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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ION '03 회의 주제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해 

조사하고, 회의 주제 기술 분야에서 국외 전문가들의 발표논문 및 발표자료 분석과 선진 각국

의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최근 연구개발 동향 조사를 수행하 음.

∙악틴족 및 핵분열 생성물은 원자력발전의 필연적 부산물인 고준위폐기물에 다량 함유된 물

질들로 그 화학 특성 및 자연계에서의 이동현상을 규명하는 것이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에 있

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나아가 고준위폐기물의 장기 안전성 확보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임.

∙원자력 선진국들은 고준위폐기물 심지층 처분의 장기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고준위 핵종의 

거동 및 이동현상을 미시적으로 규명하여 고준위 핵종의 복잡성과 이동의 불확실성을 실험적

으로 파악하고 예측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처분장에서부터 생태계까지 방사성핵종의 이동과정은 지질학적 연대기간 수준의 장기적인 

반응 및 이동이므로 처분안전성 분석은 매우 복잡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편이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동 경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하고 

그러한 현상들의 수학적 해석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음.

∙선진국간에는 다양한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준위 핵종 특성 규명을 위

한 연구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

불어 여전히 개발이 진행중이며 발전되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임

∙최근에는 방사광 가속기, 레이저 분광학 기술, 나노기술 등의 새로이 개발된 첨단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고준위 핵종들의 특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평가, 그리고 새로운 기술자료 들이 계

속해서 생산되고 있음.

∙국내의 경우도 고준위 처분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가면서 최근 연구개발 동향조사를 적극 

활용함으로서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국내 기술력 확대 및 국가 차원의 추진의지 강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악틴족, 핵분열 생성물, 고준위폐기물, 이동, 심지층처분, 안전성 평가

  어
actinides, fission products, high level waste, migration, deep geological 

disposal, safe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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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MIGRATION '03: 제 9회 악틴족 및 핵분열 생성물의 화학특성 및 이동에 관한 국

제학술대회의 개최 결과에 따른 최근 과학기술동향 연구조사보고서

Ⅱ. 연구개발 동향 조사 의 목적 및 필요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 및 장기안전성과 관련하여 악틴족 원소의 

화학특성 및 자연계에서의 이동현상의 규명은 고준위폐기물 처분의 장기적 안전성 

예측 및 확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아울러 전력수급에 있어 원자력 발전

에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에 필연적으로 수반

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및 환경 향에 대한 연구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다.

   독일,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고준위폐기물 심지층 

처분의 장기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고준위 핵종의 거동 및 이동현상을 미시적으로 

규명하여 고준위 핵종의 복잡성과 이동의 불확실성을 실험적으로 파악하고 예측하

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악틴족 원소의 화학적 거동에 대한 연구는 원

자력 민감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초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심부 처분환

경에서의 악틴족 원소의 화학특성 관련 연구가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준위폐기물은 악틴족 원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악틴족 원소는 

화학적 거동이 매우 복잡하다.  또한 심부 처분환경은 실험실과는 달리 암석, 광물, 

지하수, 생물 등이 공존하는 비균질의 복합적 환경이므로, 악틴족의 화학특성을 규

명하고 자연계에서의 이동을 예측, 규명하는 것이 고준위폐기물 처분의 장기안전성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악틴족 핵종의 화학특성 규명은 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연구분야로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환경 분야 및 

기초과학 분야에의 활용성이 높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방사성 폐기물 전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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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시각이 매우 민감하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국내 현실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과학적 기술적 접근 방법에 의한 근거 자료 및 가능한 위해에 대한 해결방안의 제

시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들의 

경험과 기술은 과학기술적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국내 연구기반의 취약함을 고려할 때, 상기와 같은 이유로 원자력 

선진국을 포함한 국외 연구개발 동향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개발 

동향 조사 보고서는 전략적 핵연료 물질인 악틴족 (우라늄 및 플루토늄 포함)의 화

학특성 및 자연계에서의 이동과 관련하여 전세계적인 연구개발동향 및 최신 기술개

발 현황을 조사,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Ⅲ. 연구개발 동향 조사 의 내용 및 범위

   본 보고서에서는 독일,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일본, 미국 등, 원자력 선진국들

을 대상으로 악틴족 화학특성에 관한 기술정보, 실험시설 및 기기, 연구방법, 선진

국의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비 현황 및 투자상황을 주로 조사하고자 한다.  여기에

는 MIGRATION '03 회의 참석 국외 전문가들의 발표논문 및 발표자료 분석과 특

별강연을 포함하여 초청한 국외 전문가들과의 정보교환 및 관련자료 검토 및 각종 

보고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FZK, CEA, PSI 등 선진 국외 연구소의 관

련 분야 연구활동조사를 포함한다.

   기술의 중요성 (기반성, 핵심성)과 관련하여서는, 독일,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일본, 미국 등의 원자력 선진국들은 고준위폐기물 심지층 처분의 장기 안전성을 제

고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관련 연구를 집중 투자하고, 이를 위해 

고준위 핵종의 거동 및 이동 현상을 미시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고준위 핵종의 거동 

및 이동현상을 실험적으로 파악하고 예측하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핵

연료 물질인 악틴족 (우라늄 및 플루토늄 포함)의 화학특성 및 이동 규명 기술과 

관련하여 원자력 선진국가인 독일,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에서 참석한 전

문가들의 연구사례 및 선진기술현황을 발표자료를 통해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회의 주제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 현황 및 투자현황, 전망 

등에 대해 조사하고, 회의 주제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 및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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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쟁력 확보 가능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회의 주제별 발표논문 중, 주요 발표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다음 각 주제에 대한 

중요성 및 선진각국의 연구결과 내용을 조사, 분석한다.

    ∙악틴족 원소의 개요

    ∙악틴족 원소 및 핵분열 생성물의 수용액 화학

    ∙방사성 핵종의 이동

    ∙지화학 및 이동(transport) 모델링

Ⅳ. 연구개발 동향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

   악틴족 및 핵분열 생성물은 원자력발전의 필연적 부산물인 고준위폐기물에 다량 

함유된 물질들로 그 화학 특성 및 자연계에서의 이동현상을 규명하는 것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기술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나아가 고준위폐기물의 장기 안전성 

확보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악틴족 화학 및 핵종이동의 규명은 방사

성 폐기물 처분, 방사성 환경과 관련한 핵심분야이며 전략적 핵물질로 분류되는 우

라늄, 플루토늄 등의 화학적 거동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기술로 분류되는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에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필연적

으로 수반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및 그 환경 향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 관련 연구 및 기술 

수준이 시작단계임을 감안할 때, 고준위폐기물 처분의 장기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악틴족의 화학특성 규명 기술 확보가 매우 필수적이다.  그러나 악틴족 원소들은 

그 화학적 거동이 매우 복잡하며, 고준위폐기물의 처분환경인 지하 심부는 일반 실

험실 조건과는 달리 환원조건을 유지하고 암석, 광물, 지하수 및 생물 등이 공존하

는 매우 복잡하고 불균질한 환경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뒤

따른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 규모는 세계 7위권인데 

비해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 및 기술수준은 원자력 선진국에 비

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따라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으며 국가간 유치경

쟁이 매우 치열한 MIGRATION 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유치․개최하고,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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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제 관련 최근 연구개발동향을 조사 및 활용함으로서 국내 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회의 주제관련 국외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선진기술 정보 교환을 통하여 선진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빠른 시일내 확보, 공

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 개최 결과에 따른 최근 과학기술 동향 연구조사는 주제별로 악틴족 원소 

및 핵분열 생성물의 수용액 화학, 방사성 핵종의 이동, 지화학 및 이동(transport) 

모델링의 3분야로 나뉘어져 수행되었으며 이들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용해도 및 용

해, 고용체 및 2차 물질의 형성, 유기, 무기 리간드와의 착화반응, 산화환원반응, 고

체-수용액간 계면반응, 악틴족 이동 모델링에서 흡착작용의 규모확장, 최신 실험방

법, 방사성폐기물처분 안정성과 악틴족 원소의 지하수 중 화학반응, 균일상 화학반

응 (산화-환원 반응, 가수분해반응), 지하수 중 악틴족 원소의 화학반응 규명, 유기

물의 향, 국내 처분장 관련 현장 실험 및 대규모 실험, 자연 유사, 악틴족 원소의 

열역학 데이터 필요성, 악틴족 원소의 열역학 모델링 개발 및 응용, 악틴족 원소의 

열역학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착화합물의 모델실증, OECD/NEA 열역학 자료 구축 

프로젝트, 유럽에서 악틴족 과학에 대한 연합 연구 등의 세부 주제별로 선진 각국

의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최근 연구개발 동향 조사를 수행하 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의 주요 특성은 심부지하환경에서 장반감기 핵종인 악틴족 

핵종의 거동이 복잡하여 예측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를 보면 고준위폐기물 처분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자국 실

정에 적합한 처분 시설 개념을 설정하 으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연구 대상부지 또

는 처분 대상부지에 대한 특성 규명을 수행함으로서 제안된 처분 시설 개념 및 그

에 대한 방사선적 안전성 평가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실증 관련 연구

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의 방사선적 안전성 평가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다른 방향의 축은 악틴족 핵종 중심의 화학적 특성 규명 내용이다.  이는 다양한 

심부 지하조건에서 핵종 규명에 대한 실험적 접근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에 바탕을 

둔 실험결과의 올바른 해석으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이다.

   ∙처분장에서부터 생태계까지 방사성핵종의 이동과정은 지질학적 연대기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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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기적인 반응 및 이동이므로 처분안전성 분석은 매우 복잡하고, 평가결과에 대

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편이다.  그러므로 선진국에서는 이동 경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하고 그러한 현상들의 수학적 해석에 따른 불확실성

을 줄이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대부분 선진외국에서는 자연

에서 지질학적 시간대에 걸쳐 진행된 핵종이동관련 자연현상들을 발굴하여 이를 해

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처분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연유사 연구를 국제공동

연구 형식으로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미국, 카나다, 일본,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독일, 핀란드 등, 원자력 및 고준

위 폐기물 선진국들은 자국의 환경에 부합되는 고준위폐기물의 심지층처분개념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거듭하고 있다.  고준위폐기물 처분 관련 핵심기술 및 

연구내용은 중·저준위폐기물 처분 관련연구의 연장선상에 있으나, 초장기적으로 요

구되는 안전성의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은 1980년대부터 자국의 인문, 

사회 및 자연환경에 맞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다.

   ∙또한 미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 독일, 프랑스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이미 고

준위폐기물 처분기술의 실증을 위한 지하시험시설을 건설, 운  또는 지하연구시설 

부지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각종 시험을 다국 간 협력 하에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들 원자력 선진국들은 고준위폐기물 심지층 처분의 장기안전성을 높이기 위

해 고준위 핵종의 거동 및 이동현상을 미시적으로 규명하여 고준위 핵종의 복잡성

과 이동의 불확실성을 실험적으로 파악하고 예측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이들 

선진국간에 다양한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준위 핵종 특성 규명

을 위한 연구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

술의 발전과 더불어 여전히 개발이 진행중이며 발전되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이다.

   ∙최근에는 방사광 가속기, 레이저 분광학 기술, 나노기술 등의 새로이 개발된 

첨단분석방법을 이용한 새로운 해석과 평가, 그리고 새로운 기술자료 들이 계속해

서 생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고준위 폐기물 처분 연구에 적용하여 고준위 핵종들의 특성 규명 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고준위폐기물 처분 기술 개발에 있어 선진 기슬을 보유한 국가들은 이

미 처분장 안전성 평가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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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NEA 등을 통한 다양한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준위 폐기물 

처분의 안전성 확보 및 입증을 위하여 각국이 공동으로 대응해 가고 있는 실정이

다.

   ∙국내의 경우도 고준위 처분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가며 국내의 심부 지질 조

건과 심부 지하수 특성을 감안한 방사성 핵종의 화학적 특성 규명 연구가 집중 수

행되는 전략으로 연구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최근 연구개발 동향조사를 적극 활용함으로서 방사성 폐기물에 관

한 국내 기술력 확대 및 국가 차원의 추진의지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며, 더 나아가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증진에 긍정적 효과 

및 원자력기술 전반에 대한 국가기술수준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Ⅴ. 학술회의 개최결과의 활용계획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에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 전력 생산의 

40%) 원자력 발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및 그 환경 향

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 

관련 연구 및 기술 수준은 시작단계임을 감안할 때 고준위폐기물 처분의 장기 안전

성을 확보를 위해 악틴족의 화학특성 규명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또한 

악틴족의 화학특성 규명은 원자력 핵심기술과 관련한 기초기술로도 요구되는 분야

이다.  따라서 악틴족 화학 및 핵종이동의 규명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 방사성 환경

과 관련한 핵심분야이며 전략적 핵물질로 분류되는 우라늄, 플루토늄 등의 화학적 

거동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기술로 분류되는 분야이다.  또한 악틴족 화학 및 이동 

규명기술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아울러 환경분야 및 전략적 원자력 핵심기술의 

기초과학 분야로도 활용도가 매우 높으므로 향후 기술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

다.

   금번 MIGRATION '03 학술회의를 국내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결과로, 

국내의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다양한 선진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국내 

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회의 주제관련 국외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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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선진기술 정보 교환을 통하여, 이들을 통해 선진 각국의 경

험과 지식을 빠른 시일내 확보,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의 주제 

관련 국외 전문가들과의 추후 전문가 초청 및 관련분야에서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국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전문

가 워크그룹 구축 및 선진 각국의 관련 기관들간의 협력방안을 도출하여 고준위폐

기물 처분시 악틴족 핵종의 장기 안전성 확보에 가장 민감한 기술에 대해 국제적 

전문가들 및 국제기관과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국내 관련 연구의 접근방법과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1) 조사대상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현재 각국에서 

중점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분석하고 이와 비교하여 우리의 기술수준을 파

악함으로서 향후 과학기술국제화 시책의 방향과 사업제안을 도출하고, (2) 회의에 

초청되었던 선진 전문학자들과의 기술정보 교환을 통해 관련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심부 지질 환경 시설/장비 등에 대한 정보수집과 공동활용방안을 검토하며, (3) 연

구개발동향 조사결과 밝혀진 선진외국의 관련연구기관 및 회의 참석 과학자들과의 

인적 교류를 통해 국제협력활성화 (국제공동연구, 국제위탁연구, 해외파견, 외국과학

자 유치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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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Title

State of the Art on MIGRATION '03: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emistry 

and Migration Behavior of Actinides and Fisson Products in the Geosphere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Report

   Actinides in HLW are very toxic and long-life time radionuclides.  Therefore, 

the understanding of their characteristics and reaction behaviors in the deep 

subsurface environment is necessary for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HLW 

disposal safety assessment.  Data obtained from studies on the chemical 

behaviors of actinide elements and fission products in the groundwater are 

essential in the safety assessment of HLW management.

   The objectives of this report are overview of the chemistry and migration 

behavior of actinide including uranium and plutonium for the HLW disposal 

safety assessment and to summarise the present status of actinide science and 

future developments.  This report is intend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R&D in 

actinide chemistry for the national program of HLW management in future.

III. Results

   This report presents an overview of the recent developments in the 

fundamental chemistry of actinides and fission products in natural aquifer 

systems, their interactions and migration in the geosphere, and the processes 

involved in modeling their geochemical behavior for the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 addition, the thesis presented in MIGRATION '03 

conference were described briefly.

   Actinide science in realation to the HLW disposal management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main subjects; (1) aquatic chemistry of actinides and fission 

products, (2) migration behavior of radionuclides and (3) geochemical and 

transport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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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erning the aquatic chemistry of actinides and fission products, solubility 

and dissolution, solid solution and secondary phase formation, complexation with 

inorganic and organic ligands, redox reactions and radiolysis effects, solid-water 

interface reactions, colloid formation, and innovative experimental methods were 

included.  The solubility and sorption behavior are considered important 

phenomena for the migration of actinide and fission products in geosphere, and 

their experimental data are applied to the safety evaluation for th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Reactions such as hydrolysis, colloid formation, 

redox reaction, complex, dissolution, and precipitatin greatly depend on the 

compositions of grundwater and the properties of surrounding minerals.  It is 

required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published data and to interpret the 

parameters through laboratory experiment using geological samples from the 

sites for the waste disposal.

   Subject on migration behavior of radionuclides includes sorption/desorption 

phenomena in dynamic systems, diffusion and other migration precesses, colloid 

migration, effects of biological and organic materials, field and large scale 

experiments and natural analogues.  The migration behavior in the geosphere 

greatly depends on the chemical property of the radionuclides as well as their 

interaction with surrounding solids.  Investigation of chemical behavior of 

actinide is an essential research work in establishing the conditions that would 

ensure safe waste disposal.  It is important to point out that radionuclide 

migration through geomedia proceeds over a long time scale.  In this sense, 

laboratory experiments have limitations in revealing the nature of the long term 

processes occurring in the nature.  Interaction between radionuclide /geological 

media are known to be and important mechanism of radionuclide retardation in 

deep ground disposal system.  The geochemical environments encountered along 

the migration path are very complex to allow the interaction of radionuclides 

with the geomedia to be represented by a singel sorption coeffecient.  With this 

reason, sorption databases are required to adequately evaluate the sorption 

behavior in varying geochemical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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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ochemical and transport modeling includes data selection and evaluatio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models and model validation.  The radionuclides 

leached from waste forms are intruded into human environment along the 

groundwater flowing in the fracture around the waster disposal facility.  To 

analyze and predict such radionuclide migration phenomena, the data that were 

obtained from well defined condition are required.  Those data can be used to 

assess the validation of the model with reliability since such data much reduce 

the uncertainties of the system.  Modeling of radionuclides transport and its 

validation have been an important subject for safety assessment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There are many transport models to deal with complex 

hydrological and physicochemical phenomena in fractured rock.

   The understanding of chemical behavior of actinides gives us a number of 

valuable information such as the prediction of sorption and migration rate and 

the protection method against corrosion of the waste container in order to 

improve the preferential safety for the radioactive waster disposal.  The data 

that obtained by experiments and/or modeling will be utilized to support the 

valid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disposal safety assessment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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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동향 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제 1 절  회의 주제 기술분야의 중요성

   ∙독일,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고준위폐기물 심지

층 처분의 장기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고준위 핵종의 거동 및 이동현상을 미시적으

로 규명하여 고준위 핵종의 복잡성과 이동의 불확실성을 실험적으로 파악하고 예측

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악틴족 원소의 화학적 거동에 대한 연구는 

원자력 민감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초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심부 처분

환경에서의 악틴족의 화학특성 관련 연구가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상황임.

   ∙고준위폐기물은 악틴족 원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악틴족 원소는 화학적 

거동이 매우 복잡함.  또한 심부 처분환경은 실험실과는 달리 암석, 광물, 지하수, 

생물 등이 공존하는 비균질의 복합적 환경이므로, 악틴족의 화학특성을 규명하고 

자연계에서의 이동을 예측, 규명하는 것이 고준위폐기물 처분의 장기안전성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함.

   ∙악틴족 핵종의 화학특성 규명은 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

요한 연구분야로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환경 분야 및 기초과학 분야에의 활용성이 

높음.

   ∙사회적으로는 방사성 폐기물 전반에 대해 국민적 시각이 매우 민감하고 부정

적인 국내 현실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과학적 기술적 접근 방법에 의한 근거 자료 

및 가능한 위해에 대한 해결방안의 제시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들의 경험과 기술은 과학기술적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음.

제 2 절  연구개발동향 조사의 목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 및 장기안전성과 관련하여 악틴족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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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및 자연계에서의 이동현상의 규명은 고준위폐기물 처분의 장기적 안전성 예측 

및 확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술임.  아울러 전력수급에 있어 원자력 발전에의 의

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방

사성 폐기물의 관리 및 환경 향에 대한 연구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국내 연구기반의 취약함을 고려할 때, 상기와 같은 이유로 원자력 선진국을 

포함한 국외 연구개발 동향 파악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전략적 

핵연료 물질인 악틴족 (우라늄 및 플루토늄 포함)의 화학특성 및 자연계에서의 이

동과 관련하여 전세계적인 연구개발동향 및 최신 기술개발 현황을 조사, 파악하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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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개발동향 조사의 범위 및 조사 방법

제 1 절  연구개발동향 조사의 범위

   ∙독일,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일본, 미국 등, 원자력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악

틴족 화학특성에 관한 기술정보, 실험시설 및 기기, 연구방법, 선진국의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현황 및 주요 연구내용을 주로 조사함.

   ∙이에 대해 MIGRATION '03 회의 참석 국외 전문가들의 발표논문 및 발표자

료 분석과 특별강연을 포함하여 초청한 국외 전문가들과의 정보교환 및 관련자료 

검토 및 각종 보고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진 국외 연구소의 관련 분야 

연구활동 및 연구내용을 포함함.

제 2 절  연구개발동향 조사의 방법

   ∙기술의 중요성(기반성, 핵심성)과 관련하여, 독일,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일

본, 미국 등의 원자력 선진국들은 고준위폐기물 심지층 처분의 장기 안전성을 제고

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관련 연구를 집중 투자하고, 이를 위해 고

준위 핵종의 거동 및 이동 현상을 미시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고준위 핵종의 거동 및 

이동현상을 실험적으로 파악하고 예측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따라서 전략적 핵연

료 물질인 악틴족 (우라늄 및 플루토늄 포함)의 화학특성 및 이동 규명 기술과 관

련하여 원자력 선진국가인 독일,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에서 참석한 전문

가들의 연구사례 및 선진기술현황을 발표자료를 통해 조사함.

   ∙주요 선진국 및 국내의 관련 기술 개발 동향, 연구시설․장비, 기술수준, 주요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원자력 선진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일본, 미국)의 

방사성 폐기물 관련 각종 보고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 조사를 통하여 수행하고 각국

의 전문가들의 주요 연구수행 결과 논문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분석함.

   ∙회의 주제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 현황 및 투자현황, 전망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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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조사함.

   ∙회의 주제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 및 국내 기술경쟁력 확

보 가능성에 대하여 기술함.

   ∙회의 주제별 발표논문 중, 주요 발표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다음 각 주제에 대

한 중요성 및 선진각국의 연구결과 내용을 조사, 분석함.

      - 악틴족 원소의 개요

      - 악틴족 원소 및 핵분열 생성물의 수용액 화학

          용해도 및 용해

          고용체 및 2차 물질의 형성

          유기, 무기 리간드와의 착화반응

          산화환원반응

          고체-수용액간 계면반응

          악틴족 이동 모델링에서 흡착작용의 규모확장

          최신 실험방법

      - 방사성 핵종의 이동

          방사성폐기물처분 안정성과 악틴족 원소의 지하수 중 화학반응

          균일상 화학반응 (산화-환원 반응, 가수분해반응)

          지하수 중 악틴족 원소의 화학반응 규명

          유기물의 향

          국내 처분장 관련 현장 실험 및 대규모 실험

          자연 유사

      - 지화학 및 이동(transport) 모델링

          악틴족 원소의 열역학 데이터 필요성

          악틴족 원소의 열역학 모델링 개발 및 응용

          악틴족 원소의 열역학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착화합물의 모델실증

          OECD/NEA 열역학 자료 구축 프로젝트

          유럽에서 악틴족 과학에 대한 연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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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회의 주제 기술분야의 국내․외 기술개발 동

향

제 1 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기술과 관련된 악틴족 

화학

1. 기술발전 현황

   ∙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 개발은 주 연구대상 환경이 심부 지하환경이므로 사람

의 접근과 자료의 수집이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음.  또한 이러한 심부 지하환경에

서는 지하매질과 방사성핵종의 반응이 상당히 느림.  따라서 고준위폐기물처분에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자료생산, 확보된 기술의 실/검증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연

구 개발 속도가 매우 느린 편임.  특히 현장 시험 분야는 매우 긴 시간과 많은 노

력이 투입되어야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의 발전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것은 비록 후발국

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연구수행을 통해 기술격차를 좁히면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함.

   ∙관련 주요기술의 대부분이 심부 지하환경의 특성에 의존하므로, 지하환경 특

성이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이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외국

의 기술을 도입한다면 국내 지질 환경에 맞도록 근본적으로 수정, 재검토하여야 하

므로 선발 국가의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우위을 차지한다고는 말 할 수 없

음.  따라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적절한 연구개발이 수행된다면 경쟁 가능성이 

충분함. 

   ∙선진국과 효율적인 기술협력을 통해 이미 확립된 기술은 단시간 내에 흡수하

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실증 시험 분야는 선진국의 연구에 공동 참여, 그 결과를 공

유함으로써 경쟁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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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발전 전망 

   ∙고준위폐기물 처분의 주요 특성은 심부지하환경에서 장반감기 핵종인 악틴족 

핵종의 거동이 복잡하여 예측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선진 외국의 경우

를 보면 고준위폐기물 처분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자국 실

정에 적합한 처분 시설 개념을 설정하 으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연구 대상부지 또

는 처분 대상부지에 대한 특성 규명을 수행함으로서 제안된 처분 시설 개념 및 그

에 대한 방사선적 안전성 평가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실증 관련 연구

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고준위폐기물 처분의 방사선적 안전성 평가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다른 방향의 축은 악틴족 핵종 중심의 화학적 특성 규명 내용임.  이는 다양한 심

부 지하조건에서 핵종 규명에 대한 실험적 접근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에 바탕을 둔 

실험결과의 올바른 해석으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임.

   ∙선진 외국의 경우 이를 위하여 α-cell 및 Glove box를 확보하여 악틴족 원소

들을 이용한 환원환경에서의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첨단 분석장비를 이용

하여 심부 지하조건에서 악틴족 원소의 solubility, speciation, colloidal behavior 등

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집중 수행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도 고준위 처분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가며 국내의 심부 지질 조

건과 심부 지하수 특성을 감안한 방사성 핵종의 화학적 특성 규명 연구가 집중 수

행되는 전략으로 연구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3. 악틴족 화학-무기개발 수단에서 평화적 수단으로 (Choppin, 2003)

   ∙1953년 냉전이 시작도면서 악틴족 화학에 대한 연구는 원자폭탄을 포함한 무

기제조 및 새롭고, 더 무거운 악틴족 원소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추어졌음.  

   ∙무기개발을 위한 연구는 우라늄에 중성자를 조사하여 만들어진 풀루토늄을 분

리하는 데 집중.  이러한 분리는 산성매질을 사용함.

   ∙1950년대 후반기와 60년대에 와서는 이러한 연구개발결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

분은 곧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문제가 되었음.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까지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환경적 측면이 부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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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 고 1990년대 초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폐기물 처분의 환경적 문제가 

미국과 구소련에서 악틴족 화학분야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음.  이에 따라 중성 내

지 염기성 용액에서 악틴족의 화학적 거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음.

   ∙한편 미국과 구소련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원자로부터 회수된 사용후 핵연

료의 새로운 처리방법이 비수용액계를 포함한 연구에서의 주된 연구주제가 되었음.

   ∙21세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새로운 처리 및 처분 기술과 

관련한 연구가 계속될 것임.

제 2 절  주요 환경 변화

1. 국내환경

   ∙환경보호에 관한 국민의 의식 향상됨에 따라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관한 국민

들의 관심이 높아 지고 있으며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주요 난제로 거론되는 사용후 핵연료의 최종관리(처분포함) 문제는 점차 고조되고 

있는 국민의 관심으로 미루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원자력 관련 주요 이슈로 부각

될 전망임.

   ∙200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준위폐기물 처분에 대한 국

가차원의 계획 수립 필요성이 역설된 바 있으며,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관리전략 없

이 임시저장이 최종대안이 아니며 안전성의 위험도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된 바 있

음.  또한 한수원이 적립 중인 원전사후처리충담금 (약 4조원)은 원자력안전을 담보

로 국민이 낸 세금이므로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 등 목적에 맞게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음.

   ∙따라서 원자력발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준위폐기물

의 장기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처분관련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고준위폐기물 

처분에 필요한 재원을 법제화 함과 동시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및 사업추진 

환경을 지속시키면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불러일으켜야 할 것임. 

2. 국외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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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 여년 동안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처분정책, 규제기관의 임무와 기술 등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음.  이것은 처분정

책의 기본 결정사항을 바꿀만한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됨.

   가. 미국 (그림 1)

   ∙1982년에 건설에 착수된 TRU처분시설인 WIPP시설(지하 650m 암염층)이 

1999년 5월, 17년 만에 상용운전을 개시함. 

   ∙미국의 고준위폐기물처분장인 Yacca Mountain Site에 대해서는 지난 80년대 

이후 10여년 간에 걸쳐 다양한 측면에서 적합성과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 

왔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2년 2월 Bush 대통령은 Yacca Mountain Site에 고

준위폐기물처분장의 건설 권고를 승인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 으며, 하원에서는 

2002년 5월에, 상원에서는 7월에 건설 권고를  승인하 음.

   ∙이 승인에 따라 DOE는 NRC에 건설 허가를 요청할 예정이며, 2004년 말에 허

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나. 카나다 (그림 2)

   ∙AECL에서 제시한 고준위폐기물(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개념 및 EIS (환

경 향 평가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review pannel) 등을 근거로 현 원자력 규제기

관인 AECB의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폐기물기금 감시 감독)하여 CNSC로 개칭하

고, 고준위폐기물 처분기금의 법제화. 전담기관 임명 등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추

진 중임.

   다. 일본 (그림 3)

   ∙고준위폐기물 처분 타당성 분석 및 개념설정을 위해 JNC (과거 PNC)를 중심

으로 6개 기관과 대학들의 참여하여 80년대 후반부터 수행한 연구 결과를 최근에 

“H-12 보고서”로 발표하 음.

   ∙일본 정부는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고준위폐기물 처분 기금을 법제화하고, 기

금관리 전담기관으로 RWMC, 처분사업 전담기관으로 NUMO을 설립하여 고준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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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기술과 관련된 미국의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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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기술과 관련된 카나다의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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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기술과 관련된 일본의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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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기술과 관련된 스위스의 기술개발 현황



- 32 -

그림 5.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기술과 관련된 프랑스의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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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기술과 관련된 스웨덴의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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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기술과 관련된 독일의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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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기술과 관련된 선진국들의 기술개발 현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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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의 상용처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또한 고준위폐기물처분기술 실증을 위한 지하 연구시설로서 기존의 Kamaishi 

Mine과 Tono Mine 이외에 북해도 북단의 Horonobe에 신규 URL의 건설을 착수하

는 등 활발한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라. 핀란드

   ∙고준위폐기물처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Posiva Oy가 1970년대 후반부

터 전국을 대상으로 부지조사를 실시한 후 1999년 5월에 Eurajoki 지방의 Olkiluoto 

site를 심지층처분장 부지로 정부에 제안하 음.

   ∙정부에서는 공청회와 전문위원회의 평가, 지방의회의 투표를 거쳐 2000년 말

에 Posiva의 제안을 승인했으며, 의회에서는 2001년 5월에 정부의 계획을 인준하

음.  최근 Posiva는 본부를 헬싱키에서 Olkiluoto site로 이전 완료하 으며, 동 부지

에 현장특성 지하시험시설인 ONKALO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ONKALO시설 건설 및 운 으로부터 도출되는 부지특성 자료를 근간으로 

2010년까지 정부에 건설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고준

위폐기물 상용처분장을 운 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이상과 같이 미국, 카나다, 일본, 스위스 (그림 4), 프랑스 (그림 5), 스웨덴 (그

림 6), 독일(그림 7), 핀란드 등 고준위폐기물 처분 기술 개발에 있어 선진 기슬을 

보유한 국가들은 이미 처분장 안전성 평가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OECD-NEA 등을 통한 다양한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준위 

폐기물 처분의 안전성 확보 및 입증을 위하여 각국이 공동으로 대응해 가고 있는 

실정임 (표 1).

   ∙특히 고준위 핵종 특성 규명을 위한 연구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여전히 개발이 진행중이며 발전되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임.  최근에는 방사광가속기, 레이저 분광학기술, 나노기술에 핵심적

인 방법인 AFM(Atomic Force Microscopy) 등의 방법을 이용한 실험 방법의 개발

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평가, 그리고 새로운 기술자료 들이 계속

해서 생산되고 있음.  특히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새로

운 기술을 고준위 폐기물 처분 연구에 적용하여 고준위 핵종들의 특성 규명 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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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제 3 절  국내외 기술개발 수준 비교 분석

1. 국내 기술개발 수준 및 동향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에의 의존도가 높음. 따라서 원자력 발전에 필연

적으로 수반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및 그 환경 향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 관련 연구 및 기술 수준은 

시작단계임을 감안할 때 고준위폐기물 처분의 장기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악틴족의 

화학특성 규명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  또한 원자력 핵심기술과 관련한 기

초기술로도 요구되는 분야임.  그러나 국내에서는 심부 처분환경에서의 악틴족의 

화학특성 관련 연구가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상황임.

   ∙고준위폐기물처분에 관한 연구는 1997년부터 중장기계획에 의해 한국원자력연

구소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2002년 현재 2단계 연구의 마지막해로서 현재까지의 총 

연구수행기간은 6년에 불과하여, 아직 초기단계에 있음.

   ∙고준위핵종 거동 특성 규명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단위모델 개발 및 실험실적 

규모의 연구를 통해 꾸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선진외

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있으며, 악틴족 핵종의 취급 

시설, 정 분석기기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프라 구조와 핵물질 사용금지 등 국제

적 제약, 기초연구개발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주어진 국내 

여건 하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 (표 2).

   ∙Migration'03 국제 학술대회를 유치함에 따라 관련 분야에 대한 국내 전문가, 

정부, 관련 기관, 대학들의 관심과 침여가 확대되고, 국제적 위상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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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준위 핵종 (악틴족) 거동 특성연구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수준 비교․전

망

비교국명 선진기술 대비 국내기술수준

스웨덴

∙과거: 산학연 합동으로 처분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함. 국내는 원

자력연구소외 소수의 대학에서 기초연구 및 다양한 연구 진행.

∙현재: URL을 활용한 국제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 연구진

행. 국내는 수착이나 콜로이드분야중 일부는 70% 수준 도달

∙미래: URL 및 실험설비면에서는 예산과 인력면에서 부족하지만 핵

종거동모델 개발 및 자연유사연구등에서 90% 수준 도달 예상 

독일

∙과거: 첨단의 과학기술장비를 구비하고, 고준위핵종의 물리화학적 

현상규명에 주력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도입, 개발,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현재: 지화학코드 및 콜로이드 분야의 공동연구 수행으로 관련 기

술을 도입하여 국내에 적용하 으나 예산, 인력, Infra 측면에서 여

전히 부족하지만 연구실적은 70% 수준.

∙미래: URL현장실험을 통해 현장자료와 실험실자료를 비교하고 있

는 상태.  국내 수준은 이제 실험실 자료 생산을 통해 해와 자료와 

비교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생산된 자료 자체는 80% 수준. 

일본

∙과거: 악틴족 거동과 현장실험에 막대한 인려과 예산 투자를 통해 

단시간에 처분 분야 기술 습득.  현재 국내는 아직 처분 프로그램

이 확정되지 못해 투자가 미흡한 단계이지만 관련 기술 확보에 노

력하고 있음.

∙현재: 수착D/B 구축과 데이터확보면에서 유사한 수준이나 핵종이

동 실험분야에서는 Large Block 설치 등 관련 시설 확보에 노력하

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상태임. 

∙미래: 화학종예측과 거동해석분야는 대등한 수준임.  대규모 시설

이나 URL 등 현장 시설의 부재로 시설은 50% 수준이지만 연구 

실적은 80%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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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진국의 기술개발 수준 및 동향

   ∙독일,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고준위폐기물 심지

층 처분의 장기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고준위 핵종의 거동 및 이동현상을 미시적으

로 규명하여 고준위 핵종의 복잡성과 이동의 불확실성을 실험적으로 파악하고 예측

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또한 이들 선진국간에 다양한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준위 핵종 특성 규명을 위한 연구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연

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여전히 개발이 진행중이

며 발전되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임.  최근에는 새로이 개발된 첨단분석방법을 이용

한 새로운 해석과 평가, 그리고 새로운 기술자료 들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음.

   ∙원자력 선진국들은 자국의 환경에 부합되는 고준위폐기물의 심지층처분개념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거듭하고 있음.  고준위폐기물 처분 관련 핵심기술 및 

연구내용은 중·저준위폐기물 처분 관련연구의 연장선상에 있으나, 초장기적으로 요

구되는 안전성의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은 1980년대부터 자국의 인문, 

사회 및 자연환경에 맞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음.

   ∙처분사업의 관건은 대 국민홍보의 효율적 수행이므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

보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관련 기구의 정비 및 법적 framework와 현실적

인 규제사항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미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 독일, 프랑스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이미 고준위폐

기물 처분기술의 실증을 위한 지하시험시설을 건설, 운  또는 지하연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각종 시험을 다국 간 협력 하에 활발

히 추진하고 있음.  

   ∙처분장에서부터 생태계까지 방사성핵종의 이동과정은 지질학적 연대기간 수준

의 장기적인 반응 및 이동이므로 처분안전성 분석은 매우 복잡하고, 평가결과에 대

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편임.  그러므로 선진국에서는 이동 경로에서 나타나는 현

상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하고 그러한 현상들의 수학적 해석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음.  또한 대부분 선진외국에서는 자연에

서 지질학적 시간대에 걸쳐 진행된 핵종이동관련 자연현상들을 발굴하여 이를 해석

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처분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연유사 연구를 국제공동연

구 형식으로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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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 중반 국 Sellafield Rock Characterisation Facility(RCF) 계획이 실패

한 후 순수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론의 한계를 분석하고 보다 유연한 stakeholder 들

의 요구를 반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특히 처분 선진국인 스웨덴의 경우 1999년부터 이러한 stakeholder 현안 토의

를 위한 VALDO 학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SKI와 유럽 연합은 제 5차 EU R&D 

Framework 의 핵심 연구과제로 RISCOM 과제를 채택하여 처분장 안전성 신뢰도 

증진을 위해 인문사회학적 방안과 과학적 방안을 융합한 방안을 찾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미국 DOE와 NRC의 경우에도 stakeholder 현안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YMP

의 기술적 현안들을 체계화(categorized)한 후, 각 기술 항목들에 대한 expert 

opinion 수렴 및 지역 해당 county를 순회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기술적 현안들에 

관한 현재까지의 이해 수준 및 향후 해결 방안 등을 다루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

고 있음.  또한 기존 재처리 폐기물의 처분장인 WIPP의 운  상태를 Web을 통하

여 실시간 전달함으로서 처분장 운 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하고 있음.

   ∙처분장 안전성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기존의 validation이라는 개념을 대

체하여 confidence building 개념이 자리잡고 있음.  즉 완전한 실증을 통한 처분장 

안전성 검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assessment result blind 평가, 자연 유사, 

ULR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얻어진 자료들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처분 안전성을 주장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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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의 주제의 기술분야별 논의

  

제 1 절  MIGRATION '03 학술회의 주제 관련기술 개요

   ∙MIGRATION '03: 제 9회 악틴족 및 핵분열 생성물의 화학특성 및 이동에 관

한 국제학술대회는 악틴족 및 핵분열 생성물의 화학적 특성과 자연계에서의 이동현

상을 주제로 하여 개최되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적 학술회의로서 매 2년 마다 정

기적으로 개최되어 왔음.  또한 MIGRATION 회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400 여명

이 참여하여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를 교환하는 국제적 포럼으로서 본 학술회의의 

유치를 통해 개최국의 위상 제고 및 다양한 고급 학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므로 국

가간 유치 경쟁이 매우 치열함. 

   ∙MIGRATION 회의는 재독 한인 과학자 김재일박사(FZK, INE)를 위원장으로 

하여 6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조직(위)에서 개최 일시, 장소 등 회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이 결정됨.  국제조직위원회 위원 7명은 모두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보유하고 있음.

   ∙제 1 회 MIGRATION 회의가 1987년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이래 본 학술회

의를 통해 방사성 핵종의 자연계 내 이동 특성이 상당 부분 밝혀졌으며, 이는 나아

가 핵폐기물의 처분과 관련한 장기적 안전성 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를 구축

해왔음.  이에 본 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악틴족 화학 

및 환경분야의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Radiochimica Acta 및 Journal of 

Contaminant Hydrology에 특별호로 게재됨으로써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음.

   ∙악틴족 및 핵분열생성물은 원자력발전의 필연적 부산물인 고준위폐기물에 다

량 함유된 물질들로 그 화학 특성 및 자연계에서의 이동현상을 규명하는 것이 방사

성폐기물 처분기술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나아가 고준위폐기물의 장기 안전

성 확보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임.  따라서 본 회의 주요 관련 주제는 전략적 핵물

질로 분류되는 악틴족 원소 (우라늄, 플루토늄 포함)의 화학적 거동을 연구하는 분

야와 관련이 있음.

   ∙악틴족은 원자력발전의 필연적 부산물인 방사성폐기물에 다량 함유된 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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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동이 매우 복잡함.  또한 고준위폐기물의 처분환경인 지하 심부는 일반 

실험실 조건과는 달리 환원조건을 유지하고 암석, 광물, 지하수 및 생물 등이 공존

하는 매우 복잡하고 불균질한 환경을 구성함.  따라서 본 회의 주제분야인 악틴족 

및 핵분열생성물의 화학특성 및 자연계 내 이동연구는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뿐만 

아니라 일반 환경오염 (토양 및 지하수 등) 현상에도 적용되어 환경오염 (토양 및 

지하수) 저감기술의 근간이 되므로 본 회의의 주제 관련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분야 

중 환경기술(ET) 분야와도 관련됨.

   ∙MIGRATION '03 회의의 주제 및 세부주제

       악틴족 원소 및 핵분열 생성물의 수용액 화학

 - 용해도 및 용해 

    - 고용체 및 2차 물질의 형성

    - 유기, 무기 리간드와의 착화반응(complexation) 

    - 산화환원 반응 및 방사선 분해 향 

  - 고체-수용액간 계면 반응 

  - 콜로이드 생성 

  - 최신 실험방법

       방사성 핵종의 이동  

     - 동적 시스템에서의 수착/탈착 현상 

  - 확산 및 기타 이동 프로세스 

  - 콜로이드의 이동 

- 유기물의 향 

- 현장 실험 및 대규모 실험 

- 자연 유사

       지화학 및 이동(transport) 모델링 

     - 자료 선택 및 평가 

- 모델 개발 및 응용 

- 모델의 유효성

   ∙회의 개최 주요 내용 

      - 본회의에 앞서 총회초청강연이 진행되었으며 여기에서는 국내 악틴족 화학

분야를 포함한 원자력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뿐 아니라 악틴족 화학의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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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방사성 핵종의 평화적 이용과 향후 활용전망에 대한 국외저명인사의 초청

강연이 이루어졌음.

      - 이번 MIGRATION '03 회의는 주제별로 악틴족 원소 및 핵분열 생성물의 

수용액 화학, 방사성 핵종의 이동, 지화학 및 이동(transport) 모델링의 3분야로 나

뉘어졌으며 이들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용해도 및 용해, 고용체 및 2차 물질의 형

성, 유기, 무기 리간드와의 착화반응(complexation), 산화환원 반응 및 방사선 분해 

향, 고체-수용액간 계면 반응, 콜로이드 생성, 최신 실험방법, 동적 시스템에서의 

수착/탈착 현상, 확산 및 기타 이동 프로세스, 콜로이드의 이동, 유기물의 향, 현

장 실험 및 대규모 실험, 자연 유사, 자료 선택 및 평가, 모델 개발 및 응용, 모델의 

유효성 등의 세부 주제별로 발표 및 토의가 이루어 졌음.

      - 각 주제별 발표시 해당 주제 분야의 국외저명학자의 초청발표가 이루어졌

음.

      - 일정 중 2일간에 걸쳐 진행된 포스터 발표는 구두발표시간 이후의 오후시

간을 배정하여 발표자와 토론자와의 충분하고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총 3명

의 포스터 논문 수상자가 선정, 수상되었음.

      - 본 학술회의의 마지막 일정으로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및 국제적 

전망에 대한 패널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제 2 절  악틴족 원소의 개요

   일반적으로 악틴족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볼 때 악티늄 다음에 오는 악티늄으로

부터 로렌슘에 이르는 15개의 원소를 말한다. 악틴족 원소들은 란탄족에 속하는 원

소들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림 8).  란탄족 원소들은 4f 궤도를 전자들이 

채워지는 것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가끔 악틴족을 이야기할 때 악티늄이 포함되

느냐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비교 목적으로 악티늄을 악틴족 원소의 부류에 

포함하기도 한다 

(science-lab.x-y.net/reference/reference_html/atom_story(12).htm). 

   1940년 전에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악틴족 원소는 토륨, 프로탁티늄, 우라늄이며, 

나머지 원소는 그 후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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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악틴족 원소들의 물리, 화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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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진 화학 원소중에서 인간이 만든 초우라늄 원소는 약 15% 정도이다.  1789

년 Klaproth은 그 당지 아연, 철, 텅스텐의 광의 혼합 산화물로 알려져 있는 역청 

우라늄광을 조사하여 그 안에 새로운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당시 발견된 천왕성, Uranus의 이름을 따서 우라늄(Uranium)이라고 명명하 다.  

그 후에 1828년 Berzelius는 지금은 thorite라고 알려진 노르웨이 광석으로부터 하나

의 산화물을 얻었고, 그것을 스칸디나비아 전쟁의 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thoria라고 

명명하 다.  그 후에 사염화토륨 금속을 얻었다.  1841년 Peligot은 같은 방법을 사

용하여 처음으로 금속 우라늄을 얻었다. 

   훨씬 양이 적은 프록탁티늄은 1913년에 알려졌는데 Fajan과 Gohring는 프록탁

티늄 234가 우라늄 238의 방사성 붕괴과정에서 존재하는 불안정한 원소라는 사실을 

발견하 고 수명이 짧다고 해서 "짧은"의미를 가진 brevium이라고 명명하 다.  사

실 이 원소는 반감기가 6.66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238
U92 → 234Th90 → 

234
Pa91 → 

234
U92 

   그 후 3년 뒤에 좀 더 안정한 동위원소인 프록탁티늄 231(반감기:32,800년)은 독

립적으로 Hahn과 Meitner 그룹과 Soddy와 방사성 붕괴과정에서 생성되는 원소라

는 것을 알아냈다.

          
235
U92 → 

231
Th90 → 

231
Pa91 → 

227
Ac89 

   악틴족 원소의 모체가 되는 이 원소는 protactinium이라고 명명되었으며 후에 

1949년에 프로탁티늄(Protactinium)이라고 고쳐서 불 다.  자연에서 매우 적게 얻

어지는 이 원소의 특성으로 1960년 국 원자력청에 근무하는 Maddock과 공동으로 

일한 사람들이 우라늄 산화물 광석(UO2)중 우라늄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

(sludge)60 톤으로부터 130g을 얻기 전까지는 이 원소의 화학에 대해서는 많이 알

려지지 않았다.  그 후에 이 시료는 전 세계 많은 실험실에 분배되어 연구에 사용

되었으며, 현재 우리가 알고있는 이 원소의 화학은 여러 실험실에서 얻은 연구결과

를 조금씩 모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금세기 초까지도 주기율표의 마지막 원소는 92번 우라늄이었다. 그러나 19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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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dwick은 중성자를 발견하 고, 원자량이 큰 무거운 원자들은 중성자 포획을 거

쳐 β방출 과정을 겪으면 원자번호가 한 단계 증가한 새로운 원소가 된다는 것을 알

아낸 후에는 사람들이 새로운 원소를 합성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 다. Fermi 등은 

즉시 우라늄 238에 중성자를 쪼여서 원자번호 93에 해당하는 원소를 찾으려 하 으

나, 중성자를 쪼이는 과정에 주로 생긴 것은 새로운 원소가 아니라 핵분열을 겪어 

좀더 가벼운 원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1940년 켈리포니아 버클리에 있던 

McMillan과 Abelson이 같은 실험을 하 으며, 핵분열 생성물 외에 반감기가 짧은

(2.35일) 새로운 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238
U92 + 

1
n0 → 

239
U92 → 

239
Np93 

   우라늄 다음에 오는 원소는 천왕성 다음에 위치한 해왕성, Nptune의 이름을 따

서 넵투늄 (Neptunium)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이름을 

붙 다. 

   그밖의 악틴족 원소들은 그 후 20년 동안 다양한 중성자 충돌 시험결과 얻어졌

으며, 안정성 문제 때문에 원소들의 실험결과가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 분

야에서 뚜렷한 업적을 세운 버클리대학의 Seaborg와 McMillan은 1915년 노벨화학

상을 수상하 다. 

   악틴족 원소중에도 무거운 원소들은 분리하고, 특성을 규명하는데 많은 어려움

이 있다. 각 원소들은 깨끗하게 단 하나의 원소로 분리되어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핵분열 결과 동시에 생성되는 란탄족 원소와 악틴족 원소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악틴족 원소들은 방사성이며, 안정성은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이러한 사실은 두가지 결과를 초래하는데 첫번쨰는 방사성 차폐가 잘 되는 실험실

을 갖추고 원격조정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 번째로는 원자번호가 

큰 무거운 원소들은 아주 적은 양만이 생성된다.  한 예로 멘델레븀 (Mendelevium)

은 중성자 충돌실험을 한 번하면 3원소당 1원소 정도의 비율로 생성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강한 방사성 때문에 양이 적을 지라도 이 원소를 검출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방사성 원소의 붕괴과정에 대한 조직적인 체계를 이해하면 예상되

는 방사능의 특성을 알 수 있고, 방사성 붕괴체계를 이용하여 합성되는 개개 원자

를 검출하고 양을 측정할 수 있다. 이들 원소는 이온교환법을 이용하여 분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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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추적방법과 각각의 방사성 붕괴과정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특히 칼리포늄

(Californium)이루의 원소들의 양을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다음은 악틴족 원소

들의 성질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 으며, 각 원소에 대해서는 원자번호순

으로 역사 및 생성방법, 존재하는 화합물, 동위원소의 특징 등의 순으로 기술하

다. 

1. 악티늄(Ac) 

   악티늄은 매우 강한 방사능을 내는 금속이며 어둠에서 푸른빛을 낸다.  희토류

와 화학적 성질은 유사하지만 훨씬 무거운 원소인 악티늄은 희토류 산화물을 분류

하기 위해 서로 다른 분리방법을 사용하여 1899년 Debierne과 1902년 Giesel이 각

각 독립적으로 발견하 다.  나중에 발견한 Giesel이 에마늄(Emanium)이라고 이름

을 붙 으나 그 보다 먼저 발견한 Debierne가 명명한 악티늄(Acrinium)이 받아들여

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악티늄은 방사성이 강하며, 무겁고 은빛 색깔의 흰금속인데 쉽게 토륨과 프랑슘

(Francium)으로 붕괴하여 정확한 물리적 성질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물리화학

적 성질이 유사한 악틴족 원소의 첫 번째 원소로서 역시 역청 우라늄광의 불순물로

부터 얻는다. 역청 우라늄광의 약 1톤으로부터 0.1g의 악티늄을 얻을 수 있다.  상

업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별로 없다.  악티늄은 실험실에서 플

루오린악틴을 리튬증기로 환원하여 얻는다. 

          AcF3 + 3Li → Ac + 3LiF 

   악티늄은 +3의 산화수를 가지며, 산소나 불소와 결합하여 불화물 산화물을 만든

다. 

          AcF3 + 3F
-
 → AcF3 

          2Ac
3+
 + 3O

2-
 → Ac2O3 

          Ac
3+
 + PO4

3-
 → AcP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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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티늄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흰색 혹은 무색이다. 많은 연구가 되었지만 상업적

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러 종류(23종류)의 동위원소가 존재하지만 원

자번호 227번이 반감기도 제일 길고(21.77년), 대부분의 악티늄 화합물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2. 토륨(Th) 

   토륨은 지각에 약 7ppm 정도 존재하지만 희귀원소로 분류하지 않는다.  왜냐하

면 이 정도 양이면 주석보다 두 배나 많이 존재하는 것이며 주석은 일상용품을 만

드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토륨은 마그네슘과 같은 금 속의 고온에서 

강도를 증진시키는 합금을 만드는데 이용되는 재료이며, 광센서에도 사용되고, 질이 

좋은 렌즈에는 토륨 산화물이 흔히 사용된다.  아마추어 광물학자이며 성직자인 

Esmark가 찾아낸 호기심을 끌만한 광물로부터 토륨의 발견은 시작되었다.  성직자

는 그 광물이 가돌린석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사고 탄탈륨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했

으나 자신이 해결을 못하고 그 시료를 Berzelius에게 보냈다.  Berzelius는 몇가지 

실험을 거쳐서 그것이 진정으로 새로운 광물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 사실을 안 

Esmark는 그 광물을 berzelite라고 명명하자고 제안했으나 Berzelius는 자신의 이름

을 붙이는 것에 관심이 없어서 thorite라고 명명하 다.  Berzelius가 발견한 것은 

그가 토륨이라고 명명한 새로운 원소의 실리콘 화합물이었으며, 1828년에 새로운 

발견을 공식 발표하 다.  Thor라는 것은 노르웨이의 천둥의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

고 있다. 

   토륨은 부드럽고, 전성이 있고, 연성이 있는 무겁고 회색의 색깔을 띤 금속이다.  

처음에는 잘라낸 면은 반짝이지만 서서히 어두운 회색 내지 검은 산화물의 얇은 막

이 생긴다. 물리적 특성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소량의 불순물에도 매

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상온에서 물과 천천히 반응을 하지만 쉽게 녹일 수 있는 

산은 염산뿐이다.  보통 토륨산화물을 칼슘으로 환원시키거나, 사염화토륨을 알칼리 

금속과 반응하여 환원을 시키면 금속 토륨을 얻는다.  토륨과 나트륨, 칼륨의 열화

물의 용융 혼합물을 전기분해하면 높은 순도의 토륨을 얻을 수 있다. 

          ThO2 + 2Ca → Th + 2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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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F4 + 4K → Th + 4KF 

   기본적으로 토륨의 산화수는 +4이며, 따라서 금속 이온은 Th4+이며, 따라서 금

속 이온은 Th4+로 되면 다음과 같은 화합물이 존재한다. 

          Th
4+
 + 4Cl → ThCl4

          Th
4+
 + 2O

2-
 → ThO2

          3Th
4+
 + 4N

3-
 → Th3N4

   토륨의 모든 동위원소는 방사능 물질이며 그 중에서 토륨 232는 가장 긴 반감기

(140억년)를 가지고 있다. 

3. 프로탁티늄(Pa)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원소 중 가장 희귀한 원소이다. 순도 99.99%의 프로탁티

늄의 전세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약 125g정도이다.  상업적인 이용가치가 

없는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몇 십 년 동안 이 정도의 양으로 수요를 맞출 수 있다

고 본다.  한편으로는 방사능이 매우 강하고 독성을 띤 순도 높은 프로탁티늄이 이 

정도밖에 없다는 것은 다행이다.  무거운 원소로 갈수록 홀수 원자번호의 원소가 

짝수 원자번호의 원소보다 더 희귀하다는 관측된 사실은 우연히도 원자번호 91인 

프로탁티늄이 적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20세기 초 퀴리부인과 같은 연구자들은 물질의 중요한 성질중 한가지가 방사능

이라는 사실과 그러한 방사능 붕괴과정을 연구하는 방법을 확립했다.  앞서 설명한

대로 Fajan과 Gohring은 우라늄 방사능 붕괴과정에서 토륨 234과 우라늄 234 사이

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하는 원소를 발견하고 그것을 "짧은" 의미를 가진 

brevium이라고 명명하 다.  후에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좀더 긴 수명의 원소가 발

견되고 물리화학적 특성을 규명하 고 이름이 프로토악티늄으로 되었다가 1949년에 

프로탁티늄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금속 프로탁티늄은 Grosse에 의해 개발된 방법 (2PaI5 + 열 → 2Pa + 5I2)으로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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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탁티늄의 가장 안정한 산화수는 +5이며, +4가 상태는 산화물로 존재할 수도 

있다. 

          Pa
4+
 + 2O

2-
 → PaO2

          Pa
5+
 + 5O

2-
 → Pa2O5

   프로탁티늄의 동위원소는 원자번호 216부터 238까지 존재하며 원자번호 231은 

악티늄의 붕괴과정에서 234는 우라늄의 붕괴과정에서 233은 넵투늄의 붕괴과정에서 

생성된다. 

4. 우라늄(U) 

   우라늄은 더 이상 희귀 원소로 취급하지 않는다.  우라늄의 비율이 적어도 2ppm

정도는 되며, 텅스텐, 몰리브덴, 베릴륨보다도 지각에 더 많이 존재한다.  모든 우라

늄과 우라늄 화합물은 근본적으로 군사목적이나 원자력 발전에 이용된다.  근래에 

미국과 러시아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에 흥미를 잃게 하 으나, 얼마만큼 시일이 

지나야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아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현재는 아무도 예측

할 수 없다.  1789년 Klaproth은 그 당시 아연, 철 등이 포함된 역청 우라늄광을 조

사하여 그 안에 새로운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그 리고 그 당시 발견

된 천왕성(Uranus)의 이름을 따서 우라늄이라고 명명하 다.  그는 역청 우라늄광

을 질산과칼륨으로 처리하여 숯 도가니(charcoal crucible)에서 열을 가하면 바닥에 

있는 광택이 나는 결정을 금속 우라늄이라고 생각하 으며 이러한 믿음은 그가 생

존하여 있을 때에는 바뀌지 않았다.  그 후 광택이 나는 결정은 우라늄 산화물인 

UO2라고 밝혀졌으나 1841년 Peligot이 순수한 우라늄 금속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많

은 사람들이 속았다.  그러나 당시 Peligot은 실험적 증거는 없이 단지 그 광택이 

나는 결정이 UO2라는 사실만 주장하 으며, 후에 UO2을 칼륨과 함께 백금 도가니

에 가열하여 순수한 우라늄의 방사능이 강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었고, Becquerel

이 1896년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발명한 후에 우라늄의 방사능 성질이 

밝혀졌다. 

    우라늄은 은빛 광택이 나는 금속으로 매우 단단하지만 전성과 연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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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공기중에서는 매우 얇은 산화물이 입혀져 색깔이 변하며, 끓는 물과는 잘 반

응하고, 산에는 녹지만 염기에는 녹지 않는 성질이 있다.  잘 알다시피 우라늄하면 

방사능을 연상할 정도로 방사능을 끊임없이 방출하고 있으며, 아주 농도가 묽을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인체에 향을 미친다.  사실 우라늄은 첫 번째로 알려진 방사능 

물질이며, 핵분열 동위원소를 갖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원소중 하나

이다. 

   우라늄은 광으로부터 직접 우라늄 금속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쉬

운 반응은 아니지만 플루오르화우라늄이 마그네슘과 반응하여 환원이 되면 금속 우

라늄을 얻는다. 

          UF4 + 2Mg → U + MgF2 

   이 과정에서 두가지 섞여있는 혼합물은 산소가 전혀 없는 조건에서 두 물질이 

다 녹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은 온도로 가열되면 용기내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보다도 

무거운 우라늄이 용기 바닥에 있게 된다. 순수한 우라늄의 요구는 별로 없고, 대신

에 노란 케이크로 알려진 이 누라늄나트륨(Na2U2O7)이나 U3O8과 같은 화합물 형태

로 분배된다. 

   우라늄의 가장 안정한 산화수는 +6과 +4이며, 그들의 염화물이 알려져 있으며 

사플루오르화우라늄은 금속 우라늄뿐 아니라 우라늄 화합물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화합물이다. 

          U
4+
 + 4Cl

-
 → UCl4

          U
6+
 + 6Cl

-
 → UCl6

          UO2 + 4HF → UF4 + 2H2O

   그밖에 UO22+ 이온이 형성되어 염화우라닐염, 황화우라닐염 등이 생성된다. 

          UO2
2+
 + 2Cl

-
 → UO2Cl2 

          UO2
2+
 + S

2-
 → UO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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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늄의 동위원소는 원자번호 226부터 242까지 존재하며 모두 방사능을 내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  특히 우라늄 238은 반감기가 길어서 가장 풍부

하게 존재한다. 

5. 넵투늄(Nu) 

   넵투늄은 초우라늄 원소 (원자번호 92보다 큰 원소들)로 알려진 무거운 여러 원

소중에서 합성된 첫 번째 원소이다.  화학자들은 초기에는 이 원소는 순전히 인공

적으로 만들어진 원소로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자연에서 얻어지는 우라늄광으로

부터 아주 소량의 넵투늄을 얻기 전에 이미 인공적으로 넴투늄 생산을 상업화했다

는 사실이 흥미롭다. 

   1940년총 McMillan은 방사능이 있는 우라늄 235의 부산물 중에서 새로운 원소, 

원자번호 93를 발견했다고 믿고 있었는데 우연히도 그의 제자인 Abelson이 같은 

원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서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 다. 

그들은 우라늄 산화물에 중성자를 충돌시켜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 냈으며, +4, +6 

의 산화수를 가진다는 사실과 우라늄과 비슷한 성질을 가질 것이라고 하 다.  새

로운 원소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McMillan은 우라늄이 천왕성, Uranus를 따서 

이름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천왕성 다음에 위치한 해왕성, Neptune의 이름을 따

서 넵투늄(Neptunium)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이름을 

붙 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 국가 안보상 핵분열과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포할 수 없다는 금지령이 내려지기 전에 넵투늄이 발표되었기 때

문에 일반에게 알려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같은 해에 Seaborg 3 등에 의해 알려

진 순수한 넵투늄 화합물에 관한 연구결과는 1946년까지 발표가 될 수 없었다.  초

기에는 넵투늄은 순수히 인공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 원소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우

라늄 광속에 아주 극소량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넵투늄은 +3, +4, +5, +6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화합

물로는 플루오르화넵투늄 (NpF3, NpF4, NpF6)이 존재한다. 

   넵투늄의 동위원소는 원자번호 228부터 242까지 존재하며 넵투늄 237은 반감기

가 약 200년 정도로 측정할 수 있는 양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동위 원소이다.  한

편 넵투늄의 발견이 중요한 것은 조직적인 방사능 붕괴과정에서 없어진 연결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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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았다는데 있다.  토륨의 붕괴과정에서는 원자번호가 4로 나누어지는 원자번호

를 가진 동위원소가 생성되며, 우라늄 붕괴과정은 원자번호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는 원자번호를 가진 동위원소가 생성되며, 악티늄의 경우에는 원자번호를 4

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인 원자번호를 가진 동위원소가 생성된다.  그런데 원자번호

를 4로 나누어 1이 되는 동위원소가 생성되는 원소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넵투늄의 

붕괴과정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연결고리를 완결할 수 있다는데 의미를 가질 수 있

다. 

6. 플루토늄(Pu) 

   플루토늄은 발견된 지 6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과학계에 알려진 원소이다.  몇몇 

연구자들은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이전에 이

미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이전에 이미 플루토

늄의 기본 성질, 중요한 플루토늄 화합물들, 플루토늄을 킬로그램 단위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었다.  1941년 1월에 버클리대학에 있는 Seaborg와 그의 동

료들은 넵투늄의 시료에 포함된 원자번호 94인 새로운 원소를 분리하고 산화수를 

결정하려는 일에 몰두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1941년에 완성되었으나 맨하탄 

계획에 참여하고 있던 다른 연구자와 그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없었다.  그는 

플루토늄 239가 원자탄을 만들기에 적합한 핵분열 물질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으며, 

그가 개발한 방법은 플루토늄 239를 자연에서 비교적 풍부하게 존재하는 우라늄 

238에 높은 에너지의 중성자를 쏘이면 우라늄 239로 변하고 그 후에는 자발적인 β

선 방출과정을 넵투늄 239가 되고 다시 한 번 β선 방출과정을 겪으면 플루토늄 239

가 된다.  Seaborg의 동료 던 McMillan은 원자번호 94인 원소의 이름을 플루토늄

이라고 제안을 하 다.  넵투늄의 이름을 붙 던 McMillan은 태양계의 별순서로 보

면 해왕성 다음에 위치한 명왕성, Pluto의 이름을 제안하 던 것이다. 

   플루토늄 232부터 246까지 모든 동위원소는 방사능을 내며, 플루토늄 235의 반

감기는 26분에 불과하지만 244의 반감기는 8200년으로 매우 길다.  가장 많이 생산

한 동위원소는 플루토늄 238과 239로 각각의 반감기는 약 88년과 24000년이다. 

   플루토늄 금속은 6개의 동소체가 존재하며 실온에서는 α형이 존재하고, 나머지 

형태는 높은 온도에서 존재한다.  높은 α 선 방출로 플루토늄 238의 경우 1kg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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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천 2백만 kwh의 열에너지를 낼 수 있다.  플루토늄 238은 핵분열을 하며, 임계

무게(critical mass)에 도달하면 연쇄반응이 일어난다.  플루토늄 239의 임계무게는 

핵분열을 하는 우라늄 235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1kg의 플루토늄 239는 

TNT폭약 약 2만톤에 해당하는 위력이 있다.  따라서 플루토늄 238은 열에너지원으

로 사용되며, 239는 원자탄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플루토늄의 산화수는 대개 +3, +4이며 가끔은 +5, +6의 산화상태도 있다. 따라서 

플루토늄 화합물은 PuF3, PuN, PuF4, PuO2등이 알려져 있다. 

7. 아메리슘(Am) 

   세계 2차대전의 와중에도 Seaborg와 동료들은 새로운 원소의 발견에 주력하

다.  그들은 원자번호 95와 96를 가진 원소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연구에 몰두한 결과 1944년에 발견하 다.  공교롭게도 원자번호 96인 퀴륨이 먼저 

발견되었고, 몇 달 뒤에 원자번호 95인 아메리슘이 발견되었다.  새로운 원소를 발

견하는 것은 그 원소를 공증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쉽

게 발견된 원소라 할지라도 확인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동료중 한사람은 2개의 새로

운 원소들의 이름을 각각 복마전(pandemonium), 섬마증(delirium)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원자번호 95인 원소의 이름을 아메리슘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은 아메리

슘의 성질이 희토류 원소인 유로퓸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희토류 원소들의 

이름이 발견대륙인 유럽의 이름을 따서 유로퓸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로 

아메리슘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물론 아메리슘의 모든 동위원소는 방사능이 있

으며, 원자번호 241인 동위원소가 Seaborg와 동료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오

늘날에는 많은 양이 생산되어 가스 검출기 및 정  측정 장비에 사용되고 있다. 

   플루토늄 239에 고에너지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플루토늄 240이 중성자와 충돌하

여 이 원소는 다시 플루토늄 241이 되고 β붕괴과정을 거쳐 아메리슘 241이 된다.  

아메리슘 화합물로는 AmF3, AmBr3, AmCl3, AmI3, AmO2가 알려져 있다. 

8. 퀴륨(Cm) 

   퀴륨은 은빛이고 전성을 지닌 방사성을 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금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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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borg와 동료들이 플루토늄을 발견하고 난 후 원자번호 95와 96인 원소를 찾는 

과정에서 Seaborg는 새 원소가 산화수는 3을 가질 것이며, 유로퓸이나 가돌리늄과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지닐 것이라고 예상하 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중에 원자번호 95를 발견하기 전에 원자번호 96인 퀴륨을 플루토늄 239

에 α입자의 충돌 혹은 헬륨이온을 충돌하여 질량 242의 퀴륨 동위원소를 발견하

다.  헬륨이온은 핵에 2개의 양성자를 주는 효과를 내서 원자번호 94에서 96으로 

전환을 가져 왔으며, 또한 중성자 2개가 관여하여 질량수는 4개가 늘어나서 질량수 

243의 동위원소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1개의 중성자를 잃어버리면 원자번호 96, 

질량수 242의 퀴륨이 생성된다. 결국 퀴륨은 가돌리늄과 화학적 성질이 매우 비슷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돌리늄이 희토류 화학의 대가로 알려진 Gadolin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과 같은 생각으로 퀴리부인의 이름을 따서 퀴륨이라고 명명하 다.  

약 3년뒤에 비교적 ?낳은 양의 퀴륨을 분리해내서 물리화학적 성질을 규명할 수 있

었다.  퀴륨은 두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우선 메리슘 241을 오랫동안 중

성자에 노출시키면 아메리슘 242가 만들어지고, β 붕괴과정을 겪으면 퀴륨이 만들

어진다. 현재까지 화합물로는 산화물과 할로겐이 포함된 종류들이 있다. 

9. 버클륨(Bk) 

   버클륨 역시 방사능을 띤 인공적으로 만든 금속이다. 1950년까지도 캘리포니아 

대학의 버클리 교정에는 인공적으로 무거운 원소들을 발견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Seaborg의 주도로 발견한 세가지 원소를 플루토늄, 아메리슘, 퀴륨 등을 만들어 냈

기에 버클리 연구실은 새로운 인공원소들의 탄생지로 유명해졌다.  10년 안에 네 

번째 원소가 발견되었고, 버클리시와 이름도 같고 버클리 연구실의 명예를 위해서

도 새 원소의 이름을 버클륨이라고 명명하자는 제안을 하 다.  사실 터븀도 터븀

이 발견된 스웨덴의 도시 이터비(ytterby)로부터 유래된 것이므로 같은 맥락에서 생

각할 수 있다. 

   버클륨의 동위원소는 원자번호 242부터 251까지 존재하며 제일 먼저 발견된 버

클륨 243은 아메리슘 241에 헬륨이온을 충돌시켜 얻을 수 있다.  앞의 핵분열과정

과 마찬가지로 헬륨이온의 2개의 양성자와 2개의 중성자를 주어서 원자번호가 95에

서 97로 변하고, 그 과정에서 중성자 2개를 다시 잃어버려 질량수는 단지 2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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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243이 된다.  오늘날 버클륨 249는 퀴륨 244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중성자 포

획단계를 거쳐서 만드는데 그 양이 mg 정도이다.  1962년에 만들어진 버클륨의 첫 

번째 화합물은 염화버클륨이었으며 그 양은 단지 30억분의 1g정도 다.  그 후로 

알려진 화합물은 BkOCl, BkF3, BkO2, BkO3 등이 있다. 

10. 캘리포늄(Cf) 

   캘리포늄은 50년대 무거운 원소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개가이

다.  Thomson과 그의 동료들은 퀴륨 242에 헬륨이온을 충돌시켜서 캘리포늄 245를 

만드는 일을 하 다.  아마도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이 원소를 명명하는 일이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희토류 원소에 이름을 지을 때는 원소가 발견된 대륙(유로

퓸, 아메리슘), 유명한 학자들의 이름(가돌리늄, 퀴륨), 발견된 도시(터븀, 버클륨) 등

을 사용하 다.  그런데 디스프로슘(Dy, 원자번호 66)은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

았고, 진짜 의미는 도달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래서 원자번호 98인 캘리포늄에 

이름을 지을 때는 과거의 전례를 무시하지 않고 캘리포니아 주명을 사용하여 짓기

로 결정하 다. 

   캘리포늄의 동위원소는 240부터 255까지 걸쳐 존재하며 좀 더 무거운 동위원소

는 버클륨 249로부터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버클륨 249에 중성자

를 충돌시키면 버클륨 250과 γ선이 나온다.  버클륨 250은 반감기가 약 3시간 정도

의 수명이 짧은 원소이다. 따라서 β선 붕괴를 통해 캘리포늄 250으로 쉽게 변환된

다.  캘리포늄 250에 다시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캘리포늄 251이 만들어지고 계속되

는 중성자 충돌은 캘리포늄 251이 만들어지고 계속되는 중성자 충돌은 캘리포늄 

252까지 생성된다.  화합물은 몇 가지밖에 안 알려졌는데 CfO3, CfCl3, CfOCl등이 

존재한다. 

11. 아인슈타이늄(Es) 

   원자번호 99인 아인슈타이늄은 1952년부터 사이에 발견되었다.  그 무렵 원자번

호 99와 100을 가진 원소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들은 과학잡지에 연재되기도 했지만 

버클리 그룹과 알곤 연구소 이외의 사람들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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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었다.  1955년에 미국 안보규정이 완화되고 나서야 비로소 과학계에 이들 

원소의 내용이 자세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럴만한 사정은 1952년 11월에 처음으로 수소폭탄을 시험하 고, 그 과정에서 

이 원소의 소량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수소폭탄 실험 결과 태평양에서 조그마한 

섬 하나가 사라졌다.  폭발 과정에서 우라늄 238이 강력한 중성자 충돌을 겪으면서 

우라늄 235과 γ선 방출로 바뀌고 연이어 β선 방출을 통해 아인슈타이늄 253으로 

전환된다. 

          
238
U92(15n,γ)

253
U92 - 7β- → 

253
Es 

   그렇다고 매번 섬을 하나 없애면서 새 원소를 찾을 수 없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아인슈타이늄을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것은 플루토늄 239로 시작해서 아메

리슘 241과 퀴륨 242, 버클륨 249, 캘리포늄 250 등 모두 5단계를 거쳐서 아이슈타

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대부분의 초우라늄 원소들과 마찬가지로 산화물

(Es2O3)과 할로겐이 포함된 화합물(EsCl3, EsBr3, EsI3, EsOCl)등이 존재한다. 

12. 페르뮴(Fm) 

   Ghiorso와 그의 동료들 및 알곤연구소의 연구자들은 1952년 시험 폭발한 수소폭

탄의 잔류물에서 페르뮴을 검출할 수 있었다.  원소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어서 서로 먼저 발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페르뮴 역시 수소폭탄을 실험한 결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발

견한 사실을 공포하는 것도 뒤로 미루어졌다.  그래서 주 두 그룹의 연구자들은 비

리에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원소 역시 1955년 여름에 미국 정부가 안보

규정을 완화하여 결과를 발표하 고, Ghiorso와 그의 동료들이 페르뮴을 처음 발견

한 사람들로 인정되었다. 수소폭탄이 폭발하면 수명이 짧지만 수명이 매우 긴 중성

자들이 생성된다.  이 과정에서 수 미이크로초 동안에 우라늄 238은 17개의 중성자

를 포획하여 우라늄 255이 만들어지고 γ선을 방출한다.  그 후 β방출과정을 거쳐서 

페르뮴 255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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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U92(17n,γ)

255
U92 → 

253
Fm100 + 8

e-1
 

   오늘날 페르뮴은 단지 연구 목적으로만 생산되며, 그것은 플루토늄 239로 시작

해서 아메리슘 241과 퀴륨 242, 버클륨 249, 캘리포늄 250, 아인슈타이늄 253 등 모

두 6단계를 거쳐서 페르뮴 254가 만들어진다.  페르뮴 254에 다시 중성자를 충돌시

켜 만든 페르뮴 257의 경우 반감기가 제일 긴데 약 100일 정도이며, 무게를 달수 

있을 정도로 만들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산화수는 +3 혹은 +2가 있다. 알려진 

화합물은 산화물(Fm2O3)과 염화물(FmCl3)이 있다. 

13. 멘델레븀(Md) 

   멘델레븀 역시 버클리그룹에서 발견한 원소이며, 이 원소의 존재는 발견이전에 

Ghiorso와 Seaborg 등에 의해 예견되었다.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이 원소는 토륨의 

아래에 위치함으로 eka-토륨이라고 하 다.  멘델레븀 256은 아인슈타이늄 253에 

헬륨이온을 충돌시킨후 중성자를 방출하여 만드는데 1955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253
Es99(α,n) + 4He2 → 

256
Md101 + 

1
n0 

   멘델레븀은 한 번에 원자 하나씩만 만들 수 있는 인간이 만든 첫 번째 원소이

다.  반감기가 제일 큰 것은 멘델레븀 258인데 겨우 56일에 지나지 않는다.  멘델레

븀 258은 아인슈타이늄 255로 출발하여 만든다. 

          
253
Es99(α,n) + 4He2 → 

258
Md101 + 

1
n0 

   멘델레븀의 화합물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으나 +3의 산화수를 갖는 산화물과 할

로겐을 포함한 화합물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4. 노벨륨(No) 

   1597년에 미국 국 스웨덴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연구팀이 원자번호 102번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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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원소를 발견했다고 공표하 다.  따라서 버클리그룹의 신화가 깨지는 듯 했

다. 스톡홀롬에 있는 노벨 물리학 연구소에서 85 MeV 사이크로트론을 가지고 일하

는 연구자들이 퀴륨 244에 탄소의 동위원소인 탄소 13 이온을 충돌시켜서 반감기가 

10분 정도 되는 원자번호 102 원소를 생산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노벨의 이

름을 따서 노벨륨이라고 명명하는데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버클리 그룹의 

Ghiorso와 Seaborg는 퀴륨 246에 탄소 12이온을 충돌시켜서 새로운 원소의 동위원

소인 노벨륨 254를 얻었으며 반감기는 3초 다.  버클리 그룹은 노벨연구소의 결과

를 재현할 수 없었으며, 러시아 과학자들이 버클리의 결과를 재현할 수는 있었으나 

노벨연구소의 결과를 재현 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성급하게 노벨 연구소의 결과를 인정해준 IUPAC은 망신을 당한 꼴이 

되었다.  결국 노벨륨의 화합물은 생산되지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한 결과는 앞선 

악틴족 원소들과 마찬가지로 산화물 염화물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15. 로렌슘(Lr) 

   1961년까지 버클리 교정에 있는 로렌스 방사광 연구소는 새로운 원소의 탄생지

다. 즉 다음에는 원자번호 103의 새로운 원소가 발견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이 

원소는 악틴족의 마지막 금속이며, 할로겐 화합물 중 가장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했

다. Seaborg가 대학의 총장으로 바쁜 사이에 Ghiorso는 세가지 캘리포늄 동위원소

에 붕소 10과 11 이온을 충돌시켜 새로운 원소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 사용된 캘

리포늄의 양은 단지 2μg 이었다.  로렌슘 256은 가장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으며 

1965년 러시아 과학자들은 아메리슘 243에 산소 18 이온을 충돌시켜 로렌슘 256을 

얻었다. 

16. 그 밖의 원소들 

   로렌슘 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현재까지 발견된 원자번호 109를 가진 마이트너륨

이 가장 무거운 원소이며 최근에 IUPAC에서 추천한 원소들의 이름과 기호는 다음

과 같다.  원자번호 104 러더포듐(Rf), 원자번호 105 더브늄(Db), 원자번호 106 시보

듐(Sg), 원자번호 107 보륨(Bh), 원자번호 108 하슘(Hs), 원자번호 109 마이트너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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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등이 있으며 그들의 성질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제 3 절  악틴족 원소 및 핵분열 생성물의 수용액 화학

1. 용해도 및 용해 

   

   가. 악틴족 원소의 용해반응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 또는 사용후핵연로의 재처리나 핵연료의 제조공정과 

관련하여 악틴족 원소의 용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비결정질의 침전물 (amorphous precipitates)의 용해도에 관한 문제이고, 둘째는 악

틴족 원소의 금속이나 금속산화물의 용해도에 관한 것이다.  비결정질의 침점물에 

관한 용해도는 침전물에 대한 정확한 조성이나 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침전

물의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하므로, 본 기술 보고서에서는 주로 금속산화물 (특히, 플

루토늄 산화물)의 용해 반응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핵연료의 제조공정에서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가수분해 생성물에 관한 용해도

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에 있어서 지

하수내 금속화합물의 용해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잡한 화학

적 조성을 지닌 지하수에서의 현상을 밝히는 것이므로, 다종의 기간드와의 착물 형

성반응, 다핵화반응 (polynucleation), 콜로이드 생성반응등 다양한 연구과제를 제시

하고 있다.  화합물의 용해도란 고체상과 화학평형을 이루는 용액내에 화합물의 구

성성분이 존재할 수 있는 최대의 양을 나타내므로, 용해도에 관한 정확한 이해없이 

보다 확장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특히, 용해도를 측정

하는데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Nitsche, 1991).

   - “과포화 상태(oversaturation)나 불포화 상태(undersaturation)로부터 화학평형

(chemical equilibrium) 또는 정류상태(steady stste)에 도달한 후 측정된 용해도인

가?” 하는 문제이다.  고체화합물과 용액사이의 화학평형은 일반적으로 느리게 진

행되므로 용해도의 측정에 앞서서 반드시 “화학평형에 도달하 는가?”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혼합 고체화합물의 용해도는 화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고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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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도(crystallinity), 결정격자의 결함(lattice defects), 불순물(impurities)등에 의하

여 크게 향을 받기 때문에 화합물의 성질과 화학적조성이 가능한 정확하게 이해

되어야만 한다.

   - 용해도의 측정이란 용액상에 녹아있는 용질의 정확한 농도나 침전물의 정확한 

양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완벽하게 용액으로부터 고체를 분리하여야 한다. 

때로는 용액내 함유되어 있는 콜로이드로 인하여 확실한 상 분리(phase separation)

가 이루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 끝으로, 용해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산화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산화수가 변화함에 따라 전혀 다른 용해도를 측정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측정

하는 과정에서 산화수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용액내 존재하는 화학종을 확

인할 수 있다면, 용해도에 관한 더욱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악틴족 원소의 금속산화물에 관한 용해반응 가운데 가장 관심이 많은 대상은 플

루토늄 산화물(plutonium dioxide)의 용해 반응으로써, 원자력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플루토늄 산화물은 금속산화물 중 가장 용해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매우 복잡한 화학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플루토늄 산화물을 녹

이기 위한 몇 가지의 방법이 제시되어 왔지만,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질산 매질

에서 소량의 F-이온 (일반적으로 〈 0.2 몰)을 첨가하는 방법이다 (Ryan and Bray, 

1980).  비록 질산과 불산을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

타 다른 방법에 비하여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플루토늄 산화물을 용해하는데 있어서 강한 산성 매질과 환원 성질을 이용하는 방

법으로 SnCl2와 함께 HI, HBr, HCl과 같은 강한 산을 사용하기도 한다.  고온(20

0℃)에서 인산을 사용하거나 고온 고압의 조건하에 HCl-HClO4의 혼합된 산을 사용

하지만, 심한 부식문제가 제기되고 재처리 공정에서 질산이 사용되는 점을 고려한

다면 이와 같은 방법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응용될 뿐이다.  사용후 핵연료의 용해

반응 매질로 마지막 처리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질산의 산농도는 약 4M이 알맞으

며, 보다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얻기 위하여 약 8M이상의 질산 농도에서 많은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첨가제로써 Ce(IV)이온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재처리 과정에

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핵분열 생성물(nuclear fission producs)과 Ce(IV)이온의 반

응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염조(salt bath)에서 플루토늄 산화물을 Pu-Al 합금으

로 환원시킨 후, 산화물 대신 알루미늄 합금을 녹이는 고온 열 화학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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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ochmical method)이 제시되었지만, 유기 불순물, 또는 실리카의 방해로 침전물

이 생기기도 하고 처리 방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우 높은 방사능준위의 플루토

늄을 취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나. 용해도

   금속이온의 용해도는 용액 중에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금속이온의 초대 농도

를 나타낸다. 열역학적으로 표현한 용해도가 의미를 가지려면 1) 평형상태에 있는 

용액의 물리 화학적 조건, 2) 측정과정에서의 용액상과 고체상의 상호분리, 3) 용해

도를 결정하는 고체상의 종류, 4) 평형상태에서 용존원소의 화학종/산화상태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한다 (Nitsche, 1991).  조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몇 가지 용존 화학종과 고체상 만이 존재하는 실험실 용액에서는 두 상간의 평형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용해도 개념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광물질

과 다성분 지하수로 이루어진 지하수대 조건에서는 조성이 명확하지 않은 용존화학

종과 고체상 때문에 열역학적으로 표현한 용해도가 용존할 수 있는 최대 농도를 정

확하게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용해도는 핵종 이동예측 계산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며 핵종 흡착실험에서의 

최대농도 설정 조건을 제시한다.  지하수에서 악틴족 원소가 존재할 수 있는 형태

를 그림 9 (Kim, 1991)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온 또는 분자상태의 용존화학종

으로서는 서로 다른 산화수를 갖는 발가벗은 금속이온, 단리간드착물, 혼합리간드착

물, 단핵 및 다핵착물 등과 같이 다양하다.  지하수로부터 빠져 나와 이온 또는 분

자 특성을 잃은 고정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이는 것으로는 진콜로이드, 지하수 

콜로이드에의 흡착에 의한 가콜로이드, 결정형 고체상, 비결정형 고체상, 지각물질 

표면에의 흡착형태로 존재하는 이온, 분자 또는 콜로이드들을 들 수 있다.  지하수 

중에 존재할 수 있는 금속이온의 최대 농도는 위와 같은 용존상과 비용존상 사이의 

물질출입이 결정한다.  이들은 화학평형을 이루고 있을 수도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콜로이드를 포함한 용존상의 정의이다.  

콜로이드는 크기가 1 내기 수천 ㎚인 전하를 띤 작은 입자로서 응집에 대하여 상당

한 안정도를 가지므로, 비록 이온이나 분자의 특성은 각지 못하지만 지하수의 흐름

을 따라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수대에서의 흡착 등과 같은 화학반응을 설명하

지 위해서는 용존상으로부터 콜로이드를 배제해야 할 경우도 있다.  지하수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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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물리적 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콜로이드까지를 용존상으로 간주해야 할 경

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용존상을 지하수의 흐름을 따라 지각물질 틈새를 빠져나

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크기를 갖는 이온, 분자 및 콜로이드라고 정의해야 한다.  

콜로이드의 존재나 지각물질 계면에서의 흡착은 열역학자료에 의한 최대 용존 농도 

예측을 어렵게 한다.  용존 농도 정의를 위한 콜로이드 크기는 지하수 고유 콜로이

드의 크기 분포로부터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지하수에서의 용해를 이해하기 위한 실험은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불 수 있다.  

측정의 목적은 주어진 조건에서 용해도를 예측하기 위한 열역학자료 측정 또는 확

인 그리고 열역학자료를 사용하여 지하수조건에서의 예측 용존 농도를 계산한 결과

에 대한 신뢰성 확인 (Kim et al., 1990; Nitsche, 1990)으로 나눌 수 있다.  확보하

고 있는 열역학 자료가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지하수의 pH, Eh, 

온도, 탄산염 농도, 착화제 농도 등이 용해도에 미치는 향을 계산해 보면 (Allard 

and Torstenfelt, 1985; Vuorinen and Leino-Forsman, 1992; Falck and Hooker, 

1991; Olliva, 1992) 앞으로의 실험 조건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측정방법

은 용해도 결정 고체상으로 예측하는 잘 정의된 악틴족 원소의 산화물, 수산화물 

또는 화합물 고체상을 실험 용액에 가하거나, 용해성 원소를 과량을 가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비포화 조건에서의 평형접근이며 고체상을 분리하고 용액 중

의 악틴족 원소의 농도를 측정한다.  후자의 경우는 과포화 조건에서의 평형접근이

며 생성한 고체를 분리하고 용액 중의 악틴족 원소의 농도를 측정하고 동시에 분리

한 고체상의 특성을 분석한다.  분리한 고체상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면 

주어진 조건에서의 용해도와 용해도를 결정하는 광물을 정확히 밝힐 수 있다.  평

형도달 여부는 용액중의 농도변화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만으

로 무한대를 대표할 수는 없으므로 ‘평형상태’가 아닌 ‘정형상태’에서의 측정값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측정까지의 방치시간을 조건으로서 밝혀야 한다.  고체상은 매우 

느리게 자유에너지가 낮은, 즉, 용해도 값이 낮은 결정성 고체상으로 변화하기 때문

이다 (Strickert et al., 1984; Enuestuen and Turevich, 1960; Vorhees, 1985; Morse 

and Casey, 1988; Rard, 1989; Silva, 1982; Rai et al., 1983; Kim, 1989).  평형으로 

간주할 수 없는 정상상태에서 측정한 용존 농도는 평형상태에서 용존하는 농도보다 

낮은 값은 아니므로 안전성평가의 신뢰성을 낮출 위험성은 없다.  만약 포화 조건

에서의 평형접근법으로 확인한 고체상을 비포화조건에서의 평형접근법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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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두 결과가 일치한다면 측정값의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다.

   실험에 사용하는 용액은 착물형성 음이온을 함유하지 않는 과염소산염 수용액, 

몇 가지 선택된 음이온만을 함유한 수용액, 조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합성지하수, 

현장에서 채취한 지하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장 지하수는 콜로이드를 제거한 

것과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처분 근접지역과 원격지역의 지하수 조

건은 상당히 다르다.  원격지역 지하수는 처분부지에서 채취한 지하수를 그대로 사

용할 수 있다. 근접지역 지하수는 처분시설이 포함하고 있는 고화체 (Lutze and 

Grabow, 1992), 포장용기, 시멘트 (Lunden and Andersson, 1991), 되메움제 (Ollila, 

1987) 등의 부식이나 풍화 등의 결과로 유입할 수 있는 성분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방사능의 세기가 높고 온도도 높다.  조사전 UO2 (Agilar et al., 1991; Heppner et 

al., 1992; Ollila, 1988; Ollila, 1988), 초우란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Forsyth et al., 1984), 그리고 악틴족 원소를 함유한 고화체 (Hart et al., 1992; 

Dran et al., 1992)를 고체상으로 하여 측정하기도 한다.

  용해도 측정에서 화학평형에 가까운 정상상태가 이루어지도록 장기간 방치하고 

용존 농도를 측정하기 전에 콜로이드를 비롯한 입자상의 악틴족 원소를 분리한다.  

입자상의 분리는 한외원심분리 또는 한외거르기(pulsed crossflow ultrafiltration 및 

tangential flow ultrafiltration) 방법을 이용한다.  화학평형을 위하여 시료를 장기간 

보관할 때의 용기에의 흡착, 한외거르기에 사용하는 막거르게에의 흡착 (Standifer 

et al., 1987) 그리고 보관 및 거르기 과정에서의 콜로이드 특성 변화를 확인하여야 

한다.  동일 용액으로 예비거르기를 반복하여 용기표면에 존재하는 흡착처리를 포

화시키면 그 향을 줄일 수 있다.  한외거르기 과정 중에 농집되는 콜로이드는 약

간의 회합을 하기는 하지만 농도나 크기 분포의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며 백금을 

입힌 알루미늄 용기에 6개월간 보관하여도 콜로이드 농도나 악틴족 원소 흡착력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Longworth et al., 1989; Longworth et al., 1990).  정확한 

실험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용액 중 악틴족 원소의 정제와 산화상태 조걸, 지하수 

또는 실험 용액의 일정한 pH 유지, 산소 및 이산화탄소 출입 제어, 정상상태에서 

용액 중 악틴족 원소의 산화상태 측정과 생성된 고체상의 특성 측정 (Nitsche and 

Edlstein, 1985; Tucker et al., 1988; Nitsche et al., 1988) 등에 관한 기술을 확보하

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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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콜로이드를 포함한 자연상태의 지하수계에서의 액상-고상 계면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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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틴족 이온의 용해도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조건은 용존화학종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이온 또는 콜로이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렇더라도 지하

수와 비슷한 조건에서는 용해과정에 동반하여 산화상태의 변화와 가수분해반응이 

일어난다. 악틴족 원소는 굳은산으로 정의하므로 가수분해를 비롯한 용존 이온의 

많은 화학반응이 유효전하량 지배를 받는다.  유효전하량 크기는 An
4+
〉 AnO2

2+
 〉

= An
3+
 〉AnO2

+
의 경향을 보인다.  가수분해반응 결과로 난용성 중성 수산화물이나 

중합체를 형성하므로 용해도를 낮추는 결과가 된다.  용해성 착물 형성보다 가수분

해가 더 큰 향을 준다면 용해도는 유효전하량이 낮은 산화상태가 안정한 조건일

수록 높은 용해도를 보일 것이다.  지하수 조건에서 산화상태의 변화를 동반할 수 

있는 원소는 우라늄, 네프트늄 그리고 플루토늄이다.  용존화학종의 산화상태를 측

정하기 위해서는 공침, 추출 크로마트그라피,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라피, 운반 없는

(Carrier-free) 전기 동, 용매추출법 등을 이용한다 (Nitsche et al., 1988; 

Gehmecker et al., 1990).

   우라늄의 용해도는 환원조건에서 보다는 산화조건에서 수십 내지 수백 배 높다 

(Ollila, 1988; Forsyth et al., 1984; Ivanovich et al., 1991).  UO2 고체상이 용해할 

때도 U(IV)가 U(VI)로 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하수가 환원조건이면 우라늄광

물의 석출이 일어나면서 용해도가 감소한다.  환원조건에서도 용존 우라늄의 일부

는U(VI) 상태로 존재한다 (Ollila, 1987).

   네프투늄은 Np(V) 산화상태가 매우 안정하므로 지하수 조건에서 용존화학종의 

산화상태 변화는 거의 없다.  NpO2, NpO2.xH2O 또는 NpO2(OH) 고체상을 용해하더

라도 용존화학종은 Np(V)산화상태로 존재한다 (Nitsche and Edelstein, 1985; 

Gehmecker et al., 1990; Kim et al., 1987).  그러나 강한 환원조건에서는 Np(IV)가 

존재할 수 있으며 (Allard et al., 1980; Inoue and Tochiyama, 1982) NpO2.xH2O 침

전을 생성한다. 시간이 경과하면 결정형으로의 상변화가 일어난다 (Strickert et al., 

1984).  암석표면에 흡착한 것은 혼합 산화상태를 보이지만 용존 화학종은 역시 

Np(V) 산화상태이다. 강력한 환원조건을 유지하여 Np(IV) 산화상태로 흡착하도록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흡착한 Np(IV)가 부분적으로 Np(V)로 산화하며, 그래도 용

해도는 증가하지 않는다 (Hakanen and Lindberg, 1991).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지하수 조건에서 Pu(IV), Pu(V) 그리고 Pu(VI) 산화상태들

이 공존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산화상태의 용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산화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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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을 위한 특별한 조처가 필요하다.  플루토늄 역시 환원조건에서보다 산화조건

에서 높은 용해도를 보이나 우라늄보다는 매우 낮다 (Forsyth et al., 1984).  지하수 

중에 용존하는 플루토늄의 산화상태는 주로 Pu(V)와 PU(VI)를 유지한다 (Nitsche 

and Edelstein,1985; Nitsche et al., 1988a; Nitsche et al., 1987).  Pu
4+
를 가해도 용

존 화학종 중의 Pu(V) 및 PU(VI) 산화상태의 비중은 매우 크다 (Nitsche et al, 

1988b).  플루토늄의 산화는 불균등화 반응보다는 알파-방사분해의 결과로 보고 있

다.  PU(IV)의 용해도가 낮다는 것은 높은 가수분해성에 의한 중합체 형성으로 용

해도가 낮기 때문일 것이다.  지하수에서 일정한 산화수를 유지하는 Th(IV)의 용해

도가 매우 낮은 것 (Payne and Waite, 1991)으로부터도 유추할 수 있다.  만약 자

연수 중에서 각각 VI, IV, V 및 III 의 안정한 산화상태를 유지하는 우라늄, 네프투

늄, 토튬 및 란탄족원소의 용해도를 비교하면 지하수 조건에서 용존할 수 있는 플

루토늄 각 산화상태의 상대적 안정도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메리슘과 큐롬은 지하수 중에서 An(III) 산화상태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산화

상태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인 지하수의 산도는 중성에 가까워서 악틴족 원소가 쉽게 가수분해할 수 

있다.  악틴족 원소가 음이온과 착물을 형성하면 가수분해가 적게 일어난다.  그러

나 일반적인 지하수에는 가수분해를 무시해도 좋을 만큼 높은 농도의 음이온이 존

재하지는 않으므로 가수분해는 지하수 조건에서의 악틴족 원소의 용해도를 결정하

는 매우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이다.  가수분해반응은 결과적으로 단체화학종, 다핵

화학종 및 콜로이드 화학종을 형성한다 (Kim, 1986; Baes and Mesmer, 1976).  산

소의 다리결합에 의해 다핵화학종 내지 콜로이드 화학종을 생성하며 크기는 수 Å

내지 수백 Å의 넓은 분포를 가진다 (Kim and Kanellakopulos, 1989; Nitsche et 

al., 1988b; Pane and Waite, 1991; Kim, 1986; Baes and Mesmer, 1976; Lloyd and 

Haire, 1978; Newton et al., 1986; Rai, 1984).  지하수에서 가수분해 화학종은 안정

하지 못하고 동적 상태에 있으며 넓히고 있는 광물이나 콜로이드에 쉽게 흡착하여 

용존 농도를 낮춘다 (Kim, 1991).

   지하수에서 가장 주요한 음이온은 탄산염과 흅산/풀빅산염 이온이다.  지하수대

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는 인산염 이온 (Andersson, 1989), 황산염 이온 

(Cleaveland et al, 1983a), 불산염 이온 (Cleaveland et al., 1983b; Simpson et al., 

1980), 비산염 이온 (Falck and Hooker, 1991)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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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xocarbonate (Meinrath and Kim, 1991; Standifer and Nitsche, 1988) 등과 같

은 혼합 리간드착물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네프투늄, 플루토늄 및 아메리슘의 용해도에 미치는 온도와 탄산염 이온의 향 

측정 결과를 보면, 20 내지 60℃ 범위에서는 온도변화의 향이 없으나 가수분해는 

용해도를 감소하며 탄산염착물형성은 용해도를 높인다 (Nitsche, 1985).  우라늄 광

산 지역 지표수 및 지하수의 분석결과를 보면, 흄산 등 착물형성 이온의 농도가 높

은 지표수가 그렇지 못한 지하수보다 우라늄, 토륨 및 희토류 원소를 높은 농도로 

함유하고 있다 (Finch and Ewing, 1990).  화강암 지역 지하수에서 사용 후 핵연료

의 용해도를 측정한 결과는 용해도 궁극적으로 전 탄산염이온 농도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arllsson, 1984).  염기성 (pH = 9 -10)인 호수 자연수에서

의 용해도를 측정한 경우를 보면 (Simpson et al., 1984) 산화수가 III 내지 VI인 악

틴족 원소와 기타 방사성핵종들의 용해도는 탄산염 이온과의 착물 형성에 의해 크

게 증가한다.  자연수에 산을 가하여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다시 암모니아수를 가

하여 동일한 pH로 중화하면 용존 악틴족 원소의 대부분이 지하수 입자에 흡착하므

로써 탄산염착물 형성이 지하수 입자에의 흡착을 감소시켜서 용존 농도를 증가시킴

을 보여준다.  유기리간드의 존재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하수와 과

염소산염 수용액에서의 플루토늄과 아메리슘의 용해도 측정결과를 비교하면 

(Nitsche, 1084) 과염소산염 용액에서는 가수분해가 용해도를 결정하지만 지하수에

서는 다른 음이온과의 착물 형성 혹은/또 고체입자에의 흡착이 주로 향을 주기 

때문에 가수분해는 큰 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NpO2
+
로 존재하여 결합력이 약

한 네프투늄은 두 용액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악틴족 원소의 용해도결정 광물은 열역학자료를 바탕으로 한 계산에 의해 추정

하거나 생성한 고체상을 분석하여 결정한다.  용해도 결정 광물은 결정형과 비결정

형으로 나눌 수 있다. 비결정형은 지하수와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결

정형은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정형 광물질 표면에 흡착하여 생성하

는 고체상 악틴족 원소는 비결정형으로 불 수 있다.  지하수대에서 우라늄이나 토

륨을 잘 흡착하는 광물은 ferrihydrite, 산화철, 진흙들이 있다 (Edghill, 1990).  지하

수에서의 토륨의 용존화학종은 수산화물이며 용해도결정 광물은 ThO2이다 (Ollila, 

1992a).  우라늄의 용존 화학종은 산화조건에서는 음전하의 탄산염 착물이며 환원조

건에서는 중성의 수산화물이다 (Ollila, 1992b).  용해도 결정 광물은 uran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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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inite, boltwoodite, schopite, uranophane, sklodowskite, comproignacite, 

rutherfordine, UO2(OH)2.H2O, 알칼리토금속을 함유한 uranyl carbonate,  UO3  등

이며, 실험으로 측정한 값은 이들 광물에 의한 포화농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Ollila, 1992a; Ivanovich et al., 1991; Kimura et al., 1992).  Schoepite 는 uraninite

나 UO2의 부식과정 초기 생성물이며 장기적으로는 우라늄 용해도를 결정하는 고체

상인 아니다 (Rovert et al., 1992).  시간이 경과하면 boltwoodite, uranophane, 

sklodowskite, comproignacite, 등으로 상변화하면서 용해도가 감소한다 (Bates et 

al., 1990).  우라늄의 용해도결정 광물로서 깊은 지하수에서는 uraninite, Pb-uranyl 

oxide,  uranyl silicate, uranyl phosphate, FeMn-oxides 등에 흡착하여 존재하는 

것 (Finch an Ewing, 1990)으로 측정한 경우도 있다.  다른 광물로는 산화-환원 조

건에 따라 UO2와 arsenates도 예측하고 있다 (Falch and Hooker, 1991).  환원조건

의 염소이온 용액 중에서 비결정형 UO2는 염소이온을 함유하는 새로운 고체상을 

생성하므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하면 용해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Agilar et 

al., 1991; Heppner et al., 192).

   네프투늄의 용해도는 온도의 향은 크게 받지 않으나, pH가 증가할수록 감소한

다. 이것은 탄산염착물 형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탄산염의 농도가 증가해도 용해

도는 증가한다. 생성한 결정은 sodium neptunium carbonate hydrate이며 90℃의 온

도에서는 Np2O5도 생성한다.  용존화학종은 NpO2
+
, NpO2OH(aq) 및 NpO2CO3

-
 이

다 (Nitsche, 1991; Nitsche et al., 1988a; Nitsche et al, 1992).  이온강도에 따른 과

염소산염 용액에서의 Np(V)의 용해도와 용해도결정 광물의 관계를 보면 (Kim et 

al, 1991), P(CO2) = 0.03%와 낮은 이온강도에서는 고체상은 NaNpO
2
CO3 이며 높은 

Na2CO3 농도에서는 Na3NpO2(CO3)2 가 안정한 고체상이 된다.  이때 용존 화학종은 

NpO2CO3
-
, NpO2(CO3)2

3-
, NpO2(CO3)3

5-
 등이다.  탄산염이 존재하지 않는 용액중 

(Itagaki et al., 1991)에서 pH 7-8 까지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에 의해 일정한 값을 

유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pH 11에서 최소값을 보이고 다시 증가한다.  이것은 

용존 화학종으로서 NpO2
+
, NpO2(OH)(aq) 그리고 NpO2(OH)2

-
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NpO2 분말의 용해속도는 전처리 온도와 함께 산소농도,  pH 등과 같은 용액 조성

의 향을 받는다 (Strickert et al., 1984; Lieser et al., 1985; Hirsch and Lieser, 

1988). 

   플루토늄 (Nitsche, 1991; Nitsche et al., 1988b; Nitsche et al., 1992; Tot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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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dman, 1978)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생성하는 중합체 고체상의 안정도가 증가하

므로 용해도는 감소한다.  중합체 고체상은 탄산염 함유량이 적은 Pu(IV)이므로 pH 

변화는 큰 향을 주지 않는다. 용액의 pH가 증가하면 용존 플루토늄 중의 Pu(V) 

농도는 증가하고 Pu(VI) 농도는 감소한다.  탄산염의 농도가 아주 높으면 Pu(IV)도 

존재한다. 생성한 고체는 약간의 결정을 함유하기는 하지만 비결정형이며 Pu(IV) 

중합체와 밝혀지지 않은 탄산염 착물이다.  고체상 중의 탄산염 함유량은 용액의 

pH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아메리슘은 온도와 pH의 향을 적게 받는다.  용해도 결정광물은 AmOHCO3인

데 높은 pH에서는 orthorhombic이지만 낮은 pH에서는 hexagonal이다 (Nitsche, 

1991).  용액의 P(CO2)가 1% 이상이면 Am2(CO3)3를 생성한다 (Meinrath and Kim, 

1991; Runde et al., 1992).  Am2(CO3)3를 고체상으로 사용한 용해도 측정에서는 pH 

8 부근에서 최저의 용해도를 보인다.  용액의 pH가 8이하에서는 Am
3+
와 Am(CO3)

+

가 그리고 그 이상에서는 Am(CO3)2
-
가 용존 화학종이다.  약간의 Am(OH)

2+
와  

Am(OH)2
+
가 존재한다 (Meinrath and Kim, 1991).  Am(OH)3는 비결정형 고체상이

므로 이것을 사용하여 용해도를 측정하면 서서히 상변화가 일어난다 (Vitorge, 

1992).  따라서 용해도 결정 고체상은 될 수 없다.  Am(OH)CO3를 고체상으로 용해

도 측정에서는 용존 화학종으로서 AmCO3
+
, Am(CO3)2

+
 및 Am(CO3)3

3-
가 존재한다 

(Felmy et al., 1990).

   방사선은 고체상 원소의 산화상태 또는 결정성에 변화를 일으켜 용해도의 차이

를 가져온다. 물의 방사분해 생성물 중에서 수산기 라디칼은 강한 산화제이며 수소

원자는 환원제이다 (Spinks and Woods, 1964).  악틴족 원소의 알파붕괴는 되틤 에

너지를 결정격자에 남기고 그 결과로 고체상의 결정성이 감소하여 용해도를 증가시

킨다.  이러한 현상은 비알파선 세기가 큰 동위원소가 작은 동위원소보다 높은 용

해도 (Rai and Ryan, 1982)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하수 내에서는 정상적인 화학반응 이외에 콜로이드형성도 악틴족 원소의 용해

에 중요한 역학을 한다.  가수분해 화학종이 산소원자를 다리로 하여 중합반응을 

계속하면 진콜로이드를 형성한다 (Baes and Mesmer,1976; Lloyd and Haire, 1978).  

악틴족 원소 이온이나 이들의 가수분해 화학종이 지하수에 존재하는 콜로이드에 흡

착하여 가콜로이드를 형성한다 (Cleaveland et al., 1983b).  지하수 콜로이드의 화학

조성이나 입자크기는 지하수대의 지화학적 조건에 의존한다 (Kim, 1991).  악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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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의 진콜로이드 형성이나 지하수 콜로이드에의 흡착에 의한 가콜로이드 형성은 

용해도 측정결과에 향을 준다 (Kim et al., 1984; Kelmers et al., 1985; Payne, 

1991).  흄산의 농도가 낮은 화강암지역 지하수의 콜로이드를 분석한 결과는 용존하

는 천연 악틴족 원소의 10% 이하만이 콜로이드에 흡착하여 존재함을 보여준다 

(Longworth and Ivanovich, 1990a).  반면에 흄산이 존재하는 지하수에서는 천연 

악틴족 원소의 대부분이 콜로이드에 흡착하여 존재함을 보인다.  우라늄 및 토륨의 

콜로이드 흡착 분포를 측정한 결과 (Longworth and Ivanovich, 1990b; Dearlove et 

al., 1991)는 무기성 콜로이드에 우라늄 1% 이하 그리고 토륨의 10% 이하가 흡착하

여 존재하고 유기성 콜로이드에 우라늄과 토륨의 80 내지 90% 가 흡착하여 존재함

을 보여준다.  그리고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한 결과는 콜로이드에 흡착한 우라늄이 

용액과 평형상태에 있지 않을 보여준다.

  지하수에 악틴족 원소가 용해하여 단체화학종, 중합체화학종, 진콜로이드 화학종 

및 가콜로이드 화학종으로 존재하는 형상은 지나수에서의 실질석 용해도가 열역학

자료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용해도와는 다를 수 있음을 말해준다.  예를 들면 콜로

이드 함유량이 낮은 고염도(2.5 M NaCl) 지하수와 콜로이드 함유량이 높은 저염도 

지하수에서의 Am(OH)3의 용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지하수 콜로이드가 용해도에 

미치는 향 (Kim et al, 1989)을 알 수 있다.  아메리슘을 가하고 6개월간 방치하

여 화학평형에 도달한 후에 필터로 콜로이드를 제거하고 용액 중에 용존하는 아메

리슘을 정량하면 아메리슘의 많은 양이 콜로이드에 흡착하여 존재함을 보인다.  저

염도 지하수에서는 입자통과 크기가 1㎚인 거르게를 빠져나오는 아메리슘 농도로부

터 계산한 용해도가 10
-10
M 정도이다.  동일한 산도와 이산화탄소 농도에선 탄산염 

착물로 존재하는 아메리슘 화학종의 열역학 자료로부터 계산한 용해도는 10
-7
M 이

다.  고염도 지하수의 경우에는 콜로이드의 함량이 적으므로 거르게를 빠져나오는 

아메리슘의 농도가 높아서 10
-8
M 이상의 용해도를 보인다.  그래도 68% 정도는 콜

로이드에 흡착하여 존재함을 보인다.

   악틴족 원소의 지하수 중 용해도 측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하수의 물리․화학

적 조건 측정결과부터 지하수 중에 용존할 수 있는 악틴족 원소의 최대 농도를 예

측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용존 화학종과 생성 메카니즘을 바탕으로 한 모델

의 설정과 수식화 그리고 계산을 위한 열역학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용해도의 

실험적 측정값과 계산결과의 비교는 많은 경우에서 상당한 접근을 보이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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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역학자료의 부족 또는 부정확 (Falck and Hooker, 1991; Lemire, 1988), 용해도결

정 광물의 잘못된 선정 (Nitsche, 1985; Cross et al., 1991), 고체상이나 지하수의 방

사분해가 용해도에 미치는 향 (Lunden adn Andersson, 1991; Ollila, 1988; 

Guthrie et al, 1991) 등에 의해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고체상 표면

의 변화는 전기화학적법이나 표면분석법의 동원 (Lieser and Muehlenweg, 1985; 

Shoesmith and Bailey, 1985)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기술현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연구의 

시작은 기존 발표자료의 활용이다.  가장 많은 연구를 수행한 우라늄마저도 열역학

자료 특히 enthalpy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Fuger, 1992).  따라

서 이미 밝힌 자료들의 수집과 정 한 평가를 통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용해도를 예측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또 이를 확

인․보완할 수 있는 실험기술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

와 이론적으로 계산한 결과를 비교하여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보충 연구를 수행함

으로써 처분현장에서의 용해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료집을 생산하여야 한

다. 

   지하수에서의 악틴족 원소 이동을 밝히기 위한 용해도 측정대상 원소는 

Pu(IV-VI), Np(V), Am(III)이 중심이 된다.  자연 중에 존재하면서 이들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Th(IV), U(IV, VI) 및 Nd(III)을 이들의 보조원소로서 사용할 수 있

다.  지하수 조건에서의 용해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착물형성은 중성수

용액의 가수분해와 탄산염착물 형성이다.  처분 후보 부지로부터 현장 지하수를 확

보할 수 있다면 화학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Eh, 착물형성 음이온 그리고 콜로이드가 

미치는 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음이온으로서는 현장지하수 분석결과에 따라 다

르겠지만 인산염, 황산염, 불산염 이온들의 중요도가 크다.  UO2(CO3)
5-
와 같이 높

은 전하의 음이온착물을 형성하는 화학종은 용존하는 양이온과 강한 이온쌍을 형성 

(Grenthe et al., 1992)하여 용해도에 향을 미치므로 양이온의 향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하수 콜로이드 중에서는 무기 콜로이드보다는 흄산으로 대표하는 유기 

콜로이드의 중요도가 크다 처분 인접지역 지하수까지 고려한다면 고화체, 포장용기, 

세멘트, 되메움재 등의 부식, 풍와 등에 의해 지하수로 유입한 성분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과포화 또는 비포화 조건에서의 평형접근과 함께 조사전 UO2, 초우란 원소

를 포함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그리고 악틴족 원소를 함유한 고화체의 용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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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려하여야 한다.  실험 값과 이론적 계산 값의 차이에 열역학자료의 부족 또는 

부정확 뿐만 아니라 용해도 결정 광물의 잘못된 선정, 고체상이나 지하수의 방사분

해가 용해도에 미치는 향 또는 고체상 표면에서의 난용성 제2고체상 형성 등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실험적으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실험기술의 확보

가 우선적이다. 가수분해상수나 착물형성상수 측정기술은 가장 기본적이다.  모용액 

중 악틴족 원소의 정제와 산화상태 조절, 지하수 또는 실험용액의 일정한 pH 유지, 

산소 및 이산화탄소 출인 제어, 정상상태에서 용액 중 악틴족 원소의 산화상태 측

정과 생성한 고체상의 특성측정 (Nitsche and Edelstein, 1985; Tucker et al., 1988; 

Nitsche et al., 1988a) 등에 관한 기술을 확보하여야 한다.  용존화학종의 산화상태 

측정에는 공침, 추출 크로마토그라피, 이온교환 크로마토크라피, 운반자 없는 

(carrier-free) 전기 동, 용매추출법, 그리고 FT-LIPAS, Raman, UV-VIS-NIR 등

을 이용한 분광분석법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고체상의 확인이나 표면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기화학적방법, UV-VIS-NIR PAS, FT-IR PAS, Raman, 

XRD 등과 같은 분광분석 (Kimura et al. 1992) 그리고 표면분석법 (Shoesmith and 

Bailey, 1985)을 목적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고용체 및 2차 물질의 형성

   ∙사용후 핵연료의 상전이 과정 중 악틴족과 핵분열 생성물 (Ewing, 2003) 

   사용후 핵연료는 본질적으로 UO2이며 미국내에서 처분 및 처리가 필요한 방사

성 폐기물의 총 방사능량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사용후 핵연료는 본질적으로는 

약 4-5%의 악틴족 원소와 핵분열 생성 원소를 함유한 UO2이다.  이러한 많은 원

소들은 긴 반감기를 갖고 있다 (239Pu 24,100 년; 237Np 2백만년; 129I 1천6백만년; 

79Se 백십만년; 99Tc 200,000년 등).  사용후 핵연료에서 UO2는 산화환경에서 안정

하지 않으며 환원환경하에서 좀더 안정하기는 하지만 coffinite (USiO4)와 같은 다

른 상으로 상전이될 수 있다 (그림 10).  사용후 핵연료의 변질작용은 새로운 우라

늄 상을 생성하게 되며 이는 악틴족과 핵분열 생성 방사성 원소들을 방출 혹은 지

연시킬 수 있다.  오랜기간에 걸쳐 (1,000-100,000년) 이들 2차 우라늄상이 핵분열 

생성물과 악틴족 원소들을 통합시키는 정도에 따라 이들 변질상들은 지질 처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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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수용액 화학에서의 우라늄 광물들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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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수행평가에 있어서 정량적인 종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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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평가에 있어서 근계 역 주요 인자가 될 것이다 (그림 11).  불행하게도 이러한 2

차 생성 우라늄상은 수백개 이상의 광물명을 가질 정도로 많으며 종종 기재도 안되

어 있을 뿐더러 그들의 구조나 열역학 안정성과 같은 민감한 요소들 조차도 실험적

으로 밝혀진 적이 없는 경우가 있다.  

3. 유기, 무기 리간드와의 착화반응(complexation) 

   가. 가수분해 반응

   수화된 악틴계열의 이온은 Brӧnsted산으로써 이온 전하량이 커짐에 따라 양성자

를 방출하여 가수분해 생성물을 형성한다.  AnO2
+
 또는 AnO2

2+
의 금속이온이 띠고 

있는 실질적인 전하량은 +1, +2가의 형식적인 이온 전하량(formal ionic charge)에 

비하여 훨씬 큰 값을 갖기 때문에 같은 이온 전하량을 지닌 구형의 금속이온보다 

강한 산성이다.  일반적으로 양성자를 방출한 가수분해 생성물은 다핵의 착화물

(polynuclear complex)을 생성하며, pH와 금속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수분

해 생성물이 함유하는 금속이온의 평균 개수가 증가한다 (Baes and Mesmer, 

1976).  다핵의 착화물이 생성될 뿐만 아니라 용액 내 다양한 화학종이 분포되어 있

으므로 정확한 성분 분석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가수분해 반응을 조사하

는데 있어서 또 다른 어려움으로는 용액 내 침전물이 형성되어 폭 넓은 pH 또는 

금속이온의 농도 역에서 화학평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초고속 

원심분리방법이나 빛의 산란을 이용하여 생성된 다핵의 고분자 화합물에 관한 실험

적인 증거를 찾아내기도 한다.

   무정형의 침전물로 얻어지는 가수분해 생성물은 화학적인 구조를 밝히기 어려우

며, 대부분이 이온교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용해도적(solubility product)을 얻는 것

이 매우 힘들다.  침전물과 화학평형을 이루고 있는 용액의 복잡한 조성으로 인하

여 용해도적을 구하는 것이 더욱 더 어려워진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미 발표된 

문헌에서 가수분해 생성물의 조성에 관한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Th(IV) 또는 Pu(IV)는 가수분해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고분자물을 생성하는 정

도가 크게 증가하고 반응속도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화학평형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다.  플루토늄의 경우, 고분자물인 가수분해 생성물이 한번 얻어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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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매질이 산성인 용액으로 바뀌어도 고분자의 가수분해 생성물은 용해되기 어려

운 비가역 반응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성질은 플루토늄 재처리 과정에서 심각

한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란탄계열의 이온들은 작은 이온반경을 갖고 있어서 쉽게 양성자를 방출하므로 

보다 강한 산성, 즉 낮은 pK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나,  Pu
3+
의 경유, 첫 번째 가

수분해 생성물을 얻어지는 반응 (Pu
3+
 + H2O⇄ PuOH

2+
 + H

+
)의 pK1 값은 6.95인 

반면에 무거운 란탄계열의 +3가 이온이 8.5〈 pK1 〈 10.1 역의 값을 갖는 것이 

흥미롭다.  전위차 적정 방법을 이용하여 화학평형을 조사한 결과, Th
4+
의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났을 때, 용액 내 주된 화학종은 이핵의 고분자물(dimer)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사실은 용액에 직접적인 X-선 조사방법으로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핵의 

고분자물에서 Th-Th간의 거리는 3.94Å으로 결정형인 Yh2(OH)2(NO3)6(H2O)8화합물

에서의 거리(3.99Å)와 잘 일치하며, 두 개의 Th원자는 doublehydroxo-bridge로 연

결되어 있으며 용액상에서도 같은 구조의 화학종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프로트악티늄 +4가 이온은 이웃하는 원소와 비교하여 매우 작은 pK1 값을 갖

으며, 예상과 다르게 매우 쉽게 가수분해물인 PaOH
3+
를 생성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아직도 이와 같은 사실은 확실히 이해되고 있지 않다.  한편, 넵투늄 +4가 이온은 

이웃하는 원소와 비교하여 매우 약한 산성을 띠고 있다. 

   형식적인 이온 전하량이 +1가인 AnO2
+
의 경우 중심 금속이온의 실질적인 이온 

전하량은 +1가 보다 훨씬 작아서 수화껍질(hydration shell)로부터 양성자를 방출하

는 경향이 매우 약하다.  NpO2
2+
와 PuO2

2+
의 pK1 값이 각 각 9와 10부근인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AnO2
2+
의 형식적인 이온 전하량은 +2가이지만 실질적인 중심 

금속이온의 전하량은 +2가 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비교적 강한 산성을 띠고 있

다.  우라늄 이온의 경우 이핵의 가수분해물질인 (UO2)2(OH)2
2+
과 삼핵의 가수분해

물인(UO2)3(OH)
5+
이 가수분해 반응에서 중요한 화학종이 존재하게 되며, NO3- 매질

에서는 UO2(OH)
+
와 같은 화학종이 잘 알려져 있다.  4가의 악틴계열의 이온중 가

장 약한 산성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Th
4+
이온도 어떠한 AnO2

2+
이온보다도 쉽

게 가수분해된다.

   나. 리간드와의 착화물 형성반응

   리간드와 악틴계열의 이온이 착화물을 형성하는데 다음의 몇 가지 특성을 가지



- 79 -

고 있다 (Ahrland et al., 1976).  (1) 일반적으로 F
-
 이온 또는 산소원자를 함유하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리간드와 매우 안정한 착화물을 형성하는 반면에, 무거운 원자

량을 갖는 할로겐족 계열의 리간드와는 매우 약한 착화물을 형성한다.  무거운 

calcogens (황 또는 이와 유사한 원자)와 질소원자를 제외한 5족 계열의 원자를 함

유하는 리간드와는 착화물을 형성하지 않으며, 질소원자와는 어느 정도의 친화력을 

갖고 있다. (2) 착화물의 안정도는 AnO2
+
 〈 An

3+
 ≅ AnO2

2+
〈 An

4+
의 순으로 증가

한다.  같은 이온 전하량을 갖고 있는 경우, 이온 반경이 감소함에 따라 착화물의 

안정도는 증가한다. 이러한 경향은 가벼운 악틴계열의 이온에서 쉽게 관찰되며, 무

거운 악틴계열의 이온에서는 이와 같은 경향이 점차로 없어진다.  그러나, 금속이온

이 전하 도 (전하량을 이온반경으로 나눈 값)가 증가함에 따라 악틴계열의 착화물

에 대한 안정도 상수가 증가하는 경향은 거의 예외없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  (3) 

착화물이 형성되는 반응은 흡열반응으로써 착화물의 안정도는 반응 엔탈피(△H)의 

변화보다는 반응 엔트로피(△S) 의 변화에 의하여 결정된다.

   굳은 산(hard acid)으로 분류되는 악틴계열의 금속이온과 무른 염(soft base)과의 

착화물을 형성하는 경우, 금속이온은 같은 계열의 주개 리간드(donor ligand)중 무

거운 원자를 선호하고 착화물의 안정도는 금속이온의 전하 도에 좌우되지 않는다.  

무거운 주개 리간드는 작은 전하량을 띤 큰 금속이온에 대하여 매우 강한 친화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착화물은 발열반응으로 진행되며, 착화물의 안정도는 반응 

엔트로피 변화보다는 반응 엔탈피 변화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착화물을 형성하

는데 있어서 금속이온과 리간드사이의 정전기적 상호작용(electrostatic interaction)

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른 산으로 분류되는 금속이온에 있어서는 물론 이

와 반대되는 특성을 지니며, 리간드와의 공유결합이 착화물을 형성하는데 훨씬 중

요한 역할을 한다.  d전자 궤도함수에 많은 전자배열을 갖고  있으며, 매우 큰 편극

성(polarizability)을 띠고 있는 d
10
의 천이원소들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굳은 산으로 분류되는 금속이온은 d전자 궤도함수의 전자배열을 갖고 있지 않

으며, 큰 편극성을 갖고 있지도 않다.  악틴계열의 금속이온은 대략 무른 산과 비슷

한 정도의 편극성을 갖고 있으며 d전자 궤도함수의 전자배열을 갖고 있지 않기 때

문에 리간드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에너지 준위의 전자궤도 한수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천이원소와 같이 공유결합에 의한 착화물을 형성하지는 않으면서, 주고 

이온결합에 의한 착화물을 형성하는 굳은 산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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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유효전하 (effective charge)를 지닌 굳은 산의 금속이온은 수용액 상에서 매

우 잘 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하 도가 큰 리간드와 잘 결합한다.  이와 같은 금

속이온과 리간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수화껍질내 강한 결합을 깨뜨리며 착화물을 

형성하므로 흡열반응으로 진행된다.매우 잘 정돈된 수화껍질로부터 물분자가 방출

되기 때문에 반응계의 자유도가 증가하고 따라서 반응 엔트로피가 크게 증가한다.  

이는 금속이온과 리간드의 결합으로 얻어지는 자유도의 감소, 즉 반응 엔트로피의 

변화에 비하여 매우 크기 때문에 반응 엔탈피의 변화가 양의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반응계의 전체적인 자유에너지의 변화가 크게 감소하므로 강한 착화물을 형성하는 

것이다.

   악틴족 원소의 용매 추출에 있어서 금속이온은 추출제와 중성의 착화물을 형성

한 후 용매에 의하여 용매화(solvation)되어야만 쉽게 추출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는 금속이온이 용액에 함유된 음이온과 음전하를 띤 착화물을 형성한 후 추출제에 

의하여 용매 추출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4가 또는 6가의 악틴이온 (An
4+
, AnO2

2+
)

들은 NO3
-
와 음이온 착화물을 만든 후 Thenoyltrifluoroacetone (TTA), 

Tributylphosphate (TBP)와 같은 유기 추출제에 의하여 추출된다.  이와 같이 금속

이온을 추출하는데 사용되는 추출제는 산성, 염기성, 또는 중성의 추출제로 크게 분

류할 수 있다.  알킬인산 (Alkylphosphoric Acid), 카아복실산 (Carboxylic Acid) 등

과 같은 산성 추출제와 찰물을 형성하는 것이 이온쌍을 형성하는 경우 보다 용매추

출에 유리하다.  왜냐하면, 다양한 금속이온에 대하여 많은 종류의 착화제를 추출제

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온쌍을 형성하는 것보다 훨씬 선택적(specific)이기 때문이

다 (Sekine and Hasegawa, 1977).

   산성 용액에 함유되어 있는 음이온의 착화물을 추출하는데 분자량이 큰 1차, 2

차, 3차의 아민(amine)이 염기성 추출제로 사용된다.  Liquid cation-exchanger로 

알려진 알킬인산과 마찬가지로 분자량이 큰 아민은 Liquid anion-exchanger와 같은 

화학적 특성을 갖는다.  정전기적인 인력에 크게 의존하면서 이온쌍을 형성하여 추

출되기 때문에 이온의 크기와 전하량에 따라 추출되는 정도도 크게 달라진다.  매

질 내 존재하는 NO3
-
, X-(X=F, Cl, Br, I), SCN

-
, SO4

2-
, PO4

3-
등의 리간드와 금속이

온이 착화물을 형성하는 안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성자가 첨가된 아민계의 추

출제를 이용한 용매추출 방법으로 금속이온을 분리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Trioctylphosphine oxide와 같은 중성 추출제는 금속이온의 착화물 중 전하를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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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는 중성의 착화물과 첨가생성물(adduct)을 만들어 유기용매 상으로 추출

된다.  이와 같은 용매추출은 용액 내 함유된 바탕염 (background salt)의 농도 변

화에 따라 크게 변하므로 용질의 활동도(activity)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실

험 결과를 분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 악틴족 화합물의 화학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모델링 도구로서의 양자화학 

(Vallet, 2003)

   많은 경우에 있어서 화학자들은 용액에서 얻어진 평형상수와 비례상수로부터 리

간드의 결합양상과 화학결합 좌표에 대한 정보를 추론한다.  비록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이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isomer의 가능한 산출양상에 대한 정보나 결합좌표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주지는 못한다.  그간 적외선 분광법 (IR), 라만 분광법, 핵

자기공명 (NMR) 분광법, X-선 회절법, EXAFS 분광법 등과 같은 화합물의 구조해

석을 위한 실험방법들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화학 모델의 측면에서 

실험적 정보의 해석이 항상 간단하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X선 회절분석과 

EXAFS의 경우, 실험 데이터는 중앙 원자와 주변 리간드간의 결합거리나 주어진 

격자내에서 수많은 거리 데이터와 같이 일차원적이다.  비록 X선 회절분석은 매우 

정확하게 얻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EXAFS는 통상 25%의 부정확도를 갖고 있어서 

배위수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용액 화학 데이터와 

좀더 복잡한 분석기술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사용하는 것

이 필연적이다.  양자화학은 이러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온 착화함물이나 

리간드 교환 에너지가 일어나는 현미경적 미세 작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다.

  금속 착화함물에 대한 열역학 데이터와 구조를 예측하는 양자화학의 정확도는 사

용되는 양자화학 방법과 화학모델에 모두 의존한다.  따라서 상대적인 향과 전자 

상관성의 해석과 같은 악틴족 화합물을 기재하는 데 사용되는 이론적 체계를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여 검증하기 위한 용질간의 상호반

응들을 모델링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험 데이터와 결합된 최초

의 방법들이 어떻게 악틴족 중심 주위의 리간드의 구조와 결합과 다양한 반응들에 

대한 정확한 열역학 데이터 및 리간드 치환반응에 대한 활성 파라메터로 적용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5가와 6가 악틴족이 이론과 실험적 측면을 모두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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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으며 이들 시스템은 이론적 방법들의 정확도 보

정을 가능학 해주고 좀더 복잡한 트란스-우라늄 원소들의 이론적 및 실험적 연구에 

대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4. 산화환원 반응

   악틴족 원소의 외각 전자는 에너지가 매우 비슷한 5f 와6d 전자궤도 함수에 전

자배열을 이루고 있다.  5f 전자궤도 함수에 있는 전자는 4f 전자궤도 함수에 있는 

전자에 히아여 가리움 효과(shielding effect)를 충분히 받지 못하므로, 악틴족 원소

의 외각 전자와 같이 5f 전자궤도 함수에 전자배열을 이루는 원소는 매우 다양한 

산화수를 지니게 된다.  대부분의 란탄족원소가 +3가의 안정한 산화수를 갖는 반면

에 가벼운 악틴족 원소들은 +3가에서 +7가의 다양한 산화수를 갖고 있으며, 무거운 

악틴족 원소들은 란탄족원소와 같이 +3가의 안정한 산화수를 각조 있다 (표 3).  예

를 들면, 프로토악티늄(protactinium, 91Pa)에서부터 아메리슘(americium, 95Am)까지

의 가벼운 악틴족 원소에서는 +3가에서 +7가의 다양한 산화수를 갖고 있다.  특히, 

악틴족 원소의 산화환원 반응에 있어서 우라늄, 넵투늄, 플루토늄, 그리고 아메리슘

의 다양한 산화수의 변화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 또는 

악틴족 원소의 화학적 분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성, 또는 중성의 

수용액 상에서 이러한 원소들의 산화상태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연구는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처분,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 또는 악틴족 원소의 화학적 분리과정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게 된다.

   악틴족 원소의 가수분해물이 형성되거나, 착화물을 형성하는 정도는 산화상태에 

따라 크게 변화된다.  우라늄, 넵투늄, 플루토늄, 그리고 아메리슘의 다양한 산화상

태 사이의 산화환원 전위(Eh)는 차이가 작고, 용액의 산도(acidity 또는 pH)에 따라 

다르며 산도가 감소할수록(pH 증가할수록)그 차이는 더욱 더 작아진다.  이러한 특

성과 더불어 산화상태 사이의 불균등화 반응 (disproportionation reaction)으로 인하

여 우라늄, 넵투늄, 플루토늄, 그리고 아메리슘의 산화환원 반응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용액상에서 우라늄, 넵투

늄, 플루토늄, 그리고 아메리슘 원소들은 An
3+
, An

4+
, AnO2

+, 
AnO2

2+
상태로 존재한

다.  특히, +5가, 또는 +6가의 이온은 dioxo-cation으로 존재하며, 이들이 +3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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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인 알몸원자(bare atom)의 이온으로 환원되는 것은 금속원자와 산소원자 간의 

표 3. 악틴족과 란탄족 원소의 산화상태.  괄호표시는 용액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음

89Ac 90Th 91Pa 92U 93Np 94Pu 95Am 96Cm 97Bk 98Cf 98Es 100Fm 101Md 102No 103Lr

(2) (2) 2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5 5 5 5 5

6 6 6 6

7 7

57La 58Ce 59Pr 60Nd 61Pm 62Sm 63EU 64Gd 65Tb 66Dy 67Ho 68Er 69Tm 70Yb 71Lu

(2) 2 2 (2)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4 (4) (4)

결합에너지 때문에 dioxo-cation 간의, 또는 알몸원자의 이온간의 산화 환원보다 훨

씬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고체-수용액간 계면 반응 

   지하수대에서의 방사성핵종 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사성핵종이 용존하여 

존재할 수 있는 지하수, 그리고 지하수와 접하고 있는 광물계면 자체를 우선 이해

하여야 한다. 광물계면에서는 지하수내에 존재하는 화학종이 끊임없이 흡착과 탈착 

등의 반응을 하고 있다.  광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화학종을 잡아두는 정도

(흡착계수)가 다르므로 핵종의 이동속도는 이의 상당한 향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

는 흡착계수는 핵종의 이동지연을 예상하기 위한 하나의 정량화 한 물리적 파라미

터로 사용하는데, 그 크기를 결정하는 인자들은 광물계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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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흡착반응들에 관여하는 반응상수들이다.  흡착반응에는 화학종이 계면과 착

물을 이루어 비교적 견고히 달라붙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온교환반응을 통하여 약

하게 붙어 있어 지하수의 pH 등에 민감하게 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어

떤 화학종은 광물의 통과 구멍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고착화하거나 광물계면에 

침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반응들이 지하수의 조건에 따라 흡착에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이때의 지하수 조건이란 pH, 산화-환원 전위, 온도, 그리고 핵

종과 착물을 이루는 착화제의 용존농도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하수의 온도나 

pH 등의 값들은 어떠한 일정범위의 값을 보이는데, 이러한 범위에서 각 광물표면과 

방사성핵종들 사이의 흡착반응들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처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대상 물질로는 주로 진흙, 

화강암, 그리고 퇴적암 등이 있다.  각 물질마다 구성하고 있는 광물이 다르고 그 

조성이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실험실에서는 그 특성을 규정지을 수 있는 각 단위광

물의 화학반응에 대하여 하나씩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들 단위화학반응으

로부터 구한 개별적 데이터를 종합하여 보다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모델설정 방법

을 통하여 전체시스템의 흡착계수를 산출하고, 실험적으로 얻은 값과 비교 및 검토

하여 보다 신뢰성 높은 모델을 세우고, 이를 계산할 수 있는 각종 전산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부지에 저장한 방사성폐기물로부터 지하수를 타고 방출하

는 장수명핵종의 지하수내 거동을 알기 위하여 orthose와 calcite를 대상암으로 사

용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 는데 (Mecherri et al., 1991), 이 때 사용한 방사성핵종으

로는 장수명 악틴족 원소 대신에 
147
Nd와 

232
Tr 핵종이었다.  순수한 물에서의 이들 

핵종들의 흡착속도는 calcite나 orthose 두 암석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분배계수와 머무름용량 (retention capacity) 면에서는 calcite가 orthose 보다도 높

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 순수한 물에 착화제를 가하면 이들 핵종의 두 암석에 달

라붙는 흡착속도는 감소하 다.  그러나, 단순히 한가지의 착화제를 함유하는 용액

에서 보다도 오히려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있는 자연수에서 더 높은 분배계수를 갖

는다고 보고하 다.  이들 흡착실험에서의 분석방법은 중성자방사화분석법을 사용

하 다.

   화강암에서의 우라늄의 흡착실험 결과, 우라늄은 phyllosilicate 광물질에 우선적

으로 흡착하고, 사암(sandstone)에서는 철이 풍부한 표면에 우라늄이 집중적으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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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붙는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Berry et al., 1981).  또한, 세슘의 흡착에서 

calcite나 quartz는 세슘을 잘 흡착하지 못하는 반면에, kaolinite는 꽤 큰 흡착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Berry et al., 1981).  이 보고에 의하면, 세슘의 흡착

율은 순수한 물에서 보다 지하수에서 30배정도 더 작을 값을 가지는데, 이것은 세

슘이 지하수내에 존재하는 Na+나 K+들과 kaolinite 표면에 있는 양이온 교환자리 

(cartion exchange site)를 놓고 서로 경쟁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때 사용한 흡착실

험 방법은 암석들을 얇은 판막형태로 준비하고, 이것을 세슘용액 내에 수개월 동안 

담가둔 후, 암석에 흡착한 세슘의 양을 RBS, PIXE, 그리고 dynamic SIMS 등의 방

법으로 분석하 다.  화강암에서의 알파선 방출 핵종 (
237
Np과 

239
Pu)에 대한 흡착에

서는 주로 quartz나 feldspar보다는 오히려 biotite에 더 많이 흡착하고, 주된 흡착메

카니즘은 이온교환반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Kumata adn Sagawa, 1991).  이때 

사용한 분석방법은 autoradiography 다.  우라늄에 대한 시멘트 내에서의 흡착연구 

(Brownsword et al., 1990)에서는 우라늄이 concrete slag에 흡착할 때의 분배계수

가 2.5×10
4
 ml/g 으며, hydrothermal 처리 후에는 분배계수 값이 2배나 증가함을 

보 다.

   Np(Ⅴ)에 대한 흡착연구를 hematite(α-Fe2O3), magnetite(Fe3O4), goethite(α

-FeOOH), 그리고 biotite (K(Mg,Fe)3AlSi3O10(OH)2) 등의 암석을 사용하여 수행하

는데 (Nakayama and Sakamoto, 1991), Np(Ⅴ)의 이들 암석에서의 흡착 및 탈착

반응은 pH가 4 내지 11의 범위 내에서 가역적이었다.  이들 암석에서 Np(Ⅴ)의 흡

착은 goethite의 경우에는 pH6 이상에서 강한 흡착을 보이는 반면에, 다른 세 가지 

암석에서는 pH 9 이상에서 강하게 흡착이 일어났다. 

   U(Ⅵ)에 대한 calcite에서의 흡착에서는 약알칼리 조건에서 U(Ⅵ)의 농집이 일어

남을 관찰하 는데, 주로 calcite의 탄산염이온 자리에 흡착하 다.  이를 모델로 선

정하여 구한 평형상수값이 10
5.12

 으며, U(Ⅵ)의 지하수내 이동은 탄산염으로 구성

한 암석, 예를 들면 calcite 같은 암석이 지하수와 접하고 있으면 상당히 지연한다고 

밝혔다 (Susan and Jordi, 1991).

  네프루늄에 대하여 호기성, 혐기성, 그리고 환원성 지하수 내에서 암석에 흡착하

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Hakanen and Lindberg, 1991), 호기성 조건에서는 

초기 네프투늄의 농도가 10
-14
내지 10

-8
 mol/L로 변하더라도 흡착율은 거의 일정하

게 나타났다.  그러나 혐기성 조건에서는 초기농도의 70내지 80%가 흡착하 고, 암



- 86 -

석에 흡착한 네프루늄의 산화상태는 혼합 산화 상태로 나타났다.  또한 물 속에서

는 단지 Np(Ⅴ)만이 존재하고 있음을 관찰하 다.  한편, 환원성 지하수내에서는 거

의 모든 네프루늄은 Np(Ⅳ)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관찰하 으며, Np(Ⅳ)는 물에 

녹아 있지 않았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진흙에서의 흡착에 있어서 유기물질이 존재할 때의 흡착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Berry et al, 1991).  이때 사용한 실

험조건은 시멘트고화체 내에서 예상할 수 있는 pH 11 에서와, 칼슘이 이동할 수 있

는 pH 8에서 유기물질, 즉 gluconate가 존재하면 우라늄의 흡착이 gluconate가 없

을 때 보다도 약 10배 가량 줄어들었다.  이때의 흡착 메카니즘은 주로 진흙 속에 

있는 수화 수산화철에서의 표면착물반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 속에 녹아 있는 

우라늄이 gluconate와 반응을 하여 응집하므로써 표면과 착물을 일으킬 수 있는 우

라늄의 농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gluconate의 향이 우라늄보다도 더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gluconate가 존재하면 

약 20-30배 가량 흡착이 줄어들었다.  또 pH가 높을수록 이러한 감소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6. 악틴족 이동 모델링에서 흡착 작용의 규모확장 (upscaling) (Honeyman, 2003)

   자연환경에서 혹은 반응계와 같은 일정 처리시스템에서 악틴족의 이동 및 거동

은 수리학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복합 반응에 의해 향받는다.  악틴족 이동도의 

모델링에 있어서 비용절감 및 불확실성의 최소화를 위해서 이러한 반응들이 잘 이

해되어야 하며, 처분장의 원계 역과 같은 특정 지역에 대한 보정된 모델내에서 적

절히 표현되어야 한다.

   지난 십년간 자연환경에서 악틴족 거동에 대한 분자규모 연구분야에서 많은 과

학적 진보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자연 규모에서 예

측가능한 모델링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점이 많다 (그림 

12).  가장 어려운 점은 관심분야의 규모 (즉 자연상태의 규모)에서 모델을 구성하

기 위한 정보가 빈약하다는 점이다 (그림 13).  적정규모화의 목적은 분자규모와 같

은 직접 관찰규모에서 필수적인 시스템 특성들을 밝혀내고 이 정보를 다른 규모에 

확장 적용하는 것이다 (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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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콜로이드의 화학반응

   일반적인 핵종이동모델은 자연수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지하수 천연콜로이드와 

콜로이드상 약틴족원소의 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최근에 들어서 유동성 콜로

이드가 유기물이나 일반 중금속뿐만 아니라 루테늄, 세슘, 우라늄, 플라토늄, 아메리

슘과 같이 방사성페기물처분에서 문제가 되는 원소의 지하수대 내 이동에도 중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잇다 (Kim, 1986; McDowell-Boye et al., 

1986; McCarthy and Zachara, 1989; Avogardro, 1984).  지하수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콜로이드 조성물질은 유기물 또는 무기물 (Kim et al., 1984; McCarthy and 

Zachara, 1989; Avogardro, 1984) 혹은 무기물과 유기물의 화합물 (Kim et al., 

1987)로서 암석의 풍화물 (Yariv and Cross, 1979), 금속이온들의 가수분해물 (Kim 

et al., 1984; Buckau et al., 1986), 금속이온-흄물질과 같은 고분자 유기착물 (Kim 

et al, 1986; Kim, et al., 1987), 미생물 (McCarthy an Zachara, 1989) 등이다.  콜로

이드는 크기가 450nm 이하로서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들간의 응집이 없이 용

액 중에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입자 (Stadler and Kim, 1988; Degueldre, 1989; 

Avogadro and Lanza, 1982)라고 정의한다.  지하수대에서의 방사성핵종이동을 설명

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콜로이드는 진콜로이드, 지하수 천연콜로이드 및 가콜로이드 

(Ki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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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 악틴족 원소들의 흡착/이동에 관한 scal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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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야외 규모에서의 악틴족 이동에 관한 현재의 문제해결 수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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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모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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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84)로 분류할 수 있다.  진콜로이드는 방사성핵종의 수산화물중합체를, 지하수 

천연콜로이드는 자연적으로 지하수에 존재하는 유기 또는 무기 콜로이드를 그리고 

가콜로이드는 지하수 천연콜로이드가 방사성핵종을 흡착하여 생성한 방사능을 가지

고 있는 콜로이드를 나타낸다.

   지하수 중에서 가수분해하기 쉬운 원소들은 진콜로이드를 잘 형성한다.  가수분

해하기 쉬운 성질은 OH를 다리로 하여 다른 물질과 쉽게 결합할 수 있음을 의미하

므로 가콜로이드를 잘 생성한다 (Kim et al., 1984; Buckau et al., 1986; Ramsay, 

1988; Righetto et al., 1988).  산화수가 3가 이상인 약틴족원소나 핵분열생성물이 

이 범주에 속한다.  악틴족 원소의 경우에 산화수에 따라 An(Ⅳ), An(Ⅲ) > An(Ⅵ) 

>> An(Ⅴ)의 향을 가진다 (Kim, 1986; Righetto et al., 1988).  착물형성 이온의 

농도가 낮은 중성 수용액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An(Ⅲ), An(Ⅳ) 및 An(Ⅵ) 

모두 진콜로이드를 생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성 역의 산농도에서 이 이온들

의 용해도는 매우 낮으므로 생성하는 진콜로이드 농도도 낮고 따라서 진콜로이드 

생성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방사화학적 측정법으로 이어지는 한외걸름법이나 

한외원심분리법을 이용한다 (Kim, 1986).  용존 악틴족 원소 또는 진콜로이드는 지

하수 천연콜로이드와 쉽게 반응하여 가콜로이드를 생성하여 지하수대 내 이동성의 

변화를 가져온다 (Kim, 1991).  가콜로이드 생성은 악틴족 원소의 용해도를 변화시

켜 열역학적 자료로부터 계산한 값과 실험 값 사이에 차이를 유발하고, 입자성에 

의한 지각물질 틈새에서의 걸름효과를 가져오며, 지각물질계면에서의 흡착에 변화

를 일으켜 악틱족원소의 이동성을 가속하거나 저지한다.  지하수대 내 핵종이동에

서 콜로이드 화학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Kim, 1991; Ramsay, 1988; Delgueldre and Werni, 1987)

   가. 콜로이드의 특성

   콜로이드 입자수와 크기분포 결정은 콜로이드 특성을 밝히는 가장 기본적인 과

정이다.  콜로이드 입자수 측정에는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Degueldre,1989). Photon Correlation Spectroscopy (PCS) (Billon et al., 1989). 

Static Light Scattering (SLS) (Longworth et al., 1989). 그리고 Laser-induced 

Photoacoustic Spectroscopy (LPAS) (Klenze et al., 1991) 등을 이용한다.  이 중에

서 PCS와 SLS는 입자의 크기가 100nm 이상이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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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에 존재하는 지하수천연콜로이드의 입자크기 분포가 1-30nm이므로 이 방법

들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SEM은 콜로이드를 한외거르기하여 측정하므로 

크기별로 분리하여 크기분포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Degueldre, 1989).  이 방

법은 입자 크기가 40-50 nm 이상인 경우에 유효하다.  이 방법에서 한가지 어려운 

점은 콜로이드를 한외거르기하여 건조하는 과정에서 응집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시료준비 기술이 정확한 크기분포 측정의 전제조건이다.  SEM을 사용하

여 지하수에 평균 입자크기 100nm인 콜로이드 입자가 10
9.5
 particles/L 존재하는 것

을 밝혔다 (Degueldre, 1989).

   시료의 전처리 과정을 거치치  않고 직접 콜로이드 입자수를 측정하는데 LPAS

기기를 사용하여 산란광 광음향측정 (photoacoustic detection of lightscattering) 방

법을 이용하 다 (Klenze et al., 1991).  지하수에 존재하는 천연콜로이드의  주 입

자크기는 100nm이하이며 1 내지 30 nm의 크기를 갖는 입자수로서 2x10
15 

particles/L를 측정하 다.  자연수에 존재하는 천연콜로이드 입자수는 채취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  자연수 속에 흄물질과 같은 유기물이 존재하면 콜로이

드 숫자는 유기물의 농도에 따라 증가한다.  따라서 지하수에 존재하는 콜로이드 

특성은 지역적 특성을 갖는다.  이것은 한 지역의 지하수 또는 지표를 대상으로 측

정한 결과를 다른 지역에서의 콜로이드 특성 설명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

미한다.  지하수 천연콜로이드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지하수 채취과정은 시료가 현

장 화학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콜로이드 침전이나 응집 현상이 나타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미생물 콜로이드를 제외하면 실험적으로 밝힌 콜로이드 크기는 450nm 이하이며 

지하수 중의 천연 콜로이드는 30nm 이하의 작은 크기이다 (Kim, 1991; Klenze et 

al., 1991).  그림 15에 콜로이드를 포함한 각종 입자의 크기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과

구멍크기를 갖는 걸름막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지하수 콜로이드의 크기분포는 

바이러스 크기와 비교할 수 있으나 박테리아 보다는 작으므로 실험적 구별이 가능

하다.  걸름막 재질의 개발로 막거르게 등의 통과구멍크기는 자연수에 존재하는 천

연콜로이드 크기에 거의 근접한다.  따라서 콜로이드 분리에는 한외원심분리와 함

께 한외거르기법을 많이 이용한다 (Buckau et al.,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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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각종 물에 뜨는 입자의 크기 및 여러 통과구멍크기를 갖는 걸름막의 크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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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에 존재하는 천연콜로이드의 화학적 조성을 정확히 분석한 결과 (Kim, 

1986; Kim et al., 1984)는 콜로이드가 미량원소들을 흡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지하수중에 용존 그리고 흡착하여 존재하는 란탄족원소(Ⅲ)나 토륨 및 우라늄 

농도를 측정하면 지하수 현장 조건에서 천연콜로이드가 초우란원소를 포함한 악틴

족 원소를 얼마나 흡착하여 가콜로이드를 생성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

   나. 진콜로이드의 생성

   악틴족 원소의 가수분해 정도는 유효전하량과 동일하게 An(Ⅳ) > An(Ⅵ) > 

An(Ⅲ) > An(Ⅴ)의 경향을 보이므로 (Choppin, 1983) 다핵 가수분해물 형성에 의

한 진콜로이드 형성 (Kim, 1986; Olofsson et al., 1983)도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산화수 4가의 악틴족 이온은 가수분해에 대하여 가장 불안전하여 pH = 1 정도

에서 수용액에서도 쉽게 콜로이드를 생성한다 (Kim and Kanellakopulos, 1989; Rai, 

1984; Newton and Rundberg, 1984).  수용액 중에서 Pu(Ⅳ)는 단체 화학종으로 존

재하기 어려우며 가수분해물 콜로이드를 파괴하는 데는 격렬한 물리.화학적 조건이 

필요하다 (Newton and Rundberg, 1984).  콜로이드 생성은 넓은 pH 범위에서 악틴

족 원소의 용해도를 실험적으로 측정했을 때, 열역학적으로 계산한 결과보다 수십 

배  큰 실험결과를 얻는 원인이 된다 (Kim and Kanellakopulos, 1989;; Rai, 1984).  

따라서 중성에 가까운 수용액에서의 악틴족 원소 존재는 용존이온-콜로이드-침전물

로 구성하는 세 성분간의 가평형상태를 형성한다. 

   산화수 6가의 악티닐 이온도 콜로이드를 생성한다 (Choppin, 1983). 수용액 중 6

가 약틴족 이온이 다핵가수분해물을 생성하지만 (Kim et al, 1984) 진콜로이드 생성

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PuO2(OH)2(am)의 용해도 측정은 pH 4 내지 9의 

NaClO4 또는 NaCl 수용액에서 용존 플루토늄의 농도가 열역학적 예상치 보다 훨씬 

큰 10
-4
 내지 10

-3
 mol/L을 나타냈다.  분광학적 측정결과는 Pu(Ⅵ)가 콜로이드를 

생성한 것을 보여준다 (Pashalidis, 1991).

   산화수 3가의 악틴족이온에 대해서도 콜로이드 생성을 실험적으로 확인하 다 

(Kim, 1986; Backau et al., 1986).  PH 6 이상의 중성 수용액에 존재하는 산화수 3

가의 아메리슘으로부터 1 nm 통과구멍크기 한외여과법에 의해 콜로이드를 분리하

고 아메리슘의 흡광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진콜로이드 생성을 확인하 다.  산화수 3

가 아메라슘 콜로이드는 수용액 중에서 산화수 4가 플로토늄 콜로이드보다 훨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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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하며 쉽게 고체표면 특히 실험용기 기벽에 흡착한다.

   산화수 5가 악티닐 이온은 유효전하량이 매우 작아서 pH = 10 정도에서도 가수

분해하지 않는다 (Lierse et al., 1985). NpO2
+
 이온은 pH 7의 NaClO4 수용액에서 

다핵 가수분해물이나 콜로이드를 생성하지 않으면 농도가 10
-2
 mol/L까지 증가하여

도 가수분해물 생성은 발견할 수 없다 (Lierse et al., 1985).

악틴족 원소가 지하구 중에서 가콜로이드를 생성하는 것은 천연콜로이드를 함유하

고 있는 지하수에 흔적량의 악틴족 이온을 가함으로써 쉽게 확인할 수 있다.  (Kim 

et al., 1984; Kim et al., 1987; Buckau et al., 1986; Avogadro adn Lanza, 1982; 

Olofsson and Allard, 1986).  산화수 3 또는 4가의 악틴족이온은 산성이나 중성 수

용액에서 알루미나와 같은 계면활성 콜로이드 표면에 정량적으로 흡착하는 반면에 

5가 이온은 pH 8 이상에서는 다량의 NaHCO3 또는 흄산을 가해야만 탈착을 하므로 

알루미나 콜로이드 표면에 강하게 결합함을 보여준다.  지하수에 존재하는 토륨, 우

라늄, 또는 방사능 낙진에 의한 
239-,240

Pu들이 콜로이드와 결합하여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다 (Dearlove et al., 1991; Short et al., 1988).  악틴족 원소의 가콜로이드 

생성은 이온교환수지에의 흡착과 같은 가역반응으로 볼 수 있다 (Kim et al., 1987).

   콜로이드 화학반응 규명은 화학적 조성, 악틴족 원소 흡착특성, 크기분포와 입자

수 그리고 표면전하에 관한 완전한 이해를 전제로 하면 이들로부터 용액상 콜로이

드상 및 고체상 사이의 핵종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 정량적 자료를 밝혀야 한다.  

긍정적으로는 이동성 콜로이드의 정량과 지화학 및 수질학적 모델설정에의 적용 

(Dearlove et al., 1991; Kim e tal., 1989; Olofsson and Allard, 1986; Short et al., 

1988; Satelli et al., 1984; Lieser et al., 1986)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8. 최신 실험방법

   가. 악틴족 원소의 분광학적 성질

   일반적으로 악틴족 원소의 이온을 함유하는 용액은 near UV, Vis IR 역에서 

많은 흡수 띠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선택적인 가시광선의 흡수로 용액이 띠고 있는 

여러 종류의 색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의 하나로 여겨진다 (Ahrland et al., 1976; 

Katz et al., 1986; Keller, 1971).

   전자전이 (electronic transition)에 의한 빛의 흡수 띠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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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각 운동량(angular momentum)을 가진 

두 개의 f 전자 준위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자전이, 즉 내부 전자각(inner electron 

shell)안에서 일어나는 전자 전이로써 이는 주위 환경에 의한 향을 잘 받지 않으

며 흡수 띠의 폭이 비교적 좁다.  같은 부껍질(sub-shell)의 전자궤도 함수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이는 일반적으로 Laforte-forbidden 전이로 전이 확률 (transition 

probability)이 매우 낮으므로 몰 흡광계수 (molar absorption coefficient)가 10-50 

㎝
-1
M

-1
 정도로 낮은 흡수세기를 갖는다.  5f-5f 전이에 관련된 에너지 준위는 

spin-orbit interaction과 ligand field 효과에 의하여 더욱 더 갈라진다.  특히, 많은 

f 전자를 함유하는 산화수에서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에너지 준위가 매우 많기 때문

에 용액 분광스펙트럼에서 실제로 관찰하기 어렵고, 각 전자전이에 대하여 몇 몇 

에너지 준위는 잘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확률적으로 충분히 분포되어 있으므

로 분해가 가능한 흡수 띠를 찾아볼 수 있다.  (2) 5f와 6d 부껍질 사이의 전자전이

는 외부 전자각(outer shell)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이로써 5f-5f 전이보다는 주위의 

향을 크게 받으며, 흡수 띠의 폭은 넓고 미세구조(fine structure)를 갖는 흡수 띠

는 관찰되지 않는다. 에너지 차이가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흡수 띠는 

자외선 역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전자전이는 Laforte-allowed전이이므로 몰 흡광

계수는 1000㎝
-1
M

-1
이상의 높은 흡광도를 갖게 된다.  (3) 5f 껍질과 결합된 리간드

의 전자껍질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자전이는 리간드의 전자배열에 따라 크게 좌우되

며, 주변의 변화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향을 받는다.  이러한 흡수 띠를 charge 

transfer bands 혹은 electron transfer bands라 일컬으며, 미세구조를 갖지 않는 흡

수 띠의 폭은 매우 넓으며 흡수 띠의 위치는 결합된 리간드에 크게 좌우된다.  흡

수 역은 대부분 자외선 역이지만 가시광선 역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으며, 

흡광도는 매우 크지만 5f-6d 전이와 비교하면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액의 흡수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주된 목적을 위하여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1) 흡수 띠의 수, 모양, 에너지(위치), 그리고 흡광도의 세기로부터 

악틴족 원소의 착물이 갖는 구조나 결합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예를 들

면, 중심 금속이온의 전자배열, 배위수, 형성된 착물의 입체화학, 그리고 결합의 특

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용액에 함유되어 있는 리간드의 농도를 변화하면

서 흡수 띠의 위치 변화와 흡광도의 세기를 측정하므로써 용액내 존재하는 다양한 

착물의 안정도 상수를 구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목적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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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lectron transfer bands이다. 중심 금속원자의 전자껍질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이

나 5f-5f 전이에 의하여 나타나는 흡수 띠는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전자배열이 5f
0
인 Ac(III), Th(IV), Pa(V), U(VI), 그리고 Np(VII)이온에서는 

5f-5f 또는 5f-6d전이는 일어날 수 없으며, 자외선과 가시광선 역에서 나타나는 

흡수 띠는 electron transfer에 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화된 이온의 상태로 존

재하는 경우, 자외선 역밖에서 나타나는 흡수 띠는 수화 껍질(hydrated shell)로부

터 전하의 이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용액은 색을 띠고 있지 않다.  우라닐 6

가 이온 내에서 일어나는 electron transfer는 우라닐 이온의 산소원자로부터 중심 

금속이온으로 이동하는 전자의 흐름이므로 작은 에너지의 변화를 수반하고 흡수 띠

의 위치는 가시광선 역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라닐 6가 이온의 화합물

이나 용액의 색은 매우 특징적인 노란색을 갖는다.  알칼리성 수용액에서 안정한 

것으로 알려진 7가의 넵투늄은 우라닐에 비하여 강한 흡수를 보이며, 수용액의 색

은 초록색으로써 410㎚와 625㎚에서 최대 흡수를 나타낸다.  한편, 산성 수용액에서

의 넵투늄 7가이온은 불안정하지만, 360㎚와 420㎚에서 최대 흡수를 보이므로 갈색

을 띠게 된다. electron transfer가 용이하게 일어나는 배위 리간드가 존재하므로써 

우라닐 이온의 흡수는 보다 장파장 쪽에서 강하게 일어난다.

   전자배열이 5f
1
인 Pa(IV), U(VI), Np(VII), 그리고 Pu(VII)이온에서는 5f-5f 또는 

5f-6d전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몇 개의 새로운 흡수 띠를 찾아볼 수 있다.  f
1
 전

자배열을 하고 있는 UO2
+
과 NpO2

2+
의 경우, 주된 흡수 또는 electron transfer band

에 의한 것이며, 스펙트럼은 UO2
2+
의 스펙트럼과 매우 유사하다.  수용액에서는 불

균등화 반응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진 UO2
+
의 스펙트럼은 비수용액 매질(예를 

들면, dimethylsulphoxide)에서만 얻을 수 있다.  낮은 파장에서 나타나는 electron 

transfer band외에 5f-5f전이에 의한 새로운 흡수 띠가 근적외선 역에서 나타난

다.  NpO2
2+
의 주요한 흡수 띠는 높은 파장의 적외선 역에서 나타나므로 물분자

에 의한 흡수 띠의 방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견한 바와 같이 전자배열이 5f
2
인 U(IV), Np(V), 그리고 PU(VI)이온의 스펙트

럼은 많은 에너지 준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모양을 지니게 된다.  비교

적 진한 질산매질에서 얻어진 U
4+
의 스펙트럼은 넓은 파장 역에서 폭이 좁은 많

은 흡수 띠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흡수 스펙트럼은 5f-5f전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되며, 란탄족원소의 4f-4f전이에 의한 흡수 스펙트럼과 매우 유사하고 중요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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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는 흡수세기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4f-4f전이에 비하여 

5f-5f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U
4+
의 스펙트럼은 가수분

해하거나 착물을 형성함에 따라 흡수 세기가 심각하게 감소한다.  PuO2
2+
이 스펙트

럼은 흡수 띠의 숫자나 흡수 세기에 있어서 NpO2
+
의 스펙트럼과 매우 유사하고, 몰 

흡광계수가 500㎝
-1
M

-1
인 PuO2

2+
이온의 최대 흡수 띠는 803㎚에서 나타나는 반면에 

NpO2
+
 이온의 최대 흡수 띠는 980 ㎚에서 나타나며 몰 흡광계수는 395㎝

-1
M

-1
이다.

   5f
3
또는 5f

4
의 전자배열을 갖고 있는 악틴 이온은 흡수 스펙트럼은 점차적으로 

복잡한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f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더 심하게 

나타난다.  5f-5f전이에 흡수 띠는 f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금속원소 외부의 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스펙트럼은 폭이 매우 좁은 흡수 띠를 갖게되고 란탄계열의 스

펙트럼과 더욱 더 닮은 모양을 하게 된다.

   악틴족 원소, 특히, 넴튜늄, 프루토늄, 아메리슘 이온의 UV-Vis 흡수분광 스펙트

럼은 산화상태에 따라 독특한 흡수 띠를 보이므로 악틴족 원소 이온들의 산화상태

를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매질에 따라서 스펙트럼의 모양에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는 앉지만, 착물을 형성하는 리간드가 용액 내에 존재하면 스펙트럼의 모양

은 크게 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비착화제 (non-complexing agent)인 것으로 알

려진 ClO4
-
 매질에서 측정된 흡수스펙트럼은 이미 여러 문헌에 보고되어 있다 

(Keller, 1971).  그러나, 어느 정도 안정도를 갖는 착물을 형성하는 강한 질산 매질

에서 4가의 악틴이온들은 6새의 NO3
-
를 배위하여 UV-Vis 흡수분광 스펙트럼에서 

새로운 흡수 띠가 나타나거나 흡수 띠의 위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무거운 악틴족 원소는 화학적으로 충분한 양을 얻는 것이 어렵고, 대부분이 일

파 방출자로써 반감기가 짧으므로 매질 내에서 심한 방사화 반응을 동반하게 되어 

수용액 내에서의 흡수 스펙트럼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다.

   나. 화학종 측정기술

   용해과정을 거쳐 지하수로 유입하는 악틴족 원소는 탄산염이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리간드 음이온과 반응하여 착물을 형성한다.  착물형성에 의해 어느 정도의 

용해도를 가질 수 있으나 중성에 가까운 지하수 조건 때문에 가수 분해를 거쳐 콜

로이드 및 난용성의 침전물까지를 형성하여 매우 낮은 용존농도를 나타낸다.  지하

수는 무기 및 유기물질로 이루어진 지하수 천연콜로이드를 가지고 있다.  천연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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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는 표면화학 반응성이 커서 2가 이사의 전하를 띈 금속이온들을 착물반응이나 

이온교환반응을 통하여 쉽게 흡착한다 (Kim et al., 1986; Kim et al., 1984; Kim et 

al. 1987).  악틴족 원소는 쉽게 천연콜로이드에 흡착하여 가콜로이드를 형성한다.  

천연콜로이드 중에는 흄물질로 이루어진 유기콜로이드가 상당량 존재하고 이들은 

Am(Ⅲ) (Kim, 1991)을 비롯한 악틴족 원소를 잘 흡착하다. 주로 4가의 악틴족이온

은 가수분해를 거쳐 진콜로이드를 생성한다 (Newton et al., 1986).  이와 같이 방사

성핵종들이 지하수 조건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화학종은 서로 다른 지화학특헝을 

가질 것이면 궁극적으로는 지하수대에서의 이동성 차이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들 화

학종의 종류, 생성반응 메카니즘 그리고 열역학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방사성핵종의 

이동을 예측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은 미량으로 존재하는 

화학종을 선택적으로 정량할 수 있는 기술을 요구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5가의 악틴족 원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초우란원소의 

용해도는 대게 10
-6
 mol/L 이하로서, 실제로 지하수내에서 아주 미량의 농도로 존재

하고 있다. 이러한 화학종을 측정하는 데는 보통의 측정기술로써는 불가능하므로, 

보다 측정감도가 높은 기술을 요구한다.  미량의 초우란화학종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하고 있는 기술로는 LPAS (Laser-induced Photoacoustic Spectroscopy), 

LTLS (Laser-induced Thermal Lensing Spectroscopy), PALS (Photoacoustic 

Detection of Light Scattering) 및 TRLFS (Time-Resolved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등이 있다.  이러한 측정기술들은 기존의 파괴분석기술과는 달리 비

파괴적인 분광법을 사용하므로 화학종이 갖고 있는 본래의 화학적 상태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과 또한 시료의 전처리가 거의 필요치 않으므로 시료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액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이러한 측

정기술에서는 측정신호세기가 광원의 세기에 비례하므로 레이저광원을 사용하여 측

정감도를 훨씬 증가시킬 수 있다.  종래의 흡광분광분석보다 100 내지 1000배 정도 

높은 측정한계를 나타낸다.  LPAS와 LTLS는 Am(Ⅲ)의 경우에 10-8 mol/l 

(Klenze et al. 1991), TRLFS는 Cm(Ⅲ)의 경우에 10-12mol/L (Torres and 

Choppin, 1984; Kim et al., 1991; Li et al., 1980; Kim, 1990; Nash et al. 1980) 농

도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이 측정기술들은 측정할 화학종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

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TRLFS는 형광을 낼 수 있는 U(Ⅵ)이나Cm(Ⅲ) 등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반면에 형광을 내지 않는 화학종들에 대해서는 LPAS나 LTL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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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있으므로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1) 레이저 유도 광음향 분광분석(LPAS)

   LPAS에서는 펄스형 레이저를 광원으로 하고 시료가 발산하는 음향의 세기를 

측정한다. 광을 용액시료에 조사하면 시료 내 화학종이 광을 흡수하여 여기한 다음 

기저상태로 떨어지면서 여분의 에너지를 형광이 아닌 열의 형태로 발산할 수 있다.  

이를 일컬어 “photothermal effect"라고 한다.  광을 조사하는 순간에는 화학종이 방

출한 열을 받은 관선 주위의 용액이 부피팽창을 하지만 광의 조사가 끝나면 용액은 

열 손실에 의해 부피수축을 한다.  펄스형 광을 사용하면 용액은 부피팽창과 수축

을 주기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압력파, 즉 음향을 발생하는데 이를 piezoelectric 

transducer나 microphone 등과 같은 감지기를 통하여 전기적 신호로 바꾼다.  이러

한 광음향신호는 시료 내에 들어 있는 화학종의 광흡수량, 즉, 농도에 비례하므로 

측정하고자 하는 화학종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고, 또한 신호가 나타나는 흡수파장

으로부터 존재하는 화학종을 결정할 수 있다.  광음향신호의 크기는 조사하는 광의 

세기에 비례하므로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면 Xe 램프 광원보다 100배 내지 

1000배 가량 낮은 농도까지도 측정이 가능하다 (Klenze et al., 1986).

   흄산이 들어있는 지하수에 Am(Ⅲ)를 가하면 아메리슘은 흄산콜로이드에 흡착하

여 가콜로이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LPAS로 관찰하 다 (Kim, 1991).  또한, 여

러 가지 지하수 조건에서 Am
3+
이온의 가수분해반응을 LPAS로 관찰한 결과, 산성

매질에서는 Am
3+ 

이온의 흡수띠가 503.2 nm에서 추가로 나타났으며, pH 7.7 에서

는 Am
3+ 

이온의 흡광 피크가 줄어들면서 510.5 nm에서 Am
3+
(OH)2

+
에 해당하는 흡

수띠가 나타났다 (Stadler adn Kim, 1988).  금속이온의 가수분해반응은 Ph와 금속

이온의 용존농도에 의존하는데, Am(Ⅲ) 가수분해의 경우에 용해도가 pH7 이상에서

는 매우 낮으므로 LPAS 등과 같이 측정한계가 매우 우수한 측정기술로마 가수분

해생성물을 관찰 할 수 있다 (Kim et al., 1987).

   Pu(Ⅵ)의 가수분해 반응에서 다핵가수분해 생성물을 LPAS로 관찰하여 

(PuO2)3(OH)5
+
을 확인하 다.  이때의 실험조건은 NaClO4 매질, pH 6 내지 8 이었

으며, 640 nm에 나타나는 흡수띠를 관찰하 다 (Okajima et al., 1990).  한편, pH가 

1 내지 7 범위 내에서 Pu(Ⅵ)의 1:1 가수분해물에 해당하는 흡수띠를 600내지 700 

nm 사이에서 관찰하 으며, 그 결과로부터 1:1 가수분해물의 가수분해 상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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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로그값으로 -5.2를 얻었다.  추가로 이 pH 범위에서 4개의 구별가능한  화학종

을 확인하 으며, 다행화학종이 존재하고 있음도 관찰하 다 (Okajima et al, 1991).  

플루토늄 중에서 Pu(Ⅴ)는 매우 높은 pH에서만 가수분해반응을 하고, 이 가수분해

물이 빠르게 불균등화 반응을 일으키므로 수용액에서 관찰하기가 어렵다.  Pu(Ⅴ) 

고체상의 용해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수요액상의 흡수스펙트럼을 얻기가 무척 힘들

고, 스펙트럼을 얻기 위해 Pu(Ⅴ)의 농도를 높혀주면 고체상의 침전물로 떨어진다.  

따라서 침전이 생기지 않도록 Pu(Ⅴ) 농도를 낮게하고 LPAS를 사용하여 가수분해

반응과 탄산이온과의 착물반응을 관찰하 다 (Bennet and Nitsche, 1989).

   최근에 U(Ⅳ)의 가수분해반응 및 탄산이온과의 착물형성반응 측정에 Fast 

Fourier Transform 기법을 LPAS에 접합한 T-LPAS를 적용하고 있는데 (Kimura 

et al., 1992), 수용액상에서 측정가능한 용존 화학종의 농도는 10
-4
 mol/L 으며, 이 

값은 기존의 흡광분광분석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10배정도 향상한 측정한계이며, 측

정감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계속하고 있다. 

   네프투늄, 플루토늄 및 아메리슘의 수용액 내 화학거동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LPAS를 응용하고 있다. Np(Ⅴ), Pu(Ⅵ) 및 Am(Ⅲ)의 가수분해반응, Pu(Ⅵ)와 Am

(Ⅲ)의 탄산염착물형성반응, 그리고 Pu(Ⅵ)와 Am(Ⅲ)의 진콜로이드 생성 등을 관찰

하 으며 (Kim et al., 1988) (Kim et al., 1988), NaCl 용액에서 알파선 방사분해가 

Pu(Ⅵ)와 Am(Ⅲ)의 산화-환원반응에 미치는 향을 밝히기도 하 다 (Kim et al., 

1987).

   (2) 레이저유도 광렌즈 분광분석(LTLS)

   LTLS의 측정원리는 LPAS와 마찬가지로 “photothermal effect"를 이용한다.  

LTLS의 다른 점은, 빛을 흡수했던 화학종이 방출하는 열로 인하여 조사하는 광선 

중앙에 위치한 용약의 부피가 가장 많이 팽창하고 그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팽창이 감소하여 마치 렌즈 모양의 profile을 보인다.  이를 광렌즈, ”thermal 

lensing"이라고 부른다. 이 profile은 조사하는 광선 중앙으로부터의 거리함수 이며 

그 위치에 따라 도 차에 의하여 빛의 굴절율 (refractive index)이 다르다.

   만약 새로운 레이저 광선 (검침용 광선)을 렌즈모양의 profile에 조사하면 그 

profile의 모양에 따라, 즉, 화학종의 광흡수 세기에 따라 검침용 광선의 굴절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조사 광선의 흡수가 없는 기준시료에서는 광렌즈 형성이 일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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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므로 검침용 광선이 산란하지 않고 직진하여 모두 광다이오드에 도달한다.  반

면에, 화학종을 함유한 시료에서는 조사 광선 흡수 결과로 광렌즈를 형성하고 검침

용 관선이 부분적으로 굴절하여 광다이오드에 도달하는 검침용 광선의 세가가 감소

한다. 감소하는 정도는 시료의 조사 광선에 대한 광흡수, 즉, 농도가 높을 수로 커

진다.  검침용 광선의 세가감소로부터 시료의 농도를 구하며 이때의 조사 광선의 

파장으로부터 용액 중에 존재하는 화학종을 결정한다.  이 측정기술은 시료에 의한 

검침용 광선의 분산정도를 측정하므로, 아주 소량의 시료를 사용할 수 있다. 

   플로토늄의 산화상태에 따른 HClO4 매질에서의 흡수스펙트럼을 LTLS로 관찰하

다 (Moulin et al., 1988).  이때 사용한 플루토늄의 농도는 5×10
-6 

mol/L 이하

으며, 산화상태에 따라 Pu(Ⅲ)는 610nm, Pu(Ⅳ)는 654 nm, Pu(Ⅴ)는 569nm, 그리고 

Pu(Ⅵ)는 830 nm에서 흡수띠를 나타내었다.  최근에 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에서의 우라늄 검출방법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 는데 이때

의 최소흡수도는 10
-4
cm

-1
이었다 (Delorme, 1991).

   (3) 시간분리 레이저유도 형광분석 (TRLFS)

   TRLFS는 폭이 아주 작은 레이저 펄스를 여기광원으로 하고 발생하는 형광의 

시간에 따른 형광감소를 측정하여 짧은 형광수명을 결정하거나 펄스 광원에 의한 

여기과정이 종료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time gate)한 후의 형광 스펙트럼을 구 

할 수 있다.  몇 개의 화학종이 서로 구별할 수 없는 여기 또는 형광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더라도 형광수명이 서로 다르다면 그 형광수명으로부터 또는 일정기간 경

과후의 여기 또는 형광 스펙트럼으부터 선택적으로 화학종의 종류와 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형광의 세기는 광원에 비례하며 세기가 큰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극미량의 화학종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악틴족 원소 화합물을 TRLFS로 

측정하면 10
-6
내지 10

-12
 mol/L 농도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Kim et al., 1992).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주요 연구대상 악틴족 원소 중에서 형광특성을 가지는 

원소는 Cm(Ⅲ)이며 TRLFS를 많이 적용하고 있다.  Cm
3+
와 흄물질 간의 착물형성

반응에서 Cm
3+
자유이온의 형광수명은 HClO4 매질에서 약 63㎲ 인데 반하여, 자유 

흄산의 life-time은 50 nsec이므로 time-gate를 조절하면 자유 큐륨이온, 자유 흄산 

라간드 그리고 Cm(Ⅲ)-흄산 착물의 형광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측정결과로

부터 착물형성상수를 계산할 수 있다.  Cm(Ⅲ)-흄산 착물형성상수는 상용로그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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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6.22이며,Cm(Ⅲ)-풀빅산 착물은 6.05의 값을 얻었다 (Kim et al., 1991).  이때 사

용한 Cm(Ⅲ)의 농도는 1×10
-7
 내지 2×10

-8
 mol/L 다.  또Cm

3+
 이온의 HClO4, 

EDTA, NaHCO3, 및 Na2CO3 등의 매질에서의 화학적 거동을 연구하는 데도 이 측

정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Klenze et al., 1991).

   (4) 광음향검출에 의한 광산란측정(PALS)

   이 측정기술은 주로 콜로이드의 특성을 관찰하는데 이용한다. LPAS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되 단지 측정방법을 달리한다.  콜로이드 용액에 레이저 광선을 조사

하면 광에너지 흡수에 의한 광음향 압력파 발생과 콜로이드에 의한 광산란이 발생

한다.  압력파는 매질에서의 음향속도로 용액을 통과하여 음향감지기에 도달하는 

반면에, 콜로이드에 의하여 산란한 조사 광선은 음향속도보다 아주 빠른 광속도로 

감지기에 붙어있는 전극(Cu foli)에 도달하여 새로운 음향파를 발생한다.  두 신호 

사이에는 시간적 지연을 가지므로 gated boxcar integration을 통하여 각각의 광음

향신호를 측정할 수 있다.  산란광에 의한 과음향 신호의 크기는 용액 내에 존재하

는 콜로이드의 개수에 비례하므로 시료 내 콜로이드를 크기별로 분리한 시료를 측

정하면 콜로이드의 크기에 따른 도를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실제 지하수 

내에 존재하는 콜로이드의 크기별 농도를 결정하고 있다 (Kim et al., 1991).

   현재는 LPAS와 TRLFS의 측정시스템 구성을 완료하고 응용기술을 확대하고 있

는 중이다.  시스템의 구성을 그림 16 및 그림 17에 나타내었다.  성능시험결과는 

Am(Ⅲ)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Pr(Ⅲ)의 LPAS 측정한계로서 2.66×10
-5
 mol/L를 

보이고 있다. 이를 Am(Ⅲ) 측정한계로 환산하면 2.29×10
-8 

mol/L이다.  이 값은 문

헌에서 밝히고 있는 10
-8
mol/L와 동일한 수준이다.  TRLFS의 성능시험도 문헌이 

나타내고 있는 값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 핵종이동: 악틴족의 수용액 화학에서의 나노기술적 접근 (Kim, 2003) 

   현재 전세계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사용후 핵연료는 22만톤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림 18) 지금까지 많은 문헌에 나와있듯이 수행평가 (performance assessment, 

PA)의 현상태는 일반적으로 장주기 악틴족 원소들의 구적인 고정화이다.  즉 간

단히 말해 악틴족 원소들을 지질학적 기간동안 특정 처분장내에서 ‘화학적으로 몰

살’ 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어떻게 계산적인 결과를 평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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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레이저 유도 광음향 분광분석(LPAS)의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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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시간분리 레이저유도 형광분석 (TRLFS)의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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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이다.  현재 모델링에 의한 예측은 일반적으로 자연수에서 용해도와 광물

표면에 대한 강한 흡착이라는 악틴족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거시적 특성으로 귀착되

고 있다.  이에 따른 또 다른 문제는 “자연은 이러한 예측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

다.

   수용액계에서 악틴족의 화학적 거동은 지구화학적으로 다양한 복함반응에 대해 

전적으로 나노환경이다.  결국 악틴족 수용액 화학은 악틴족 원소들의 참된 화합물 

거동 평가를 위한 나노기술적 접근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개념적 지식은 결국 수

행평가기간 동안에 악틴족 이동 거동의 “자체 검증” 예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나노기술적 접근 (그림 19)은 다각적으로 뛰어난 방법들의 조합을 포함하여 지

난 20년 동안 점차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에 따라 악틴족의 복잡한 화학반응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제 4 절  방사성 핵종의 이동

1. 방사성폐기물처분 안전성과 악틴족 원소의 지하수 중 화학반응

   방사성핵종을 장기간 완전하게 환경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

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이다.  원자로 형태나 연

소도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사용 후 핵연료는 지금 까지 알려져 있는 대부

분의 인공 방사성 핵종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으며 상당히 높은 준위의 방사능을 

갖는다.  예를 들면 
235
U를 3.3%함유하고 있는 농축 핵연료를 경수로에서 연소하면

90
Sr 및 

137
Cs이 주가 되는 

235
U의 핵분열 생성물뿐만 아니라 그림 20에 나타낸 것과 

같이
235
U 및 

238
U의 중성자 포획과 그에 따른 연속적 핵반응에 의해 초우란 원소들

을 생성한다.  결과적으로 3년간 연소한 사용 후 핵연료는 핵분열생성물(3.5%)과 

함께 
238
U(94.3%), 

235
U(0.8%), 플루토늄 동위원소(0.89%), 

236
U(0.46%), 

237
Np(0.05%, 

2.14×10
6
y), 

243
Am(0.012%, 7.37×10

3
y) 및 

244
Cm(0.004%, 18.1y)들이 대표하는 악틴족 

원소들을 함유한다.  초우란 원소들 중에서는 플루토늄을 가장 많이 생성한다.  플

루토늄 동위원소들로서는 
239
Pu(2.41×10

4
y)를 가장 많이 생성하며 

240
Pu(6.4×10

3
y), 

241
Pu(14.4y), 

242
Pu(3.76×10

5
a) 그리고 

238
Pu(87.7y)등을 함께 생성한다.



- 107 -

그림 18. 사용후 핵연료의 전세계적인 축적량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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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레이저 분광학을 이용한 나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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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주요 초우란 동위원소 생성물.  T=반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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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Np은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양은 많지 않으나 자연수 조건에서는 화학적으로 

안정한+5가 산화상태로 존재하여 높은 이동성을 갖기 때문에 지하처분에 따른 안전

성 화보 측면에서 상대적 중요도가 매우 크다.  반감기가 짧은 
241
Pu의 베타붕괴는 

241
Am(433y)을 생성하므로 처분 후에는 아메리슘이 플루토늄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초우란원소가 된다.  
244
Cm는 반감기가 짧아서 플루토늄 다음으로 

사용 후 핵연료의 방사능 준위를 높이는 원소이다.

   사용 후 핵연료를 원자로로부터 꺼내서 저장 또는 처분하는 동안에 방사성 핵종

들은 계속 붕괴하므로 방사선세기도 감소하고 생명체에 줄 수 있는 독성도 감소한

다 (Lewi et al., 1990).  사용 후 핵연료를 직접 처분하지 않고 핵연료로 재 사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회수하고 또 폐기물 양을 감소하기 위해 재처리 공정

을 거칠 수도 있다.  그러나 재처리의 결과로 상당량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제거

할 수 있지만 이들의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하며 또한 나머지 방사성 핵종들에 의한 

독성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재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액체 폐기물을 고화 처리 해야하는 부

차적 문제점도 남긴다.

   사용 후 핵연료 또는 붕소유리나 세라믹 등으로 고화 처리한 재처리 공정 방사

성폐기물은 용기에 담아서 가능한 한 지하수가 존재하지 않는 지하 수백 m의 화강

암층, 이판암층 또는 암염층에 처분하므로써 초우란원소를 비롯한 방사성핵종이 환

경으로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 예측의 신

뢰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방사성핵종의 긴 반감기와 지하수의 존재이다.  초우란

원소의 여러 가지 핵종들은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처분의 안전성 지속 시간이 수 

만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각의 어느 곳에나 미세

한 흐름의 지하수가 존재한다.  모든 물질은 물과 접촉할 때 풍화 또는 부식현상을 

일으키므로 물질 특성 지속시간에 한계가 있다.  방사성폐기물 고화체나 처분장 건

설에 사용한 물질들만으로는 방사성핵종과 지하수의 접촉을 원히 막을 수 없는 

원인 된다.  지하수의 흐름은 방사성핵종이 환경에 도달하는 통로가 된다.  처분한 

방사성폐기물고화체 중의 방사성 핵종은 안전한 방사능 수준까지 붕괴하기 이전에 

필연적으로 지하수와 접하여 이 흐름을 따라 환경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인공구조물

은 핵종의 확산을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완벽한 장벽은 되지 못하고 최종적인 핵종

확산장벽은 지각물질이라고 전제해야 한다.  그러므로 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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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를 선정하기 이전에 후보부지의 지각불질과 이들이 함유하고 있는 지하수가 핵

종의 확산에 어떤 향을 줄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처분 문제를 안고 있는 

각 국가에서는 후보부지를 처분장으로 확정하기 훨씬 이전부터 지역특성에 따른 안

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악틴족 원소 및 핵분열생성물의 지하수중 이동 메카니즘과 화학거동 구명을 

포함한다.

   국내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를 중간저장한다는 것 이외에는 사후관리정책을 결정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용 후 핵연료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한에는 관리정책

에 관계없이 궁극적으로는 지하처분한다고 전제해야 한다.  관리방식과 처분장 선

정은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이를 해서는 후보부지에 처분했을 때를 가

정하고, 안전성을 정확하게 예측해 보아야 한다.  안전성 예측을 위한 기본자료는 

사용 후 핵연료가 함유하고 있는 악틴족 원소와 핵분열 생성원소가 지하수내에서 

가지는 화학거동규명을 포함한다.  본 연구분야는 실험기술이나 이론해석 측면에서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리정책을 확정하기 이

전부터 충분한 연구를 수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처분장과 관리방식을 선

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악틴족 원소를 포함한 방사성핵종이 처분장 구조물을 빠져 나와 지하수대로 유

입하면서부터는 지하수와의 반응결과로 생성한 화학종 형태로 지하수 흐름을 따라 

이동한다.  이때 끊임없이 접하는 지각물질과의 계면에서 흡착, 이온교환 또는 침적 

등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지하수보다는 훨씬 늦은 속도로 환경에 도달한다.  핵종

이 환경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핵종의 절대량, 반감기 등과 비교했을 때, 생물체 내

로 침투할 방사능 준위가 허용수준 이하라면 폐기물처분의 기본목적은 달성하는 것

이다.  이러한 안전성확보 여부는 핵종 이동 메카니즘에 근거를 둔 정확한 핵종 이

동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수식화 한 다음 정확한 수치를 대입하여 핵종의 환경도달 

시간을 계산함으로써 평가한다.  지하수 흐름에 동반하는 핵종 이동 메카니즘과 계

산에 필요한 수치의 확보는 지하수 내에서 각 원소가 갖는 화학거동의 정확한 이해

를 전제로 한다.

   악틴족 원소를 비롯한 모든 방사성핵종의 지하수 내 화학거동은 각 원소와 지하

수의 반응이므로 우선 지하수 자체의 지화학적 변화와 그에 따른 화학조성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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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하수에 원소가 존재하게 될 때 갖는 화학반응을 밝혀야 

한다.  지하수의 특성은 복잡한 물리 화학적 조성을 갖는 지각물질이 결정한다. 우

선 화학적 농도는 낮더라도 매우 다양한 화학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함유 성분은 

아주 낮은 농도에서부터 비교적 높은 농도까지 존재하며 무기물과 유기물 그리고 

균일상 뿐만 아니라 용존 기체나 콜로이드와 같은 불균일상도 포함한다.  콜로이드

는 단순 화합물이 아니라 혼합화합물이다.  이러한 지하수 조성은 통과하는 지하수

대의 지질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지역특성을 반 한다.

   안전성확보 측면에서 사장 우선적인 화학자료는 용존 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열

역학자료이다.  지하수대에서의 용존 농도는 지하수 조건에서의 용해도와 지하수와 

접하고 있는 지각물질 표면에서의 흡착율의 함수이다.  용해도는 원소의 가수분해, 

착물 형성, 산화-환원 반응 그리고 콜로이드에의 흡착과 같은 여러 가지 반응의 복

합적 결과이다.  지하수대와 접하고 있는 지각물질 표면에의 흡착은 용존 농도를 

낮추며, 높은 흡착율에 의해 지하수 흐름보다 낮은 이동속도를 갖게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원소의 지하수중 화학종 형태 그리고 지하수/지각물질 계면의 화학적 

상태에 의존한다.  전자는 용해도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반응의 

복합적 결과이며, 후자는 지하수에 의한 지각물질 표면의 풍화 또는 지하수 성분에 

의한 새로운 광물질 형성 결과이다.

  지하수 중에서 악틴족 원소가 가질 수 있는 일반적 화학거동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하고 있다 (Kim, 1993).

   1) 중성에 가까운(Ph = 4 - 9) 자연수 내에서 산화수가 큰(Z 〉 = +3) 악틴족 

원소는 쉽게 가수분해한다.  그 결과로 +5가 의 악티닐 이온을 제외한 모든 원소는 

10
-6
M 이하의 매우 낮은 용해도를 보인다.

   2) 자연수 중에는 산화수가 큰(Z 〉 = +3) 여러 가지 중금속원소가 악틴족 원소

의 용해도와 비슷한 농도로 존재한다.  이들은 지하수 중에서 악틴족 원소와 경쟁 

반응을 한다.

   3) 지하수 중에 존재하는 탄산염, 흄산/풀빅산염 등은 착물 형성을 통하여 악틴

족 원소가 안정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한다.  가수분해나 여러 가지 착물 형

성 반응들은 서로 평형을 유지한다.

   4) 자연수는 항상 유기 및 무기 콜로이드를 함유하고 있다.  콜로이드의 크기는 

주로 30㎚ 이하이다.  자연수에 침투한 악틴족 원소는 지하수 고유 콜로이드에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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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흡착하여 “가콜로이드”를 형성한다.  “가콜로이드” 상태로 존재하는 악틴족 원소

는 자신의 화학특성을 잃고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을 따른다.

   5) 악틴족 원소와 지각물질과의 지화학적 반응은 악틴족 원소 산화상태의 지배

를 크게 받는다.  지하수 내에서의 각 산화상태의 안정도는 원소마다 서로 다르고, 

산화상태 변화는 지하수의 화학적 조건의 지배를 받는다.  산화-환원 또는 불균등

화 반응 속도는 매우 느리다.

   6)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악틴족 원소의 중요한 미시적 지화학반응은 10
-6
M 이

하의 낮은 농도에서 이루어진다.  그 결과로 지하수 내에서의 화학반응 규명은 감

도가 높은 새로운 화학종 측정방법 개발을 요구한다.

   위에서 언급한 악틴족 원소의 지하수 중 일반적 화학거동을 국내에서의 방사성

폐기물처분과 관련하여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한다.

   1) 국내의 방사성폐기물처분 후보지에서 채취한 지하수 및 지질시료를 사용하여 

화학거동을 밝혀야 한다.  지하수나 지각물질은 지역적 특성을 가진다. 다른 지질조

건을 갖고 있는 외국에서의 연구결과가 화학거동해석의 기본개념을 제공할 수 있으

나 국내 지질조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성 확인자료는 제공하지 못한다.

   2) 지하수 내에서의 악틴족 원소의 화학거동은 기존의 실험실 또는 생산공정 조

건에서 밝혀진 것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악틴족 원소의 화학거동규명은 주기율

표상의 다른 원소들에 비하여 연구역사가 짧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실이 밝혀

져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주로 다량의 악틴족 원소를 분리하기 위한 공정개

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닫힌계는 조성이 단순하나 강한 매질, 높은 농도, 빠른 

반응속도와 같이 측정과 해석이 비교적 용이한 조건이다.  지하수 내 화학거동의 

경우는 실험조건이 아주 달라서, 지하수가 지각물질과 항상 접하고 있는 열린계, 복

잡한 조성, 중성 수용액, 낮은 농도 조건일 뿐만 아니라 실험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매우 느린 반응도 고래해야 하므로 측정과 해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3) 지하수와 지각물질 시료의 채취, 운반, 저장, 조성의 화학분석, 악틴족 원소를 

가했을 때의 화학거동규명 실험 등의 과정에서 화학적 조건뿐만 아니라 물리적 조

건이 지하 현장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미세한 조건 변화가 화학거동 측정 

결과에 큰 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산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 성분의 제어에 

어려움이 크다.  미량 농도에서의 화학거동이면서도 실험계의 교란 없이 측정해야

만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측정방법 선택의 폭이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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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모든 실험결과는 지하현장에서의 지화학 반응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개

별 화학반응규명에 그치지 않고 지하수대에서의 악틴족 원소 이동을 예측하는 자료

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화하여야 한다.  지하수 내 악틴족 원소 화학거동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지하수대에서 일어날 현상의 예측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2. 균일상 화학반응

   지하수로 유입한 악틴족 원소는 지하수성분들과 반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

을 생성한다.  가장 기본적이 형태는 지하수중에 완전히 녹아 있는 진용액(true 

solution)이며 그밖에 콜로이드, 작은 입자, 침전물들이 있다.  진용액과 콜로이드 상

태간의 절대적인 경계구분은 없으므로 두 상태를 서로 분리하는 데 사용하는 한외

막거르게나 투석막의 통과구멍크기에 기준을 두고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균일상화학반응이란 수십 Å 통과구멍크기 (cut-off)의 한외막거르게 또는 

투석막에 걸리지 않는 작은 크기를 가지는 이온이나 화합물들 간의 화학반응이다.  

지하수중 악틴족 원소의 중요한 균일상화학반응으로는 산화-환원반응, 가수분해반

응 및 무기 또는 유기 음이온과의 착물형성반응들을 들 수 있다.  지하수성분에 따

라서는 어느 특정 반응만이 일어날 수도 있으나 여러 형태의 반응이 경쟁적으로 일

어나는 것이 보편적이다. 

   가. 산화-환원반응

   악틴족 원소는 굳은산으로 분류하므로 음이온 리간드와의 화학반응은 유효전하

량의 향을 많이 받는다.  유효전하량은 산화수의 지배를 받으므로 산화-환원반응

은 모든 반응의 기본이 된다.  지하수로 유입한 악틴족 원소는 지하수가 함유하고 

있는 조성성분과의 산화-환원반응에 의해 일정한 산화수를 갖게 된다.  지하수 조

성성분의 산화-환원력은 Eh 값으로 나타낸다.  Eh는 일정한 산소분압 조건에서 pH

의 함수이다.  지하수를 포함한 자연수의 대략적인 pH 범위는 4내지 9.5 그리고 Eh

범위는 -300mV 내지 +500mV로 알려져 있다 (Baas et al., 1960).  이러한 조건에

서 산화수가 변할 수 있는 원소는 네프루늄과 를루토늄 뿐이다.  토륨, 우라늄, 아

메리슘 그리고 규륨은 각각 Th(Ⅳ), U(Ⅵ), Am(Ⅲ), 그리고 Cm(Ⅲ)을 안정한 산화

상태로 유지하므로 지하수 조건에서의 이들의 산화-환원반응은 무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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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환원반응을 밝히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악틴족 원소가 지하수로 유입하 을 

경우에 평형상태에서의 산화상태분료를 예측하기 위한 반응메카니즘 및 열역학자료

를 확보하는 것이다.  악틴족 원소가 일정한 산화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용해도, 

가수분해, 착물형성에 관련한 열역학자료를 측정하고 그 결과로부터 산화-환원전위

로 표현하는 열역학자료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21은 중성(pH = 8), 1M HClO4 

그리고 1M NaOH (pH 14)에서 네프루늄, 플로토늄 및 아메리슘 수산화물의 용해도

를 측정하고 그 결과로부터 계산한 산화전위를 나타내고 있다 (Alard et al., 1980).

   이 값들은 지하수 중에서 악틴족 원소가 가질 수 있는 산화상태 분포를 예측하

는데 매우 용이하지만 아직도 실험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용액중의 산화상태 분포는 공침, 추출크로마토그라피, 이온교환크로마토

그라피, 운반자가 없는 전기 동, 용매추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Nitsche et al, 1988a).

   산화전위로부터 지하수와 같은 중성수용약에서 네프루늄은 Np(Ⅴ)가 인정하며 

플루토늄은  Pu(Ⅲ)가 쉽게 Pu(Ⅳ)로 산화함을 알 수 있다. 플루토늄은 Pu(Ⅳ)에서

부터 Pu(Ⅵ)까지의 산화상태가 공존 할 수 있다.  실제 지하수에서 측정한 용존 플

루토늄의 산화상태는 Pu(Ⅴ) 및 Pu(Ⅵ)의 비중이 높다 (Longworth et al., 1990; 

Nitsche et al., 1987).  이것은 Pu(Ⅳ)가 가수분해를 잘하므로 가수분해물 침전을 생

성하여 용액상으로 부터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지하수 조건에서의 산화반응은 불

균등화반응보다는 알파-방사선 분해의 결과로 보고 있다 (Kim et al., 1987; Kim 

and Buckau, 1986; Magirius et al., 1985; Bueppelmann et al., 1988).  알파-방사선 

분해는 pH와 함께 염소 이온농도의 향을 받는다. 알파선의 세기가 강할수록 용액

의 Eh가 증가하며 이러한 현상은 NaCl 용액 중에 존재하는 알파선 방출 플루토늄 

및 아메리슘 동위원소에서 볼 수 있다.   Pu(Ⅳ)이 Pu(Ⅵ)로, Np(Ⅴ)이 Np(Ⅵ)로 그

리고 Am(Ⅲ)이 Am(Ⅴ)로 산화됨을 정량적으로 측정하 다 (Kim et al., 1987).

   나. 가수분해반응

   가수분해반응은 악틴족 원소들이 지하수와 접할 때 용해와 함께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다.  생성물은 단핵으로부터 다핵 화합물을 거쳐 콜로이드까지 분

포한다. 가수분해물은 지하수 콜로이드에 쉽게 흡착하여 가콜로이드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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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Ⅲ) Np(Ⅳ) Np(Ⅴ) Np(Ⅵ)
+0.155

-1.13
-1.88

+0.447

+0.938

+0.739

+0.15
-0.09

+0.916

+0.60
+0.16

+0.48
+0.15+0.677

Pu(Ⅲ) Pu(Ⅳ) Pu(Ⅴ) Pu(Ⅵ)

+1.043

+0.65
+0.34+1.013

+0.982

-0.39
-1.04

+1.170

+0.70
+0.52

+1.076

+1.639

-
+1.1

Am(Ⅲ) Am(Ⅳ) Am(Ⅴ) Am(Ⅵ)

+1.043

-
+0.9+1.694

+2.34

-
-0.50

+1.10

-
+0.7

+1.721

그림 21. 1M HClO4(윗그림), pH 8(중간그림), pH 14(1M NaOH, 아래그림)에서 Np, 

Pu, Am의 산화전위 다이아그램



- 117 -

 (Kim et al., 1984).

   가수분해반응은 다음과 같이 일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xAn
m+
 + yOH = Anx(OH)y : βxy

   여기서 An은 악틴족 원소를 나타낸다.  가수분해반응은 굳은산인 악틴족 원소와 

굳은염기인 수산이온과의 반응이므로 유효전하량크기와 동일하게 An(Ⅳ) > An(Ⅵ) 

> An(Ⅲ) > An(Ⅴ)의 반응성 경향을 보인다.  AnO22+가 An3+보다 유효전하량이 

크다는 것은 악티닐 이온이 선형구조 (O-An-O)2+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AnO2
2+
와 AnO

2+
의 유효전하량은 각각 + 3.1 ± 0.1와 + 2.3 ± 0.2이다.  일차가수분

해물은 수용액 중에서 매우 불안정하여 중합반응을 일으키거나 다른 분자 콜로이드 

또는 고체표면과 OH를 다리로 하여 상호 작용한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낮은 농

도에서 악틴족 원소를 취급하는 실험결과가 용기기벽, 전극, 걸름막 등에의 흡착 때

문에 상당한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가수분해물은 An(Ⅴ)과 An(Ⅵ)의 경우에는 

An(OH)y
m-y

(y > m)의 음전하를 띤다 (Lierse et al., 1985).  An(Ⅴ)을 제외한 An

(Ⅲ), An(Ⅳ) 그리고 An(Ⅵ)은 모두 다핵 가수분해물을 생성할 수 있다 (Allard et 

al., 1984).

   단핵 화합물을 생성하는 가수분해상수 측정은 다른 착물형성상수 측정보다는 용

이하지만 다핵 화합물을 생성할 때는 가수분해물들 각각의 조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없으므로 매우 어렵다.  단핵 및 다핵 가수분해물 그리고 

콜로이드들을 상호분리하는 방법으로는 한외거르기 및 한외원심분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수분해물의 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분광학적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가수분해물의 용해도적이 매우 낮기 때문에 레이저유도 광음향 분광분석기와 같이 

측정한계가 매우 우수한 분석기기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지하수 중 악틴족 원소의 화학반응 규명

   지하수 중 악틴족 원소 화학반응규명 목적은 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부터 악틴

족 원소가 지하수로 유출하여 지하수대를 타고 생물환경으로 접근하는 것을 예측하

는데 필요한 반응메카니즘고 열역학자료의 확보이다.  악틴족 원소 이동 예측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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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지하수대 조건에서 용해도와 흡착율을 바탕으로 용존농도를 계산함으로써 가

능하다.  용해도는 지하수 조건에 따른 용존화학종 형태와 생성하는 안정 고체상 

종류에 의존한다.  흡착율은 용존 화학종 형태 그리고 지하수대 구성 광물질의 종

류와 표면의 화학조건은 지역특성을 반 한다.  이것은 화학반응 규명의 최종 결과

가 처분 현장 시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하수 중 악틴족 원소 화학반응규명 내용은 그림 2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반감기, 사용 후 핵연료 중의 존재량, 지하수의 산화-환원력 그리고 이동가능성 측

면에서 볼 때 Np(Ⅴ), Pu(Ⅳ), Pu(Ⅴ), Pu(Ⅵ), Am(Ⅲ), 그리고 Cm(Ⅲ)가 화학반응

을 규명해야 할 주요 대상 악틴족 원소이온이다.  자연에서 존재하면서 이들과 유

사한 화학반응성을 가지는 U(Ⅳ), U(Ⅴ),Th(Ⅳ), 그리고 Nd(Ⅲ)을 비롯한 란탄족원

소를 보조원소로 이용한다.

   용액상에서의 화학반응에 있어서는 가수분해, 탄산염착물형성, 산하-환원반응, 

그리고 고체상형성에 관련한 반응 메카니즘과 열역학 자료의 확보가 주요 연구내용

이다.  그밖에 지하수 조건에 따라 인삼염, 황산염, 할라이드 이온과의 착물형성 그

리고 이온쌍형성을 추가하여야 한다.  본 반응들은 총체적으로 악틴족 원소의 용존

화학종 분포, 용해도 그리고 용해도결정 고체상을 제시한다.  용액매질은 우선 조성

이 간단한 중성 수용액을 사용하여 기본적 자료를 확보한 다음 다 성분이지만 조성

을 알고 있는 합성지하수 그리고 조성을 완전히 밝힐 수는 없는 현장 지하수로 확

장하여 확보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

   고체상 화학반응에 있어서는 지하수와 접하는 광물질과 지하수 콜로이드가 연구

대상 시료이다.  이들이 지하수와 같은 중성수용액과 접할 때 일어나는 풍화 반응

과 같은 표면화학반응의 메카니즘과 열역학 자료의 확보가 주요 연구내용이다.  현

장시료 분석으로부터 유추하여 존재 가능성이 높은 단순 광물질 그리고 이들로 이

루어진 모델 콜로이드로부터 시작하여 현장시료에서 분리한 광물질과 지하수 천연

콜로이드로 확장하여 확보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보완해야한다.  무기 콜로이드

의 대표적인 모델로서는 시리카, 알루미나, 수산화철 그리고 이산화망간들이다.  악

틴족 원소 흡착 측면에서는 무기 콜로이드보다는 흄산이 대표하는 휴기 콜로이드의 

중요도가 더 크다.  어느 지하수에나 존재하는 흄산은 착물을 형성하는 음이온이면

서도 거대분자가 가지는 콜로이드 특성을 가진다.  흄산과 같은 부류로 분류하는 

풀빅산은 콜로이드 특성이 떨어진다.  흄산 및 풀빅산의 모델로서는 Aldrich C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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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AL WATER SYNTHETIC
GROUND WATER

SITE
GROUND WATER

HYDROLYSIS INORGANIC
COMPLEXATION

ORGANIC
COMPLEXATION

REDOX REACTION

carbonate
phosphate
sulfate
halide

humate
fulvate

[LIQUID PHASE]

FEED BACK

FEED BACK

SOLUBILITY

ADSORPTION

[LIQ./SOLID INTERPHASE]

THERMODYNAMIC

DATA BASE

SPECIES
DISTRIBUTION
CALCULATION

SPECIES
DISTRIBUTION
VERIFICATION

SOLID PHASE WEATHERING COLLOID
CHARACTERIZATION

ACTINDE SOLID MODEL MINERALS BACKFIL MATERIAL SITE MINERALS

SiO2, Al203,
FeOOH(aq), MnO2

[COLLOID AND SOLID PHASE]

[ACTINIDES] [TECHNIQUES]

U(Ⅳ, Ⅵ), Th(Ⅳ), Nd(Ⅲ)

Pu(Ⅳ), Pu(Ⅴ), Pu(Ⅵ),
Np(Ⅴ), Am(Ⅲ), Cm(Ⅲ)

ULTRA CENTRIFUGE, ULTRA FILTRATION, COPRECIPITATION,
SOLVENT EXTRACTION, ELECTROPHORESIS, CHROMATOGRAPHY,
SPECTROPHOTOMETRY(UV-VIS-NIR, PAS, LIPAS, LIFS, RAMAN)
RADIATION COUNTING, SCANNING RADIOGRAPHY,
XRD, SURFACE ANALTSIS

그림 22. 지하수 중 악틴족 원소들의 화학반응규명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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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판매하는 사약을 사용할 수 있다.  용액상 및 고체상에서의 화학반응규명 결과 

두 상이 접하는 계면에서의 화학반응, 즉, 흡착과 탈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반응메카니즘에 때라 흡착율 예측모델을 만들고 열역학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했을 

때 그 결과가 실험적 결과와 일치하여야 한다.  차이점이 나타나면 보충 실험에 의

해 반응 메카니즘과 열역학자료를 수정하여야 한다. 

   지하수 중 악틴족 원소 화학반응규명 과정은 그림 23과 그림 24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연구과정은 크게 현장시료 확보전과 확보 후로 나눌 수 있다.  확보전 과

정에서는 기존 발표자료 분석, 실험기술 확보 그리고 모델 시료를 사용한 단순조건

에서의 화학반응규명이 이루어진다.  확보 후 과정에서는 확보전 과정에서 얻은 화

학반응규명 결과를 현장시료에 적용하여 신뢰성을 확인하고 보완함으로써 지하수 

조건에서 악틴족 원소 용존 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열역학자료집을 작성하는 과정

이다.

   확보전 과정은 중성수용액중 화학종변화규명과 고체상/중성수용액 계면에서의 

화학반응규명으로 나눌 수 있다.

4. 유기물의 향 

   ∙방사성 핵종의 이동에 있어서 미생물과 유기물의 향 (Pedersen, 2003)

   미생물은 단일 세포규모에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하나의 완전한 생

명 순환을 갖는다 (그림 25).  미생물적으로 전달되는 반응들은 전체적으로 혹은 부

분적으로 퇴적물, 토양, 호수, 지하수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하고 수많은 환경의 화학

조성을 조절한다.  미생물은 물 환경에서 고착되지 않고 수동적으로 부유하거나 활

발하게 유 하는 플랑크톤과 같은 세포형태로 존재하거나 고체 표면에 고착되어 나

타난다.  모든 미생물의 생명순환은 무기화합물 또는 유기화합물의 산화작용에서 

기인한 화학에너지에 의해 진행되는 신진대사작용에 근거한다.  에너지를 얻기 위

한 산화작용은 환원작용이 수반되는 전자 수용체가 (산소, 질소, 황, 철, 망간) 필요

하다 (그림 26).  이러한 반응은 환원성의 외부 전자 수용체가 사용될 때 호흡작용

이라고 하며, 전자들이 원래의 에너지원 (설탕부터 알콜, 이산화탄소)의 분해 산물

들간에 뒤섞여 있을 때 발효작용이라고 한다.  미생물체는 열역학 법칙을 따라야 

하지만 이들은 완전히 궤변적인 법칙들을 따르기 때문에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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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지하수 중 악틴족 원소들의 화학반응규명 과정 흐름도 (시료채취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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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지하수 중 악틴족 원소들의 화학반응규명 과정 흐름도 (시료채취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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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유기생명체의 분류 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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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에너지를 얻기 위한 미생물체의 신진대사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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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복잡한 법칙들의 각각의 구조적 조합을 이해해야 한다 (그림 27, 표 4).

   미생물들은 자연환경에서 방사성 핵종들의 유동성을 심각하게 변화시킨다.  미

생물적 반응들은 반응의 유형이나 미생물체의 상태에 따라 유동화 혹은 비유동화작

용을 하게 된다.  이들이 생체막에 부착되었을 경우 착화합물을 생성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도를 저하시킨다.  플랑크톤과 같은 세포들은 방사성 핵종들의 이

동도를 향상시켜 생체 흡착 혹은 생체 축적 방사성 핵종이 된다.  미생물적인 반응

들은 지질환경에서 방사성 핵종의 이동에 직, 간접적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  직

접적인 향은 미생물체와 방사성 핵종간의 접촉부에서 이들의 종이 변화하는 결과

를 포함한다.  간접적인 향은 미생물의 신진대사에 의해 발생된 환경변화에 의해 

야기되는데 이러한 환경변화가 방사성 핵종의 이동 특성에 향을 주게 된다.  모

든 미생물적인 반응들은 생체 흡착을 제외하고는 활동적인 신진대사를 필요로 한

다.  따라서 방사성 핵종의 이동에 대한 미생물적 반응들의 향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미생물적인 에너지 변환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생물체는 유기물

을 생성하고 또 소비하기 때문에 방사성 핵종의 이동에 대한 유기물의 향 역시 

미생물체의 활동성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5. 국내 처분장 관련 현장 실험 및 대규모 실험 

   심부지하의 화강암은 암반이 균일하고 균열이 극히 적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기에 적함한 모암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화강암층이 매우 발달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지하 수백미터 아래 화강암층에 처분장을 건설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경우 처분장은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유입된 지하수로 

포화되며 처분장내의 지하수에 녹은 핵종은 처분장을 관통하는 지하수와 함꼐 지하

균열을 따라 이동한다.  이때 지하수를 따라 이동하는 지하수내의 핵종의 최고농도

는 처분장 조건에서의 핵종의 용해도에 의해 결정되며 이 용해도는 처분장의 안전

성평가에 필수적인 정보이다.  특히 처분안전성 평가에서 중요한 악틴족 계열의 핵

종의 용해도는 지하수의 지화학 조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평가

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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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미생물체의 작용 및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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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생물체의 작용

Microbes in this 
process are in the 
following state(s): 

This action of this 
microbial process 

on radionuclides is:

This process 
requires an 

active microbial 
energy driven 
metabolism: 

 
Microbial processes that 
influence radionuclide 

migration 

planktonic biofilm direct Indirect yes no 
Immobilisation processes       

Sorption  x x   x 
Mineralisation x x  x x  
Accumulation  x x  x  
Transformation x x x  x  
Metabolic red-ox reactions x x  x x  

Mobilisation processes       
Metabolic red-ox reactions x x  x x  
Sorption x  x   x 
Accumulation x  x  x  
Production of complexing 
agents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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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 유사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심부지층처분에 대한 장기적인 안전성확보를 위해서 선진 

각국들은 다양하고 수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현

안문제로 대두되는 과제 중의 하나는 안전성 정도를 실제로 어떻게 보여주며 또한 

입증할 수 있는가이다. 즉, 폐기물처분의 특징은 방사선적 안전성확보에 요구되는 

기간이 수십 만년 이상의 지질시대에 준 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것

이며, 또한 자국의 지질환경 특성에 알맞은 처분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과 처분

안전성에 관한 모든 기술적평가 과정 및 결과는 원위치(in-situ)에서 실증되어야 한

다는 점이다. 특히, 고준위폐기물 처분의 경우 가시적인 실증 사례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련 시험방법 및 해석기술을 개발하고 처분사업이 착수되기 이전에 이러

한 기술에 의한 실증 결과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처분장의 성능평가 과정에 적용되는 모든 입력인자들은 실내 및 현장시험 조사 

등을 통해서 취득되는데, 이 과정은 대부분 제한된 시간과 공간 내에서 당시의 기

술수준에 의존해서 구해진다. 이렇게 얻은 정보나 자료를 안전성 평가에 요구되는 

시간 및 공간 규모로 유추하여 외삽(extrapolation)할 경우, 실제 현상과의 괴리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실내 및 현장시험 연구가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는 가장 직접적이고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지만, 보다 

현실성에 가까운 시․공간적인 규모의 틀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처분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일련의 변하 또는 

진화 과정과 유사한 현상을 상당한 시간 및 규모로 진행되는 것을 자연환경에서 발

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방사성폐기물 처분분야에서는 ‘자연유사(natural 

analogue)’라 한다. 

   자연유사연구는 실험실 규모의 시․공간적인 범위를 훨씬 초월하는 규모로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 처분안전성과 유사한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처분장

의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평가 모델을 입증하는 모델확인 방법을 말

한다. 자연유사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기대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데, 우선 자연유사

연구를 통해 폐기물 용해나 핵종과 암반의 상호작용과 같은 과정에 대한 평가 모델

이 실제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처분장 주

변에서 핵종의 장기간 거동 및 향의 예측에 있어서, 일반에게 그 신뢰도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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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유사연구 역시 수

리지질학 및 지구화학 등 자연환경의 초기 조건 및 진화과정 등을 명확히 알 수 없

다는 것과, 자연현상의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는 지하수유동 등 수리지질학적 특

성을 규명하는데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처분장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예측을 입증하는 방법으로서 자연유사연구 외에 

현재로서는 다른 적당한 대안이 불확실 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꾸준하게 진행되

고 또한 요구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개념은 다중방벽개념을 수용하여 생태계로부터 방사

성핵종의 방사능이 허용기준 이하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한 장기간 이동을 저지, 지

연 및 희석시키므로써 처분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처분부지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는 지하수 유동경로와 유동경로내에서 흡착을 좌우하

는 암반의 물리적 및 화학적인 특성이다.

   핵종의 이동 및 지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암반의 이러한 특성은 핵종의 이

동이 시작되는 장소, 즉 지하심부에서의 원위치 물성으로 결정된다. 처분부지의 선

정은 원위치 물성이 폐기물처분에 적합한 가를 시험하는 것이 포함된다. 방사성폐

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처분하기 전에, 폐기물을 지하에 매

설하 을 때 핵종이동이 장기간 동안에 주변 자연환경에 의해 어떤 향을 미치는

지 예측하는 것이다. 자연유사 연구의 효과적인 이용은 지질학적인 긴 시간이 경과

하는 동안에 방사성핵종 이동의 누적된 향을 실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도 유

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우라늄 광상은 자연상태에서 방사능을 띤 광물질이 일정

량 이상 부존하는 곳으로 이는 원자력에너지의 원료 공급원으로서 중요성뿐만 아니

라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연상태에 방사성물질이 적치 또는 매설되어 있는 것과 유

사한 경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옥

천층군 내에 부존하는 우라늄 광상은 한반도 중심을 횡단하는 광범한 지역(120Km)

에 걸쳐 발달하며, 환경적인 면 뿐만 아니라 자연상태에서 방사성핵종들의 지화학

적 거동특성을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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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지화학 및 이동(transport) 모델링

1. 악틴족 원소의 열역학 데이터 필요성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악틴족은 장반감기 핵종으로 그 유독성이 장기간

에 걸쳐 존재하므로 심부지하환경 조건에 대한 악틴족의 거동의 이해는 고준위폐기

물 처분 안전정 연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다. 지화학 코드와 함께 열역

학테이터는 다양한 지화학 조건에서 핵종의 종분화와 용해도의 계측을 가능하게 해 

줄 뿐 아니라 자연조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지화학 반응의 정량화를 허용한다.  

따라서 열역학 데이터는 처분환경하의 다양한 지화학 반응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

한 정보이다.

   고준위폐기물 (High-Level Radioactive Waste, HLW)에 존재하는 유독성 핵종

의 원천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악틴족 원소 (actinides)및 핵분열생성물

(fission product) 핵종이다.  고준위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화학적 상태는 그

들의 산화수 (oxidation state)를 기준으로 Ⅰ가에서 Ⅶ가로 분류된다 (그림 28).  이

러한 분류체계하에서 핵종들은 크게 두가지 특징을 가진다.  하나는 산화수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화학적 거동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이온의 유효 전하량에 따

른 화학반응식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실험실에서나 자연에 존재하는 각 핵종의 특

징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Ⅰ및 Ⅱ가의 금속이온에 대한 지화학적 

특성은 이들 이온들이 자연 지하수 및 암석에 존재하는 주요 구성물질의 하나이고 

대개의 경우 가역반응을 수반함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다.  이 그룹에 속하는 핵종

들로 중요한 것은
137
 Cs(Ⅰ), 

90
Sr(Ⅱ), 및 

238U
(Ⅵ)의 방사능붕괴 생성물인 

226
Ra(Ⅱ) 

이 있다.  이들 핵종들은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그들의 열역학적 거동은 알칼

리 킻 알칼리토금속에 속하는 이온들의 화학적 체계와 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한편 악틴족 원소는 대개의 경우 주변 환경에 따라 Ⅲ가에서 Ⅵ가 사이에 존재한

다.  이들 핵종들은 다양한 형태의 지화학 반응을 수반함으로 특성 파악이 매우 어

렵다.  다행이 Ⅵ가의 핵종들은 자연조건 아래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우라늄의 경우 특성 파악이 매우 잘 되어 있다 (Grenthe et al, 1992).  동일한 산화

수의 초우란 계열의 핵종들도 특성 파악은 비교적 쉽게 가능하다.  
99
Tc은 Ⅶ가로 

존재한다면 TcO4
-
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천연 지화학 환경에서 반응성이 매우 약하

다. HWL 처분장이 존재하는 심부지하와 같은 환원환경 아래에서는Ⅴ가, Ⅵ가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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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자연 지하수계에서 이동도를 조절하는 방사성 핵종의 화학적 상태 및 특

성

아니라 Ⅶ가의 핵종도 Ⅲ가 또는 Ⅳ가로 환원된다.  Ⅳ가에 속하는 대개의 핵종들

은 중성 역에서 용해도가 극히 적어 지하수에 극미량으로 존재하고 콜로이드를 

형성하는 등 매우 복잡한 성질을 띠어 실험적으로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 (Kim, 

2000).

   HWL에 포함되어 있는 핵종들, 특히 악틴족 원소의 열역학데이터는 지화학조건

에서 핵종의 종분화와 용해도의 예측을 가능하게 해 줄 뿐 아니라 자연조건에서 일

어나는 복잡한 지화학 반응의 정량화를 허용한다.  따라서 열역학데이터는 처분환

경하의 다양한 지화학적반응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이다. 대개 열역학데이터

는 용액에서의 착화합물의 반응상수, 침전-용해반응에 대한 solubility product 용액

과 매질의 계면에서 일어나는 흡착 반응상수 등으로 구성되며, 표준상태 (온도℃, 

이온강도 0M)의 값으로 표시된다.  표준조건과 다른 조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열역학데이터, 예를 들면 온도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엔탈피, 엔트로피, 열용

량상수가, 이온강도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적용모델에 따라 SIT parameter, Pitzer 

parameters가 추가로 필요하다.  한편 용해도는 천연지하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간단한 용액을 이용한 실험으로부터 구해 왔다.  그러나 실제 천연지하수 조건에서

의 용해도의 직접적인 측정은 용액 중에 존재하는 많은 이온들의 상호 작용으로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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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따라서 천연 지하수 조건에서의 용해도나 speciation의 예측은 지화학코드

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 경우 적용되는 열역학데이터의 정확성에

따라 계산 결과의 신뢰성이 결정된다.

2. 악틴족 원소의 열역학 모델링 개발 및 응용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위치하는 지하 환경에서 폐기물의 주요 구성 성분인 악

틴족 원소들의 용액화학 특성은 지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수산기, 탄산기 등의 각종 

무기리간드와의 착화합물 형성 및 가수분해반응에 의해 지배된다.  지난 10년 동안 

Ⅲ, Ⅴ, Ⅵ가의 악틴족 원소 특히 Am(Ⅲ), Cu(Ⅲ), Np(Ⅴ), U(Ⅵ) 이온의 수용액계 

species에 대한 생성반응 데이터는 많은 축적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실험의 어려

움 때문에 Ⅳ가 이온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높은 전하량으로 인해 

Ⅳ가 악틴족 이온은 수용액 내에서 가수분해 되거나, 다핵 착화합물 또는 콜로이드

를 형성하려는 성질이 강하며, 더구나 Ⅳ가 산화물이나 수산화물의 용해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spectroscopic 방법에 의한 수용성 species를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U(Ⅳ), Np(Ⅳ), Pu(Ⅳ)는 쉽게 산화된다.  이와 같이 실험에 의한 직접적 측

정 방법의 어려움은 다양한 모델링을 토한 예측 방법의 개발을 야기시켰다. 예를 

들면, Bjerrum(1957)는 연속되는 착화 반응상수의 상대적 비에 대한 통계적 처리를 

도입하 으며, Choppin (1983, 1999)은 산화수 상태의 유사성과 악틴족 원소 및 리

간드의 물리적 상관 관계를 제시하 다.  그러나 이런 방법의 적용은 보통 한 개의 

리간드에 대한 반응상수 즉 β1
0
의 계산으로 제한된다.  보다 많은 개수의 리간드와

의 착화반응상수를 위해 보다 세련된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Brown and 

Wanner(1987)에 의해 적용된 금속 이온착화반응에 대한 통합이론이 그것이다.  이

와는 다른 개념인 hard sphere이  Moriyama et al. (1994, 1999)에 의해 제시되었

다. 이 모델은 리간드외 금속이온에 대한 각각의 유효전하량 및 리간드와 금속이온 

사이의 dielectric 상수에 대한 경험적 매개변수 값을 기존 실험데이터로부터 구하는 

방법이다. 위의 각각의 모델들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기의 제약 점에도 

불구하고 실험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반응상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러나 3개 이상의 동일 리간드와 결합하는 약티나이드의 complexes에 대한 반응상

수는 작주 이들 모델과 실험데이터 사이에서 큰 괴리가 발생하 다.  이를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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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최근 Neck and Kim (2000,2001a)에 의해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실험데이터

와 잘 일치하는 electrostatic interaction 모델이 개발되었다.  이 모델은 3개 이상의 

동일 리간드와 결합하는 악틴족 원소 착화물의 반응상수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더러 동일한 리간드에 대한 매개변수 값을 알면 산화수 상태나 악틴족 원소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며, 매개변수의 수를 가능한 줄이

고 열역학 이론을 근거로 모델이 전개되고 있어 일종의 semi-empirical 모델로 볼 

수 있다.

3. 악틴족 원소의 열역학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처분환경에서 핵종의 speciation 이나 용해도, 반응특성을 정량적으로 모델링하

는 것은 관련 현상의 이해를 위한 첫걸음이다.  자연환경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인 

침전-용해반응, 산화-환원반응, 산-염 반응의 모델링은 처분환경에서 지하수에 분

포된 각종 핵종의 평형농도와 용해도를 계산하면, 이를 위해서는 순수물질 뿐 아니

라 수용액 내의 여러 complexes에 대한 반응 열역학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현재까

지 수용액 시스템의 광범위한 조건변화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종합적 데이터베

이스는 아직 없다.  각 기관과 국가에서는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데

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으나, 동일한 species에 대한 반응데이터라도 데이터베이

스에 따라 그 값이 천차만별이다.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독립적으로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와 지화학코드에 통합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두 종류가 있

다.

OECD/NEA의 열역학데이터는 독립적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적이다.  Source별로 상

이한 데이터에 대한 해당 전물가들의 심도 있는 평가를 거쳐 최적의 데이터를 도출

하 으며 그 결과를 책으로 출판하 다.  현재까지 U (Grenthe et al., 1992), Am 

(Silva et al., 1995) Tc (Rard et al., 1999), 및 Np and Pu (Lemire et al., 2001)에 

관한 책이 시리즈로 출간되었다.  2002년 말경에 U에 대한 개정판이 발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ECD/NEA 데이터는 개별 species의 생성 Gibbs에너지 뿐 

아니라 주요반응에 대한 반응상수, 일부 species에 대한 열용량, 엔트로피, 엔탈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OECD/NEA 데이터의 큰 특징은 보조반응을 포함한 모든 반응의 반응상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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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ency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국의 Harwell/Nirex에서 개발한 Hatches  

(Bond et al., 1997)도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하나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지화

학코드 PHREEQE (Parkhust et al., 1980) 및 EA3/6 (Wolery, 1979)와 연계하여 모

델링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Hatches는 U, Th, Pu, Np, Am 뿐 아니라 

Cs, Ru, Tc, Sr을 포함하여 총 1176개의 수용성 화합물과 772개의 고체에 대한 반

응정보를 담고 있다.  수록된 데이터의 상당 부분은 실험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실험데이터가 없는 일부 데이터는 모델링에 의해 계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HATCHES는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이외에도 유럽연합 공동으로 추진한 CHEMVAL project (Read, 1995)에서 도출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CHEMVAL project는 동일한 시스템의 해석이라도 사용된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speciation에 

큰 향을 주거나 방사선적으로 주요하다고 인식되는 species에 대한 열역학데이터

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최적의 값을 구축하는 것과 동이에 수용액 시스템에서의 

speciation 모델링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데이터베이

스는 약 640개의 수용액상의 species와 350개의 광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천연 지하수에서 의 악틴족 원소나 중금속에 데이터가 많은 부분 보강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데이터가 실험적 근거 없이 모델링에 의해 평가되었고 체

계적인 후속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현재는 그다지 활용되지 않는다.  스위스의 

NAGRA는 자국의 처분을 휘한 지화학 모델링을 위하여 자체적인 열역학 데이터베

이스 NAGRA/PSI를 구축하 다 (Pearson et al., 19992; Peraron and Waker, 1999). 

NAGRA는 내부적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는 지화학코드 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데이터간의 상호 전환이나, 데이터의 지속적인 유지관

리를 위해 PMAT라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NAGRA에서 가장 자

주 사용되는 PHREEQC를 위한 데이터 파일 NAGPSI_1.DAT를 작성하 다.  이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PHREEQC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NAGPSI_1.DAY의 일부

가 PSI web site (www.1.psi.ch/~curti/frameset_home.html)에 공개되어 있으며, 현

재 Am, MO, Nb, Ni, Np, Pb, Pu, Sn, Tc, Zr, Citrate(CIT), EDTA, NTA, 

Oxalate(OX)에 대한 데이터는 검증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AGRA/PSI 데이터는 국의 HATCHES 데이터베이스 보다는 그 규모가 크지 않

으나,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 135 -

알려져 있다.

   한편 컴퓨터 코드와 통합된 데이터 베이스로 대표적인 것으로 EQ3/6 (Wolery, 

1979), MINTEQA2 (Frlmy et al., 1984)가 있다.  EQ3/6는 수용액 시스템의 화학평

형을 계산하기 위한 코드로써 각종 성분 및 화합물에 대한 데이터 파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데이터의 보강으로 현재 22번WO version까지 발표되었다.  이 코

드는 OECD/NEW Data Bank에서 회원국이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MINTEQ는 코드 WATEQ와 MINEQL을 통합한 코드로서 열역학 데이터 파일을 

포함하고 있다.  이 코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 조건 아래에서 기대되는 지하수내의 

방사성 핵종의 용해도 및 speciation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로 적용된다.

4. 착화합물의 모델 실증 : 일곱 개의 핵종 흡착 dataset의 모델 비교 (Davis et al, 

2003)

   OECD/NEA의 흡착 모델 프로젝트는 1995년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수행 평

가 (Performance Assessment) 분야에서 흡착 구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

학적 모델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현재 흡착 모델 프로젝트는 

모델 비교를 위한 조직과 모델 시연 연습을 포함하고 있다.  일곱 개 핵종의 흡착

에 대한 dataset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주요한 방사성 원소의 흡착에 초점을 

맞춘 문헌에서 채택되었다.  이 dataset은 1)단일 광물의 상과 복합 광물 조립, 2) 

점토광물과 산화광물, 3) 제한된 화학적 환경과 다양한 화학적 환경, 4) 경쟁 복합

화 효과와 물의 복합 효과 등과 같은 다양한 특성과 주요 시스템들을 모사하기 위

한 착화합물 모델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12개국에서 온 12개의 

모델 그룹이 모델링 결과를 제안하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조직의 참여에 의해 선택

되었으며 각 그룹들은 다양한 모델링 접근법을 사용하여 선택된 흡착 데이터를 해

석하고 예측하 다.  이 결과들은 데이터 구현의 정확성 뿐 만 아니라 모델의 복잡

성, 조정변수의 갯수, 수행평가(Performance Assessment) 적용을 위한 모델의 타당

성을 기준으로 평가받았다. 

   모델의 주요 요점은 간단하고 화학적으로 적합한 모델이 지역 특성, 복잡함, 다

중 광물 조립의 다양한 화학적 상태의 흡착 datasets를 잘 구현할 수 있는지에 달

려 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모델에서 적용되는 변수들은 실험실이 아닌 현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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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실험조건과는 다른 광물조합에 적용할 수 없으나, 하나의 광물이 흡착을 지배

한다는 제한된 경우, 예를 들면 천연의 벤토나이트그룹에서 몬모릴로나이트의 경우, 

가능성 있는 결과가 모델 파라미터의 적용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데이터 구현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전기적 이중층 효과 (EDL)의 교정된 흡착 모델이 두 개의 단일 

광물 과 복합 광물 조합을 위한  비정전기 모델보다 약간 좋은 결론을 냈다.  EDL

을 적용한 모델은 추가적인 조정 파라미터를 조금 갖고 있는데, 삼중층 모델이 확

산층 모델에 비해 화학적 상태의 넓은 규모까지의 data에서 조금 발전된 수행이 가

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점토광물에 의한 핵종의 흡착은 이온교환과 착화합 반응

을 고려하는 모델을 요구한다. 

   흡착 모델 프로젝트는 또한 초기 모델의 파라미터를 결정에 주요한 향을 미치

는 광범위의 화학적 상태의 복합 광물 조합에 대한 핵종 흡착에 대한 연구가 미비

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계기를 가져왔다.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더욱 발전된 

연구는 환경적으로 대표될 수 있는 주요 모델링 변수를 획득하기 위한 특성화 방법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5. OECD/NEA 열역학 자료 구축 프로젝트: 자료선택 방법론, 현재 상태와 미래의 

기대 (Mompean et al, 2003)

   OECD NEA TDB 프로젝트에 따르는 데이터 선택 방법론이 화학적 열역학 분

야에서 실험 데이터의 광범위한 자료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보존하는데 도움을 준

다.  데이터 선택을 위한 자세한, 문서화된 평가 과정은 더욱 심화된 연구를 위한 

주요 참조문헌으로서 또는 현재 필요성의 유용한 지시자로서 TDB 보고서들의 전

체적인 인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표 5). 

   OECD 원자력 에너지국(NEA)의 열역학 프로젝트는 선택된 화학적 원소들에 대

해 가능한 포괄적인, 내부적으로 일치되는 그리고 질적으로 보장되는 화학적 열역

학 자료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자료체계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스

템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모델링에 대한 필수적인 항목의 생산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1984년에 이 프로젝트가 처음 만들어 졌을 때부터, 현재 OECD 회원국의 방사

성 폐기물 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17개의 조직으로부터 협조를 받고 있고, OECD 

NEA의 보호를 받는 반(semi)자율적인 현재 조직으로 이르기까지 발전해 왔다.



- 137 -

ANSTO, Australia FZK, Germany NAGRA, Switzerland

NIRAS/ONDRAF, Belgium PNC, Japan PSI, Switzerland

RAWRA, Czech Republic ENRESA, Spain BNFL, UK

POSIVA, Finland SKB, Sweden NIREX, UK

ANDRA, France SKI, Sweden DOE, USA

IPSN (now IRSN), France HSK, Switzerland

   프로젝트 조직의 이면에 깔린 과학적인 원리들은 아직 바뀌지 않았고, 그러한 

노력이 U, Np, Pu, Am 과 Tc 화합물과 무기종에 대한 화학적 열역학 분야에서의 

결과는 다섯 개의 주요 눈문으로 출판된다 (그림 29).  두 번째 보고서계열이 다음

과 같은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는 중이다.  1) 현존하는 데이터 베이스(CODATA)를 

개선하고 선택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 2) Ni, Se, Zr과 같은 무기 원소

와 화합물, 3) U, Np, Pu, Am, Tc, Ni, Se, Zr과 다른 경쟁 양이온과 함께 citrate, 

oxalate, EDTA와 등사카린산 같은 유기화합물.  현재는 무기 원소와 Th, Fe, S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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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NEA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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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OECD/NEA 열역학 프로젝트 조직도



- 140 -

Mo 화합물에 관한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단계의 프로젝트가 시작

되고 있다 (표 6). 

6. 유럽에서 악틴족 과학에 대한 연합 연구 : “ACTAF"와 ”ACTINET" 프로그램 

(Klenze et al, 2003)

   유럽연합(EC)의 원조아래 유럽에서는 악틴족 과학의 진흥을 위해 두 개의 현재 

진행중인 연합연구 프로그램이 있다.  그 하나는 “악틴족의 수화학과 열역학과 핵 

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핵분열 물질(ACTAF)에 대한 프로젝트"이고, 다른 하나는 ”

악틴족 과학을 위한 우월 네트웍(ACTINET)"이다.  ACTAF는 4가의 악틴족, 삼중

의 복합체, 인산 복합물, 두 번째 상 형성, 고체-물의 경계면 반응을 위한 열역학적 

자료체계E를 발전시키기 위해 8개의 유럽 실험실이 연합된 3년의 연구 프로젝트이

다.  ACTAF는 한정된 시간의 프로젝트로 올 해 종결되지만, ACTAF의 성공적인 

연구 활동이 곧 구성되는 ACTINET 프로그램에서 계속 수행될 것이다.  

ACTINET은 “악틴족 과학”에 대한 유럽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종합하기 위해 장기

간의 “network of excellence"로 현재 설립되고 있으며 20개 넘는 연구기관이 연합

될 것이다.  ACTINET의 연구 분야는 1) 고체 악틴족과 용해되어 있는 악틴족 원

소의 기본적 화학, 물리 2) 지질학적 환경에서 악틴족의 화학, 3)방사선 조사되는 

환경에서 악틴족 물질의 화학과 물리에 대한 내용이다.  ACTINET의 임무는  젋은 

과학자의 연구 훈련과 교육의 진흥, 실험실과 외부 구성원의 발전된 지식의 재생공

장을 위한 ”pooled system"에서  값비싼 실험 시설의 공동 사용을 기초로 하고 있

다.  이 네트웍은 핵심 연구소와 연구원들의 연합된 활동에 의해 유럽에서 악틴족 

과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설립된 연구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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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차 NEA 보고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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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MIGRATION '03 회의 개최의 정책적 시사

점 및 향후 후속조치 계획

제 1 절  MIGRATION '03 회의 개최의 정책적 시사점

   ∙금번 MIGRATION '03회의는 6일간의 일정으로 총 26개국에서 241편의 논문

이 발표되어 성황리에 개최되었음.

   ∙국가간 유치 경쟁이 매우 치열한 MIGRATION회의를 국내에 유치함으로서 우

리나라의 관련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

   ∙금번 회의는 자연계에서 악틴족 원소 및 핵분열 생성물의 화학적 특성과 지계

에서의 이동특성 및 암석-지하수 반응, 기타 지화학적 특성의 모델링과 관련된 프

로세스 등에 관한 최신 연구내용 및 정보를 발표하고 교환하고자 하는 회의 개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관련 연구분야에 대한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기술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국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다

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구심을 줄이

고 신뢰도 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 음.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 규모는 세계 7위권인데 비해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 및 기술수준은 원자력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

한 상태임. 따라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본 학술회의 유치를 계기로 방사

성 폐기물에 관한 국내 기술력 확대 및 국가 차원의 추진의지 강화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의 장기안정성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악틴족의 

화학특성규명과 자연계에서의 이동 예측 및 규명에 대한 국내 연구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 음.

   ∙악틴족 화학 및 핵종이동의 규명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 방사성 환경과 관련

한 핵심분야이며 전략적 핵물질로 분류되는 우라늄, 플루토늄 등의 화학적 거동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기술로 분류되는 분야임. 따라서 금번 본 학술회의의 국내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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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성공적 개최로 국내의 해당 분야의 국내 기술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판단

됨.

   ∙많은 국외 전문가들을 초청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선진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빠른 시일내 확보,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국외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적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

을 것임.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

되며 원자력기술 전반에 대한 국가기술수준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 규모는 세계 7위권인데 비해 방

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 및 기술수준은 원자력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태임.  따라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MIGRATION 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이에 따른 회의 주제 관련 최근 연구개발동향을 조사 및 활

용함으로서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국내 기술력 확대 및 국가 차원의 추진의지 강화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 2 절  향후 후속조치 계획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에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 전력 생산의 

40%) 원자력 발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및 그 환경 향

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 

관련 연구 및 기술 수준은 시작단계임을 감안할 때 고준위폐기물 처분의 장기 안전

성을 확보를 위해 악틴족의 화학특성 규명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  또한 

악틴족의 화학특성 규명은 원자력 핵심기술과 관련한 기초기술로도 요구되는 분야

임.

   ∙따라서 악틴족 화학 및 핵종이동의 규명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 방사성 환경

과 관련한 핵심분야이며 전략적 핵물질로 분류되는 우라늄, 플루토늄 등의 화학적 

거동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기술로 분류되는 분야임.

   ∙또한 악틴족 화학 및 이동 규명기술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아울러 환경분

야 및 전략적 원자력 핵심기술의 기초과학 분야로도 활용도가 매우 높으므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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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MIGRATION '03 학술회의를 국내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결과로, 국내

의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다양한 선진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국내 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회의 주제관련 국외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선진기술 정보 교환을 통하여, 이들을 통해 선진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빠른 시

일내 확보,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회의 주제 관련 국외 전문가들과의 추후 전문가 초청 및 관련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등을 통해 국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에 따라, 전문가 워크그룹 구축 및 선진 각국의 관련 기관들간의 협력방안

을 도출하여 고준위폐기물 처분시 악틴족 핵종의 장기 안전성 확보에 가장 민감한 

기술에 대해 국제적 전문가들 및 국제기관과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국내 관련 연구

의 접근방법과 내용을 보완할 예정임.  

     - 조사대상 기술분야와 관련하여 현재 각국에서 중점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

과제를 분석하고 이와 비교하여 우리의 기술수준을 파악함으로서 향후 과학기술국

제화 시책의 방향과 사업제안을 도출.

     - 회의에 초청되었던 선진 전문학자들과의 기술정보 교환을 통해 관련 선진기

술을 습득하고 심부 지질 환경 시설/장비 등에 대한 정보수집과 공동활용방안을 검

토.

     - 연구개발동향 조사결과 밝혀진 선진외국의 관련연구기관 및 회의 참석 과학

자들과의 인적 교류를 통해 국제협력활성화 (국제공동연구, 국제위탁연구, 해외파견, 

외국과학자 유치 등)의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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