocyclone.

    (10) 침전조 용량 감소방안 도출 실험

  Oxalic Acid 0.5 M을 사용하여 오염토양 제염 시 다량의 토양 제염폐

액이 발생하므로 큰 규모의 침전조가 필요하다[3.3.7]. 침전조의 용량을 

감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일반침전조 사용 시

를 고려하여 발생된 토양 제염폐액에 한 중력침강 실험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침전조 내에 경사판을 사용하였을 경우, Alum을 투입하였을 경

우, 경사판과 Alum을 동시에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 실험을 수행하고 

각각의 경우에 한 pH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경우에 한 침전 시간을 

비교분석하여 경사판과 Alum 사용 시 침전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

는 지를 조사하였다.

  Oxalic Acid 0.5 M을 사용하여 오염토양 제염 시 다량의 제염 폐액이 

발생하므로 큰 규모의 침전조가 필요함. 침전조의 용량을 감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일반 침전조 사용 시를 고려하여 

발생된 토양 제염폐액에 한 중력침강 실험을 수행한 결과 Table3.3.11

과 같이 침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8시간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침전

조 내에 경사판을 사용하였을 때 침전시간은 약 2.5시간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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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m을 투입하였을 경우는 약 1.5시간 소요되었으며, 경사판과 Alum을 

동시에 사용하였을 경우 침전시간은 단지 1.0 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이 경우의 pH는 1.1이기 때문에 토양미세분진을 제거하고 재

생된 제염폐액 사용 시 세슘과 코발트에 한 제거 효율은 감소는 크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침전조 조건 침전시간 PH

일반조건(중력침강) 8hr 1.25

경사판 설치 2.5hr 1.25

alum 투입 1.5hr 1.10

경사판 설치 및 

alum 투입
1.0hr 1.10

Table 3.3.11. 침전조 조건에 따른 pH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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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6. Sedimentation time change along sedimentatio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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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Oxalic Acid 폐액 재사용을 위한 실험

  토양제염 실험 시 다량의 토양 제염폐액이 발생한다. 폐액감소 방법으로

는 이온교환수지법[3.3.8-9], 화학침전법[3.3.10-11]이 있다. 토양폐액의 

pH가 낮으므로 화학침전법 보다는 이온교환수지법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

된다. 이온교환수지실험은 Styrene계의 강산성 양이온 교환수지를 사용하

여 Batch Type으로 수행하였다. 방사능 오염토양을 사용하여 옥살산의 재

생시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Scrubber에 0.063 - 1.0mm 크기의 방사능오

염토양 20g과 0.5M 옥살산 400ml를 넣고 8시간 동안 Scrubbing한 후 

12시간 동안 침전시켜 토양과 용액을 분리하였다. 용액을 분리한 후 2g의 

강산성수지를 넣고 충분한 시간 동안 Scrubbing하여 옥살산용액 내의 금

속성분을 제거하였다. 이 용액에 옥살산용액을 첨가하여 제1차 재생용액을 

제조하였다. 이 1차 재생용액을 사용하여 또 다른 20g의 방사능 오염토양

을 세척한 뒤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2차 재생용액을 만들었고, 같은 방

법으로 3차, 4차 재생용액을 만들어 이들의 토양제염효율을 측정하였다. 

한편, Hydrocyclone으로 분리된 토양 내에 포함된 옥살레이트 세슘과 코

발트 침전물을 제거하고 토양내의 옥살산을 제거하기 위해 분리된 토양을 

물로 세척하며 사용된 물은 침전조를 통과시킨 후 계속 사용한다.

  Oxalic Acid 폐액에 함유된 금속농도를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3.3.12와 같이 세슘 및 

코발트는 제거효율이 높으며 Si, Al, Ca, Mg, Fe, Mn 등은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 이 Oxalic acid 폐액에 Styrene계의 강산성 양이온 교환수지를 

사용하여 12 시간 동안 Scrubbing하여 옥살산용액 내의 금속성분을 제거

한 결과 Table 3.3.13과 같이 부분의 금속이 제거되었고, 단지 Fe와 Si

만은 거의 제거되지 않았다. 

  옥살산 폐액에 2g의 강산성수지를 넣고 Fe와 Si외의 금속을 제거한 제

염 폐액에 적당한 옥살산용액을 첨가하여 1차 재생용액을 제조하였다. 이 

1차 재생용액을 사용하여 다른 20g의 방사능 오염토양을 제염한 결과는 

Fig. 3.3.7과 같이 최초의 0.5M 옥살산의 제염효율과 비슷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강산성수지로 금속을 제거하고 옥살산용액을 첨가하여 2

차 재생용액을 만들었고, 같은 방법으로 3차, 4차, 5차 재생용액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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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들의 토양제염효율을 측정한 결과는 Fig. 3.3.7과 같이  Co와 Cs에 

한 제염효율은 모두 거의 비슷하였다.

  한편, 토양중의 금속과 옥살산이 반응하여 옥살레이트 침전을 형성하여 

옥살산용액의 농도가 저하되어 pH가 1.25로 상승되지만 강산성수지 투입 

시 다시 pH가 강하되므로 옥살산분말의 첨가는 필요 없고(Table 

3.3.14.), 단지 세척공정 시 소비된 0.5M 옥살산용액을 10-20 % 보충한 

후 재생용액으로 사용한다. 

Table 3.3.12. Decontamination efficiency of regenerated oxalic acid.

Regeneration Time
Cs Remediation 

Efficiency(%)

Co Remediation 

Efficiency(%)

0.5M Ocxalic acid 67 90

1 time 65 89

2 time 61 91

3 time 64 88

4 time 63 87

5 time 65 88

Table 3.3.13. Metal concentration in oxalic acid wastewater (unit: ppm).

Metal Species 0.5M Oxalic Acid 
Wastewater

After Cation Resin 
Treatment

Si 17 13

Al 37 -

Ca 44 -

Mg 22 -

Fe 26 22

Mn 11 -

Co <1 -

Cs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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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pH

0 .5M Oxalic acid 1.05

토양혼합 후 Scrubbing 10 min 1.20

토양혼합 후 Scrubbing  4 hr 1.24

토양혼합 후 Scrubbing  8 hr 1.25

강산성수지 투입 후 1.05

Table 3.3.14. 토양세척실험에 따른 pH 변화.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            1           2           3           4           5(time)     

Re
m

ov
al

  e
ffi

ci
en

cy
  (

%
)

Recycle  time  of  oxalic  acid  soultion

   Cs
   Co

Fig. 3.3.7. Removal efficiency of recycl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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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0.063mm이하의  미세입자에 한  동전기 제염 실험

  0.063mm이하의 미세입자내의 핵종을제거하기 위해 동기적방법을 사용

했다. 이것은 수리전도도가 적은 토양에 적용할 수 있고 처리지역 밖으로 

오염물질을 퍼뜨리지 않으며 현장 및 이송복원이 가능하다[3.3.12-13].

 

      (가) 입력 파라미터 측정

  모델링에 필요한 입력 파라미터는 Table 3.3.15와 같다. Kaolin Clay의 

가밀도( bρ )는 샘플의 건조 질량을 토양입자 부피로 나누어 준 값이다. 공극률

은 식 1- ( bρ / sρ )로 구했다. 여기서 sρ 는 샘플의 건조 질량을 샘플의 현장부

피로 나누어 준 값이다. 함수비(θ )는 샘플의 물부피( wV )를 전체부피( TV )로 

나누어 구했다. 오염되지 않은 TRIGA 연구용원자로 주변 토양을 샘플링하

고 체 분리하여 입경 0.063mm이하의 토양에 한  평형흡착계수(Kd)를 

측정했다. 입경 0.063mm이하 토양을 0.01M의 Cs+ 과 Co2+용액으로 포화

시켜 3일 동안 교반기에 넣어 평형에 도달하도록 교반시킨 후 포화 토양을 

10g 취하여 원심분리기에 넣고 약 15분간 가동시켜 공극용액을 토양과 분

리시키고 상등액을 취하여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로 농도를 측

정하였다. 측정된 Cs+ 과 Co2+ 한 평형흡착계수는  Fig. 3.3.8.과 같이 

8.1, 1.25 l/kg으로 Cs+이 훨씬 토양에 잘 흡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ameter Values
Cell dimensions

Bulk density,   ρb

Faradays constant

Potential at the anode well, 1φ

Potential at the cathode well, 2φ

Porosity, n

Tortuosity, τ

Equilibrium sorption coefficient(l/kg)

pH of soil

ϕ 2.8cm x20 cm

0.76 g/cm3

96487 C/ mol

100 V

0 V

0.61

1.2

8.10(Cs+), 1.25(Co2+)

4.3

Table 3.3.15. Parameters fo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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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3.16은 TRIGA 토양의 성분으로 독일 Siemens에서 제조한 

SRS-303 XRF(X-ray fluorescence)를 사용하여 토양성분을 분석하였

다. 이때, 토양시료는 지름이 4cm 높이가 5cm 되는 용기에 넣었고, 이 

용기 밑 부분의  X-ray  닿는 부분은  X-ray  투과용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시설 주변 부지에서 채취한 토양을 분석한 결과 토양의 원

소성분은 68.1%의 SiO2와 16.7%의 Al2O3를 포함한다.

Table 3.3.16. Component of TRIGA soil.

  

Component Content(%)
SiO2 68.1
Al2O3 16.7
K2O 8.27

Fe2O3 2.2
P2O5 1.63
CaO 1.51
Na2O 0.97
MgO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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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8. Equilibrium Sorption Coefficients of Cs+and Co2+ with TRIGA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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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최적추출제 선정 실험

  방사능 오염토양을 체 분리하여 입경 0.063-1.0mm 토양을 20g씩 채취

하여, 각각의 플라스틱 용기에 넣은 후 0.5 농도를 가진 H2O, Citric Acid, 

Citric Acid+HNO3, NH4NO3, FeCl3, (COOK)2.H2O, (NH4)2SO4, 옥살산

(H2C2O4.H2O), NaOH, Na3PO4. HCl, H2SO4+Citric Acid 등[3.3.14-17]의 

추출 용액 200 ml를 이들 각각의 플라스크 용기에 첨가하고 이 용기를 

Scrubber에 장착하여 4시간 동안  Scrubbing 시킨 후 이들 토양혼합물 내

의 추출용액을 제거하고 남겨진 토양을  건조시킨 후 이 건조토양의 잔류

방사능 농도를 Multi Channel Analyzer (MCA)로 계측하여 초기방사능농

도와 비교하여 각 추출용액에 의한 137Cs과 60Co 제거효율을 계산 및 비교

분석했다. 추출 실험을 수행한 결과 H2SO4+Citric Acid, H2C2O4.H2O, 

NaOH 용액에 의한 제거효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0.5M H2SO4+ 0.05M 

Citric Acid용액으로 추출 시  137Cs은 주로 H2SO4에 의해 추출되고  60Co

코발트는 주로 Citric Acid에 의해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토양으로부터 

137Cs 추출효율은 초산보다 상당히 높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첨가제로 주로 사용했던 초산 신에  H2SO4+ Citric Acid용액을 사용했

다. 즉, H2SO4+ Citric Acid용액을 방사능토양과 혼합하여 토양내의 세슘

을 추출한 다음 이 토양을 동전기 복원하므로 제거효율을 높였다.

              

      (다) 동전기 제염실험  

  큰 용기에 입경 0.063mm 이하의 방사능 오염토양을 넣고 토양을 포화시

키고 좀더 많은 137Cs과 60Co을 TRIGA토양으로부터 추출하기 위해 0.5 M 

H2SO4+0.05M Citric Acid용액을 TRIGA토양과 혼합하여 토양혼합 샘플 

150cm3을 만든다. 용기에 혼합된 포화토양내의 137Cs과 60Co이 

H2SO4+Citric Acid용액과 흡착 평형에 이르도록 용기를 밀폐하여 교반기에 

넣고 3일간 교반시킨다. 교반 후 이 포화 토양을 토양복원장치 Column에 조

금씩 다져 주입했다. 이때, 컬럼 내부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

주면서 서서히 포화토양을 주입했다. Fig. 3.3.9는 실험실 크기의 실험장치이

다. 실린더 형태의 토양컬럼은 길이가 20.0 cm 이고, 직경은 2.8 cm이다. 

토양컬럼 끝에는 여과지, 스텐레스 철망, 티타늄전극이 위치하는 구역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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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였다. 양쪽전극에는 저류조가 위치한다. 토양컬럼의 부피가 123 3cm 이

므로 컬럼을 채운 토양의 무게는 120g 이고, 토양을 포화시키기 위해 사

용된  0.5 M H2SO4+ 0.05M Citric Acid용액 부피는 77ml 이었다. 이 

토양컬럼의 한쪽은 양극에 다른 한쪽은 음극에 연결되어 있다. 토양컬럼

에 전압경사를 주기 위해 양쪽전극에 100V의 전압을 가해주었고 전류는 

약 10 mA를 나타냈다.

    

D.C. Power
Supply+ A

Titanium
Electrode

Filter

Reservoir Reservoir

Contaminated Soil

Filter

Discharge Solution

0.5M  H2SO4+
0.05M Cit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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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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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

Reservoir Reservoir

Contaminated Soil

Filter

Discharge Solution

0.5M  H2SO4+
0.05M Citric Acid

-

H2SO4

Fig.3.3.9 Schematic view of electrokinetic remediation equipment.

  음극에서의 pH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음극저류조에 H2SO4를 

주입하였다. 또한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기삼투에 의해 용액이 계속 유동

하므로 양극 저류조 윗쪽에 구멍을 내어 증류수를 연속적으로 주입하여 

양극저류조에 증류수가 가득 차도록 하였다. 그리고 음극 저류조 윗쪽 옆

으로 구멍을 내어, 주기적으로 방출수의 유량을 측정하였다.

  토양복원 실험은 약 10일간 수행했다. 복원실험 완료 후 컬럼 내의 토

양을 5 등분하여 본 연구실에서 보유한 MCA를 Up-grade하여 자체적으로 

잔류방사능농도를 분석했다. 토양복원 기간인 10일 동안 공극용액의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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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는 약간씩 감소했다. 음극의 pH상승을 억제하여 수산화침전물의 형성

을 방지했다[3.3.18]. 복원실험시간이 경과하며 유출수 내의 137Cs과 60Co

농도는 점차 감소했고 방출된 유출수의 Pore Volume이 약 3.7이 되었을 

때 복원실험을 중단했다. 

      (라) 결과 및 고찰

  복원 실험 전 측정한 토양컬럼 내의 황산 포화토양 pH는 3.0이었고 양쪽 

저류조 내의 증류수의 pH는 7.0이었다. 그러나 복원실험이 시작되면서 양극

에서 산소의 방출과 음극에서 수소의 방출로 인해 음극 저류조에서의 pH는 

상승하기 시작했다[3.3.19-21]. 음극에서의 pH 상승 시 다른 금속과는 달리 

세슘은 수산화이온과 침전을 형성하지 않지만 코발트 등 다른 금속이온들

이 수산화침전물을 형성하므로 토양의 투수계수가 감소하여 토양복원효율

을 저하시킨다. 그러므로 음극에서의 pH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H2SO4

를 주기적으로 주입하여 pH 상승을 Fig.3.3.10과 같이 5이하로 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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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10. pH measured on 0 and 1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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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 Pore volume of effluent versus time.

  또한, 토양컬럼 음극쪽 끝으로 흘러나오는 방출수의 부피를 측정하여 

전기삼투에 의한 공극용액의 유동속도를 계산한 결과는 Fig.3.3.11과 같

다. 토양복원 기간인 10일 동안 공극용액의 유동속도는 시간경과에 따라 

약간씩 감소했다. 즉, 복원 시작 후 2.0일까지는 평균 0.41 pore 

volume/day이고, 2.0일부터 6.0일까지는 평균0.37 pore volume/ day이

고, 6.0일부터 10.0일까지는 평균 0.32 pore volume/day이었다. 토양복

원실험을 10일간 수행한 결과 음극저류조로 배출된 토양복원폐액의 부피

는 3.6 pore volume이었다. 한편, 스웨덴의 Royal 연구소의 실험결과 공

극용액 내의 세슘의 평균속도

는 6.0 x10-3cm/min 이었다. 본 실험의 유동속도가 약간 빠른 것은 토양

컬럼 양쪽전극에 좀더 높은 전압을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3.3.12는 토양복원시간 경과에 따른 컬럼의 공극용액과  컬럼토양 

내에 잔류한 총 세슘의 방사능농도를 나타낸다. 0.85 일 복원실험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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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컬럼 내의 초기 총 세슘량의 12.1%가 제거되었고, 1.7 일 후에는 토

양컬럼 내의 초기 총량의 25.8%가 제거되었고, 3.4 일 후에는 토양컬럼 

내의 초기 총량의 39.1%가 제거되었고, 5.1일 후에는 토양컬럼 내의 초기 

총량의 50.0%가 제거되었고, 10.0일 후에는 53.7%가 제거되었다. 또한, 

개발된 수치모델로 계산한 컬럼 내의 잔류농도에 한 예측값과 복원실험 

후 토양컬럼에 남은 잔류농도를 직접 측정한 실험값과 서로 상당히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웨덴의 Royal 연구소에서 세슘에 한 복

원실험 결과 10일 정도 경과 후 컬럼 내 세슘의 95%이상 제거되었다. 이 

제거율의 차이는 세슘의 흡착평형계수가 크고, 본 방사능오염 토양이 약

15년 동안의 저장으로 인한 Ageing 효과 때문으로 사료 된다. 

  Fig. 3.3.13은 토양복원시간 경과에 따른 컬럼토양 내에 잔류한 총 코

발트의 방사능농도를 나타낸다. 0.85일 복원 후에는 토양컬럼 내의 초기 

총 코발트량의 23.7%가 복원되었고, 1.7 일 후에는 토양컬럼 내의 초기 

총량의 45.4%가 제거되었고, 3.4 일 후에는 토양컬럼 내의 초기 총량의 

72.8%가 제거되었고, 5.1일 후에는 토양컬럼 내의 초기 총량의 87.7%가 

제거되었고, 10.0일 후에는 97.0%가 제거되었다.  

  이상과 같이 토양에 흡착된 세슘과 코발트를 동전기적방법에 의한 복원 

시 황산을 추출제로사용할 때가 초산을 사용할 때8)보다 세슘제거율이 높

게 나타났다. 즉 동전기방법에 의한 제거효율은 토양을 포화시킬 때 첨가

한 추출용액의 핵종 추출력에 비례함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코발트의 

97%가 제거될 때까지 배출된 토양복원폐액의 부피가 단지 3.7 Pore 

Volume 으로 Soil Washing으로 복원 시 발생하는 토양복원폐액의 20% 

이하로 나타나 토양복원폐액 처리 비용의 감소효과를 가져온다[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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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 Remaining fraction of cesium radioactiv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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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13. Remaining fraction of cobalt radioactiv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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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결  론

  TRIGA 연구용원자로 주변 방사능 오염토양내의 세슘과 코발트를 동전

기적방법으로 제거할 때, TRIGA 토양으로부터 137Cs과 60Co을 탈착시키

기 위해 첨가제로 H2SO4+Citric Acid를 사용했을 때 초산을 사용했을 때

보다 세슘과 코발트의 제거효율이 높았다. 즉, 실험결과 컬럼의 음극쪽으

로 배출된 유출수의 유출속도는 평균3.6 Pore Volume이었고, 10일간 음

극저류조로 배출된 토양복원폐액의 부피는 3.6 Pore Volume이었다. 10.0

일간 복원실험 결과 방사능토양 내 세슘의 약 54%가 제거되었고, 코발트

는 같은 기간에 해 약 97%가 제거되어 *흡착평형계수가 큰 세슘의 제

거율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개발된 수치모델에 의한 예측 값

은 실험값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생한 토양복원폐액 부

피는 Soil Washing 시 보다 매우 적었다.  

  다. 실험실규모 토양제염장치 공정도 및 장치 제작

    (1) 실험실규모 토양제염장치 공정도 작성

  원자력연구소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방사성오염토양

의 오염 특성과 복합공정 실험결과를 근거로 Fig. 3.3.14와 같은 실험실

규모 토양제염장치 공정도를 작성했다. 오염토양은 3 그룹으로 입도분리

되며, 분리된 토양은 방사성핵종을 제거하기 위해 옥살산과 함께 수시간 

Scrubbing된다. Scrubbing 된 혼합토양은 침전조에서 토양입자와 토양폐

액이 분리되며 토양폐액은 이온교환장치에서 재생되어 다시 사용된다.  

    (2) 실험실규모 장치설계 및 제작

      (가) 단위장치의 구성사양 및 규격

  제염장치의 이동이 용이하고 설치 공간과 단위 공정의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토양제염장치를 토양계측 및 입도 분리장치, 토양세척장치, 시

약 및 용액 공급장치, 이온교환장치 등 단위장치로 분류(각 단위장치의 사

양/규격을 아래 표에 기술)하였다. 실험실규모 토양제염 단위장치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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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및 규격은 Table 3.3.17과 같고, 토양 계측 및 입도분리 장치, 토양세

척장치(Scrubber), 시약/용액공금장치, 이온교환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각 

사양과 규격을 기술하였다.

     Fig. 3. 3. 14.  실험실규모 토양제염장치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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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토양제염 단위장치 및 구성요소

  토양폐기물을 제염하기 위한 실험실규모 토양제염장치의 각단위장치의 

형태 및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다.

장치(Module)명 사양 및 기능 규격

 토양 계측 및 

 입도분리 장치

호파 및 운반설비(Conveyor belt)

토양 입도분리 설비(입경 가변적) 

물/재생수 공급(펌프) 및 분무설비

폐액/미세토양 침강분리설비(중력침전식)

침강분리물 저장조

중간토양 저장조

굵은토양 저장조

 5L(호퍼2L)

 0.063, 1.0mm

 

 100L, SUS 

 50L, PE

 50L, PE

 50L, PE

토양세척장치

 (Scrubber)

Scrubber with Stirrer(주입호파,

배출밸브)

폐액/토양 침강분리설비(중력침전식)

침강 분리물 저장조

Slurry Pump

10L(토양1L)

100L, SUS

5L, PE

시약/용액

공급장치

<물/시약 저장조>

순수 저장조(배관, 밸브)

재생액 저장조(배관, 밸브)

시약1 저장조(배관, 밸브)

시약2 저장조(배관, 밸브)

<공급 설비>

공급조

시약공급펌프(배관, 밸브)

50L, PE

50L, PE

2L, PE

2L, PE

100L, PE

이온교환장치  -Prefilter

 

 -펌프

 

 -Flow Meter

 -Ion Exchange Tower

 - Fraction Collector

 -사용된 수지 저장소

 -재생액저장소

 -발브시스템 

-3.0-40.0ml 용량 0.1-1.0㎛, 

 폴리에틸렌 (또는 그라스필터)

-3.0-40.0ml  용량

- 15L/min(2개)

-3.0-40.0ml  용량

-∅5x100cm(2개),∅2x40cm,

 ∅2x20cm

-10 ml(자동시스템)

-5L

-10L

Table 3.3.17. 토양제염 단위장치의 사양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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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①Sieving M/C ⑥Storage Tank ①Mixer ①시약 1,2 저장조

②Feeding 

Conveyor
⑦침강분리 Tank ②폐액분리 Tank ②순수 저장조

③Storage Hopper ⑧Buterfly Valve ③Buterfly Valve ③재생액 저장조

④Shutter Gate ⑨침강분리조 저장조 ④침강분리조 저장조 ④공급조

⑤Storage Tank ⑩Pump ⑤Slurry Pump ⑤시약 공급 펍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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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규모 토양제염장치의 토양입도분리장치, 토양세척장치, 토양폐액

재생장치의 설계도는 Fig. 3.3.15 - Fig. 3.3.17과 같다. 토양은 3그룹으

로 분리되고, 토양세척장치는 2개의 임펠로로 Scrubbing하며 위로주입된

토양은 바닥으로 배출된다. 토양폐액 재생장치는 강산성수지를 사용하여 

폐액내의 코발트와 세슘 및 중금속을 제거한다. 수 번 사용으로 포화된 

강산성수지는 펌프를 이용하여 장치로부터 제거한다.

Fig. 3.3.15 토양입도분리장치

Fig. 3.3.16 토양세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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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7. 토양폐액 재생장치

    

      (다) 실험실규모 토양제염장치 제작

  공정도 및 설계도에 근거하여  해외의 DOE, BNL, UKAEA(영), 

BMBF(독)등에서 제작한 장치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국내 여러 토양제염 

단위장치 전문업체의 도움을 얻어 Fig. 3.3.18 같이 실험실규모 토양제염

장치를 제작하였다.

    (3) 실험실규모장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작된 실험실규모 토양제염장치를 사용하여 몇 달간의 토양제염작업을 

수행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또한 실제규모 토양장치 설

계 및 제작시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실험실규모 장치 문제점

  1. 누수방지

  2. 침전조 (ㅏ 형 이음관사용 이온교환수지로 연결)

  3. 컴프레셔 공기 연결

  4. Scrubber(내부 물 위치 보이도록: 투명플라스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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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Conveyer 덮개(먼지방지)

  6. 진동이 약함

  7. 입도분리기 내의 분리된 토양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음

  8. 임펠러의 RPM이 작음(100에서 300으로)

  9. 임펠러 출구직경 확  필요 

    

      (나) 장치개선 방향

    - 0.063mm 이상 토양 : 3반복세척 중간에 Hydrocyclone 사용(미세분  

      진 찌꺼기 제거, 부유물질 제거)

    - 1.0mm 이상 토양 : 3반복세척 중간에 Vibratory Screen 사용(미세  

      분진 찌꺼기 제거, 부유물질 제거)

      (Hydrocyclone,Vibratory Screen, Spiral Classifier 차이점 분석)

    - Sodium iodide detector(측정시간 3초) 150만원

    - 침전조 규모 축소 방안: 응집제 종류 및 용량 결정, inclined       

      plates(경사판)사용(규모축소)

    - Hydrocyclone 사용시 Dewatering Screen 필요함

    - 0.063mm이하 토양은 동전기 방법으로 처리(폐액재생시 필요한 수  

        지량 과량임)

    - 컴프레셔를 이용하여 Sieve에 남은 토양입자 제거

    - 물로 입도분리 후  0.065mm이하 토양은 진공여과기로 건조

    - 토양에 해를 미치지 않는 제염제 개발 및 방출 토양농도 기준 조사

    - 임펠러의 RPM이 작음(100에서 300으로), 토양을 과다하게 넣으면  

       임펠러가 힘이 약해 정지함

    - 슬러지 운송을 위해 Centrifugal pump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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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rubber출구를 넓혀야함 (토양이 빠져나오지 못 함)

    - 최 제염효율 확보 가능한 가동변수 도출(예:RPM 가동시간 등)

    - 온도가 높으면 제염효율 좋아짐.

    라.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 단위 공정/설계도 개발

  복합제염실험 결과 및 실험실규모 장치로 토양제염작업 수행 시 발견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실증규모 크기로 다시 제작한 토양제염장치의 단위

공정도 및 설계도는 아래와 같다.

Fig.3.3.18 실험실규모 토양제염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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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9.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 공정도

       

    (1) 토양 입도분리장치  

  토양입도 분리장치의 크기를 지름 60cm인 원통형(Fig.3.3.20)으로 확

시켜 주었고, 좀더 강력한 Vibrator 모터를 사용하여 Vibration 기능을 강

화시켰으며, Sieve 망 사이에 낀 입자는 Cleaner ball로 Sieve망을 때려

주어 토양입자가 떨어지도록 함으로써 토양입자 분리 효율을 향상시켰다. 

또한, 토양운반장치(Fig.3.3.21)를 개발하여 분리된 토양입자는 방사선 계

측 장치를 통해 방사선량을 계측한 후 방사성오염농도가 높은 토양은 

Hopper에 넣어 Screw Feeder를 통해 자동적으로 Scrubber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젖은 토양 운반 시 토양에서 방출되는 폐수는 Chute를 

통해 침전조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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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3.20. 토양입도 분리장치 

                               

Fig.3.3.21. 토양 운반 장치.



- 348 -

    (2) 토양세척장치 공정 

  실험실규모 장치는 Scrubber내의 임펠러의 rpm이 작고, 단지 한번의 

Scrubbing만으로는 토양제염효율이 너무 작았다. 또한, Scrubber 출구 면

적이 너무 작아 Scrubbing 후 토양배출이 어려웠다. 그러므로 개선된 토

양세척장치는 Scrubber내의 임펠러의 rpm을 증가시켰고, 토양 중 세슘의 

제염효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Scrubbing을 연속 두 번 할 수 

있도록 Scrubber를 2 Set 제작했고 두 Scrubber 사이에는 Drum 

Screen을 설치하여 1차 제염폐액을 제거했고 Feeder를 설치하여 폐액이 

제거된 토양을 두 번째 Scrubber로 운반했다. 또한, Scrubber 내의 토양

이 원활히 유출되도록 Scrubber를 원통형으로 제작하였다. 한편, 

Hydrocyclone을 첨가하여 Scrubbing 후 토양입자와 미세분진을 분리시

켜 제염효율을 향상시켰다. 이때, Scrubber에서 방출되는 혼합용액을 

Hydrocyclone으로 바로 보내기에는 혼합용액내의 토양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혼합탱크를 설치하여 이 혼합용액에 옥살산용액을 좀더 주입한 뒤 

약 5분간 혼합하여 줌으로 토양질량  옥살산 부피비를 1:20으로 조절하

였다. 혼합탱크의 혼합용액은 Hydrocyclone으로 유입되어 토양과 용액으

로 분리되어 분리된 용액은 침전조로 보내진 후 미세분진을 제거한 후 이 

토양 제염폐액은 재생장치로 보내져 재생된다.

  

    (3) 급속 침전조 설계

  침전조의 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경사판

(Inclined plates) 사용 시 가능함으로 아래와 같이 경사판 침전조를 설계

하였다. 토양제염폐액은 침전조의 옆으로 유입되어 관을 따라 이동하여 

침전조 윗쪽에서 침전조로 투입되고 토양제염폐액은 주변 원통형 경사판

에서 토양잔류물이 제거된 후 침전조 위쪽에 위치한 유출구를 통해 유출

되고 재생을 위해 토양 제염폐액 처리장치로 이동하였다. 원통형 수직경

사판은 침전조 유지관리에 편리한 구조이다. 한편 토양잔류물은 수직 강

하하여 원추형 침전조 밑의 배출관으로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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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2. 토양 세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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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23. 경사판 침전조

    (4) 토양 방사선 계측시스템 개발

  토양세척 작업 수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방사선 계측 시스템을 개발 

및 제작하여 토양입도 분리 후 분리된 토양 중 방사선량이 큰 것에 해

서는 토양세척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토양 방사선 계측시스템의 구

성세트와 개략도는 아래와 같고 연속 방사능 계측 가능 소프트웨어 및 모

듈러를 개발하였다.

       - Radiation Surveymeter            1 set

       - Electronic module                1 set 

       - Pentium computer and software    1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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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계측 장치

Radiation Source

High Voltage Power Supply for Detector
BiasRadiation Detector

Shaping
Amplifier

SCA
(Single Channel

Analyser)

High Speed
Pulse Counter

Programmable
Timer

Control Computer with Control Software

Data and Module Setup

NIM bin and Power Supply

                   Fig.3.3.24. 토양방사선계측시스템

 

  마.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 제작, 시운전, 실증

   최종적으로 제작된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는 Fig.3.3.25와 같다.

    (1)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 제작

      (가) 실증규모 토양 입도분리장치 

        ① 호파 (Hopper) 및 운반설비 (Conveyor Belt)

     - 오염토양을 컨베이어 밸트에 공급할 수 있는 호파(Hopper)가 부착  

되어야 하며 오염토양을 입도분리설비로 자동 공급될 수 있는 컨  

베이어 밸트를 제작했다

     - 컨베이어 밸트는 별도로 오염계측설비를 이용하여 오염농도를 측  

       정할 수 있도록 여유가 있어야 한다.

     - 컨베이어 밸트는 수평형 벨트콘베어 형식이며, 길이가 짧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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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25. 제작된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

       에 저속으로 동작되도록 속도제어가 가능하도록 했다.

     - Frame 재질은 소형인 점을 감안하여 알루미늄 몰드를 이용 하    

        여 컴팩트하게 제작했다.

        ② 토양입도분리설비

     -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토양의 체분리에 사용되므로 본 장치의 구성  

       재료는 304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했다.

     - 본 장치로 투입된 토양을 1mm이상, 0.063～1mm, 0.063mm 이하

의 3개 입자크기로 구분하여 분리될 수 있도록 다단식 체분리 장

치를 제작했으며 경사를 주어 자동으로 입도별로 배출되도록 했다.  

     - 각각의 Sieve를 실린더에 의해 상․하 경사 조절이 되도록 제작하  

       였으며, Sieving시에는 수평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배출시에는 스  

       크린망을 경사로 하여 배출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망위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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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배출이 되지 않는 것은 Spray Nozzle에 의해 제거될 수 있도  

       록 Spray 장치를 장착했다.

     - Sieve 상부에는 Wet Mode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Water Spray 장치  

       를 장착했다.

     - 본체는 Vibrating시에 하부 프레임에 진동이 없도록 스프링 및 방  

       진베이스 위에 고정했다. 

     - 하부 사각콘 부분에는 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1/2‘’ 스테인레스  

       강(SUS304) 파이프 및 볼밸브를 장착 사용했다 

     - 진동 속도 조절 및 진동수 측정이 가능하도록 컨트롤 패널을 제작  

       했다.

        ③ 물/재생수 공급 펌프 및 분무설비

     - 폐액/미세토양 침강분리설비로부터 분리된 재생수를 토양입도분리  

       설비로 공급할 수 있는 펌프 및 스프레이노즐를 부착했다.

        ④ 폐액/미세토양 침강분리설비

     - 토양입도설비로부터 분리되어 배출되는 0.063mm 이하의 토양과 물  

       이 혼합된 토양폐액을 중력침전식으로 토양과 물을 침강분리할 수   

       있는 장치를 제작했다.

     - 침전물이 한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호파형식으로 제작했고 모여진  

       침전물을 배출할 수 있는 밸브시스템을 부착했다.

     - 상등수가 넘어갈 수 있는 배플을 설치했으며 상등수는 다시 물/재  

       생수 공급펌프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⑤ SPRAY NOZZLE

     - 압력 10㎏/㎠이상의 내구성을 가지며 분사각은 최소 60°이상이어  

       야 하며 분사 방향을 조정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나) 실증규모 토양세척장치 

        ① Scrubbing System



- 354 -

     - Sieve에서 분리된 오염토양을 세척액과 혼합시켜 오염물을 탈착  

     용해시키는 기계장치로서 기능품을 제외한 모든 구성품 및 재료는  

     스테인레스강(SUS304)을 사용한다.

     - 원형의 통 안에는 제품을 혼합할 수 있도록 2단으로 된 임펠러를  

    갖추어야 하고, 상부에는 임펠러 축을 회전시킬 수 있도록 기어장  

    치에 의한 모터를 부착하며, 임펠러의 회전속도는 300 rpm까지 가  

    능하다.

     - 상부 및 하부에는 제품의 투입. 배출이 될 수 있도록 HOPPER 또는  

    CHUTE를  각각 갖추어 원활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바닥부에는 배수 및 세척 작업 시 잔여 물질을 완전히 배출시킬   

       수 있도록 배수용 볼밸브를 부착한다.

     - 상부에는 제품 혼합 시에 제품이 외부로 튀지 않도록 커버를 씌   

       워야 하며, Sealing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패킹(Packing)을 사용한  

       다.

     - 회전속도 조절 및 회전수 측정이 가능하도록 컨트롤 패널을 제작  

       했다.  

        ② Feeder 

     - 1차 Scrubbing후 오염토양을 2차 Scrubbing 장치로 이송시키는 장  

       치이다.

     - 원형의 통 안에는 제품을 이송시킬 수 있는 Screw형의 날개를 갖  

       추어야 하고, 하부에는 Screw 축을 회전시킬 수 있도록 기어장치  

       에 의한 모터를 부착한다.

     - 제품의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부에는 HOPPER를 설치하며 상부에  

       는 배출을 위한 CHUTE를 각각 갖춘다.

     - 구동부의 구성품을 제외한 본체 등은 스텐레스강(SUS304)을 사용  

       한다.

     - Feeder는 인버터컨트롤패널을 이용하여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  

       록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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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SCRUBBER GLASS LIGHT 

     - SCRUBBER 내부를 육안 관찰이 가능하도록 LAMP를 설치하며 운전  

        시 자동 점등 되도록 시설한다.

        ④ DRUM SCREEN 

     - 최소 10ℓ/min의 처리 용량을 가지며 구성재료는 STS를 사용한다.   

      SCREEN의 가공부위는 흡집이 없도록 매끈하게 처리하여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게 하 며 최소직경(0.063mm)의 토양도 분리 할 수 있  

       는 간극으로 설치한다. 설치 바닥면은 방진 FRAME으로 설치하여   

       프로화일에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다) 토양투입 및 오염먼지 추출장치 제작

        ① DUCT HOOD & DUCT 

     - 오염된 토양의 분진을 포집하는 장치이므로 구성 재료는 STS로 제  

       작하되 오염물이 부착되지 않게 내부 표면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   

       게 가공한다.

        ② BAG FILTER

     - 최소 20㎥/min의 용량을 처리 할 수 있어야 하며 BAG에 포집된 분  

       진을 처리하기 용이하도록 하며 이동하기 쉽게 제작한다.

      (라) 실증규모 급속 침전조 제작 및 침전실험

  Soil Washing 방법을 사용하여 토양제염 시 오염토양을 약 10배부피의 

착화제를 넣고 여러 번 세척해야 90%이상의 제염효율을 얻을 수 있기 때

문에 많은 양의 토양세척폐액이 발생된다. 이 발생된 토양세척폐액의 부

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폐액을 재생시켜 사용해야한다. 이를 위해 

먼저 발생된 토양폐액으로부터 미소토양입자를 제거해야하므로 큰 규모의 

침전조가 필요하다. 

  침전조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토양폐액 내의 미소토양입자를 빠른 

시간 내에 침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에는 경사판침전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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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왔다. 그러나 경사판침전조는 경사판 윗면 위에 미소토양입자가 쌓

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 작업은 상당

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경사판 침전조의 작업 후 관리에 많은 문제

점이 발생하여 요즈음은 경사판침전조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하려는 급속침전조는 이와 같은 경사판침전조의 관리문제를 

해결해주며 침전속도도 높일 수 있다. 즉 침전조 내의 경사판을 수직으로 

만들고 토양폐액을 급속침전조 중앙으로 주입시켜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므로 침전속도를 높인다. 이때 미소토양입자는 수직판 양면에 쌓인다. 

침전작업 후 수직판 양면에 쌓인 미소토양입자는 위로부터 쉽게 물로 씻

어 내릴 수 있으므로 제거작업이 편리하여 작업후의 관리를 용이하게 만

들어 준다. 본 개발된 급속침전조는 방사성오염토양 뿐만 아니라 일반 오

염토양을 Soil Washing으로 복원할 때 발생하는 토양폐액 재생 시 사용

되는 침전조의규모를 축소시키고 사용 후 관리도 용이하므로 경제적인면

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구성 재질을 투명 아크릴로 제작하여 재부 침전 상황을 육안 관찰 가능

하도록 제작하며 하단에는 침전물 밸브 및 회수통을 설치했다.

     

Fig. 3.3.26. 일반침전조와 급속침전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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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일자 시료명 SS 농도 비고

2003-04-07
일반침전조 185 25 8 상등수

급속침전조 95 12 6 상등수

2003-04-07
일반침전조 950 2,480 4,870 침전조 바닥

급속침전조 2,660 4,650 8,230 침전조 바닥

        ① 침전실험

  급속침전조 1조와 일반침전조 1조를 같은 규격으로 제작 설치하여 동일 

반응･응집조에서 각각조로 동일하게 이송하여 2시간 후 침전상태를 점검

하여 상등수의 SS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MLSS 측정기(탁상용)를 이용하

여 침전조 바닥의 침전된 SS 농도를 각각 3회씩 측정하였다.

        ② 실험결과

                                                                     

     Table.3.3.18. 급속침전조 침전실험 결과(단위:mg/l).

        ③ 결론

  상기의 실험 Test결과 일반 침전조에 비교하여 급속침전조의 효율이 

1.5 ～ 2배 이상의 처리 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마) 토양방사선 계측 시스템 제작

        ① 개  요 

  NIM Module 형태의 ULS3020은 여러 개의 채널에 하여 고속의 펄

스를 다루는 실험에 적합한 NIM 규격의 2 Channel Counter/ Ratemeter이

다. ULS3020은 2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고 각 채널 입력 펄스가 Positive 

Pulse 및 Negative Pulse에 하여 각각 100MHz 이상의 Count가 가능하

며, Pulse의 분리 인식의 정확도가 10nsec이하의 정밀도를 가진다.(단 : 

Positive/Negative 변환 스위치는 ULS3020 내부에 각 채널에 하여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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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ULS3020은 2개의 Gate와 1개의 Master 

Gate를 가지고 있어서 외부에서 다른 장치를 연결하여 채널별 Timer 설

정뿐만 아니라, Count가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ULS3020은 Counter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Ratemeter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전면 패널에 부착

되어 있는 "Select"버튼을 이용하여 “RATE”를 선택한 후 사용자가 직접 

1초에 몇 개의 Pulse가 들어오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ULS3020은 채널 

확장이 가능하도록 여러 개의 모듈을 Daisychain 형태로 연결하고 하나의 

컴퓨터로 모든 기능의 제어 및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완전한 

실험 자동화가 가능하다.

        ② 회로 구성

  ULS3020은 2개의 채널에 각각의 펄스를 32bit Counter에서 Count를 

한 후에 Data Memory Bank에  저장하고 컴퓨터로 전송된다. Processor

에서 내부에 저장된 Program을 이용하여 PC와 결합하여 사용자가 직접 

ULS3020을 조작하지 않고 PC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손쉽

게 조작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ULS3020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가 입력한 시간동안 원하는 반복 횟수만큼 Count를 하는 Batch 

Count기능이다. Batch Count기능은 최  2000개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확장도 가능하다. 

CH1

CH2

Gate

Gate

32bit

Counter

32bit

Counter

Display

Processor

Data Memory Bank

PC
start
/stop

Dow
n

Up

RateTimeCoun
t

Sel

Fig.3.3.27.계측시스템 회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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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특징 및 사양

 <특징>

  ▶ NIM 규격의 2 Channel Counter/Ratemeter

  ▶ Positive Pulse 및 Negative Pulse Input(100MHz)

  ▶ Pulse의 분리 인식의 정확도가 10nsec이하

  ▶ 채널 확장이 가능하도록 모듈을 Daisychain 형태로 연결

 

 <사양>

  ▶ Count Rate : Positive/Negative Signal 100MHz 이상

  ▶ 입력신호 조건

     ∙ Positive Signal : NIM Standard Logic Level

     ∙ Negative Signal : NIM Standard Fast Logic Levels for 50Ω    

                             System

  ▶ 입력 임피던스

     ∙ Positive Signal : 800Ω 이상

     ∙ Negative Signal : 50Ω

  ▶ Interface

     ULS Modified RS-232C (RS-232C와 완전한 호환성 유지)

        ④ 컴퓨터와의 통신을 이용한 사용방법

  ULS3020은 컴퓨터의 RS-232단자와 ULS3020의 Master단자를 연결

하여 손쉽게 개인 PC에서 Control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Slave단

자는 추가되는 ULS 전 제품의 Master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

작되었다. Control 프로그램은 Windows용 널 모뎀 프로그램을 사용하거

나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널 모뎀 Setup시 전송속도

는 57600bps, no parity, 8bit, 1 stop bit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컴퓨터의 

RS-232 단자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다른 한쪽 끝에 ULS3020의 RS-232 

Master단자를 연결한다. 그런 후 Slave단자에 다른 RS-232 케이블의 한쪽 

끝을 연결하고, 다음 ULS3020의 Master단자에 나머지 끝을 연결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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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식으로 연결하면 여러 의 ULS3020을 연결하여 컴퓨터로 일괄 통제

할 수 있다. 

        ⑤ 명령어의 사용법

  ULS3020에 사용되는 명령어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ULS3020 하나(On-line Module)만에 적용되는 명령어이고, 다른 하나는 

ULS3020 여러 를 연결하여 사용할 때의 명령어로 나눌 수 있다. 

  두 Command의 차이점은 On-line Module에만 적용되는 Command는 

모든 명령이 끝나면 “OK"라는 문자를 보여준다.(단, Data를 수신하는 명

령에서는 “OK"문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 Module에 적용되는 

Command는 명령이 끝나도 “OK"라는 문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공통점은 

처음 상태에서 Enter를 치면 ULS3020의 ID를 보여준다. 이 ID는 전체 

Module일 때는 컴퓨터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ULS3000의 ID이고, 

On-line Module일 때는 On-line된 Module의 ID이다. 만약 사용자가 잘

못된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Window상이나 ULS3020에는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 우선 여러 의 ULS3020에서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Module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Module 각각의 고유 ID가 필요하다. 그 

ID는 제품 제작 시 고유로 설정된 값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단: ID는 제품의 뒷 패널 하단에 적혀있다) 그 고유의 ID를 사용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Module만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 방법은 Windows

용 널 모뎀에 한 Setting이 다 된 상태에서 널 모뎀을 실행시키면 컴퓨

터와 맨 처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ULS3020의 ID가 나타나게 된다. 이 상

태에서 ULSxxx(여기서 xxx는 Module각각의 고유 ID를 의미한다.)라는 

명령을 주면 사용자가 원하는 Module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각각의 채널에 한 시간 

  ULS3020이 다중으로 연결이 되면 모든 Module의 On-line에 불이 들

어온다. 이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명령들이다. 그러나 작업이 

완료되고 전체 Module에 Data가 받아져 있어도 그 Data를 받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Module만을 선택해야 한다. RS-232단자는 1:1통신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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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xxx”명령을 이용하여 하나의 Module을 선택한 후 Data를 받는 명

령(DX, DD, BX, BD)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체 명령을 이용하여 

모든 Module을 작동하고 있다고 하여도 언제든 사용자가 원하는 Module

만을 선택하여 Control 할 수 있다. 

        ⑦ 입력 Mode의 설정

     - ULS3020은 출하 시에 Positive Logic Pulse mode로 됨.

     - NIM Negative Pulse 입력을 위해서는 측면 판을 열고 해당 채널의  

       DIP 스위치로 설정한다.

     - 각각의 신호 조건은 NIM 표준 규격에 따른다. 참고로 아래에 NIM  

       표준 규격을 적어둔다(표1 참조).표1 NIM Standard Logic Levels

     - (Fast Logic System의 전압 Level은 50Ω Load에 하여 환산한 것  

       임)

Output 

(Must Deliver)

Input

(Must Respond to)

Positive Logic Level
Logic 1 +4V to +12V +3V to +12V

Logic 0 +1V to -2V +1.5V to -2V

Fast Logic Levels for 

50ohm System

Logic 1

-14mA to -18mA -12mA to -36mA

-0.7V to -0.9V

@50ohm load

-0.6V to -1.8V

@50ohm load

Logic 0

-1mA to +1mA -4mA to +20mA

-0.05V to +0.05V

@50ohm load

-0.2V to +1V

@50ohm load

Table 3.3.19. NIM Standard Logic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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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 시운전 및 성능 실험

  제작된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에 한 실제방사능 오염토양에 의한 실

증실험에 앞서 오염되지 않은 TRIGA 토양을 사용하여 토양제염장치의 시

운전을 통해 각 단위장치의 성능과 소요시간을 측정했다. 

  TRIGA 실험용 원자로 주변 비오염 지역에서 채취한 토양시료 8 kg을 

사용하여 제작된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에 한 시운전을 시행했다. 아래

표와 같이 총 토양제염시간은 9시간20분 소요되었으며 각 단위장치의 성

능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토양을 투입할 때 먼지가 발생하여 

약간의 물을 섞은 후 토양을 투입했고 1차 Scrubbing한 토양을 2차 

Scrubbing 하기 전 혼합토양내의 액체를 제거하기 위해 Drum Screen에

서 토양폐액을 배수 시킬 때 상당량의 미소입자토양이 폐액과 함께 제거

되어 토양제염 후 폐기물발생량이 증가되므로 토양미소입자가 유출되지 

않게 Drum Screen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가) 토양투입 및 먼지추출장치

  TRIGA 비오염 토양을 토양투입장치에 투입되면 에서 나뭇가지나 돌멩

이와 같은 큰 입자를 제거하고 컨베이어 밸트를 통해 입도분리장치로 이

동되며 이때 8kg 토양의 처리소요시간은 약 10분이다. 토양을 토양투입장

치에 부어넣을 때 먼지가 발생하므로 약산의 물을 뿌려주어 먼지발생을 

억제했다. 부착된 먼지추출장치는 백필터를 통해 효과적으로 발생된 먼지

를 제거했다. 

      (나) 토양입도분리장치

  개선된 입도분리장치는 Cleaner Ball이 Vibration 시 Sieve를 때려주어 

입도분리의 효과를 높여주며 8kg 토양의 소요시간은 약 20분이다. 그러나 

부분 TRIGA 토양은 함수비가 높기 때문에 물의 Spray가 필요하다. 

0.063mm이하의 미소토양은 토양폐액과 함께 급속침전조로 보내진다. 분

리된 0,063-1.0mm와 1.0mm이상의 토양입자들은 각각의 Separate 

Hopper로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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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토양이송장치

  Separate Hopper에 모인 2kg의 토양은 이송장치인 Screw Feeder에 

의해 1차 Scrubber로 보내지며 이때의 소요시간은 약 10분이다. 이때 토

양은 Screw Feeder에 가득 채워진 후 Scrubber에 도달한다.

      (라) 1차 Scrubber

  1차 Scrubber로 이송된 토양은 0.5M 옥살산용액으로 약 4시간 동안 

Scrubbing되며, 제염효율을 높이기 위해 임펠러 RPM은 약 300이다. 또

한 Scrubber내부에 설치된 Glass Lights로 인해 Scrubbing 기간 중 내

부의 작업과정이 잘 관찰되었다.

      (마) 드럼 스크린

  1차 Scrubber에서 옥살산용액과 혼합된 토양을 2차 Scrubber로 보내

기 전 옥살산을 제거하기 위해 드럼스크린을 사용했으며 소요시간은 10분

이다. 그러나 토양으로부터 토양폐액을 배수 시킬 때 상당량의 미소입자

토양이 폐액과 함께 제거되어 토양제염 후 폐기물발생량이 증가되므로 토

양미소입자가 유출되지 않게 Drum Screen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바) 2차 Scrubber

  2차 Scrubber로 이송된 토양은 0.5M 옥살산용액으로 약 4시간 동안 

Scrubbing되며, 제염효율을 높이기 위해 임펠러 RPM은 약 300이다. 또

한 Scrubber내부에 설치된 Glass Lights로 인해 Scrubbing 기간 중 내

부의 작업과정이 잘 관찰되었다. Hydrocycle에서 토양혼합용액으로부터 

토양분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2차 Scrubber의 부피는 50L로 하였다.

      (사) Hydrocycle

  토양혼합용액으로부터 토양을 짧은 시간에 분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

도록 Hydrocycle을 사용했고 소요시간은 30분이다. 그러나 토양폐액과 

함께 약간의 미소토양이 유출되었다.

  



- 364 -

토양투입장치 입도분리장치 토양이송장치 1차Scrubber 드럼스크린 2차Scrubber Hydrocyolone 총제염시간

1 0 분 2 0 분 1 0 분 4 시 간 1 0 분 4 시 간 3 0 분 9 시 간 2 0 분

Table 3.3.20. 실증규모장치 각단위 장치별 처리시간.

(토양2kg기준)

    (3) 토양제염장치 제염기술 실증

      (가) TRIGA 방사능 오염토양 상 토양제염효율 분석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성폐기물저장고에 보관중인 방사성오염 토양 중 

드럼표면선량이 0.05mR/h 이상(GHW), 0.02-0.05mR/h(GMW), 

0.02mR/h이하(GLW) 인 드럼 하나씩을 선정하여 각 드럼내의 토양을 약 

8kg 파내어 앞의 시운전과 비슷한 과정으로 제작된 실증규모 토양제염장

치에 한 실증실험을 수행하고 실험 전과정에 걸쳐 약 20g의 토양을 채

취하여 MCA로 방사능 농도를 계측함으로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의 방사

능핵종 제거효율을 검증했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1.0mm이상의 

입도를 가진 오염토양은 제거효율이 70%를 약간 넘었고 0.063-1.0mm 

입도 토양의 제거효율은 70%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약 

70%로 목표치인  총 오염토양부피의 90%를 자체처분 가능한 잔류방사능

농도로 제염 가능케 했다. 전년도에 드럼표면선량이 0.05mR/h 이상

(GHW)인 드럼 내의 토양을 배치 실험한 결과와 금년에 제작한 실증규모 

Soil Washing 장치로  실증 실험한 결과는 Fig.3.3.28.과 같이 서로 비슷

한 제염효율을 나타내지만 실증실험장치에 의한 제염효율이 약간 낮게 나

타났으며 Silt질 토양보다는 Sand질 토양의 제염효율이 높게 나타났다.  

        ① 장치 투입 전 오염토양 방사능농도

  채취한 TRIGA 방사능오염토양 20g 샘플링한 후 MCA로 137Cs과 60Co

농도를 측정했다. GHW는 5034,848(Bq/kg)이고, GMW는 

423,184(Bq/kg)이고, GLW는 117,58(Bq/k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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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8.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 Cs, Co에 한  실증실험 결과.

        ② 모래질토양( > 0.1mm)의 방사능농도

  채취한 TRIGA 방사능오염토양을 입도분리장치에서 입도 분리한 후 

Separate Hopper에 모인 모래질토양을 20g 샘플링한 후 MCA로 137Cs과 

60Co농도를 측정했다. GHW는 647, 164(Bq/kg)이고, GMW는 54, 

37(Bq/kg)이고, GLW는 16, 10(Bq/kg)이었다. 

        ③ 실트질토양(0.063-0.1mm)의 방사능농도

  채취한 TRIGA 방사능오염토양을 입도분리장치에서 입도분리한 후 

Separate Hopper에 모인 실트질토양의  137Cs과 60Co농도를 측정했다. 

GHW는 4368, 638(Bq/kg)이고, GMW는 369, 138(Bq/kg)이고, GLW는 

98, 44(Bq/k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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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점토질토양(<0.063 mm)의 방사능농도

  채취한 TRIGA 방사능오염토양을 입도분리장치에서 입도분리한 후 입도

분리장치에서 배출된 실트질토양의 137Cs과 60Co농도를 측정했다. GHW는 

13684, 2698(Bq/kg)이고, GMW는 1172, 603(Bq/kg)이고, GLW는 334, 

193(Bq/kg)이었다. 

        ⑤ 1차 Scrubber 후 방사능농도

  1차 Scrubber에서 0.5M 옥살산용액으로 약 4시간 동안 Scrubbing한 

후 배출된 토양의 137Cs과 60Co농도를 측정하여 1차 Scrubber에 의한 제

염효율을 산정했다. GHW 중 모래질토양은 51, 78(%)이고, 실트질토양은 

44, 74(%)이다. GMW 중 모래질토양은 52, 79(%)이고, 실트질토양은 45, 

75(%)이다. GLW 중 점토질토양은 52, 80(%)이고, 실트질토양은 44, 

76(%)이다.

        ⑥ 2차 Scrubber 후 방사능농도

  2차 Scrubber에서 0.5M 옥살산용액으로 약 4시간 동안 Scrubbing한 

후 배출된 토양의 137Cs과 60Co농도를 측정하여 2차 Scrubber에 의한 제

염효율을 산정했다. GHW 중 모래질토양은 72, 96(%)이고, 실트질토양은 

69, 94(%)이다. GMW 중 모래질토양은 74, 79(%)이고, 실트질토양은 71, 

95(%)이다. GLW 중 점토질토양은 73, 97(%)이고, 실트질토양은 71, 

96(%)이다.

        ⑦ Hydrocyclone 통과 후 방사능농도

  Hydrocyclone 통과 후 최종적으로 배출된 토양의 137Cs과 60Co농도를 

측정하여 최종 방사능오염토양의 제염효율을 산정했다. GHW 중 모래질토

양은 71, 95(%)이고, 실트질토양은 68, 93(%)이다. GMW 중 모래질토양

은 73, 95(%)이고, 실트질토양은 67, 93(%)이다. GLW 중 점토질토양은 

73, 96(%)이고, 실트질토양은 69, 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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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전토양,1 Sand,2 Silt,3 Clay,4 1Scrubber,5 2Scrubber,6 제염토양,7

G

H

W

7%

모래(28%) 5034,848 647,164 - - 51,78(%) 72,96(%) 71,95(%)

실트(61%) 5034,848 - 4368,638 - 44,74(%) 69,94(%) 68,93(%)

점토(11%) 5034,848 - - 13684,2698 - - -

G

M

W

60%

모래(48%) 423,184 54,37 - - 52,79(%) 74,96(%) 73,95%)

실트(47%) 423,184 - 369,138 - 45,75(%) 71,95(%) 67,93(%)

점토 (5%) 423,184 - 1172,603 - - -

G

L

W

33%

모래(52%) 117,58 16.10 - - 52,80(%) 73,97(%) 73,96(%)

실트(43%) 117,58 - 98,44 44,76%) 71,96%) 69,94(%)

점토 (5%) 117,58 - - 334,193 - - -

  Table 3.3.21. Radiological Mass Balance 분석.

                  Cs,Co농도:Bq/kg                      

Cs,Co제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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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토양제염 기술 Mass Balance 및 경제성 분석

    (1) 토양제염 Mass Balance 분석

      (가) 물리적 토양제염 공정도 및 물질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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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29. 물리적 토양제염 공정도 및 물질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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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학적 토양제염 공정도 및 물질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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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0. 화학적 토양제염 공정도 및 물질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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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양제염 기술 경제성 및 상용규모 사업 적용성 분석

  앞에서 개발된 실증규모 제염장치를 사용하여 원자력연구소 방사성폐기

물저장고에 보관중인 4500 토양드럼 중 제염 가능한 3000드럼 토양폐기

물을 상으로 제염을 수행했을 경우의 소요비용을 추정하여 제염하지 않

고 장차 건설될 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 운송하여 처분했을 경우와 비교

결과 약 70억원의 비용감소의 효과를 나타냈다.

      (가)  자체처분 가능수량 산정

  자체처분 가능한 토양폐기물 드럼 수는 약 2800 드럼이며, 1일 토양제

염 드럼 수는 약 3드럼이다.

  - 제염 전 토양폐기물 : 방사성폐기물 3000드럼

  - 제염 후 토양폐기물 : 방사성폐기물                                

    280드럼(200/미처리토양+80/제염폐기물=280) 

  - 1일 제염드럼 수 : 약 3 드럼/일(제염기간 3.5년, 1000일)

   . 방사능계측 후 자체처분 : 990 드럼/ 1,000 일 = 1드럼/일   

   . 체 분리 후 자체처분 : 900 드럼/ 1,000일 = 0.9 드럼/일

   . 체 분리 및 Soil washing : 900 드럼 / 1,000일 = 0.9 드럼/일

     

      (나) 사업 비용 산정

  토양폐기물을 제염하여 자체처분하기 위해 필요한 총 예산은 약 

1,100,000,000이다. 즉, 장치비는 약 500,000,000 원이며, 운영비는 약 

600,000,000 원이고, 소요인력은 약 2인 (4년간)이다.

        ① 토양제염 비용 : 1,100,000,000 원(370,000원 드럼)

    - 토양제염 장치 제작비 : 500,000,000 원

    - 인건비(2인, 4년) : 25,000,000원/인년 x 2인/년 x                

      4년 = 200,000,000 원

    - 전기 및 수도료 : 10,000,000 원

    - 제염폐액처리(수지)비 : 2,000원/Lx200 L/드럼 x                 

       93드럼 = 37,200,000 원

    - 제염제(옥살산기준) : 1,400 원/L x 20 L/드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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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드럼 = 26,124,000 원

    - 자체처분장 건설 및 자체처분비 : 120,000,000 원

    - 인 허가비 : 100,000,000원

    - Contingency : 106,676,000원

        ② 토양제염에 의한 처분비용 절감 : 7,060,000,000원           

                                                     (3,000드럼기준)

     (방안 1) 제염하지 않는 경우 : 3,000 드럼 x 3,000,000 원/드럼    

                                 = 9,000,000,000원

     (방안 2) 제염을 하는 경우 : 1,100,000,000원+ 280드럼 x        

                                 3,000,000원/드럼 = 1,940,000,000원

                                             ⇒ 650,000원/드럼

        ③ 토양제염 비용 추정 근거 

     ㄱ. 1일 제염드럼 수 : 약 3 드럼/일(제염기간 3.5년, 1000일)

       - 방사능계측 후 자체처분 : 990 드럼/ 1,000 일 = 1드럼/일   

       - 체 분리 후 자체처분 : 873 드럼/ 1,000일 = 0.9 드럼/일

       - 체 분리 및 Soil washing : 933드럼 /1,000일=0.9드럼/일

     ㄴ. 제염 전 토양폐기물 : 방사성폐기물 (3000드럼)

     ㄷ. 제염 후  폐기물량 : 방사성폐기물                             

          (200/토양+80/제염폐기물=280), 자체처분(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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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장 비 명 공사 예상 금액 비고

1  토양투입장치 및 이송콘베이어 ₩60,000,000

2  분진 집진 설비 ( BAG FILTER) ₩30,000,000

3  토양 선별 장치 ₩15,000,000

4  SEPARATE HOPPER ₩6,000,000*2대= ₩12,000,000

5  1차 SCREW FEEDER(2대) ₩15,000,000*2대= ₩30,000,000

6  1차 SCRUBBER (1000L, 2대) ₩8,000,000*2대= ₩16,000,000

7  2차 SCREW FEEDER ₩15,000,000

8  DRUM SCREEN ₩8,000,000

9  2차 SCRUBBER (2000L, 1대) ₩14,000,000

10  CYCLONE  ₩20,000,000

11  토양 자동 배출장치  ₩5,000,000

12  급속 침전조 ₩20,000,000*2대= ₩40,000,000

13  폐액 처리 장치  ₩30,000,000

14  제염용액 교반 및 투입 장치 ₩15,000,000

15  후레임 및 장비 사용료  ₩10,000,000

16  배관공사  ₩30,000,000

17  UNIT 배치 및 설치 공사 ₩15,000,000

18  SAND PUMP (4대) ₩2.500.000*4대= ₩10,000,000

19  CHEMICAL PUMP (4대) ₩1,500,000*4대= ₩6,000,000

20  VOLUTE PUMP (3대) ₩2,000,000*3대= ₩6,000,000

21  방사선 계측기 ₩12,000,000

22  전기공사 (PLC) ₩40,000,000

23  시운전 및 설비 관리비 ₩15,000,000

                                                     계         ₩454,000,000

                   합계  ₩454,000,000 + ₩45,400,000(부가세) = ₩499,400,000

Table 3.3.22. 토양 제염 장치 장비 목록 및 공사 예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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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결과요약

   (1) 실험실 규모 토양폐기물 제염 공정장치 개발

     (가) 토양폐기물의 방사능오염 특성 및 제염제 용출특성 파악하였다.

         - 토양폐기물 종류별 방사능 분포특성 조사 분석하였다.

         - 토양폐기물의 화학제염시 용출되는 화학물질(Fe.Mn.Al,Si 등) 

분석으로 제염제, 폐액재생 수지 소요량 산정자료 확보하였다.

     (나) 토양폐기물 감용목표(90%) 달성 가능성 제시하였다.

         - 토양폐기물 오염도와 실험실적 제염성능을 근거로 90%이상 

감용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다) 독창적 실험실규모 토양제염공정 시험장치의 설계 및 제작하였다.

         - 물리적 토양 입도분리 시험 공정장치 모듈을 설계 제작하였다.   

        - 화학적 토양제염 시험 공정장치 모듈 설계 제작하였다.

         - 제염폐액 재생 시험 공정장치 모듈 설계제작 하였다. 

 

   (2) 실험실규모 토양제염 장치를 이용한 복합 제염공정 시험/평가, 토

양제염 공정 성능 개선 및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 공정도/설계도 

작성 

     (가) 원(연) 오염토양폐기물을 사용한 토양제염장치 개발하였다.

         - 토양 특성에 적합하게 입도분리장치 및 Scrubber 구조를 개

선하였다.  

         - Hydrocyclone을 부착하고 토양을 반복 Scrubbing 함으로써 

제염효율을 증진하였다.

         - 급속침전조을 개발하여 침전조규모를 축소시키고 토양 방사선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단시간 내에 토양오염농도를 예측했다.

         - 오염토양의 입도분리장치 운송 자동화하였다.

         - 오염 분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토양투입장치를 개선했다.

     (나)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 공정 및 장치설계 기술을 개발하였다.

         - 복합공정실험 결과를 토 로 토양특성에 적합한 공정도를 개

발하였다.

         - 실증규모 토양투입장치, 토양입도분리장치, 토양운반장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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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세척장치, 방사선계측장치, 토양제염폐액처리장치 등의 설계

도를 작성했다.

     (다) 최적 제염제와 제염조건 선정 및 토양폐액처리공정을 개발하였다.

         - DOE, EPA, BNL, UKAEA(영), BMBF(독) 등에서 사용한 제염제 

시험평가 및TRIGA 토양오염특성에 적합한 제염제를 개발 하였다.

         - 제염조건(제염시간, 제염용액혼합비, 농도, 반복 Scrubbing 횟

수 등)을 선정하였다.

         - 이온교환수지를 통해 재생된 토양제염폐액의 제염효율 검증하

였다. 

         - 미소오염토양(입경 0.063mm 이하)을 동전기방법에 의한 제염 

시 약 6일 경과 후 코발트와 세슘 모두 90%이상 제거되었다.

     (라) 토양 제염제 재생 및 제염폐액 정화 성능을 입증하였다. 

         - 제염, 제염제 재생 및 폐액 정화 실험을 통한 제염 성능을 입

증하였다. 

         - 토양 제염제 재생 및 제염폐액 정화 장치를 설계하였다. 

         

   (3)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 제작 

      ․작성된 실증규모토양제염장치 공정도와 단위장치 설계도에 준하여

(주)유니텍과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를 제작했다.  

      ․Cleaner Ball을 사용하여 효율을 개선한 토양입도분리장치를 제작

했다.

      ․두 번의 Scrubbing이 가능하고, 드럼스크린이 부착된 토양 세척장

치를 제작했다. 

      ․먼지추출장치가 부착된 실증규모 토양투입장치 제작했다.

      ․기존 침전조 보다 침전속도가 약 2배 증가한 실증규모 급속침전조

를 제작했다.

      ․토양 혼합용액으로부터 토양을 단시간 내에 분리 가능한 

Hydrocclone을 제작했다.

      ․기존 MCA 보다 빠른시간 내에 토양내의 방사능농도를 계측할 수

있는 토양방사선 계측 시스템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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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 성능 실험 

      ․제작된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로 오염되지 않은 TRIGA 토양에 한 

시운전을 통해 각 단위장치의 성능과 소요시간을 측정한 결과 총 

토양제염시간은 9시간20분 소요되었으며 각 단위장치의 성능은 

적절하다. 

      ․토양을 투입할 때 먼지가 발생하여 약간의 물을 섞은 후 토양을 투

입했고, 1차 Scrubbing한 토양을 2차 Scrubbing 하기 전 혼합토

양내의 액체를 제거하기 위해 Drum Screen에서 토양폐액을 배

수 시킬 때 상당량의 미소입자토양이 폐액과 함께 제거되어 토양

제염 후 폐기물발생량이 증가되므로  토양미소입자가 유출되지 

않게 Drum Screen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5) 토양제염장치 제염기술 실증

      ․원(연) 방사성폐기물저장고에 보관된 오염토양 중 드럼표면선량이 

0.05mR/h 이상(GHW), 0.02-0.05mR/h(GMW), 0.02mR/h이하

(GLW) 인 드럼 하나씩을 선정하여 각 드럼내의 토양을 약 8kg 채

취하여 제작된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에 의한 실증실험을 수행했다.

      ․실험 전과정에 걸쳐 약 20g의 토양을 채취하여 MCA로 방사능 농도를 

계측함으로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의 방사능핵종 제거효율을 검

증했다.

      ․1.0mm이상의 입도를 가진 오염토양은 세슘 제거효율이 70%를 약

간 넘었고  0.063-1.0mm 입도 토양의 제거효율은 70%에 약간 

못 미치어 평균 약 70%이었고, 코발트 제거효율은 약 95%로 목

표치인  총 오염토양부피의 90%를 자체처분 가능한 잔류방사능

농도로의 제염 가능케 했다.

3. 토양 제염제 재생 및 제염폐액 정화공정 개발

  가. 서언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을 제염한 후 발생된 폐액에 해 농축시킨 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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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거나, 비 방사성 폐기물화 후 저장, 혹은 무제한 방출 조건까지 완전 

정화 후 방출하는 세 종류의 방안이 있다. 환경에 방출하기 위해서는 폐

액 내에 존재하는 방사능과 금속이온, 무기 음이온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잔존하는 유기물도 환경방출 기준에 맞추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2001년 9월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국내 환경관련 법률 중 수질환경

보존법은 1990년 8월 제정되어 1999년 2월 법률 제 5914호로 개정된 

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

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호소(湖沼) 등 공공 수역의 수질을 적정하

게 관리 및 보존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수질 환경보전법의 시행령으로 1999년 8월 개

정된 통령령 제 16507호의 시행령이 있다. 이 시행령은 수질환경 보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이 시행령에 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1999년 12월 6일 

환경부령 제 87호로 개정되었다. 이 시행규칙의 목적은 수질환경보전법 

및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내의 방사성폐기물 관련 처분 기준에서는 단 

반감기 방사성핵종에 해 일정기간 보관하여 비 방사성폐기물화한 후 자

체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장 반감기 방사성 핵종에 해서는 

현재 자체처분을 위한 법규를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국

내 연구용 원자로의 해체 시 발생되는 Υ- 방사성 핵종에 해 0.4 Bq/g

의 자체 처분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토양 제염에 의해 발생 가능한 물질은 세슘 및 코발트와 같은 방사성 

핵종과 철,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슘등과 같은 금속성분 및 citric acid, 

oxalic acid 등과 같은 유기화합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중 방사성 

핵종과 금속 성분은 용액을 방출하기 전에 완전히 제거시키므로 citric 

acid를 방출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 별표(표 3.3.23 및 

3.3.24)에 따르면 citric acid와 oxalic acid은 유기물로 수질오염물

질에 포함되지만 특정 수질 유해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질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제 8조에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표 3.3.2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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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고 있는데 배출수의 허용기준은 하루 배출량 2000 m3 이하, 청정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화학적 산소 요구량 

50 mg/l 이하, 부유물질량 40 mg/l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배출수의 허용 

수소이온 농도(pH) 는 청정지역, 가 지역, 나 지역 모두에 해 5.8 - 

8.6의 범위이다. 

 Table 3.3.23. 수질 오염 물질 (제 2 조 관련).

1. 구리(동) 및 그 화합물

2. 납(연) 및 그 화합물

3. 니켈 및 그 화합물

4. 장균군

5. 망간 및 그 화합물

6. 바륨화합물

7. 부유물질

8. 브롬화합물

9. 비소 및 그 화합물

10. 산 및 알칼리류

11. 색소

12. 세제류

13. 셀레늄 및 그 화합물

14. 수은 및 그 화합물

15. 시안화물

16. 아연 및 그 화합물

17. 염소화합물

18. 유기물질

19. 유기용제류

20. 유류(동․식물성 포함)

21. 인화합물

22. 주석 및 그 화합물

23. 질소화합물

24. 철 및 그 화합물

25.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6. 크롬 및 그 화합물

27. 플루오르(불소)화합물

28. 페놀류

29. 황 및 그 화합물

Table 3.3.24. 특정수질유해물질(제 3 조 관련).

 1. 구리(동) 및 그 화합물

 2. 납(연) 및 그 화합물

 3. 비소 및 그 화합물

 4. 수은 및 그 화합물

 5. 시안화물

 6. 유기인화합물

 7. 6가크롬화합물

 8. 카드뮴 및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페놀류

 12.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13. 셀레늄 및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1-디클로로에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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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3.25.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 8 조 관련).

      

상규모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미만

 항    목
지 역 구 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ℓ)

화  학  적

산소요구량
(㎎/ℓ)

부  유

물질량
(㎎/ℓ)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ℓ)

화  학  적

산소요구량
(㎎/ℓ)

부  유

물질량
(㎎/ℓ)

청
정
지
역

환경기준(수질)Ⅰ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

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0이하 40이하 30이하 40이하 50이하 40이하

가

지

역

환경기준(수질)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

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60이하 70이하 60이하 80이하 90이하 80이하

나

지

역

환경기준(수질)Ⅲ, Ⅳ, Ⅴ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

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80이하 90이하 80이하 120이하 130이하 120이하

특

례
지
역

환경부장관이 공단폐수종말처

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하는 농공단지

30이하 40이하 30이하 30이하 40이하 30이하

  제염에 적용되는 유기산 제염제 citric acid 농도가 0.01 ～ 0.05 M 인

데 이는 1900 ～ 10000 ppm 범위이며 oxalic acid의 농도는 0.5 M이므

로 45,000 ppm 이다. 이들은 흡착제에 흡착시키거나 산화시킴에 의해 폐

수로부터 제거가 가능하다. 

  상기의 사항들을 고려할 때 제염에 의해 발생되는 제염 폐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한번 사용한 제염제를 재생하여 계속 사용하는 방안이 바

람직하다. 그리고 제염 중에 토양에 존재하는 금속성분들이 용해되어 폐

액에 방사성 핵종과 함께 존재하는데 이들 중 주요 금속종인 철 성분의 

용해 거동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염 폐액 중에 존재하는 방사

성 핵종만 제거한다면 2차 방사성폐기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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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토양 제염 

  제염제의 재생성 및 제염폐액 정화를 위한 모의제염 폐액 제조와 제염

제의 토양 제염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1) 모의 오염토양의 실험 절차

  모의 오염토양을 사용한 제염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다음의 

절차로 수행되었다. 

      (가) 서울 TRIGA 연구로 인근 지역의 상부 40 cm 토양을 채취하

여 음지에서 건조.

      (나) 2mm 채를 사용하여 30분 동안 sieving. 

      (다) 1 M sodium acetate 용액을 사용하여 표면의 carbonate 기

를 제거한 후 30 % H2O2 용액을 사용하여 토양에 존재하는 유기물 제거. 

      (라) XRD를 사용한 토양의 철 성분 구조 분석(그림 3.3.31), XRF

에 의한 금속 성분 분석.

      (마) 100 g 토양을 0.01 M CsCl 용액 250 ml로 pH 5.4, 25 ℃에

서 48시간 동안 접촉시켜 Cs 이온으로 오염.

      (바) 10 g 의 토양을 250 ml 의 후보 제염용액((BaCl2, CaCl2, 

NH4NO3, NaOH, water, citric acid, oxalic acid, HCl  and citric acid + 

HNO3)들과 각각 3시간 동안 water shaking bath 에 접촉. 

      (사) 10 ml 의 시료를 채취한 후 4000 rpm 의 원심분리기로 10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0.2 µm Whatman filter를 통과시켜 미세 토양을 제거

한 후 Perkin Elmer사 AAS를 사용하여 폐액 중 Cs 이온 분석.

      (아) (바)의 용액을 총 24시간 동안 접촉한 후 수용액 중의  Cs, Fe, Al, 

Mg, Ca, Co (사)의 조건에서 여과한 후 Perkin Elmer사 AAS를 사용하여 

분석.   

 



- 380 -

35 40 45 50 55

E
E

E D

D

 

 

C

B

B

A
AA

A

A : FeOOH
B : Fe2O3 (Hematite)
C : FeO (Wustite)
D : Fe3O4 (Magnetite)
E : Al2O3

In
te

ns
ity

2-Theta-scale

Fig. 3.3.31. X-ray diffraction pattern of soil.  

    (2) 방사성 폐기물 토양의 실험 절차

  연구소 내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 토양을 사용한 제염 성능 실험을 수

행하였다. 1988년 서울로부터 토양 이송 시 드럼의 표면접촉 선량률은 크

게 0.5 mR/hr 이상, 0.2 - 0.5 mR/hr 및 0.2 mR/hr 이하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0.5 mR/hr 이상의 토양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가) 소내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 토양 중 0.5 mR/hr 이상 토양

을 채취하여 음지에서 건조.

      (나) 2mm. 0.063- 1mm, 1- 2mm 채를 사용하여 30분 동안 sieving. 

      (다) 1 M sodium acetate 용액을 사용하여 표면의 carbonate 기

를 제거한 후 30 % H2O2 용액을 사용하여 토양에 존재하는 유기물 제거. 

      (라) 토양 25g을 채취하여 표준 용기에 넣은 후 MCA 사용하여 토

양의 방사성 핵종 분석(100,000 초). 

      (마) 25 g 토양을 EDTA 용액, citric acid 용액 및 oxalic acid 용

액을 제염제로 하여 4시간 동안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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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여액을 제거한 후 표준 용기에 넣어 MCA 사용하여 토양의 방

사성 핵종 분석(100,000 초). 

      (사) 25 g 토양을 EDTA 용액, citric acid 용액 및 oxalic acid 용

액을 제염제로 하여 3시간 동안 2차 접촉.

      (아) 여액을 제거한 후 표준 용기에 넣어 MCA 사용하여 토양의 방

사성 핵종 분석(100,000 초). 

      (자) 25 g 토양을 EDTA 용액, citric acid 용액 및 oxalic acid 용

액을 제염제로 하여 3시간 동안 3차 접촉.

      (차) 여액을 제거한 후 표준 용기에 넣어 MCA 사용하여 토양의 방

사성 핵종 분석(100,000 초). 

  연구 초기 채취된 토양에서는 방사성 코발트가 주요 핵종으로 관찰되었

는데 이후 채취된 토양 중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방사성 세슘이 주요 

핵종으로 관찰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두 부류 토양에 한 방사성 핵종 

분석 결과를 표 3.3.26 및 3.3.27에 수록하였다.     

Table 3.3.26. Co-60가 우세하게 존재하는 토양의 제염 전 방사능.

Diameter, mm Radionuclide Radioactivity, Bq/Kg

0.25 >

Cs-134, 137 139.6 ± 6.2 

Co-60 1159.5 ± 7.8 

Cr-51 < 6.2 

Fe-59 < 4.7

I-131 < 1.3

K-40 1272.6 ± 78.4 

0.25 ～ 2.0

Cs-134,137 60.3 ± 1.5 

Co-60 386.8 ± 4.7 

Cr-51 < 5.2

Fe-59 < 3.1

I-131 < 0.3

K-40 1314.0 ±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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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7. Cs-134,137이 우세하게 존재하는 토양의 제염 전 방사능. 

Diameter, mm Radionuclide Radioactivity, Bq/Kg

0.063 ～ 1.0

Cs-134, 137 3069.1 ± 2.7 

Co-60 920.6 ± 5.5 

Cr-51 < 7.3 

Fe-59 < 6.2

I-131 < 2.3

K-40 1623.1 ± 77.6 

1.0 ～ 2.0

Cs-134,137 1321.4 ± 3.9 

Co-60 631.5 ± 7.1 

Cr-51 < 4.3

Fe-59 < 5.5

I-131 < 1.7

K-40 1363.5 ± 75.5 

    (3) 모의 오염토양을 사용한 제염성능 실험 결과 

      (가) Cs+ 이온 오염토양을 사용한 제염성능 실험 결과 

  Cs+ 이온에 해 침출능이 우수한 후보시약을 선정하기위해 batch 

type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그림 3.3.32에 도시하였다. 모든 사용된 

시약에 해 0.1 M NaOH, 0.1 M citric acid 및 물을 제외하고는 50% 

이상의 Cs+ 이온 제거율을 보이고 있다. 제거 성능은 HCl > BaCl2 > 

NH4NO3 > citric acid + HNO3 > oxalic acid > CaCl2 > NaOH > citric 

acid  > water의 순서로 감소함을 보여준다. 여기서  citric acid + HNO3 계

의 총 농도는 0.08 M 이며 HNO3 는 수용액의 pH를 조절하기 위해 첨가되었

다. 물은 세슘이온에 한 제거율이 양호하지 않다.  BaCl2, NH4NO3, CaCl2 

및  NaOH 는 세슝 이온에 한 제거율은 양호하지만 Co 이온에 한 제거율

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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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32. 후보 제염시약의 토양 중 Cs+ 이온에 한 침출능.

  후보 제염용액의 토양 중 Cs+  이온 제거 실험 중 용액의 pH 변화를 그림 

3.3.33 및 3.3.34에 도시하였다. 그림 3.3.33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용액의 

pH는 4 근처에 존재한다. 바륨이온, 칼슘이온 및 암모늄이온의 농도변화가 

세슘이온의 제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바륨이온

의 이온반경(13.5 nm)은 세슘이온의 이온반경(16.9nm) 과 유사하다. 세슘이

온의 제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는 토양표면의 세슘이온과 제염제 양이

온 사이의 이온교환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3.3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oxalic acid 수용액의 pH는 0.9 ～ 

1.5 사이에 존재하며 citric acid 수용액의 pH는 1.3 ～ 2.2 의 범위로 존

재한다. 이 유기산 제염제 계는 수소이온의 양이 세슘이온의 제거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산성용액에서는 토양표면으로부터 

토양에 존재하는 양이온 들이 용액 속으로 용해되어 나옴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그림 3.3.35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토양 중 



- 384 -

알루미늄, 칼슘, 마그네슘 및 철 성분이 용해되어 나온다. 그림에서는 뚜렷

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금속성분의 용해 속도에 비례하여 세슘이온도 용액으

로 침출되어 나온다. 이는 산성용액에서 세슘이온의 침출이 토양 중 금속이

온들의 용해에 의해 영향 받음을 예시하여 준다. 그러나 BaCl2, NH4NO3, 

CaCl2 및  NaOH 계에서 금속이온의 용해는 무시할 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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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33. 후보 제염용액의 Cs+ 이온 침출 실험 중 pH 변화(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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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34. 후보 제염용액의 Cs+ 이온 침출 실험 중 pH 변화(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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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5. 모의 오염 토양에 한  Cs+ 이온 침출 실험 중 시간변화에 

따른 금속이온의 농도변화(0.05 M citric acid + 0.03 M 

HNO3 수용액 100 ml와 10g토양을 25℃에서 접촉).

  옥살산염(K2C2O4)을 사용하여 세슘이온의 침출실험을 별도로 수행한 결과, 

K+ 이온 및 C2O4
2- 에 의한 세슘이온의 제거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산 제염제 계에서는 세슘이온의 제거에 금속이온 용해가 큰 영향을 미침

을 알 수 있었다.

      (나) Co2+ 이온 오염토양을 사용한 제염성능 실험 결과

  Co-60이 주 방사성 핵종인 방사성폐기물 토양에 한 적절한 제염 조

건의 선정을 위해 코발트 이온으로 오염시킨 연구로 인근 토양에 한 

Co 이온 탈착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3.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citric 

acid의 농도가 0.01 에서 0.1 M로 상승함에 따라 코발트 이온의 탈착율도 

증가한다.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코발트 이온의 탈착율은 0.05 M 범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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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0.05 M에서 0.1 M 범위에서 증가하는 정도가 

포화되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3.3.37은 citric acid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용액의 pH가 변화함에 따른 코발트이온의 탈착을 도시

한 그림이다. 실험범위인 pH 3 ～ 10의 영역에서, 수용액의 pH가 높아짐

에 따라 코발트 이온의 탈착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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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6. Co 이온으로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토양에 한 citric acid

의 농도변화에 따른 탈착율 변화(pH = 4, 토양 1g당 제염

용액 1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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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7. Co 이온으로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토양에 한 pH 변화에 

따른 탈착율 변화([CA]=0.05, 토양 1g당 제염용엑 10ml).

  그림 3.3.38은 그림 3.3.37과 동일한 조건에서 탈착된 코발트이온과 토

양으로부터 용해되어 수용액에 존재하는 철 성분의 용해량을 도시한 그림

이다. 철 이온은 코발트 이온보다 다량 존재하며 pH 의존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31의 XRD pattern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토

양 내에는 몇 가지 구조의 철산화물이 존재한다. 수용액내에 존재하는 화

학종과 제염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에 보고된[3.3.23] citric acid, 철

성분 및 코발트 성분에 한 화학평형 데이터를 표 3.3.28 에 수록하였

다. pH 변화에 따라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citric acid의 해리종은 아래의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CA]tot  = [ L3- ] + [ HL2- ] + [ H2L
- ] + [ H3L ]

[ L3- ] = [CA]tot / ( 1 + [ H+ ] K1 + [H+ ]2 K2 + [H+ ]3 K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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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38. 그림 3.3.37 조건에서 탈착된 Co 이온과 용해된 Fe 이온.

Table 3.3.28. 수용액 중 화학종 농도 계산에 사용된 평형 상수치.

R e a c tio nR e a c tio n L o g  KL o g  K

F e 3 + +  L 3 - = F e LF e 3 + +  L 3 - = F e L 1 1 .8 51 1 .8 5

F e 3 + +  H + +  L 3 - = F e H L +F e 3 + +  H + +  L 3 - = F e H L + 6 .36 .3

F e 3 + +  H 2O  =  F e O H 2 + +  H +F e 3 + +  H 2O  =  F e O H 2 + +  H + -2 .1 9-2 .1 9

F e 3 + +  2 H 2O  =  F e (O H )2 + +  2 H +F e 3 + +  2 H 2O  =  F e (O H )2 + +  2 H + -5 .6 7-5 .6 7

F e 3 + +  3 H 2O  =  F e (O H )3 +  3 H +F e 3 + +  3 H 2O  =  F e (O H )3 +  3 H + -1 3 .6 0-1 3 .6 0

2 F e 3 + +  2 H 2O  =    F e 2(O H )2
4 + +  2 H +2 F e 3 + +  2 H 2O  =    F e 2(O H )2
4 + +  2 H + -2 .9 5-2 .9 5

H + +  L 3 - =  H L 2 -H + +  L 3 - =  H L 2 - 5 .6 85 .6 8

H + + H  L 2 - =  H 2L -H + + H  L 2 - =  H 2L - 4 .3 54 .3 5

H + + H 2L - =  H 3LH + + H 2L - =  H 3L 2 .7 82 .7 8

C o 2 + +  L 3 - = C o L -C o 2 + +  L 3 - = C o L - 4 .3 84 .3 8

C o 2 + +  H + +  L 3 - = C o H LC o 2 + +  H + +  L 3 - = C o H L 3 .1 93 .1 9

C o 2 + +  H 2O  = C o O H + +  H +C o 2 + +  H 2O  = C o O H + +  H + -9 .6 7-9 .6 7

C o 2 + +  2 H 2O  =  C o (O H )2 +  2 H +C o 2 + +  2 H 2O  =  C o (O H )2 +  2 H + -1 8 .7 6-1 8 .7 6

K n

K 1

K 2

K 3

K 4

K 5

K 6

K 7

K 8

K 9

K 1 0

K 1 1

K 1 2

K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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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으로부터 구한 citric acid 해리종의 pH 변화에 따른 농도변화

를 그림 3.3.39에 도시하였다. 수용액의 산도가 중성 및 염기성인 영역에

서는 citric acid의 3개의 양성자가 완전히 해리된 형태의 화학종이 우세

하게 되며 pH 4인 영역에서는 두개의 양성자가 해리된 citric acid 종이 

주요 해리종이며 세 개의 양성자가 해리된 citric acid 종이 존재하게 된

다. pH 변화에 따라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citric acid의 해리종 및 코발

트 이온의 화학종 농도는 아래의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CA]tot  = [ L3- ] + [ HL2- ] + [ H2L
- ] + [ H3L ] + [ CoL- ] + 

[ CoHL ]

[Co]tot  = [ Co2+ ] + [ CoL- ] + [ CoHL ] + [ CoOH+ ] + [ 

Co(OH)2 ] 

이며, 

[ Co2+ ] = X,  [ L3- ] = Y 로 놓으면

[CA]tot = ( 1 + [H+] K1 + [H+]2 K2 + [H+]3 K3 )Y + ( K4 + [H+ ] K5) XY

[Co]tot = ( 1 + K6/[H+] + K7/[H+]2 )X + ( K4 + [H+]K5) XY

  상기식을 사용하여 pH 변화에 따라 수용액내에 존재 가능한 citric 

acid 및 코발트 이온의 존재 분율을 그림 3.3.40에 도시하였다. 그림 

3.3.39와 그림 3.3.40을 고려할 때 코발트 이온의 탈착은 산성 및 염기성 

영역에서  다음 반응을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산성 영역:

 S = Co2+  +  HL2-   ⇔   CoL- + H+                 

 S = Co2+ + 2 H+   ⇔   S-2H+ +  Co2+                              

염기성 영역: 

 S = Co2+ + L3-  ⇔  CoL-                            

여기서,  S : 토양표면, H3L : Cit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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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9. 0.05 M citric acid 수용액에서 존재하는 해리종의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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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0. pH 변화에 따른 0.05 M citric acid 수용액 내 citric acid 

해리종 및 Co 화합물의 존재 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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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액에 존재하는 철 이온은 Fe2O3, Fe3O4, FeO, FeO(OH) 화합물 중

의 하나로부터 용해된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별도 실험으로부터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각 철 성분의 농도 및 분율은 

코발트 이온에 해 구한 것과 유사하게 구할 수 있는데 그 결과를 표 

3.3.41에 도시하였다. 그림 3.3.41로부터 FeO(OH)의 용해반응은 다음에 

의한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철 성분 용해반응

  

    FeO(OH)  +   3 H+    →    Fe3+ + 2 H2O    

    Fe3+ +   HL2-   ⇔       FeL +  H+  

혹은        

   FeO(OH)  +  HL2-    →    FeL  + 2 OH-       

                        

    (4) 방사성폐기물 토양을 사용한 제염성능 실험 결과 

      (가) Co-60이 주 방사성 핵종인 방사성폐기물 토양 제염

  Co-60이 주 방사성 핵종인 방사성폐기물 토양에 한 제염제를  3회 

적용하였다. 제염용액을 적용한 횟수에 따라 토양 내에 잔존하는 방사능

의 백분율을 그림 3.3.42에 도시하였다. 그림으로부터 제염용액을 반복 

적용시킴에 의해 Co-60 핵종에 한 방사능이 제염 전에 비해 15% 까지 

감소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염 용액를 적용시키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거되는 방사능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Co-60 에 

한 제염성능은 citric acid 및 EDTA가 유사하며 방사성세슘은 제염이 

거의 안되는 경향을 보여 준다, 그리고 제염 용액을 3회 적용시킴에 의해  

2차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므로 제염제 용액을 재사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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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1. pH 변화에 따른 0.05 M citric acid 수용액 내 citric acid 

해리종 및 Fe 화화물의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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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2. 제염제를 적용시킴에 따라 토양 내에 잔존하는 방사선량 백

분율(L은 입도가 큰 토양, S는 입도가 작은 토양, CA는 

0.05 M citric acid, EDTA는 0.05M EDTA 용액, pH = 4 

토양 1g당 제염용액 1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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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Cs-134,137이 주 방사성 핵종인 방사성폐기물 토양 제염

  세슘이 주 방사성 핵종인 방사성폐기물 토양에 한 제염제를 3회 적용

하였다. EDTA가 pH 1에서 침전을 형성하여 제염제로서의 역할을 못하

고, oxalic acid의 Cs 에 한 제염효과가 우세하였으므로 본 제염실험에

는 0.05 M citric acid + 0.03 M HNO3 혼합용액 및 0.5 M oxalic acid 

두 종류 용액의 방사성폐기물 토양에 한 제염실험을 수행하였다. 제염

용액을 적용한 횟수에 따라 토양 내에 잔존하는 방사능의 백분율을 그림 

3.3.43에 도시하였다. 그림으로부터 입도가 큰 토양이 입도가 작은 토양

에 비해 제염하기 용이하며, 제염용액을 반복 적용시킴에 의해 방사능이 

점차적으로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제염용액을 3회 반복 적용함에 의해 입

도가 큰 토양 내 방사성 세슘의 방사능을 초기의 11% 까지 저감하였으며 

입도가 작은 토양의 경우 초기 농도의 18% 까지 저감함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3.42와 비교할 때, 그림 3.3.42의 경우는 방사성세슘을 

제거하기가 어려웠으나 본 실험에서는 방사성코발트의 제염과 유사하게 

방사성세슘의 제염도 용이함을 알 수 있었다. 1회 적용만을 고려할 때, 인

위적으로 오염시킨 토양( ～ 70 % 제거) 에 비해 방사성 오염토양( 35 

～ 45 % 제거) 의 제염이 어려운데 이는 ageing 효과에 의한 것으로 추

측(오염 후 16년 이상 경과)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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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3. 제염제를 적용시킴에 따라 토양 내에 잔존하는 방사선량 백

분율(L은 입도가 큰 토양, S는 입도가 작은 토양, CA는 

0.05 M citric acid + 0.03 M HNO3, OA는 0.5M oxalic 

acid 용액, pH=1 토양 1g당 제염용액 1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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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Citric acid 용액에 의한 마그네타이트(Fe3O4) 용해  

    (1) 연구 개요

  금속 산화물의 용해반응은 채광, 금속의 부식 및 토양 정화 분야 등에 

이용된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금속 산화물의 용해반응을 이용하여 원자력 

발전소 증기발생기의 1차 냉각계통 표면에 집적된 방사성 오염 산화막과 

원자력 발전소 2차 냉각계통에 존재하는 슬러지를 제거한다[3.3.24, 

3.3.25]. 그리고 오염 토양의 정화 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

기 위해 토양 중에 존재하는 금속 산화물의 용해에 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3.3.26].

  마그네타이트(Fe3O4)는 환원성 분위기에서 존재하는 철 산화물로서 원

자력 발전소의 냉각계통, 토양, 철광석 등에 존재하며 합금 철 재료가 부

식됨에 따라 발생되는 화합물이다. 마그네타이트는 화학양론적 조성에서 

철 성분이 결핍된 화합물로 밝혀졌다. 또한, 그 결정 구조는 역 스피넬, 

산소 이온은 입방 최밀 충전, 단위 격자는 32개의 정팔면체 위치와 64개

의 정사면체 위치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팔면체 위치의 반과 정사면체 위

치의 1/8을 철 이온이 점유한다고 알려져 있다[3.3.27].  

  마그네타이트의 용해반응을 산업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평형 개념과 용해반

응속도를 파악한다면 주어진 조건 하에서 반응이론 규명 및 정량적 평가가 가

능하다. Baumgartner 등[3.3.28]은 oxalic acid에 의한 마그네타이트 용해반

응 연구로부터 수용액에 미리 Fe2+ 이온을 첨가함에 의해 용해반응이 개시될 

때까지의 유도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Chang 등[3.3.29]

은 EDTA에 의한 hematite의 용해반응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산화물 표면의 철 

이온은 1) 철 이온 상태로 용출된 후 수용액 내에서 EDTA와 착물 형성, 2) 

EDTA가 철 이온에 흡착된 후 착물 상태로 수용액에로 용출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용해되어질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어느 경로가 

더 우세한 지는 반응 환경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Frenier[3.3.30]는 EDTA를 사용한 마그네타이트의 용해실험 결과, 금

속 표면에 존재하는 magnetite의 ferric ion은 금속 철이 산화됨에 의

해 ferrous 이온으로 환원 용해되며 수용액 중에 hydronium 혹은 암모

늄 이온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면 용해반응속도가 크게 감소



- 397 -

될 수 있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Regazzoni 등[3.3.31]은 일정 온도에서 

수용액의 pH와 첨가제의 양을 변화시켜가며 EDTA의 nickel ferrite에 

한 용해반응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용해반응이 수 시간에서 

수 일에 걸쳐 진행되어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산화물 표면에 EDTA

가 빠르게 흡착되는 반응에 이어 산화물 표면으로부터 금속 이온이 착물

로 서서히 용해되어 나오는 단계에서 용해반응속도가 결정된다고 보고하

였다. Hidalgo 등[3.3.32]은 철 이온(Fe2+) 농도 및 nitrilotriacetic acid 

(NTA)의 농도 등을 변화시켜가며 마그네타이트 입자에 한 용해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착화제와 마그네타이트 표면 사이의 흡착 평형 개념

과 전기적 인력에 의해 마그네타이트 표면의 철 이온(Fe3+) 위치에 흡착

된 Fe2+ 이온 종으로부터 Fe3+ 위치에로 전자가 이동되는 개념으로 용해

반응을 설명하였다. Tamura 등[3.3.33]은 EDTA에 의한 마그네타이트의 

용해실험 결과로부터 서로 다른 수의 양성자를 가진 EDTA의 해리 화학종

들이 마그네타이트의 용해반응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Citric acid는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의 정화에 효과적인 화합물로 알

려져 있다[3.3.34]. Co-60로 오염된 토양에 한 정화성능의 비교를 위

해 citric acid와 EDTA 용액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3.3.35]. 방

사능 제거효율은 citric acid와 EDTA가 서로 비슷하였지만 정화제가 이

온교환 수지에서 재생되는 능력은 citric acid가 EDTA에 비해 우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 citric acid 용액을 극 저준위 방사능으로 오염된 토양

의 정화에 이용할 경우, 기존의 정화제와 유사하게 2차폐기물의 양을 최

소화하는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토양 중에 존재하는 마그

네타이트는 citric acid 용액에 의해 철 이온으로 용해되어 2차폐기물의 

발생량을 증 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EDTA, oxalic acid 및 NTA

에 의한 마그네타이트 용해반응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citric acid의 마그네타이트 용해반응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으며 용

해반응 메카니즘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Citric acid 용액에 의해 마그네타이트가 얼마나 용해되는 지를 조사하

여 발생 가능한 2차폐기물의 양을 추정함으로써 citric acid가 토양 정화

에 합당한 화학제인지 아닌지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Ci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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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용액의 산도를 변화시켜 가며 

용해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citric acid의 이온화 상수치 및 반응속도 모델

식과 비교함에 의해 citric acid에 의한 마그네타이트의 용해반응을 규명

하고자 하였다.  

 

    (2) 실험

  0.05 M citric acid와 0.05 M KNO3 혼합 용액을 사용하였으며 수용액

의 pH는 50 ℃에서 HNO3 및 NaOH를 첨가함에 의해 조절하였다. 냉각

기가 장착된 플라스크에 혼합 용액 200 ml를 넣은 후 Fe3O4 1.0 g을 첨

가하였으며 50 ℃에서 용해실험을 수행하였다. 반응 중 용액을 magnetic 

hot plate 위에서 교반하였으며 여기에 질소 기체를 통과시켰다. 실험에 

사용된 시약은 모두 Aldrich 사의 제품이었다. 2 ml의 시료를 채취하였으

며 이 시료는 채취 즉시 원심 분리 후 0.2 μm의 syringe filter를 통과시

킴에 의해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마그네타이트 입자를 완전히 제거하였

다. 용해된 철 성분의 농도는 원자흡수분광기(Aanalyst 300, Perkin 

Elmer Co.)로 분석하였다.  

  0.001 M KNO3 수용액에 마그네타이트(농도: 0.3 g/L)를 첨가하고 24

시간동안 방치한 후 zeta potential analyzer (Brookhaven Instruments 

Corp.)로 용해조건 하의 pH에서 마그네타이트의 표면전위를 25 0C에서 

측정하였다. 마그네타이트의 입도 분포를 particle size analyzer (Helos 

1034, Sympatec GmbH Co.)로 분석하여 그림 3.3.44에 도시하였다. 

Magnetite의 비표면적은 1.28 m2/g이었으며 96% 이상의 마그네타이트 

입자들이 0.44～2.5 μm의 범위에서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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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44. Fe3O4 분말의 입도분포에 따른 질량백분율 분포.

    (3) 결과 및 고찰

      (가) 마그네타이트의 용해특성

  그림 3.3.45는 pH를 변화시켰을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용해된 철 

이온의 농도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 마그네타이트의 철 성분은 일정 시간

이 경과한 후 citric acid에 의해 용해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철 성분이 용해되기 시작하면 용해 초기에는 비교적 반응이 빠르게 진행

되다가 용해속도가 서서히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본 실험조건에서 

수용액의 pH가 3일 때 철 성분이 가장 많이 용해되었으며 72 시간 경과 

후 농도는 0.0065 M 이었다. 이는 첨가된 마그네타이트 양의 10.03%이

며, citric acid의 13%와 철 이온이 착물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철 성분의 용해거동은 본 실험의 pH 범위에 해 다음의 식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Y = A [ 1 - e -B (x-C)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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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45. 시간경과에 따라 용해된 철 성분 농도.

  철 성분의 용해거동은 본 실험의 pH 범위에 해 다음의 식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식과 철 성분 용해 데이터를 이용하여 pH 변화에 

따라 Levenberg - Marquardt iteration법으로 구한 최적 변수치를 표 

3.3.29에 수록하였다.            

Table 3.3.29. 최적화한 변수치.

              pH

parameter
2 3 4 5

A 0.007 0.009 0.007 0.005

B 0.015 0.018 0.020 0.012

C 3.81 3.55 3.96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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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네타이트의 표면전위와 72 시간 반응 후 용액 내 철 이온 농도를 

용액의 pH 변화에 해 동일 그래프에 도시하여 그림 3. 3. 46에 나타내

었다. 실험 범위에서, 마그네타이트의 표면전위는 양의 값을 가지며 pH가 

2에서 5로 상승함에 따라 그 값이 + 40.1 mV에서 + 32.0 mV로 서서히 

감소되다가 pH 6일 때 +5.1 mV로 급격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준다. 

그리고 수용액의 pH가 3에서 6으로 상승함에 따라 용해된 철 이온의 농

도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pH 2일 때 용해된 철 이온의  농

도는표면전위의 변화 경향과는 다르게 pH 3에 비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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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46. pH 변화에 따른 표면존위변화와 용해 철 성분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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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Citric acid의 해리 평형

  Citric acid의 수용액 내에서 이온화 상수는 각각 pK1 = 2.78, pK2 = 

4.35, pK3 = 5.68이다[3.3.23]. 용액의 pH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되는 

citric acid 각각의 해리 화학종에 한 농도는 다음 식으로 구하여진다

[3.3.35,3.3.27]. 

  [Y ] T = [Y 3- ] + [HY 2-] + [ H 2Y
-] + [ H 3Y ]              (2)

  

[Y
3-

] =  
[CA] tot

(1 + [ H
+
]/ K 3 + [ H

+
]

2
/ K 2 K 3 + [ H

+
]

3
/ K 1 K 2 K 3)

 

   

                                                                     (3)

  여기서, Y3-는 완전히 해리된 citric acid, HY2-는 양성자 두 개가 해리

된 citric acid, H2Y
-는 양성자 하나가 해리된 citric acid이며, H3Y는 해

리되지 않은 citric acid를 각각 나타낸다. [Y]T는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citric acid의 총 농도로, 본 연구에서는 0.05 M을 사용하였다. 각 pH에

서 수소 이온 농도를 입하여 계산한 후, 그 결과를 그림 3.3.39에 도시

하였다. 수용액의 pH 1～2의 범위에서는 H3Y가 우세한 화학종이지만 그 

이상의 pH에서는 그 농도가 서서히 감소한다. 수용액의 pH가 2에서 4로 

높아짐에 따라 음이온 종인 H2Y
-, HY2- 및 Y3-는 모두 그 농도가 증가함

을 보여준다. H2Y
- 이온의 농도는 pH 4에서 5로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며 

그 이상의 pH 영역에서도 계속 감소하고 HY2- 이온의 농도는 pH 5에서 

최 치를 보이다가 그 이상의 영역에서는 감소한다. 한편, Y3- 이온농도는 

pH 가 상승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림 3.3.46을 고려할 때, 수용액의 pH가 3에서 6으로 증가함에 따른 

철 성분의 용해량 변화는 마그네타이트 표면전위의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수용액의 pH가 2에서 3으로 높아짐에 따라 마그네타이

트의 표면전위가 40.1 mV에서 39.6 mV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철 성분

의 용해량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 현상은 그림 3.3.39에서 보여지는 바

와 같이,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음이온들 의 농도 변화에 의해 설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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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즉, 수용액 pH가 2에서 3으로 증가함에 따른 마그네타이트 표면전

위의 감소를 상쇄할 만큼 마그네타이트의 표면에 접근 가능한 H2Y
-, 

HY2- 및 Y3- 이온들의 농도가 모두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본 연구의 

pH 영역에서 citric acid에 의한 철 성분의 용해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가 마그네타이트의 표면전위지만 citric acid의 해리종에 의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다) 마그네타이트의 용해반응 모델

  마그네타이트의 용해반응은 citric aicd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마그네

타이트 입자 표면에 흡착한 후 철 이온을 수용액 내로 이동시키는 과정과 

철 이온이 빠져나간 공위(vacancy)의 철 이온과 결합되었던 산소 이온이 

수소 이온과 반응하여 물로 변화되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마그네타

이트 내에는 Fe2+와 Fe3+이온이 1:2의 비율로 존재하며, citric acid는 수

용액 내에서 철 이온과 착물을 형성한다. 용해반응을 두 단계로 나누어 

다음 식으로 표현한다.    

 FeO 4/3 + H nY ⇽⇽k 1

k -1

1
3
Fe

II
Y

-
+

2
3
Fe

III
Y + n H

+
+ ◇ O 4/3

   

                                                                   (4)

  ◇ O 4/3 +
8
3
H

+ ──→
k 2 4

3
H 2O  (5)

  여기서, ◇는 마그네타이트 결정 격자에서 철 이온이 빠져나간 공위를 

나타낸다. 반응이 진행되어 정류상태(steady state)에 이르면 공위 근처 

산소 이온의 생성 속도와 소멸 속도는 같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6)

식으로 표현된다.   

  

d [◇ O 4/3 ]

dt
= k 1 [ FeO 4/3 ][ H nY]  

- k -1 [ Fe IIIY]
2/3

[ Fe IIY -]
1/3

[ H +]
n

[◇ O 4/3 ]

- k 2 [◇ O 4/3 ] [ H
+
]

3/8
=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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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부터, 산소 공위의 농도 [ ◇O3/4 ]는 (7)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 O 3/4 ] =
k 1 [ FeO 4/3 ] [ H nY]

k - 1 [ Fe
Ⅲ
Y]

2/3
[ Fe

Ⅱ
Y

-
]

1/3
[ H

+
]
n
+ k 2 [ H

+
]

8/3
   

                                                                   (7)

  화학종 ◇ O3/4 및 FeO4/3의 농도는 단위면적 당에 해당된다. 반응식 

(4)와 (7)식을 이용하여 시료 단위면적 당 철 이온의 용출 속도는 (8)식으

로 나타내어진다. 

  

V
S
d [Fe]
dt

= k 1 [ FeO 4/3 ][ H nY]  

- k -1 [ Fe IIIY]
2/3

[ Fe IIY -]
1/3

[ H +]
n

[◇ O 4/3 ]

=
k 1 k 2 [ FeO 4/3 ] [ H

+
]

8/3
[ H nY]

k -1 [ Fe
Ⅲ
Y]

2/3
[ Fe

Ⅱ
Y

-
]

1/3
[ H

+
]
n
+ k 2 [ H

+
]

8/3

   

                                                                  (8)

  여기서, V는 용액부피, S는 시료의 표면적이다. 본 연구에서, V가 일정

하였고, 시료는 반응된 양이 초기 시료에 비해 무시할 정도로 적었으므로 

S는 실험 중에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용출된 철 이온 농도 [Fe]는 

[FeIIIY]와 [FeIIY]의 합이며 화학량 비로부터 [FeIIIY] = 2[Fe]/3, 

[FeIIY-] = [Fe]/3로 표현한다. 

  Fe2+ 이온의 마그네타이트 용해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Fe2+ 이온을 미리 첨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3.47

에 도시하였다. 수용액 내에 Fe2+ 이온이 존재하면 존재하지 않을 때에 

비해 유도기간이 단축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용액 내에서 Fe2+ 이온은 

citric acid의 음이온 해리 화학종과 결합하여 FeIIY-의 착물을 형성한다. 

형성된 FeIIY-는 음이온 형태로서 마그네타이트 표면의 Fe3+ 이온의 위치

에 흡착하여, Fe3+ 이온에 전자를 제공함에 의해 마그네타이트를 용해시

키므로[3.3.28] 용해제로서 유효한 citric acid의 잔존농도를 citric acid

의 총 첨가농도인 [Y]T와 이미 용해된 [FeIIIY]의 차이인 2[Fe]/3로 생각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해리 화학종인 HnY 농도는 그 

분율 α3-n(3-n은 해리된 양성자 수)과 유효 citric acid 농도의 곱이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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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표현된다. 

  [ H nY] = α
3- n ( [Y] T -

2
3

[Fe] )   (9)

  여기서,  

  α
3- n =  

K 1 ... K 3- n [ H +]
n

[H +]
3
+ K 1 [ H +]

2
+ K 1 K 2 [ H +] + K 1 K 2 K 3

로 표현할 수 있다. 이상의 관계식을 사용하고, 식 (8)을 정리하면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d [Fe]
dt

=
k
'
k
''

[ H
+
]

8/3 α
3- n ( [Y] T - 2[Fe]/3 )

( 2
2/3

/3 ) k
'
[Fe] [ H

+
]
n
+ k

''
[ H

+
]

8/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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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47. 마그네타이트의 용해에 미치는 초기 ferrous ion 

농도의 영향(pH = 3, 0.05M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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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k'= k1[FeO4/3]S/V, k" = k1k2[FeO4/3]S/k-1V이며, [FeO4/3], S, 

V는 전부 상수이다. 용해반응 초기, citric acid가 마그네타이트 격자에 존

재하는 FeII 이온을 용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to로 할 때, to가 경과된 

후부터 Fe가 용해되므로 t = to에서 철 성분 농도 [Fe] = 0으로 하여 시

간 t까지 (10)식을 적분한 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11)식을 얻을 수 있

다.   

  3 ( k ' [Y ] T/2 + k '' [ H +]
8/3- n

/ 2 2/3 ) ln (1 -
2 [Fe]
3 [Y ] T

) + k ' [Fe]   

= - 2 1/3 k ' k '' [ H +]
8/3- n α

3- n (t - t 0 )

                                                                (11)

  (11)식에서, 좌측 두 번째 항인 k'[Fe]의 전체 반응에 한 기여도가 

유효 농도의 항으로 나타낸 첫 번째 항에 비해 무시할 수 있도록 작다면 

(12)식을 얻는다. 

  3 ( k ' [Y ] T/2 + k '' [ H +]
8/3- n

/ 2 2/3 ) ln (1 -
2 [Fe]
3 [Y ] T

)         

= - 2 1/3 k ' k '' [ H +]
8/3- n α

3- n (t - t 0 )

   

                                                             (12)

  (12)식을 정리한 후 단순화시키면 (1)식과 일치하며 그림 3.3.45의 용

해거동을 잘 묘사한다. (12)식으로부터, 표 3.3.29에 수록된 A값은 철 성

분을 용해시키는데 필요한 citric acid의 유효 농도에 해당하며 이론치는 

citric acid 농도의 1.5배인 0.075 임을 알 수 있다. 실험치는 pH 변화에 

따라 0.005～0.009 M의 범위에 있으며 이론치의 6.7～12% 이다. 이론치

와 실험치가 다른 이유는 1) 수용액 중 citric acid의 농도가 0.05 M로 

비교적 고농도로서 활동도 계수가 1보다 작고, 2) 수용액의 pH가 변화함

에 따라 마그네타이트의 표면전하가 변화하며 이에 따라 표면에 흡착되는 

citric acid의 유효 화학종이 변화되며, 3) 수용액의 pH가 변함에 따라 생

성되는 citric acid 해리 화학종의 상 적 분율이 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3.3.29의 B값은 k', k", [H+], [Y]T 및 α등이 복합되어 나타

나는 값이며 0.012～0.020 범위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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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29의 C값은 citric acid 용액과 마그네타이트가 접촉한 이후 철 

성분이 용해될 때까지의 유도기간이며 3.55～3.96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mura 등[3.3.33]은 EDTA와 마그네타이트의 용해반응을 80 

℃에서 수행한 결과 유도기간이 0.030～0.601 시간임을 보고하였으며, 유

도기간이 발생하는 이유를 magnetite가 수용액 내에서 수화되는데 필요한 

시간 및 용해반응이 개시될 때 반응 중간체로서 표면 착물 형성에 필요한 

시간 등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용해반응이 3 h동안 

거의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철 성분의 용해가 시작된 후에는 지

속적으로 용해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50 ℃에서 수행되

었기 때문에 80 ℃ 조건에 비해 반응속도가 느리고, EDTA에 비해 철에 

한 안정도 상수가 작은 citric acid를 사용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론치

가 실제 반응을 잘 묘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응 중 존재하는 유효 citric acid 농도의 수치인 log([CA]T - 

2/3[Fe])를 시간에 하여 그림 3.3.48에 도시하였다. 반응 초기에는 불

규칙한 경향을 보이지만 40 h 이상 반응이 진행된 후부터 직선성을 보이

고 있다. 반응 초기 불규칙한 경향을 나타내는 이유는 철 이온의 용해에 

소요되는 유도기간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반응 후반기에 직선

성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마그네타이트의 용해반응이 citric acid 농도에 

하여 1차 반응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4)식의 가정을 뒷받침하여 준다. 

    (4) 결어

  방사능으로 오염된 토양을 유기산 용액을 사용하여 제염함에 의해 발생

되는 2차폐기물의 부피를 저감시키는 것은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관점에

서 중요한 문제이다. 제염에 의해 발생되는 방사성 폐액 내에는 1 ppm 

이하의 농도로 방사성 핵종이 존재한다. 이 폐액 자체가 방사성 폐기물이

므로 이들은 다시 고 순도의 이온교환 수지를 사용하여 방사성 핵종을 포

집하고 유기산 용액을 반복 사용함에 의해 2차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

다. 토양이 정화되는 중, Fe, Ca, Mg 등과 같은 금속 성분도 방사성 핵종

과 함께 용액으로 침출되므로 이온교환 수지의 양도 그만큼 많이 소요된

다. 본 연구에서,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pH 변화에 따른 철 성분의 용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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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수용액의 pH 변화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마그

네타이트의 표면전하와 citric acid의 이온화 상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

었다. 정류상태를 가정하여 유도한 반응 속도식은 연구된 pH 영역에서 시

간 경과에 따른 철 성분의 용해거동을 잘 묘사하였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citric acid 용액을 사용하여 토양을 정화한다면 마그네타이트에 의한 2차

폐기물 발생 문제는 무시할 만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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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48. 시간 경과에 따른 유효 citric acid 농도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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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염폐액 정화 및 제염제 재생  

    (1) 연구 개요

  토양을 제염함에 의해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제염

제를 몇 번이고 재사용하면서 폐액 내에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만을 선별

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액 내에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 및 금

속종을 제거하기 위해 유기흡착제 혹은 무기 흡착제를 사용하거나 금속 

종을 침전시키는 방법이 있다. 

  1차 년도의 실험 결과 침전법에 의해 폐액 내 방사성 핵종과 금속종을 

제거하는 방법은 제염제 자체가 약산이면서 완충 용액 작용을 하므로 본 

연구의 토양 제염폐액의 처리비용이 상용 수지와 유사하게 소요되며 조작

절차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1) 상용 이온교환 수지를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제염

제에 한 제염제 재생 및 금속 성분 정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 상용 

이온 교환 수지의 관능기를 변화시켜 세슘이온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이

온교환체를 제조한 후 이를 이용한 제염제 재생 및 제염폐액  정화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3) 제철소에서 폐기물로 발생하는 철강슬래그를 산처

리하여 토양제염폐액 정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2), 

(3) 항목은 토양제염제 재생 및 정화를 위해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연

구이다. 

    (2) 실험

  상용 이온교환 수지를 사용한 실험과 세슘이온 선택성 이온교환 수지를 

사용한 실험은 batch 및 column test로 수행하였으며 철강슬래그를 사용

한 연구는 batch 로 수행하였다. Column test에 사용된 장치의 개략도를 

그림 3.3.49에 도시하였다. 부분의 실험에서 column 직경은 0.5 cm, 

column 길이는 15 cm, 유속은 1 ml/min, system 부피는 10 mL, waiting 

time 10 분이며 시료채취는 10분 간격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 졌다. 별도의 

실험에서는 유속을 변화시켜 가며 유속변화에 따른 금속종 흡착거동의 변화

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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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9. 토양 제염폐액 정화 및 제염제 재생 column test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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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험 결과

      (가) BaCl2 제염 용액 

  그림 3.3.50은 bed volume 변화에 따른 Cs+ 이온의 농도 변화를 보여

준다. 수용액의 Cs+ 이온 농도는  8.0 X 10-4 M, Ba2+ 이온 농도는 0.1 M 

이다. 실험 전 수소 이온 형 강산성 양이온 교환 수지를 Ba2+ 이온 형으로 변

경시켜  Cs+ 이온이 흡착됨에 따라 수지 내에 존재하는 Ba2+  이온이 제

염 용액 내로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0 

bed volume이  되기 전에 Cs+ 이온의 파과가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Cs+ 

이온은 효과적으로 수지 내에 흡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Ba2+  이

온의 ionic exchange selectivity가 Cs+ 이온에 비해 큰 것에 기인한다.   

 실험으로부터, Ba2+  이온 제염제가 방사성 핵종인 Cs으로 오염된 토양을 

효과적으로 제염하는 반면에 제염 중 혹은 제염 후 다시 사용할 수 없음

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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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50. BaCl2 제염제 사용 시 Cs 이온에 한 파과 곡선 (bed 

volume 4.2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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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NaOH 제염 용액 

  그림 3.3.51은 bed volume 변화에 따른 Cs+ 이온의 농도 변화를 보여준

다. 수용액의 Cs+ 이온 농도는  4.0 X 10-4 M, Na+ 이온 농도는 0.5 M 이

다. 실험 전 수소 이온 형 강산성 양이온 교환 수지를 Na+ 이온 형으로 변경

시켜  Cs+ 이온이 흡착됨에 따라 수지 내에 존재하는 Na+  이온이 제염 

용액 내로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50 bed 

volume이 경과된 후에도 Cs+ 이온의 파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Cs+ 이온은 효과적으로 수지 내에 흡착됨을 알 수 있다. 이는 Cs+  이온의 

ionic exchange selectivity가 Na+ 이온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실험으로부터, Na+  이온 제염제는 방사성 핵종인 

Cs으로 오염된 토양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제염하면서 제염 중 혹은 제염 

후 다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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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1. NaOH 제염제 사용 시 Cs 이온에 한 파과 곡선 (bed 

volume 4.2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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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Co-60로 오염된 토양에 해서는 제염효과가 양호하지 않으며 

Co(OH)2 의 침전이 형성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적당치 않다. 방사성 

오염토양의 제염으로부터 발생된 제염 폐액을 분석한 결과 Co: 0.01 ppm 

미만, Si: 0.82ppm, Fe: 0.11 ppm, Mg: 0.41 ppm, Al: 1.0 ppm, Ca : 

3.4 ppm, Cs: 0.1 ppm 이하로 나타났다.

 

      (다) NH4NO3 제염 용액 

  그림 3.3.52는 암모늄이온 제염 용액에 해 bed volume 변화에 따른 

Cs+ 이온의 농도 변화를 보여준다. 수용액의 Cs+ 이온 농도는 1.0 X 10-3 

M, Ca2+ 이온 농도 2.5 X10-3 M, NH4
+ 이온 농도는 0.1 M 이다. 실험 전 

수소 이온 형 강산성 양이온 교환 수지를 NH4
+ 이온형으로 변경시켜 Cs+ 

이온이 흡착됨에 따라 수지 내에 존재하는 NH4
+  이온이 제염 용액 내로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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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52.  NH4NO3 제염제 사용 시 Cs 이온에 한 파과 곡선

   (bed volume 4.2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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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70 bed volume이 통과된 후에 Cs+ 이온의 

파과가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Cs+ 이온이 효과적으로 수지 내에 흡착됨을 

알 수 있다. 이는 NH4
+ 이온의 ionic exchange selectivity가 Cs+ 이온에 

비해 적음에 기인한다. 실험으로부터, NH4
+  이온 제염제가 방사성 핵종인 

Cs으로 오염된 토양을 효과적으로 제염하면서 제염 중 혹은 제염 후 다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3.53은  그림 3.3.52와 동일한 실험

이며 bed volume이 100을 초과할 때 까지 Ca2+ 이온의 파과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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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53.  NH4NO3 제염제 사용 시 Cs 및 Ca 이온에 한 

  파과곡선.

 

      (라) Oxalic acid 제염 용액 

  Oxalic acid 농도 0.05 M, Co2+ 이온 농도 0.0006 M, Fe3+ 이온 농도 

0.0023 M을 함유한 용액 1 L를 제조( Co 농도: 35.3 ppm, Fe 농도:  

128.6 ppm)하여 제염 폐액 90 mL 에 IRN-77 이온교환수지를 각각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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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0, 6.0, 9.0 g 첨가 후 Co2+ 농도, Fe3+ 농도 및 Oxalic acid 농도 

분석하여 그림 3.3.54에 도시하였다. Oxalic acid 용액 내에 존재하는 코

발트 이온은 양이온교환 수지에 의해 전부 제거되는 반면에 철 성분은 제

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OD reactor를 사용하여 수용액 중의 유

기물을 분석한 결과 oxalic acid는 전부 수용액 중에 존재함을 확인하였

다.   Oxalic acid 0.5 M 1L 와 방사성 오염토양 토양 33.3 g을 4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0.2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ICP 분석을 수행하

였다. 수용액 중에는 Si이 30 ppm, Al 이 40ppm(0.0015M), Ca 

20ppm(0.0005M), Mg 11ppm(0.0005 M), Fe 97ppm(0.0017M), Cs은 

1.5 ppm(0.000012M), Co는 0.1 ppm 이하로 존재하였다. 이 수용액을 

bed volume이 4.2 ml인 양 이온교환 수지탑을 통과시켰으며 그 결과를 

그림 3.3.55에 도시하였다. 철 이온은 수지탑에 걸러지지 않고 유출되었

으며 Cs 에 한 파과는 90 ml에서 부근에서 발생되었다. Ca 및 Mg의 

파과는 100ml 의 부피의 용액이 통과한 후에도 발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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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54. 이온교환 수지 양에 따른 흡착된 금속이온 양

  (oxalic acid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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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55. 이온교환탑을 통과한 수용액의 누적부피에 따른 

    금속이온 농도변화(oxalic acid 용액). 

      (마) Citric acid 제염 용액 

  Citric acid 계 제염제를 사용한 제염폐액 정화 및 제염제 재생 실험의 

초기에는 방사성 오염토양의 주요 핵종이 Co-60 이었으므로 citric acid 

혹은 EDTA와 같은 착화제 용액을 사용하였고, Co-60의 제거효율이 주

로 착화제의 안정도 상수와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수용액 산도를  pH 3 

근처로 유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Citric acid] = 0.05 M, [Co2+] = 0.0006 M,  [Fe3+] = 0.004 M을 함

유한 용액 2 L를 제조( citric acid 21.014g, Co(NO3)2․7H2O 0.349236g, 

Fe(NO3)2․7H2O 2.22416g, 초기 Co 농도: 35.3 ppm, 초기 Fe 농도:  

223.4 ppm)하였다. 이 모의 제염 폐액을 90 mL씩 분취하여  IRN-77 이온

교환수지를 각각 0.3, 1.0, 3.0, 6.0, 9.0 g 첨가 후 Co2+ 농도, Fe3+ 농도 

및 Citric acid 농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그림 3.3.56에 도시하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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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의 용액에 해 1g 미만의 이온교환수지로도 본 용액 중 금속 성분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Oxalic acid 계와는 다르게 철 이온도 양 이

온교환 수지에 흡착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금속이온 농도 분석 결과를 다시 환산하여 흡착

된 양을 그림 5.3.57에 도시하였다. 수지 1g에 해 흡착된 철 및 코발트 

이온의 양은 4 X 10-4 mole 임을 보여준다.

  그림 3.3.58은 그림 3.3.56 조건(citric acid계는 동일, EDTA 계는 

[EDTA] = 0.05M) 에서 잔존하는 유기산의 양을 도시한 그림이다. 

Citric acid 계는 이온교환 수지를 통과한 후에도 97%이상의 잔존율을 보

이는 반면 EDTA 계는 90 % 이상의 잔존율을 보인다. 이는 일부 EDTA 

화합물이 철 혹은 코발트 양이온을 통해 양이온 교환 수지에 접촉하는 것

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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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56. 첨가된 이온교환 수지의 양에 한 금속이온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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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57. 첨가된 이온교환 수지에 한 흡착된 금속이온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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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8. EDTA 및 citric acid 용액에 해 금속이온 제거 후 

잔존하는 유기산 농도의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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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59는 이온교환 수지 3g을 이온 교환 컬럼 내에 넣은 후 

0.05M citric acid 모의 제염 폐액(Co2+: 16ppm, 2.7 X 10-4  M, Fe3+: 

77ppm= 1.4 X10-3 M, Ca2+: 1.2 X 10-3 M, Mg2+: 2.3 X 10-4 M, 

Al3+: 144 ppm= 5.3 X 10-3  M)에 한 금속 성분 정화실험 결과이다. 

300ml 의 용액이 흐른 후 철 이온의 파과가 발생하며 350 ml 용액이 흐

른 후 코발트이온의 파과가 발생한다. 

  그림 3.3.60는 3.3.59 실험 후 염산용액으로 재생한 이온교환 수지

(2.63g)에 한 이온교환 컬럼에서의 금속성분 정화실험 결과이다. 모의 

제염폐액은 그림 3.3.59에서 사용한 용액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온교환 수지의 양이 3.3.59에서 사용된 것과 비교하여 소량을 사용한 것

을 감안하면 95% 이상의 이온교환 수지가 재생되어 다시 사용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이온교환수지의 재생을 위한 염산 용액과 세척에 필요한 증

류수를 고려한다면 재생 시 발생한 폐액을 다시 농축시켜야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61은 이온교환 수지 3g을 이온 교환 컬럼 내에 넣은 후 

0.05M citric acid 모의 제염 폐액(Cs+: 4.0 X 10-3  M, Fe3+: 1.3 

X10-3 M, Ca2+: 2.0 X 10-3 M, Mg2+: 2.0 X 10-3 M, Al3+: 5.3 X 10-3  

M)에 한 금속 성분 정화실험 결과이다. Co2+ 이온 신에 Cs+ 이온으

로 변경하였고 Al3+ 이온은 첨가하였지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금속이온

의 파과는 300ml 근처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71 bed volume에 해당한다. 

철 이온에 비해 세슘이온의 파과가 먼저 발생한다.     

  그림 3.3.62는 이온교환 수지 3g을 이온 교환 컬럼 내에 넣은 후 

0.05M citric acid 모의 제염 폐액(그림 3.3.61과 동일한 농도인데 Co2+:

이온이 0.002M 첨가)에 한 금속 성분 정화실험 결과이다. Al3+ 이온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세슘 및 철 이온의 파과가 우선적으로 발생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상용 양이온교환 수지를 사용하여도 화학제염에 의

해 토양폐기물의 부피를 1/10까지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를 더욱 

저감하기 위해서는 세슘이온에 선택성을 가지는 이온교환 수지의 제조가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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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9. 0.05M citric acid 모의 제염폐액에 한 금속이온 파과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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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60. 재생 이온교환 수지 사용 0.05M citric acid 모의 제염폐

액에 한 금속이온 파과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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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1. 0.05M citric acid 모의 제염폐액( Cs+ 이온포함)에 한 금

속이온 파과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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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2. 0.05M citric acid 모의 제염폐액( Cs+, Co2+ 이온 포함)에 

한 금속이온 파과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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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어

  BaCl2, NaOH, NH4NO3, Oxalic acid 및 Citric acid  계의 모의 제염폐

액 중에 존재하는 제염제의 상용 이온교환 수지에 의한 재생 가능성을 살

펴보았다.  

  BaCl2 계에 해, 10 B.V.이  되기 전에 Cs+ 이온의 파과가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Cs+ 이온은 효과적으로 수지 내에 흡착되지 않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Ba2+  이온의 ionic exchange selectivity가 Cs+ 이온에 비해 

큰 것에 기인한다. Ba2+  이온 제염제가 방사성 핵종인 Cs으로 오염된 토

양을 효과적으로 제염하는 반면 제염 중 혹은 제염 후 다시 사용할 수 없

음을 파악하였다.

  NaOH 계에 해, Na+  이온 제염제는 방사성 핵종인 Cs으로 오염된 토

양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제염하면서 제염 중 혹은 제염 후 다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Co-60로 오염된 토양에 해서는 제염효

과가 양호하지 않으며 Co(OH)2 의 침전이 형성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적당치 않음을 파악하였다.

  NH4NO3 계에 해, 70 bed volume이 통과된 후에  Cs+ 이온의 파과

가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Cs+ 이온이 효과적으로 수지 내에 흡착됨을 알 

수 있다. 이는  NH4
+  이온의 ionic exchange selectivity가 Cs+ 이온에 

비해 적음에 기인한다. 실험으로부터, NH4
+  이온 제염제가 방사성 핵종인 

Cs으로 오염된 토양을 효과적으로 제염하면서 제염 중 혹은 제염 후 다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Oxalic acid 계에 해, 용액 내 철 이온은 수지탑에 걸러지지 않고 유

출되었으며 Cs 에 한 파과는 90 ml 에서 발생되었다. Ca 및 Mg 의 파

과는 100ml 의 부피의 용액이 통과한 후에도 발생되지 않는다. 제염 성능

이 우수하며 제염제가 95% 이상의 이온교환 수지가 재생되어 다시 사용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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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철강 슬래그를 이용한 토양제염 폐액 정화 

    (1) 연구 개요

  산업 활동과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은 그 자

체가 원료물질을 포함하고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와 더

불어 제품의 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폐기물 문제에 한 해결

책으로는 원천적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배출된 폐기물

을 적절히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개는 후자에 의존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방법에 있어 국토의 면적이 넓은 나라에서는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비

율을 높이는 적극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철강 생

산에 동반하여 량으로 부생되는 슬래그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환경문제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부산물을 자원으로 전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또한 60Co 등의 방사성 핵종 혹은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으로부터 착

화제를 이용하여 금속이온을 제거하는 토양 세척법에 한 연구 결과가 

보고 되고 있는데 토양 세척법은 오염된 토양을 현장으로부터 수거하여 

입도별로 분리한 후 미세토양에 흡착된 오염물질을 세척수로 제거하는 방

법이다. 세척수에는 표면활성제, pH 조절액 및 착화제가 첨가된다. 토양제

염에 주로 사용되는 착화제로서는 EDTA, NTA, Oxalic acid 및 Citric 

acid 등이 있으며 이들과 금속이온과의 착화제 형성능에 따라 토양 제염 

능력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토양제염 후 방사성 이

온을 함유한 세척수를 제거하는 데는 주로 이온교환 수지탑에 의한 이온

교환법[3.3.38] 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체에서 폐기물로 발생되는 제강 슬래그로부

터 사용 전 전처리를 통해 얻어진 제강 슬래그를 이용하여 토양 제염후 

발생하는 방사성 폐액 중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 가운데 방사성이 높은 성

분인 Cs 이온과 Co 이온을 제거하는데 활용함으로서 폐기물의 재활용에 

의한 방사성 이온 제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에 한 연구는 

환경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폐기물 자원 회수라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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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고 생각된다.

    (2) 슬래그의 분류[3.3.39]

      (가) 고로 슬래그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고로에서 용융하면 약 1500℃의 쇳물과 

함께 광물성분이 용해된 용융 슬래그가 발생된다.

  용융슬래그는 비중의 차이를 이용하여 쇳물과 분리하게 되는데 냉각방

법에 따라 괴재슬래그(Palletized slag-air cooled)와 수재슬래그

(Granulated slag-water cooled)로 구별된다.

   □ 괴재슬래그 : 용융슬래그가 자연 공냉과 살수에 의해서 서서히 냉   

                   각되어 결정화된 것

   □ 수재슬래그 : 용융슬래그에 고압의 물을 분사하여 급냉에 의해 모   

                   래 상태로 유리질화 시킨 것

      (나) 제강 슬래그

  제강 슬래그는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산업폐기물이다. 맥석으

로부터 철을 뽑아내는 제철 과정은 크게 선철을 얻는 제선 공정과 강을 

얻는 제강 공정으로 나누어진다. 철광석으로부터 제선 공정을 통해 얻은 

선철은 불순물이 많고 인성이 부족하므로 제강 공정을 통해 탄소, 인, 망

간 및 황 등을 제거해 단조 또는 압연가공이 가능한 강을 만든다. 제강 

공정에 사용되는 로는 크게 전로와 전기로 두 가지로 나눈다. 제선 과정

에서 나오는 슬래그를 고로 슬래그, 제강 공정의 전로와 전기로에서 나오

는 슬래그를 각각 전로 슬래그(Converter Slag), 전기로 슬래그(Electric 

Arc Slag)라 하고 전로 슬래그와 전기로 슬래그를 합쳐 제강 슬래그라고 

부른다. 제강 슬래그는 전로 및 전기로 등의 제강로에서 생산된 산화물인 

탄소, 실리카, 인 및 망간산화물들이 생석회(CaO)와 결합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2CaO․SiO2, 2CaO․Fe2O3, 2CaO․Al2O3, 2CaO․P2O5 등의 형태로 나

타난다[3.3.40]. 이때 이러한 형태로 반응하지 않고 그 로 방출되는 생

석회를 free CaO라 하는데 이는 불안정한 상태이며 수분과 반응하여 

Ca(OH)2를 형성하면서 팽창 붕괴하는 특성을 가진다.



- 425 -

    (3) 제철 폐기물의 발생 및 재활용 현황

  부분이 산업폐기물로서 취급된 철강 슬래그는 1950년 에는 매립과 

토지조성에 사용되는 한편 도로의 노반재로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60년

 후반이후 슬래그의 보편적인 이용기술 개발 및 이용촉진 활동 성과로서 

슬래그 자원화가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철강 슬래그의 부분은 유효하게 

이용되게 되어 철강업은 자원에너지를 고도로 재이용하고 있는 리사이클 

산업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철강 생산에 동반하여 량으로 부생되

는 슬래그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환경문제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부생물을 자원으로 전화한다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가) 철강 슬래그의 생성량 및 재활용 

  철강산업은 다량의 원료와 에너지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니 종류

의 부산물과 폐기물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고로 슬래그와 제강 슬래그로 구분되는 슬래그이다. 

  표 3.3.30에 슬래그의 발생현황을 나타내었다. 2002년에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고로 슬래그, 제강 슬래그, 더스트, 슬러지, 폐내화

물 등 부산물의 총량은 1,698만 톤이다. 포스코는 이 중 98%인 1,663만

톤을 자원화 하였으며 경제위기를 겪었던 지난 1997년의 부산물 자원화

율 77%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2002년도 폐기물 매립량도 

1997년도 비 10분의 1 수준 이하로 감소[3.3.41]하여 매립장의 사용수

명을 폭 연장하였다. 슬래그는 량으로 발생하므로 다른 산업의 원료

로 재활용되거나 토목건설용, 또는 토양에 응용되지 않으면 그 처리가 문

제가 되며 경제적, 효율적 처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미 약 2000년 전 

로마에서는 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슬래그를 파쇄하여 도로 건설

에 재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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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997 1998 1999

제강 슬래그 3,502,000 4,089,000 4,613,000 4,267,000

고로 슬래그 8,120,000 8,536,000 8,151,000 7,995,000

합계 11,622,000 12,625,000 12,764,000 12,262,000

Table 3.3.30. 슬래그 발생량[3.3.42]. 

                                                        (단위 : 톤)

  또한 제강 슬래그와 같은 고형의 폐기물 외에 일반가정, 축산농가, 공업

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수와 폐수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오염

된 물을 용수로 정화하기 위해 드는 제반비용과 노력이 모든 산업의 원가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므로 폐수배출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

폐수처리시설, 하수종말 처리시설 방류수의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여 규

제하는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폐수처리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 정부에서도 철강공업 부산물의 자원화를 정밀화학공업 분야의 핵심 기

술로 도출하였으며 산업폐수 정화용 세라믹 필터 개발을 중간진입 상 

기술로 선정한 바 있다. 한국철강협회가 2000년에 발생한 철강 슬래그는 

모두 1,481만톤으로 이중 1,461만 6,000톤이 재활용돼 98.7%의 재활용

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으며 고로 슬래그 819만 3,000톤, 제강 슬래그 

654만 5,000톤(전로 슬래그 410만 4,000톤, 전기로 슬래그 244만 1,000

톤), 기타 7만 2,000톤의 슬래그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한 슬래그는 자체 활용 160만톤, 위탁 재활용 처리 1,301만톤, 종말처리 

3,000톤으로 처리돼 용도별 재활용율의 변화를 보여줬다[3.3.43]. 주요 

재활용도를 살펴보면 고로 슬래그의 68.2%가 시멘트 원료에, 18.7%가 도

로용 골재로 사용된다. 제강 슬래그는 56.7%가 성토용 골재로, 17.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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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재투입에 15.6%가 도로용 골재에 7.4%가 시멘트 원료로 사용된 것

으로 나타났다. 제강 슬래그의 재활용 현황에서 보듯이 60% 이상이 토목

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에이징 처리가 필요하다. 

제강 슬래그를 폐수처리용 여재로서 활용할 수 있다면 폐기물 처리, 자원 

재활용 그리고 수질환경개선의 세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법

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천의 자연정화 방식을 이용한 폐수처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접촉 여재로서 제강 슬래그를 별도의 처리공정 없이 

량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축산폐수 

처리등 일반인이나 민간기업에서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축산단지의 방류수질 기준이 정해져 있어 합법적으

로 방류기준을 지켜서 방류하여도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축산단지에서 현재의 처리시설로는 더 이상 오염도를 낮출 

수 없어 현실적으로 방류수질 기준을 강화할 경우 많은 축산업자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돈육이 외국에 수출되어 좋으니 

평가를 받아 축산단지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폐수처리시설의 용

량이 부족하여 사육두수를 증가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제강 슬래그를 활용하여 소규모의 생활하수를 정화하거나 기존

의 축산폐수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를 재처리하여 정화할 수 있다면 

폐수처리설비를 별도로 증설하는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유리한 재활용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나) 제강 슬래그의 용도와 특성

  고로 슬래그는 고로에 원․연료로 장입된 철광석, 석회석과 코크스 등에 포

함된 비철성분이 용융된 것으로 석회(CaO)와 규석질(SiO2)이 주성분인 무기

물로 이루어져 있다.

  고로 슬래그는 용융상태에서 고압의 물로써 급랭하여 모래와 같은 형상

으로 만든 수재슬래그와 냉각장에서 서서히 식힌 괴재슬래그로 나뉘는데, 

수재슬래그는 시멘트, 비료용으로 활용되고 괴재슬래그는 도로와 토목용 

골재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고로 수재슬래그를 분쇄하여 만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시멘트와 직접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고 기존 시멘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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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우수한 물성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고로 수재슬래그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여 광양제철소에 1고로 수재설비를 신설하는 등 고로 슬래그 중 수재

슬래그의 생산비율이 1998년도의 43%에서 2002년도에는 79%로 상승하였

다.

  고로 수재슬래그는 시멘트 생산과정에 혼합 사용되거나 슬래그 미분말로 

시멘트를 체하여 사용됨으로써 시멘트 제조를 위한 석회석자원의 사용과 

CO2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시멘트 클링커 1톤을 생산하는 데는 약 

1.36톤의 석회석이 사용되고 0.8톤의 CO2가 발생되는데, 2002년도에 시멘

트 원료 및 슬래그 미분말로 사용된 고로 수재슬래그의 양은 총 589만 톤에 

달해 800여만 톤의 석회석 자원절약과 함께 470여만 톤의 CO2 발생을 감소

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고로 슬래그가 전량 유용 되고 있는데 반해 제강 

슬래그의 유효이용률은 약 90 % 이다. 매립 등이 약 10 %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유효이용의 확 를 꾀할 필요가 있다. 제강 슬래그에서는 자가

소비 (제철소 내 리사이클, 제철소 내에서의 토목공사, 도로용 등)가 약 

30 %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제강 슬래그는 용융상태의 쇳물을 정련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데, 

야적장에서 냉각 후 자력선별과 파쇄 및 선별공정을 거쳐, 철 함량이 높은 것

은 철강공정에 재사용하고 나머지는 시멘트용 철질원료, 토목용 골재, 벽돌 

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로 슬래그와 제강 슬래그의 장점을 살린 복합슬래그 노반재를 개발하여 

과거 고로 괴재슬래그만 사용되던 슬래그 노반재를 체해 나가고 있다. 복

합슬래그 노반재는 시험시공을 통해 우수한 품질이 확인되었으며, 괴재슬래

그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제강 슬래그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항만공사 케이슨 채움재에 복합슬래그를 사용하여 시험해 본 

결과, 케이슨 내부에 미치는 압력이 허용 응력치의 4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나 

자원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함이 입증되었다.

  1997년도에 43%에 불과했던 제강 슬래그의 자원화율은 이러한 토목공사

용 수요개발을 통해 점차 증 되어 2000년도 이후에는 전량 활용되고 있다. 

제강 슬래그는 철분을 포함 하므로 가을 추수철 논밭에 한 토지개량

제 또는 산성토양의 개량재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때 철강 슬래그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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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인산분과 각종 미네랄이 작물의 육성수량에 플러

스 효과를 주고 있다. 고로 슬래그의 약 40 %는 토목용 (주로 가설공사

용), 약 1/4가 재이용 (제철소 내 리사이클 사용)이고 다음으로 도로용, 

시멘트용 순으로 이용되고  있다. 재이용, 도로용, 시멘트용은 합쳐서 약 

40 % 이다. 토목용은 부가가치가 높고 수요가 안정치 못 하다라는 등의 

문제가 있다. 현재는 이러한 슬래그의  이용률이 환경 분야로 관심이 확

되고 있다. 부영양화에 의한 적호의 원인인 인산의 농도를 저하시키는 

것과 빈산소에 의한 청호의 윈인인 황화수소를 고정하는 것 등에 해 제

강 슬래그는 효과가 있다고 연구․발표되어지고 있다. 제강 슬래그를 해저

로 산포 하므로서 해저 헤드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또한 적호․청호의 발생 

방지 또는 경감을 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많은 연구가 되어지고 있

다. 또한 산성비가 원인이 되는 수목으로의 영향 또는 호수의 생태계로의 

영향이 일부학계에서 언급되고 있다. 제강 슬래그내에는 CaO, MgO와 같

은 pH 상승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MnO, SiO2, FeO와 같은 공침유

발물질 및 환원성 물질 그리고 Al2O3와 같은 흡착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

다. 따라서 비교적 pH가 높고 중화재로서 이용가치가 고려되고 있다. 

        ① 화학적 특성

  제강 슬래그는 구성 성분을 Dicalcium Silicate (2CaO, SiO2), 유리석

회, 2가의 금속산화물용액 (Ca, Fe, Mn, Mg) 그리고 Calcium Alumino 

Ferrite Solid 용액 등의 4개의 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유리석회는 

물과 반응 하여 수화물을 형성하여 체적이 팽창하기 때문에 제강 슬래그

의 팽창 안정성이 문제가 된다.

  다음 표 3.3.31은 순산소 전로, 평로, 전기로에서 발생된 슬래그의 조성

을 나타내고 있다. 순산소 전로, 평로, 전기로 모두 CaO, FeO, SiO2가 비

교적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그 밖에 MnO, MgO, Al2O3 등으로 분포

되어 있다. 특히 순산소 전로와 전기로는 CaO의 분포가 략 전체의 50 

%를 보이고 있으나 평로 슬래그는 CaO, FeO, SiO2의 분표율이 체적으

로 15 ～ 25 %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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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분 순산소 전로 평   로 전  기  로

CaO 40 ～ 46 15 ～ 25 30 ～ 50

MgO 2 ～ 8 6 ～ 9.5 5 ～ 10

SiO2 10 ～ 15 15 ～ 20 10 ～ 20

Al2O3 1 ～ 2 1 ～ 2 5 ～ 10

FeO 18 ～ 30 15 ～ 25 15 ～ 30

MnO 5 ～ 7 3 ～ 10 3 ～ 6.5

S 0.05 ～ 0.1 0.05 ～ 0.2 0.02 ～ 0.2

P2O5 0.5 ～ 2 1 ～ 2 0.3 ～ 0.9

TiO2 0.5 ～ 1.5 - 0.3 ～ 1

Table 3.3.31. 순산소전로, 평로, 전기로 슬래그의 화학적 조성 성분 [3.3.44].

                                                          (단위 : 무게(%))

        ② 물리적 특성

  제강 슬래그의 물리적 성질은 천연 골재에 비하여 비중이 크고 흡수율

이 낮고 안정성이 좋으며 안식각도 모래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토목 공사

용의 재료로서 적합하다. 투수계수는 모래와 비슷하며 마모율은 다소 크

지만 댐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치보다 작다. 

 

        ③ 제강 슬래그의 팽창안정성[3.3.45]

  제강의 제련에 부원료로 사용하는 생석회는 충분히 슬래그화 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로 슬래그 중에 남게 된다. 이러한 석회분은 유리석회 

(Free CaO)라고 부르며, 물과 반응하여 (CaO + H2O → Ca(OH)2) 소석

회로 바뀔 때에 부피가 약 2배로 팽창하여 슬래그의 팽창․붕괴를 일으킨

다. 이 붕괴성은 물이나 공기 중의 탄산가스에 의해 시간에 따라 안정하

게 된다.



- 431 -

  이 팽창․붕괴작용을 사전에 진행시켜 놓는 방법으로서 용융상태의 제강 

슬래그에 산소를 불어 넣어 유리석회를 충분히 슬래그화시켜 안정된 제강 

슬래그를 만드는 방법과 높이 3 m 정도 슬래그를 야적하여 기 중에 방

치시켜 충분히 수화반응을 일으켜 안정화시키는 에이징 처리 방법이 있

다. 그러나 실외에 방치하는 자연 에이징 처리는 6개월 이상을 요하기 때

문에 넓은 부지가 필요하며 이 에이징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증기를 

이용 양생 온도를 높여 수화 반응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다.

  현재, 모든 제철소에서는 자연방치에 의한 에이징 처리부터 증기 에이

징 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단시간에 목표의 수침 팽창율을 얻고 한정된 

부지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목적으로 증기 에이징 처리가 행하여

지고 있다. 

  일반적인 증기 에이징 처리설비를 보면 사방을 콘크리트 옹벽으로 싸

고, 하부에 증기 분출관을 배치하여 상부를 비닐 시트로 덮어 슬래그 전

체에 증기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고 있으며 온도가 100 ℃가 된 것을 확

인 후, 증기유량을 승온 시의 약 10 %까지 감소시킨다. 슬래그 전체가 

100℃에 도달하는데  요하는 시간은 18～20 시간 정도이다. 

  제강 슬래그(전로 슬래그와 전기로 슬래그)의 특성과 용도를 표 3.3.32

에 나타내었다. 제강 슬래그는 경질과 내마모성 등으로 인해 아스콘 골재

로 활용도가 높으며 수경성으로 인해 도로 노반재로서의 가치가 높다. 또

한 Si나 Fe, Ca의 산화물 측면에서는 시멘트의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산

성화 토지개량을 위한 비료로서의 품질도 우수한 편이다. 

Table 3.3.32. 제강 슬래그의 특성과 용도[3.3.44, 3.3.46]. 

특   성 용   도

전로․전기로 슬래그

경질․내마모성 도로용 (아스콘 골재)

수경성 도로용 (로반재)

FeO․CaO․SiO2 성분 시멘트 크링커 원료

비료성분 (CaO․SiO2) 비료 및 토양개량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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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강 슬래그의 수 처리제로서의 활용

      (가) 기존의 수 처리제로서의 활용 연구

  ■ 중금속 제거

     - 제거 상 : 카드뮴, 납, 구리, 아연 

     - 제거원리 : 폐기물 자체의 CaO 성분의 수화, 분해 작용으로               

Ca(OH)2가 생성되고 재 용해됨으로서 용액이 강한 염기성을 띠게          되

어 금속이온의 수산화물 형태로의 침전에 의한 제거

  ■ 인 제거[3.3.42]

     - 제거 상 : 축산폐수, 하천수 등에서의 인 화합물 

     - 제거원리 : 폐기물 자체의 철, 알루미늄, 칼슘 성분을 이용하여          

인 성분을 용해도가 낮은 화합물로 만들어 제거

                     Fe3+ + PO4
3- = FePO4

                     Al3+ + PO4
3- = AlPO4

                     5Ca2+ + 3PO4
3- + OH- = Ca5(PO4)3(OH)

  ■ 중화제

     - 제거 상 : 산성폐액의 pH 조절제 

     - 제거원리 : 폐기물 자체의 CaO, MgO 성분의 수화, 분해 작용으로        

 Ca(OH)2, Mg(OH)2가 생성되고 재 용해됨으로서 용액이 강한 염기성         

을 띤다.

  ■ 유기물 제거[3.3.42]

     - 제거 상 : 하천수 및 생활오수 

     - 제거원리 : 제강 슬래그를 접촉 여재로 활용하여 표면에 미생물          

막을 형성  하천의 부유물질과 용존 오염물질을 제거

      (나) 제강 슬래그의 수 처리제로의 활용방안

  산업체에서 폐기물로 발생되는 제강 슬래그로부터 사용 전 전 처리를 

통해 얻어진 제강 슬래그를 이용하여 토양 제염 후 발생하는 방사성 폐액 

중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 가운데 방사성이 높은 성분인 Cs 이온과 Co 이

온을 제거하는데 활용함으로서 폐기물의 재활용에 의한 방사성 이온 제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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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강 슬래그 분포

  포항 제철소와 광양 제철소 등에서 발생하는 제강 슬래그는 전로를 이용

하여 강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25～40%의 Hematite와 

Geothite의 Fe 산화물을 함유 하고 있다. 본 시험에 사용된 시료는 200

번체를 통과시킨 것으로 Particle Size Analyzer로 분석한 결과 평균입경

이 22.18 ㎛이며 비중은 3.66으로 나타났다. Solid pH는 (시료와 증류수

비 1 : 10) 12.23으로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는데 이는 제강 슬래그에 일

부 함유하고 있는 산화칼슘 (CaO)의 수화․분해 작용에 의해 OH-가 용출

되는 것으로 기인된다. 또한 제강의 제련에 부 원료로 사용 하는 생석회

는 충분히 슬래그 화 되지 않는 불안정한 상태로 슬래그 중에 남게 되는

데 이러한 석회분을 유리석회 (Free CaO)라고 부르며, 물과 반응(CaO + 

H2O → Ca(OH)2)하여 소석회로 바뀔 때에 부피가 약 2배로 팽창하여 슬

래그의 팽창․붕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제강 슬래그의 미시적 공극구

조를 살펴보면 비교적 입자의 조도가 크고 형상은 체로 둥근 모양을 띠

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가) XRF

   다음 표에 제강슬래그의 XRF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제강슬래그는 

CaO 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SiO2 와 Al2O3가 주종을 이

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mical 

composition
SiO2 Al2O3

Fe2O

3

CaO MgO K2O Na2O TiO2 Ig.loss Sum

Steel mill 

slag
35.71

13.2

6

21.3

6

13.1

7
6.91 0.4 0.8 0.96 7.43 100.0

Table 3.3.33. Chemical contents of leachate from steel mill slag.

                                                        (unit : %)

   

      (나) XRD

  그림 3.3.63에 제강슬래그의 XRD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제강슬래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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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6.6°의 회절각에서 SiO2의 높은 피크가 형성되고 36.10°, 40.8°, 

52.6°, 62.5°에서 Fe2O3, 34.3°, 42.5°, 56.9°, 62.5°에서 Al2O3 등이 피크

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 광물이 주요성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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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3. X-ray diffraction pattern of steel mill slag.  

     

      (다) SEM 분석

  그림 3.3.64에 제강슬래그의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제강슬래그의 경

우, 조도가 훨씬 크고 형상은 체로 둥근 모양을 띄며 입자사이의 공극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라) 입도분포

  표 3.3.34와 그림 3.3.65에 제강슬래그에 한 입도분포 결과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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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제강슬래그의 경우 약 60%가 200mesh 이상의 직경을 가진 시료로 

나타났다. 표 3.3.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0.4～0.02㎜ 의 size가 부분을 

차지해 통일분류법에 의한 분류에서 가는 모래에서 실트질 정도의 size를 

보였으며, 곡률계수 Cu는 12.2로 나타났고 Cg 는 1.1로 나타나 좋은 곡률

계수 범위의 값을 나타내었다. 

Fig. 3.3.64. SEM image of steel mill s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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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  

  입도분포 해석
제강슬래그

입경(d,㎜)별 

통과율(%)

0.425 99.2

0.075 60.0

0.002 7.2

통일분류

(UCS)의 

G,S,M,C 

함량(%)

자갈(G) -

모래

(S)

굵은 모래 21.4

가는 모래 20.3

실트(M) 65.5

점토(C) 3.2

D10, ㎜ 0.005

D30, ㎜ 0.030

D60, ㎜ 0.061

균등계수(Cu) 12.2

곡률계수(Cg) 1.1

Table 3.3.34.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steel mill s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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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 65. 입도 분포 결과.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들의 기본적인 물리적 성질은 표 3.3.35에 나타

내었고 각 시료의 용출시험 결과는 표 3.3.36에 나타냈다.

          Samples

특성
Steel Mill Slag

비중 3.66

pH 12.23

Table 3.3.35. Physical properties of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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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As Cr Mn Fe Cu Zn Cd Pb Hg

전량
제강 

슬래그
0.004 0.3 9.92 570 0.2 11.88 0.12 4.4 ND

용출
제강 

슬래그
ND ND 3.60 ND ND 1.38 ND ND ND

Table 3.3.36. Heavy metal contents of leachate from steel mill slag. 

                                                            (단위 : mg/L)

 

ND : Non Detectable

  일반적으로 용출수에 한 시험은 용출수의 성분, 용출되어 나오는 물

질들의 양 그리고 용출수가 어떤 환경에서 용출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주로 폐기물이 주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으

로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해성 기준항목은 불검출 수준으로 폐기물 사

용할 때 환경적으로 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모의 토양 제염 폐액으로부터 코발트 및 세슘이온 제거 실험

      (가) 실험 방법

  제강 슬래그 및 산으로 처리한 제강 슬래그의 모의 폐액 적용실험을 위

하여 토양 제염에 주로 사용되는 착화제 Citric acid 0.5M을 제조하여 세

슘은 3mg/L, 코발트는 5mg/L로 희석 사용하였다. 인위적인 pH 조절은 

하지 않고 각 조건에서 제강 슬래그와 인공폐액에 남아있는 각 오염물질

의 양을 측정하는 회분식 실험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먼저 시간에 따른 처

리효율을 알아보는 실험과 여기서 얻어진 평형시간을 바탕으로 하여 모사

폐액에 한 적용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반응은 Jar Tester를 사용하였으며 온도는 상온을 유지하였다.  

     

      (나) 평형실험(Equilibrium test)

  그림 3.3.6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코발트, 세슘 제거의 평형도달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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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위한 예비실험으로 초순수액을 이용하여 제조된 코발트, 세슘의 

용액을 시료와 반응시키면서 시간에 따른 추이를 조사하였다. 

  접촉시간은 0시간에서 각각 7단계와 13단계로 구분하여 상등액을 채취․
전처리하여 잔류농도를 측정하였다.

     

Holding tank Reaction Tank

Steel Mill Slag

Clarifier

Discharge

Holding tank Reaction Tank

Steel Mill Slag

Clarifier

Discharge

Fig. 3.3.66.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다) 회분식 실험(Batch test)

  회분식 실험은 평형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제거율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으로 다른 나머지 조건들은 평형실험과 같게 유지하였

다.

  첫째, 각 오염물질들의 농도를 고정시키고 폐기물의 양에 따른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각 오염물질 함유폐수에 제강 슬래그 및 산 처리된 제강 슬래그를 

각각 주입량을 달리하여 처리효율을 비교․검토하였다.  

  둘째, 오염물질별로 반응조 운전 시 최적반응시간, 교반정도, 폐기물 주입량 

등의 인자를 도출하였다. 

     

      (라) 결과 및 평가

        ① 코발트(Co)

  제강 슬래그에 의한 코발트 제거 시 충분한 반응시간을 결정하기 위하

여 시간함수로 농도 변화 결과를 그림 3.3.67, 3.3.68 에 나타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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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코발트 초기농도는 5mg/L로 설정하였다. 

  코발트에 한 평형실험 결과 제강 슬래그로 인해 pH가 상승하면서 수

분 내에 침전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중금속이 흡착제에 의한 흡착

작용으로 인해 제거될 뿐 아니라 폐기물 자체의 CaO 성분의 수화․분해 작

용으로 Ca(OH)2가 생성되고 재 용해됨으로서 용액이 강한 염기성을 띠게 

되어 금속이온의 수산화물 형태로의 침전에 의한 제거임을 시사한다. 코

발트 평형실험결과 수분 내에 침전물 형성이 관찰되므로 이는 흡착조작이 

무의미하므로 충분한 침전제거가 되도록 2시간동안 7단계로 나누어 시료

를 채취 분석한 결과 코발트에 해 비교적 빠른 시간인 90분 이내에 약 

95% 이상의 탁월한 처리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pH 10～11 사이에

서 코발트의 hydroxide 및 carbonate의 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또한 철산화물에 의한 표면 흡착, Ca2+, Mg2+ 등과 양이온교환 등 

여러 기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제강 슬래그의 초기 수

화반응은 물과 만난 후 즉시 protonated 제강 슬래그가 되고 곧이어 

Ca2+, silica 이온이 용출되며, 이로 인한 silica rich layer의 형성과 Ca2+ 

이온의 재 흡착으로 전기이중층을 형성하면서 Ca2+ 이온이 서서히 용출되

어 액상 중의 Ca2+ 이온농도는 증가하고 silica rich layer의 존재로 인하

여 과포화상태까지 도달하면 Ca(OH)2의 핵이 생성하게 된다. 다시 재분해

로 인해 pH의 상승과 여분의 OH기에 의해 코발트의 침전을 유도한다. 따

라서 제강 슬래그가 최고 95% 이상의 코발트 제거율을 보임으로서 약 2

0～30% 정도 못 미치게 처리효율을 보이는 산처리된 제강 슬래그보다 우

수한 제거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산처리된 제강 슬래그의 제거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pH가 11.5 이하일 때 Silica의 용해도가 낮아지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용액 중으로 더 많은 Ca2+와 Mg2+가 용출되어 농도가 

높아지면서 제강 슬래그 표면에 불투수성인 aluminosilicate에 의해 덮여

지기 때문에 수화․분해반응이 지연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② 세슘(Cs)

  제강 슬래그에 의한 세슘 제거 변화를 시간의 함수로서 그림 3.3.69, 

3.3.70에 나타내었다. 세슘에 한 평형실험결과 산처리 된 제강 슬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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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95%까지 제거율을 보임으로서 약 30% 정도에 못 미치게 처리효

율을 보이는 제강 슬래그보다 우수한 제거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코

발트 제거와 반 의 결과를 나타내는데 제거 기작면에서 코발트는 수산화

물 침전제거, 세슘은 Citric acid와 착화제를 이루고 있어 폐기물 자체의 

침전유발물질(MnO, SiO2, FeO) 및 흡착성 물질(Al2O3)의 공존으로 철산

화물에 의한 표면흡착, 칼슘 및 마그네슘 등과 양이온교환능이 모래의 

CEC 3.0me/100g의 최  5배인 15.39me/100g으로 세슘의 흡착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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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67. Equilibrium test for steel mill slag(Co).

   R-S: Raw Steel Mill Slag, PT-S : Pre-Treated steel mill s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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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8. Variation of pH and Co removal efficiency in 

accordance with quantity of steel mill slag(R-S).

0

0.05

0.1

0.15

0.2

0.25

0.3

0.35

0.4

0.45

0.5 3 12 20 88 124 172

Time(hr)

R
-
S
 C

/C
o

Fig. 3.3.69. Equilibrium test for steel mill slag(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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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0. Variation of pH and Cs removal efficiency in 

accordance with quantity of steel mill slag(PT-S).

      (마) 결어

  산업체에서 폐기물로 발생되는 제강 슬래그로부터 사용 전 전 처리를 

통해 얻어진 제강 슬래그를 이용하여 방사성 오염 토양을 제염 후 발생하

는 방사성 폐액 중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 가운데 주요 방사성 핵종인 세

슘 이온과 코발트 이온을 제거하는데 있어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 각 오염물질에 해 평형도달시간은 24시간 이내에 안정화 된다. 

각각의 오염물질들은 비교적 적은 양과 빠른 시간에 평형에 도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발트 처리공정에서 pH 조절 없이 pH 상승물질(CaO, MgO)과 

침전유발물질(MnO, SiO2, FeO) 및 흡착성 물질(Al2O3)이 공존하고 있는 

적은 양의 제강 슬래그를 주입하여 수분 동안 교반하여 95% 이상 제거율

을 보여주고 있다.

R-S C/Co

PT-S 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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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개질된 제강 슬래그를 이용 시 세슘 처리효율 95% 이상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다량으로 발생하는 반면 재이용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폐기물을 재활용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폐수 처리 시 단순화시

킨 공정과 경제적/기술적 문제점이 없어 활용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

된다.

  바. 세슘이온 선택성 이온교환 수지의 모의 토양 제염 폐액 정화 

    (1) 연구 개요

  핵분열 생성물 중에서 137Cs은 반감기가 길고 생체에도 유해하므로 심

각한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 매질로부터 137Cs을 분리 및 분석하는 절차들

은 계속 보고되고 있다. 음이온 염 혹은 금속 ferrocyanide 와의 공침은 

수용액으로부터 137Cs을 농축시키는 방법이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규모의 수용액으로부터 미량의 방사성핵종을 농축시키는 것은 단히 

어려운 문제이다[3.3.47]. 

  최근까지, 합성 무기이온교환체는 알칼리금속 이온에 한 선택성과 방

사성에 강하므로 핵분열 생성 혼합물로부터 137Cs을 농축하는 방법으로 

관심이 계속 증 되고 있다. 이 중에서 copper ferrocyanide는 세슘에 

해 가장 효과적인 흡착제라고 알려져 있다. 바닷물로부터 106Ru, 95Zr, 

144Ce 와 같은 방사성 핵종을  흡착하는 흡착제로서 ferric hydroxide 양

이온교환 수지와 금속 황화물 이온교환 수지가 추천되어 졌다[3.3.47].

  방사성핵종을 수지를 이용하여 농축시키는 방법은 기존의 공침이나 다

른 방법보다 쉽고 효과적이다. 본 실험에서는 세슘 선택성 이온교환 수지

의 적용과 이온교환수지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2) 실험

      (가) Copper ferrocyanide-anion exchange resin 제조

  50 ～ 100 mesh 크기의 수산화물형 Amberlite IRN-78(거  망상 음이

온교환 수지)를 고농도의 sodium ferrocyanide 용액 내에서 ferrocyanide 

형으로 변환 시켰다. 수지를 세척한 후 copper nitrate 용액을 첨가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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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copper ferrocyanide 형으로 변환 시키거나 ferrocyanide 형을 그

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형성된 copper ferrocyanide 음이온교환 수

지를 부유액의 pH가 중성이 될 때까지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이 수지는 

증류수 내에 보관하거나 건조된 형태로 저장 가능한데 본 실험에서는 증

류수 내에 보관하였다. 

      (나) Cs 이온 흡착 실험

  이온교환 수지 일정량을 Cs 이온을 함유한 모의 제염 폐액과 접촉시켰

다. 

    (3) 실험결과 평가

  0.3 M HCl  및  0.05 M Citric acid + HNO3(0.03 M= 4ml/L) 의  두 종

류 제염 용액에 해 관능기 부착 이온교환 수지의 Cs 에 한 흡착  특성을 

파악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용액 별 500 ml를 제조하여 100 ml 씩 나

누어 사용하였으며  24시간 후의 금속성분 농도를 분석하였다. 용액 내 초기 

철 이온 농도는 77 ppm(0.0014M), Ca 농도는 46 ppm(0.0015 M), Al 이온 

농도는 26.98 ppm( 0.0018 M), Mg 이온 농도는 24.31 ppm(0.00045 M), 

Co 이온 농도는 5 ppm(0.000085 M), Cs 이온 농도는 3 ppm(0.000023 M) 

이었다.  그림 3.3.71 및 3.3.72에 그 결과를 도시하였다. 두 용액 모두에 

해 Ca, Mg 및 Al 이온은 흡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e 및 Co 와 같

은 전이 금속은 소량 흡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용액 모두에 해 Cs  이

온에 해 선택성을 가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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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71. 첨가된 이온교환 수지 양에 따른 0.05 M citric acid

  + 0.03 M HNO3 용액에 잔존하는 금속이온의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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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72. 첨가된 이온교환 수지 양에 따른 0.3 M HCl 용액 내 

잔존하는 금속이온의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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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 양이온교환 수지와 Cs 이온 선택성 이온 교환 수지의 금속이온에 

한 흡착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그림 3.3.72 및 3.3.73에서의 용액과  

동일한 농도의 용액을 제조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3.74 및 그림 3.3.75에 도시하였다. 그림 3.3.73에 나타난 바와 같이 

Cs 이온에 한 선택성 이온교환 수지의 흡착량은 상용이온교환 수지에 

비해 4배 정도 우세하다. 상용 양이온교환 수지가 모든 금속이온을 잘 흡

착하는 성질을 가지는 반면에 세슘 선택성 이온교환 수지는 세슘에 해

서만 완전히 작용하며 철 및 코발트와 같은 전이금속을 일부 흡착한다. 

그림 3.3.74 및 3.3.7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용 양이온교환 수지는  

Cs 이온에 해 효율적으로 흡착하지 않는다. 선택성 이온교환 수지에서 

철 및 코발트가 약간의 흡착을 보이는 성질은 ferrocyanide 기의 음이온

에 철과 코발트이온과 같은 전이금속 이온이 착화물 형태로 결합됨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결합이 형성되면서 세슘이온이 흡착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3.75은 그림 3.3.71 및 그림 3.3.73과 동일한 농도의 모의 제염 

용액을 사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세슘이온의 흡착특성을 관찰한 것이

다. 세슘이온 선택성 이온교환 수지의 제조 시 ferro cyanide 기에 결합

되어 있던 K 이온을 전이금속으로 치환하지 않으면 Cs 이온이 흡착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보여 준다. 

  전이금속으로 치환하지 않은  Cs+ 이온 선택성 이온교환 수지 사용 시 세

슘이온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100ml 의 0.05 M Citric acid + 0.03 M 

HNO3 제염용액에 해 Co 이온농도를 5 ppm 으로 유지하고 Cs 농도를 4, 

6 12 ppm으로 변화시켜가며 접촉 시간 경과에 따라 잔존하는 금속 성분의 

농도를 분석하여 그림 3,3.76에 도시하였다. 그림과 같이 Cs 이온농도가 작을

수록 흡착되는 코발트 이온의 양도 작은 것을 보여 준다.   

  전이금속으로 치환하지 않은  Cs+ 이온 선택성 이온교환 수지 사용 시 전

이금속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100ml 의 0.05 M Citric acid + 0.03 M 

HNO3 제염용액에 해 Cs 이온농도를 12 ppm으로 유지하고  Co 이온농도

를  10, 20 및 30 ppm으로 변화시켜가며 접촉시간 경과에 따라 잔존하는 금

속 성분의 농도를 분석하여 그림 3,3.77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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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73.  첨가된 이온교환 수지 양에 따른 0.05 M citric acid 

    + 0.03 M HNO3 혼합용액 내 잔존하는 금속이온 분율.

  (S는 세슘이온 선택성 이온교환 수지, C는 상용 양이온교환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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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4. 첨가된 이온교환 수지 양에 따른 0.3M HCl 용액 내 

   잔존하는 금속이온의 분율. 

(S는 세슘이온 선택성 이온교환 수지, C는 상용 양이온교환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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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5. 세슘이온 선택성 이온교환 수지의 시간 경과에 따른 Cs     

 이온 흡착 특성.(3g 이온교환 수지, citric acid계 제염 용액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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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6. 세슘이온 선택성 이온교환 수지의 시간 경과에 따른 Cs 

이온 및 코발트이온 흡착 특성.(3g 수지, citric acid계 제염용액 100ml. 

a, b, c는 각각 초기 Cs 이온 농도가 4, 6, 12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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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7. 세슘이온 선택성 이온교환 수지의 시간 경과에 따른 Cs 

이온 및 코발트이온 흡착 특성.(3g 수지, citric acid계 제염 용액 100ml. 

a, b, c는 각각 초기 Co 이온 농도가 10, 20, 3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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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간 경과에 따라 코발트 및 세슘이온의 

흡착량은 증가한다. 코발트 이온 농도가 10, 20 ppm 인 경우 세슘의 흡

착 속도가 유사한 것으로부터 본 계에서 Cs 이 흡착하기에 적절한 코발트 

농도는 10 -20 ppm 사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초기 코발트 농도

가 30 ppm이 되면 Cs 이온의 흡착 속도는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어 

  50 ～ 100 mesh 크기의 OH- 형 Amberlite IRN-78를 고농도의 

sodium ferrocyanide 용액 내에서 ferrocyanide 형으로 변환 시켜 Cs 

이온에 한 선택적 흡착특성을 살펴보았다.

  착화제 유무에 관계없이 Ca, Mg 및 Al 이온은 선택적 이온교환 수지에 

흡착되지 않으며 Fe 및 Co 와 같은 전이 금속은 소량 흡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s 이온에 한 선택성 이온교환 수지의 흡착량은 상용이온교환 수지에 

비해 4배 정도 우세하며, 상용 양이온교환 수지가 모든 금속이온을 잘 흡

착하는 성질을 가지는 반면에 세슘 선택성 이온교환 수지는 세슘에 해

서만 완전히 작용하는데 이는 철 및 코발트와 같은 전이금속을 일부 흡착

함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시간 경과에 따라 코발트 및 세슘이온의 흡착량은 증가하며 세슘의 흡

착이 활발히 진행되는 코발트 이온 농도는 10 -20 ppm 사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그 이상의 농도로 코발트가 존재하면 Cs 이온의 흡착 

속도가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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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토양․우라늄폐기물 고정화 및 자체처분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1. 토양 우라늄폐기물 고정화

  2장에서 살펴본 국내 외의 고정화 경험사례와 관련법규 조사결과를 토

로 처분 상인 토양 폐기물 및 우라늄폐기물의 고정화방안 및 특성시험

(안)에 적합한 고화제의 종류와 특성, 고화매질별 장단점 및 경제성을 비

교해 보았다. 이에 한 결과를 Table 3.4.1, 3.4.2, 3.4.3에 나타내었다.

Property
Portland

Cement
Asphalt

Unsaturated

Polyester
Polyethylene Glass

Product

density(lb/ft3)
90-125 62-90 69-81 70-86 150-175

Water-binding

strength
High N/A Moderate-high High N/A

Free-standing

water
Occasionaly Never Seldom High None

Compressive

strength(psi)
500 - 750 1,000 5,000

Mechanical

stability
High Moderate Moderate-high Moderate-high High

Flammalility None Moderate Low-moderate Low None

Leachability Moderate Low-moderate Moderate Low Low

Corrosivity to

 mild steel
Protective Noncorrosive Noncorrosive Noncorrosive Non-

corrosive

Table 3.4.1. 고화제의 종류 및 특성.

        * 출처 : ASME, Radioactive waste solidification

 



- 456 -

 

시멘트 폴리머 세라믹 유리화

장점

◦값이 싸고, 보관

  기간이 김

◦다양한 방사성

  물질 수용

◦압축강도가 큼

◦성형성이 좋음

◦방사성 폐기물

  함유율이 큼

◦취급이 용이

◦내식/내화학성 큼

◦다른 매질에 비해

  고화체의 기계적

  특성이 우수

◦폐기물 함유율이

  현저히 큼

◦물리ㆍ화학적,

  침출특성이 양호

◦폐기물 감용효과

  우수

단점

◦부피증가

◦과잉의 수화열이

  발생할 수 있음

◦고화공정 중 부식

  성이 강한 gas

  (Cl2) 발생 가능성

◦냉각시 수축균열이

  발생될 수 있음

◦배기체 처리방법,

  melter 등 복잡

◦장치비용이 큼

◦배기체 처리,

 melter 등 설비

 복잡

Table 3.4.2. 고화제의 장ㆍ단점.

Polyester Waste Form Cement Waste Form

Production Rate(㎥/day) 1.874 1.874

Waste loading 50wt％ 15Wt％

$/kg of waste 11.52 16.37

Table 3.4.3. 폴리머와 시멘트의 경제성 비교(DOE/EM).

  가. 포틀랜드시멘트

  고화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포틀랜드 시멘트(Ⅳ종)에 한 화학적인 

성분과 물리적인 성능을 Table 3.4.4와 Table 3.4.5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Table 3.4.4.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성분.

산화제이철(Fe2O3) ％ 6.5 이하

산화마그네슘(MgO) ％ 5.0 이하

C3A 8％ 이하일 때 ％ 2.3 이하

감열 감량 ％ 2.5 이하

C3S ％ 35 이하

C2S ％ 40 이하

C3A ％  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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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5.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적 성능.

분말도 비표면적(Blaine)(cm3/g) 2,800 이상

안정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0.8 이하

응결시간

길모어 시험
초결(분)   60 이상

종결시간)   10 이하

비이커 시험 초결(분)
  45 이상

 375 이하

수화열(cal/g)
 7일   60 이상

28일   70 이하

압축강도

(kgf/cm3)

 7일   75 이상

28일  180 이상

  나. 폴리머

  토양ㆍ우라늄폐기물 고화에 적용한 폴리머Ⅰ(TC-141)의 액상수지 사양과 

고화수지에 한 특성을 Table 3.4.6과 Table 3.4.7에 각각 요약하였다.

Table 3.4.6. 액상수지(폴리머Ⅰ)의 사양.

Polycoat

Factor
TC-141

Appearance

Color(Hazen)

Viscosity(Gardner)

Viscosity(Poise)

Gel Time

Air Dry

Recommended

Clear-Colorless Liquid

60 Max.

L ～ N

3 ～ 4

5 ～ 9

None

General Use

        * gel time at 25℃ : Resin 50g, 0.6％ Co-Naph 1ml, 55％ MEKPO 1g



- 458 -

Table 3.4.7. 고화수지(폴리머Ⅰ)의 특성.

Test Factor Unit TC-141

Gravity(Liquid)

Gravity(Solid)

Shrinkage(By Difference of S.G)

Heat Distortion Temp.

Rockwell Hardness

Barcol Hardness

Sward Hardness

Refractive Index

Flexible Strength

Tensile Strength

-

-

％

℃

M Scale

-

-

-

kg/㎜2

kg/㎜2

1.114

1.206

7.6

59

101

36

68

1.554

12.7

7.0

  토양 폐기물 및 우라늄폐기물을 고화한 폴리머Ⅰ 신에 폐기물 함유율이 

높은 폴리머Ⅱ(TP-250)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제품은 촉진제와 P-Wax가 

포함된 2액형 일반 마블용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로서 경화작업성, 물성이 

우수하고 반응성 조정으로 온도별 경화성의 차이가 안정적이어서 저온에서의 

경화 작업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품이다. 또한, 저온 작업에도 

뛰어난 경화 작업성을 유지함에 따라 일정 수준의 발열을 유지하나, 완전 

경화 이후에도 미세한 연질성을 유지하여 작업 중 크랙 발생을 막아주고 

내 충격성을 갖게 해주는 ISO Grade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로서 우수

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액상수지의 물성 및 경화 특성을 Table 3.4.8

과 Fig.3.4.1에 나타내었다. 한편, 우라늄폐기물의 경우 비교 시험을 위해 

인산염 세라믹을 고온(1,300℃)으로 1시간 정도 Calcine한 후 폐기물과 혼합

하여 고화체를 제작한 후 특성 평가시험을 수행하였다.

Table 3.4.8. 액상수지(폴리머Ⅱ)의 기본 물성.

분석항목 단 위 검사방법 표 준 치

외 관 - KSM-3301 적자 반투명

산 가 KOH ml/g " 15 ～ 25

경도(25℃) GARDNER "
하절 춘ㆍ추 동절

K～L J～K I～J

겔화시간(25℃) min " 6～10 7～9 6～8

불휘발분 ％ " 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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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 폴리머Ⅱ의 경화 특성.

  다. 고정화방안별 특성

  토양ㆍ우라늄폐기물에 한 최적의 고정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Table 3.4.9와 같이 고정화방안별로 적용 상 폐기물, 적합성 여부, 경제

성, 고화체의 특성 평가 등을 개략적으로 비교 요약하였다.

     방안별

특성별
시멘트 고화 폴리머 고화 세라믹고화 유리화

상폐기물 중ㆍ저준위 중ㆍ저준위 부분 고준위 부분 고준위

적용성 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경제성

재료비용 저렴

공정단순, 설비

비용 적음

재료 및 설비 비

용이 큼

재료 및 설비

비용이 큼

재료 및 설비

비용이 큼

고화체 특성 - 양호 우수 우수

단점

(문제점)
부피 증가

냉각시 수축 균열 

가능성 있음
설비 비용이 큼 설비비용이 큼

Table 3.4.9. 고정화방안별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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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폐기물 특성 및 고정화방안

    (1) 토양 폐기물

  국내ㆍ외 고정화 경험사례와 토양 폐기물의 특성, 고화제의 개략적인 

특성 및 경제성, 매질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토양 폐

기물에 적합한 고정화방법과 시험방법을 도출하였다. 토양 폐기물의 개략

적인 특성은 Table 3.4.10과 같이 Co-60 및 Cs-137을 함유한 폐기물로

서 고정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염이나 기타 고화시 문제가 되는 물질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에 사용한 토양 폐기물은 모두 14kg으로 

전처리를 위하여 850㎛ 체로 체분리 과정을 거친 후, 90℃에서 1일간 건

조시켰다. 이때의 수분 함유율은 6.38％였으며, 감마핵종분석기로 방사능

농도를 측정한 결과 Co-60은 2.65kBq/kg, Cs-137은 12.45kBq/kg으로 

Cs-137이 Co-60보다 약 6배 정도 많이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고화는 최종 고화체에 한 압축강도, 침출특성이 양호하고 최종 처분에 

따른 문제점이 적고, 고화공정이 단순하여 재료 및 시설 투자비용이 적으

므로 토양 폐기물 고정화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으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비교시험방안으로 폐기물 함유율이 높고 고화제의 특성이 우수한 폴리머

를 선정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세라믹, 유리화에 해 문헌을 조사하였다.

조 성 방사능 (Bq/g) 기 타

토양
 - 토양(0.6 or 0.7㎜)

 - Co-60/Cs-137 함유

 - Co-60  : 10 근처

 - Cs-137 : 10 근처
-

Table 3.4.10. 토양 폐기물의 특성.

    (2) 우라늄폐기물

  우라늄폐기물의 특성은 Table 3.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량의 염을 

함유한 폐기물로서 실험에 사용한 우라늄폐기물은 필터링 후 250℃에서 

5시간 건조하여 인수한 773g을 자체 실험실에서 110℃로 재 건조 하였다. 

이때 밀도는 1.76g/cm3이었으며 라군2(lagoon2) 슬러지를 물로 용해한 후 

건조한 우라늄폐기물의 조성은 Ca:43wt％, U:640μg/g, Na:0.2wt％, 

NO3:26.2mg/g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화사례 조사결과 염 성분을 함유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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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을 시멘트로 고화할 경우 최종 고화체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

로 조사되어 우라늄폐기물의 고정화방안으로는 우선 폴리머를 선정하였

고,  비교시험으로 인산염 세라믹과 시멘트를 추가하여 우라늄폐기물 고

화에 한 적용가능성을 시험하였다.

조 성(wt％) 방사능 (Bq/g) 염

우라늄

슬러지

 - U-238 : 20wt％ 

 - Salts  : 60wt％

 - Water : 20wt％

 - U-238 :  -

- Salts  : 60wt％

  ( NaNO3, NH4NO3,

     CaNO3, Na2CO3 )

Table 3.4.11. 우라늄폐기물의 특성.

  마. 몰드 및 고화체 제조

    (1) 사용한 몰드의 규격

  시멘트 몰드는 주철로 된 Φ50×h100㎜ 조립식으로서 몰드에서 고화체

를 쉽게 분리할 수 있어 재사용이 가능한 반면에, 폴리에틸렌(PE) 몰드(Φ

50×h100㎜)는 일회용으로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라늄폐기물

용 몰드는 폴리에틸렌(PE) 봉을 Φ25×h50㎜로 별도 제작하여 사용하였

다. 시멘트 몰드(좌)와 PE 몰드(우)를 Fig.3.4.2에 나타내었다.

          

Fig.3.4.2. 시멘트 및 PE 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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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화체 제조절차

  상 폐기물에 한 특성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시편 제조는 시멘트의 

경우 ASTM C192를 참조하였다[3.4.1]. 먼저 시멘트 고화체의 제조순서

는 시멘트를 850㎛ 체로 분리하여 시멘트 / 토양(또는 슬러지) / 물 / 첨가제

를 31.5 / 50(±10) / 12.6 / 5.9의 비로 혼합한 후 시멘트 → 첨가제 → 토양

(또는 슬러지) → 물의 순서로 넣고 혼합기에서 균일하게 혼합한다. 혼합이 

끝나면 시멘트 몰드에 1/2 정도를 채우고 다짐작업을 한 후에 몰드에 완

전히 채우고 다짐작업을 되풀이 한다. 다짐작업은 나무망치로 몰드 외부

를 가볍게 두드려서 몰드 내부에 존재하는 구멍과 큰 기포를 제거함으로 

이루어진다. 몰드의 윗면을 마무리 한 후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윗면을 덮어 특성시험 전까지 23±2℃,상 습도 65％ 이상의 습윤 상태에

서 양생하게 된다. 양생과정은 최소 24(±8)시간 동안 몰드 속에서 경화한 

후 몰드를 제거하고 28일 동안 경화시킴으로서 끝나게 되는데, 양생 후 

제조된 시멘트 고화체의 형상을 Fig.3.4.3에 나타내었다.

  폴리머 고화체는 폴리머/토양(또는 슬러지)을 45/55(±10)의 비로 혼합

하여 폴리머→토양(또는 슬러지)→촉진제→개시제를 균일하게 혼합한 후 

PE 몰드에 1/2을 채우고 깊숙이 저어 준다.[3.4.2] 몰드에 완전히 채우고 

다시 한번 깊숙이 저어 주고 나무망치로 몰드 외부를 가볍게 두드려 몰드

에 존재하는 구멍과 큰 기포를 제거한 후 윗면을 마무리하여 2～3일 동안 

몰드 속에서 경화시킨다. 몰드를 제거하고 특성시험 전까지 기밀용기 안

에 밀봉하여 보관하며, 완성된 폴리머고화체의 형상을 Fig.3.4.4에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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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3. 시멘트 고화체의 형상.

      

Fig.3.4.4. 폴리머 고화체의 형상.

    (3) 고화체 제조 현황

  시멘트의 경우 폐기물, 시멘트, 소석회, 물을 혼합하여 고화체를 제조하였

으며 폐기물 함량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을 중심으로 적절히 배

분하여 고화체를 제조하였다. 폴리머는 폴리머, 폐기물, 개시제(BPO : 

benzoyl peroxide), 촉진제(DMA : dimetyhyl aniline)를 혼합하여 혼합기에

서 충분히 섞은 후 제조하였으며, 이 또한 폐기물 함량이 높은 시편부터 제

조하였다.

      (가) 토양 폐기물

  Table 3.4.12와 Table 3.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멘트는 토양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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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함량을 40％,50％,60％로, 폴리머Ⅰ은 토양 폐기물 함량을 45％,5

5％,65％로 제조하였다.

Table 3.4.12. 시멘트 고화체 제조 조건(토양 폐기물).

시료 번호
폐기물 함량

시멘트 물 소석회 토양

시멘트1 1073.0g(38.6％) 433.0g(15.5％) 164.6g(5.9％) 1112.0g(40％)

시멘트2  980.4g(31.5％) 664.0g(12.6％) 168.7g(5.9％) 1556.0g(50％)

시멘트3  699.0g(24.4％) 279.7g( 9.7％) 168.6g(5.9％) 1716.1g(60％)

Table 3.4.13. 폴리머Ⅰ 고화체 제조 조건(토양 폐기물).

시료 번호 폴리머Ⅰ 토양

폴리머1 1092.0g (55％)  889.0g (45％)

폴리머2  972.9g (45％) 1189.5g (55％)

폴리머3  833.2g (35％) 1547.4g (65％)

      (나) 우라늄폐기물

  우라늄폐기물은 시료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틀랜드 시멘트(Ⅳ종)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인 폴리머Ⅰ(TC-141), 폴리머Ⅱ(TP-250)에 하여 Φ

25×h50㎜의 PE Mold를 별도로 제작하였다. 우라늄폐기물은 시멘트와 폴

리머Ⅰ,Ⅱ를 이용하여 폐기물 함량을 최  75％까지 혼합하여 고화체를 

제조하였고, 고화체에 투입된 고화제, 폐기물, 첨가제 등의 함량을 Table 

3.4.14와 Table 3.4.15에 나타내었다.

Table 3.4.14. 시멘트 고화체 제조 조건(우라늄폐기물).

시료 번호
폐기물 함량(45％)

시멘트 물 소석회 우라늄폐기물

시멘트 72.5g(28.7％) 51.0g(20.2％) 13.6g(5.4％) 115.2g(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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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5. 폴리머(Ⅰ,Ⅱ) 고화체 제조 조건(우라늄폐기물).

시료 번호
폐기물 함량(75％)

폴리머I 우라늄폐기물

폴리머 63.2g (25％) 189.6g (75％)

시료 번호
폐기물 함량(55％, 75％)

폴리머Ⅱ 우라늄폐기물

폴리머1 102.7g (45％) 125.5g (55％)

폴리머2  50.6g (25％) 151.7g (75％)

  한편, 우라늄폐기물 고화체에 한 비교시험을 위해서 인산염 세라믹을 확

보하였다. 인산염 세라믹으로 고화시키기 위하여 먼저 우라늄폐기물 을 25

0℃ 및 1,000℃로 건조한 다음 우라늄폐기물 함량을 최  60％까지 함입

시키면서 고화체를 제조한 결과를 Table 3.4.16과 Table 3.4.17에 나타

내었다.

Table 3.4.16. 인산염 세라믹(250℃ 건조) 고화체 제조 조건 

(우라늄폐기물).

시료번호
폐기물 함량

MgO 인산+물(1:1) 우라늄폐기물

인산염 세라믹1 16.5g (31％) 15.5g (29％) 22.0g (40％)

인산염 세라믹2 14.0g (26％) 13.0g (24％) 27.0g (50％)

인산염 세라믹3 11.5g (21％) 10.5g (19％) 32.0g (60％)

Table 3.4.17. 인산염 세라믹(1,000℃ Calcined) 고화체 제조 

조건(우라늄폐기물).

시료 번호
폐기물 함량

MgO 인산+물(1:1) 우라늄폐기물

인산염 세라믹 9.0g (％) 8.0g (％) 37.0g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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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특성 평가 시험항목 및 절차

    (1) 고화체의 특성평가 시험항목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영구처분)을 위해서는 고화체의 취급, 수

송, 처분에 따른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과기부 고

시의 “방사성 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1-23호)”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인도규정(고시 제2001-32호)” 등에서 고화체

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 요건은 있으나, 처분에 따른 방사성 폐

기물의 분류, 특성검사 등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

우 10 CFR 61에서 폐기물 분류체계(61.55) 및 고화체의 요구조건

(61.56)을 만족하도록 NRC가 인정할 수 있는 고화체 특성시험에 한 기

술 지침(NRC Branch Technical Position on Waste Form, 1993)을 제

시하고 있다. 그 외에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처분장의 특성에 따라 

고화체의 건전성 입증을 위한 폐기물 인수요건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화체의 개략적인 특성시험 방법을 Table 

3.4.18에 나타내었다. 방사성 폐기물의 안정성은 처분기간 동안 물리ㆍ화

학적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고화체 및 

포장물에 한 세부적인 시험/검사 등의 기준은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안정성 시험에 고려해야할 특성시험 항목은 Table 3.4.19와 

같다.

    (2) 압축강도 시험

  방사성 폐기물 고화체에 한 압축강도 시험은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

분할 때 고화체가 처분장에서 관리되는 기간 동안 구조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는지를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 된다. KS 규격(KS-F-2405)에서는 

보통 7일, 28일 경과 후 시험하며, 장기 경화에 따른 압축강도 시험은 3

개월, 6개월, 1년 경과 후 시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화체

의 기술지침서(BTP)에서는 ASTM C39에 따라 28일 경화 후 시험토록 

되어있고, 프랑스의 경우 90일 경과 후 시험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

다.[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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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강도
방사선

저항성

생물학적

열화
침출율

열

안정성
유리수

중국 -
Co-60

109 rad
- ISO method - -

프랑스
ANFOR/

NFT

Co-60

5×107 rad
-

IAEA Test

(unpublished)

ASTM

B553
-

독일 DIN 1164
Co-60

109 rad
-

IAEA Test

(modified)
Visual

이태리
ASTM

D1621-64

Co-60

4.5×108 

rad

-
Soxhlet, ISO 

method

ASTM

B553

Visual

ANS 55.1

일본
ASTM

D695

Co-60

109 rad

ASTM G21

ASTM G22
IAEA Test

ASTM

B553
-

영국
BS 2782

Part 3

Co-60

109 rad
- -

ASTM

B553
Visual

미국

ASTM

C39, 

D1074

Co-60

108 rad

ASTM G21

ASTM G22
ANS 16.1

ASTM

B553
ANS 55.1

Table 3.4.18. 국가별 고화체 특성시험 방법.

시험 항목 관련 규격  비  고

 압축강도
 ASTM C39

 ASTM D1074(아스팔트 고화체)
 KS-F-2405

 열적 열화  ASTM B553  -40℃, 60℃

 생물학적 열화  ASTM G21, G22  

 침출시험  ANS 16.1  침출지수 6 이상

 방사선 조사  108 rad 조사  

 - 시험시편은 ANS 55.1에 따라 측정시 유리수가 0.5vol％ 보다 작고, 유리수

  의 pH는 4～11(시멘트의 경우 최소 9)

 - 시험항목 및 관련 규격 : NRC Waste form Technical position 참고

Table 3.4.19. 안정성 시험시 고려해야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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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압축강도 관련 기준

        ① 미국, NRC 10 CFR 61.56(b) 폐기물의 안정성 요건에서는 폐

기물(고화체)이 구조적으로 열화 되지 않고, 처분장의 붕괴(slumping and 

collapse) 또는 처분장의 다른 실수나 물의 침투에 따라 전반적인 안정성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② NRC 10 CFR 61.56(b) : (1)에서는 “구조적으로 안정한 폐기

물은 과도한 하중이나 압축장비의 중량, 습기, 미생물 활동, 방사선 영향

이나 화학적 변화와 같은 내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과 같은 예상

되는 처분 조건 하에서도 폐기물 자체의 물리적인 크기나 형태를 유지해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③ 고화체의 압축강도(NRC BTP)

         ㄱ. 폐기물의 안정성 지침(stability guidance)에서 고화체 시험

시편의 압축강도는 ASTM C39에 따라 시험되었을 때, 최소한 50 psi(현

재 60psi)여야 함(Bitumen의 경우, ASTM D1074 표준시험법에 따라 시

험 수행).

         ㄴ. BTB Rev.1(1991)에서는 시멘트 고화체의 경우, 처분장의 

처분 부하(burial load) 및 치수/형태(dimension and form)의 유지가 조

금 더 보장되도록 압축강도가 500psi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시멘

트고화 시편은 최소 28일 동안 경화 후 시험).

         ㄷ. 압축강도(시멘트) 시험시편 규격

           - 크기(diameter) : 2～3 inch

           - L/D 비 : 략 2배(L/D : Length to Diameter)

   

      (나) 압축강도 시험법

  일반적으로 압축강도 시험은 시험시편의 형상, 크기, 재하속도, 구성물

질 등에 영향을 받으며, 고화체의 압축강도 시험은 ASTM C39, D1704 

등의 관련 기준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ASTM C39(원주형 콘크리트 시편의 압축강도 표준시험법)

  이 시험법은 주형이나 코어드릴 한 원주형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측정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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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시험편 규격

         - 동일 시험편의 크기(diameter) 편차는 2％ 이내

         - 축방향 수직도는 5° 이내

         - 시편의 끝단은 평편할 것

          ㄴ. 적용부하 : 20～50psi 이내

          ㄷ. 압축강도(σ) = P/A(psi, kg/㎠)

                       (P : 최 적용하중, A : 단면적 )

        ② ASTM D1704(아스팔트 혼합물의 압축강도 표준시험법) 이 

시험법은 압축된 아스팔트 혼합물의 압축강도 측정에 적용

          ㄱ. 시험편 규격(일반적으로 원통형 시험편 사용)

         - 지름(diameter) : 101.6㎜(4.0inch.)

         - 높이(height) : 101.6 ± 2.5㎜(4.0 ± 0.1inch.)

         - 지름이 101.6㎜ 이외의 경우

         - 높이 : 지름의 ± 2.5％ 이내

         - 지름 : 가장 큰 쇄석 지름의 4배 이내, 최소 50.8㎜이고, 압축

시험 동안 변형률을 일정하게 유지

           ㄴ. 시험절차

         - 경화 오븐(curing oven)에서 꺼낸 후 최소 2시간 동안 실온

에서 냉각하고 각 시험시편의 비중 측정

        - 시험온도 하의 air bath에서 4시간 정도 유지(보관)하여 25 ± 

1℃ 유지

      (다) 압축시험

        ① 0.05㎜/min의 수직변형율 유지

        ② 시편 높이가 101.6㎜인 경우, 5.08㎜/min 적용

    (3) 침출시험

  방사성 폐기물 고화체의 특성평가를 위한 침출시험법은 몇 가지로 분류

되나 일반적으로 침출액의 교환 또는 교반의 유무 및 교환방법에 따라 정

적 침출법과 동적 침출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정적 침출법은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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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침출액의 교환이나 교반을 전혀 하지 않고, 동적 침출법은 단계

적이나 연속적으로 침출액을 교환하거나 교반하는 시험방법이다. 정적 침

출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것으로 MCC-1, 2 시험법이 있고, 동적 침출

법으로는 정해진 빈도로 침출액을 교환하는 IAEA 시험법이 있으며, 이를 

개선한 방법으로 ISO 표준시험법과 ANS 표준시험법이 있다. 또한, 동적

침출법 중 유수형 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분장의 지하수에 해당하는 

낮은 유속으로 시험하는 MCC-4 시험법이 있고, 빠른 유속 조건에서 시

험하는 방법으로는 Soxhlet법이 있다.

      (가) ANS 표준 침출시험법(ANSI/ANS 16.1, 1986)

  단기 시험절차에 의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고화체의 침출 측정법으

로, IAEA 시험법을 개선한 것으로 시편의 전면을 침출액에 노출시켜 90

일 동안 시험을 수행하여 침출지수로 고화체의 침출특성을 평가한

다.[3.4.4]

        ① 침출지수 기준 : U.S NRC BTP에서는 침출지수 6이상 요구

        ② 시험조건

        - 시편 크기(높이/직경) : 0.2～5

        - 침출수 : 탈염수(0.3μs/cm)

        - 시험온도 : 22.5 ± 5℃

        - 침출수의 부피/침출수에 노출된 시편의 표면적 = 10 ± 0.2cm

        - 침출수 교환주기 : 2hr, 7hr, 1day, 2day, 3day, 4day, 5day, 

19day, 47day, 90day

        - 고정된 침출조건 하에서 시험(단일 침출액, 단일 온도, 규정된 

침출액의 교환주기)

       ③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고화체의 방사성 핵종 보존능력 평가

       ④ 침출지수 결정은 침출액 교환주기에 따라 총 90일 동안 수행하

여 각 침출 시험기간 동안 누출된 방사능 양으로부터 구한 유효 확산계수

로 침출지수를 구함

        - 이때 누출된 총 방사능양이 20％ 이하일 경우 다음 식을 이용

하여 유효 확산계수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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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π[
an/A 0

(△t) n ]
2

[ VS ]
2

T

          

           D : effective diffusivity(㎠/s)

           V : volume of specimen(㎤)

           S : geometric surface area of the specimen as 

calculated from measured dimensions(㎠)

          T = [ 1
2
( t n- t n-1)]

2

 : Leaching time representing the 

"mean time" of the leaching interval(s)

          

  침출지수(L)는 유효 확산계수의 총 합을 다음의 식에 의하여 구하게 된

다.

           Li =  
1
10 ∑

10

1
[ log (β/Di )] n

           Li : leachability index of a nuclide i

           β : constant (1.0㎠/s)

           Di : effective diffusivity(㎠/s)

    (4) 열 안정성 시험

  일반적으로 추천되어 오고 있는 온도 주기성 시험은 ASTM B533으로 

이 시험법은 자동차의 플라스틱 부품에 금속 피복재의 접착정도를 검사하

기 위한 품질관리 시험법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이를 고화체에 적용시켜 

-40℃～60℃의 시험온도 범위 내에서 열에 의해 고화체 자체의 결함부분

에서 발생되는 응력에 의한 결함정도를 평가하려 한 방법이다.

  ASTM B533 시험법의 시험온도는 고화체의 저장 및 수송기간 동안 예

상되는 온도에 비해 높게 설정되었으며, 시험기간을 한달로 하여 30회의 

온도주기 변화를 주는 시험법이다. 그러나, 시험기간 동안 시편이 깨어지

거나 손상이 가는 경우에 해서는 구체적인 시험지침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고온(60℃) 및 저온(-40℃)에서 각각 1시간 동안 시험되기 때문에 

각 시험온도에서 시험체 자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충분한 시간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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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다. 고화체의 온도 주기 변화 시험 중 드럼이 밀봉된 상태로 고온에

서 시멘트 고화체로부터 수분의 증발이 일어난 후 저온시험으로 강하 시 

발생된 응축액은 고화체 내로 흡수 결빙되어 시편을 파괴시킬 수 있으므

로 이러한 방법은 밀폐된 드럼내에서 고화체 거동을 모사할 것으로 보인

다.

    (5) 생물학적 열화

  미생물 시험법으로서 ASTM G21, G22가 있다. 이 시험법은 곰팡이와 

박테리아를 사용하여 폴리머 합성 재료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것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시험결과인 미생물의 분해정도를 육안으로 측정케 된

다. G21, G22를 이용하여 미생물에 의한 시멘트 고화체의 분해정도를 시

험한 결과 곰팡이와 박테리아의 성장에 한 보고서는 없으나, 오래된 콘

크리트 구조물을 보유한 유럽에서는 하수구 계통의 콘크리트, 빌딩, 기념

비 등에 심각한 부식의 예가 있는데 하수구 계통의 경우 오수 내의 H2S

와 미생물이 반응하여 생성된 황산이 콘크리트 성분들을 분해 시키며, 물

이나 공기 중의 질산화합물과 미생물이 반응하여 생성된 질산은 빌딩과 

기념비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모의 제염 폐수지가 미

생물에 의해 크게 분해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적당한 

조건 하에서 시멘트와 폐수지는 미생물과 상호작용에 의해 침식될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시멘트 고화체에 해 미생물에 의한 분해연구를 수행하

려면 시험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6) 고화체의 특성시험 절차

  제조된 고화체의 특성시험은 ASTM C39에 따른 압축강도 시험, ANS 

16.1에 따른 침출시험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압축강도의 경우 시멘트

는 28일, 폴리머는 2～3일 동안 경화 후 시험하였으며, 개략적인 시험절

차는 다음과 같다.

  압축강도 시험의 경우 시편의 양 단면과 압축강도 시험기 가압판 표면

은 청결성을 유지하여 시편의 축과 가압판의 축이 일치하도록 시편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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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압판 위에 올려놓은 후, 이동 가압판을 움직여 시험체의 표면과 고르

게 접촉되도록 조절하여 하중 및 변형 지시계를 고정시킨다. 재하속도는 

초당 3kgf/cm2이 되도록 전 시험기간 동안 일정하게 하여 시편이 파괴될 

때까지 하중을 가하고 시험 중에 시험체가 받은 최 하중을 기록한 다음 

시편의 파괴 상태와 겉모양을 기록한다.

  침출시험 절차는 침출액으로 탈이온수(＜5μmho/cm)를 준비하여 시편의 

기하학적 표면적에 맞추어 침출액의 양을 결정(V/SA = 10 ± 0.2cm)하되 

시편을 침출액이 적어도 5cm 이상 덮을 수 있도록 용기 바닥으로부터 일

정 거리를 두어야 하며, 모든 방향에서 침출액이 1cm 이상의 두께를 가

질 수 있도록 시편을 중심 부근에 위치시키고 시험기간 동안 침출용기를 

항상 닫아서 증발, 방사선 분해 등에 의한 침출액의 손실이 1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침출액의 교체는 1일, 7일, 30일, 90일로 하고 침출

시험 종료 후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며, 시편 제작시의 방사능농도와 침

출액 중의 방사능농도를 비교하여 침출지수를 산출한다.

  사. 특성 평가 시험결과

    (1) 압축강도 시험결과

  토양 폐기물을 상으로 제조한 시멘트의 압축강도는 Table 3.4.20과 

같이 기준치인 500psi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머Ⅰ의 압

축강도가 높았고 폐기물 함량이 높을수록(상한 65％ 이내) 압축강도는 낮

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 경우에도 기준치는 모두 만족하였다. 압축강

도가 최 값을 보인 고화체는 폴리머Ⅰ 55％로서 7,135psi로 나타났다. 

시멘트와 폴리머Ⅰ으로 폐기물 함량을 10％ 정도 증가시켰을 때 압축강도

의 감소 비율이 시멘트는 32％, 폴리머Ⅰ은 25％로서 폴리머Ⅰ이 상 적

으로 낮았다. 이는 토양 폐기물을 시멘트와 폴리머Ⅰ으로만 고화시킨다고 

가정한다면 폴리머Ⅰ으로 고화하는 것이 폐기물 함량을 높이면서 압축강

도 또한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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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20. 토양 폐기물의 압축강도 시험결과.

시료 종류
평균압축강도

(psi)

90일 침수후의 

평균압축강도(psi)

침수 전과 침수 

후의 비교 (％)

시멘트(40％) 5270.0 8921.0 69

시멘트(50％) 3590.0 7262.0 100

시멘트(60％) 3830.0 4331.6 13

폴리머Ⅰ(45％) 5636.4 7712.8 37

폴리머Ⅰ(55％) 7135.0 9037.2 27

폴리머Ⅰ(65％) 5330.0 6045.7 13

시멘트 고화체 평균압축강도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40% 50% 60%

폐기물 함량

압
축

강
도

(p

  

폴리머 고화체 평균압축강도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45% 55% 65%

폐기물 함량

압
축

강
도

(p

Fig.3.4.5.  토양 폐기물 고화체의 평균압축강도.

  Fig.3.4.6은 토양 폐기물 고화체를 90일 동안 침수시킨 후 압축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평균압축강도가 최 였던 폴리머Ⅰ(55％)의 90일 침수 

후의 평균압축강도가 침수 전 보다 약 27％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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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6.  토양 폐기물에서의 90일 침수 후 평균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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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늄폐기물 고화체에 한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Table 3.4.21, 

Fig.3.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고화체에서 기준치인 500psi를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압축강도가 최 였던 고화체는 폐기물 함량을 

75％ 함유한 폴리머Ⅰ이었으며, 이때의 압축강도는 11,000psi였고 폐기물을 

70％ 함유한 인산염 세라믹 고화체는  2,480psi로서 제일 낮았다. 시멘트 고

화체는 폐기물 함량이 46％였으며, 2,766psi로서 두 번째로 낮았다.

Table 3.4.21. 우라늄폐기물 고화체의 압축강도 시험결과.

시료 종류
압축강도

(kgf/cm2)

압축강도

(psi)

평균압축강도

(psi)

인산염 세라믹(70％) 174.26  2478.56  2478.6

시멘트(46％)

132.72  1887.72

 2766.2194.58  2767.58

194.39  2764.88

폴리머Ⅰ(75％)

753 10700

11000.0721 10300

841 12000

폴리머Ⅱ(55％)

716.59 10192.31

10676.8758.64 10790.40

776.72 11047.56

폴리머Ⅱ(75％)

648.15  9218.86

 9528.8700.48  9963.17

661.19  94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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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7. 우라늄폐기물 고화체의 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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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산염 세라믹과 시멘트 고화체는 압축강도는 비슷하였지만 폐기물 함량은 

인산염 세라믹 고화체가 시멘트 고화체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함량이 75％로 동일한 고화체에서는 폴리머Ⅰ이 폴리머Ⅱ에 비해 

압축강도가 약 26％ 높았다. 이는 동일한 폐기물 함량으로 압축강도를 높여 

제조할 수 있는 고화체는 폴리머Ⅰ이 유리한 것임을 말해준다.

  고화 매질별 압축강도와 폐기물 함량은 75％의 폴리머Ⅰ 고화체가 인산염 

세라믹 고화체에 비해 폐기물 함량은 70∼75％로서 유사하였지만 압축강도

는 약 4.4배 높았고, 시멘트 고화체에 비해 폐기물 함량은 1.6배, 압축강도는 

약 4.6배 높았다. 한편, 우라늄폐기물을 단기간 건조(250℃)한 후 인산염 세

라믹과 혼합하여 제조한 고화체는 염 성분의 조해성으로 인해 유리수가 다량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라늄폐기물을 1,000℃에서 하소하는 

공정을 추가하여 제조하였으나, 질산염의 분해로 NOx가 발생되는 등 고화체 

제조에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온도와 관련된 질산

염의 고유한 분해특성으로, 질산염은 500℃에서 처음 분해가 이루어지고 

600∼750℃에서 평형을 이룬 후, 750℃를 초과하게 되면 완전히 분해되어 

NOx 형태로 발생되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라늄폐기물을 400℃에서 7일간 건조하여 시멘트45％, 폴리머Ⅱ 55％와 

75％로 제조한 결과, 하소과정에서 NOx는 발생되지 않았고, 30일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유리수 또한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우라늄폐기물에서의 침수 후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Table  3.4.22와 

Fig.3.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일 침수 후 측정한 평균압축강도가 침수 

전의 평균압축강도보다 시멘트는 112％, 폴리머Ⅱ는 약 20％ 증가하였다.

Table 3.4.22. 압축강도 시험결과 비교(우라늄폐기물).

시료 종류
평균압축강도

(psi)

30일 침수 후의 

평균압축강도(psi)

침수 전과 침수 

후의 비교(％)

시멘트(46％)  2766.227  5873.246 112

폴리머II(55％) 10676.757 12843.965  20

폴리머II(75％)  9528.787 11456.1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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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8. 침수 전ㆍ후의 압축강도 비교(우라늄폐기물).

    (2) 침출시험결과

  Co-60의 경우 시멘트 40％ 고화체의 1일 후 침출지수는 11.49, 폴리

머Ⅰ 65％ 고화체의 30일 후 침출지수는 11.49였다. 이는 토양 폐기물에 

Co-60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폴리머Ⅰ 고화체가 폐기물 함량을 25％나 

많이 함유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고화제와 폐기물 함량별 단위 

시험결과를 Fig.3.4.9, 4.10, 4.11에 나타내었고, Table 3.4.23과 

Fig.3.4.12에 종합적인 결과를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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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9. 시멘트 고화체의 침출시험결과(Co-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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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0. 시멘트, 폴리머 고화체의 침출시험결과(Co-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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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1. 폴리머 고화체의 침출시험결과(Co-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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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23. 토양 폐기물에서의 Co-60 침출시험결과(종합).

Co-60 침출시험결과

시료

종류

침출

기간

A0

(Bq/kg)

토양

밀도

A0

(Bq/L)

an

(Bq/L)
an/A0

(an/A0)

/(Δt)n

(Σan)

/A0

D

(cm2/s)
T

Li

(침출

지수)

시멘트

(40％)

1일

1289.5

1.32

1702

0.7691
0.00059

6
6.9E-09 0.0006 3E-12 21600 11.49057

7일 0.6894
0.00053

5
1.03E-09 0.0011 1E-12

287096.

5
11.75443

30일 0.752
0.00058

3
2.93E-10 0.0017 4E-13 1425227 11.97431

90일 0.9423
0.00073

1
1.26E-10 0.0024 3E-13 5073599 12.12958

시멘트

(50％)

1일

1556.4 2054

0.7594
0.00048

8
5.65E-09 0.0005 2E-12 21600 11.66498

7일 0.8408 0.00054 1.04E-09 0.001 1E-12
287096.

5
11.83709

30일 0.6472
0.00041

6
2.09E-10 0.0014 2E-13 1425227 12.12732

90일 0.7251
0.00046

6
8.05E-11 0.0019 1E-13 5073599 12.34208

시멘트

(60％)

1일

1823.3 2407

1.1899
0.00065

3
7.55E-09 0.0007 4E-12 21600 11.41234

7일 1.0289
0.00056

4
1.09E-09 0.0012 1E-12

287096.

5
11.69184

30일 1.2231
0.00067

1
3.38E-10 0.0019 5E-13 1425227 11.89205

90일 1.5264
0.00083

7
1.45E-10 0.0027 3E-13 5073599 12.03836

폴리머

Ⅰ

(45％)

1일

1070.7 1413

0.3615
0.00033

8
3.91E-09 0.0003 1E-12 21600 11.98476

7일 0.4456
0.00041

6
8.03E-10 0.0008 6E-13

287096.

5
12.11029

30일 0.5601
0.00052

3
2.63E-10 0.0013 3E-13 1425227 12.24302

90일 0.7351
0.00068

7
1.19E-10 0.002 2E-13 5073599 12.34466

폴리머

Ⅰ

(55％)

1일

1417.4 1871

0.6223
0.00043

9
5.08E-09 0.0004 2E-12 21600 11.75667

7일 0.673
0.00047

5
5.5E-10 0.0009 4E-13

402478.

2
12.08746

30일 0.7706
0.00054

4
2.42E-10 0.0015 4E-13 1908327 12.20988

90일 0.9274
0.00065

4
1.13E-10 0.0021 2E-13 5725393 12.31713

폴리머

Ⅰ

(65％)

1일

1764.1 2329

0.6808 0.00039 4.47E-09 0.0004 1E-12 21600 11.8687

7일 1.5499
0.00087

9
1.69E-09 0.0013 3E-12

287096.

5
11.72776

30일 1.5294
0.00086

7
4.36E-10 0.0021 9E-13 1425227 11.84173

90일 1.8523 0.00105 1.81E-10 0.0032 5E-13 5073599 11.9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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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2. 토양 폐기물에서의 Co-60 침출지수 추이(종합).

  Cs-137의 경우 시멘트 40％ 고화체의 1일 후 침출지수는 12.95로, 동

일한 고화체 및 폐기물 함량에서 Co-60 보다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는 토양 폐기물에 Cs-137만 있다면, 폴리머Ⅰ이 유리하고 폐기물 함량을 

25％ 이상 함입시킬 수 있다. 고화제와 폐기물 함량별 시험결과를 

Fig.3.4.13, Fig.3.4.14, Fig.3.4.15에 나타내었고, Cs-137의 침출지수 추

이는 Table  3.4.24와 Fig.3.4.16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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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3. 시멘트 고화체의 침출시험결과(C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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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지수(Cs-137)-시멘트(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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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4. 시멘트, 폴리머 고화체의 침출시험결과(C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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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5. 폴리머 고화체의 침출시험결과(C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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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24. 토양 폐기물에서의 Cs-137 침출시험결과(종합).

Cs-137 침출시험결과

시료

종류

침출

기간

A0

(Bq/kg)

토양

밀도

A0

(Bq/L)

an

(Bq/L)
an/A0

(an/A0)

/(Δt)n

(Σan)

/A0

D

(cm2/s)
T

Li

(침출지수)

시멘트

(40％)

1일

6049.7

1.32

7986

0.6754 0.000112 1.29E-09 0.0001 1E-13 21600 12.94604

7일 1.0308 0.00017 3.29E-10 0.0003 1E-13 287096.5 12.97877

30일 1.2306 0.000203 1.02E-10 0.0005 5E-14 1425227 13.09548

90일 1.3356 0.000221 3.81E-11 0.0007 2E-14 5073599 13.23037

시멘트

(50％)

1일

7302 9639

0.6219 8.52E-05 9.86E-10 9E-05 7E-14 21600 13.18104

7일 0.9054 0.000124 2.39E-10 0.0002 5E-14 287096.5 13.23432

30일 1.0841 0.000148 7.47E-11 0.0004 2E-14 1425227 13.35702

90일 1.2033 0.000165 2.85E-11 0.0005 1E-14 5073599 13.49003

시멘트

(60％)

1일

8554.3 11292

1.0864 0.000127 1.47E-09 0.0001 1E-13 21600 12.83403

7일 1.3126 0.000153 2.96E-10 0.0003 8E-14 287096.5 12.96826

30일 1.7824 0.000208 1.05E-10 0.0005 5E-14 1425227 13.08151

90일 2.0324 0.000238 4.1E-11 0.0007 3E-14 5073599 13.20396

폴리머

(45％)

1일

5023.6 6631

0.2983 5.94E-05 6.87E-10 6E-05 3E-14 21600 13.49437

7일 0.2034 4.05E-05 7.81E-11 1E-04 5E-15 287096.5 13.87703

30일 0.3467 6.9E-05 3.47E-11 0.0002 5E-15 1425227 14.00729

90일 0.5527 0.00011 1.9E-11 0.0003 6E-15 5073599 14.06546

폴리머

(55％)

1일

6650.1 8778

0.5568 8.37E-05 9.69E-10 8E-05 6E-14 21600 13.19589

7일 0.3853 5.79E-05 6.71E-11 0.0001 6E-15 402478.2 13.72071

30일 0.5828 8.76E-05 3.9E-11 0.0002 9E-15 1908327 13.82712

90일 0.6803 0.000102 1.77E-11 0.0003 6E-15 5725393 13.93301

폴리머

(65％)

1일

8276.6 10925

0.3089 0.00004 4.32E-10 4E-05 1E-14 21600 13.89763

7일 0.2387 2.88E-05 5.56E-11 7E-05 3E-15 287096.5 14.22609

30일 0.4592 5.55E-05 2.79E-11 0.0001 3E-15 1425227 14.30316

90일 0.6028 7.28E-05 1.26E-11 0.0002 3E-15 5073599 14.37695

침 출 기 간 에  따 른  침 출 지 수 (C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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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6. 토양 폐기물에서의 Cs-137 침출지수 추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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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 폐기물 고화체의 방사성 핵종별 침출특성과 침출지수 추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방사성 핵종별 침출지수는 토양 폐기물의 경우 

Cs-137이 Co-60에 비해서 침출지수가 2∼3 정도 높게 나타났다. 토양 

폐기물 고화체에 함유된 초기 방사능농도는 Cs-137이 Co-60 보다 약 6

배 정도 높았으나, 침출된 방사능농도는 이와 비슷하거나, Co-60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Co-60의 유효확산도(D)가 고화제나 폐기물 함

량 변화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Cs-137의 경우 1/10 정도

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비수용성인 Co-60의 침출은 고화체의 화학적 

조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나, 수용성인 Cs-137은 고화체의 화학적 

안전성에 따라 침출특성이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토양 폐기물 고화체에 한 종합적인 침출시험결과는 Table 3.4.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멘트나 폴리머Ⅰ의 침출지수는 모두 기준치(침출지수 

> 6)를 충분히 만족하였으며, 종합적인 침출지수 추이는 Fig.3.4.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멘트와 폴리머Ⅰ 모두 1일 경과 후의 침출지수가 가장 

낮았고, 침출기간이 경과할수록 침출지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침출시험 1일 후의 침출이 상 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화 매질을 침출지수 추이와 관련지어 비교해 보면 

폴리머Ⅰ이 시멘트 보다 폐기물 함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침출지수는 

상 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토양 폐기물 고화체를 제조하

는데 있어 시멘트 보다는 폴리머가 침출특성이 우수한 것임을 말해준다. 

시멘트 고화체와 폴리머Ⅰ 고화체에 한 고화제와 폐기물 함량별 침출시

험 결과를 Fig.3.4.17, Fig. 3.4.18, Fig.3.4.19에 나타내었고, 토양 폐기물 

고화체에 한 종합적인 침출시험결과 및 침출지수 추이를 Table 3.4.25

와 Fig.3.4.20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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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7. 시멘트 40％, 시멘트 50％의 침출시험결과.

침출지수-시멘트(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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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지수-폴리머(45%)

6

7

8

9

10

11

12

13

14

1일 7일 30일 90일

침출기간

침
출

지
수

Fig.3.4.18. 시멘트 60％, 폴리머 45％의 침출시험결과.

침출지수-폴리머(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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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지수-폴리머(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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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9. 폴리머 55％, 폴리머 65％의 침출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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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25. 토양 폐기물에서의 침출지수 추이(종합).

침출시험결과

시료
종류

침출
기간

A0

(Bq/kg)
토양
밀도

A0

(Bq/L)
an

(Bq/L) an/A0
(an/A0)/

(Δt)n

(Σan)/
A0

D
(cm2/s) T

Li

(침출
지수)

시멘트

(40％)

1일

7339.2

1.32

9688

1.4444 0.000149 1.73E-09 0.0001 2E-13 21600 12.69471

7일 1.7202 0.000178 3.43E-10 0.0003 1E-13 287096.5 12.83519

30일 1.7192 0.000177 8.93E-11 0.0005 4E-14 1425227 13.03928

90일 1.7324 0.000179 3.09E-11 0.0007 2E-14 5073599 13.23398

시멘트

(50％)

1일

8858.4 11693

1.3813 0.000118 1.37E-09 0.0001 1E-13 21600 12.89693

7일 1.7462 0.000149 2.88E-10 0.0003 7E-14 287096.5 13.01148

30일 1.7313 0.000148 7.45E-11 0.0004 2E-14 1425227 13.20925

90일 1.7502 0.00015 2.59E-11 0.0006 1E-14 5073599 13.40009

시멘트

(60％)

1일

10377.6 13698

2.4301 0.000177 2.05E-09 0.0002 3E-13 21600 12.54374

7일 2.8634 0.000209 4.03E-10 0.0004 1E-13 287096.5 12.68884

30일 2.7945 0.000204 1.03E-10 0.0006 5E-14 1425227 12.90136

90일 4.5624 0.000333 5.75E-11 0.0009 5E-14 5073599 12.99549

폴리머

(45％)

1일

6094.3 8044

0.7132 8.87E-05 1.03E-09 9E-05 7E-14 21600 13.14622

7일 0.7064 8.78E-05 1.69E-10 0.0002 3E-14 287096.5 13.36674

30일 0.7658 9.52E-05 4.79E-11 0.0003 1E-14 1425227 13.57397

90일 1.1053 0.000137 2.37E-11 0.0004 9E-15 5073599 13.69222

폴리머

(55％)

1일

8067.5 10649

1.1791 0.000111 1.28E-09 0.0001 1E-13 21600 12.95317

7일 1.0583 9.94E-05 1.15E-10 0.0002 2E-14 402478.2 13.36497

30일 1.3535 0.000127 5.66E-11 0.0003 2E-14 1908327 13.48234

90일 1.4032 0.000132 2.28E-11 0.0005 9E-15 5725393 13.61947

폴리머

(65％)

1일

10040.7 13254

0.9897 0.00007 8.64E-10 7E-05 5E-14 21600 13.29531

7일 1.7886 0.000135 2.6E-10 0.0002 6E-14 287096.5 13.25467

30일 1.9886 0.00015 7.55E-11 0.0004 3E-14 1425227 13.36753

90일 2.0964 0.000158 2.73E-11 0.0005 1E-14 5073599 13.5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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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0. 토양 폐기물에서의 침출지수 추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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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늄폐기물 고화체에 한 침출시험 결과는 Table 3.4.26과 같이 나

타났다. 시멘트의 침출지수는 고화체 내의 우라늄농도 분석결과, 분석하한

치( < 0.1㎍/ml)로 측정되어 침출지수를 산출할 수 없지만, 분석하한치( <

0.1㎍/ml)를 기준으로 침출지수를 계산해 보면 16.5 정도인 것으로 산출

되었다.

  폴리머Ⅱ의 침출지수는 모두 기준치(침출지수 > 6)를 만족하였다. 즉, 시

멘트나 폴리머Ⅱ의 침출지수는 모두 기준치(침출지수>6)를 충분히 만족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고화체에 함유된 우라늄의 농도가 미량이었으나 분석하한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침출지수를 폴리머Ⅱ 고화체의 침출지수와 비교해 보면 시

멘트 고화체에서 침출지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머Ⅱ 고화체의 침출지수 추이는 Fig.3.4.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일 

경과 후에서는 지수가 증가하였으나, 30일 경과 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또한 폐기물을 75％나 함유한 고화체가 55％를 함유한 고화체 보다 침출

지수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폴리머Ⅱ 고화체에 함유된 

우라늄 성분이 워낙 미량이어서 침출수 중의 우라늄농도 분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시멘트와 폴리머Ⅱ 고화체에 한 폐기물 함량별 침출시험결과 및 침출

지수 추이를 Table 3.4.26과 Fig.3.4.21에 요약하였다.

Table 3.4.26. 우라늄폐기물에서의 침출시험결과 및 침출지수 추이(종합).

침출시험결과

시료

종류

침출

기간

A0

(mg)

슬러지

밀도

A0

(mg)

an

(mg)
an/A0

(an/A0)

/(Δt)n

(Σan)

/A0

D

(cm2/s)
T

Li

(침출지

수)

시멘트

(50％)

 1일
2413

0

1

2413

0

N. D #VALUE! #VALUE! #VALUE! #VALUE! 21600 #VALUE!

 7일 N. D #VALUE! #VALUE! #VALUE! #VALUE! 287096 #VALUE!

30일 N. D #VALUE! #VALUE! #VALUE! #VALUE! 1425227 #VALUE!

폴리머

II

(55％)

 1일
2802

0

2802

0

0.19 6.78E-06 7.85E-11 6.8E-06 1E-16 21600 15.981133

 7일 0.26 9.28E-06 1.79E-11 1.6E-05 7.2E-17 287096 16.061278

30일 4.00 0.000143 7.18E-11 0.00016 5.8E-15 1425227 15.4537

폴리머

II

(75％)

 1일
3686

0

3686

0

0.50 0.00001 1.57E-10 1.4E-05 4.2E-16 21600 15.378875

 7일 0.70 1.9E-05 3.66E-11 3.3E-05 3E-16 287096 15.449111

30일 2.90 7.87E-05 3.96E-11 0.00011 1.8E-15 1425227 15.218089

  * : 시멘트(50％)고화체의 침출지수는 우라늄농도가 검출하한치로 나타남에 따      

라 침출지수 산출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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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1. 우라늄폐기물에서의 침출지수 추이(종합).

  아.  폐기물 함유율에 따른 경제성 평가

    (1) 감용 효과

  감용 효과는 생성된 최종 고화체의 부피당 투입된 폐기물 양으로 정의

할 수 있다. Table 3.4.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양 폐기물에서의 감용 

효과는 폴리머 고화체가 다소 높았다. 그러나 시멘트 고화체는 폴리머 고

화체 보다 약20％ 이상 무거워서 최종적으로 처분할 경우 취급 및 처리, 

운송에 불리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우라늄폐기물 에서의 감용 효과

는 Table 3.4.28과 같이 폴리머 고화체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4.27.  토양 폐기물에서의 감용 효과.

고화체 명칭
시멘트 폴리머

40％ 50％ 60％ 45％ 55％ 65％

고화체 최종 무게(g) 402.3 384.3 380.9 317.2 324.5 337.6

고화체 최종 부피(㎤) 196.25 196.25 196.25 196.25 196.25 196.25

투입 폐기물 무게(g) 160.92 192.15 234.54 142.74 178.48 219.44

감용비(㎤/㎏) 1,220 1,021 837 1,375 1,100 894

감용 효과(㎏/㎥) 820 979 1,195 727 9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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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28.  우라늄폐기물에서의 감용 효과.

고화체 명칭 시멘트(45％) 폴리머(55％) 폴리머(75％)

고화체 최종 무게(g) 39.44 40.34 44.68

고화체 최종 부피(㎤) 22.29 22.24 24.79

투입 폐기물 무게(g) 17.75 22.19 33.51

감용비(㎤/㎏) 1,256 1,093 740

감용 효과(㎏/㎥) 796 915 1,352

    (2) 폐기물 함유율에 따른 경제성

      (가) 고화 매질별 최적 혼합비율

  고화체별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화체를 제조하는데 있어

서 고화매질과 폐기물과의 최적 혼합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화체를 제조하기 전 실험실에서 고화제와 상 폐기물과의 적정한 혼합비

율을 산정한 다음, 고화체의 형상이 시험 평가를 수행할 정도로 제조되었

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고화제와 폐기물과의 최적의 혼합비율을 결

정하였다. 즉, 토양 폐기물의 경우 시멘트 60％, 폴리머Ⅰ은 65％, 우라늄

폐기물에 있어서는 시멘트는 46％, 폴리머Ⅰ은 75％로 결정하였다. 상 

폐기물과 고화제에 적용한 혼합비율을 Table 3.4.29에 요약하였다.

Table 3.4.29. 상 폐기물과 고화제의 최적 혼합비율.

토양 폐기물 우라늄폐기물 비         고

시멘트(60％) 시멘트 (46％) 시멘트는 포틀랜드 Ⅳ종

폴리머Ⅰ(65％) 폴리머Ⅰ(75％) 폴리머Ⅰ은 UP(TC-141)

    (나) 고화체 제조비용

  토양 폐기물과 우라늄폐기물 고화체의 제조비용을 계산하였다. 고화체 

제조비용 산출시 인건비, 장치비용 등은 제외하였으며, 고화체 제조에 투

입되는 순수한 원가(고화제, 첨가제, 개시제)만을 200리터 드럼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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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하여 산출하였다. 계산결과는 Table 3.4.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

양 폐기물 고화체를 제조하는데 시멘트가 다소 유리하였고, 우라늄폐기물 

고화체는 폴리머와 시멘트가 비슷하였으나 폴리머가 더 경제성이 있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Table 3.4.30. 고화체 제조비용(200리터 드럼 규모로 환산).

토양 폐기물 우라늄폐기물 비   고

시멘트 (60％) 52,000원 -

200L 드럼 기준
폴리머Ⅰ(65％) 68,000원 -

시멘트 (46％) - 45,000원

폴리머Ⅰ(75％) - 42,000원

    (3) 고화공정 특성평가

      (가) 시멘트

  시멘트 고화는 고화공정이 단순하여 재료 및 시설 투자비용이 적게 소

요되며 경험이 축적된 기술로서 다양한 폐기물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시멘트 고화의 장점으로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압축

강도를 들 수 있는 반면에, 조업 단순성, 신뢰성, 유지보수 용이성, 방사선 

피폭의 최소화, 고화체가 일관성 있게 제작되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체

계적 절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멘트 고화는 주로 중ㆍ저준

위 방사성 폐기물 고화에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염 성분의 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화할 경우 시멘트의 수화반응을 

방해하여 궁극적으로는 고화체를 변형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체적 증가로 

인해 취급, 수송, 처분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폴리머

  폴리머는 고화공정이 단순하여 폐기물 함유율을 높일 수 있고, 내구성

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고화공정에 있어서 수분, 건조, 탈수가 반응을 제

어하는 하나의 인자가 될 수 있으며, 방사성 폐기물 고화에 양호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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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닌 기술로 고준위 액체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하소폐기물 등의 고

화에 적합한 반면에, 폐수지 등을 소각하는 문제와 철 등 비가연성 용융

물의 고화와 같은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고화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기술로 알려져 있다.

   

      (다) 유리화

  유리화기술은 고온에서 고화체를 처리하는 기술로서 고화체의 건전성은 

아주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에, 고온 유지와 배기체의 처리 등 

장치와 설비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최적 고정화방안

  토양ㆍ우라늄폐기물에 적합한 최적의 고정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1

차 년도에는 각국의 매질별 고정화 경험 사례를 문헌으로 조사한 결과를 비

교 분석하여 상 폐기물에 한 고정화방법과 시험방법(안)을 수립하였다.

  2차 년도에는 상 폐기물인 토양과 우라늄폐기물을 포틀랜드 시멘트(Ⅳ

종)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인 폴리머로 고화시킨 후 시멘트는 28일, 폴리머

는 2～3일 경화 시킨 후 토양 폐기물 고화체의 압축강도 시험은 평균압축강

도와 90일 침수 후의 평균압축강도를 시험하였으며 침출시험은 1일, 7일, 

30일, 90일 경과 후의 침출특성을 시험하였다.

  우라늄폐기물은 시료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Φ25×h50㎜의 PE 몰드를 

사용하여 포틀랜드 시멘트(Ⅳ종),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인 폴리머Ⅰ(TC-141) 

및 폴리머Ⅱ(TP-250), 비교시험을 위해서 인산염 세라믹을 전기로에서 고온

(1,000℃)으로 1시간 정도 가열한 후 폐기물과 혼합하여 고화체를 제조하였

다. 고화체의 시험항목은 평균압축강도와 1일, 7일, 30일 경과 후의 침출특

성을 시험하였다.

  3차 년도에는 우라늄 폐기물에 한 고화체 제조 및 비교시험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고화체별 감용비를 고려한 감용 효과를 비교하였다. 고화체 

제조비용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먼저 고화체의 최적 혼합비율을 다음

과 같이 결정하였다. 즉, 토양 폐기물의 경우 시멘트(60％), 폴리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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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라늄폐기물은 시멘트(46％) 폴리머(75％)로 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최적의 혼합비율을 고화체별, 폐기물 함량별로 200리터 

규모의 고화체를 제조하는데 투입되는 순수 제조비용을 계산하고, 아울러 

고화 매질별로 고화공정의 개략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한 결

과, 토양ㆍ우라늄폐기물에 한 최적의 고정화방안으로서 Table 3.4.31, 

Table 3.4.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양 폐기물은 시멘트고화(60％), 우라

늄폐기물은 폴리머고화(75％)를 최종 선정하였다.

Table 3.4.31. 토양 폐기물에서의 최적 고정화방안.

                      고화체

평가항목
시멘트(60％) 폴리머(65％) 평가결과 비 고

폐기물 함량(％) 60 65 유  사

평균압축강도(psi) 3,830 4,332 폴리머

90일 침수 후 압축강도(psi) 5,320 6,046 폴리머

침출지수 12～13 13 유  사

감용효과(㎏/㎥) 1,195 1,118 시멘트

제조비용(원/200L) 52,000원 68,000원 시멘트

Table 3.4.32. 우라늄폐기물에서의 최적 고정화방안.

                    고화체

평가항목

시멘트

(46％)

폴리머

(75％)
평가결과 비 고

폐기물 함량(％) 46 75 폴리머

평균압축강도(psi) 2,766 11,000 폴리머

30일 침수 후 압축강도(psi) 5,873 12,844 폴리머

침출지수 * 15 유  사

감용효과(㎏/㎥) 796 1,352 폴리머

제조비용(원/200L) 45,000원 42,000원 폴리머

       * : 침출수의 우라늄농도가 검출하한치로 나타남에 따라 지수 산출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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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처분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

  가. 자체처분 개념 분석

  특정한 방사선원(source) 또는 행위(practice)와 관련된 방사선학적 영

향이 사소하거나 또한 이에 한 규제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 이를 규

제 상에서 제외하는 개념은 규제 면제, 규제 해제, 또는 규제 배제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규제배제(Exclusion)란 방사선원 또는 행위에 한 

규제 관리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여 이를 규제하지 않는 경우이며, 

우주선(Cosmic Rays) 및 체내에 존재하는 K-40 등이 그 표적인 사례

이다. 한편 규제면제 및 규제해제는 방사선원 또는 행위와 관련된 방사선

학적 영향이 미미하여 이를 규제 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개념이다[3.4.5]. 그러나 규제면제(Exemption)는 신규 선원 및 행위를 처

음부터 규제 상에서 제외하는 것(Regulatory control is not imposed)

이며, 규제해제(Clearance)는 기존에 규제 상이던 선원 및 행위를 규제 

상에서 제외하는 것(Regulatory control is removed)이라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따라서 규제면제 개념의 적용 상은 주로 소량단일선원(연구

용 추적자, 기기 보정용 선원, 기타 소량의 저준위 방사능을 함유한 소비

재 등)이며, 규제해제 개념의 적용 상은 주로 량 혼합선원(산업/연구 

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이다[3.4.6] [3.4.7].         Fig.3.4.22

는 규제배제, 규제면제 및 규제해제 등 일련의 개념들의 상호관계를 도시

한 것이다. 상기 개념이 도입된 초기에는 선원 및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피폭선량이 사소함을 의미하는 De Minimis, 선량 이외에도 사회적‧경제적 

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Below Regulatory Concern(BRC)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최

근에는 국제적으로 규제배제, 규제면제, 규제해제 등의 용어로 그 개념이 

통일되고 있다[3.4.8]. 한편 국내 원자력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자체처분”

은 “규제해제”와 거의 유사한 개념이며, 동위원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규

제면제”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원자력 관계법령

에서는 “규제배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용어를 정의하지 않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 “자체처분”과 “규제해제”를 동일하게 취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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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2. 규제배제, 규제면제 및 규제해제 등 일련의 개념들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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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 폐기물을 규제해제하는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독성(또는 

방사능)은 일정한 비율로 감소되며, 매립/소각/재활용 등의 과정에서 일반 

폐기물과 혼합됨에 따라 방사능의 농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

한 두가지 현상은 방사성 물질의 규제해제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특정한 방사선원 및 행위와 관련된 방사

선학적 위해도가 사소함에 따라 규제 상에서 제외하는 개념은 1970년  

초반에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 에는 미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90년 에는 규제해제에 한 개념과 

선량기준치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었으며, 이에 따른 핵종별 농도기준을 도

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현재 규제해제 선량기준에 

해서는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핵종별 규제해제 농도에 한 국

제기준에 해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자국 규제체계에서 

규제해제 농도 기준을 공식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몇 없는 상태이다. 

ICRP는 1970년 발간된 ICRP-13에서 처음으로 개봉선원의 규제면제 개

념에 하여 공식적으로 언급하였으며, ICRP-25(1977)에서는 삼중수소의 

무시할 수 있는 방사능 농도를 37kBq/g(1mCi/kg)로 제안한 바 있다. 

ICRP-26(1977) 및  ICRP-29(1979)에서는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

질에 의한 선량평가 방법론 등에 하여 기술하면서 사소한 방사능의 양

에 하여 언급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정량적 기준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후 ICRP-46(1985)에서는 고체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에 한 본격적인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동 문헌에서는 연간 개인 선량 10 μSv/yr 및 연간 

집단선량 1 person‧Sv/yr을 규제에서 제외하는 선량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발간된 ICRP-52(1987) 및 ICRP-57(1989)에서는 의료용 방

사선원에 한 규제면제 개념을 언급하였으나 정량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못하였다. 1990년 발간된 ICRP-60에서는 규제 상에서 제외하는 개념

과 관련하여 ICRP-46의 권고를 부분 수용하면서 잠재피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3.4.9]. IAEA는 1981년에 발간된 TECDOC-244 및 1983년에 발

간된 TECDOC-282에서 각각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 및 육지처분과 관련된 

De Minimis 개념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상기 기술문서들은 이후 IAEA가 규

제에서 제외하는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자료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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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3.4.10][3.4.11].

  나. 국내 자체처분 관련 법령 및 규제체계 

    (1) 국내 자체처분 관련 법령

      (가) 원자력법 제2조(정의)

  원자력법 제2조에서는 핵물질, 핵연료물질, 핵원료물질, 방사성물질, 방

사성동위원소, 방사성폐기물 등에 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

18호에는 “방사성 폐기물”을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로서 폐기의 상이 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규제 상인 방사성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폐기물의 방사성 오염의 수준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정의하는 수량 및 농도 미만인 경우에도 당해 폐기물은 일단 방사성폐기

물로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로 방사성관리구역 내부로 일단 반입된 물질

은 표면오염도에 따른 반출기준을 만족하기 전에는 반출될 수 없으며, 이

러한 물질은 현행 법령상 원칙적으로 자체처분 이외의 방법으로는 임의로 

재활용‧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될 수 없다.

      (나) 원자력법 제84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제한)

  원자력법 제84조 제2항에서는 “폐기시설 등 건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천층처분

(동굴처분 포함) 또는 심층처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동조 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은 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상기 조항은 폐기시설 등 건설운영자만이 특정한 종류 및 수량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에 한 처분을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 미만의 극저준위폐기물의 처분

은 폐기시설 등 건설운영자 이외에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 (정의)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 제35호에서는 “자체처분이라 함은 법 86조의 규

정에 의한 원자력 관계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 중 과학기술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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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정하는 값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을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소각‧매
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동 조항은 극저준위폐기물에 한 자체처분의 방법으로 소각‧매립 및 재활

용 등을 인정한 것이다.

      (라) 원자력법시행령 제5조 (방사성동위원소)

  원자력법시행령 제5조에서는 동 법 제2조 제6호에서 말하는 통령이 

정하는 방사성동위원소는 그 수량 및 농도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

량 및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기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제외)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수량 및 농도

는 과학기술부고시 제2002-1호에 규정되어 있다.

      (마) 원자력법시행령 제228조의 2(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원자력법시행령 제228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처분계획이 제출된 방사성폐기물은 제출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이를 자체처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3항에서는 “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처분한 자는 자체처분에 관한 기록을 자

체처분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체처분

계획서의 양식은 원자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바) 원자력법시행규칙 제86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원자력법시행규칙 제86조에서는 “법 제84조 제2항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개인에 한 연간선량이 

10 마이크로시버트(1밀리렘) 이상이거나 집단에 한 총 선량이 1맨‧시버

트(100맨‧렘) 이상이 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핵종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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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핵종 제한 농도

   H-3,      C-14,     F-18,     Na-24,    P-32,  

   S-35,     K-42,     Ca-45,    Ca-47,    SC-46,

   Cr-51,    Fe-59,    Ga-67,    Ge-71,    Se-75,

   Br-82,    Sr-85,    Rb-86,    Mo-99,    Tc-99m

   In-111,   Sn-113,   I-123,    I-125,    I-131,

   Pr-144,   Yb-169,   Au-198,   Tl-201,   Hg-203

  및 반감기 100일 이하의 베타/감마 방사선 방출 핵종

     100Bq/g

  기타 방사성핵종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방사선량

이 10마이크로시버트 미만이고 

집단에 대한 총 피폭방사선량이 

1맨․시버트 미만이 되는 것이 입

증되는 농도

 * 방사성 핵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Y ( i)

X ( i)
< 1

 Y(i) : 방사성 핵종 i의 방사능농도

 X(i) : 별표에 주어진 방사성 핵종 i의 제한농도 

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자체처분을 허용할 수 있는 선

량기준을 연간 개인선량 및 집단선량으로 구분하여 기술한 것으로, 자체

처분이 가능한 극저준위 폐기물은 연간 개인선량 및 집단선량 기준치를 

동시에 만족하며 또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핵종별 농도기준을 만족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30호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30호 제2조 (정의) 에서는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86조의 “처분제한치”에 한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3

조 (허용기준 및 핵종별 농도)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의 허용기준과 과학기

술부장관이 정하는 핵종별 농도를 Table 3.4.33과 같이 규정하였다.

Table 3.4.33. 국내 자체처분 허용기준 및 핵종별 농도(과기부고시 제

2001-30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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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체처분 사례

  2001년 12월 현재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30호에 명시된 핵종 이외

의 방사성핵종을 함유한 폐기물에 한 자체처분이 승인된 기관은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KHNP) 및 핵연료주기 시설 사업자

인 한국 원자력연료주식회사(KNFC) 뿐이다. 자체처분 상 폐기물은 그 

특성에 따라 가연성 폐기물, 비가연성 폐기물, 공정 폐기물 및 기타 폐기

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체처분 방법은 소각, 매립 및 재활용으로 구분

할 수 있다. Table 3.4.34는 국내 자체처분 상 폐기물을 특성과 자체처

분 방법에 따라 정리한 결과이다.

       

구   분
폐기물의 종류 및 자체처분 방법

소    각 매    립 재 활 용

가연성 잡고체
목재, 스티로폼, 종이, 

플라스틱, 비닐, 작업용품
- 플라스틱

비가연성 잡고체 -
콘크리트, 보온재, 

슬러지, 석면, 철산화물

철재류, 

콘크리트
공정폐기물 2차계통 폐수지 폐활성탄, 2차계통 폐수지 불화나트륨*

기  타 폐유(윤활유) 소각재, 토사 -
* : KNFC의 자체처분 폐기물은 불산과 불화나트륨 뿐이며, 나머지 폐기물은 모두 

KHNP에서 발생된 것임

Table 3.4.34. 국내 자체처분 상 폐기물의 특성과 

자체처분방법에 따른 분류.

    (2) 해외의 자체처분 규제체계 및 사례

      (가) 국제기구

  1996년 IAEA는 검토용 중간보고서 (TECDOC-855)를 발간한 바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물자의 규제해제로 인한 개인선량기준(10  μSv/y)에 근

거하여 유도된 무조건 규제해제(즉, 이후 용도에 한 어떠한 제한도 배제

하는 것)를 위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동 보고서의 내용은 

IAEA의 RADWASS (Radioactive Waste Safety Standards)에 포함될 예정

이다.  동 보고서에서는 규제의 관심이 되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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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낮으며, 사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개인선량 이라는 문구를 사용

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규제면제/해제에 한 국제적인 합의 도출을 위한 프로그램은 1973년 

IAEA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1983년, 1985년 및 1986년에 발

간된 시설 제염 및 해체에 관한 현황보고서에서는 무조건 재사용/재활용 

또는 규제 상에서의 제외를 허용하기 위한 면제 수량 또는 농도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상기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라 1988년 

IAEA-SS-89가 발간되었으며, 동 문서에서는 재사용/재활용을 포함하여 

규제에서 제외되는 상 방사선원 및 행위에 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을 기술하고 있다. 규제에서 제외하는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은 (1) 개인에 한 위해도가 규제측면에서 관심의 상이 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낮고, (2)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규제관리 비용 등

을 망라한 방사선방호 측면에서 최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기

준의 적용을 위해서는 개인에 하여 사소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는 선량

기준이 정의되어야 하며, 두 번째 기준의 적용을 위해서는 비용-이득분석 

등의 최적화분석기술이 필요하다.

  개인에 하여 사소한 위해도 및 그에 따른 선량을 결정하고, 자연 방

사선을 참고치로 사용함으로써 IAEA는 사소한 개인선량을 약 10 μSv/y

로 도출하였다.  또한 IAEA는 person․Sv당 US$ 3,000을 최소값으로 간

주하여, 행위에 따른 사소한 집단선량이 수 person․Sv 수준인 것으로 결

론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IAEA는 규제 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으로 개인

선량 10 μSv/y, 집단예탁선량 1 person․Sv/y을 제시하였다.

  1996년 6개 국제기구 (FAO, IAEA, ILO, OECD/NEA, PAHO, WHO)

는 개정된 IAEA의 Basic Safety Standards (IAEA-SS-115)에 합의하였

으며, 동 문서에서는 개인선량기준 10 μSv/y 및 집단예탁선량 1 person․
Sv/y를 만족하는 정당화된 행위 및 방사선원은 규제면제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핵종별 규제면제 기준 농도 및 방사능 총량을 제시하고 

있다.  동 문서에서는 또한 규제해제 개념에 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구

체적인 핵종별 규제해제 농도기준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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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국

        ① US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1992년 BRC Policy에서 NRC는 체적오염에 관한 기준을 제안한 바 있

다. BRC Policy에서 NRC는 규제면제 되는 각 행위에 의한 개인에 한 

평균선량을 10 mrem/y 미만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소비재 및 재사용/

재활용 장비 등의 폼목으로 방사성물질이 분배되는 행위에 한 임시선량

기준으로 1 mrem/y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NRC의 BRC Policy는 철

회된 상태이며, 체적오염에 한 기준은 사안별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

다. DOE 및 EPA가 주로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금속성 물질 등의 표면오

염 (surface contamination)에 관심을 기울이는 데 반하여 NRC는 다양한 

폐기물 및 체적오염 (volumetric contamination)기준의 개발에 관심을 가

지고 있다.  현재 규제면제/해제 관련 규정의 개발에 관하여 NRC는 다음 

세 가지 방안 중에서 한가지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 현행 규정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NRC의 독자적인 법령개발은 불필요하다, (2) EPA

의 관련 규정 및 기준의 입법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부합하는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개발한다, (3) 선량에 근거한 독자적인 규제해제기준의 개발을 

추진한다.  이러한 세 가지 접근방법은 NRC의 관계자들이 NRC 위원의 

의사결정을 위해 도출한 방법론으로서 각각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NRC 규정의 시행에 한 공식적

인 협정을 체결한 주 (Agreement States)의 경우 Reg. Guide 1.86의 지

침을 이행하고 있다. 특히 Tennesse주는 ORNL의 시범계획에 따른 재활

용을 위하여 탄소강을 용융처리할 수 있도록 가열로(furnace) 사업자에 

인허가를 발급한 바 있다. 동 인허가 발급시 방사능으로 오염된 탄소강은 

지속적으로 규제기관 (NRC, DOE 또는 Agreement States)의 관리 하에 

두도록 한 바 있다.  이것은 제한적 재활용 또는 조건부 재활용의 일례로

서 동 물자는 규제 상으로 관리되므로 NRC의 신규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NARM (naturally-occurring and Accelerator-produced 

Radioactive Material)은 각 주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자는 각 주의 규정에 의거하여 규제해제되고 있다.  

Arkansas, Georgia, Louisiana, Mississippi, New Mexico, Oregon,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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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olina 및 Texas는 NORM(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

의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기타 많은 주들은 NORM 

관련 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US NRC는 규제해제준위 설정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NUREG-1640 (Draft for 

Comments)를 발간하였다[3.4.12][3.4.13]. 본 보고서에서 기본적으로 고

려된 5가지 종류의 시나리오는 장비의 재이용, 철강의 재활용 및 처분, 알

루미늄의 재활용 및 처분, 구리의 재활용 및 처분, 콘크리트의 재활용 및 

처분 등이며, 평가결과는 IAEA-TECDOC-855 등에 비하여 상 적으로 

보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NUREG-1640에 제시된 기준안에 

해서는 현재 미국 내에 공청회 등 법령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며, 최종

적인 법령화에는 향후 2～3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4.14].

        ② US DOE (Department of Energy)

  DOE에서는 Office of Environmental Restoration이 주관하여 National 

Recycle Program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방사능으로 표면오염된 물자 

및 설비의 규제해제에 한 DOE의 1차적인 지침은 DOE Order 5400.5 

Radiation Protection of the Public and the Environment (1990.2.8)에 

기술되어 있다. DOE Order 5400.5에서는 US NRC의 Reg. Guide 1.86에 

제시된 수치기준을 수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ALARA 기준 등을 규정

하였다.  이러한 DOE Order 5400.5는 NARM 및 미국 원자력법에서 규정

하는 물자에 하여 적용되고 있다. DOE는 최근 오염된 탄소강 재활용 정

책(Policy on Recycling Contaminated Carbon Steel, 1996.9.20)을 발표

하는 등 규제면제/해제 개념의 적용에 하여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동 

정책에 의하면 DOE의 현장 공무원 및 주요 계약자들로 하여금 필요시 오

염된 물자를 검사 제염하고, 동 물자의 재활용이 공중보건 및 작업자 보호

가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한 이를 무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표면오염 물자의 규제면제/해제에 한 정

량적 기준은 Reg. Guide 1.86의 수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동 정책에서

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특정 탄소강의 무제한적 규제해제를 위한 제염이 불

가능할 경우, 이를 DOE의 환경관리계획(Environment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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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에 의하여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용기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DOE는 ORNL을 이러한 재활용 계획의 시범 사례를 적용

하는 곳으로 선정하였다. 1997년 7월, DOE는 Draft Handbook for 

Controlling Release for Reuse or Recycle of Non-Real Property 

Containing Residual Radioactive Material이라는 제하의 기준안을 발표

한 바 있다. 동 기준안에서는 또한 Reg. Guide 1.86의 표면오염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DOE는 체적오염된(volumetric 

contaminated) 물자 및 장비에 한 규제해제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

        ③ US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현재 EPA는 ORIA(Office of Radiation and Indoor Air)를 중심으로 

Scrap Metal Project에서 주로 방사능으로 오염된 금속성분의 재사용/재

활용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PA는 1997년 6월, Peer Review 

Draft : Technical Support Document - Evaluation of the Potential 

for Recycling of Scrap Metals from Nuclear Facilities라는 제하의 기

술지원문서 초안을 발표하였다. 동 문서에는 주로 피폭선량을 평가하기 

위한 시나리오의 설정방법이 기술되어 있으며, 필요한 입력자료 등이 제

시되어 있다.  또한 동 보고서에는 기준 선량별로 EPA의 비공식적인 표

면오염 및 체적오염 농도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Co-60 등 일부 핵종의 

경우 IAEA-TECDOC-855 등의 기준에 비하여 1/10 정도의 상당히 보수

적인 값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년 7월에는 Radiation Protection 

Standards for Scrap Metal: Preliminary Cost-Benefit Analysis라는 제

목으로 비용-이득분석과 관련된 보고서 초안을 발간하였으며, 동 보고서

에서는 처분비용 등의 변화에 따른 재활용 방안과 직접처분 방안의 비용-

이득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다) 프랑스

  현재 프랑스는 잔류방사능을 띈 물자의 재활용 및 재사용에 하여 사

안별로 접근하는 방법 (case-by-case approach)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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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자 및 장비들을 규제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

러한 사안별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이유는 선원, 처리과정 및 사용방법을 

구체화하여 선량평가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크게 감소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 독일

  1995년 12월 8일, 독일 방사선방호위원회 (SSK)는 잔류방사능을 띈 물

자의 무조건 해제에 한 권고안 Procedures and criteria for the 

exemption from regulatory control of buildings with negligible 

radioactivity for demolition or continued utilization을 승인하였다.  아

직까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권고는 인허가 절

차상에서 특정 물자를 규제해제 하고자 하는 운영자에 한 해제기준을 

확정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본 권고안에는 핵종별 규제해제 농도 및 연

간 해제허용량이 규정되어 있다. 독일의 규제해제 기준에는 (1) 방사선방

호고시에 제시된 표면오염기준의 만족, (2) 단일 핵종 및 혼합핵종에 한 

해제기준의 만족, (3) 부피의 측정시 1 뱃치 (batch)를 300 kg 미만으로 

할 것, (4) 단일 핵종 및 혼합 핵종에 한 연간 해제기준의 만족 및 (5) 

적절한 운반규정의 적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연간 해제허용량은 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권고안에서는 삭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마) 스웨덴

  1998년 9월 23일, NRC, DOE 및 EPA와 스웨덴 방사선방호연구소 

(Swedish Radiation Protection Institute)간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서는 스웨덴 Stüdsvik 부지에서 규제해제 관련 모델에 한 검증연

구 수행계획이 논의되었다. 동 연구는 방사능 농도 및 개인선량에 한 

실측치와 모델 계산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규제해제 관련 입법을 지원하기 위하여 US NRC가 개발한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이용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금속 등

의 규제해제 기준으로 500 Bq/kg 및 100 Bq/kg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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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에서 금속의 자연 방사선수준, 금속용융공정에서 핵종의 분배 및 

작업자의 외부피폭에 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 일본

  일본의 경우 방사성물질에 한 규제면제 기준으로 74 Bq/g 을 적용해

오고 있으며, 1997년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NSC)에서는 무조건 규제해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원자력시설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철강 등에 한 무조건 규제해제기준

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규제해제기준의 유도과정에서 일본 고유의 

자연 및 사회적 조건이 반영되었으며, 선량기준으로는 10 μSv/y가 적용되

었다. 해당 물질의 처리방안으로는 처분 및 재사용/재활용 시나리오가 모

두 검토되었다. 소각시나리오가 배제된 것은 일본의 경우 부분의 원전

에서 방사성폐기물소각로를 운영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20

개 핵종 및 12개 주요 시나리오에 한 통계학적 결과, 부분의 핵종에 

하여 유도된 규제해제 기준은 IAEA-TECDOC-855에 제시된 핵종별 

무조건 규제해제기준과 1차수 범위 내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부 β-핵종(H-3, Cl-36, Tc-99 및 I-129)의 경우에는 

IAEA-TECDOC-855의 수치보다 낮은 값이 유도되었다. 이와 같은 불일

치의 요인으로는 선정된 입력변수(섭식율 등)의 차이 및 고려된 시나리오 

(지하수 섭취 시나리오 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미국 NRC는 일본의 이러한 평가결과와 NRC의 분석을 비교하기 위하여 

일본의 시나리오 분석에 한 정보를 요청한 바 있다.

      (아) 만

  1991년 만의 원자력위원회 (AEC)에서는 ICRP 26의 권고를 반영하

여 방사선안전기준 (RSS: Radiation Safety Standards)을 발간하였으며, 

동 기준에서는 개인선량 10 μSv/y, 집단예탁선량 1 person․Sv/y 미만인 

방사성물질을 사안별로 규제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동 

규제면제의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FCMA (Fuel Cycle and Materials 

Administration)에 규제면제 승인 신청을 위한 방사선영향평가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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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기 전에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정 및 처분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업자가 방사선영향평가보고서를 제

출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감소시키고자, 1994년부터 FCMA는 고체 방사

성폐기물에 한 무조건 규제해제 기준 (오염 체적농도 및 표면농도 기

준)을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동 연구 결과는 

IAEA-TECDOC-855의 수치를 거의 반영한 것으로 추후 규제체계에 반

영될 예정이다. 현재 만의 방사선안전기준에 따르면 방사능 농도 74 

Bq/g 이하의 고체물질은 규제면제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제해

제기준 연구결과에 따른 일부 핵종의 규제해제 기준은 74 Bq/g 을 초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일단 규제에서 해제된 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

도 규제면제 상이 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만은 규제면제기준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자)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의회는 1995년 4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면서 방사

성폐기물의 규제면제/해제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규정 및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 캐나다 및 핀

란드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규제면제 적용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규제면제/해제 기준은 개인에 한 유효선량 0.05 

mSv/y, 집단예탁선량 1 person․Sv/y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개인선량기

준은 암 발생에 의한 fatality를 기준으로 한 위해도 기준 10-6 을 외삽

하여 유도된 것이며, 집단예탁선량기준은 희석에 의존하여 개인선량기준

을 만족시키려는 불합리한 시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이다. 조건

부 규제면제의 경우 방사능 농도기준 및 규제의 적용범위는 사안별로 결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조건 규제면제에 한 일반적인 제한치는 

다음과 같다:

   - 최  질량 1,000 kg인 폐기물에 하여 평균한 총 방사능 농도는 1 

kBq/kg (β- 및 γ- 핵종) 또는 100 Bq/kg (α-핵종)을 초과할 수 없으며,

   - 100 kg 미만인 단일 폐기물 또는 단일 포장물의 경우 100 kBq(β- 

및 γ- 핵종) 또는 10 kBq (α-핵종)의 방사능을 함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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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체처분 안전성 평가 방법

    (1) 규제해제 선량기준의 선정

  ICRP와 IAEA에서는 규제면제 또는 규제해제의 선량기준치로 개인선량 

약 10μSv/y와 집단선량 약 1 person‧Sv/y(또는 최적화 입증)를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는 개인선량 10μSv/y를 규제해제선량기준으

로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한편 EU Directive(96/29/Euratom) 및 핀란

드 등에서는 집단선량 1person‧Sv/y 또는 최적화 요건을 함께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원자력법시행규칙 제86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

한)에서 개인선량과 집단선량기준을 함께 채택하고 있다.

  규제해제의 기본 개념은 방사선학적 위해도가 미미하여 방사선방호 측

면의 규제가 요구되지 않은 선원을 규제에서 제외하는 개념이다. 일반인

이 느끼는 사소한 위해도는 10-5 내지 10-6 risk/y로 알려져 있으며, 

IAEA Safety Series 89 등에서 제안한 개인선량기준치(10μSv/y 수준)는 

사소한 위해도의 하한치(10-6 risk/y)를 방사선학적 위해도의 척도인 Risk 

Factor (10-2 risk/Sv)로 나누어 도출된 100μSv/y에 복수 선원에 의한 중

복현상을 고려하기 위하여 1/10을 곱하여 얻어진 값이다.

  한편, 집단선량 기준치인 1person‧Sv/y는 규제해제에 따른 방사성방호 최

적화의 측면에서 제안된 것으로, 특정한 선원을 규제해제하는 것이 다른 관

리방안에 비하여 최적화된 안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IAEA 

TECDOC-855에서는 Co-60을 기준으로 연간 막 한 수량(약 10,000톤)의 

오염금속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1person‧Sv/y의 집단선량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 적지 않은 국내외 방사선 방호 전문가들

은 저선량에서는 개인선량만을 기준으로 방호와 최적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

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방사선방호 체계에서 

집단선량의 평가 및 관리는 방사선방호의 최적화를 판단하는 유용도구로 이

용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IAEA와 ICRP 등은 규제해제 선량 기준으로 개인

선량과 집단선량을 함께 적용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2) 규제해제 영향 평가 방법

      (가) 세부평가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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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란 규제해제에 따른 특정 피폭상황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고

려하여 예상 피폭 방사선량을 평가하고 이로부터 농도기준치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폐금속의 재활용에 수반되는 방사선

학적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소비재(Consumer Products)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규제해제 폐금속을 프라이팬으로 이용하는 세부 시나리오를 가

정하여 예상되는 방사선학적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 세부평가의 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

체적인 매립장의 상황에 한 수문학적 현상, 생물학적 농축현상 등을 고

려하여 평가하는 경우도 세부평가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부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폭상황에 한 자세

한 정보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적용하는 경우 다양한 각각의 

피폭상황에 한 세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각 시나리오에 한 방사선학

적 영향평가를 수행하게 되므로, 고려된 시나리오에 의하여 유발되는 영

향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특정한 폐

기물의 규제해제과정에서 예상되는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시나리오별로 수많은 개별 평가변수(Parameter)

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세부평가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 일반평가 방법론

  “일반평가”에서는 개별 피폭상황을 세부적으로 모사하기보다는 유사한 

다수의 피폭상황을 동시에 모사할 수 있는 표적인 몇가지 시나리오를 설

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ECRP No.122에서는 외부피폭 시나

리오로서 트럭 운전자, 매립장 상부 작업자 및 재활용건물 거주자 등 3가지

만을 고려한 바 있으며, 이는 각 시나리오가 유사한 많은 시나리오를 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트럭 운전자 시나리오에 한 평가를 통하여 형 

재활용 기기 또는 폐기물 더미 부근에 근무하는 작업자의 피폭시나리오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이 일반평가의 표적인 

사례이다. 일반평가는 세부평가에 비해 상 적으로 적용하기 수월하다는 장

점이 있으나, 다양한 피폭상황을 표할 수 있는 소수의 시나리오를 적절하

게 선정하지 못한다면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기 할 수 없다. 또한 세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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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는 달리 일반평가에서는 방사성핵종의 생물학적 농축현상, 수문학적 

이동현상 등 복잡한 모델을 고려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

다. 따라서 부분의 일반평가모델에서는 보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변

수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라. 토양 폐기물 및 우라늄 슬러지 폐기물 자체처분 시나리오

    (1) 토양 폐기물

      (가) 주 오염 핵종

  저장중인 오염 토양은 총 4,482 드럼이며, 세부적으로 0.05mR/h 이상 

333드럼, 0.02～0.05 mR/h은 2,675드럼, 0.02mR/h 미만이 1,474드럼이

다. 이 토양의 주 오염 핵종은 Co-60 (T1/2=5.26yr, 2.505 Mev-γ), 

Cs-137 (T1/2=30.0yr, 2.505 Mev-γ)으로 세부적으로는 아래 Table 

3.4.35 와 같다. 오염 토양의 함수율은 12%, pH는 4.3, 공극률 36%, 그

리고 Dry bulk density는 1.55이다. 다량의 핵종이 포함된 미세입자 부피

를 10% 이하로 하고, 굵은 입자는 1.0mm이상으로 분리하기 위해 토양입

도를 0.063mm 이하, 0.063～1.0mm, 1.0mm 이상으로 분리한 상태이다. 

이중 0.063mm이하의 미세토양은 전체적으로 10% 미만이나 이 토양은 

다량의 중금속과 방사성핵종을 함유하고 있기에 동전기적방법으로 제염시

키거나 고화처리될 계획이며 0.063mm이상의 토양에 해서 Soil 

Washing으로 제염될 계획이다. 따라서, 자체처분의 관점에서 0.063mm이

하의 미세토양에 해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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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드럼 표면선량 입자크기 평균부피(%) Co-60(Bq/kg)
Cs-137(Bq/kg

)

0.05mR/h이상

(7%)

1.0mm이상 28.3 39-234 2-886

0.063-1.0mm 61.2 155-1661 16-8239

0.063mm이하 10.5 481-6645 47-19547

0.02-0.05mR/h

(60%)

1.0mm이상 48.5 3-24 1-85

0.063-1.0mm 46.5 6-326 14-545

0.063mm이하 5.0 31-534 288-1664

0.02mR/h이하

(33%)

1.0mm이상 52.4 5-15 3-47

0.063-1.0mm 43.1 14-69 25-124

0.063mm이하 4.5 56-205 86-377

Table 3.4.35. 토양폐기물의 입도별 부피 및 Co, Cs의 방사능농도.

      (나) 재활용 시나리오

  토양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나리오는 제한적 규제해제와 무제한적 규제

해제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무제한적 규제해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가장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거주지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하며 이때 각종 흡입, 

섭취 경로를 모두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반면에 제한적 규제해제는 재활

용 하는 용도를 제한함으로써 무제한적 규제해제의 경우보다 훨씬 적은 노

력으로 성취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제한적 규제해제의 한 예로 건설 재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생각 할 수 있다. 토양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조건이 필요하다. 건설재료로 쓰일 수 있는 적합한 형태를 갖춘 토양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토양 폐기물 중 유용한 성분의 

분리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한 상으로 우선 

원자력 시설중 오염물질을 취급하게 될 시설을 들 수 있다. 또 생각 해 볼 

수 있는 것이 주차장, 고속도로, 교량처럼 사람이 주로 차량을 통해 접하게 

되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의 기초공사시 아스팔트 포장 아래 기반공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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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재료로 사용한다면 핵종의 이동도 매우 제한될 것이고, 아스팔트가 차

폐 역할을 하며 부분의 경우 차량 내에서 피폭을 받으므로 오염원을 상당

히 용인할 수 있으리라 기 된다. 이 경우의 피폭 경로는 건설중 작업자의 

분진 및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이 가장 큰 피폭원이 될 것이다. 또, 운송과정

에서도 외부피폭이 있을 것이며, 건설 완료 후에는 순수하게 외부피폭만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RESRAD, RESRAD-Recycle 코드 등을 이용하여 해

석할 수 있다.

      (다) 매립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자 하는 매립시나리오도 역시 제한적 규제해제에 해

당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매립지에 매립하는 경우가 아닌, 원자력 시설 내에 

매립하는 상황을 고려하려 한다. 매립(landfill)은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

된 비오염 폐기물 또는 오염도가 미미한 폐기물의 규제해제 방법으로 가장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안이다. US NRC는 1981년부터 1994년까지 비협

약주(Non-Agreement States)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된 극저준위 폐기

물에 하여 10CFR20. 2002 규정에 따라 약 30여건의 규제해제를 승인한 

바 있으며, 규제해제가 승인된 폐기물의 부분은 토양, 모래, 슬러지, 콘크

리트 등으로 부지 내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

내에서도 1994년 이후 원전에서 발생된 콘크리트, 슬러지, 폐활성탄, 2차계

통 폐수지, 소각재 등의 폐기물에 하여 부지 내부 또는외부에서 매립을 

통한 규제해제가 제한적으로 승인된 바 있다. 여기서는 원자력연구소 내에 

사람의 통행이 적은 부지를 택하여 매립지로 정하고, 매립 후에도 이곳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한다.

 

 - 평가도구의 선정

  규제해제폐기물의 매립과정은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 후 부지재활용 과

정과도 유사성이 있다.  부지 재활용에서는 주로 오염된 토양에 의하여 유

발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반면에 규제해제 시나리오에서는 오염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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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원으로 부지로서의 “토양” 신 고체폐기물로서의 “토양”을 고려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방사성 폐기물의 천층처분 및 부지재활용에 

따른 방사선학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수학

적 모델과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많은 보고서에서 

매립을 통한 규제해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

로 판단하고 있는 RESRAD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기준치를 평가했다.  

RESRAD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 후 부지재활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많은 사업자들이 해체부지 

또는 오염부지에 한 규제요건 만족여부를 입증하는데 활용하고 있고, 미

국의 규제기관인 US NRC와 US DOE는 현재 RESRAD 전산코드의 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규제요건 만족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다른 전산프로그램(GENII GENII-S, DECOM, 

D&D, PRESTO-EPA-CPG, PATHRAE, MEPAS, MMSOILS 등)과의 벤치

마킹을 통해 그 신뢰도가 충분하게 입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RESRAD의 특성 및 평가모델

  RESRAD 전산코드에서는 오염된 토양층에 의한 직접 외부피폭, 공기 중

으로 비산된 분진의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 음식물(음용수, 농작물, 육류, 우

유, 어류)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 등의 피폭경로를 고려하고 있다. Radon에 

의한 피폭경로 또한 선택사양(option)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부주의한 토양

섭취에 의한 영향도 피폭경로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다.

[피폭경로별 선량환산인자]

  RESRAD 전산코드에서는 개별 핵종에 의한 피폭경로별 선량환산인자를 

도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특정 시나리오에 의한 전체적인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피폭방사선량 계산

모델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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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t)=∑
i
∑
i
H E, i, p( t), (2)

               HE, i, p(t)=DVFi, p⋅ETFi, p , (89)

  여기서, 

HE,i,p(t) = 핵종 i, 피폭경로 p에 의하여 유발되는 유효선  

                    량당량,

DCFi,p = 핵종 i, 피폭경로 p에 한 선량환산인자,

ETFi,p = 환경이동계수(Environmental Transport Factor)  

  로서 피폭경로마다 별도로 평가되는 인자.

[외부피폭 계산모델]

  RESRAD 코드에서는 오염토양에 의한 선량환산인자를 보정하기 위한 목

적으로 개발된 Area/Shape Factor(오염지역을 동심원으로 가정하여 유도

된 반지름/면적에 한 함수)가 도입되었으며, 외부피폭 계산모델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ETFi(t)=FO⋅FAS⋅FDi(t)⋅FCi(t) (4)

  여기서,

FO = 거주 및 차폐인자,

FAS = Area/Shape Factor,

FDi(t) = 오염토양의 자체흡수 현상을 보정하기 위한 인자  

                   (Depth Factor)

FCi(t) = 복토(Cover Soil)에 의한 차폐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인자.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 계산모델]

  RESRAD 전산코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델을 이용하여 오염토양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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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된 방사성물질의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있다.

       ETFi(t)=ASRi⋅FA⋅FCD( t)⋅FO⋅FL (91)

  여기서,

ASRi = Mass Loading Factor (공기/토양 핵종 농도비),

FA = Area Factor (오염면적과 풍속의 함수),

FCD(t) = Cover/Depth Factor (시간 경과에 따른 오염

층                      의 침식효과를 고려함),

FO = 거주인자 (Occupancy Factor),

FI = 연간 호흡량.

    - 매립시나리오 평가를 위한 입력자료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RESRAD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매립시나리오를 평가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입력변수를 선정하였다. 입력변수 선정에 있어 우선 측정

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자료는 우선적으로 이를 채택하였고,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는 국내외 문헌에 제시된 보수적인 값을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으

로도 적절한 표적인 값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RESRAD에서 기본

적으로 제공하는 값을 적용하였다. 또, 실제 원자력연구소측의 연구소내 인

적이 드문 곳을 매립지로 채택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입력자료 선정을 고려

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매립의 개념은 일반적인 매립과 차별을 

두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는 오염된 부지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

니라 고체폐기물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오염된 토양 폐기물을 오염되지 않은 

부지에 매립지를 만들어 처분하는 개념으로, 매립장 건설시 작업자의 피폭

은 전무하며, 매립 후에도 거의 인적이 드문 위치 선정으로 인해 피폭이 크

지 않은 상황으로 본다. 단지 매립지 완성 후 오염된 토양을 옮겨 붓는 과정

에서 극히 짧은 시간(단 하루 작업으로 종료 가능하며, 10시간으로 가정) 작

업자에게 가해질 피폭만이 의미 있는 평가 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매립의 개념은 다소 제한적인 매립의 개념으로 생

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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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 방사성 핵종의 농도 및 선량한도(Basic Radiation Dose Limit)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드럼마다 토양의 농도가 천차만별이다.  하지

만 본 연구의 목표는 규제해제 기준농도 설정에 있으므로 초기 농도보다는 

각 핵종들의 농도 비와 규제 기준 선량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여기에서는 

각 드럼내의 토양의 비율과 농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Co-60는 250 

Bq/kg, Cs-137은 350 Bq/kg으로 하였고, 규제 기준 선량은 국내 과기부 

고시에 명시된 로 1 mrem/yr로 하였다.

 

    - 매립 조건 관련 입력자료

  앞서 언급했듯이 매립 상 폐기물의 양은 약 900m3이며 이를 모두 매립

한다고 가정하면 매립지의 용량도 900 m3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매

립지의 기하학적인 형태는 직육면체형태로 볼 수 있다. 아직 이 부분에 해

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매립지의 형태를 정사각기

둥으로 가정하였다. 이때 매립층의 두께를 2m로 가정함에 따라 가로와 세로 

길이 각 21.2m이고 면적이 450m2인 정사각기둥의 형태로 가정하도록 한다. 

두께의 경우 매립폐기물이 균일한 깊이의 단일 매립층에 매립되는 상황을 가

정하며, 국내 환경부 조사자료로부터 분석된 결과 국내 시설 매립두께의 하

위 5퍼센타일인 약 2m로 가정하였다.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매립폐기물의 자

체흡수(self absorption) 현상으로 매립장 중심부의 외부피폭 선량률은 감소

하므로 하위 5퍼센타일인 2m정도면 충분한 보수성을 가질 뿐 아니라 일반

적으로 트럭으로 폐기물을 일시에 부리는 경우 매립층의 두께가 1～3m 될 

가능성이 크므로 충분한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실제 US NRC가 PG 8-10

과 관련하여 소각재 매립층의 두께를 2.5m로 가정한 바 있다. 

  

    - 복토층에 한 수문학적 자료

  복토층(cover soil)은 폐기물을 매립한 후 매립층을 안정화하기 위해 상

부에 덮은 오염되지 않은 토양이나 다른 매질을 말한다.  복토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매립폐기물의 방사능에 의한 외부 피폭선량률은 감소하며, 복토

층의 침식에 의해 매립된 폐기물이 외부로 노출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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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져 최  개인선량의 발현시점이 지연된다. 국내 매립시설의 복토에 관

한 환경부의 규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일복토가 15cm이상

이 되어야 하고, 식생 층은 60cm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연구에

서는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 복토층을 0.15m로 가정하고 식생 층을 0.6m

로 가정하였다. 매립층의 밀도는 1.6 g/cm3, 침식률은 0.01 m/yr, 총 다공

도 0.43, 유효 다공도 0.2, 수리 전도도 0.01로 실측값을 최 한 반영하였

고, 매립층의 방사성 핵종 침출률 평가 목적으로 적용하는 인자인 

b-parameter는 RESRAD 전산코드의 기본값인 5.3을 적용하였다.  

  

    - 환경자료

  공기중 습도는 삼중수소에 의한 선량 평가 목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려

하지 않았고, 증발산계수는 특별한 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RESRAD 전산코

드에서 제공하는 기본값인 0.5를 적용하였다. 풍속은 기상청에서 발표한 국

내 각 지역의 연평균 풍속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역시 코드의 기본값을 사용

하였고, 강수량은 전지역 연간 강수량 평균치인 1.4 m/yr으로 하였다.  

  

    - 거주‧호흡 및 외부피폭 관련자료

   [일반인의 경우] 매립 작업 이후 매립지 관리 인력에 해당

  호흡률은 INDAC에서 일반 성인의 호흡률로 채택하고 있는 7,400 m3/yr

를, 호흡 가능한 분진의 농도는 일본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서에 제시된 매

립장 폐쇄 후 일반인 거주환경의 분진농도인 6.0×10-6 g/m3을 적용하였다. 

피폭기간은 본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값인 30년을 적용

하였고, 실내 거주 비율 및 실외 거주 비율은 RESRAD의 기본값을 사용하

였다. 오염지역의 형태는 앞서 언급했듯이 가로, 세로 공히 21.2m 인 정사

각형으로 하였고, 동심원형태로 분할하는 추가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각형의 중심과 동심원의 중심을 일치시켜 가장 큰 원이 바로 사각형의 외

접원이 되도록 하였다. 

   [매립 작업자의 경우]

  매립 작업자의 호흡률은 일반적인 피폭방사선량 평가시 일정한 수준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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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수행하는 성인의 호흡률(1.2 m3/h = 10,519 m3/yr)로 가정하였다.  호

흡 가능한 분진의 농도는 매립작업자의 경우 일반적인 농장에 비하여 공기

중 분진의 동반량이 상 적으로 많을것이 분명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

서 조사된 폐기물 매립장 작업환경에서의 분진농도인 5.0×10-4 g/m3을 채

택하였다.  작업 시간은 각분기당 한주일씩 하루 8시간씩 작업하는걸로 가

정해서, 부지내 사무실 등 옥내에 체류하는 기간의 비율을 1/4로 가정하였

다. 따라서 1년동안 매릭작업자가 부지 내 건물 옥내에 거주하는 기간의 비

율은 0.0064(0.64%)로 산출되었다. 또한 실외 거주비율은 3/4로 하여 

0.0192 (1.92%)로 산출되었다.

  

    - 음식물 섭취에 의한 피폭경로

  본 연구에서는 매립지 특성에 맞게 피폭경로로 외부피폭과 토양섭취만을 

고려하였으므로 음식물 섭취에 의한 피폭은 부분 무시하게 되고, 토양 섭취

량만을 고려한다.  이는 US EPA의 Exposure Factors Handbook 4.4절에서 

제시한 100 mg/d에 근거하여 RESRAD 코드에서 사용한 36.5 g/yr에서 출

발하여 앞서 언급한 실외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4.88 g/yr로 적용하였다.

      

    - 토양 매립 시나리오의 시험평가

  위에서 언급한 각각의 수치들을 기본으로 RESRAD v.6.2를 이용하여 결과

를 계산해보았다. 매립시나리오는 일반매립장에서 매립하는 경우와 원연매립

장에 매립하는 경우 두가지에 해서 살펴보고 핵종은 Co-60과 Cs-137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피폭 상은 크게 매립 작업자와 매립 

작업이 종료된 이후의 폐쇄후 거주자 두 부류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일반매립

장 매립에 관해서는 KINS에서 기 수행한 보고서[KINS/RR-144]와 같은 입

력변수들을 넣고 모사를 수행한 후 결과값을 비교하였다. 부분의 입력변수

값을 동일하게 넣었으나, DCF (Dose Conversion Factor) 값과 몇가지 변

수의 차이로 인해 결과값의 차이가 나타났다. KINS에서 수행한 값이 더 보

수적인 값으로 나타남을 Table 3.4.36 을 통해 알 수 있다. 원연매립장 매립

에 관한 시나리오에서는 작업시간이 더 적기 때문에 피폭이 상 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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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됨으로 그 값이 덜 보수적으로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시나
리오

핵종
평가기

관

매립작업자
(복토층 0.15m)

폐쇄후 거주자
( 식생대층 0.6 m)

유효선량(a)

(mSv/yr)
규제해제농도

(Bq/g)
유효선량
(mSv/yr)

규제해제농도
(Bq/g)

일반
매립
장 

매립

Co-
60

KINS 1.32E-01 7.60E-02 6.16E-03 1.62E+00

KAIST 6.85E-02 1.11E-01 3.77E-03 2.66E+00

Cs-
137

KINS 2.00E-02 4.99E-01 9.45E-02 1.06E-01

KAIST 1.65E-02 6.07E-01 7.02E-02 1.17E-01

원연
매립
장 

매립

Co-
60

KAIST
1.84E-02 1.36E-01 4.90E-04 5.10E+00

Cs-
137

4.64E-03 7.55E-01 1.83E-02 1.91E-01

Table 3.4.36. 결과 비교분석 및 시험 평가.

(a) 유효선량은 일반 매립장인 경우는 초기농도 1Bq/g에 관한 결과이며, 원

연 매립장의 경우는 Co - 0.25 Bq/g, Cs - 0.35 Bq/g 에 한 결과이다.

    (2) 우라늄 슬러지 폐기물

  우라늄 변환시설은 중수로형 핵연료 이산화우라늄 분말의 국산화를 목적으

로 1982년 한불 기술 협력에 의하여 건설된 시설이다. 그러나 원래의 공정인 

ADU(Ammonium Di-Uranate)/UO2 공정을 거친 이산화우라늄 분말특성이 

중수로발전소인 월성1호기의 분말로는 부적격하여 1983～1987년 원자력연

구소의 자체 연구개발로 이산화분말 제조기술인 AUC(Ammonium Uranyl 

Tri-Carbonate) /UO2 공정을 개발하여 본 시설을 개선하였다. 이후 1987년 

한국전력과 중수로형 이산화분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989～1992년 약 

320톤의 우라늄을 공급하여 중수로형 핵연료의 국산화에 기여하였다.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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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AUC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원전연료㈜에 년 200톤 규모의 재변환시

설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로 설계 건설하고, 이와 관련된 운영요원의 

교육을 완료함으로서 약 200억원 정도의 건설비(외국도입 시 280억원)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다. 이에 따라 이 변환시설은 본래의 목적인 핵연료 

국산화 기술을 완전 달성하고 한국전력에 기술이전을 함에 따라 1993년 4

월 휴지신고를 하고, 또한 건설된 지 20년이 경과하여 설치된 부분의 장

치들이 노후하였으며, Lagoon에 저장중인 액체폐기물의 조속한 처리도 필

요하여 2001년도부터 변환시설환경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가) 주 오염 핵종

  Lagoon 내에 저장중인 슬러지 폐액은 여러 가지 단위공정에서 발생한 폐

액의 혼합물뿐 아니라 공장 가동 초기의 누출로 인한 시설 제염 폐액 및 조

업실패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가지 폐액 등으로 인하여 매우 복잡한 조성으

로 이루어져 있다. 슬러지는 두 개의 lagoon에 저장되어 있으며 현재 수분

이 거의 모두 증발하고 그 주성분이 NH4NO3, NaNO3, Ca(NO3)2, CaCO3로 

구성되어 있는 우라늄 함유 폐액이다. 또한 변환 공정에서 사용한 핵연료 

물질은 천연 우라늄만으로서 다른 종류의 핵연료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방사성핵종은 우라늄과 토륨, 그리고 그들의 붕괴 생성물뿐

이다. 천연 우라늄의 동위원소는 234, 235 및 238이 각각 0.0056%, 

0.7205%, 99.274%로서 U-234와 U-238의 존재비는 반감기의 비율과 동

일한데, 이는 Fig 3.4.23 과 같이 U-234는 U-238의 붕괴생성물로서 모핵

종과 영속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U-238의 붕괴과정에 있는 동위원

소들의 반감기는 Table 3.4.37 과 같다. 방사선 안전의 관점에서 볼 때 위

험한 붕괴생성물로서는 비교적 긴 반감기를 가지는 알파 방출체인 Th-234

와 Ra-226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Ra-226의 자핵종인 Rn-222는 불활성

가스로서 개는 가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확산성이 커서 피폭이 폭넓게 일

어나며, 또 Po-210은 화학적 독성이 매우 강한 알파 방출체이다. 우라늄 광

산이나 변환의 우라늄 폐기물에서 방사성 위험은 우라늄 자체보다 이들 때

문에 일어나는 방사성 위험과 화학적 독성이 더 큰 역할을 한다. U-238 및 

U-235의 specific activity는 천연우라늄 내 존재비를 고려하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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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Ci/Mg-U(1.2×104Bq/g) 및 0.015Ci/Mg-U(5.6×102Bq/g)이므로 

U-238의 방사능이 U-235의 22배가 되며 또 U-235의 경우 붕괴 생성물

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천연우라늄 또는 그의 처리 tail에서의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경우, U-235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

에서 열거한 슬러지를 그 로 고려하지 않고, 전기흡착법에 의해 U-238을 

약 1ppm까지 제염한 이후의 나머지 용액에 초점을 둔다. 즉, 슬러지 내에서

의 U-238의 비방사능은 0.33μCi/Mg-sludge(1.2×10-2Bq/g)이 된다. 

U-234의 경우는 0.385μCi/Mg-sludge(1.4×10-2Bq/g)이 된다.

238U

230Th

224Rn

226Ra

234U234Pa234Th

Alpha decay

Beta decay

Fig 3.4.23. U-238의 방사성붕괴 생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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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cide T-1/2
specific 

activity(Bq/g)

U-238 4.47×109 yr 1.332×104

Th-234 24.3 d

Pa-234 6.7 h

U-234 2.44×105 yr 2.482×108

Th-230 7.7×104 yr 8.001×108

Ra-226 1620 yr 3.87×1010

Rn-222 3.824 d

Table 3.4.37. U-238 붕괴생성물의 반감기.

(나) 액상비료 재활용 시나리오

  우라늄 슬러지의 성분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분이 염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중 NH4NO3는 실제 양질의 질소 비료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

이고, Ca(NO3)2는 토지의 산성화 방지 개량제로 많이 쓰이는 물질이다. 

따라서 폐액 내에 존재하는 우라늄으로 인한 방사선학적 위해가 없다는 

것을 보인다면 이 슬러지 물질은 약간의 처리만으로도 좋은 질소비료로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슬러지 폐액

이 1ppm 수준으로 제염된 후 이 용액을 비료로 사용하였을 때 우라늄에 

의한 방사선학적 영향을 평가해봄으로 비료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알아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비료와 관련된 법령에

서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지의 문제를 짚어보아야 할 것이며 이런 모든 

경우에 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될 때 무제한적인 규제해제로서의 액상

비료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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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폭 경로

  비료의 형태로 농경지에 뿌려지게 되면 수분이 직접 작물체에 흡착된 후 

흡수되거나 토양에 흡착된 후 작물체의 뿌리를 통해 흡수된다. 추수 시점에

서 핵종은 작물체에 묻어 있는 토양에 존재하게 되고 추수하는 과정에서 분

진과 피부 접촉에 의해 피폭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그 작물을 섭취함으로 

내부피폭을 가져오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Fig 3.4.24 와 같다.

액상비료 내 Uranium

작물체에 누적 토양에 침적

작물체에 누적

작물 섭취

내 부 피 폭

유효선량

뿌리로 흡수 ……

분진 흡입

… 작업 …

외 부 피 폭

Fig 3.4.24 비료 사용시 피폭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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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폭경로에 따른 수학적 모델

   [토양오염] 

  토양은 거주지, 비경작지, 경작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경우는 경

작지로 본다. 방사성핵종은 식물의 수확, 방사성붕괴 및 심토층으로의 이동 

등으로 표토로부터 제거된다. 또, 식물 뿌리를 통한 전이, 생물 등에 의한 

물리적 이동 및 인간에 의한 개간 등으로 심토내의 방사성핵종들이 표토로 

이동 될 수 있다. 관개수에 의한 방사성 핵종의 표토 침적 및 제거만을 고려

한 침적률은 다음과 같다.

                   Dui=
25.4CwiI

2.592×10 6MY (92)

  여기서, 

Dui = 방사성핵종의 표토 침적율(Ci/m2‧y)

Cwi = 관개수의 핵종 농도(Ci/l)

I = 관개율(inch/y)

2.592×106 = 단위 환산 계수

25.4 = 1m2에 한 1 inch의 리터 환산계수

MY = 1년중 관개 월수

  따라서, 토양 표면에 한 방사성 핵종 농도는 식 (6)과 같이 된다.

               Csi=
Dui [1-e

-( λ
wi+ λ

i)⋅t b
]

λ
wi+λ

i (93)

  여기서, 

Csi = 표토에 한 방사성 핵종 농도(Ci/m2)

tb = 핵종 축적기간(t)

λwi = 표토에서 심토로의 방사성 핵종 제거율 상수(y-1)

λi = 방사성핵종 붕괴상수(y-1).

   [호흡으로 인한 피폭]

  호흡으로 인한 피폭은 기중 호흡이나, 재부유된 핵종의 호흡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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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이다. 오염된 공기의 호흡으로 인한 선량은 개인의 호흡율 및 공기중 

농도로부터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된다. 이 때, 공기중의 오염은 재부유된 방

사능만 고려한다.

                 Dni=3.15×10
7
BCai⋅Dhi (94)

  여기서, 

Dni = 호흡으로 인한 개인 선량 (rem/y)

3.15×107 = 시간 환산 계수(sec/y)

B = 개인의 호흡율(m3/sec)

Cai = MCsi = 핵종 i의 평균 공기중 농도(Ci/m3)

M = 재부유계수(m-1)

Csi = 핵종 i 의 토양농도(Ci/m2)

Dhi = 핵종 i의 호흡 선량환산인자(rem/Ci inhaled).

   [농작물 섭취]

  농작물은 엽채류, 근채류, 곡류 및 과실류의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엽채류는 상치, 배추 등과 같이 가식부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식물이

며, 근채류는 엽채류를 제외한 모든 채소류를 나타낸다. 엽(葉)면 침적에 의

한 핵종 농도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Clip=DuiT vp⋅r[e
- λ

ei t ep
e

- λ
i t ep]Yp (95)

  여기서, 

Clip = 식물체 종류 p에서의 엽면침적에 의한 핵종농도     

                      (Ci/kg)

Dui = 수분의 농토 침적율 (Ci/m2/sec)

Tvp = 식물체 표면으로부터 가식부로의 이동계수

r = 초기 침적량의 식물체 잔존율

λei = 기후 및 붕괴에 한 유효상수(sec-1)

tep = 식물체 p에 한 생장기(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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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p = 수확에서 소비까지의 유통시간(sec)

Yp = 식물체 P에 한 수율(kg/m2).

  뿌리 흡수 경로에서 식물체의 방사성핵종 농도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Crip=[CdiR p2+(
Csi
P

+Cbi)Rp1]Bvip⋅e - λ
i t hp

(96)

  여기서,

Crip = 식물체 p에서 뿌리로부터 흡입된 핵종농도(Ci/kg)

Bvip = 식물체 p에서 핵종 i에 한 토양-식물 전이계수

Cbi = 이전에 침적된 핵종 i에 한 잔존 토양 농도(Ci/kg)

Csi = 기 침적으로 인한 핵종 i의 토양 면적 농도(Ci/m2)

Cdi = 핵종 i에 한 심토 농도(Ci/kg)

P = 경작층의 유효 토양 밀도(kg/m2)

Rp1 = 표토에 한 근투과계수

Rp2 = 심토에 한 근투과계수.

  식물체내의 총 방사성핵종 농도는 직접침적 농도와 토양으로부터의 흡수 

농도를 합하여 식 (10)과 같이 나타낸다.

                     Cip=Clip+Crip (97)

  여기서, Cip = 식물체 p에 한 핵종 i의 최종소비시 농도(Ci/kg).

  따라서, 농작물 섭취로 인한 개인선량은 식물체 농도 및 평균 섭취율로부

터 식 (11)과 같이 나타낸다.

                     Dvi= ∑
4

p=1
UpCipDgi (98)

  여기서, 

Dvi = 농착물 섭취로 인한 개인선량(re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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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 식물체 p(엽채류, 근채류, 곡물, 과실)의 섭취율(kg/y)

   [외부피폭]

  오염된 토양에 의한 외부피폭은 다음 식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xi= t sC siD si (99)

  여기서, 

Dxi = 핵종 i에 한 오염된 토양으로부터의 개인피폭선량  

                   (rem)

ts = 피폭시간(h)

  또, 수확이나 비료 살포 작업 도중에 우연히 토양을 섭취할 수 있는데, 이

로 인한 개인 선량은 다음 식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di=
410t dC siD gi

22.4×10
8 (100)

  여기서, 

Ddi = 우연한 토양 섭취로 인한 개인선량(rem)

td = 토양 섭취에 한 피폭기간(d)

410 = 일일 평균 토양 섭취율(mg soil/d)

2.24×108 = 토양면적 밀도(mg soil/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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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상 비료 재활용 시나리오 시험평가

  우라늄 슬러지의 비료 재활용 시나리오를 평가하기 위하여 비료의 농도는 

1ppm 농도의 U238인 0.012 Bq/g 을 적용하여 1헥타아르(10,000평방미

터)의 경작면적지에서 받는 호흡, 섭취, 외부피폭의 의한 유효선량을 평가하

였다. 이때 섭취에 의한 피폭은 농작물 종류마다 다르게 되므로 엽채류, 근

채류, 과실류, 곡류 4가지로 구분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작물별 면적당 비

료 주는 양은 토양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 즉 토양 중에 비료성분이 이미 많

이 있으면 덜 주고 적으면 더 주게 된다. 그러나 토양분석치와 비료 주는 양

에 한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Table 3.4.38과 같

이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표준 시비량이 있어서 이를 활용하게 된다. 이는 

10a당 삼요소 성분량이며 ha당은 10배를 하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곡류20가지, 과실류19가지, 근채류11가지, 엽채류 28가지의 평균 시비량을 

구하였으며, 이 값을 경작지 1헥타아르(10,000평방미터)에 소요되는 비료

량 Table 3.4.39의 값에 적용하였다. 이 값은 기비와 추비의 삼요소 성분량

을 전부 합친 값의 평균값이므로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적용되었다. 작물 

종류별 섭취에 의한 유효선량을 평가하기 위한 경작에 관한 변수는 Table 

3.4.40과 같으며, 우라늄의 작물별 토양-식물간 전이계수는 Table 3.4.41

를 적용하였다. 국민 한 사람 당 작물 소비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

급표에 나와 있는 값을 적용하였으며 Table 3.4.42와 같다. 선량환산인자는 

ICRP 68에 나와 있는 값을 사용하였다. 각 작물별 선량 평가 결과는 Table 

3.4.43에 나타나 있다. 

  우라늄 슬러지의 비료 재활용 시나리오 평가 결과에서는 Table 3.4.43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10 μSv/y를 만족시키기 위한 U238의 농도는 가장 

많은 선량값을 보인 엽채류의 경우 17.22ppm 이하 일때 규제선량을 만족

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가장 적은 선량값을 보인 과실류의 경우는 

45.86ppm 까지 규제 선량을 만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본 연구의 결과

에서는 우라늄 슬러지의 비료 재활용을 위해서는 우라늄의 농도가 최소한 

수십 ppm의 농도가 되어야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으

며, 더욱 정확한 농도 제한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실험 및 향후 연구를 통하

여 입력 변수 값을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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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산질비료는 인광석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비료로써 인산질비료로는 

과린산석회, 중과린산석회, 용성인비, 소성인비 등이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

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비료이다. 인광석에는 어느 정도의 우라늄이 함유되

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양은 그리 문제가 될 수준이 아니고 

또 인광석을 가공하여 인산비료로 만들면 그 함량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비료 공정규격을 정할 때 우라늄 함량을 규제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Table 3.4.44 에는 각국의 상업용 인산비료에 포함

된 Uranium의 함유량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국내 남해화학에서 제조되는 

인산비료의 경우 우라늄의 함유량이 50ppm 이상인 것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도 제한치를 만족 할 경우 우라늄 슬러지의 재활

용을 통한 비료로서의 활용 가치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 528 -

Table 3.4.38. 작물별 표준 시비기준[3.4.15](계속).

                                  (단위 : 성분량 kg, 10a)

작 물
상지 또는 

재배방법별

토 양 시 비

기 비 추 비 계

N P2O5 K2O N
P2O

5
K2O N P2O5 K2O

<곡류>

벼
일반계 평야지 및 중간지 보통논, 미숙논

 - 1 모작

 - 2 모작

5.5

7.7

4.5

4.5

4.0

4.0

5.5

3.3

0

0

1.7

1.7

11.0

11.0

4.5

4.5

5.7

5.7

모래논, 고논 6.5 5.1 5.0 6.5 0 2.1 13.0 5.1 7.1

중산간지 및 냉조풍지 6.5 6.4 5.5 4.4 0 2.3 11.0 6.4 7.8

산간고냉지 8.8 7.7 6.5 2.2 0 2.8 11.0 7.7 9.3

염해지 4.0 5.1 2.3 16.
0 0 3.4 20.0 5.1 5.7

다수계 보통논 및 미숙논 7.5 5.8 5.5 7.5 0 2.3 15.0 5.8 7.8

맥 류 도복 강 중 북 부 4.5 7.4 3.9 4.6 0 0 9.1 7.4 3.9

- 겉보리 남    부 3.9 7.4 3.9 5.2 0 0 9.1 7.4 3.9

- 쌀보리 도복 중-약 중 북 부 3.9 6.8 3.0 3.9 0 0 7.8 6.8 3.0

남    부 3.3 6.8 3.0 4.5 0 0 7.8 6.8 3.0

맥주보리 도복 강 남    부 4.5 7.4 3.9 3.3 0 0 7.8 7.4 3.9

도복 중-약 남    부 3.3 6.8 3.0 1.9 0 0 5.2 6.8 3.0

콩 기 경 지 3.0 3.0 3.4 0 0 0 3.0 3.0 3.4

개 간 지 6.0 8.0 6.0 0 0 0 6.0 8.0 6.0

땅 콩 기 경 지 3.0 10.4 9.8 0 0 0 3.0 10.4 9.8

신개간지 4.0 22.3 19.
6 0 0 0 4.0 22.3 19.6

참  깨 기 경 지 2.9 3.1 3.2 0 0 0 2.9 3.1 3.2

개 간 지 8.0 20.0 9.0 0 0 0 8.0 20.0 9.0

2모작지 2.9 6.2 3.2 0 0 0 2.9 6.2 3.2

옥수수 보통옥수수 8.7 3.0 6.9 8.7 0 0 17.4 3.0 6.9

단 옥수수 14.5 3.0 6.0 0 0 0 14.5 3.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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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38. 작물별 표준 시비기준[3.4.15](계속).

                             (단위 : 성분량 kg, 10a)

작 물
상지 또는 

재배방법별

토 양 시 비

기 비 추 비 계

N P2O5 K2O N
P2O

5
K2O N P2O5 K2O

<과채류>

고  추

노 지 재 배

밀 식 재 배

시 설 재 배

10.3

10.3

12.2

11.2

12.3

6.4

9.1

9.4

6.1

8.7

8.7

10.3

0

0

0

5.8

6.1

4.0

19.0

19.0

22.5

11.2

12.3

6.4

14.9

15.5

10.1

토마토 노 지 재 배

시 설 재 배

13.6

11.6

16.4

10.3

7.9

4.1

10.4

8.8

0

0

15.9

8.1

24.0

20.4

16.4

10.3

23.8

12.2

오  이 노 지 재 배

시 설 재 배

11.2

9.2

16.4

10.3

15.9

8.1

12.8

10.5

0

0

7.9

4.1

24.0

19.7

16.4

10.3

23.8

12.2

딸  기 노 지 재 배

시 설 재 배

7.0

3.5

5.9

4.9

8.3

5.6

12.0

6.1

0

0

2.6

1.8

19.0

9.6

5.9

4.9

10.9

7.4

참  외 노 지 재 배

시 설 재 배

13.0

9.7

7.7

6.3

8.3

5.7

12.0

9.0

0

0

7.7

5.2

25.0

18.7

7.7

6.3

16.0

10.9

수  박 노 지 재 배

시 설 재 배

8.0

5.5

5.9

4.9

6.4

4.4

12.0

8.3

0

0

6.4

4.3

20.0

13.8

5.9

4.9

12.8

8.7

호  박 노 지 재 배

시 설 재 배

10.0

10.0

13.3

8.4

5.6

4.4

10.0

10.0

0

0

7.0

5.5

20.0

20.0

13.3

8.4

12.6

9.9

가  지 노 지 재 배

시 설 재 배

13.0

8.3

12.6

8.7

7.9

4.1

17.0

11.0

0

0

13.5

7.1

30.0

19.3

12.6

8.7

21.4

11.2

<근채류>

생  강 점       파 24.0 9.3 7.2 0 0 0 24.0 9.3 7.2

당  근 노 지 재 배 6.0 9.6 7.9 14.0 0 4.3 20.0 9.6 12.2

무 노 지 재 배

시 설 재 배

10.0

6.2

5.9

4.9

7.7

5.2

18.0

11.3

0

0

7.7

5.2

28.0

17.5

5.9

4.9

15.4

10.4

고구마

기  경   지

개  간   지

일 반 재 배

5.5

9.0

10.0

6.3

9.0

8.8

15.6

24.0

13.0

0

0

0

0

0

0

0

0

0

5.5

9.0

10.0

6.3

9.0

8.8

15.6

24.0

13.0

감  자 준 고 냉 지

남 부 해 안

15.0

10.0

15.8

8.8

13.0

13.0

0

0

0

0

0

0

15.0

10.0

15.8

8.8

13.0

13.0



- 530 -

Table 3.4.38. 작물별 표준 시비기준[3.4.15](계속).

                              (단위 : 성분량 kg, 10a)

작 물
상지 또는 

재배방법별

토 양 시 비

기 비 추 비 계

N P2O5 K2O N
P2O

5
K2O N P2O5 K2O

<경엽채류>

양  파 시 설 재 배 8.0 7.7 5.8 16.0 0 9.6 24.0 7.7 15.4

마  늘 노 지 재 배 9.0 7.7 4.5 16.0 0 8.3 25.0 7.7 12.8

상  추 노 지 재 배

시 설 재 배

10.0

5.1

5.9

4.9

6.4

4.3

10.0

5.1

0

0

6.4

4.4

20.0

10.2

5.9

4.9

12.8

8.7

배  추 노 지 재 배

시 설 재 배

11.0

7.5

7.8

6.4

11.0

6.1

21.0

14.7

0

0

8.8

4.9

32.0

22.2

7.8

6.4

19.8

11.0

시금치 노 지 재 배

시 설 재 배

10.0

3.8

5.9

4.9

7.9

6.1

15.0

5.6

0

0

4.0

3.2

25.0

9.4

5.9

4.9

11.9

9.3

파 노 지 재 배

시 설 재 배

10.0

3.0

6.6

5.5

8.4

5.7

15.0

4.5

0

0

5.6

3.8

25.0

7.5

6.6

5.5

14.0

9.5

잎들깨 노 지 재 배

시 설 재 배

6.0

2.4

4.3

3.3

3.7

2.5

14.0

5.6

0

0

5.5

3.8

20.0

8.0

4.3

3.3

9.2

6.3

양배추 노 지 재 배

시 설 재 배

11.2

8.0

9.0

7.1

12.0

6.6

20.8

14.8

0

0

9.8

5.5

32.0

22.8

9.0

7.1

21.8

12.1

샐러리 노 지 재 배

시 설 재 배

11.2

5.9

6.2

5.1

9.5

5.2

20.8

10.9

0

0

7.7

4.3

32.0

16.8

6.2

5.1

17.2

9.5

쑥  갓 노 지 재 배

시 설 재 배

20.0

7.8

5.8

4.8

14.7

10.0

0

0

0

0

0

0

20.0

7.8

5.8

4.8

14.7

10.0

부  추 노 지 재 배

시 설 재 배

19.0

13.2

10.7

8.7

10.4

5.8

19.0

13.2

0

0

10.4

5.7

38.0

26.4

10.7

8.7

20.8

11.5

(참고사항)

○ 작물별 시비기준량은 1년1작 기준이며, 1년 다작인 경우 작물의 흡수량 및 목표수

량을 감안하여 본 시비기준량에서 10～20% 정도 감량함

○ 작물별 표준시비량은 토양양분 검정치 및 포장시험 성적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설정

된  시비량이므로 개별농가의 시비량은 해당농가 개개 필지별로 토양양분을 

검정하여 시비량을 추천함이 바람직함(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 활용)

 ※ 작물별 표준시비량은 농촌진흥청 시책건의(`98. 4. 3)에 의하여 곡류, 유

지작물 및 시설채소 등의 표준시비량을 재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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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39. 작물 종류별 평균 표준시비량.

작물종류 평균 표준시비량 (kg/ha)
엽채류 359.856 
근채류 346.09 
과실류 434.737 
곡 류 231.45 

Table 3.4.40. 작물 종류별 경작변수[3.4.16].

엽채류 근채류 과실류 곡 류
Irrigation Time (months) 4.9 4.6 6.0 8.0

Crop Yield (kg/m2) 4.11 5.87 2.25 0.78
Growing Time (days) 75 98 184 244
Storage time (days) 1 14 14 14

Table 3.4.41. 우라늄의 토양-식물 전이계수[3.4.16].

작물종류
토양-식물 전이계수

Soil-to-plant Transfer Factors
엽채류 8.5E-03
근채류 1.4E-02
과실류 4.0E-03
곡 류 1.3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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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42. 작물종류별 년간 1인당 평균소비량[3.4.17].

작물종류
년간 1인당 평균소비량

Consumption rate (kg/yr)
엽채류 100 
근채류 50 
과실류 40 
곡 류 160 

Table 3.4.43. 평가 결과.

작물종류
1ppm 적용시 

유효 선량

농도 제한치

(10 μSv/y 적용시)

엽채류 5.81×10-2 mrem/yr 17.22 ppm

근채류 4.44×10-2 mrem/yr 22.52 ppm

과실류 2.18×10-2 mrem/yr 45.86 ppm

곡 류 2.34×10-2 mrem/yr 42.79 ppm

Table 3.4.44. 각국의 상업용 인산비료에 포함된 Uranium 함유량[3.4.18].

국가
Uranium 농도

(ppm)
Reference

USA

Germany

Uzbekistan

India

Croatia

Yugoslavia

Brazil

8.9-221.0

3.2-185.5

11-70

15.9-35.8

66-127

58.9-162.0

5.17-54.3

Hamamo et al.(1995)

Pfister et al.(1976)

Al-Shawi and Dahl(1995)

Lal et al.(1985)

Barisic et al.(1992)

Vucic and Ilic(1989)

Ione Makiko et al.(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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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결론

  토양폐기물과 우라늄 슬러지 폐기물의 자체 처분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체처분에 한 개념 및 규제요건과 적용 사례에 해 

국내외의 관련 문헌들을 조사 및 분석했으며, 토양 폐기물과 우라늄 슬러지 

폐기물의 자체처분 시나리오에 해 고려해보았다. 자체처분은 규제해제의 

개념으로, 규제 중에 있던 방사성 물질을 해당 법령 이하임을 입증함으로써 

규제 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며, 자체처분을 통해 부피가 크나 오염 

정도가 낮은 다량의 극저준위 폐기물, 혹은 제염이 가능한 저준위 폐기물들

의 처리가 용이해 질 수 있다. 국제기구 IAEA등 에서는 규제해제로 인한 개

인선량기준으로 10 μSv/y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뚜렷한 

체한치나 핵종별 규제 농도가 설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서 

자체처분을 위한 핵종별 제한농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상으

로 연구소 내 임시 보관중인 토양 폐기물과 변환시설 해체에 따른 우라늄 

슬러지 폐기물의 자체처분 방안을 몇 가지 시나리오로서 고려해보았다. 토

양의 경우, 연구소 내 매립하는 시나리오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RESRAD 

v6.2 코드를 이용해 그 가능성을 시험평가 해보았고, 다른 시나리오들도 개

념 위주로 제시해보았다. 매립시나리오는 일반매립장에서 매립하는 경우와 

원연매립장에 매립하는 경우 두 가지에 해서 살펴보고 핵종은 Co-60과 

Cs-137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피폭 상은 크게 매립 작

업자와 매립 작업이 종료된 이후의 폐쇄 후 거주자 두 부류로 나누어 도출

하였다. 평가결과를 통하여 토양폐기물의 자체처분을 위한 핵종의 농도 제

한치를 구할 수 있었다. 우라늄 슬러지 폐기물의 경우 중요한 방사성핵종은 

우라늄과 토륨, 그리고 그들의 붕괴 생성물뿐이며, 액상비료로 재활용을 하

는 시나리오를 중점적으로 고려해보았다. 우라늄 제염기술을 이용하여 

1ppm정도로 제염한 용액을 그 상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폐액의 성분이 

부분 질소비료나 토양 개량제로 쓰이는 유용한 성분임을 고려하여 이를 

비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우라늄의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비료로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각각의 피폭 경로에 따른 

수학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평가 방법론을 설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

된 토양 및 우라늄 슬러지 폐기물의 자체처분 시나리오 및 피폭경로별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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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자체처분을 위한 평가방법 으로 충분히 활용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

히 매립시나리오를 통하여 구해진 토양폐기물의 핵종처분 제한농도는 연구

소 내 자체 처분을 위한 척도로써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라늄 슬

러지의 비료로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수십ppm 농도 이하가 되어야 규제농도

를 만족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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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본 ‘원자력 연구시설 제염기술개발’과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한 

1단계 연구를 통하여 우라늄변환시설 제염, 우라늄슬러지 처리 및 토양제

염의 서로 다른 3가지 기술 분야에 있어 당초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성

능을 지닌 독창적 기술을 개발하였고, 실험실규모 공정장치를 통해 기술성 및 

경제성을 입증하였다.

1. 우라늄변환시설 제염기술 개발

  우라늄화합물로 오염된 변환시설 설비 표면의 오염특성 분석과 이에 적

용할 수 있는 제염공정을 실험실적으로 시험하였고, 체계적이고 보완적인 부

가 실험 및 변환시설에서 인출한 실 시편의 제염 시험을 통해 실험실적 제

염공정의 확립과 우라늄 변환시설 설비내부표면 검증시험장치의 설계 제

작 및 실증시험을 통해 설비 내부 표면제염기술의 기술성 및 경제성을 입

증하였고, 해체 후 부품표면제염기술로 기 개발한 무기산 화학제염기술과 

더불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성염 전해제염 공정의 시험 평가를 

통해 제염 공정의 적용성 및 제염성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온의 온화한 화학제 조건을 갖는 제염 공정의 적용성 및 자체처

분 수준의 제염성능 입증된 우수한 제염성능과 2차 폐기물이 적은 독창적 

제염 공정과 부품제염 기술개발로 금속성 해체폐기물 감용목표(60%)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고, 자체처분 수준으로 금속성폐기물을 

제염함으로써 처분 상 해체폐기물의 폭적 감용에 의해 본 제염기술의 

경제성을 입증하였다.

  이와 아울러 변환시설 설비 해체 후 부품제염 공정으로써 중성염 전해

공정의 제염 적용성 및 제염성능을 확인하였으며, 기존 공정을 개선한 신 

공정 개발로 이차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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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라늄 슬러지 처리기술 개발

  우라늄 함유 슬러지 폐액처리 기술로 최첨단 전기흡착 기술을 도입하여 

획기적 폐기물량 감용 성능을 확인함과 동시에 조업조건의 최적화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전체 슬러지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슬러지 화학폐기물을 고순도 분리

정제하여 비 방사성 산업폐기물로 자체처분 할 수 있는 우라늄슬러지 고

액분리기술개발과 첨단 전기흡착분리기술의 국내외 특허화하였으며, 본 

신공정 개발로 당초 감용목표를 50%에서 80%로 초과달성 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3. 토양폐기물 제염기술 개발

  실험실 규모 토양제염장치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한 토양폐기물 복합공

정 제염 실험을 통해 최적 제염제를 개발하고 최적제염조건을 선정하였

다. 또한 발생된 다량의 토양 제염 폐액에 해 미세 토양입자를 빠르게 

침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성 핵종에 따라 적절한 이온교환체를 

사용하는 재생방법을 개발함으로써 가능한 2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 

하였다. 공정 제염 실험을 통해 얻어진 자료와 작성된 공정 장치 흐름도 

및 설계도를 근거로 실증규모 토양제염장치 제작하고 실제 TRIGA 방사

성 오염토양에 한 실증실험을 통해 제염효율성을 확증함으로써 토양폐

기물의 90%이상을 감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로부터 제염비용을 산정

한 결과 본 기술개발로 원(연) 토양폐기물 처분비 약 7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제염공정임을 입증하였다.

 

4. 토양․우라늄폐기물 고정화 및 자체처분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토양 및 우라늄 슬러지 폐기물 최적 고정화 방안 도출을 위하여 연구목표와 부

합되는 고화재매질의 선정 및 제조와 매질별, 기간별 침출시험 및 압축강

도 등에 한 시험결과를 제시하였고, 비교 시험 결과를 통해 고정화 공

정의 특성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최적 고정화 방안을 설정하였다.

  또한 원(연) 오염 토양 및 우라늄 슬러지 폐기물의 방사성 물질 제염 후 자체처

분을 위한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원자력연구소 자체 매립시나리오와 액상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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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시나리오를 개발하였고 RESRAD 등 안전성평가 상용코드의 적용기

술을 개발하였다. 원자력연구소 자체매립 시나리오 하에 오염토양 및 자

체처분장에서 계측한 입력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매립작업자 및 폐쇄 후 거

주자에 한 규제해제농도를 제시하였다.

제 2 절  외 기여도

  개발된 우라늄변환시설 제염기술은 연구소내 변환시설 환경복원사업의 

해체설계 및 인허가 기술로 활용되었으며, 향후 해외 수출기술로도 활용

이 예상된다. 또한 우라늄슬러지 처리 신공정은 연구소 내 변환시설 슬러

지처리 사업의 해체설계 및 인허가 기술로 활용되었으며 향후 해외 우라

늄변환시설 슬러지폐기물 처리사업에 기술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 

  토양제염기술은 토양폐기물을 제염하여 자체 처분하므로 방사성폐기물

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국내 토양폐기물 제염

기술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연구로 및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후 부

지복원 시 본 기술을 활용하여 해체 후 부지 방사능 평가, 해체 후 오염

된 부지 현장제염, 해체 후 잔류방사능 모델링으로 인근 거주자의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토양․우라늄폐기물 고정화 및 자체처분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로 원자력 

연구소내 토양 폐기물 및 우라늄 슬러지 폐기물의 자체 처분을 위한 안전

성 평가 기술 확립에 기여한다. 또한 국내 실정에 맞는 폐기물의 여러 가

지 재활용 시나리오를 확립하고 기술을 적용하여 임시 저장된 폐기물의 

처리를 실현함으로써 임시 보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뿐만 아

니라 향후 발생되는 유사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객관적 안전성 확보 및 

그에 따른 국민 수용성 확보에 기여한다.





- 539 -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결과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활용될 것

으로 예상된다.

1. 기술적 측면

  ◦ 우라늄 변환시설 환경복원 사업적용기술로 활용

     - 변환시설 해체 전․후 설비 표면 제염과 해체 후 건물 표면제염   

기술로 활용

     - 변환시설 우라늄 슬러지 폐액 처리 사업적용 기술에 활용

     -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관련 Data base 구축에 활용

     - KAERI에 축적된 우라늄 정련시설 해체 금속폐기물 (500드럼) 및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폐기물 재사용 제염에 기술 활용

  ◦ 연구로 및 원자력 시설 해체사업 적용기술로 활용

     - TRIGA 연구로 해체 금속폐기물(Al) 재활용에 기술 활용

     - 원자력시설의 해체 및 해체 폐기물 처리/처분 사업에 활용

     - 원자력 시설의 해체 폐기물처리 기반기술 개발로 국내 제염․해체  

기술 인프라 구축에 활용 

  ◦ 원자력연구소에 보관중인 약 4,500드럼의 방사성 오염토양 폐기물   

제염 사업적용 기술로 활용. 토양폐기물을 제염하여 자체 처분함으

로서 방사성 폐기물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향 후 유사한 국내 토

양 폐기물 제염 기술로 활용 

  ◦ 우라늄 변환시설 알파핵종 제염기술 및 경험은 고방사능 시설 제염  

기본 기술로 활용하고, 고방사성 시설 건식 제염기술은 사용후핵연  

료 장기 안전관리 및 건식재처리 기술개발 시설의 설계, 건설, 유지  

및 개․보수를 위한 제염․해체 기술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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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측면

  ◦ 국내 당면한 우라늄 변환시설의 해체 시 발생하는 다량의 금속성 해

체폐기물을 자체처분하거나 재활용함으로써 처분 비용을 절감하는 

제염기술로 활용

  ◦ 원자력연구소에 보관중인 약 4,500드럼의 방사성 오염토양 폐기물뿐

만 아니라 여타의 원자력 시설 부지로부터 발생한 오염 토양 폐기물

을 자체처분함으로써 처분 비용을 폭적으로 감소시키는 경제적인

토양 제염기술로 활용

  ◦ 원자력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관련 산업 기술 첨단화

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

  ◦ 기술의 선진화 및 적용 경험의 축적을 통한 관련 기술의 수출 등으로 

외화 체 효과

3. 사회적 측면

  ◦ 원자력 시설 특성에 적합한 제염기술의 개발로 원자력 시설의 해체  

시 작업자 및 공중에 한 안전성과 신뢰도 향상 도모

  ◦ 연구로 및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후 부지복원 시 본 기술을 활용하여 

해체 후 부지방사능 평가, 해체 후 오염된 부지 현장제염, 해체 후 

잔류방사능 모델링으로 인근 거주자의 방사선피폭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함

  ◦ 체르노빌 핵사고 같은 불의의 사고에 비한 본 기술을 적용하여 신

속히 부지 오염분포 체계를 파악하고 오염 확산 방지 방안을 모색함

으로써 핵사고로 인한 재난을 최소화시킴

  ◦ 국내의 오염토양부지 즉, 폐기물 매립지, 주유소, LPG 저장소 주변 

오염부지 평가 및 토양복원에 환경친화적인 제염기술로 활용

  ◦ 원자력 연구시설 제염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기술 개발로 원자력 

전반에 한 국민 신뢰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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