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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무세제 세탁시스템을 이용한 방사성 오염 의류의 세탁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한국원자력연구소내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RWTF, Radioactive Waste 

Treatment Facility)은 연구소내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방사성폐수, 폐수

지, 잡고체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소내 각종 시설에서 발

생하는 방사성 오염 의류도 세탁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방사성폐기

물처리시설에서 세탁시 발생하는 세탁폐수는 방사능 준위가 낮은 대신 많은 양

이 발생하는데, 세탁폐수중의 합성세제 때문에 자연증발조에 설치된 증발막 사이

에서 거품이 발생하여 증발효율과 제염효율이 저하되고 자연증발조에 걸리는 부

하가 증가하게 된다. 방사능 농도가 높은 세탁폐수는 우선 증발기로 농축하여 부

피를 가급적 줄인 다음 농축물을 아스팔트 고형화시켜 안정화하도록 설계되었으

나 증발기에 의한 농축 과정에서 거품 발생 가능성 때문에 고도의 운전기술이 

필요하며, 거품 발생시 비말동반과 함께 제염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는 가능한 세탁량을 줄임으로써 세탁

폐수의 발생량을 감소시키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합성세제가 많이 포함

된 초기 세탁폐수는 별도 분리하여 증발농축 과정을 없이 바로 아스팔트 고화 

처리하고 세탁시 헹굼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액만 자연증발 처리하여 왔다. 그러

나 연구소 발전과 함께 방사선 작업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세탁물의 양을 줄이

는 데 한계가 있으며 세탁 요구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세탁과 관련한 대책

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내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RWTF)에서 처리하

여야 할 방사성 오염 의류를 합성세제의 사용없이 세탁함으로써 기존 합성세제

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세탁 폐수 처리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

세제 세탁” 방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우선 첫 단계로, 방사성 폐수에 오염된 섬유

포를 대상으로 각종 시판중인 일반 합성세제, 특수 합성세제의 방사성 핵종 및 

일반 기름 때에 대한 제거 효과와 최근 개발된 무세제 세탁 시스템으로부터 얻

어진 전해수의 방사성 핵종 및 일반 기름 때에 대한 제거 효과를 비교 관찰함으

로써 무세제 세탁 가능성을 타진하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무세제 세탁시스템

이 장착된 무세제 세탁기를 사용하여 실제 방사선 작업 구역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 작업복 및 비오염 작업복에 대한 세탁을 실시하 다.  여기서 얻은 세탁 결

과와 세탁 폐수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무세제 세탁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종합

적으로 평가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첫 단계에서 실제 방사성폐수로 오염시킨 오염포를 사용한 실험 결과, 현재 상

용화된 무세제 세탁기에 사용되는 전해장치로부터 얻은 전해수로도 충분히 방사

성핵종의 제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또한 일반 기름때에 대한 

실험결과에서도 이 전해수는 일반 합성세제에 비하여 세정효율이 비슷하거나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거효과를 함께 감안한다면 

세제의 사용없이 전해수 만으로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오염 의류의 세탁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단계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무세제 세탁기를 사용하

여 실제 방사선 작업 구역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 작업복 및 비오염 작업복에 

대한 세탁을 실시한 후 여기서 얻은 세탁 결과와 세탁폐수의 특성을 평가함으로

써 무세제 세탁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세제 세탁기를 

사용하여 실제 방사선 작업 구역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 작업복 및 비오염 작

업복에 대한 세탁을 실시한 결과, 방사선 오염 작업복의 표면오염도는 세탁 후, 



관리기준치를 충분히 만족하 다. 또한 세탁후 작업복의 세탁상태 역시 깨끗하게 

세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탁폐수에 대한 방사성 핵종, 수소이온농도, Na 이

온농도, COD, 탁도, 거품 발생 등의 특성을 평가한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소내 방

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증발농축 처리 또는 자연증발 처리등에 의하여 무세제 

세탁폐수를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현재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는 시판중인 무세제 세탁기 두 대를 설치하여 

큰 문제점 없이 연구소내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 의류를 세탁하고 

있다. 세탁기중 한 대는 방사성 오염 세탁물에 대한 세탁을, 나머지 한대는 방사

능 오염도가 낮은 비방사능 오염 세탁물에 대한 세탁을 하도록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세제 세탁시스템을 사용하여 방사성 오염 작업복을 세탁함으로써, 

세탁폐수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 다. 앞으로 무세제 세탁시스

템을 사용한 방사성 오염 의류의 세탁이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성폐기물처리시

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전 원자력 산업에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SUMMARY

( 문요약문)

Ⅰ. Project Title

    Washing of Cloth Contaminated with Radionuclides Using a 

Detergent-free Laundry System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Project

    The Radioactive Waste Treatment Facility (RWTF) has the responsibility 

for washing the clothes contaminated with radionuclides from its own use 

and the other nuclear research buildings of KAERI. Most of the clothes are 

washed and re-used when the contamination level after washing is decreased 

to less than the permissible contamination level. The clothes contaminated 

with radionuclides have been washed by using tap water and detergent. This 

washing process produces radioactive wastewater containing radionuclides, 

detergent, and suspended solids. The amount of laundry wastewater is greater 

than that of the laundry itself (clothing to be washed). The laundry 

wastewater was designed to be decontaminated by evaporation at the RWTF. 

However, because the detergent in the wastewater causes problems (for 

example, foaming which reduces the decontamination efficiency of the 

processes), the treatment of laundry wastewater is an important issue to be 

resolved as soon as possible.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In this study, a new laundry system to wash clothes without using 

detergent (detergent-free) was applied to wash clothes contaminated with 



radionuclides at the RWTF of KAERI. If the clothes contaminated with 

radionuclides and soil decontaminated and cleaned by washing without using 

detergent, the problem caused by the detergent could be solved naturally.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in two stages. In the first stage, washability of 

the processed water from the detergent=free laundry system was investigated 

with regard to its decontamination efficiency for the radionuclides and the  

detergency for the soil by using the test cloth specimens. In the second 

stage, real working clothes contaminated with radionuclides from the RWTF 

were washed by using a laundry machine equipped with a detergent-free 

system. Decontamination and detergency of the clothes were estimated after 

washing and the wastewater was also analyzed for its properties. 

 Ⅳ. Result of the Project

An experimental study was performed in two stages to estimate whether or 

not, a new detergent-free laundry system could be applied to wash the 

clothes contaminated with radionuclides from the RWTF. In the first stage of 

the experiment, by using the processed water from the detergent-free laundry 

system and the artificially contaminated test specime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processed water from the detergent-free laundry system has an 

ability to simultaneously remove the radionuclides and soil from the cloth. In 

the second stage of the experiment, real clothes contaminated with 

radionuclides and soil from the RWTF were washed using an electric laundry 

machine equipped with detergent-free laundry system. After washing by 

using the system, the contamination of the washed clothes decreased to less 

than the permissible contamination level for re-use. Soils were also clearly 

removed from clothes. Therefore, it confirms that the clothes contaminated 

with radionuclides and soils could be decontaminated and cleaned using the 

present system without using detergent. The laundry wastewater from the 

system didn’t cause foaming and its COD value was very low unlike the 

laundry waste containing detergent. Because foaming by detergent has been 

the main cause of decreasing the decontamination efficiency of the laundry 



waste treatment by evaporation at the RWTF, the use of the detergent-free 

laundry system would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 of the laundry 

wastewater treatment. 

V. Proposal for Applications

   Two detergent-free laundry machines are now being operated at RWTF. 

The one is for the clothes contaminated with radionuclides and the another is 

for the clothes contaminated with radionuclides. It is estimat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detergent-free laundry system to the washing at the RWTF 

is successful in the washing of the clothes and the wastewater treatment. 

The detergent-free laundry system is expected to be widely applied in 

nuclear power plants and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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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한국원자력연구소내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RWTF, Radioactive Waste 

Treatment Facility)은 연구소내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방사성 폐수, 폐수

지, 잡고체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방사성 물질과 기름때에 

오염된 작업복, 장갑, 양말 등을 세탁 처리하고 있다. 세탁시 발생하는 세탁 폐수

는 방사능 준위가 낮은 대신 발생량이  많은데, 세탁 폐수중의 합성세제 때문에 

세탁 폐수 처리시 거품이 발생하여 증발효율과 제염효율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현재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는 가능한 세탁량을 줄임으로써 세탁 폐수의 발

생량을 감소시키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합성세제가 많이 포함된 

초기 세탁 폐수는 별도 분리하여 증발농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아스팔트 

고화 처리하고 세탁시 헹굼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만 증발 처리하고 있다. 그러

나 연구소 발전과 함께 방사선 작업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세탁물의 양을 줄이

는 데 한계가 있으며 세탁 요구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 세탁과 관련

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1,2]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내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RWTF)에서 처리하

여야 할 방사성 오염 의류를 합성세제의 사용없이 세탁함으로써 기존 합성세제

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세탁 폐수 처리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

세제 세탁” 방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우선 첫 단계로, 방사성 폐수에 오염된 섬유

포를 대상으로 각종 시판중인 일반 합성세제, 특수 합성세제의 방사성 핵종 및 

일반 기름 때에 대한 제거 효과와 최근 개발된 무세제 세탁 시스템으로부터 얻

어진 전해수의 방사성 핵종 및 일반 기름 때에 대한 제거 효과를 비교 관찰함으

로써 무세제 세탁 가능성을 타진하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무세제 세탁시스템

이 장착된 무세제 세탁기를 사용하여 실제 방사선 작업 구역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 작업복 및 비오염 작업복에 대한 세탁을 실시하 다.  여기서 얻은 세탁 결

과와 세탁 폐수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무세제 세탁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종합

적으로 평가하 다.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원자력 시설에서는 방사선 작업 중 불가피하게 방사성 물질과 기름때 등에 

오염된 작업복, 장갑, 양말 등이 발생한다. 이들 오염 의류는 엄격한 분류 과정을 

거쳐 방사성 물질에 심하게 오염된 것은 폐기 처분하고, 방사성 물질에 크게 오

염되지 않아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은 세탁 후 재사용하고 있다. 대

부분의 오염 의류는 방사성 물질에의 오염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탁 후 재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방사성 물질과 기름때에 오염된 의류를 세탁하기 위하

여는 다량의 물과 계면활성제가 필요하다. 계면활성제는 물속에서 방사성 물질과 

기름때를 섬유로부터 쉽게 분리하여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탁에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세탁 후 발생하는 세탁 폐수내에 포함된 계면활성제는 세탁폐액을 처리

하는데 매우 큰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한 세탁 폐수의 일반적인 처리방법으로는 증발농축 후 

적당한 물질로 고화하는 방법이 있으나, 증발농축과정에서 거품이 발생하여 운전

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말동반을 일으켜 제염계수를 낮추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세탁폐액의 증발농축을 기피하고 있다. 최근들어 막분리 공정, 

산화분해, 촉매분해 공정 등이 세탁 폐수 처리에 도입되고 있으나 국내에 실용화

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는 없다. 이 역시 공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폐수 중의 계면활성제이다. 비록 이들 공정이 실용화된다 하더라도 공정의 복잡

성, 경비, 운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각종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하는 세탁 폐수의 처리에 대하여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세탁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세탁 연구가 유일하게 진행되

고 있다.[3] 외국의 경우에도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하는 세탁폐수의 처리에 대하

여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세탁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시험용 오염포에 대한 세탁

     1. 실험 및 방법

      가. 재료 및 물질

        (1) 섬유

           한국원자력연구소내 각종 원자력 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운, 작업복 등

은 폴리에스테르 :  면이 65 : 35 로 혼합된 섬유를 사용하고 있으나, 폴리에스테

르와 면의 혼합 섬유는 한국산업규격에 명시된 표준 섬유가 없어 한국섬유규격 

KS 0905 “염색 견뢰도 시험용 첨부 백포”에 명시된 순 면과 순 에스테르 표준 

섬유포를 사용하 다.[4] 각 섬유포의 자세한 사양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섬유포 사양

섬유

종류

사용 원사

도(올/5cm) 무게

g/m
2
조직 비고

종류

본수 또는 

데니어

경사 위사 경사 위사

면 면 사
30S

(20tex)

36S

(16tex)
141 135 100±5

평직 모슬린
폴리

에스테르

폴리

에스테르

필라멘트사

75D

(8.3tex)

75D

(8.3tex)
210 191 70±5

        (2) 모의 방사성 폐수

           한국원자력연구소내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 저장된 방사성 폐수를 

분석한 결과, 페수내 주 핵종은 Co-60와 Cs-137 다.[1] 본 연구에서는 두 핵종



의 세탁시 제거 특성을 비방사성물질을 사용하여 관찰하 다. 특급 시약급의 

CoCl2․6H2O와  CsCl를 사용하여 코발트 이온과 세슘 이온의 농도가 각각 1 

mg/cm
3 
가 되는 모의 방사성용액을 제조하 다.

        (3) 방사성 폐수

           한국원자력연구소내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아스팔트 고화설비 탱

크 241-20 에 저장된 방사성폐수를 채취하여 오염포 제작에 사용하 다. 주 핵종

은 Co-60 과 Cs-137 이었으며, 각각의 농도는 3,700 Bq/mL, 37,000 Bq/mL 

다.

 

        (4) 방사성 핵종에 대한 오염포

           표 1의 면과 폴리에스테르 섬유포를 각각 가로 7 cm × 세로 15 cm 

의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후, 각 섬유포에 모의 방사성폐수 및 방사성 페수를 각

각 일정량으로 균일하게 오염시켜 3일 이상 지난 후 오염포로 사용하 다.

        (5) 일반 오염포

           (재)일본세탁과학협회의 JIS 규격 습식인공오염포를 사용하여 일반 

기름때의 세정효율을 관찰하 다. 그 성분 및 구성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JIS 규격 습식인공오염포 사양

성분 오 염 내 용 중량 (g)
구성비 
(%)

유기질

성분

유성오염

성분

올레인산 14.2

31.5 62.7

트리올레인 7.8

올레인산 
콜레스테롤

6.1

유동파라핀 1.3

스쿠알렌 1.3

콜레스테롤 0.8

단백질 젤라틴 3.5 7.0

무기질성분
적황색토 15

30.3
카본블랙 0.25



        (6) 합성세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1종 음이온 합성세제 3종류(A, B, C), 3종 

비이온 합성세제 1종류(D), 물비누 1종류(E)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특수 

합성세제 2종류(F, G)를 사용하 다. 특수 합성세제 F는 방호복 세탁용이며, G는 

바닥 세정용이다. 세제 사용량은 시중 판매되는 일반 제품은 사양에 명시된 기준

(0.1%)을 따랐다. 다만, G와 F는 일정한 기준이 없어 시설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1∼2.5%를 사용하 다.

        (7) 세탁수

           한국원자력연구소내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 공급되는 일반 상수를 

여과기로 한번 여과한 후 세탁수로 사용하 다. 그 성질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상수의 성질

측정값

pH 7.6 

경도, mg/L Ca 22

Conductivity, μS/cm 138

  또한 경원엔터프라이즈(주)에서 개발한 무세제 세탁시스템에서 생성된 전해수 

2종류(KWL, KWH)를 사용하여 세탁실험을 하 다. KWL은 pH 3 정도의 높은 

수소이온 농도를 갖는 전해수이며, KWH는 현재 시판중인 무세제 세탁기에 장착

되는 전해장치로부터 발생하는 pH 12 정도의 높은 수소이온농도를 갖는 전해수

이다.

        (8) 기타

           시판 합성세제와의 비교를 위하여 시약 1급 음이온 계면활성제 

Sodium Dodecyl Benzene Sulfate(SDBS), Sodium Dodecyl Sufonate(SDS), 비이

온 계면활성제 NP-33(Polyoxyethylene(9) Nonylphenyl Ether), Monopol 

LE1019(Polyoxyethylene(9) Lauryl Ether) 및 착화제  4-Na Etylene Diamine 

Tetra Acetate(4-Na EDTA), 2-Na Citrate 등을 사용하 다.



      나. 실험 장치

         (1) 무세제 세탁시스템

            경원엔터프라이즈(주)에서 개발한 무세제 세탁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해셀로서 특수 코팅된 니켈 전극을 갖는 양극실과 니켈 전극을 갖는 

음극실, 두 극 사이에 설치된 양이온 교환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세제 세탁시

스템의 개략적인 구조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전해수 KWH는 양극실에 일반 상수를, 음극실에 탄산나트륨 용액을 공급하면

서 전압 5V, 전류 25 A의 조건에서 제조하여 세탁수로 사용하 다. 전해수 

KWL은 비슷한 구조를 같는 전해셀을 사용하되 양극실과 음극실 모두에 상수를 

공급하면서 전압 25V, 전류 25 A의 조건에서 제조하 다.

         (2) 세탁 시험 장치

            오염포에서의 코발트 및 세슘 제거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한국산

업규격 KS M 2709-1996 “합성 세제 시험 방법”에 명시된 교반식 세척력 시험기 

(Terg-O-Tometer)를 기준으로 동일한 크기의 회전 축, 회전 날개, 시료 용기를 

제작 또는 구매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5]

      다. 세탁실험 방법

         모의 방사성 폐수 오염포 및 방사성 폐수 오염포에 대한 세탁실험 방

법은 다음과 같다. 시료 용기에 세탁수 1 L를 정확히 넣고, 교반기를 일정 속도

로 회전시킨다. 만약 합성세제를 사용할 경우, 일정량의 합성세제를 세탁수중에 

첨가한 후 1분 정도 교반하여 완전히 용해, 분산되도록 하 다. 다음 여기에 오

염포 1∼10 장을 넣어 일정 시간(10분) 경과한 후 세탁수 용액 일정 부피를 취하

여 세슘 및 코발트의 농도를 분석하여 세탁(제염) 효과를 평가하 다. 각 핵종의 

오염포로부터의 제거분율은 다음과 같이 구하 다. 

   

                         제거분율 = 
C
Co

여기서 Co는 오염포중의 핵종이 세탁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었을 경우의 세탁수중 

핵종의 농도이며, C는 실제 세탁에 의하여 세탁수중에 용해된 핵종의 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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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무세제 세탁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조

                       1. 전해질 저장용기  2. 전해수  3. 양극실 

                       4. 음극실           5. 양극    6. 음극 

                       7. 이온교환막       8. 수돗물  9. 전류 공급장치



  헹굼 조작은 세탁 후 오염포를 꺼내 손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시료 용기에 넣

어 깨끗한 상수를 채우고 같은 회전 속도로 같은 시간 교반시킨 다음 시료 용액

을 취하여 세슘 및 코발트의 농도를 분석하 다. 

  일반 기름때에 대한 세정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모의 방사성폐수 오염포 및 

방사성폐수 오염포 대신 (재)일본세탁과학협회의 JIS 규격 습식인공오염포를 사

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 다. 이때 세정효율은 Minota CR 300 반사율

측정기로 원포 및 세탁전,후의 오염포의 반사율을 측정한 후,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하 다.

D,%=
Rf-Ri
Ro-Ri

여기서, D, %는 세정효율, Rf는 오염포의 세탁후 반사율, Ri는 오염포의 세탁전 

반사율, Ro는 원포의 반사율이다.

     2. 결과 및 고찰

      가. 모의 방사성 폐수 오염포의 제염

        (1) 교반 속도의 향

           합성세제 없이 일반 상수를 세탁수로 사용하여 면 및 폴리에스테르 

오염포에서의 교반속도와 시간에 따른 코발트의 제거 특성을 각각 관찰한 결과

는 그림 2와 같다. 면 오염포의 경우, 교반속도 100∼300 rpm의 범위에서 교반속

도에 관계없이 교반 시작 3분 정도까지 코발트의 제거분율이 시간에 비례하여 

선형적으로 증가하다 이후 점차 제거분율의 증가속도가 느려지며 10분 정도부터

는 평형에 이르러 이 후 매우 느리게 제거분율이 증가하 다. 교반 후 10분에서

의 코발트 제거분율은 교반속도에 무관하게 약 0.9 정도 다. 폴리에스테르의 경

우, 시간에 따른 코발트의 제거분율은 3분이면 약 0.95에 이르며 그 이후 변화량

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교반속도는 100∼200 rpm의 범위에서 코발트의 제거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10분 정도면 평형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후 세탁실험은 150 rpm의 속도로 10분간 교반하는 일정한 조건에서 

세탁실험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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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각 교반속도에서 시간에 따른 코발트 제거분율



  세슘은 면과 폴리에스테르 오염포 모두 교반속도 100∼200 rpm의 범위에서 세

탁 10분 후의 제거분율이 0.95∼0.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염포에 

오염시킨 세슘 농도가 측정기기의 측정한계보다 조금 밖에 높지 않아, 제거분율

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비교하는데 데 문제가 있어 정량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웠

다. 

  따라서 주로 코발트에 대한 제거 실험에 대한 결과를 소개하고 이에 대하여 

고찰하 다.

        (2) 시판 합성세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1종 합성세제 3종류(A, B, C), 3종 합성세제 

1종류(D), 물비누 1종류(E)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특수 합성세제 1종류

(G, F)를 선택하여 세탁실험을 하 다. 1종 합성세제는 주성분이 음이온계면활성

제이며, 3종 합성세제는 비이온 계면활성제이다. 물비누의 주성분은 비누성분, 음

이온 및 비이온계면활성제로 표시되어 있고,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특수 합

성세제는 비이온계면활성제가 주성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합성세제에는 계면활성제 외에도 다양한 성분의 보조제가 들어가 있다. 합

성세제 F를 제외하고는 제품에 명시된 권장 사용량을 기준으로 실험하 다. 대

부분 상수 1L에 세제 1g 정도를 권장하고 있다. 합성세제 F의 권장 사용량은 명

확하지 않고 보통 10 배 희석하여 사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 으나, 시설 담당자

의 의견에 따라  40 배 희석하여 사용하 다. 합성세제 G는 바닥 세정용으로 세

탁에는 사용하지 않으나 참고 자료로 세탁실험에 사용하 으며, 권장 사용량은 

F와 마찬가지로 분명하지 않아 임의로 100 배 희석하여 사용하 다. 

실험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면에 있어서 1종 합성세제인 제품 A, B, C와 물비

누 E를 사용하 을 경우, 세종류 모두 코발트의 제거분율이 상수로 세탁하 을 

때보다도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3종 합성세제인 D는 상수로 세탁하 을 

때와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특수 세제인 F, G는 상수로 세탁할 때보다 

훨씬 높은 0.99의 제거분율을 보 다.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하여는 1종 합성세제 A, B, C 중 A만을 선택하여 실

험하 는데, 합성세제 종류에 따른 코발트의 제거 경향은 제거분율이 면보다 조

금 높다는 점 외에 거의 유사하 다. 위 결과에 따르면, 코발트 이온으로 오염된 

면과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시판중인 1종 합성세제에 의하여는 거의 세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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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시판 합성세제의 코발트 제거분율

                            - 세제농도 : 

                                 . A∼E  : 0.1 wt%   

                                 . F : 2.5 wt%

                                 . G : 1 wt%

                            - 교반속도 : 150 rpm

                            - 세탁물 부하비 : 1,000



  또한 3종 합성세제는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지만 이 효과가 상수에 의한 것인 

지, 합성세제에 의한 것인 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수 세제인 F는 면에 있어 

상수로만 세탁할 때보다 코발트 이온의 제거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하여도 비록 확실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상수로 

세탁할 때보다 효과가 있다고 믿어진다. 

  다음 그림 4에 코발트에 오염된 면을 상수로만 세탁하고, 헹구었을 경우와 합

성세제 A, B, C, D를 사용하여 같은 조작을 하 을 때를 비교하 다. 상수로만 

세탁하 을 경우와 세제 D의 경우는 세탁시의 이상적인 제거분율 변화를 보여주

나 합성세제 A, B, C는 세탁과정보다 헹굼과정에서 도리어 코발트가 많이 제거

되는 이상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시판 1종 합성세제의 코발트 제거효과가 나쁘게 나타난 이유는 세제내 보조 

성분에 의한 세탁수의 pH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A, B, C 제품을 사용한 

세탁수의 pH는 10.5 정도로 코발트 2가 이온이 Co(OH)2로 침전될 수 있는 가능

성이 아주 높다.

  Co(OH)2의 용해도는 매우 낮고 섬유 조직사이에서 침전이 일어날 것이므로 생

성된 Co(OH)2가 수용액(세탁수) 중으로 용해되어 나오기는 무척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단 섬유 조직사이에서 침전된 코발트는 헹굼과정에서도 수용액(헹굼수)

중으로 용이하게 용해되어 섬유로부터 제거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품 

D가 용해된 세탁수의 pH는 7.6 정도로 사용한 상수의 pH와 큰 차이가 없으며, 

코발트의 제거효과도 상수로만 세탁하 을 경우와 비슷하다. 제품 E의 경우, 세

탁수의 pH는 9.5 정도로 1종 합성세제보다는 다소 낮았으나 코발트 제거효과는 

1종 합성세제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만, 제품 E의 경우 세탁수가 탁하

고, 분석을 위한 여과가 용이하지 않아 세탁수중 코발트의 정확한 분석에 애로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오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과연 합성세제의 주성분인 계면활성제가 코발트의 제거에 

효과가 있는 지 강한 의심이 생긴다. 음이온계면활성제가 주성분인 1종 합성세제

와  비이온계면활성제가 주성분인 3종 합성세제 모두, 상수로만 세탁하 을 때보

다 낮거나 비슷한 코발트 제거분율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제품 F, G의 주성분은 비이온계면활성제이며, 여기에 다량의 EDTA가 첨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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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세탁 및 헹굼시 면 오염포에 대한 코발트 제거분율

                   - 세제농도 : 0.1 wt%

                   - 교반속도 : 150 rpm

                   - 세탁물 부하비 : 1,000

                        



  EDTA는 금속 이온과 물에 용해되기 쉬운 착물을 쉽게 형성하므로 제품 F 중

의 어느 성분이 코발트 제거에 더 큰 효과를 주었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같

은 비이온계 계면활성제가 주성분인 제품 D의 코발트 제거 효과가 상수와 다를 

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세제중의 EDTA의 향이 더 크지 않을 까 추정된다.

  세슘의 경우, 면과 폴리에스테르 섬유 모두 정량적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

었지만, 코발트와는 달리 제거분율이 합성세제의 종류에 관계없이 0.95∼0.98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세슘은 수용액의 pH에 관계없이 물에 매우 잘 녹는 물질

이기 때문에 세탁시 세슘의 제거 효과는 pH 나 합성세제 등의 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세제 주요 성분의 향

           합성세제의 주요 성분인 음이온계면활성제와 비이온계면활성제 각 2 

종류씩을 선정하여 면과 포리에스테르 오염포에서의 코발트 제거효과를 관찰하

다. 음이온계면활성제로는  SDBS, SDS를 비이온계면활성제로는 NP-33과 

Monopol LE1019를 사용하 다. 면 오염포에 대한 결과는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반 상수로 세탁하 을 때의 제거분율과 계면활성제

를 첨가하여 세탁한 경우의 제거분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즉, 코발트의 제거

는 계면활성제의 첨가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착화제인 4Na-EDTA, 3Na-Citrate를 사용하여 면과 폴리에스테르 오

염포에서의 코발트 제거효과를 관찰하 다. 면 오염포에 대한 결과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각 성분의 농도를 변화시켜가며 관찰한 결과, 착화제를 첨가하여 세탁하면 상

수만으로 세탁한 것에 비하여 코발트 제거분율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폴리에스테르 오염포에 대하여도 같은 실험을 하 다. 그러나 폴리에스테르의 

경우에는 상수만으로 세탁한 코발트의 제거분율이 0.96에 달하여 각 성분 첨가에 

의한 코발트 제거 효과를 뚜렷하게 관찰하지는 못하 다. 

        (4) pH의 향

           앞에서 1종 합성세제를 사용하여 얻은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pH의 

향이 코발트 제거에 매우 큰 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

하여 세탁수로 사용하는 상수의 pH를 변화시켜가며 면 및 폴리에스테르 오염포

에서의 코발트 제거효과를 관찰하 다.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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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계면활성제의 면 오염포에 대한 코발트 제거분율

                   - 교반속도 : 150 rpm

                   - 세탁물 부하비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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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착화제의 면 오염포에 대한 코발트 제거분율

                     - 교반속도 : 150 rpm

                     - 세탁물 부하비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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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반속도 : 150 rpm

                            - 세탁물 부하비 : 1,000



  pH에 따라 면과 폴리에스테르 오염포의 코발트 제거효과가 매우 큰 차이가 남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세탁시 코발트를 제거하기 위하여는 pH의 조절이 의

외로 큰 향을 줄 수 있다. 이 결과는 pH가 낮은 범위에서 세탁이 이루어진다

면 계면활성제나 착화제의 사용없이도 세슘은 물론이고 코발트와 같은 방사성핵

종의 제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5) 세탁물 부하비의 향

           세탁물 부하비는 제염에 어떠한 향을 끼치는 지 효과를 관찰하

다. 결과는 다음 그림 8과 같다. 세탁물의 부하비가 낮을수록, 즉 세탁조에 들어

가는 세탁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코발트의 제거효과가 전반적으로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실험은 실제 세탁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세탁

기에서도 같은 결과가 얻어질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이 실험 결과로부터 다

음과 같은 설명은 가능하다. 세탁물의 부하비 감소에 따른 코발트의 제거분율 감

소는 상수나 계면활성제를 사용하 을 때보다 pH 3인 세탁수와 착화제를 사용한 

세탁수에서 작았다. 부하비의 변화에 따른 코발트 제거효과는 상수인 경우와 계

면활성제가 첨가된 세탁수인 경우 모두 비슷하 다.

        (6) 전해수(KWL) 효과

            모의 방사성폐수에 오염된 섬유의 세탁실험 결과, 높은 pH 역에

서는 코발트의 제거분율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낮은 pH의 전해수(KWL)을 

제조할 수 있는 전해장치를 경원엔터프라이즈(주)로부터 제공받아 코발트의 제거

효과를 관찰하 다. 그림 9는 전해수 KWL을 사용하여 면과 폴리에스테르 오염

포의 코발트 제거분율을 측정한 후, 상수 및 제품 F 사용시와 비교한 결과이다. 

전해수 사용시, 상수로 세탁한 결과보다 코발트의 제거분율이 높으며 특수 세제

인 제품 F와 비슷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나. 방사성폐수 오염포의 제염

        (1) 방사성핵종의 제거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실제 방사성폐수로 오염시킨 오

염포에 대하여 상수, pH 3 인 세탁수, 전해수 KWL, pH 12 인 세탁수, 전해수 

KWH, 음이온계 1종 합성세제 A, 비이온계 3종 합성세제 D, 특수 합성세제 F를 

사용하여 방사성핵종 Co-60 및 Cs-137의 제거효과를 관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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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물 부하비 : 1,000 (교반속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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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전해수 KWL에 의한 코발트 제거분율

                        - 세제농도 :

                              . D : 0.1 wt%

                              . F : 2.5 wt% 

                        - 교반속도 : 150 (세탁물부하비 : 1,000 )

                        - 교반속도 : 100 (세탁물부하비 : 100 )



그 결과는 다음 그림 10과 같다. 비방사성물질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와 달리, 

모든 세탁수에서 매우 양호한 방사성핵종의 제거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pH에 관계없이 코발트의 제거분율은 모든 세탁수에서 0.93 이상을 나타내

었다. 이러한 현상은 코발트의 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높은 pH에서도 수산화

코발트의 침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해수 KWL 뿐만 아니라 전해수 KWH도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의류의 

제염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KWH가 방사성물질 제염에 

이용될 수 있다면, 현재 시판중인 무세제 세탁기를 그대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

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하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세탁물 부하비의 향

            세탁물 부하비를 변화시켜 그 향을 관찰하 다. 그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비방사성물질로 실험한 결과에 비하여, 실제 방사성물질로 오염시킨 

오염포의 경우, 세탁물 부하비의 향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세탁물 부하비의 향은 앞으로 실제 세탁기를 사용하여 더욱 세

하게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습식인공오염포의 세정

         (재)일본세탁과학협회의 JIS 규격 습식인공오염포를 사용하여 방사성핵

종이 아닌 일반 기름때에 대한 상수, pH 3인 세탁수, 전해수 KWL, pH 12인 세

탁수, 전해수 KWH, 음이온계 1종세제 A, 비이온계 특수세제 F의 세정효과를 관

찰하 다.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세정효율은 F>KWH>A>KWL, pH 12 인 세

탁수>상수>pH 3 인 세탁수 순으로 나타났다. F의 세정효율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용량이 일반 세제의 사용량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다른 세탁수

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 특히 원자력시설에서는 가급적 세제의 사용량을 줄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많은 양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해수 KWH는 방사성핵

종에 대한 제염효과와 일반 기름때에 대한 세정효과가 아울러 좋은 것으로 나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현장실험이 필요하다. 전해수 KWL은 비록 음이

온계 1종세제보다 기름때에 대한 세정효과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염효과가 좋기 때문에 방사성물질에 대한 세정제로의 용도

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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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방사성폐수 오염포의 방사성핵종 제거분율

                        - 세제농도 :

                             . A, D : 0.1 wt%

                             . F : 2.5 wt%

                        - 교반속도 : 150 rpm

                        - 세탁물 부하비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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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세탁물 부하비에 따른 방사성핵종의 제거분율

                        - 세제농도 :

                              . F : 2.5 wt% 

                        - 교반속도 : 150 (세탁물부하비 : 1,000 )

                        - 교반속도 : 100 (세탁물부하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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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습식인공오염포에 대한 세정효과

                        - 세제농도 :

                              . A : 0.1 wt%

                              . F : 2.5 wt% 

                        - 교반속도 : 120 (세탁물부하비 : 1,000 )

                        - 교반속도 : 100 (세탁물부하비 : 100 )



     3. 결과 정리

        한국원자력연구소내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 의

류의 무세제 세탁을 위한 기초 실험을 진행하 다. 

  우선 비방사성물질인 세슘과 코발트 이온을 함유하는 모의 방사성폐수로 오염

시킨 면과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하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일반 합성

세제, 특수 합성세제, 전해수 KWL, 전해수 KWH의 핵종 제거효과를 관찰하 으

며, 아울러 이 결과를 토대로 각 핵종의 제거에 향을 줄 수 있는 인자의 향

을 평가하 다. 또한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실제 방사성폐수로 오염

시킨 오염포에 대하여 합성세제, 전해수 KWL, 전해수 KWH의 방사성핵종 제거

효과를 관찰하 다. 아울러 JIS 규격의 습식인공오염포를 사용하여 합성세제 및 

전해수 KWL과 전해수 KWH의 일반 기름때에 대한 세정효과도 함께 비교하

다. 

  비방사성물질로 제조한 모의 방사성폐수에 오염된 면과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1종 합성세제에 의하여는 오염포 중의 코발트 제거가 곤란함을 알 수 있었으며, 

3종 합성세제의 경우도 상수만으로 세탁하 을 때보다 크게 제거효과가 좋아지

지 않았다. 반면 특수 합성세제의 경우, 코발트의 제거효과가 상수만으로 세탁한 

경우에 비하여 우수하 다. 다만, 이 효과는 계면활성제에 의한 것보다는 세제중

의 EDTA와 같은 첨가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모의 방사성폐수에 오염된 

면 및 폴리에스테르 섬유에서 코발트의 제거는 계면활성제 성분보다는 pH의 

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전해장치로부터 

얻은 pH 3 정도의 수소이온농도를 갖는 전해수 KWL은 같은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코발트의 제거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방사성폐수로 오염시킨 오염포를 사용한 실험에서는 비방사성물질을 사

용한 실험결과와는 달리, 높은 pH를 갖는 세탁수도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모두 

제거효과가 좋게 나타났다. 따라서 낮은 pH를 나타내는 전해수 KWL 뿐만아니

라, 현재 상용화된 무세제 세탁기에 사용되는 전해장치로부터 얻은 전해수 KWH

도 충분히 방사성핵종의 제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기름때에 대한 실험결과, 전해수 KWH는 일반 합성세제에 비하여 세정효

율이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거효과를 

함께 감안한다면 세제의 사용없이 전해수 KWH만으로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오염 의류의 세탁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방사성 오염 작업복에 대한 세탁

     1. 실험 및 방법

      가. 세탁 대상물

        (1) 방사성 오염 작업복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세탁하여야 할 주 대상물은 주로 조사후

시험시설과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세탁 폐액

의 자연 증발 처리시 거품 발생 등으로 인한 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세제를 사용

한 세탁을 자체적으로 규제하 던 관계로 방사선 작업시 1화용 작업복의 착용이 

증가하 으며, 천으로된 방사선 작업용 작업복이 관리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된 

경우 세탁하지 않고 바로 폐기 처분하 기 때문에 실험에 필요한 방사성 오염 

작업복을 충분히 구하기 어려웠다. 본 실험에서는 두 벌의 방사성 오염 작업복

(가운)을 대상으로 방사성 오염물에 대한 세탁 효과를 관찰하 다. 

  방사성 오염 작업복에 대한 방사성 표면오염도를 β-방사능 표면오염검사기

(Eberline Contamat FHT 111M)로 측정한 결과는 다음 그림 12와 같다. 

        (2) 비방사성 오염 작업복

            조사후시험시설의 방사선 구역에서 발생한 작업복중 표면오염 검사

를 거쳐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장업복(가운)을 수거하여 세탁 실험을 실

시하 다. 이 작업복들은 방사성 오염만 되지 않았을 뿐, 방사선 작업시 착용된 

것들로 방사성 오염 작업복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한 것들이다. 20 벌의 작업

복에 번호를 부여하고 때의 상태를 그림 13과 같이 관찰 기록한 다음, 세탁 후와 

비교하 다. 이 작업복들은 그 동안의 세탁 규제 때문에 대부분 세탁없이 일년 

정도 착용한 것들로 일반 가정용에 비하여 (일반)오염이 많이 된 상태로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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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방사성 표면오염도



그림 13  세탁물 기록표 예



      나. 세탁 방법

        (1) 세탁기

            현장 적용 실험에는 경원엔터프라이즈(사)에서 제공한 대우전자(주)

의 마이더스 MW-100S 세탁기를 사용하 다. 제품 사양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현장 실험에 사용한 세탁기 제품 규격

모델명 대우전자(주) MIDAS MW-100S

정격 전압 단상교류 220 V/60 Hz

표준 사용수량 178 L

정격 소비전력 490 W

세탁 및 탈수 용량 10 kg

외형 치수 (mm) 630(폭) x 1070(높이) x 760(깊이)

제품 중량 50 kg

사용 수압 58.8 kPa ∼ 784 kPa

탈수 방식 원심탈수방식

세탁 방식 무세제 세탁+폭포물살 세탁

회전날개 회전수 약 135 회/분

탈수통 회전수 약 690 회/분

        (2) 방사성 오염 작업복

            방사성 오염 작업복은 세탁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세탁기의 물높

이를 극소(51 L)로 조절하고, 표준코스로 세탁하 다. 

        (3) 비방사성 오염 작업복

            비방사성 오염 작업복은 10 벌씩 두 번에 나누어 세탁하 다. 작업

복 10벌의 무게는 약 3.5 kg 정도로 표준코스로 세탁하 다. 물높이는 중․저 사

이(63 L)로 자동 조절되었다. 

      라. 세탁폐수



          무세제 세탁기의 표준코스 세탁의 경우, 세탁폐수는 두 번에 걸쳐 발

생한다. 1차 세탁폐수는 무세제 세탁기로부터 발생한 세탁수와 세탁물로부터 세

탁수에 의해 제거된 오염물질의 혼합물이며, 2차 세탁폐수는 1차 세탁된 세탁물

을 헹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헹굼수이다. 본 실험에서는 세탁 과정에서 발생하

는 1차 세탁폐수와 2차 세탁폐수를 각각 채취하여 수소이온농도, Na 농도,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탁도, 거품발생 등을 측정하 다. 

  또한 제 1 절에서 사용한 바 있는 시판 1종 합성세제(A, B, C), 3종 합성세제

(E),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특수 합성세제(F)를 사용하여 각각에 대한  0.1 

% 용액을 만들어 무세세 세탁폐수와 수소이온농도, Na 농도, COD, 거품발생 등

을 비교하 다.

  수소이온농도(pH)는 Istek사제 pH/ISE meter 모델 735P를, Na 농도는 수소이

온농도 측정에 사용한 동일 기종에 Istec사제 Na-71502 선택 전극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COD와 탁도는 Hach Kit Dr-2000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거품발생

은 1,000 mL 메스실린더에 세탁폐수 300 mL를 넣은 후 10 회 세차게 흔든 다

음, 발생한 거품의 높이를 측정하 다. 

     2. 결과 및 고찰

        (1) 방사성 오염 작업복

            방사성페기물처리시설 및 조사후시험시설의 방사선안전관리 절차에 

따르면 방사선 구역안에서 사용하는 작업복(가운) 등의 방호용품은 사용 후에 오

염검사를 실시하여 관리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제염 및 세탁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염 및 세탁 후에도 관리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폐기한

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관리기준치는 알파방사능이 400 Bq/m
2
, 베타방사능이 

4,000 Bq/m
2 
이고 베타감마선만 방출하는 핵종의 경우 약 1 cm 떨어진 위치에

서 서베이미터로 측정하 을 때 베타․감마 동시 측정값이 0.5 μSv/h 이다. 

  본 실험에 사용한 작업복(가운)은 그림 12에 표시한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관

리기준치를 최고 2배 이상(9,800 Bq/m
2
)의 표면오염도를 나타내었던 초과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 사용하기 위하여는 필히 세탁과정을 거쳐 관리기준치 

이하로 표면오염도를 낮추어야만 재사용이 가능하다.  무세제 세탁을 한 결과를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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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세탁후의 표면오염도



  세탁후 표면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관리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

았으며 심하게 오염되었던 부분의 표면오염도 관리기준치 이하로 크게 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가장 오염이 심하 던 (2)번 작업복 오른쪽 소매(9,600 Bq/m
2
), 

오른쪽 주머니 부근(9,800 Bq/m
2
)과 오른쪽 하단(9,800 Bq/m

2
)은 표면 오염도가 

800 ∼2,300 Bq/m
2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800 Bq/m

2
은 Back ground 수준이며, 

2,300 Bq/m
2 
은 이보다 높은 값이긴 하지만, 관리기준치의 1/2 정도 밖에 안되는 

값이다. 따라서 무세제 세탁에 의하여 방사성 오염된 작업복은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사성 오염 작업복에 대한 일반 세탁 효과를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1), (2)

번 작업복중 (1)번 작업복은 특히 더렵혀진 상태 으며, 세탁후 뚜렷하게 오염이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번 작업복의 경우도 그림 상으로는 뚜렷하진 않지

만 세탁 후 세탁 전에 비하여 양호하게 깨끗하여 졌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

었다. 

        (2) 비방사성 오염 작업복

           방사성 오염 작업복의 세탁시 가장 중요한 점은 방사성 표면오염도

의 저하에 있다. 즉,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작업복으로부터 방사성물질을 제거하

여 표면오염도를 최소한 관리기준치 이하로 낮추어야만 한다. 작업복에 대한 일

반 오염물의 제염 정도는 방사성 표면오염의 제염에 비하여 중요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작업복 자체가 어느 정도 일반 오염을 전제로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작업의 쾌적함과 위생 면에서 무시할 수만은 없으며 작업복의 청결함

은 항상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사선 작업구역에서 발생한 비방사성 오염 작업복 20 벌에 대한 무세제 세탁 

결과, 시설 담당자들에 의하여 세탁 후 세탁물의 상태는 일반적으로 깨끗하게 세

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탁 전․후의 세탁물의 상태 판별기준은 수치화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담당자들의 경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실

제 착용 여부를 판단하는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에 의존하여도 큰 무

리는 없을 것이다.



 

                 (1)-세탁전                            (1)-세탁후

 

                   (2)-세탁전                            (2)-세탁후

그림 15  세탁 전․후의 방사성 오염 작업복(가운) 상태



  다음 그림 16에 몇몇 세탁물에 대한 세탁 전․후의 상태를 나타내었다. 그림 

16-1에서 보는바와 같이 먼지, 가벼운 때 등으로 오염된 작업복은 눈에 띠일 정

도로 깨끗하여 졌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림 16-2에서 보는 심하게 요염된 기

름때의 경우는 무세제 세탁에 의하여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름

때의 경우는 경험상 세제를 사용하여도 잘 지워지지 읺기 때문에 무세제 세탁만

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세탁폐수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세탁시 세탁물에서의 제염 정도와 함

께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인자는 세탁폐수이다.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세탁할 

때 세탁 효과가 아무리 우수하여도 세탁시 발생한 세탁폐수를 적절히 처리할 수 

없다면 그 세탁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다. 현재의 세제를 사용한 세탁 방법이 그 

좋은 예이다. 세제를 사용할 경우, 증발농축 처리나 자연증발 처리시 거품이 발

생하여 제염효과를 낮출 뿐만 아니라 조업에도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본 연

구에서는 비방사성 오염 작업복(가운) 세탁시 발생한 세탁폐수를 주 대상으로 그 

특성을 평가하 다.

            (가) 방사성 핵종 

                 방사성 오염 작업복에 대한 세탁실험 후, 1차 세탁폐수와 2차 

세탁폐수를 채취하여 각각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 다. 세탁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폐수중의 방사능 농도는 매우 낮았으며, 주 핵

종은 Co-60과 Cs-137 이었다.

표 5  방사성 핵종 및 농도

종류 핵종 농도, Bq/L

1차 세탁폐수
Co-60 1.3±0.1

Cs-137 6.6±0.4

2차 세탁폐수(헹굼수)
Co-60 0.6±0.09

Cs-137 2.6±0.3



 

                    세탁전                               세탁후

 

                    세탁전                               세탁후

 

                    세탁전                               세탁후

그림 16-1  세탁 전․후의 비방사성 오염 작업복(가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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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2  세탁 전․후의 비방사성 오염 작업복(가운) 상태



            (나) 수소이온농도

   무세제 세탁기내에 장착된 전해장치로부터 생성되는 전해수의 수소이온농도

는 pH 11.9 으며, 이 전해수를 사용하여 세탁한 다음 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한 결

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상수, 전해수 및 세탁폐수의 수소이온농도

종류 pH

상수(수도물) 7.6

전해수 11.9

1차 세탁폐수
1)

10.5

2차 세탁폐수(헹굼수)1) 8.7

1차 세탁폐수
2)

10.7

2차 세탁폐수(헹굼수)
2)

9.2

1차 세탁폐수3) 10.7

2차 세탁폐수(헹굼수)
3)

8.0

                   1) 비방사성 오염 작업복 첫 회 세탁실험

                   2) 비방사성 오염 작업복 두 번째 회 세탁실험

                   3) 방사성 오염 작업복 세탁실험

  무세제 세탁에서 발생하는 세탁폐수는 1차 세탁페수의 경우, pH 10.7 정도를, 

2차 세탁페수인 헹굼수는 pH 8∼9.2 범위의 값을 나타내었다. 실제 1차 세탁폐수

와 2차 세탁페수가 합하여 진, 실제 세탁페수의 수소이온농도는 pH 9∼9.5 범위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조 범위의 수소이온농도는 현 방사성폐기물처리시

설에서의 폐수처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또한 증발농축 처리나 자연증발 

처리 외에 이온교환 처리시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 Na 이온농도

                세탁폐수내의 Na 이온농도는 증발농축 처리나 자연증발 처리시

에 큰 향을 주는 이자는 아니다. 다만, 이온교환 처리시에는 수지의 수명에 큰 

향을 줄 수 있다. 다음 표 7에 각 세탁폐수의 Na 이온농도 측정 결과를 나타



내었다.

표 7  상수, 전해수 및 세탁폐수의 Na 이온농도

종류 Na 이온, mg/L

상수(수도물) 5.2

전해수 172

1차 세탁폐수
1)

185

2차 세탁폐수(헹굼수)1) 8

1차 세탁폐수
2)

271

2차 세탁폐수(헹굼수)
2)

10.1

1차 세탁폐수3) 175

2차 세탁폐수(헹굼수)
3)

6

                 1) 비방사성 오염 작업복 첫 회 세탁실험

                 2) 비방사성 오염 작업복 두 번째 회 세탁실험

                 3) 방사성 오염 작업복 세탁실험

  전해수의 Na 이온농도는 172 mg/L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 전해수로 세탁한 

후의 1차 세탁폐수중의 Na 이온농도는 비방사성 오염 작업복 첫 회 세탁실험에

서는 전해수 수준의 185 mg/L로, 두 번째 세탁 실험에서는 전해수보다 약 100 

mg/L 정도 높은 271 mg/L 로 나타났다. 2차 세탁폐수인 헹굼수중의 농도는 10 

mg/L 내외의 매우 낮은 농도 다. 1차 세탁폐수중의 Na 이온농도는 작업복의 

작업 이력(내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많은 땀과 염분 등으로 오염

이 된 경우, 당연히 세탁폐수중의 Na 이온농도는 높아 질 것이다. 실제 본 실험

에 사용한 작업복은 대부분 일년 이상 세탁없이 계속 사용하 던 것이기 때문에 

세탁물중 일부는 땀 등에 많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이유로 두 

번 째 실험에서 발생한 1차 세탁페수중의 Na 이온농도가 높아졌을 수 있다. 첫 

회 실험과 방사성 오염 작업복 세탁 실험에서는 1차 폐수중 Na 이온 농도는 전

해수에 비하여 그렇게 높지 않았다. 만약, 자주 작업복을 세탁한다면 1차 세탁폐

수증의 Na 이온농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세탁의 경우, 

1차와 2차 세탁폐수를 합한 실제 폐수의 Na 이온농도는 100 mg/L 이하로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성 폐수의 이온교환 처리에서 폐수중 Na 이온농도가 중요한 이유는 방사

성 폐수중의 방사성 핵종인 세슘(Cs) 이온과 코발트(Co) 이온의 제거에 Na 이온

이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Cs 이온의 제거는 Na 이온의 향을 많이 받

는다. 다음 표 8에 방사성 폐수중 세슘 이온 제거시 Na 이온농도에 따른 대표적 

이온교환수지의 수명(수지 단위 부피당 폐수 처리 부피)을 나타내었다.[6]

표 8  방사성 폐수중 세슘 이온 제거시 Na 이온농도에 따른 각종 

이온교환수지의 수명 (수지 단위 부피당 폐수 처리 부피)

Na 이온농도

(mg/L)

이온교환수지 종류

DT 30

(Durasil 230)

Amberlite

 IRN 77

1 1,340,000 60,000

10 134,000 6,000

50 26,500 1,200

100 13,400 600

150 8,800 400

200 6,700 300

300 4,500 200

400 3,400 150

500 2,700 120

            * 제염계수(DF) 100 기준

                         처리후 폐수중 세슘의 농도 (μCi/mL)
            * DF =  ──────────────────────
                           원 폐수중 세슘의 농도 (μCi/mL)

  표에서 DT 30과 Durasil 230은 같은 종류의 무기 이온교환수지로 합성 제올라

이트이다. DT 30은 미국 Diversified Technology 사 제품이며, Durasil 230은 미

국 Durat다 사 제품으로 성질 및 품질은 차이가 없다. Amberlite IRN 77은 미국 

Rhom & Haas 사에서 판매하는 원자력발전소용 강산성 유기 양이온교환수지이

다. 



  표에서 알 수 있드시 유기 이온교환수지는 무기 이온교환수지에 비하여 Na 이

온의 향을 더 크게 받는다. 만약 무세제 세탁기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세탁폐수

를 다른 페수와 혼합하지 않고, 그대로 이온교환 처리할 경우에는 유기 이온교환

수지 보다는 무기 이온교환수지의 사용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라) COD

                현재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세탁폐수를 증발농축 처리하거

나 자연증발 처리할 경우, 세탁폐수의 COD는 실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

러나 COD가 높다는 의미는 분해 가능한  유기물의 함량이 많다는 의미로 세탁

페수를 증발농축하거나 자연증발시킬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증발농축물이나 슬

러지중의 유기물 함량이 높아진다. 증발농축물이나 슬러지는 최종 아스팔트 고화

처리하여야 하는데 증발농축물이나 슬러지 등에 유기물 함량이 높으면 최종 아

스팔트 고화체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온교환 처리의 경우, COD와 

이온교환과의 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COD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이

온교환수지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또한 이온교환 처리 

후 배출수를 그대로 방류하여야하기 때문에 일반 배출기준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원 폐수의 COD가 가급적 낮을수록 처리에 적합하다.

  다음 표 9에 무세제 세탁 실험에서 발생한 세탁폐수의 COD 값과 각종 세제 

0.1 % 수용액의 COD 값을 나타내었다. 

  무세제 세탁에 의한 1차 세탁폐수의 COD는 비방사성 오염 작업복의 경우, 첫 

회 실험에서 125 mg/L, 두 번째 실험에서 150 mg/L의 비교적 높은 값이 나왔

다. 그런데 세탁게 사용하는 전해수의 COD가 1∼4 mg/L 로 상수와 거의 같은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므로 1차 세탁폐수의 COD 값은 전적으로 세탁물로부터 

제거된 유기물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역설적으로 무세제 세탁에 의하여 

세탁물로부터 많은 오염물이 제거된 결과인 것이다. 2차 세탁폐수는 헹굼수이기 

때문에 COD 값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비방사성 작업복에 대한 

처 회 세탁실험에서 발생한 1차 세탁폐수와 2차 세탁페수를 1:1로 혼합한 실제 

세탁폐수의 COD 값은 79 mg/L로 측정되었다.  방사성 오염 작업복의 세탁 실

험에서 발생한 1차 세탁폐수의 COD 값은 51 mg/L로 비방사성 오염 작업복 세

탁시 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어는 데 이 까닭은 세탁량에 비하여 사용 세탁수의 

양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합성세제 A, B, C, E, F 다섯 종류에 대하여 사용 권고 농도에서의 COD 값을 

측정한 결과, 표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450∼910 mg/L 범위의 높은 COD 값을 



나타내었다. 이들 수용액은 실제 세탁시 세탁물로부터 제거된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세제만에 의한 값이다. 따라서 실제 세탁시에는 더욱 높은 COD 값

을 갖는 1차 세탁폐수가 발생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표 9 무세제 세탁폐수 및 각종 세제 수용액의 COD 값

종류 COD, mg/L

상수(수도물) 1∼4

전해수 1∼3

1차 세탁폐수
1)

125

2차 세탁폐수(헹굼수)1) 14

1차 세탁폐수
1)

+ 2차 세탁폐수(헹굼수)
1) 79

1차 세탁폐수2) 150

2차 세탁폐수(헹굼수)
2)

20

1차 세탁폐수
3)

51

2차 세탁폐수(헹굼수)3) 18

합성세제 A (0.1 % 수용액) 450

합성세제 B (0.067% 수용액) 531

합성세제 C (0.1 % 수용액) 395

합성세제 E (0.1 % 수용액) 453

합성세제 F (0.1% 수용액) 910

           1) 비방사성 오염 작업복 첫 회 세탁실험

           2) 비방사성 오염 작업복 두 번째 회 세탁실험

           3) 방사성 오염 작업복 세탁실험

  현재 모든 폐수에 대한 COD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합성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세탁이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당연히 합성세제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 탁도

                무세제 세탁시 발생하는 1차 세탁폐수 및 2차 세탁폐수의 탁도

와 0.45 μm 필터로 한번 여과 한 후의 탁도(FTU)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10

과 같다. 

 표 10 세탁폐수의 탁도

종류
탁도, FTU

여과 전 여과 후

상수(수도물) 4 0

전해수 - -

1차 세탁폐수
1)

23 1

2차 세탁폐수(헹굼수)1) 6 0

1차 세탁폐수
2)

23 0

2차 세탁폐수(헹굼수)
2)

8 1

1차 세탁폐수3) 5 0

2차 세탁폐수(헹굼수)
3)

5 0

          1) 비방사성 오염 작업복 첫 회 세탁실험

          2) 비방사성 오염 작업복 두 번째 회 세탁실험

          3) 방사성 오염 작업복 세탁실험

  전해수는 기포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성 직후의 탁도를 측정하기가 곤란

하 다. 세탁폐수의 탁도는 0.45 μm 필터로 한번 여과하면 증류수 수준(0 FTU)

으로 낮아진다. 즉 매우 맑아진다. 여과에 의하여 탁도가 낮아지는 것과 같이 여

과에 의하여 COD 값도 비슷하게 변화하는지 여과 전과 후의 COD 값을 측정하

여 표 11에 나타내었다.

  탁도가 낮아진다는 사실은 폐수중의 부유물질 등이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들 부유 물질이 유기성분이라면 여과에 의하여 간단히 이들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 여과 전․후의 COD 값의 변화

종류
COD 값, mg/L

여과 전 여과 후

1차 세탁폐수
1)

125 74

1차 세탁폐수2) 150 125

         1) 비방사성 오염 작업복 첫 회 세탁실험

         2) 비방사성 오염 작업복 두 번째 세탁실험

  여과 전․후의 COD 값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비방사성 작업복 첫 회 세탁 

실험에서 발생한 1차 세탁폐수는 여과 후 COD 값이 약 1/2로 크게 줄었으나 두 

번째 실험에서 발생한 1차 세탁페수의 COD 값은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을 알 수 있다. 비록 오염 물질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더욱 

명확한 효과와 원인를 밝히기 위하여는 앞으로 더욱 많은 실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바) 거품 발생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세탁폐수의 처리시 가장 중요한 인

자는 페수의 거품 발생이다. 현재 방사성페기물처리시설에서는 방사성 액체폐기

물을 증발농축 처리하거나 자연증발 처리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폐수의 거품 

발생은 큰 문제가 된다. 증발농축 처리의 경우, 강제 순환방식에 의하여 증발기

로 폐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때 폐수에서 거품이 발생하면 비말동반에 의하여 

증발기의 제염게수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자연증발 처리의 경우, 극저준위 방

사성폐수를 대상으로 이를 천에 흘려보내며 아래에서 공기를 불어넣어 물을 증

발시키게 되는데, 이때에도 거품이 발생한다면 증발의 효율 저하는 물론 비말동

반에 의하여 폐수 입자가 그대로 대기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설에서

는 거품이 발생하는 폐수의 반입을 엄격히 규제하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세탁시

설의 가동이 거의 안되는 이유도 세탁시 세제를 사용할 경우, 거품발생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본 실험에서는 실제 방사성 오염 및 비방사성 오염 작업복의 세탁폐수의 거

품발생을 관찰하 으며, 시판 일반 및 특수 세제 수용액과의 거품 발생과 비교하

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 폐수 또는 세제 수용액  300 mL를 1,000 



mL 메스실린더에 넣은 후 10 회 세차게 흔든 다음, 발생한 거품의 높이를 측정

하 다. 결과는 표 12와 같다.

  무세제 세탁시 발생한 1차 세탁폐수 및 2차 세탁폐수의 거품 발생은 극히 미

미하다. 극히 약간의 거품 발생이 있지만, 세제가 포함되지 않은 방사성폐수의 

경우에도 폐수 중에 포함된 불순물 등에 의하여 이 정도 거품은 발생하기 때문

에 증발농축 처리나 자연증발 처리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합성세제 수용액과의 거품 발생을 비교하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표 12  거품 발생

종류
거품 발생 높이

*
, cm

직후 10초 후

상수(수도물) 측정불가 (0) 0

전해수 측정불가 (0) 0

1차 세탁폐수
1) 1.7 0.3

2차 세탁폐수(헹굼수)
1) 측정불가 (0) 0

1차 세탁폐수2) 1.7 0.3

2차 세탁폐수(헹굼수)
2) 측정불가 (0) 0

합성세제 A (0.1 % 수용액) 12.2 10.5

합성세제 B (0.67 % 수용액) 22.7 15.7

합성세제 C (0.1 % 수용액) 14 12.2

합성세제 E (0.1 % 수용액) 10.45 8.7

합성세제 F (0.1 % 수용액) 10.5 9.2

      * 액면과 거품 경계면으로부터의 높이

      1) 비방사성 오염 작업복 첫 회 세탁실험

      2) 비방사성 오염 작업복 두 번째 회 세탁실험

  다음 그림 17에 거품 발생을 더욱 생생하게 비교하 다. 그림은 시판 1종 합성

세제 A의 0.1 % 수용액과 무세세 세탁시 발생한 1차 세탁폐수의 거품 발생을 

비교한 것으로 시판 1종 합성세제 A의 0.1 % 수용액의 경우 세차게 흔든 직후 

발생한 거품이 30분, 1시간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데 반하여 무세세 세탁시 발생



한 1차 세탁폐수는 세차게 흔들 때 약간 발생하 던 거품이 바로 사라짐을 나타

내고 있다. 그림 18은 시판 1종 합성세제 A의 0.1 % 수용액을 3배 희석한 수용

액, 즉 2회 헹굼을 가정하 을 때의 농도에서의 거품 발생과 무세제 세탁시 발생

한 1차 세탁폐수와 2차 세탁폐수의 혼합 폐수의 거품 발생을 비교한 그림이며, 

그림 19는 특수 합성세제 F의 0.1 % 수용액을 3배 희석한 수용액의 거품 발생과 

무세제 세탁시 발생한 1차 세탁폐수와 2차 세탁폐수의 혼합 폐수의 거품 발생을 

비교한 그림이다.

  합성세제 수용액의 경우, 농도가 낮아지면 거품 발생도 줄어들기는 하지만, 한

번 발생한 거품은 쉽게 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무세제 세탁폐수의 경우, 

무세제 1차 폐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거품 발생도 낮으며, 흔들 때에만 미량의 

거품이 발생하고 방치하면 곧 거품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실험 전                         (b) 10초 후

      

              (c) 30 분 후                         (d) 1 시간 후

                    그림 17  거품 발생 비교

                             왼 쪽 메스실린더 : 합성세제 A (0.1 % 수용액)

                             오른쪽 메스실린더 : 무세제 세탁 1차 폐수



                                (a) 10초 후

 

                               (b) 30분 후

그림 18  합성세제 A(0.03% 수용액)과 무세제 세탁폐수와의 거품비교

               왼 쪽 메스실린더 : 합성세제 A (0.03 % 수용액)

               오른쪽 메스실린더 : 무세제 세탁폐수



                                (a) 10초 후

 

                               (b) 30분 후

그림 19  합성세제 F(0.03% 수용액)과 무세제 세탁폐수와의 거품비교

               왼 쪽 : 합성세제 F (0.03 % 수용액)

               오른쪽 : 무세제 세탁폐수



     3. 결과 정리

        본 절에서는 무세제 세탁기를 사용하여 실제 방사선 작업 구역에서 발

생한 방사성 오염 작업복 및 비오염 작업복에 대한 세탁을 실시하여 여기서 얻

은 세탁 결과와 세탁 폐액의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무세제 세탁의 현장 적용 가

능성을 검토하 다. 방사성 오염 의류의 세탁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방

사성 표면오염도인데, 최대 표면오염도 9,800 Bq/m
2
를 나타내는 방사성 오염 작

업복에 대한 무세제 세탁한 결과, 세탁 후 작업복의 표면 오염도는 관리기준치 

4,000 Bq/m
2 
이하인 2,000 Bq/m

2
를 나타내어 충분한 세탁이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업복에 대한 일반 오염물의 세탁 정도는 작업복 자체가 어느 정도 일반 오

염을 전제로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사성 표면오염의 제염에 비하여 중요성

이 떨어지지만, 작업의 쾌적함과 위생면에서 무시할 수만은 없으며 작업복의 청

결함은 항상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사선 작업구역에서 발생한 비방사성 

오염 작업복 20 벌에 대한 무세제 세탁 결과, 시설 담당자들에 의하여 세탁후 세

탁물의 상태는 일반적으로 깨끗하게 세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세탁시 세탁물에서의 제염 정도와 함께 매우 중

요하게 고려되는 인자는 세탁폐수이다. 현재 세제를 사용할 경우, 증발농축 처리

나 자연증발 처리시 거품이 발생하여 제염효과를 낮출 뿐만 아니라 조업에도 지

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세제를 사용한 세탁은 기피되고 있다. 

   무세제 세탁시 발생한 1차 폐수와 2차 폐수(헹굼수)에 대하여 방사성 핵종, 

수소이온농도, Na 이온농도, COD, 탁도, 거품 발생 등의 특성을 관찰한 결과, 주 

방사성 핵종은 종래 세탁폐수에서와 같이 Cs-137과 Co-60로 동일하 으며, 수소

이온농도는 1차 폐수는 pH 10.7 정도, 2차 폐수는 pH 약 8.5 정도를 나타내었다.

   Na 이온농도는 세탁에 사용되는 전해수가 170 mg/L 정도를 세탁 후 1차 폐

수중에는 약 200 mg/L 정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Na 이온농도는 증발농축 처리

나 자연증발 처리 등에는 향을 주지 않지만, 이온교환 처리에는 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온교환 처리를 도입할 경우에는 Na 이온농도를 고려하려야 할 

것이다. 

   무세제 세탁시 발생한 1차 세탁폐수의 COD 값은 합성세제 사용시의 1차 세

탁폐수의 1/4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세제를 사용할 경우, 세제 자체가 계



면활성제 등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결과는 당연하다. 현재 모든 폐수에 

대한 COD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합성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세탁

이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당연히 합성세제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탁이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세제 세탁시 발생한 세탁폐수의 탁도는 0.45 μm 필터로 한번 여과하면 증류

수 수준(0 FTU)으로 낮아진다. 여과 전․후의 COD 값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비방사성 작업복 첫 회 세탁 실험에서 발생한 1차 세탁폐수는 여과 후 COD 값

이 약 1/2로 크게 줄었으나 두 번째 실험에서 발생한 1차 세탁페수의 COD 값은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오염 물질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더욱 명확한 효과와 원인를 밝히기 위하여는 앞으로 더욱 

많은 실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세탁폐수의 처리시 가장 중요한 인자는 폐수의 거

품 발생이다. 현재 방사성페기물처리시설에서는 방사성 액체폐기물을 증발농축 

처리하거나 자연증발 처리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폐수의 거품 발생은 큰 문제

가 된다.   무세제 세탁시 발생한 1차 세탁폐수 및 2차 세탁페수의 거품 발생은 

극히 미미하다. 극히 약간의 거품 발생이 있지만, 세제가 포함되지 않은 방사성

폐수의 경우에도 폐수중에 포함된 불순물 등에 의하여 이 정도 거품은 발생하기 

때문에 증발농축 처리나 자연증발 처리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



제 3 절 결과 종합

    한국원자력연구소내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방사성 오염 

세탁물을 합성세제의 사용없이 세탁함으로써 기존 합성세제를 사용할 때 발생하

는 세탁폐수 처리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세제 세탁” 방법을 도입

하기 위하여 먼저 첫 단계로 방사성폐수에 오염된 섬유를 대상으로 각종 시판중

인 일반 합성세제, 특수 합성세제, 경원엔터프라이즈(주)에서 개발한 전해장치로

부터 얻어진 전해수 KWL과 KWH의 방사성 핵종에 대한 제거효과를 관찰하고 

여기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무세제 세탁의 가능성을 타진하 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 단계에서 실제 방사성폐수로 오염시킨 오염포를 사용한 실험 결과, 낮은 

pH를 나타내는 전해수 KWL 뿐만아니라, 현재 상용화된 무세제 세탁기에 사용

되는 전해장치로부터 얻은 전해수 KWH도 충분히 방사성핵종의 제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또한 일반 기름때에 대한 실험결과, 전해수 KWH

는 일반 합성세제에 비하여 세정효율이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

라서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거효과를 함께 감안한다면 세제의 사용없이 전해수 

KWH만으로도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오염 의류의 세탁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단계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무세제 세탁기를 사용하

여 실제 방사선 작업 구역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 작업복 및 비오염 작업복에 

대한 세탁을 실시한 후 여기서 얻은 세탁 결과와 세탁폐수의 특성을 평가함으로

써 무세제 세탁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세제 세탁기를 

사용하여 실제 방사선 작업 구역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 작업복 및 비오염 작

업복에 대한 세탁을 실시한 결과, 방사선 오염 작업복의 표면오염도는 세탁 후, 

관리기준치를 충분히 만족하 다. 또한 세탁후 작업복의 세탁상태 역시 시설 담

당자들에 의하여 깨끗하게 세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탁폐수에 대한 방사성 

핵종, 수소이온농도, Na 이온농도, COD, 탁도, 거품 발생 등의 특성을 평가한 결

과, 한국원자력연구소내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증발농축 처리 또는 자연증발 

처리등에 의하여 무세제 세탁폐수를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 

  무세제 세탁시스템을 사용하여 방사성 오염 작업복을 세탁한다면, 현재 세탁폐



수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

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전 원자력 산업에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한국원자력연구소내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RWTF, Radioactive Waste 

Treatment Facility)은 연구소내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방사성 폐수, 폐수

지, 잡고체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방사성 물질과 기름때에 

오염된 작업복, 장갑, 양말 등을 세탁 처리하고 있다. 세탁시 발생하는 세탁 폐수

는 방사능 준위가 낮은 대신 발생량이  많은데, 세탁 폐수중의 합성세제 때문에 

세탁 폐수 처리시 거품이 발생하여 증발효율과 제염효율을 저하시킨다. 또한 연

구소 발전과 함께 방사선 작업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세탁물의 양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세탁 요구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 세탁과 관련한 대책

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내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방사성 오염 세탁물을 합성세제의 사용없이 세탁함으로써 기존 합성세제를 사용

할 때 발생하는 세탁폐수 처리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세제 세탁” 

방법을 각종 실험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충분히 적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방사성 오염 의류의 무세제 세탁 방법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뿐만 아니라 원자

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 의류 세탁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용이 크게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원자력기술의 고도

화, 독창성 기술의 확보 등에 기여하여 하 다고 판단된다.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한 바 있는 

경원엔터프라이즈(주) 개발품인 무세제 세탁시스템을 장착한 무세제 세탁기를 사

용하여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 작업복 및 비방사성 오염 작

업복을 세탁 처리하고 있다. 무세제 세탁시스템을 사용하여 방사성 오염 작업복

을 세탁한다면, 현재 세탁폐수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원자력 산업

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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