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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C-14 기체 포집용 흡착제 개발 및 특성 평가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국내 중수로 원자력발전소 운 중 발생된 폐수지내 흡착되어 있는 C-14의 효

율적 분리 기술 개발과 더불어 폐수지로부터 제거된 C-14를 기체형태로 변환하여 

폐액으로부터 제거할 경우 이의 고정화 기술이 필요하며, 이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효율 C-14 기체 흡착제의 개발 및 특성평가가 요구된다. 이는 

장기 저장관리중인 폐수지의 최종 처리수단 확보를 위한 후행기술 및 기존 배기체

내 C-14 처리기술로서 동시 활용 가능하다. 아울러 폐수지에 함유되어 있는 C-14

를 고효율로 제거하고 동시에 최종 생성물의 처분요건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

술 개발을 통하여 폐기물 감용을 통한 C-14 제거 적정 처리방안 확보 및 처분비용

의 절감이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폐수지로부터 분리된 C-14는 장반감기 핵종으로 

이를 고효율로 제거하고 고건전성 고화체 제조기술 개발 방향으로서 C-14 함유 폐

수지의 적정 처리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공정과 폐수지로부터 분리된 C-14 등

의 휘발성 기체상 핵종 제거 기술과 같은 후행공정은 상호 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국제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관련 기술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위탁 과제에서는 C-14 함유 폐수지의 적정 처리방안 도출을 위한 기술 개

발을 위하여 탈착용액 내에 함유된 C-14 핵종을 기체화하여 처리하는 효율적인 기

체 흡착공정 개발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수행하 다.

■ 폐수지 처리 및 
14
CO2 기체처리 기술 현황 분석

■ 폐수지로부터 C-14 탈착 및 CO2 기체화 특성 평가

○ IRN-150 수지의 음이온(HCO3
- 
등) 및 양이온 흡․탈착 특성

○ 탈착용액 이용 폐수지로부터 C-14 탈착 및 CO2 기체화 특성

- Na계열 탈착용액이용 폐수지내 HCO3
- 
이온 탈착 및 CO2 기체화 특성 평가



- 4 -

- NH4H2PO4 및 H3PO4 탈착용액이용 폐수지내 HCO3
- 
이온 탈착 및 CO2 기체

화 특성 평가

- 자체 pH-조정 전해법 이용 HCO3
- 
이온 탈착 및 CO2 기체화 특성 평가

- NH4H2PO4 탈착용액 이용시 IRN-150 폐수지로부터 양이온 금속 핵종 탈착 

특성

■ 월성 현장 폐수지 이용 C-14 탈착 실증 시험

■ C-14 흡착제 개발 및 특성 평가

○ C-14 기체 제거용 흡착제 제조 기본 공정 설정

○ 흡착제 제조 및 성능 평가  

■ 폐수지 처리 및 발생 C-14 기체처리 공정 개발

■ 흡착제 성능 예측 모델링  

■ C-14 포집된 반응매질의 고화체 성능 평가 

 

IV. 연구개발 결과

폐수지로부터 C-14 핵종의 탈착특성 및 기체화에 의한 처리시스템 설정을 목

표로 기초 연구를 수행하 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1. 페수지 처리 및 14CO2 기체처리 기술 현황 분석

지금까지 개발된 폐수지 처리기술 분석 결과, 폐수지 처리기술 개발시 고려하

여야 할 우선사항은 폐기물 발생 부피 최소화를 들 수 있지만 단위부피당 처분비용

을 고려할 경우 안정한 형태의 고정화생성물 제조기술이 보다 중요함으로 안정성이 

우수한 고정화 매질 개발이 수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C-14이 함유된 폐

수지 처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stripping 기술 중 수지로부터 핵종을 분리하여 농

축하고 핵종이 제거된 잔류 폐수지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아

울러 수지로부터 선택적으로 분리된 
14
C핵종은 이차폐기물 발생량을 최소로 하고 

안정한 고정화 생성물에 농축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폐수지로부터 

분리된 C-14의 
14
CO2로의 기체화에 의한 처리 공정에 대한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분석을 통하여 유량이 높고 기체 농도가 낮을 경우 알칼리 금속 수산화물을 이용한 

기-고 화학반응을 통하여 제거하는것이 유리하며, 유량이 낮고 기체농도가 높을 경

우는 알칼리 토금속 슬러리를 이용한 double alkali 공정이 유리한 것으로 파악되었

다. 아울러 
14
CO2 기체의 고정화를 위한 반응매질로 활용 가능한 후보 흡착제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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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다.

2. 폐수지로부터 C-14 탈착 및 CO2 기체화 특성 평가

가. IRN-150 수지의 음이온 및 양이온 흡․탈착 특성

실험적으로 구한 IRN-150 이온교환수지의 HCO3
-
 이온 최대 흡착량은 이론 흡착

량인 12 mg-C/g과 비교하여 약 10%차이를 보 으며, 70℃, 110℃로 열처리를 할 경

우 열적 열화현상이 일어나 흡착량은 감소하 다. 따라서 탈착용액 사용과 함께 열적

처리를 병행할 경우 HCO3
-
 이온의 탈착 효율이 증가할 가능성을 제시하 다. 아울러 

후보 탈착용액 내 존재하는 음이온인 NO3 이온, H2PO4 이온과 HCO3 이온과의 경쟁

흡착 특성 분석을 통하여 이온별 최대 흡착량은 NO3
-
,  HCO3

-
, H2PO4

-
가 각각 1.2, 

1.0, 0.8 meq/g-수지로 나타났으며, 세 가지 이온중 NO3
-
이온이 가장 높은 흡착 용량

을 나타내었다.

양이온 금속성분의 흡착 평형 특성 및 다성분 계에서 농도에 따른 선택성을 확

인하고 HCO3
-
의 탈착과정에서 Cs, Co 등의 양이온 금속 방사성핵종의 탈착율을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폐수지내에 존재하는 금속 함유량과 탈착시에 사용되는 양이온

의 함유량 합은 IRN-150 수지가 갖고 있는 양이온 금속이온의 흡착 포화용량에 근

접한 수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용액의 pH는 4.5이상이어야 함을 확인

하 다. 아울러 탈착물질중 인산용액내 phosphate이온은 Cs나 Co와 반응하여 침전

되거나 인산염으로 전환되어 안정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탈착용액 이용 폐수지로부터 C-14 탈착 및 CO2 기체화 특성

Na 계열 탈착용액중 폐수지의 탈착공정에서 공기중 CO2 흡수성이 없는 NaNO3

용액이 더 유리하며, 폐수지로부터 HCO3
-
 이온의 탈착 율을 90%이상 얻기 위해서는 

탈착용액내에 NO3 이온 몰수는 수지내 함유되어 있는 C 몰수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Na 계열 탈착용액을 사용할 경우 CO2로 기체화하기 위해

서는 폐수지 분리후 산 용액이 투입되어야 한다.

NH4H2PO4를 이용하여 IRN-150 폐수지내 C-14 방사성 핵종의 탈착 및 
14
CO2로

의 기체화를 위해서는 NH4H2PO4 용액의 절대 몰수는 처리 대상 폐수지내 초기 

C-14 총 몰수의 2배 이상이 필요하지만, H3PO4 용액의 경우는 약 1.5배만 사용하여

도 더 높은 탈착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자체 pH 조정 전해법을 이용할 경우, 저장 폐액내 함유된 H
14
CO3 방사성 

핵종 뿐만 아니라 단일 공정에서 NaNO3 탈착용액을 공급하면서 폐수지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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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 방사성 핵종을 탈착시키고 
14
CO2 기체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산 용액 혹은 

탈착용액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고 폐수지 및 저장 페액내 C-14 방사성 핵종을 기

체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월성 현장 폐수지 이용 C-14 탈착 실증 시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저장탱크 # 2에서 채취한 폐수지를 사용하여 C-14 핵

종의 탈착 특성 및 양이온 금속 핵종의 탈착율을 평가한 결과, H3PO4 탈착용액을 

이용한 폐수지로부터 C-14 방사성 핵종의 탈착율은 초기 폐수지내 C-14  함량에 

무관하게 96% 이상이었으며, 아울러 양이온 교환 수지로부터 Co 감마핵종의 탈착

율은 Cs 핵종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 1% 미만이었고 Cs 감마핵종의 탈착율은 2 ∼ 

5% 범위로 나타났다. 

4. C-14 흡착제 개발 및 특성 평가  

알칼리 토금속 후보 반응매질중에서 Sodalime, LiOH 및 Ca(OH)2 세 가지 종류

에 대한 물리 화학적 특성 및 기본 데이터를 기본으로 
14
CO2 기체처리 성능을 상호 

비교하 다. 기개발된 
14
CO2 흡착제의 특성 및 성능을 기준으로 폐수지 처리에 따른 

전체 공정의 감용 특성을 분석하 는 데, soda lime 흡착제를 사용할 경우 Kg 폐수

지 처리(C- 14 흡착량 5 mg/g-resin으로 가정)시 감용비는 약 10정도가 되며, 감용

비 20 이상을 위해서는 현재 기개발된 흡착제의 성능을 약 2.5배 이상 높여야 한다.

회분식 흡착실험을 통한 흡착매질별 CO2 제거 속도는 초기 농도 1,200 ppm에서

는 soda lime≥CaOH)2>LiOH․H2O 으나 2,600 ppm에서는 거의 비슷한 흡착속도

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초기 CO2 농도가 10,000 ppm 이상의 고농도일 경우 흡착매

질별 흡착속도는 soda lime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농도 30,000 ~ 

52,000 ppm 범위에서 흡착매질별 CO2제거 속도는 soda lime>>LiOH․

H2O>CaOH)2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a(OH)2의 CO2 제거 성능은 매우 우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본 실험에서는 고농도조건에서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폐수지로부터 탈착용액내로 분리된 HCO3 이온의 기체화 공정이 반응 초기에 

CO2 농도가 10,000 ppm 이상으로 매우 높고 시간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러한 기체화 특성을 바탕으로 시간에 따른 주입농도 변화를 고려한 

CO2 제거 공정 특성을 평가하 다. 주입농도를 시간에 따라 고농도에서 저 농도로 

변화시키는 경우가 일정 농도로 주입한 경우 보다 CO2 파괴시간이 훨씬 느려 제거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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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착된 C-14 처리시 이차폐기물 발생량 최소화를 위해서는 기존 반응매질보다 

비표면적 크고 형상이 다른 고효율 흡착제 제조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흡착

제 물질로서 수화학적 안정성과 포획량이 큰 알칼리토금속 탄산화물을 선정하고 고

효율 흡착제 제조 기본 개념 설정을 설정하 는 데, CO2와의 표면반응성을 증대시

키기 위하여 μm 크기의 기공을 형성시켜 표면 반응이 완전히 진행될 때 까지 내부

로의 확산성 증대를 통한 흡착 성능 향상을 기본 개념으로 하 다. 미세 단위입자

를 μm 크기 수준으로 에멀젼화하여 1차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이상적인 흡착물질의 

선정을 통하여 흡착제의 입자 및 형상설계를 하 으며, 이러한 모델을 통하여 주로 

고분자 물질인 PAN(polyacrylonitrile)이나 PS(polystyrene)를 이용하여 형상제어를 

하고 흡착제 제조를 제조하 다. CO2농도를 610ppm으로 하여 회분식 반응기에서 

흡착성능을 평가한 결과, soda lime과 분말 상으로 존재하는 Ca(OH)2가 가장 빠른 

흡착성능을 보이며, 제조된 다양한 형태의 흡착제가 중간정도의 흡착속도를 보이고 

LiOH가 가장 낮은 흡착속도를 보 다.

5. 폐수지 처리 및 발생 C-14 기체처리 공정 개발

폐수지내 C-14 탈착 및 탈착된 
14
CO2 기체의 순환에 의한 흡착 공정을 제안하

으며, 본 연구에서 제조한 흡착제를 순환공정에 이용할 경우 초기 운전시  습도 

및 수분과 연관된 흡착 지연이 나타났지만  충분한 습도 및 수분이 존재하는 상태

에서는 CO2를 완전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soda lime보다 약 두 배 정도의 빠

르며 사용효율도 10% 내외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6. 흡착제 성능 예측 모델링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기 수행한 soda lime을 이용한 운전변수별 고정층 CO2 

파과특성 실험 결과를 흡착모델링을 통하여 계산결과와 상호 비교하 다. 다공성 

매질 및 화학반응에 의한 모델링을 통하여 soda lime에 의한 수분 함량 변화에 따

른 파과곡선을 이론적으로 구하 으며 본 과제에서 고려한 모델이 수분함량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CO2의 파과곡선을 잘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벽에서 격막 물질 전달 저항은 확산저항에 비하여 무시될 수 있으나 정량

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그 크기를 결정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7. C-14 포집된 반응매질의 고화체 성능 평가 

외국의 C-14 흡착매질의 고화기술에 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탄산염의 고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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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화매질과의 적합성(compatibility), 최종 고화체의 물성, 공정의 간편성 및 저비

용의 우수한 요소들을 갖는 시멘트 계열의 매질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폐흡착제를 최종처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화매질을 고려할 때에, 시멘트

고화가 가장 유효한 고화법이 되나, 최종처분부피의 최소화를 위해 물리적 특성과 

화학적 내구성의 동시적 평가를 통하여 최적의 waste loading을 선정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C-14의 포획에 사용된 폐흡착제의 고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인 

시멘트 고화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고화에 의한 부피 증가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50배에서 500배 정도의 감용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차년도의 실험결

과로 얻어진 수화학적 안정성 평가로는 carbon의 침출특성과 적정한 waste loading

에 대한 값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장기적인 평가를 필요로 

한다. 압축강도와 같은 물리적 특성 값은 20wt%의 waste loading에 대해서도 관리

기준에 만족되는 값을 나타내지만, 장기적 수화학적 안정성 평가를 통해 같이 검증

되어야 할 것이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C-14 함유 폐수지의 적정 처리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공정과 폐수지로부

터 분리된 C-14 등의 휘발성 기체상 핵종 제거 기술과 같은 후행공정은 상호 접

한 연관성을 가지며 국제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과제를 통하여 폐수지에 함유되어 있는 C-14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동시에 최

종 생성물의 처분요건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하여 폐기물 감용을 

통한 C-14 제거 적정 처리방안 확보 및 처분비용의 절감이 예상된다. C-14 함유 

폐수지 처리 기술개발을 위하여 문제가 되는 C-14 핵종을 폐수지로부터 선택적으

로 분리함으로서 C-14 핵종이 제거된 잔류 폐수지를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분리

된 C-14 핵종의 효율적 처리기술 및 고건전성 고화체 제조기술을 개발함으로서 폐

수지 처리공정의 감용효과의 극대화가 기대된다.

본 과제의 목표인 국내 중수로 원전 발생 폐수지로부터 C-14 핵종의 탈착특성

을 평가하고 탈착된 C-14 핵종의 
14
CO2로의 기체화 및 C-14 기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흡착제 특성을 평가를 통한 적정 흡착제 개발을 통하여, 폐수지로부터 C-14

의 분리기술 공정특성에 맞추어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서 C-14 기체 처리 및 고정

화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월성 원전에 장기저장중인 폐수지 상용 처리설비의 시스템 

구축시 기초 설계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부차적으로 원전운 중 기체상태로 방출되

는 C-14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기존 고체매질의 대체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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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Adsorbent for C-14 Gas Trapping and

Characteristics Evaluation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Spent ion-exchange resins contaminated with the C-14 radioisotope 

influences the strategy for the disposal of the spent resin In order to overcome 

the disposal concentration limit of the spent resin loaded with C-14, it is 

recommended that the removal of 
14
C from spent resin and its concentration to 

solid adsorbents become a desirable feature which can be disposed of as 

conventional low level waste. Therefor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effective 

desorption of C-14 from spent resin and its treatment and solidification of 

separated C-14 is needed. Especially, domestic technology for treatment of spent 

resins containing is closely linked to modification of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related to this process.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Analysis of State-of-art on the technology for spent resin treatment and 

gaseous 
14
CO2 treatment

■ Characteristics of C-14 desorption from spent resin and its gasification into 

CO2 

○ Adsorption and desorption characteristics of the cations and anions from 

IRN-150 resin

○ C-14 desorption from spent resin and its gasification into CO2 using 

desorptive solution

- Desorption characteristics of HCO3
-
 ion

 
from spent resin and its 

gasification into CO2 using desorptive solution containing Na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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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orption characteristics of HCO3
-
 ion

 
from spent resin and its 

gasification into CO2 using NH4H2PO4 and H3PO4 solutions

- Desorption characteristics of HCO3
-
 ion

 
from spent resin and its 

gasification into CO2 using self pH-control electrolytic method

- Desorption characteristics of cation metal ions from spent resin when 

using NH4H2PO4 solutions

■ Verification test of C-14 desorption with real spent resin from Wolseung 

NPP

■ Development of C-14 trapping adsorbent and performance evaluation

○ Establishment of manufacturing process of C-14 trapping adsorbent

○ Manufacturing of adsorbent and performance evaluation

■ Development of the process for the treatment of spent resins and gaseous 

C-14

■ Modelling for adsorbent performance prediction

■ Solidification of the used adsorbents with cement matrix and characterization 

of the cement waste form 

IV. Results of the Project

1. Analysis of State-of-art on the technology for spent resin treatment 

and gaseous 14CO2 treat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State-of-art on the technology for spent resin 

treatment and gaseous 
14
CO2 treatment, it is recommended that effectiveness of 

the technology for volume reduction of waste is important factor in technology 

development for spent resin treatment. Also, development of solidification 

technology for making stable waste form for disposal should be considered. 

Candidate technology for spent resin treatment is selective separation of C-14 

from spent resin, followed by its solidification.

2. Characteristics of C-14 desorption from spent resin and its gasification 

into CO2 

A. Adsorption and desorption characteristics of the cation and anion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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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N-150 resin

Maximum adsorption capacity of HCO3
-
 ion on IRN-150 resin showed about 

10 mg-C/g-resin which is about 10% lower, compared to theoretical capacity of 

this resin. Combination of desorption and thermal technologies in spent resin 

treatment process would be desirable technology for making a higher desorption 

efficiency of C-14 radionuclide from resin. Based on the competitive adsorption 

characteristics of various cation such as NO3, H2PO4 and HCO3 ions, NO3
- 
ion 

has the highest adsorption amount. 

In order to avoid a desorption of anions of Cs, Co during the desorption of  

HCO3, a solution pH used for desorption of C-14 would be over about 4.5. It 

was confirmed that phosphate solution used for desorption of C-14 has 

advantage in forming stable form of Cs-phosphate. 

 

B. C-14 desorption from spent resin and its gasification into CO2 using 

desorptive solution

NaNO3 as scrubbing solution for desorption of HCO3 ion from spent resin is 

more favorable, and the total mole of NO3 ion in desorption solution should be 

over three times of Carbon mole on spent resin to obtain over 90% of desorption 

efficiency of C-14. But NaNO3 needs acid solution for converting C-14 in 

solution into 
14
CO2 gas after separating spent resin treated. 

In case of H3PO4 solution, the total mole of H2PO4 ion in desorption solution 

should be over 1.5 times of Carbon mole on spent resin to obtain over 90% of 

desorption efficiency of C-14, and two times in NH4H2PO4.

Also, self pH-control electrolytic method showed that desorption of C-14 and 

its gasification into 
14
CO2 on spent resin or storage liquid waste is possible in 

stead  of using acid solution such as HCl or HNO3.

3. Verification test of C-14 desorption with real spent resin from 

Wolseung NPP

Real spent resin was prepared from sampling in storage tank # 2 in site 1 of 

Wolseung nuclear power plant. Desorption characteristics of C-14 and cations of 

Cs, Co from spent IRN-150 resin was evaluated. Desorption efficiency of 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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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pent resin by using H3PO4 desorption solution was over 96% regardless 

of C-14 amount on initial spent resin when comparing a activity of C-14 on 

initial spent resin. Also, desorption percent of cation of Cs, Co from anion 

ion-exchange resin (IRN-77) showed that Co-60 was below 1%, Cs-134, 137 

was in a range of 2 ∼ 5%. 

4. Development of C-14 trapping adsorbent and performance evaluation

CO2 gas trapping performance of three kinds of adsorbent such as Soda lime, 

LiOH and Ca(OH)2 was compared. Based on the capacity of as-developed 

adsorbent used for C-14 gas trapping, total volume reduction after treatment of 

spent resin in all process was evaluated. Volume reduction ratio when using 

soda lime as adsorbent is about 10, based on  5 mg C- 14 per spent resin.

CO2 removal rate of various adsorbents in batch adsorption showed soda lime

≥CaOH)2>LiOH․H2O in low concentration range, but soda lime>>LiOH․

H2O>CaOH)2 in high concentration range of 30,000 ∼ 52,000 ppm.

New adsorbent of Ca(OH)2 was manufactured from PAN(polyacrylonitrile) or 

PS (polystyrene) as support material. 

5. Development of the process for the treatment of spent resins and 

gaseous C-14

Advanced process for treatment of spent resin and trapping of C-14 gas by 

gas circulation adsorption treatment was suggested. Performance test of new 

adsorbent manufactured in this study was performed. Process time to remove 

completely CO2 gas generated from spent resin on a basis of same amount was 

shortened two times if humidity and vapor is enough.

6. Modelling for adsorbent performance prediction

In order to predict adsorbent performance of CO2 trapping, modelling was 

carried out to verify the breakthrough curves of CO2 trapping by using soda 

lime adsorbent. The effect of humidity on CO2 trapping by using soda lime 

adsorbent was modelled via chemical reaction in porou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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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olidification of the used adsorbents with cement matrix and 

characterization of the cement waste form

Assessment of the state-of-the-arts on the solidification of the used 

adsorbent showed that the cement matrix would be the best-available binder 

from the view points of the matrix compatibility, properties of the final waste 

form, simplicity of the process and relatively low cost. The ISO leaching test 

showed no quantitative result because the concentration of carbon in the 

leachate was too low to detect. A long-term leaching test with waste adsorbent 

containing radioactive C-14 seems to be necessary to clearly characterize the 

final cement waste forms.

V. Proposal for Application of the Project

Various technologies for effective desorption of C-14 from spent resin and 

14
CO2 gas treatment and solidification of separated C-14 is applicable for system 

design of pilot-scale process in Wolseung NPP site. Also, modification of 

technology related to waste treatment process would be favorable.



- 15 -

CONTENTS

SUMMARY (Korea) ················································································································3

SUMMARY (English) ·············································································································9

Content ··································································································································19

Table of Content ····················································································································22

Table of Figure ······················································································································24

Chapter1.  Overviews ······································································································31

§ 1.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31

§ 2.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33

Chapter 2.  State-of-the-art on the Technology ·················································37

§ 1.  State-of-the-art on the Foreign Technology ·····································37

1. Treatment of spent resins and desorption of C-14 ···································37

2. Adsorption technology for gaseous C-14 trapping ·······································49

§ 2.  State-of-the-art on the Domestic Technology ····································64

Chapter 3.  Results and Discussions ········································································67

§ 1.  Treatment of Spent IRN-150 Resins Containing C-14 ···················67

1. Technology on the separation of C-14 from the spent resins ···············67

2. Technology on the treatment of waste solution used for the desorptive 

separation of C-14 from the spent resins ·····················································70

3. Overview on the Treatment Process for the spent IRN-150 resins 

containing C-14 ·····································································································71

4. Technology on the treatment of gaseous 
14
CO2 ··········································73

§ 2.  Desorption of C-14 from the Spent Resins and Characteristics on 

the Gasification into CO2 ················································································77



- 16 -

1. Adsorption and desorption characteristics of the cations and anions from 

the spent IRN-150 resins ···················································································78

2. Desorption of C-14 from the spent resins using desorptive solution and 

characteristics on the gasification into CO2 ····················································97

§ 3.  Verification Test of C-14 Desorption with Real Spent Resins 

from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150

1. Overview on the test experiment ···································································150

2. Experimental ··········································································································151

3. Characteristics of the C-14 desorption with NH4H2PO4 and H3PO4 as 

desorptive solution (Year 2004 samples) ··························································153

4. Characteristics of the C-14 desorption with H3PO4 as desorptive solution 

(Year 2006 samples) ·····························································································154

§ 4.  Development and Characterization of Adsorbent for Gaseous 

C-14 Trapping ···································································································159

1. Selection of the best-available adsorbent for gaseous 
14
CO2 trapping ··159

2. Development concept of the adsorbent for C-14 trapping ·····················175

3. Establishment of the adsorbent manufacturing process ·························175

4. Fabrication and performance assessment of the adsorbent ···················187

§ 5.  Development of the Process for the Treatment of Spent Resins 

and Gaseous C-14 ···························································································206

1. Development of waste resin treatment process ·········································207

2. Development of gasified 
14
CO2 adsorption process ···································211

3. Performance assessment of the manufactured adsorbents in a  

circulating (recycle-type) adsorption apparatus ·········································224

4. Design of the gaseous C-14 treatment unit for the on-site verification 

tests ··························································································································228

§ 6.  Modelling of the Adsorbent Performance ···········································231

1. Modelling of the adsorption performance ·····················································231

2. Calculation results and discussion ··································································233



- 17 -

§ 7.  Characterization of the Solidified Waste Forms for the Used C-14 

Adsorbent ··········································································································236

1. State-of-the-art on the technology for the solidification of the 

adsorbents used for C-14 trapping ·································································236

2. Assessment of the characteristics on the cement waste forms fabricated 

to incorporate adsorbent used for C-14 trapping ········································239

3.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the cement waste forms incorporating 

simulated used adsorbents ·················································································244

Chapter 4.  Achievement and Contributions to Related R&D Fields ·······267

§ 1.  Achievement of R&D Plans ······································································267

§ 2.  Contributions to Related R&D Fields ·····················································272

Chapter 5.  Proposal for Application of the R&D Results ·····························273

Chapter 6.  Acquired Information on the Foreign Technology ····················275

Chapter 7.  References ·································································································277

Appendix ·····························································································································282



- 19 -

목  차

요 약 문(국문) ···························································································································3

요 약 문( 문) ···························································································································9

목    차 ··································································································································19

표 목 차 ··································································································································22

그림목차 ··································································································································24

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31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필요성 ·············································································31

제 2 절 연도별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33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37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동향 ·························································································37

1. 폐수지 처리 및 C-14 탈착기술 ···········································································37

2. C-14 기체 흡착기술 ·······························································································49

가. 기술개발 개요 ·······································································································49

나. C-14 기체 흡착기술 ····························································································50

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동향 ·························································································64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67

제 1 절 C-14 함유 IRN-150 폐수지 처리기술 개요 ········································67

1. 폐수지내 C-14 분리기술 개요 ·············································································67

2. C-14 분리용 탈착용액 처리기술 개요 ·······························································70

3. C-14 함유 IRN-150 폐수지 처리 공정 개요 ····················································71

4.
14
CO2 기체처리 기술 개요 ·····················································································73

제 2 절 폐수지로부터 C-14 탈착 및 CO2 기체화 특성 ··································77

1. IRN-150 수지의 음이온 및 양이온 흡․탈착특성 ···········································78

가. IRN-150 수지의 이온교환 특성 및 선택성 ·················································78

나. IRN-150 수지의 음이온(HCO3
-
 등) 흡착 특성 ··········································82

다. IRN-150 수지의 양이온(Cs, Co 등) 흡․탈착 특성 ·································90



- 20 -

2. 탈착용액 이용 폐수지로 부터 C-14 탈착 및 CO2 기체화 특성 ··················97

가. 연구 내용 개요 ··································································································97

나. 실험 방법 ········································································································101

다. Na계열 탈착용액 이용 폐수지내 HCO3
-
 이온 탈착 및 기체화 특성 ··107

라. NH4H2PO4 탈착용액 이용 HCO3
-
이온 탈착 및 기체화 특성 ················116

(1) NH4H2PO4 탈착용액의 HCO3
-
 탈착 특성 ··············································116

(2) NH4H2PO4 용액에서 탈착된 HCO3
-
 이온의 CO2 기체화 특성 ···········117

(3) 완전 탈착을 위한 NH4H2PO4 탈착용액의 적정 소요량 평가 ············118

(4) NH4H2PO4 탈착용액의 적정 부피 평가 ··················································123

마. H3PO4 탈착용액 이용 HCO3
-
 이온의 탈착 및 기체화 특성 ····················127

(1) 완전 탈착을 위한 H3PO4 탈착용액의 적정 소요량 평가 ····················127

(2) 인산계열 탈착용액의 특성 분석 ·······························································129

바. 자체 pH-조정 전해법 이용 HCO3
-
이온 탈착 및 CO2 기체화 특성 ·····132

(1) 연구 개요 ·······································································································132

(2) 자체 pH-조정 전해장치 제작 ···································································133

(3) NaHCO3 용액 이용 기체화 특성 실험 ···················································139

(4) IRN-150 폐수지 이용 HCO3
-
이온 탈착 및 기체화 특성 ····················144

사. NH4H2PO4 이용시 IRN-150 폐수지로부터 양이온 금속 핵종 

   탈착 특성 ············································································································147

(1) 실 험 ···············································································································147

(2) NH4
+
/금속핵종 몰비 변화에 따른 양이온 핵종 탈착특성 ··················148

제 3 절 월성 현장 폐수지 이용 C-14 탈착 실증시험 ···································150

1. 연구 개요 ················································································································150

2. 실험 방법 ················································································································151

가. 폐수지 시료 특성 ·····························································································151

나. NH4H2PO4 및 H3PO4 탈착용액 이용 C-14 탈착 실험 ···························152

3. NH4H2PO4 및 H3PO4 탈착용액 이용 C-14 탈착 특성(2004년 시료) ··········153

4. H3PO4 탈착용액 이용 C-14 탈착 특성(2006년 시료) ·····································154

제 4 절 C-14 흡착제 개발 및 특성 평가 ··························································159

1.
14
CO2 기체 흡착제 최적물질 선정 ·····································································159



- 21 -

가. 후보 흡착매질 특성 평가 ··············································································159

나. 흡착매질별 농도변화에 따른 CO2 흡착성능 평가 ···································163

2. C-14 흡착제 개발 개념 ·······················································································175

3. 흡착제 제조 기본 공정 설정 ··············································································175

4. 흡착제 제조 및 성능 평가 ··················································································187

제 5 절 폐수지 처리 및 발생 C-14 기체 처리 공정 개발 ······························206

1. 폐수지 처리 공정 개발 ························································································207

2. 기체화된 
14
CO2의 흡착 공정 개발 ·····································································211

가. 연속식 흡착 공정 ····························································································211

나. 순환식 흡착 공정 ····························································································215

3. 순환식 흡착장치 이용 제조된 흡착제 성능 평가 ··········································224

4. 현장 실증시험용 C-14 기체 처리 장치 설계 ·················································228

제 6 절 흡착제 성능예측 모델링 ··········································································231

1. 흡착성능 모델링 ····································································································231

2. 계산 결과 및 토의 ································································································233

제 7 절 C-14 포집된 반응매질 고화체 성능평가 ···········································236

1. C-14 흡착매질 고화기술 분석 ···········································································236

2. C-14 흡착매질 함유 시멘트 고화체 특성 평가 현황 ···································239

3. 모의 폐흡착매질을 이용한 시멘트 고화체 제조 및 특성 평가 ··················244

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267

제 1 절 연구 목표 달성도 ···························································································267

제 2 절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272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273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275

제 7 장 참고문헌 ··············································································································277

부    록 ····························································································································284



- 22 -

표 목 차

표 1-2-1 년도별 연구개발 목표 및 연구 내용 ····························································33

표 2-1-1 공정기체내 isotopic 조성 ················································································44

표 2-1-2 Moderator 혼상수지의 감마핵종 분석(테스트 VI SC-CO2추출전후) ··· 45

표 2-1-3 운전조건과 각 컬럼의 상세 구조 ··································································48

표 2-1-4 분별증류시 원료 및 생성물의 조성 ······························································49

표 2-1-5 낮은 CO₂분압에서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 탄산물 용해도 및 

분해특성 ··············································································································53

표 2-1-6 CO2 제거용 후보 반응매질의 몰부피 비교 ·················································55

표 2-1-7 C-14 제거 기술별 상대점수 비교 ·································································63

표 3-2-1 Amberlite IRN 77 & IRN 78 이온교환 수지 특성 ··································83

표 3-2-2 음이온 교환수지의 열처리 조건별 HCO3
-
 이온의 흡착량 비교 ··············86

표 3-2-3 탈착용액별 양이온 교환수지로부터 Cs, Co 탈착율 비교 ··························95

표 3-2-4 CO2 기체 분석을 위한 GC 운전조건 ·························································105

표 3-2-5 탈착용액 종류별 탈착된 HCO3
-
이온의 CO2 기체화 실험 조건 ············106

표 3-2-6 NaOH, Na3PO4 탈착용액의 농도변화에 따른 용액내 C 농도 변화 ······107

표 3-2-7 NaOH, Na3PO4 탈착용액의 농도 및 부피변화에 따른 C 농도 변화 ···· 108

표 3-2-8 NaNO3, Na3PO4용액 pH별 HCO3
-
이온의 기체화후 잔류 C 농도 ········115

표 3-2-9 NH4H2PO4 탈착용액의 농도변화에 따른 용액내 C 농도 변화 ···············116

표 3-2-10 탈착 실험후 용액내 C 농도 및 pH 변화 ··················································123

표 3-2-11 탈착용액 종류별 HCO3
-
 이온 탈착특성 비교 ···········································131

표 3-2-12 전극이용 기체화 실험조건 ············································································140

표 3-2-13 전해질(0.1N NaHCO3 + 0.1N NaNO3)에서 전압 변화에 따른 pH 변화 ··

····························································································································143

표 3-2-14 전해질(0.1N NaHCO3 + 0.1N NaNO3)에서 유량변화에 따른 pH 및 발생 

CO2 농도 변화 ·································································································144

표 3-2-15 자체 pH 조정 전해방법 이용 전해질(0.1N NaNO3)내에서 폐수지 처리

량에 따른 pH 변화 ·························································································147



- 23 -

표 3-3-1 실증시험용 실폐수지내 주요 핵종의 방사능 특성 ··································151

표 3-3-2 실 폐수지 이용 탈착용액 종류별 C-14 탈착 실험 조건 ·······················153

표 3-3-3 잔류 탈착용액내 감마핵종 방사능 ······························································156

표 3-3-4 폐수지의 C-14 방사능 및 탈착율 ·······························································158

표 3-3-5 잔류 탈착용액내 감마핵종 방사능 및 탈착율 ··········································158

표 3-4-1 폐수지 처리공정별 
14
CO2 기체처리 후보 기술 ·········································159

표 3-4-2 C-14 흡착 처리를 위한 후보 공정 비교 ···················································160

표 3-4-3
14
CO2 기체처리용 후보 흡착제 특성(기개발 또는 적용중인 매질) ······161

표 3-4-4
4
CO2 기체처리용 후보 흡착제 성능 비교 ··················································161

표 3-4-5 회분식 반응기 및 고정층 이용 CO2 흡착 실험 조건 ·····························165

표 3-4-6 회분식 실험으로부터 구한 흡착매질별 CO2 흡착량 비교 ·····················171

표 3-4-7 M(OH)2 및 MCO3 형태의 알칼리토금속 화합물의 용해도 및 용해도곱

(Ksp) ·················································································································176

표 3-4-8 이온형태 특성에 따른 CO3
2-
 이온의 용해도 비교 ··································179

표 3-5-1 Soda lime 및 제조된 흡착제의 성능비교 ··················································227

표 3-5-2 흡착제별 효율 비교 ························································································228

표 3-7-1 C-14 traced barium carbonate slurry ·······················································243

표 3-7-2 LWR 핵연료 재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C-14 폐기물 고화체의 특성

····························································································································244

표 3-7-3 Summary of standard leaching test method by renewal of leachant

····························································································································247

표 3-7-4 Workability on the W/C and A/C ·····························································251

표 3-7-5 Excess water to Additive ratios (EW/A) ···············································251

표 3-7-6 Volume reduction for concentration of C-14 into Ca(OH)2 ················265

표 3-7-7 Calculation of volume reduction for the final disposal ························265



- 24 -

그 림 목 차

그림 1-1-1 원전 발생 폐수지 처리기술 개발을 위한 시나리오 및 연구목표 ·······32

그림 2-1-1 분별증류에 의한 폐수지로부터 C-14 제조방법 흐름도 ·······················48

그림 3-1-1 IRN-150 폐수지, 제올라이트, 할성탄 및 저장페액 함유한 고체

폐기물 처리 공정도 ·······················································································73

그림 3-1-2 Conceptual process for the removal&desorption of CO2

(DOE in USA) ·······························································································79

그림 3-2-1 Resonance structures of each anion ······················································80

그림 3-2-2 Schematic model for the occupancy of ion exchange site

at different anions ························································································82

그림 3-2-3 Description of competitive ion-exchange of each ion ························85

그림 3-2-4 IRN-150 수지의 시간에 따른 HCO3
-
 이온 흡착 특성(초기농도

60ppm C) ·········································································································85

그림 3-2-5 IRN-150 수지 종류별 HCO3
-
 이온 등온 흡착평형 특성(30℃) ···········87

그림 3-2-6 IRN-150 수지의 단일성분 이온종류별 등온 흡착평형 곡선(30℃) ······89

그림 3-2-7 NO3-HCO3 이성분계의 각 이온별 등온 흡착평형량 (30℃) ·················89

그림 3-2-8 NO3-H2PO4 이성분계의 각 이온별 등온 흡착평형량 (30℃) ················89

그림 3-2-9 IRN-150 수지의 Cs
+
, Co

2+
, Na

+
, NH4

+
이온별 등온흡착

평형곡선(30℃) ·······························································································91

그림 3-2-10 양이온 흡착평형후 각 이온별 평형농도에 따른 용액 pH 변화. ········ 92

그림 3-2-11 Cs-Na, Cs-Co, Cs-NH4 이성분계에서 IRN-150수지내 

Cs 선택도 ········································································································93

그림 3-2-12 Cs-Na, Cs-Co, Cs-NH4 이성분계에서 흡착평형후 Cs 평형농도

변화에 따른 이성분계내 용액 pH 변화. ··················································94

그림 3-2-13 CsCl+NH4H2PO4 반응에 의해 생성된 CsH2PO4의 XRD 분석 ············96

그림 3-2-14 회분식 기체화 실험장치 흐름도 ································································102

그림 3-2-15 회분식 기체화 실험 장치 사진 ··································································103



- 25 -

그림 3-2-16 CO2 기체 농도 분석을 위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기 ··················105

그림 3-2-17 NaNO3농도/IRN-150수지내 C함량 비 변화에 따른 HCO3 이온

탈착율 ···········································································································109

그림 3-2-18 용액 pH에 따른 탄소 화학종(CO2, HCO3
-
, and CO3

2-
) 분포 ···········110

그림 3-2-19 0.1 N HNO3 용액 첨가량 변화에 따른 용액 pH 변화 및 

HCO3
-
 이온 탈착율 ·····················································································111

그림 3-2-20 HCO3 이온 함유 탈착용액내 HNO3 추가에 따른 CO2 기체화 특성 ·· 112

그림 3-2-21 탈착용액 종류별 시간에 따른 HCO3 이온의 CO2로의 기체화 특성 ··· 113

그림 3-2-22 Na3PO4 및 NaNO3 용액내 HCO3 이온의 CO2로의 기체화 특성 ·········113

그림 3-2-23 HCO3 이온 함유 Na3PO4 탈착용액내 HNO3 투입부피 변화에 

따른 CO2 기체화 특성 ·················································································114

그림 3-2-24 HCO3 이온 함유 NaNO3 탈착용액내 HNO3 투입부피 변화에 따른

CO2 기체화 특성 ··························································································115

그림 3-2-25 HCO3 이온 함유 NH4H2PO4 탈착용액의 bubbling에 의한 CO2 

기체화 특성 ···································································································118

그림 3-2-26 NH4H2PO4 용액 농도별 시간에 따른 CO2 기체농도 변화

(최대 흡착량의 30% 함유 IRN-150 수지) ············································119

그림 3-2-27 NH4H2PO4 용액 농도별 시간에 따른 HCO3 이온 탈착율 변화

(최대 흡착량의 30% 함유 IRN-150 수지) ············································120

그림 3-2-28 NH4H2PO4 용액 농도별 시간에 따른 HCO3 이온 탈착율 변화

(최대 흡착량의 50% 함유 IRN-150 수지) ············································120

그림 3-2-29 NH4H2PO4 용액 농도별 시간에 따른 HCO3 이온 탈착율 변화

(최대 흡착량의 100% 함유 IRN-150 수지) ··········································121

그림 3-2-30 H2PO4 총 절대몰/수지내 초기 C 몰수비의 함수에 의한 탈착율

변화(60 분 탈착후) ·····················································································122

그림 3-2-31 NH4H2PO4 탈착용액 부피 변화에 의한 HCO3 이온 탈착율 변화 ····125

그림 3-2-32 NH4H2PO4 용액 농도별 시간에 따른 HCO3 이온 탈착율 변화

(최대 흡착량의 50% 함유 IRN-150 수지, 

수지무게/용액부피 : 5 g/5ml) ··································································125



- 26 -

그림 3-2-33 NH4H2PO4 용액 농도별 시간에 따른 HCO3 이온 탈착율 변화

(최대 흡착량의 100% 함유 IRN-150 수지, 

수지무게/용액부피: 5 g/5ml) ····································································126

그림 3-2-34 IRN-78 폐수지의 C-14 방사능 변화에 따른 C-14 및 

H
14
CO3무게 변화. ·························································································126

그림 3-2-35 H3PO4 용액 농도별 시간에 따른 HCO3 이온 탈착율 변화

(최대 흡착량의 30% 함유 IRN-150 수지, 수지무게/용액부피: 5 

g/5ml) ·············································································································128

그림 3-2-36 H3PO4 용액 농도별 시간에 따른 HCO3 이온 탈착율 변화

(최대 흡착량의 100% 함유 IRN-150 수지, 수지무게/용액부피: 5 

g/5ml) ·············································································································129

그림 3-2-37 A schematic diagram of an electrolytic system equipped 

with an ion exchange membrane with one pH-controlled output. ····133

그림 3-2-38 A schematic diagram to show the electro-migration of cation

and its subsequent water split reactions at the anode and 

cathode in a cation exchange membrane electrolytic system with

an internal anodic solution circulation and only one 

acidic-controlled solution discharge. ······················································134

그림 3-2-39 적층형 전해조 개념도(Schematic repetitive half-cell configuration

of the stack electrolyzer.) ·········································································136

그림 3-2-40 자체 pH 조정 전해장치 ·············································································137

그림 3-2-41 적층형 전해조 ·······························································································137

그림 3-2-42 pH 자체 조정조 ···························································································138

그림 3-2-43 폐수지 처리조 ·······························································································138

그림 3-2-44 pH 자동 측정 장치 ·····················································································139

그림 3-2-45 산성용액 생성 전해조에서 시간에 따른 각 셀에서 pH 변화 ··············140

그림 3-2-46 0.1 N NaNO3 +0.1N NaHCO3 혼합용액 이용 자체 pH 

조정전해법에 의한 음극방, 양극방에서 pH 변화(전압 4 V에서

 10 V 변화, 유량 3 ml/min) ····································································141



- 27 -

그림 3-2-47 0.1 N NaNO3 +0.1N NaHCO3 혼합용액 이용 자체 pH 조정

전해법에 의한 음극방, 양극방에서 pH 변화(전압 6V, 

유량 3 ml/min) ····························································································142

그림 3-2-48 0.1 N NaNO3 +0.1N NaHCO3 혼합용액 이용 자체 pH 조정

전해법에 의한 음극방, 양극방에서 pH 변화(전압 8 V,

유량 3 ml/min) ····························································································142

그림 3-2-49 0.1 N NaNO3 +0.1N NaHCO3 혼합용액 유량변화에 따른 자체

pH 조정 전해법에 의한 음극방, 양극방에서 pH 변화(전압 8 V) ··· 143

그림 3-2-50 10%.-loaded IRN-150 수지 이용 자체 pH 조정 전해법에 의한

음극방, 양극방에서 pH 변화(7.5 V, 수지 5 g, 전해질 용액 : 

0.1 N NaNO3) ······························································································145

그림 3-2-51 음극방, 양극방에서 pH 변화에 미치는 10%.-loaded IRN-150

수지양의 향 (7.5 V, 전해질 용액 : 0.1 N NaNO3) ·························146

그림 3-2-52 양극방에서 10%.-loaded IRN-150 수지로부터 휘발된 CO2 농도

변화(수지 10 g, 7.5 V, 전해질 용액 : 0.1 N NaNO3) ·······················146

그림 3-2-53 Removal behavior of (a) Cs and (b) Co by equilibrium

experiment at 30℃. (R=NH4/Metal molar ratio in solution,

Capacity: Cations in solution/Ion-exchange capacity of 

IRN-150) ·······································································································149

그림 3-3-1 월성 NPP #1 탱크 #2의 폐수지 시료 채취 위치 ·································151

그림 3-3-2 실폐수지 이용 회분식 기체화 실험장치 ··················································152

그림 3-3-3 탈착 시간에 따른 NaOH 흡수용액내 C-14 방사능 변화

(2004년 시료, 사용무게 : 5 g) ·································································154

그림 3-3-4 탈착 시간에 따른 NaOH 흡수용액내 C-14 누적 방사능 변화

(2004년 시료 사용무게 : 5 g) ··································································155

그림 3-3-5 탈착 시간에 따른 NaOH 흡수용액내 C-14 방사능 변화

(2006년 시료, 사용무게 : 10 g) ·······························································156

그림 3-3-6 탈착 시간에 따른 NaOH 흡수용액내 C-14 누적 방사능 변화

(2006년 시료 사용무게 : 10 g) ································································157

그림 3-4-1 흡착제 성능변화에 따른 이차폐기물 발생량 변화 ·····························162



- 28 -

그림 3-4-2 폐수지 Kg 처리시 흡착제 성능변화에 따른 감용비 변화 ·················162

그림 3-4-3 회분식 CO2 흡착 실험장치 ·······································································163

그림 3-4-4 고정층 CO2 흡착 실험장치 ·······································································164

그림 3-4-5 회분식 반응기에서 흡착매질 종류별 시간에 따른 CO2농도

변화(Co=1,200 ppm) ····················································································166

그림 3-4-6 회분식 반응기에서 흡착매질 종류별 시간에 따른 CO2농도

변화(Co=2,600 ppm) ····················································································167

그림 3-4-7 회분식 반응기에서 흡착매질 종류별 시간에 따른 CO2농도

변화(Co=10,000 ppm) ··················································································168

그림 3-4-8 회분식 반응기에서 흡착매질 종류별 시간에 따른 CO2농도

변화(Co=30,000 ppm) ··················································································169

그림 3-4-9 회분식 반응기에서 흡착매질 종류별 시간에 따른 CO2농도

변화(Co=30,000, 52,000ppm) ······································································170

그림 3-4-10 Soda lime 및 LiOH 이용 고정층 CO2 흡착파과곡선

(Co : 10,000 ppm, 기체 R.H. : 85%) ·····················································171

그림 3-4-11 고정층 흡착실험을 위한 시간에 따른 CO2 주입농도 변화 ················173

그림 3-4-12 Soda lime 및 LiOH 이용 주입농도 특성 변화에 따른 고정층

CO2 흡착파과곡선 (주입농도변화 : 13,140 ∼ 446ppm, 

일정농도 : 4,216ppm, 기체 R.H. : 85%) ················································174

그림 3-4-13 CO2 기체의 MCO3 로의 전환 모델 개념도 ···········································177

그림 3-4-14 시간에 따른 표면농도 구배 및 표면변화 ···············································180

그림 3-4-15 CO2 흡착을 위한 활성점에서 수분흡착 향 개념도 ··························182

그림 3-4-16 Schematic model of the adsorption process on surface

with the different size ···············································································183

그림 3-4-17 The change of the entrance of pore with adsorption process ······ 184

그림 3-4-18 SEM image of hierarchical particles on the ideal 

particle model ·······························································································184

그림 3-4-19 Ideal particle model for ideal adsorption of CO2 on Ca(OH)2 ········185

그림 3-4-20 Structural model for adsorbent with different flow ··························186



- 29 -

그림 3-4-21 3차원 흐름 구조를 갖는 흡착제 개념 ·····················································187

그림 3-4-22 Bead형 흡착제 제조공정 흐름도 ······························································188

그림 3-4-23 Bead 제조조건에 따른 표면 단면 SEM사진 ········································189

그림 3-4-24 제조된 Bead 거대기공 SEM사진(그림 3-4-22(c)) ······························189

그림 3-4-25 제조된 felt 형태 흡착제 사진 ···································································190

그림 3-4-26 부직포 형태 흡착제 미세구조 SEM사진 ···············································191

그림 3-4-27 제조된 sheet 형태 흡착제 사진 ·······························································192

그림 3-4-28 Sheet 형태 흡착제 미세구조 SEM사진 ·················································192

그림 3-4-29 제조된 Ca(OH)2 입자의 형상 SEM사진 ················································193

그림 3-4-30 Ca(OH)2 흡착제 제조 공정도 ·····································································194

그림 3-4-31 제조된 흡착제 및 soda lime 흡착제 사진 ·············································195

그림 3-4-32 펠렛형 흡착제의 SEM 사진 ·····································································196

그림 3-4-33 Sheet형 흡착제의 SEM 사진 ···································································197

그림 3-4-34 펠렛형 흡착제의 흡착후 SEM 사진 ·······················································198

그림 3-4-35 Sheet형 흡착제의 흡착후 SEM 사진 ·····················································199

그림 3-4-36 회분식 반응기에서 제조된 흡착제 형태별 CO2 제거성능

및 soda lime, Ca(OH)2, LiOH 흡착제 성능과의 비교

(Co=610 ppm) ·······························································································200

그림 3-4-37 Soda lime 이용 CO2 흡착 파과곡선 ·······················································201

그림 3-4-38 Soda lime 및 PHS 흡착제에 의한 CO2 흡착 파과곡선 ·····················203

그림 3-4-39 여러 종류 흡착제에 의한 회분식 CO2 흡착 곡선 ································204

그림 3-4-40 Ideality and used fraction of different adsorbent for

batch experiments ·······················································································205

그림 3-5-1 폐수지내 C-14 분리 및 흡착공정 흐름도 ·············································208

그림 3-5-2 실험실 규모 CO2 기체 흡착실험 장치 흐름도 ······································212

그림 3-5-3 실험실 규모 폐수지 탈착 특성 실험장치 흐름도 ·································213

그림 3-5-4 항온 항습이 가능한 CO2 기체 흡착 실험 장치(장치 전면) ··············214



- 30 -

그림 3-5-5 항온 항습이 가능한 CO2 기체 흡착 실험 장치(제어판) ····················214

그림 3-5-6 항온 항습이 가능한 CO2 기체 흡착 실험 장치(내부장치) ················215

그림 3-5-7 기체 내부 순환식 흡착공정 흐름도 ·························································222

그림 3-5-8 기체 내부 순환식 흡착 장치 전체 사진 ·················································223

그림 3-5-9 기체 내부 순환식 흡착공정 제어판 ·························································223

그림 3-5-10 기체 내부 순환식 흡착공정중 폐수지 처리조 및 흡착탑 사진 ·········224

그림 3-5-11 순환 펌프 사진 ·····························································································224

그림 3-5-12 Adsorption behavior of soda lime and PHS adsorbent

(Concentration : 45000ppm, Initial pressure: 1 atm) ·························226

그림 3-5-13 Comparison of adsorbents on the adsorption rate ····························227

그림 3-5-14 실증시험용 원전폐수지 처리 공정도 ·······················································229

그림 3-5-15 원전폐수지 처리 실증시험용 C-14 기체처리 장치 개념도 ···············230

그림 3-6-1 Effect of relative humidity on CO2 removal by soda lime

at bed depth of 12 cm and input concentration of 550 ppm ·········234

그림 3-6-2 CO2 removal by soda lime at BD=8 cm and RH=85% ···················235

그림 3-7-1 C-14 release from immobilized barium carbonate slurry ················242

그림 3-7-2 Density of cement waste forms with different A/C ratios ············253

그림 3-7-3 Compressive strength of cement waste forms with different

A/C ratios ·····································································································254

그림 3-7-4 pH change of leachate by ISO method with leaching time ···········256

그림 3-7-5 Microstructure of cement waste form (0wt% loading) ···················259

그림 3-7-6 Microstructure of cement waste form (10wt% loading) ·················260

그림 3-7-7 Microstructure of cement waste form (12wt% loading) ·················260

그림 3-7-8 Microstructure of cement waste form (14wt% loading) ·················261

그림 3-7-9 Microstructure of cement waste form (16wt% loading) ·················261

그림 3-7-10 Microstructure of cement waste form (20wt% loading) ·················262

그림 3-7-11 XRD patterns of cement waste form with different waste loadings  

(P: portlandite, C: calcite, C2S: C2S+C3S) ··········································263



- 31 -

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국내 중수로 원자력발전소 운 중 발생된 폐수지내 흡착되어 있는 C-14의 효

율적 분리 기술 개발과 더불어 폐수지로부터 제거된 C-14를 기체형태로 변환하여 

폐액으로부터 제거할 경우 이의 고정화 기술이 필요하며, 이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효율 C-14 기체 흡착제의 개발 및 특성평가가 요구된다. 이는 

장기 저장관리중인 폐수지의 최종 처리수단 확보를 위한 후행기술 및 기존 배기체

내 C-14 처리기술로서 동시 활용 가능하다. 아울러 폐수지에 함유되어 있는 C-14

를 고효율로 제거하고 동시에 최종 생성물의 처분요건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

술 개발을 통하여 폐기물 감용을 통한 C-14 제거 적정 처리방안 확보 및 처분비용

의 절감이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폐수지로부터 분리된 C-14는 장반감기 핵종으로 

이를 고효율로 제거하고 고건전성 고화체 제조기술 개발 방향으로서 C-14 함유 폐

수지의 적정 처리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공정과 폐수지로부터 분리된 C-14 등

의 휘발성 기체상 핵종 제거 기술과 같은 후행공정은 상호 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국제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관련 기술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 

본 위탁 과제에서는 주관기관인 한수원(주)에서 수행중인 C-14 함유 폐수지의 

적정 처리방안 도출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계획과 병행하여 상호 연계하고 일부분은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월성 발전소 저장탱크에서 관리중인 혼합 폐수지로

부터 C-14 분리 및 최종 처리기술 개발을 위한 전체 연구 방향 시나리오는 그림 

1-1-1과 같으며 이를 기준으로 각 단계별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 내용을 설정하

다. 그림 1-1-1에서 박스내의 연구 항목이 위탁과제에서 수행하는 부분이며, 전체적

으로 주관기관 연구 방향과 연계하여 세부 실험을 수행하 다.

폐수지 처리 기술개발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우선사항은 방사성폐기물 처리

기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지만 특히 폐수지 처리공정으로부터 이차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제가 되는 C-14 핵종을 폐수지로부터 

선택적으로 분리함으로서 C-14 핵종이 제거된 잔류 폐수지를 쉽게 처리할 수 있으

며, 분리된 C-14 핵종은 이차폐기물 발생량이 최소가 되도록 농축하여 감용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국내 중수로 원전 발생 폐수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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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C-14 핵종의 탈착특성을 평가하고 탈착된 C-14 핵종의 
14
CO2로의 기체화 및 

C-14 기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흡착제 특성을 평가를 통한 적정 흡착제 개발

및 효율적인 기체 처리 공정 개발을 연구 목표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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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원전 발생 폐수지 처리기술 개발을 위한 시나리오 및 연구목표.

폐수지로부터 분리된 C-14 핵종의 흡착처리 기술은 크게 
14
CO2 형태로 기체화 

후 고체매질 이용 제거기술과 기체화하지 않고 고체 슬러리 이용 제거기술로 나눌 

수 있다. 본 위탁과제에서는 탈착용액 내에 함유된 C-14 핵종을 기체화하여 처리하

는 기체흡착 공정 개발을 목표로 하 으며, 탈착특성의 세부적인평가를 위하여 폐

수지에 H
14
CO3

-
 형태로 흡착되어 있는 C-14핵종의 탈착용액 종류별로 탈착특성을 

분석하 으며, 폐수지로부터 탈착된 C-14핵종의 기체화 특성 실험을 탈착용액 종류

별로 수행하고 C-14 핵종의 
14
CO2 기체화 적정 기술 방안을 도출하 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폐수지 처리 공정 개념을 설정하 다. 아울러 
14
CO2 기체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흡착제 제조 및 기존 흡착제를 이용한 성능평가 기초연구를 

수행하 고, 폐수지 처리공정으로부터 배출되는 
14
CO2 기체처리 시스템 설계를 목적

으로 기체 순환식 흡착 공정을 제안하 다. 아울러 기존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soda lime을 이용한 운전변수별 고정층 CO2 파과특성 실험 결과를 흡착모델링을 

통하여 계산 결과와 상호 비교하 다. 또한 C-14 핵종이 흡착된 칼슘계열 흡착제의 

안정화된 고화체 제조를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고화기술 특성을 분석하 다. 이상

과 같이 폐수지로부터 C-14 핵종의 탈착특성 및 기체화에 의한 폐수지 처리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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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설정을 목표로 한 기초 연구는 향후 폐수지처리 적정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도별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도별 연구개발 목표 및 세부 연구 내용을 표 1-2-1에 나타내었다.

표 1-2-1. 년도별 연구개발 목표 및 연구 내용

년 도 연구개발 목표 평가방법 비 고

1차년도

(‘04.5 ~ ’05.4)

C-14 흡착물질 

선정 및 기초실험

- 흡착물질 현황 조사 및 최적 흡착물질 

선정

- 비방사능 실험(cold test) : 흡착제 성

능 기초시험 및 인자 결정  

C-14 흡착제 

개발 및 특성조사

- 흡착제 개발

- 흡착제 특성실험

흡착제 성능예측 

모델링
- 흡착성능 모델링 및 보완

폐수지로부터 

C-14 탈착 및 

기체화

특성 분석

- 탈착용액 종류별 C-14 핵종 탈착특성 

분석

- 탈착된 C-14 핵종의 CO2 기체화 특성 

분석

추가

연구

내용

C-14 포집 반응 

매질의 고화특성 

분석

- 고화기술 특성 분석 및 후보 고화체 

제조기술 선정

- 후보 기술별 고화 특성 비교평가  

2차년도

(‘05.5 ~ ’06.4)

C-14 처리 

흡착제 성능시험

- 폐수지로부터 C-14 분리 및 CO2 기체

화 특성실험

- 흡착제 성능 개선을 위한 최적 제조 

조건 설정 

- 고농도 조건에서 제조된 흡착제

  성능 실험(흡착공정 개발)

- 폐수지를 이용한 실증 실험

C-14 포집된 

반응매질의 

고화체 성능시험

- 고화조건별 고화체 제조 및 특성시험

- 고화조건 설정 및 침출특성시험

최종 보고서 작성

폐수지로부터 분리된 C-14 핵종의 흡착처리 기술은 크게 
14
CO2 형태로 기체화 

후 고체매질 이용 제거기술과 기체화하지 않고 고체 슬러리 이용 제거기술로 나눌 

수 있으며, 본 위탁과제에서는 탈착용액내에 함유된 C-14 핵종을 기체화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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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체 내부 순환식 흡착 공정 개발을 목표로 하 다.

먼저 C-14 핵종이 함유된 폐수지의 적정 처리 기술 도출을 위하여 지금까지 개

발된 폐수지 처리 기술 및  
14
CO2 기체처리 공정의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을 분석

하여 위탁과제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 다. 폐수지로부터 C-14 핵종의 탈

착특성 실험은 주관기관에서 1차년도에 기초실험을 수행한 적이 있지만 C-14 핵종

이 함유된 폐수지의 적정 처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기초 연구

를 수행하 다.

월성 발전소 현장에서 사용 중인 IRN-150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하여 탈착의 가

역성 분석을 목적으로 H
14
CO3

-
 이온 흡착특성을 우선적으로 분석하 으며, 아울러 

IRN-150 수지는 양이온교환수지(IRN-77)과 음이온교환수지(IRN-78)이 동일 당량

비 (1:1)로 혼합되어 있으므로 Cs, Co 이온의 흡착평형 실험도 동시에 수행하 는

데, 이는 음이온교환수지로부터 C-14 이온의 탈착시 Cs, Co 이온의 탈착여부를 평

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온교환수지에 대한 양이온과 음이온의 친화도

를 기준으로 탈착용액 후보로서 알칼리용액으로 NaNO3, Na3PO4, NaOH, 약산성용

액으로 NH4H2PO4, H3PO4, 산성용액으로 HNO3, HCl을 선정하 다. 먼저 HCO3
-
 이

온만이 흡착된 IRN-150 폐수지로부터 탈착용액 농도 변화에 따른 HCO3
-
 이온의 

탈착특성 실험을 수행하 고, Cs, Co 양이온 및 HCO3
-
 이온이 동시에 흡착된 

IRN-150수지로부터 각각의 이온들에 대한 탈착특성 실험을 수행하 다. 여러 가지 

탈착용액내로 분리된 HCO3
-
 이온의 운전변수 변화에 따른 CO2 기체로의 전환특성 

시험을  탈착용액 종류별로 수행하 다. 주요 운전 변수로는 수지처리량/용액부피 

비, 질소기체 bubbling 여부, HNO3 및 HCl 첨가 부피, Na3PO4 및 NaNO3 용액 pH 

변화 등을 선정하 다. 이상과 같이 비방사성 폐수지를 이용하여 설정된 적정한 탈

착 조건을 바탕으로 월성 현장에서 채취한 실 폐수지를 이용하여 NH4H2PO4, 

H3PO4를 사용하여 폐수지로부터 C-14 핵종의 탈착 특성을 평가하 고, 동시에 

C-14 탈착 과정에서 동반돨 수 있는 Cs, Co 양이온 금속 핵종의 탈착 특성도 평가

하 다. 

아울러 
14
CO2 기체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Ca계열 입자를 이용한 겔화 반응

을 통하여 흡착제 제조 및 흡착 성능평가 기초연구를 수행하 고, 기존에 개발된 

soda lime, Ca(OH)2 및 LiOH․H2O 등 여러 종류 흡착제를 이용하여 고농도 CO2 

조건에서 흡착 성능을 회분식 및 고정층 반응기를 이용하여 상호 비교하 다. 또한 

폐수지 처리공정으로부터 배출되는 
14
CO2 기체처리 시스템 설계를 목적으로 기체 

순환식 흡착 공정을 제안하 다. 아울러 기존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soda lime을 

이용한 운전변수별 고정층 CO2 파과특성 실험 결과를 흡착모델링을 통하여 계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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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상호 비교하 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흡착매질을 이용하여 기체상 C-14를 고효율로 제거한 경우

에는 흡착 매질당 포함되는 C-14의 양 즉, 비방사능(specific activity)이 상당히 높

아지기 때문에 처분에 따른 장기안정성 확보 측면을 고려하면 이들 매질을 보다 안

정한 형태의 고화체로 제조하여 기계적 및 물리화학적 안정성을 한층 더 제고시키

는 방안 도출을 위하여 외국의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C-14 흡착 매질의 고화기술

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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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 개발 동향

1. 폐수지 처리기술 및 C-14 탈착 기술 

가. 폐수지 처리 기술

폐이온교환수지(폐수지)는 방사성폐기물중 특별한 형태로서 이의 처리방안 선

정은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대부분 폐수지내에는 방사성핵종이 농축되어 이의 취

급 및 처리시 해결하여야할 문제가 많다. 특히 처분장이 확보되지 않은 나라의 경

우 방사성 폐기물 저 감화 차원에서 폐수지의 처리방안 설정은 매우 필요하다. 지

금까지 설정된 각 나라별 폐수지의 처리방안에 대한 개요는 작년도 보고서에 잘 언

급되어 있다. 폐수지 처리방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수지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

려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폐수지 처리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2-1].

○ 유기물의 분해에 의한 무기물화 : 저장 또는 처분을 위한 추가 처리 필요 없게 

함

○ 폐수지의 직접 고화(immobilization)에 의한 안정화 최종 생성물로 변환 : 유기 

이온교환수지는 방사선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열화가 되며 무기물화 하지 않

은 최종 생성물은 폐기물 처분장에서의 처분 안정성이 좋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무기 이온교환체는 방사선에 등에 의한 열화에 저항성이 우수하다. 

(1) Activity stripping에 의한 제염기술(Decontamination tech.)[2-2, 2-3]

임시 저장후 폐수지내 함유된 핵종중 반감기가 짧은 핵종은 빠르게 붕괴되어 방

사능이 감소하지만 반감기가 긴 C-14(5,730년) 핵종을 흡착한 폐수지는 궁극적으로 

처리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폐수지 처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여러 방법 

중 폐수지내 핵종만을 분리하여 농축하고 핵종이 분리된 폐수지는 저준위 폐기물로 

간주하여 쉽게 처분할 수 있는 기술은 경제성 및 처분장 여유공간 확보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기술들 중 activity stripping에 의한 폐수지 제

염기술들의 특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온교환수지의 재생공정과 유사하지만 수지

의 재사용대신 처리 또는 처분에 적합한 형태로 폐수지를 전환시키는 방향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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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공정기술 특성을 가지는 것이 다른 점이다. Activity stripping 방법은 폐수지

로부터 방사성핵종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보통 유기 이온교환수지의 경우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용액 상으로 폐수지내 방사성핵종을 이동시키고 고화가 쉬운 무기흡착제로 고정

화시킴

- 저준위폐기물 처분장으로 인도하기 힘든 장수명핵종(
14
C 등)의 stripping함

- 열처리전 전처리단계로 휘발성 장수명핵종을 stripping함    

(가) PLO process

PLO(Pilot) 공정은 스웨덴에서 개발된 기술로서[2-4], 유기 이온교환수지로부터 

방사성핵종을 분리하고 제올라이트와 titanates가 충전된 컬럼을 통과시켜 제거한다. 

핵종이 포집된 무기흡착제는 건조후 소결하여 세라믹형태로 제조함으로서 생성물의 

안정성은 Bitumenso에 직접 고정화시킨 것보다 더 우수하다. 그러나 본 공정은 최

종 제조 생성물과 연계하여 부피감용의 장점이 있지만 full scale로 적용된 적은 없

다.

(나) 
14
C 제거를 위한 stripping

특히 중수로 운전시 
14
C를 함유한 많은 양의 폐이온교환수지가 발생하는데, 

14
C 

동위원소는 5,730년으로 반감기가 매우 길기 때문에 폐수지 처분시 처분위해도가 

매우 증가하게 되어 폐수지로부터 
14
C만을 분리하여 농축시키는 공정이 필요하다. 

14
C 제거 및 제거된 핵종의 고정화공정이 필수적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현재 개발 

중인 공정으로는 Acid stripping과 Thermal stripping 공정이다.

①) Acid stripping

Acid stripping은 염산, 질산 등의 산 용액을 이용하여 수지내의 모든 이온 교환

된 핵종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특히 염산용액을 이용하여 폐수지내의 
14
C를 99.9%

이상(실험실규모)의 높은 효율로 제거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 경우 다른 핵종

도 동시에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2,2-3]. 산 용액을 이용한 본 기술의 타당성

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동반 분리된 여러 종류 핵종이온으로부터 
14
C핵종만을 분

리하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기술이 정립되면 acid stripping에 의

해 처리된 폐수지는 수지내 방사성핵종이 거의 없으므로 폐수지의 유리화 또는 소

각처리도 동시에 가능하다.

질산(HNO3)을 사용하여 acid stripping하고 용액내 핵종을 유리 frit에 흡착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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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정화함으로서 산 용액을 재사용하게 되면 이차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게 된

다. 비슷한 공정을 적용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이 가능한 데, 단

일 공정으로 
14
C핵종과 다른 양이온 핵종을 분리하고 산 용액은 재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산용액내 존재하는 핵종들의 흡착효율이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된다. 즉 흡

착제의 성능에 따라 이차폐기물의 발생량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전체 폐수지 처리

에 따른 감용 비가 결정된다.

② Thermal stripping[2-5, 2-6]

Thermal stripping 기술은 열처리를 통하여 수지로 CO2를 제거하는 공정이다. 

본 기술은 폐수지내 다른 핵종은 제거하지 않고 
14
C핵종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특징을 가지며 수지로부터 분리된 
14
C핵종은 처분을 위하여 소량의 carbonate 형태

로 고정화시킨다. 따라서 열처리후 잔류 폐수지는 처분 전에 다른 핵종들을 고정화

시키는 공정이 처리단계가 필요하다. 고정화된 수지는 저준위폐기물로 처분 가능하

다. 그러나 열처리 단계에서 유기 이온교환수지의 경우 
14
CO2 뿐만 아니라 폐수지의 

분해에 의하여 
12
CO2도 동시에 배출되어 CO2 기체 후처리단계가 매우 부담이 될 수 

있다.  

(2) 분해(파괴)기술(destructive tech.)을 적용한 폐수지 처리공정

분해기술을 이용한 폐수지의 처리방법은 수지의 화학적, 방사선적 혹은 물리적 

특성을 변형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본 기술들로서는 열처리공정(thermal 

process)과 비열처리공정(nonthermal process)으로 나누어진다[2-1]. 열처리기술로는 

1)Pyrolysis, 2)소각(Incineration), 3)다성분 입자 연소(Multicomponent particle 

combustion), 4)촉매추출(catalytic extraction), 5)고온압축(Hot pressing), 6) 유리화

(Vitrification), 7) 플라즈마 이용공정 등이 있으며, 비열처리(Non-thermal process)

기술로는 앞서 언급한 1)Acid digestion, 2) Wet oxidation, 3) Molten salt 

oxidation, 4) Electrochemical oxidation, 5) Barix 공정, 6) Thermochemical 처리기

술 등을 들 수 있다. 폐수지내 C-14핵종의 분리 및 이의 후처리 관점에서 보면, 열

처리공정보다는 비열처리 공정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비열처리기

술에 대하여 이를 간략히 정리하 다. 

(가) Acid digestion(산 이용 분해기술)[2-7~2-9]

본 기술은 약 250℃에서 황산과 질산을 이용하여 가연성 폐기물을 CO2와 물로 

전환시키는 공정을 포함하고 있다. 본 공정은 폐이온교환수지의 처리를 위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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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성이 우수한 기술이지만 고온에서 농축 산 용액을 사용한다는 점으로 인하

여 고비용, 장치의 부식문제 해결, NO2와 SOx가 배기체내에 존재함으로서 기체 후

처리시 공정이 매우 복잡하여 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공정은 여러 연구자

들에 의하여 개발 중에 있다.

(나) Wet oxidation(습식산화)[2-10, 2-12]

습식산화공정은 촉매를 이용하고 용액내에 존재하는 산화제에 의하여 폐수지를 

분해시켜 무기물인 CO2와 물로 전환시키는 기술이다. 산 이용 분해기술과 달리 상

온에서 산화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산화제로는 과산화수소수를 주로 사용한다. 국

에서 폐수지 처리를 위하여 저온에서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공정개발 연구를 수행하

다[2-11]. 15~30 Kg의 폐수지를 습식산화 반응시킬 경우 발열반응이 일어나므로 

반응 시작 후 별도의 열을 가하지 않고도 온도가 약 100℃정도를 유지할 수 있고, 

산화반응시 배출되는 배기체내 CO2 농도는 5%(50,000 ppm)이하이고 생성량은 5L/

분정도이다. 미국에서도 폐이온교환수지의 습식산화 처리 실증시험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2-12], 파일롯트 규모 설비를 개발하 다. 실증시험 결과, 99%이상의 유기물

이 분해되었고 foam의 생성과 carry-over가 조업시 문제가 되어 이를 해결할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다) Molten salt oxidation

본 기술은 Na2CO3 용융염내에 폐수지와 공기를 넣고 수지를 산화시키는 공정으

로서, 소각 대체기술로서 미국에서 개발 중에 있다[2-13]. 본 기술의 장점으로는 소

각공정보다 낮은 온도에서 산화반응이 가능하고 발생된 산성기체 및 arsenic, 

halogen족 원소들을 용융염내에서 포집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용

융염의 부식성, 수분 함유량이 적고 ash 폐기물의 발생량을 낮게 하여야 하기 때문

에(20wt% 이하) 폐수지 처리량이 낮은 점, 용융염의 재사용을 위한 분리단계가 필

요한 점이 본 공정의 단점으로 들 수 있다.

(라) Electrochemical oxidation

습식산화공정과 같이 상온 운전이 가능한 전기화학적 산화분해공정은 강산화제

를 이용하여 폐수지를 CO2와 물로 전환시키는 기술이다. 일명 Silver 공정이라고 명

명되고 있으며, 산화제로 질산용액 및 silver nitrate 용액내에 함유된 Ag(II)를 사용

하며 전기화학 셀 양극에 전류를 공급한다. 양극과 음극은 반투막 멤브레인 막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온만이 이동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수용성 Ag(I)는 전기화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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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Ag(II)로 산화되고 양극액(anolyte)에서 물과 반응하여 OH 라디칼이 생성된다. 

이 OH 라디칼이 폐수지를 산화 분해시키며 무기물인 CO2와 물로 전환시킨다. 분해

과정에서 나타난 중간 생성물인 저분자량 물질은 휘발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2-14].

(마) Thermochemical treatment

러시아에서 개발된 본 공정은 폐수지를 금속분말, 연소 activator 및 약간의 첨가

물과 함께 교반하면서 연소 처리하는 기술이다. 파일롯트 실증시험 결과 수지내에 

포함된 방사성핵종은 화학적으로 ash 잔류물과 결함되어 있으며, ash는 금속 산화

물과 spinels, silicate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90%이상의 
137
Cs과 최대 95%의 

90
Sr, 

60
Co가 ash내에 고정되어 있었다. 최종 잔류 생성물 부피는 초기 수지 부피보다 훨

씬 낮게 나타났다[2-15].

(3) 폐수지 처리공정 이차폐기물 발생 시 고려사항

폐수지 처리에 따라 발생된 이차폐기물의 처리방안 설정은 공정의 총괄 감용비, 

조업의 경제성에 향을 미치므로 선행공정의 선택 시 큰 변수가 된다. 폐수지 처

리공정시 필연적으로 발생된 이차폐기물은 처분을 위하여 고정화 단계

(Immobilization)를 거쳐야 한다. 고정화 매질로 사용되는 것은 시멘트, bitumen, 폴

리머, 시멘트-폴리머 복합매질, 유리, 세라믹 등을 들 수 있으며, 최종 생성물의 조

성, 방사능정도, 처분 기준에 따라 고정화매질을 선정하여야 한다[2-1].

(4) 폐수지 처리기술의 향후 개발방향

폐수지의 처리 기술개발 방향은 수지처리 자체에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폐기물

의 처리시 고려하여야 사항을 전부 반 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폐기물 관리 방향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2-1].

- 안전한 최종 처분을 위한 만족할만한 생성물 품질 제공

- 안정성이 보다 우수한 폐기물 형태 제공

- 폐기물 발생 부피 최소화

- 안정화된 메트릭스내에 폐기물 loading양 최대화

- 유기물에서 다른 안정한 형태로 방사능 이동 및 농축

폐수지 처리기술개발시 고려하여야 할 우선사항은 폐기물 발생 부피 최소화를 

들 수 있지만 단위부피당 처분비용을 고려할 경우 안정한 형태의 고정화생성물 제

조기술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성이 우수한 고정화 매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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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행되어야한다. 폐수지 처리를 위한 여러 가지 stripping 기술중 수지로부터 핵

종을 분리하여 농축하고 핵종이 제거된 잔류 폐수지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개

발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CANDU 발전소 moderator 냉각수 정화계통에서 발생된 

폐이온교환수지에는 
14
C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처분시 고준위폐기물로 구분된

다. 따라서 
14
C만을 수지로부터 선택적으로 분리하면 잔류 폐수지는 저준위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추가 공정 선택이 쉬워진다. 아울러 수지로부터 선택적으로 분

리된 
14
C핵종은 이차폐기물 발생량을 최소로 하고 안정한 고정화 생성물에 농축시

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나. 폐수지로부터 C-14 탈착 기술

(1) 초임계 CO2를 이용한 C-14 탈착[2-16]

폐수지로부터 초임계 CO2를 이용하여 C-14을 선택적으로 탈착 제거하는 기술

은[2-16] 캐나다에서 개발되었으며 연구단계로서 아직 실증시험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CANDU 발전소에서 방출된 폐수지내에는 반감기가 매우 긴 C-14 핵

종이 상당량 함유되어 있고 폐수지의 처분시 문제가 된다. 미임계 및 초임계 조건

에서 이온교환수지에 Carbonate나 bicarbonate 형태로 흡착되어 있는 C-14를 제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적용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CO2 기체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는데, 무기물인 C-14을 함유한 수지로부터 초임계조건하에서 비방

사성 CO2에 노출될 경우 급격한 동위원소 교환반응이 일어남을 확인하 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경우 폐수지내 다른 핵종에는 크게 향을 주지 않고 C-14 방사능

을 검출한계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택적이고 매우 효과적으로 

CANDU 발전소 발생 폐수지로부터 장수명인 C-14 방사능을 제거함으로서 폐수지

를 저준위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폐수지의 취급 및 운송 궁극적으로 

처분에 유리하게 되어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 폐수지로부터 C-14를 선택적으로 회

수하여 농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원소와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가) 기술 개요

Ontario Hydro CANDU 발전소에서는 년간 180m
3
의 폐수지가 발생되며, 폐수지

내 C-14의 방사능은 최대 400 Ci/m
3
으로서 중준위페기물로 분류되고, 이러한 특성

으로 인하여 이의 관리가 까다롭고 운전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C-14 방사성 동위원

소는 반감기가 5,730년으로 매우 길고 광합성 작용에 의한 food chain을 통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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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흡입되어 체내 방사능 준위에 향을 미친다.  CANDU 발전소 C-14 발생특

성은 작년도 보고서에 잘 언급되어 있다.  이온교환수지는 CANDU 원자로 및 기타 

다른 원자로 시스템에서 여러 냉각계통내 이온성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광범

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C-14를 함유한 폐수지는 중준위폐기물 혹은 고준위폐기물로 

분류되며, 심지 층에 처분되며 선택적으로 C-14를 폐수지로부터 제거하게 되면 저

준위 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어 처분이 용이하여져 비용 절감효과가 커진다. 현재 

폐수지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공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폐수지는 

RWOS(방사성폐기물 운전부지)에 저장되어 있으며 폐수지의 처리 및 최종 고화방

안에 대하여 여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폐수지로부터 C-14 핵종을 제거하는 기술

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예로서 산 세척(acid stripping), 

알칼리 세척(alkaline stripping), 기체교환 방법(gas displacement), 열적 처리

(thermal stripping) 등이 있다. 알칼리 세척법은 산 세척에 의한 산 용해 반응만큼 

효과적이지만 반응 효율성이 좋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질소 기체를 이용한 

열적처리(소각 등 thermal stripping)나 CO2 기체를 이용한 교환법은 상대적으로 비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OHT(Ontario Hydro) 연구 결과를 보면, 6N HCl 산 용

액으로 폐수지를 처리할 경우 C-14는 
14
CO2 기체형태로 완전히 탈착/휘발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2-17].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감마핵종이 동시에 산용액내로 탈착되어 산 

용액의 방사능이 높아져 이차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리

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폐수지의 물리화학적 건전성에 향을 주지 않고 C-14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공정 개발이 필요하다.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추출기술은 전

통적인 방법과 비교하여 여러 장점을 제공하는 신기술로서 특히 용해도 및 확산속

도가 증가한다. 초임계 CO2 공정은 친환경적인 용매 이용 공정으로서 독성이 없고 

비용이 저렴하며 재순환이 가능한 시스템으로서, 적절한 임계 온도(31℃) 및 압력

(1071 psi, 73 기압)이 필요하다. 초임계 CO2 이용공정은 임계 온도/압력에서 폐수

지내 
14
CO3

2-
와 

12
CO3

2-
와의 동위원소 교환반응에 의하여 C-14 핵종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게 된다. 본 연구는 합성 또는 실 폐수지(DNGS 제공)로부터 C-14를 제거하

는 기술에 대한 실험실적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C-14 제염공정의 선택성 및 

효용성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 다.

(나) 주요 연구 내용

실험실에서 제조한 시료와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사용하여 초임계 CO2 추출

실험을 수행하 는데, 사용한 이온교환수지는 원자력 급으로 Rohm & Haas사에서 

공급한 강염기 음이온교환수지인 IRN-78을 사용하 다. 수지내 C-14 방사능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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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역부터 최대 6Ci/m
3
까지 증가시켰으며, DNGS로부터 방출된 혼상수지의 C-14 

방사능은 53.5 Ci/m
3
이고 이는 moderator 수지의 평균값이다. 혼상수지로부터 분리

된 음이온교환수지내 C-14 방사능은 22 Ci/m
3
~420Ci/m

3
 범위를 나타내었고, 본 분

석의 신뢰도는 C-14이 함유된 표준시료를 사용하여 96.5%의 C-14 회수율을 기준

으로 평가되었다. 초임계 CO2 추출실험은 표 2-1-1의 테스트 VII, VIII(흐름조건에

서 수행)를 제외하고 static 조건에서 수행하 다.

초임계 CO2를 이용한 수지로부터 C-14의 추출 메커니즘은 교환반응으로서 다음

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R
⊕
) 2

14
CO

⊖
3 +2H 2 0↔2R

⊕
OH

⊖
+H

14
CO 3

⊖
+H

⊕ (2-1)

H 20+CO 2↔HCO 3
⊖+H ⊕↔CO ⊖⊖3 +2H

⊕      (2-2)

R
⊕
OH

⊖
+HCO

⊖
3↔R

⊕
HCO

⊖
3 +OH

⊖      (2-3)

여기서 R은 4가 아민 관능기를 가진 수지 backbone을 의미한다.

표 2-1-1. 공정기체내 isotopic 조성

테스트
압력

(psig)

온도

(℃)

CO2 도

(g/ml)

수지로부터

C-14 

제거량

(μMoles)

사용된 비방사능 

CO2양(
12
C+

13
C)

(Moles)

배출기체내 

원소비

[
14
C/(

12
C+

13
C)}

I 3,000 50 0.798 0.007 1.324 5.4E-9

II 3,000 50 0.798 0.018 1.315 1.4E-8

III 5,000 55 0.885 0.157 1.448 1.1E-7

IV 5,000 50 0.904 13.817 1.485 9.3E-6

V 4,000 55 0.839 2.498 1.373 1.8E-6

VI 2,000 55 0.612 2.578 1.001 2.6E-6

VII 14.69 22 0.0018 0.019 0.003 1.0E-5

VIII 14.69 55 0.0016 0.086 0.003 3.0E-5

IX 3,000 55 0.767 0.167 1.272 1.3E-7

X 5,000 25 0.992 0.168 1.645 1.0E-7

상기 메커니즘을 통하여 볼 때, 수분의 존재는 동위원소 교환반응시 필수적이며 

이러한 특성은 Buckley의 연구결과로부터 뚜렷이 알 수 있다. 즉 CO2에 노출된 건

조된 수지의 경우에는 수지에 함유된 C-14은 방출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수분함

량 53.7%(w/w)을 함유한 표준 음이온교환수지(IRN-78) 시료를 SC-CO2를 이용하

여 추출실험을 수행하 는데, 수분이 함유된 시료의 경우 99.99%의 C-14 제거율을 

보 지만 건조시료의 경우 25.3%로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 요인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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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 수분함량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① C-14 추출 선택도

현장오염 수지 시료(테스트 IV-VI)는 초임계 추출 실험전후에 동일한 측정 조건

에서 감마스캐닝를 하 다. 이 측정은 수지내에 존재하는 다른 핵종에 미치는 

SC-CO2 추출공정의 향을 평가하기 위해서이며 주요 결과를 표 2-1-2에 정리하

다.

표 2-1-2. Moderator 혼상수지의 감마핵종 분석(테스트 VI SC-CO2추출전후)

핵종 반감기
추출전 방사능

(μCi/g)

추출후 방사능

(μCi/g)
% 변화

Co-58 70.80d 1.77E-2 (14%) 1.72E-2 (13%) 2.5

Co-60 5.3y 6.08E-1 (0.65%) 6.19E-1 (0.67%) -1.7

Eu-152 13.48y 8.43E-3 (27%) 7.46E-3 (47%) 12

Mn-54 312.5d 1.41E-1 (2.4%) 1.43E-1 (2.1%) -1.8

Nb-95 35.15d 2.85E-2 (8.1%) 2.75E-2 (7.3%) 3.6

Sb-125 2.77y 1.50E-2 (30%) 1.28E-2 (34%) 15

Zn-65 243.9d 3.58E-3 (13%) 3.11E-2 (8.8%) 13

Zr-95 63.98d 1.16E-2 (46%) 8.41E-3 (25%) 28

Tb-160 72.4d 5.7E-1 (0.9%) 6.5E-1 (1.9%) -15

Sc-46 83.81d 1.99E-3 (38%) 2.15E-3 (35%) -7.9

Gd-153 242d 3.99E+0 (0.22%) 4.02E+0 (0.27%) -3.1

초임계 추출장치의 분리반응조와 C-14 추출시 사용된 흡수용액과 다른 trap들내 

잔류물에는 감마선 방출 핵종은 존재하지 않았다. 실험오차 범위 내에서 감마핵종

의 방사능 정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단 SC-CO2 추출공정을 이용할 경우 C-14만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었다.

② 14C 함유 이차폐기물의 관리

CO2내 C-14는 농도가 매우 낮고 다음과 같은 처분 option이 가능하다.

(a) 환경으로의 방출

(b) 무기 carbonate로 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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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상업적 이용 가능한 수준으로 얻어질 때까지 재순환공정을 도입하여 액화하고 

재사용

(d) 기체상 CO2 냉각재를 이용하는 원자력 시스템에 재사용

Option(a)은 ALARA 개념과 일치하지 않다. Option(b)은 Ca(OH)2 용액 또는 

sodalime을 이용한 CO2 흡수공정을 적용하면 가능하다. 만일 배기체내 C-14를 분

리하고 CaCO3와 같은 안정된 고정화생성물로 고화한다면, moderator 시스템 및 

PHT 시스템 발생 폐수지의 처리에 따른 부피 감용 인자는 각각 33,200 및 122,400

이 된다. 이 숫자는 만일 C-1이 분리되지 않거나 기체 폐기물 흐름이 농축되지 않

는다면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C-14의 분리 및 농축개념이 도축되지 않는다면 총 

폐기물 감소량은 크지가 않게 된다 (C-14 depleted 수지+무기 carbonate로서 고정

화된 C-14).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법은 원료 이온교환수지보다 더 안정된 C-14 폐

기물 형태를 나타낸다.

Option (d)은 CO2 기체를 함유하는 C-14를 압축하여 annulus gas system에 재사

용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되지만 불리한 점은 생성속도가 annulus gas 

system으로의 보충 속도보다 매우 높다는 점이고 장기간 동안 방사능이 높은 압축 

기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용 가능성이 높은 공정 option은 CO2를 함유한 배출기체를 재 액화하여 폐수지

의 추가 처리단계에서 제염하는데 재순환시키는 것이다. C-14 농도가 충분히 높은 

경우에는 zinc를 사용하여 CO 기체로 환원시키고 초저온증류법을 이용하여 상업적

으로 이용 가능한 동위원소 조성을 얻는 것이다. C-14는 연구 분야, 의약제조, 임상

분야에서 물질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동위원소이다.

③ 
14
C 탈착된 수지의 관리

폐이온교환수지를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C-14가 제거된 수지는 

저준위폐기물로 분류 가능하고 Co-60, Cs-137 핵종이 주로 포함된 유기수지로 구

성되어있다. C-14 오염정도는 무시할 만 하므로, HIC(High Integrity Container)용

기에 저비용으로 shallow land burial에 처분가능하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수지 폐

기물의 부피를 더 줄이는 방법으로서 핵종과 유해물질을 작고 안정된 폐기물 형태

로 농축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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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수지로부터 C-14 동위원소 제조기술[2-18]

본 기술은 불활성기체 및 C-12, C-13 및 C-14 이산화물의 혼합물로부터 C-14를 

회수하는 방법으로서 폐수지로부터 C-14를 분리하면 수지 폐기물의 처리 비용이 

감소되고 또한 분리된 C-14는 C-14 방사성 동위원소 시장에 상품공급원으로의 이

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 용액에 수지 슬러리를 교반하고 동시에 교반되는 슬러리

에 질소, 헬륨 또는 아르곤과 같은 불활성 기체를 버블링하여 이온교환 수지로부터 

C-14를 분리하고, 불활성 가스 및 C-12, C-13 및 C-14 이산화물의 혼합물을 함유

하는 기체로부터 적어도 약 95% C-14의 정제된 형태로 C-14를 효율적으로 회수하

는 방법을 필요하다. 불활성 가스 및 C-12, C-13 및 C-14 이산화물의 혼합물로부

터 C-14 회수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1단계 : 기체 혼합물(폐수지로부터 상기 혼합기체를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방법

으로 산용액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휘발시킴)을 이산화탄소의 고화점 

이하로 냉각하여 고체상 이산화탄소를 수득하고 상기 불활성 가스로부터 상기 

이산화탄소를 분리함.

(b) 2단계 : 상기 고체상 이산화탄소를 휘발시켜 실질적으로 순수한 이산화탄소 기

체를 생성함.

(c) 3 단계 : 금속 반응에 의하여 이산화탄소 가스를 일산화탄소로 환원시킴.

(d) 4단계 : 일산화탄소 가스를 냉각시켜 액화 일산화탄소를 얻음.

(e) 5단계 : 상기 액화 일산화탄소의 원료를 분별 증류시켜 C-14 일산화물이 풍부

한 C-12 일산화물이 적은 탑저물(bottom)과 C-14 일산화물이 적고 C-12 일산

화물이 풍부한 증류물(distillate)을 얻음.

(f) 6단계 : 상기 탑저물을 C-14 이산화물이 풍부한 이산화탄소로 산화시킴.

(g) 7단계 : 수산화금속 용액 중에 C-14 이산화물이 풍부한 상기 이산화탄소를 흡

수시켜 C-14가 풍부한 탄산염을 얻음.

이상의 단계별 흐름도를 그림 2-1-1에 도식화 하 다. 기초 실험 결과를 보면, 

14
CO가 적은 액화 일산화탄소를 분별증류하며, 각 컬럼은 헬리팩 B로 충전되어 있

고 응축기 온도 80K에 상응하는 압력에서 운전하 으며, 표 2-1-3에 운전조건과 

각 컬럼의 상세 구조를 정리하 고, 표 2-1-4에는 분별증류시 원료 및 생성물의 조

성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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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분별증류에 의한 폐수지로부터 C-14 제조방법 흐름도.

표 2-1-3. 운전조건과 각 컬럼의 상세 구조

인자 컬럼 1 컬럼 2 컬럼 3 컬럼 4

원료 유속 0.6056 0.1880 0.0494 0.0141

이론 단수 350 350 350 350

충전높이 (20% 여유) 1022 1022 1022 1022

공급단수(응축기하단) 200 25 25 25

환류비 375 350 350 350

원료도입부 이상의 

컬럼중 증기유속
226.2 64.5 15.9 3.51

응축기압력(kPa) 80 80 80 80

리보일러압력(kPa) 92 92 92 92

리보일러 용량(W) 377.8 107.7 26.5 5.86

컬럼내경(인치) 2.469 1.380 0.67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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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분별증류시 원료 및 생성물의 조성

성 분 원료(물%) 생성물(물%)

C-12, O-16 97.9 0.005

C-12, O-17 0.04 0.00004

C-12, O-18 0.2 0.004

C-13, O-16 1.1 0.9

C-13, O-17 0.0004 0.006

C-13, O-18 0.002 0.17

C-14, O-16 0.7 98.7

C-14, O-17 0.00028 0.04

C-14, O-18 0.0015 0.2

2. C-14 기체 흡착 기술 

가. 기술개발 개요

기체흐름내 C-14의 화학적 형태는 14CO2로서 12CO2와 물리화학적 특성은 동일

하다. 14CO2 처리기술 선정 시 고려사항은 처리하는 기체의 부피, 농도 및 기체의 

조성, 최종 폐기물 형태를 들 수 있으며, 제거기술 방안 선정 시에는 운전비용, 공

정 단순성, 작업자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체흐름내 12CO2/
14CO2 처리기술은 

많은 연구자에 의하여 개발되고 적용되었는데[1-19], 특히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공

정 배기체 처리 및 원자력발전소 환기계통에의 적용을 목적으로 4CO2 처리기술 및 

공정들이 개발되었다.

CO2의 제거방법은 크게 세정용액에 의한 흡수, 고체 물질과의 반응에 의한 제

거 및 물리적 흡착에 의한 제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적의 제거공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대상 공정의 특성(온도, 압력, 습도 및 농도, 유량) 및 향후 장기 처분시 

안정성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개발된 CO₂제거공정에 대한 특성 

및 제거효율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고정화된 흡착제의 처분시 안정성에 

대하여 분석하 으며, 이러한 기술 분석을 통하여 폐수지로부터 분리된 C-14 핵종

(14CO2 기체 또는 HCO3
- 이온형태)의 처리를 위한 공정선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

다.

14CO2 의 처리를 위하여 많은 기술들이 제안되었고 개발되어 왔으며, 이러한 

기술들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2-19,2-20]. 

○ 알칼리금속 슬러리 또는 고체매질을 이용한 single-step 화학반응에 의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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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 알칼리 토금속 수산화물 슬러리 및 알칼리 토금속 수산화물 고체 이용 

공정 

○ NaOH 세정용액 및 lime slurry를 이용한 two-step 화학반응에 의한 제거공정 

: Double- alkali 공정

○ 물리적 흡수 및 흡착공정 : 불염화탄소(Flurocarbon)용매 공정 및 KALC 공정

○ 활성표면에의 흡착 공정 : 제올라이트(molecular sieve)이용 공정

화학반응에 의해 CO2를 제거하고 고정화시키는 기술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

요한 사항으로 최종 폐기물 처분을 고려하여 생성물질이 화학적인 안전성이 있는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량이 크고 CO2농도가 낮은 배기체내의 CO2를 기체-고

체 반응에 의하여 제거하고 고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반응속도가 공정조건에서 적절하여야 한다.

- 열역학적인 평형관계가 CO2제거에 있어서 적절하여야 한다.

-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이 열적 및 화학적 안전성이 적절하여 장기-처분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반응물의 용해도가 크면 반응물의 이용률을 높여서 최종 생성물내의 반응물의 

농도가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기율표상 Group I(알칼리 금속)과 Group II(알칼리 토금속) 수산화

물은 상기 요구조건중 처음 두 번째 항목을 만족한다. 

나. C-14 기체 흡착기술

(1) 알칼리금속 슬러리 또는 금속 수산화물(Metal hydroxide) 고체 이용 

single-step CO2 기체제거 공정

알칼리 금속 수산화물(슬러리 또는 고체매질)을 이용한 CO2 제거공정은 광범위

하게 연구되었고 실증규모 실험도 많이 수행되었다. 슬러리 이용 공정은 회분식 반

응기에서의 교반이 필요하고, 금속 수산화물 고체 이용 공정은 고정층 컬럼을 사용

한다. 

(가) 알칼리 토금속 수산화물 슬러리 이용 공정

교반조에서 Ca(OH)2혹은 Ba(OH)2슬러리와 CO2가 접촉하여 알칼리 토금속 탄산

염 생성물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2-21 ~ 2-25]. 본 

공정의 물질전달 속도는 충전 층에서는 0.53.0 m
2
/m

3
이지만 교반 조에서는 접촉 면적

이 크기 때문에 약 30 m
2
/m

3 
으로 더 크다[2-20]. 일반적으로 슬러리 흡수반응조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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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변속도 제어, 기체 확산, 교반탱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슬러리 

농도 범위는 10wt% ~ 20wt% 범위로 한다. Holladay와 Haag[2-21,2-23]은 직경이 

20.3cm(7ℓ 슬러리 부피)인 교반 조에서 Ca(OH)2슬러리를 이용하여 고농도 CO2의 제

거효율을 측정하 는데, CO2 농도가 5%(50,000 ppm) ~100%(순수 CO2)범위에서 한 

개의 반응기로 처리할 경우 제염계수는 100이상이었으며 반응속도는 lime 반응물 이

용률이 90%까지는 일정하다가 빠르게 감소하 으며, CO2의 제거효율은 매우 높았고 

다중 교반 조를 직렬로 연결할 경우 효율이 더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CO3 

생성물의 침강속도가 또 하나의 조업변수가 되는 데, 특히 탄산염 생성물을 부차적으

로 다루어야 할 경우 중요하다.  침강속도는 임펠러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기체 유속이 높아지면 감소하 다. CO2농도가 낮을 경우(0.033% 와 3% CO2)에도 실

험을 수행하 는데, 교반 조 직경이 27.3 cm(16ℓ 슬러리 부피)이고 기체흐름을 

Mg(OH)2와 Ca(OH)2 1 M 슬러리, Ba(OH)2 슬러리 0.4와 0.75M, 1 M NaOH 용액과 

각각 접촉시킨 다음 CO2제거효율을 측정한 결과, Ca(OH)2슬러리(pH=12.5)를 사용한 

경우 보다 NaOH(초기 pH=14)와 Ba(OH)₂(pH=13.6)를 사용한 경우가 제거효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장치를 사용하여 Patch 등이 수행한 결과와 거의 일치

하 다[2-23]. Patch 등[2-23]은 공기 분위기에서 Ca(OH)2 슬러리를 이용한 경우 제

염계수는 3 ~ 1,200이었고 Ba(OH)2를 이용한 경우는 60~2,100이었다. 그리고 제염계

수는 유속이 증가하고 교반기 속도가 감소할수록 낮은 값을 보 다. 

캐나다 AECL에서는 최근에 CANDU 발전소 moderator cover gas 로부터 
14
CO2

를 제거하기 위하여 prototype lime 슬러리 흡수반응조를 개발하 는데, 450시간 운전

한 결과 0.04 ~ 1,000ppm의 낮은 농도(
14
CO2+

12
CO2)범위에서 제거효율이 우수하고 반

응물 이용률이 높았으며 시스템 압력강하도 낮게 나타났다.

Juvakar과 Sharma[2-25]는 bubble 탑과 교반 조에서 Ca(OH)2를 용액내에 분산

(suspension)시켜 CO2흡수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연구하 으며, 다음과 같은 국부 반

응속도 식을 제안하 다. 본 식은 기상과 액상 막을 통한 물질전달을 설명하며 bulk 

액체상에서 1차반응속도로 가정하 다.

Ψ=DAk2(OH
-
)s+k

2
L (2-4)

RA=(
AHΨ

0.5

1+AHΨ
0.5
/kG

)PDF (2-5)

여기서 R : CO2의 흡착속도(g-mole/s.cm
2
 dispersion)

A : 기-액 접촉면적(cm
2
/cm

3
 dispersion)

PDF : Bulk 기상에서 기체의 분압(atm)

DA : 액상에서 CO2의 확산도(cm
3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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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 CO2와 OH
-
 이온사이의 반응속도 상수(cm

2
/g-mole.sec)

(OH
-
)s : 수산화물 흡착제와 평형을 이룬 용액상의 OH

-
 이온의 포화농도(g-ion/cm

3
)

kL : 화학반응이 없는 조건에서 액상 물질전달 계수(cm/sec)

kG : 기상의 물질전달 계수(g-mole/cm
3
.s.atm)

H  : 용해도의 헨리상수(g-mole/cm
3
.atm)

기상의 저항을 무시하면 다음 식으로 간략히 된다.

RA= AHΨ
0.5
PDF (2-6)

상기 식은 국부적인 구동력인 PDF에 의존하기 때문에 교반조내에서의 bubble 경로와 

bubble의 합체정도를 가정하여야 한다. CO2농도가 높을 경우 CO2의 반응에 의하여 

bubble 크기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여 진다.

Schmidt[2-24]은 70ℓ 교반 조를 사용하여 Ca(OH)2 슬러리에 의한 고농도 CO2기

체의 제거효율을 측정하 는데, 100% CO2의 경우 침전반응은 Ca(OH)2(CO3)2․H2O 

중간체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지만 CO2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중간물질이 반

응에 미치는 향은 무시할 만 하다고 하 다. 따라서 12wt% Ca(OH)2 슬러리(약 1.7 

M Ca(OH)2)를 사용할 경우 탄산염 저장탱크를 최소로 할 수 있고 반응시간을 최소로 

하며 최적의 침전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약 46 g/ℓ의 calcite를 첨가

하면 침전에 유리하고 실험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반응한 슬러리의 침강은 일반적

으로 112시간 내에 완료되고 생성된 CaCO3 생성물에는 50wt% 수분을 함유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분 함유량은 수분 제거공정에 의해서 1725wt%로 낮출 수 있

으며 810 wt%의 시멘트를 첨가하면 수분과 결합하여 그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공정 scale-up시 혼합공정과 동적 및 속도론적 특성, 기하학적인 형태가 동일하여

야 한다. 그러나 반응기내로 기체흐름이 있을 경우 동적 및 속도론적 특성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scale-up시 기체 체류시간(기체 

유속/반응기 부피)이나 기체 선속도(유속/반응기 단면적)중 하나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Holladay는 87.5% CO₂기체일 경우 이 인자를 5.7 m3/min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 다.

(나) 알칼리 토금속 수산화물 이용 공정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 수산화물 이용 공정은 반응매질을 고정층에 충

전한 컬럼을 이용하여 CO2 기체를 제거한다. 반응매질 후보로는 다음과 같은 물질

들을 고려할 수 있다.

- Ascarite((석면 상에 NaOH가 포함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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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OH.H2O, Ca(OH)2, Ba(OH)2

- Sodalime (NaOH+Ca(OH)2 혼합물), Baralyme(Ca(OH)2+Ba(OH)2 혼합물)

  생태계 시스템에서 CO₂를 제거하는 데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Ascarite와 

LiOH.H2O[2-26~2-29]은 반응물의 이용률이 낮고 탄산염의 안정도가 낮아 최종 처

분을 고려하면 부적절하다(표 3-1-5 참조). Soda lime 혹은 baralyme을 사용할 경

우 CO₂제거효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30~2-32]. 하지만 soda lime의 

경우 Na2CO3 생성물의 용해도가 문제가 되고 baralyme의 경우 반응물의 이용률이 

낮은 단점이 있다. 표 2-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칼슘, 스트론튬과 바륨탄산염은 용

해도가 매우 낮으며 높은 온도에서 분해된다.

표 2-1-5. 낮은 CO₂분압에서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 탄산물 용해도 및 

분해특성

Properties

Materials

Molal solubility Decomposition 

Temperature(℃)25℃ 100℃

Group I carbonates

Li2CO3

Na2CO3

K2CO3

Rb2CO3

Cs2CO3

0.18

2.80

8.10

19.48

8.00

0.10

4.26

4.41

-

-

1310

-

-

740

610
Group II arbonates

MgCO3

CaCO3

SrCO3

BaCO3

0.00126
a

0.00013

0.000075

0.000124

-

0.000375

0.00044

0.00032

350

825

1340

1450

  a : Cold water

실온에서 Ca(OH)₂반응물은 생성된 탄산염에 의하여 기공 내부가 코팅되어 기체 

확산에 크게 향을 미치지만[2-33], 조업온도와 습도가 높을 경우 전환율이 더 커지

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 때 공정온도는 100℃200℃ 다[2-34]. 독일에서 개발된 

기술에 의하면 공정온도가 100~200℃ 범위에서 온도를 급격히 증가시킴에 따라 

Ca(OH)₂반응물의 반응성과 전환율이 증가된다고 보고하고 있다[2-35]. Ontario 

Hydro(캐나다)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400℃에서 반응물 전환율은 60% 이었으며

[2-34], 상온에서 높은 상대습도일 경우 전환율은 6085%라고 알려져 있다[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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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론튬 및 바륨 수산화물은 다른 알칼리 토금속 수산화물과 다르게 상온에서 수화

물 형태로 존재하고 대부분 배위수(Coordination number)는 1과 8이다. 따라서 

Sr(OH)2․8H2O와 Ba(OH)2․8H2O의 경우 생성물에 의하여 반응물이 코팅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Sr(OH)2 수화물보다는 Ba(OH)2 수화물을 상업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 두 가지 수산화물을 사용할 경우 수화물이 반응시 방출되고, 잔여 

반응물이 다공성의 생성물로 코팅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금속 수산화물과 탄산

염 결정의 몰 부피 비를 Pilling-Bedworth(PB)비 값으로 비교하여 표 2-1-6에 수록하

다[2-38~2-40]. PB 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확산저항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1보다 적은 것은 생성물의 다공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를 벗어나

는 경우는 고체의 상승효과(synergistic effects)나 물리적 변화 예를 들면 소결

(sintering)이 일어날 경우이다. 만일 PB비가 크면 생성물 층의 균열이 일어나고 벗겨

져서 새로운 반응물이 노출된다. 표 2-1-6을 기준으로 볼 때, LiOH.H2O, Sr(OH)2․

8H2O, Ba(OH)2.H2O와 Ba(OH)2․8H2O가 화학반응이 적절하다면 CO₂흡착에 대하여 

효과적인 흡착제라 할 수 있다. Ba(OH)2․8H2O가 Ba(OH)2.H2O보다 더 효과적이며 

Ca(OH)2의 PB 비가 1.18로 나타나는 것은 확산저항이 크고 반응물 전환율이 낮다는 

실험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수화된 Ba(OH)₂[Ba(OH)2․8H2O]는 재처리 공정에서 발생되는 C-14의 고정화 

및 처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체 흡착제이다[2-36-2-38]. NOx와 다른 방사성물

질을 제거한 후 농도가 높지 않은 CO₂기체로부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흡착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습도의 제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Ba(OH)₂를 사용하여 발생된 고체폐기물의 무게는 Ca(OH)₂를 사용할 경우보다 약 

2배정도 높으며, 예상되는 폐기물 부피는 두 경우 거의 비슷하다.

(1) 바륨 수산화물(Barium hydroxide)이용 공정

ORNL에서 개발된 공정으로 Ba(OH)2․8H2O를 고정층 캐니스터에 충전하여 다음 

반응식에 의하여 CO₂를 제거한다[2-38~2-40].

Ba(OH) 2․8H 2O(s)+CO 2(g) → BaCO 3(s)+9H 2O(g or ℓ)  (2-7) 

이 공정을 사용하면 상온. 상압조건에서 330 ppm의 CO₂를 제거하여 100 ppb까지 

농도를 낮출 수 있으며, 열역학적으로 계산하여 보면 평형농도는 ppt(parts-per- 

trillion)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 사용된 반응물의 물리적 특성을 보면 다공도는 

12%이고 비표면적은 1 m
2
/g이하이다.

 Ba(OH)2 수화물은 수화물의 정도에 따라 증기압이 다르며 온도가 높고 수화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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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클수록 증기압이 높아지므로 수화물의 형태에 따라 시스템내의 습도가 크게 

향을 받는다. 여러 가지 수화물의 형태중 Ba(OH)2․8H2O의 해리(dissociation) 증기

압은 Kondakov의 상관 식을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으며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2-34].

logP =  
58230
19.155T

+13.238      (2-8)  

표 2-1-6. CO2 제거용 후보 반응매질의 몰부피 비교

Substance
Formula 

Weight

Density

(g/.cm
3
)

Molar Volume

(cm
3
/mol)

Pilling-Bedworth

Ratio

LiOH

LiOH.H2O

Li2CO3

NaOH

Na2CO3

Na2CO3.H2O

Ca(OH)2
CaCO3

Sr(OH)2.8H2O

SrCO3

Ba(OH)2.8H2O

Ba(OH)2.1H2O

BaCO3

23.95

41.96

73.89

40.01

106.00

124.02

74.10

100.09

265.76

147.63

315.48

189.48

197.35

1.43

1.51

2.07

2.13

2.51

2.25

2.34

2.71

1.90

3.70

2.10

3.65

4.43

16.75

27.79

35.70

18.78

42.25

55.12

31.63

36.92

139.87

39.90

144.73

51.8

44.47

1.07

0.64

1.47
a
, 1.13

b

1.14

1.18

0.29

0.31

0.86

a : Na2CO3.H2O

b : Na2CO3

여기서 P 는 압력(pa, N/m
2
)이고 T는 온도(

o
K)이다. 25℃에서 Ba(OH)2․8H2O의 해

리 증기압은 1.1 kPa로서 물의 증기압이 이 값보다 높으면 Ba(OH)2․8H2O가 형성하

는 데 있어서 열역학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만일 입자 주위의 기체가 수증기로 포화

되어 있으면 반응식(2-7)에 의하여 생성된 과량의 물이 기공구조내에 남아있게 되어 

총괄 반응에 향을 미친다. 수산화물-탄산염 반응은 일반적으로 발열반응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기체흐름이 수증기로 불포화되어 있고 반응 생성물인 물이 증기로 방

출된다면 반응은 흡열반응(-364.4 kJ/mol CO₂)이지만 기체흐름이 수증기로 포화되

어 있으면 반응은 발열반응(3.17 kJ/mol CO₂)이 된다. 아울러 CO₂농도가 높을 경

우 기체는 수증기로 빠르게 포화된다.

Ba(OH)2․8H2O에 의하여 CO₂를 제거하는 실험은 주로 상업적으로 손쉽게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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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조각(flake)형태를 이용한 경우가 많다. 적절한 조건하에서 CO₂와 반응할 때 

다공성이 70% 이상인 조각형태의 흡착제는 BaCO3로 전환 시 변형되지 않았다. 반응

생성물 BaCO3은 열적. 화학적 안정도가 매우 좋은 데, 이 생성물은 1450℃에서 분해되

고 25℃ 물에서 용해도가 0.124 mmol/ℓ로 약간 녹는다.  또한 용해된 반응물은 100% 

전환되어 최종 폐기물 처분시 매우 안정된 물질이 된다. 

ORNL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CO₂제거 시험을 수행하 다[2-31]. 흡착제는 

Ba(OH)2․8H2O를 사용하 고 CO₂농도는 4.8%와 88 Vol. % 으며, 층 내경이 

10.2cm이고 등온조건에서 bench 규모 고정층 실험을 18,000시간 이상 수행하 고, 고

정층 내경이 30.8cm이고 거의 단열인 조건에서 2,100시간 이상 파일롯트 실증시험을 

수행하 다. 주요 실험 변수들은 유속(선속도 : 721  cm/sec), 온도(2242℃), 상대습도

(080%) 그리고 반응 층의 높이는 3050cm 다. 압력강하와 유출농도 변화를 시간에 

따라 측정하 으며 압력강하는 크게 나타났고 반응 전환율과 압력강하와의 관계는 뚜

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층의 압력강하는 반응전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서서히 증가

하지만 상대습도가 증가하면 급격하게 커진다. 선속도가 13 cm/sec이고 온도가 23℃

와 32℃조건에서 상대습도 변화에 따른 압력강하 변화를 보면, 포화증기압이 두 온도

에서 다르지만 압력강하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층 내에서 물의 응축은 나타

나지 않았지만 제거효율과 층의 반응 전환율은 모두 높게 나타났다. Bench 규모와 파

일롯트 규모의 CO₂제거공정에 대한 수치해석적인 연구를 광범위하게 수행하여, 물

질전달 속도 식을 다음과 같이 얻어내었다.

R=KFA0(1-X)C      (2-9)  

여기서 KF는 기체막 물질전달계수이고,  Ao는 물질전달에 유용한 초기 표면적, X는 

반응물의 부분 전환율이고 C는 bulk CO₂의 농도이다. Bench 규모 공정으로부터 얻

은 등온 고정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KFAO는 온도에 향을 크게 받지 않고 유속에 

크게 향을 받았다. 이는 기체막이 물질전달을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KFAO의 

값은 8 s
-1
 다[2-38]. 파일롯트 공정 데이터도 비슷한 방법으로 분석하 는데 KFAO

의 값은 58 s
-1 

로 나타났다[2-41]. 파일롯트 규모 공정으로부터 얻은 KFAO값이 

bench 규모로부터 얻은 값보다 약간 낮은 이유는 층 단면적이 커짐에 따라 기체의 편

류현상이 일어나고 층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유속이 13 cm/sec로 높고 등온 및 단열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층의 최종 압

력차 상태에서 상대습도가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각형태의 흡착

제는 BaCO3로 전환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 고, 최종 압력강

하는 2.0 kPa/m이하 다. 유속이 13 cm/sec이고 1.03기압에서 330 ppm CO2 기체를 

처리시 압력강하가 20 kPa/m 이하인 조업조건을 제시하 는데, 조업조건은 유입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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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대습도를 5560%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Ba(OH)2. 8H2O의 해리증기압 이

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유입기체의 상대습도가 5560%이상일 경우 유속을 낮추면 조

업이 가능하다.

유입기체의 상대습도가 5560%이상일 경우 초기 운전시 압력강하가 나타나는 데 

그 이유는 국부적인 반응속도와 물 생성속도가 크기 때문이다. 즉 반응물질내의 기공

에서 물의 모세관 응축이 일어나 수화반응이 다시 나타나고 재결정화가 커지게 되어 

반응물질의 비표면적이 증가함으로서 BaCO3로 전환 시 반응물이 쪼개지고 열화 되어 

압력강하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정상상태(농도 및 전환율 분포가 층 내

에서 일정할 경우)에 도달할 경우 층 하류흐름에서 압력강하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

한 결과로부터 유입기체의 상대습도가 5560% 이상일 경우 유입 기체내 CO₂농도를 

서서히 높이거나 초기 운전시 유속을 서서히 낮추면 층에서 나타나는 압력강하를 감

소시킬 수 있다. 

170 m
3
/hr의 배기체를 처리할 수 있는 prototype 장치는 제작하 는 데, flow 모듈

당 두 개의 장치를 사용하여 연속공정이 가능하고 각 장치는 카트리지 또는 드럼 하

우징과 반응물/생성물을 채우는 스테인리스-스틸 드럼, 연결 콘과 하우징 캡으로 구

성되어 있다. 반응물은 조각형태의 Ba(OH)2․8H2O를 사용하며 BaCO3 생성물은 드

럼에 담아 처분 부지로 이송한다. 처분방법으로는 캐니스터내에 콘크리트 매질을 직

접 넣어 저장하거나 특정 공정과정을 거친 후 콘크리트 매질을 캐니스터에 넣어 저장

하는 방법이 있다. 탄산염 생성물은 분말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도가 낮은 

grout를 첨가하는 것이 운송 전에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Ba(OH)2․8H2O를 사용하여 CO₂를 제거한 

기술은 bench와 파일롯트 규모로 실증된 바 있으며, 제거효율이 매우 높고(유출농도

를 100 ppb까지 감소시킴) 반응물의 이용률이 높으며(전환율이 99% 이상) 거의 상온 

조건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출기체의 상대습도가 60%이상일 경우 압력강하

가 크게 나타나므로 유입기체의 습도를 60% 이하로 조절하여야 한다.

(2) 칼슘 수산화물(Calcium hydroxide) 공정

Ontario Hydro 연구진에 의하여 개발된 공정으로 Ca(OH)₂를 고정층에 충전하여 

다음 반응식에 의하여 CO₂를 제거한다[2-36,2-37].

    Ca(OH) 2(s)+CO2 (g) → CaCO3(s)+H2O(g or ℓ) (2-10) 

이 공정은 CANDU 원자로의 moderator 충전기체내에 CO₂의 형태로 존재하는 

C-14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생성물인 CaCO3은 25℃의 물에서 용해도가 0.13 

mmol/ℓ로 매우 낮으며 825℃에서 열분해된다. 특히 25℃의 상온에서 CO₂ 농도가 



- 58 -

낮을 경우(2050,000 ppm)의 제거 특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반응물은 입자 크기가 0.52.37μm인 Ca(OH)₂로서 특별하게 제조하

다. 습도변화에 따른 제거효율 시험 결과, Ba(OH)2․8H2O 공정과 유사하게 표면 

수분이 총괄 반응 메카니즘에 있어서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가 높

고 상대습도가 증가할수록 반응속도는 화학반응에 의해 지배되고 반응 경계면으로부

터 CaCO3 생성물이 제거되어 새로운 반응물이 노출되므로 반응에 크게 유리하지만, 

습도가 낮을 경우 반응속도는 생성된 탄산염 층을 통한 확산에 크게 지배를 받게 되

어 제거효율이 낮아진다. 또한 기공 내에서 모세관 응축은 기공부피의 약 2%정도만 

일어나므로 수증기 응축에 의한 반응속도가 향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36].

이론적인 고찰을 위하여 반응물은 구형이고 다공도는 72%, 비표면적은 28.5 m
2
/g

로 가정하고 실험 데이터를 해석하 다. Ca(OH)₂반응물을 직경이  2.5cm인 고정층

에 충전하여 bench 규모 실험을 수행한 결과 반응속도 상수는 다음과 같은 정상상태 

속도 식으로 구할 수 있다.

- ln[
X
1-X

]=
KVBt

Qt 0.5     (2-11)  

여기서 X는 기체 출구의 분율, K는 속도상수, VB는 층 부피, Q는 기체 부피유속, t

는 시간 그리고 t0.5는 X=0.5에 도달하는 시간이다. 기체 선속도가 3.3 cm/sec이고 층 

깊이가 8 cm, 고습도 조건에서 속도상수는 100 min-1(1.7 s-1) 다. 5% 유출 파과점에

서 층내 반응물의 66wt%가 반응하지 않은 상태 으며 최대 전환율은 85wt% 다. 속

도상수 특성을 근거로 Ca(OH)₂에 의한 CO₂의 제거반응은 기체막 또는 기공내의 

확산이 주 저항이 아니고 반응속도에 향을 받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2-37]. 또

한 5% 유출 파과점에서 미반응 층깊이(LUB, Length  equivalent of Unreacted Bed)

는 층 높이에는 무관하지만 기체 유속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었다. LUB는 기체속도

가 3.3 cm/sec에서 13.3 cm/sec로 증가함에 따라 0.8 cm에서 3.4 cm로 증가하 으며,  

Ca(OH)₂의 반응물 이용율과 층 깊이/LUB의 상관관계를 보면, 5% 유출 파과점에서 

반응물의 이용률은 최적 조건에서 층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값에 접근하 으며, 

최대 이용률은 85% 다.

층 직경이 20cm이고 2.5 kg의 Ca(OH)₂반응물을 충전하여 상대습도 7490%, 온도 

25℃, 7.4cm/sec의 유속조건에서 파일롯트 규모 시험을 수행한 결과, 5% 유출파과점

에서 반응물의 이용률은 63% 으며, 최종 이용률은 85%로 일정하 다. 기체 유속을 

4배 증가시켰을 경우 기체 편류현상 문제가 발견되었다. 층 직경이 2.5cm이고 유속이 

7.4 cm/sec일 경우 나타나는 압력강하는 1.6 kP/m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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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OH,lime슬러리이용 two-step 화학반응제거공정(Double-Alkali공정)

본 공정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단계는 CO2가 흡수 탑에서 NaOH(1.5~2 

M) 용액을 통과하여 흡수되고 2 단계에서는 잔여 용액은 Ca(OH)2또는 Ba(OH)2슬러

리와 접촉하여 최종 생성물로 전환된다. 용액에서의 총괄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Step 1 : CO2+H2O → H2CO3+2NaOH →Na2CO3+H2O   (2-12)

Step 2 : Na2CO3+Ca(OH) 2 → 2NaOH+CaCO3        (2-13)

탄산염의 용해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2 단계에서 생성된 CaCO3 또는 BaCO3은 거

의 모두 침전된다. 첫 번째 반응은 충전 흡수 탑에서 수행되며 기체와 세정용액은 서

로 반대방향으로 접촉한다.  Holladay는 기체농도가 약 330 ppm으로 낮을 경우 기-액 

물질전달에 미치는 기상의 저항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 으며  CO₂ 농도가 1% 이상

일 경우 주 저항이 액체상으로 이동한다고 하 다[2-33]. 

독일에서는 층 직경이 10cm이고 층 높이는 200cm이며 스테인리스 스틸 pall링을 충

전한 파일롯트 규모 시설을 이용하여 운전한 시험결과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해석하

다. 

Gdy=KGap(y-yg)dh                 (2-14)

여기서 G는 기체 흡수량(kmol/h.m
2 

탑 단면적), KG는 기체물질전달계수(kmol/ 

h.m
2
.bar), a는 흡수탑내의 유효물질전달 면적(m

2
/m

3
 탑 부피), P는 전체 압력(bar 혹

은 Pa), y는 bulk 기상내의 CO₂몰분율, yg는 기체막 경계에서 CO₂몰분율, h는 탑 

높이(m)이다.  CO₂제거효율에 미치는 기체 유속, 압력, 농도, 액체 유속, CO₂농도

의 향 및 KGa 값을 도식한 결과, 시스템 변수에 따른 KGa 데이터의 변화로 기상과 

액상의 저항정도를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KGa 값은 기체와 액체 유속, 시스템 압력 및 

세정용액 농도, CO₂농도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물질전달 면적 "a"에 

미치는 운전변수들의 절대적인 향은 알 수 없기 때문에 KG 값 자체에 미치는 운전

변수들의 향은 따로 분리하여 예측하기 힘들다. Holladay의 결과에 의하면 CO₂농

도가 낮을 경우 기체상의 저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농도가 1%

에 접근할 경우 액상에 의하여 주 지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CO₂농도가 높아질 경

우 주의를 요한다.

공정 유속조건에 대한 조업 역은 기체 유량이 2030 kg/hr(부피유속으로 812 

m
3
/hr이고 선속도는 3552.5 cm/sec에 해당됨)이고 액체유량이 150ℓ/hr, 운전압력이 2 

bar인 조건에서 파일롯트 규모로 조업한 결과를 토대로 최적 세정 용액농도는 1.51.7 

M NaOH 다. 교반 탱크에서 Ca(OH)₂와 접촉시켜 세정용액을 재생하는 속도는 빠르

게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 점도가 있는 진흙형태의 반응물이 24시간이내에 생성되었다.



- 60 -

(3) 물리적 흡수공정 : NaOH 용액 및 불염화탄소 이용 공정[2-19]

(가) NaOH 이용 흡수공정

NOX(때때로 요오드와 크립톤을 포함)를 사전에 제거한 후 공정 배기체는  NaOH 

세정 탑을 통과하여 안정한 Na2CO3의 형태가 생성된다. 세정용액은 교반 조 탱크로 

보내지고 Ca(OH)₂와 접촉하여 칼슘 탄화물이 생성되어 침전되고 NaOH를 재생하여 

세정 탑에 재순환된다.

LWR 연료의 재처리시 발생되는 CO₂의 99%를 세정 탑을 사용하여 처리하며, 

세정 탑의 직경은 0.5m이고 높이는 5m이다. 년간 1500 MTHM을 처리할 경우 세정 

탑으로 공급되는 유속은 2․8 m
3
/min이며 농도는 315 ppm이다. 년간 발생되는  

CaCO3 폐기물은 약 1.6톤(20톤 슬러리)이며, 석회수 슬러리 반응기는 CO₂를 불용성 

CaCO3로 곧바로 전환시키는 데 사용하며, 알칼리 슬러리 공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NOX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하고, 파일롯트 공정 조업시 DF는 Kr-85가 미량 존재시 

10
2
10

3
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불염화탄소 흡수 공정(Faster 공정) 

이 공정은 Brookhaven[2-19]에 의해 제안된 다음 ORNL에서 개발한 공정이며, 주

로 Kr을 제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다. CO₂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완하 다. CO₂

는 불염화탄소 예를 들면 CCl2F2에서 용해되며, I-129와 NOx 그리고 물을 사전에 제

거한 다음 620기압의 고압조건에서 기체를 주입하여 제거한다. CO₂및 Kr, Xe만이 

함유되어 있는 배기체는 분별증류공정으로 보내지며 여기서 조업압력은 여러 단수를 

거치면서 감소한다. CO₂와 Kr, Xe Ar이 포함된 배기체는 생성물 분리와 정화단계로 

보내지며 여기서 분자체를 이용하여 용매를 회수하고 cold trap을 이용하여 비등점이 

높은 기체(CO₂, Xe과 N2O)와 비등점이 낮은 기체(Kr, Ar, O2)를 분리한다. 비등점이 

높은 기체들은 두 번째 분자체에 유입되어 CO₂가 흡착된다. 유출기체는 CaCO3로 전

환된다. 이 공정은 다른 간단한 분리공정과 고화공정과 합쳐져서 제거공정이 이루어

지며 단순히 CO₂만을 제거한다면 특별한 장점이 없다.

(4) 활성표면에의 흡착 공정

분자체(molecular sieve)는 일반 산업시설에서 CO₂를 분리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

용되어 왔으며, CO₂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재처리 배기체 내에 포함되어 있

을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13X의 CO₂ 흡착효율은 NOx를 사전에 제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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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 wt%정도가 되며, 흡착과 재생 사이클은 압력과 온도 swing 모드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CO₂는 상당히 높은 농도까지 농축이 가능하며, 재생 시 탈착된 CO₂는 

석회흡수나 고체흡수제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최종 처분을 하게 된다. 흡착단계에서 

CO₂의 제염계수는 102이상이며, 고체흡착제를 사용하여 CO₂를 분리. 농축함으로서 

double alkali공정과 같은 복잡한 공정을 초기 단계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독일의 

경우 제올라이트를 이용하면 CO₂의 제거효율이 높고 상업적으로 유용하며 공정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배기체 처리시에는 제올라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

다고 제안하 다. 

CO₂가 흡착된 제올라이트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thermal swing과 불활성기체 

purge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이때 발생되는 CO₂기체의 농도가 3600 ppm정도

일 경우 기체를 30℃로 냉각하고 double-alkali 공정에 주입한다. NaOH 용액농도를 

1.51.7 N(6 wt%)로 할 경우 제거효율은 매우 좋아 유출기체내의 CO₂농도를 15 ppm 

이하로 제거할 수 있으며(제염계수는 240이상임) 이때 반응물의 이용률은 62%까지 

가능하다. 세정용액은 재생할 수 있는 데 여기서 Na2CO3은 교반 조에서 과량의 

Ca(OH)₂와 약 1시간 정도 접촉하여 90%정도 NaOH로 전환된다. 교반이 끝난 후 2

시간 동안 약간의 Na2CO3을 함유하는 재생된 NaOH 용액은 흡입관을 이용하여 제거

한다. NaOH용액 농도를 6wt%로 만들기 위하여 NaOH 용액을 첨가하고 재생된 용액

은 탑 또는 저장탱크로 재순환된다. CaCO3 슬러리 침전물은 최종 처분을 위하여 펌프

로 빼내어 시멘트와 혼합시킨다.

조업관점에서 보면, 세정용액 재생과정에서 Ca(OH)₂보다는 더 값이 비싼 

Ba(OH)₂로 대체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2-24]. Ba(OH)₂는 용해도

가 커서 hydroxyl 이온 농도가 증가하게 되며 따라서 Na2CO3와의 반응성이 더 증가

하게 된다. 또한 BaCO3의 용해도가 낮고 도가 크기 때문에 BaCO3 침전물로부터 재

생된 세정용액의 분리가 용이하게 된다.

다. 공정별 장․단점 비교

C-14 제거 및 고정화기술은 크게 네 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기술은 주어진 조업조

건에 따라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네 가지 공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Double-alkali 공정은 NaOH 용액을 사용하여 CO₂를 흡수하며 이것을 

Ca(OH)₂를 사용하여 CaCO3 형태로 침전시킨다. 반응에 의한 제거공정을 보면, 

Ca(OH)2나 Ba(OH)2․8H2O의 슬러지와 CO₂가 반응하여 직접 CaCO3 또는 BaCO3로 

전환시켜 제거하며, Ba(OH)2․8H2O 공정에서는 반응물의 탈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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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조절이 필요하고 파일롯트 규모에서 습도는 공정에 사용되는 공기에 적정량 스팀

을 주입하여 조절한다. ORNL에서 개발한 공정은 고체상의 Ba(OH)2․8H2O를 사용하

여 CO₂를 제거한다. CANDU 반응기에서 발생하는 배기체로로 부터 
14
C를 제거할 

목적으로 Ontario Hydro에서 개발된 공정은 고체상의 Ca(OH)₂를 사용하여 제거하

며, 이 공정에서 주안점은 임의의 온도에서 높은 상대습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데, 이

는 저온.저습도에서 Ca(OH)2가 CO₂제거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후자의 2개의 공

정에서 나타난 습도조절의 어려움을 제외하면, 상기의 4가지 모든 공정들은 CO2의 제

거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중 Ba(OH)2․8H2O 나 Ca(OH)₂를 이용한 

공정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불염화탄소 내에 CO₂를 흡수시키거나 제올

라이트를 이용하여 체류와 같은 물리적인 방법들을 이용하여 CO₂를 회수할 수 있는 

데,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여 농축시키는 공정은 double-alkali방법에 비해 3배 정도 비

싼 것으로 보고하 다. 알칼리 공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오드의 동반침전과 같은 

특별한 어려움만 없다면, 
14
CO₂의 물리적 농축방법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유속이 낮고 CO₂의 농도가 낮으며 습도가 높을 경우 Ca(OH)₂공정이 유리하며, 

고정층 공정은 특히 단순하고 가격이 낮으며 상온 부근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CANDU 원자로에서는 고온 조건이므로 사용이 제한이 많지만, 사용한 레진 층의 산 

처리시 발생되는 CO₂의 고정화 공정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Ca(OH)₂공정에서 반응

물의 이용률은 85%이하 다.  유속이 높고 CO₂의 농도가 낮으며 습도가 적절한 경

우에는 Ba(OH)2․8H2O공정이 적절하다. Ca(OH)₂공정과 비슷하게 본 공정은 단순

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BaCO3로 반응물이 전화되는 정도는 매우 높으며 완전전환이 

가능하다. 

CO₂농도가 330ppm이고 유량은 11.4 m
3
/min인 조건에서 여러 가지 공정에 대하

여 공정의 단순성, 신뢰도, 안정성, 운전비용, 기술 현황, 취급공정 및 제염계수를 평가

인자로 하여 비교평가를 수행하고 각 공정에 대한 점수(100점 만점)를 산정결과를 표 

2-1-7에 제시하 다[2-19].

따라서 적용 공정의 운전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정의 단순함 및 제거 효율 그

리고 최종 처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C-14의 분리 및 고정화를 위

해서는 Ba(OH)2․8H2O나 Ca(OH)₂를 이용하여 탄산염형태로 고정화시켜 시멘트에 

봉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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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C-14 제거 기술별 상대점수 비교

제거 기술 상대 점수

○ 알칼리금속 슬러리 또는 고체매질을 이용

한 single-step 화학반응에 의한 제거공정 

: 알칼리 토금속 수산화물 슬러리 및 알칼

리 토금속 수산화물 고체 이용 공정 

○ NaOH 세정용액 및 lime slurry를 이용한 

two-step 화학반응에 의한 제거공정 : 

Double- alkali 공정

○ 물리적 흡수 및 흡착공정 : 불염화탄소

(Flurocarbon)용매 공정 및 KALC 공정

○ 활성표면에의 흡착 공정 : 제올라이트

(molecular sieve)이용 공정

60

71.8

64.1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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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기술 개발 동향

1. 폐수지 처리 기술개발 동향 

국내 월성 중수로 원전 운 중 발생된 C-14 함유 폐수지는 저장탱크에서 관리하

고 있으며 폐수지 처리에 대한 지금까지 국내 연구개발은 시작 단계로 볼 수 있으

며, 2004년도에 주관기관이 (주)한수원 환경기술원에서 처음으로 연구를 착수하 다

[2-43]. 현재 월성 원전 부지내 저장탱크에 있는 C-14 함유 혼합 폐수지의 특성 분

석을 기반으로 폐수지 적정 처리 방안 도출을 위한 비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기초 

실험을 수행하 는데, 주요 연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C-14 방사성 핵종은 음이온교환수지에 의해 약 95% 정도 제거되는 데, 현장에

서 사용하는 IRN-150 혼합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하여 실험실 규모로 C-14 및 Cs, 

Co 핵종의 흡착 및 탈착용애을 이용한 탈착 실험을 수행하 다.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된 C-14는 HCO3
-
 이온 형태로 흡착되어 있으며, 따라서 IRN-150수지에 의한 

HCO3
-
 이온의 흡착거동을 평가하 고, 공존이온인 Cs(I), Co(II), Cl(I) 이온이 포함

된 NaHCO3+CoCl2+CsCl 삼성분 흡착실험을 수행하여 공존이온이 C-14 이온의 흡

착거동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아울러 HCO3
-
 이온으로 포화된 IRN-150 혼합

수지로부터 C-14 핵종의 탈착거동을 평가하 고 양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된 Cs, Co 

이온의 탈착거동도 동시에 평가하 다. 탈착용액은 이온교환수지의 이온 선택도를 

기준으로 NaOH, Na3PO4, NaNO3 용액을 선정하 고, 산 용액으로 HCl을 선정하

다. 

2. 14CO2 기체 처리 기술개발 동향 

14
CO2 기체처리에 대한 국내 연구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시설로부터 방출된 C-14 

기체의 처리 시스템의 설계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한 적이 

있고[2-43], 한전 전력연구원에서는 중수로 환경방출 방사성 이산화탄소 제거장치 개

발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2-44].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는 비방사성 CO2기체를 이용하여 무기흡착제 및 soda lime

에 의한 운전변수별 제거성능을 상호․비교하고 soda lime 이용 시 반응매질 이용률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운전방식을 도출하 다. 고정화된 흡착제의 처분 시 안정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고찰한 결과 고체 흡착제를 이용한 공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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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는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체 흡착제로서 활성탄 및 제올라이트 13X 그리고 

soda lime을 이용한 CO2의 제거성능을 상호 비교하 으며, soda lime에 의한 CO2 제

거시 주요 공정변수인 층높이 및 상대습도의 향을 고찰하여 최적의 공정조건을 설

정하 다. Soda lime의 제거성능은 활성탄, MS 13X 보다 약 10배 이상 제거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습도가 증가할수록 제거성능이 증가함을 보 고 상대

습도와 층높이와의 상관관계로부터 85% 습도조건하에서 충전층 높이는 약 12cm 정

도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Soda lime 이용률 극대화를 위한 PDBS(Parallel Dual 

Bed System) 장치 및 운전방식 변화 (SRO : Stop-Restart Operation)에 따른 제거성

능 평가결과, 50%의 습도조건에서도 고체매질의 이용률은 약 2배 증가함을 보 다., 

또한 CO2 제거용 다공성 반응물질 제조방법 및 장치를 개발하 으며 이에 따른 제거

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

한전 전력연구원에서는 
14
CO2 기체처리를 위한 흡착제 특성 비교를 위하여 국내에

서 생산되는 펠렛형 LiOH 반응매질과 자체 제조한 Ca(OH)2 펠렛을 사용하여 온도 

및 LiOH의 담지량 변화, 수증기 함량(기체 상대습도)에 따른 CO2 흡착 성능을 비교하

다. 본 실험은 중수로 원전 발생 
14
CO2 기체처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리 시스

템의 압력강하 등 기체 정화계통의 운전 용이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흡착제 성능을 평

가하 다. 따라서 분말형 흡착제에 비하여 흡착성능이 다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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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C-14 함유 IRN-150 폐수지 처리기술 개요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폐수지 저장탱크내에는 IRN-150 폐수지의 특성상 양

이온 및 음이온교환수지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C-14 및 Cs, Co등의 방사성 핵종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저장탱크내에는 IRN-150 폐수지외에 활성탄 및 제올라

이트 등이 일정부분 혼합되어 있고 저장폐액도 같이 존재한다. 실제 원자력 발전소

저장탱크내에 저장중인 유기 이온교환수지내 C-14의 처리 및 처분에 대한 연구방

향 설정시 음이온 폐수지내에 함유된 C-14만 고려할 경우 실폐수지를 이용한 처리 

연구결과와 비방사성 폐수지를 이용한 실험실 규모 연구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두 실험결과의 연계성 및 실폐수지 처리시 나타날 수 있는 다

른 연구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함과 아

울러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공정의 단

순성 및 효율성의 극대화를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 다. 

폐수지를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기술은 궁극적으로 최종처분을 위한 고화

기술과 연계되어 설정되어야 보다 처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과제에서는 본 위탁과제에서는 저장탱크 내에 존재하는 용액, 제올라이트 및 활

성탄 등을 고려하여 C-14의 기체화 반응물질의 선정과 C-14의 고정화 공정 및 고

정화 물질의 개발과 아울러 고화방법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하 으며, C-14 방사성 

핵종의 폐수지로부터 분리 및 고정화, 처분을 포함하여 폐수지 처리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대상 폐기물 전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기술 개요를 종합 정

리하 다. 

1. 폐수지내 C-14 분리기술 개요

원자력발전소 냉각수 계통에서 발생되는 C-14 방사성 핵종은 IRN-150 음이온-

양이온 혼상 유기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하여 제거되며, C-14 핵종은 이온교환수지탑

을 통과하는 냉각수내에서 bicarbonate 또는 carbonate 이온으로 존재할 수 있고, 

냉각수 계통의 pH를 고려하면 대부분의 C-14는 HCO3
-
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형태의 음이온은 IRN-150 수지내에 음이온 교환 site로 기능하는  4급 암모늄이온

에 있는 OH와 교환되어 냉각수로부터 제거된다. IRN-150의 최대 음이온교환용량은 

1 meq/g으로 알려져 있으며, 용액내 농도에 의존한다. 냉각수내에 C-14의 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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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바 없으나 통상적으로 IRN-150 수지내의 최대 이온교환용량를 기준으로 약 

10%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C-14 핵종은 유기 이온교환수지를 구성하는 

polystyrene으로 이루어진 C-12와 같이 존재하므로 유기 이온교환수지를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인 소각법은 현재의 기술로는 C-12와 C-14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되어야 할 C의 양이 크게 증가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양이온의 교환특성을 보면, 유기이온교환수지의 이온교환 선택성은 

counter ion의 전기적 특성에 의존한다. 이는 구조적 경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

기화합물의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농도조건에서 각 음이온의 localized charge 

density에 의존하여 선택성이 좌우되며 농도의 증감에 따라 선택성은 확률론적 차

이를 나타내며 크게 낮아질 수 있다. 반면에 무기이온교환수지는 구조적 경직성이 

크며, 이로 인해, 단순한 localized charge density 뿐만 아니라 경직된 구조내에서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자궤도의 3차원적 형태에 의존적이다. 따라서 확률론

적 속도보다는 counter ion의 활성점내에서의 안정화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유기이온교환수지보다 무기 이온교환수지가 선택성은 보다 높은 반면에 이온

교환 용량의 농도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양이온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뚜렷한 

반면에 음이온의 경우, 유기이온교환수지는 localized electron density에 의존적이며 

이온교환 활성점과 직접적 상호작용을 하지만, 현존하는 대부분의 무기이온교환수

지의 음이온은 층간에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각공정과 다르게 C-12로부터 C-14를 분리하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음이온교환 활성점에 존재하는 C-14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가장 

흔희 사용되는 것은 보다 더 큰 선택성을 가지는 counter ion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IRN 150수지의 음이온에 대한 선택성은 다음과 같다. 

  SO4
2-
>I

-
>NO3

-
>Br

-
>HPO4

2-
>CO3

2-
>CN

-
>Cl

-
>HCO3

-
>OH

-
(3-1)

상기의 높은 선택성을 가진 물질을 이용하여 유기이온교환수지내에 존재하는 

C-14를 C-12로부터 분리해 낼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유기이온교환수지의 재생

공정과 동일한 개념이다. 탈착되어 나온 용액에는 용액의 pH에 의존하여 CO2로의 

기화, 또는 HCO3나 CO3
2-
의 형태로 존재하며, 그 농도는 사용되는 탈착용액의 부피

에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재생개념에 의한 분리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탈

착용액을 필요로 하며, 공정의 완료단계에 존재하는 농도 쳐짐(breakthrough 

tailing)으로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는 많은 탈착용액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탈착개념을 이용한 C-12로부터 C-14의 분리는 방사성 폐기물의 처

리 및 최종처분이라는 관점에서 공정폐기물의 양을 증가시키고 후차적인 처리공정

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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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고려되는 것으로, 유기이온교환수지내에 존재하는 관능기(functional 

group; quarterly ammonium ion, NR4
+
OH

-
)의 열적 안정성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능기는 유기이온교환수지의 구조적 형상을 만드는 

polystyrene의 주 matrix가 완성된 전후 단계에서 도입되며 matrix보다 화학적, 열

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낸다. 특히, 4급 암모늄기에 존재하는 HCO3의 경우, 

열에 의해 주변의 암모늄이온과 반응하여 아민 또는 nitryle과 CO2로 파괴될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matrix에 존재하는 C-12가 산화되지 않는 온도수준에서 이러한 

관능기의 열적 분해는 활성점에 고정되어 있는 C-14를 CO2로 배출 및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RN 수지의 일반적인 사용온도는 80℃ 이하로서 그 이상에

서는 이온교환용량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관능기의 열적 안정성이 

낮음을 말해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셋째로, 기화와 탈착에 의하여 C-14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산용액에 의한 탈착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HCl 이나 HNO3의 음이온들은 HCO3보다 높은 선택성을 가

지기 때문에 이온교환 수지의 평형반응에 의해 HCO3가 탈착될 수 있다. 또한 탈착

되어 나온 HCO3는 용액내의 낮은 pH에 의해 CO2로 기화되며 이때, 용액내의 CO2

의 양은 CO2의 용해도에 의존한다. 일반적으로 pH가 산 조건에서는 CO2의 농도는 

ppm이하이며, 대부분이 CO2의 수화된 형태이거나 HCO3의 형태이다. 산 용액에 의

한 C-14의 분리는 탈착과 기화라는 분리공정을 짧은 시간에 하나의 공정으로 완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재생개념보다 적은 양의 용액을 필요로 하며, 열에 의한 

관능기의 파괴보다 낮은 온도에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로, 상기의 처리방법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경우, C-14의 분리는 보다 효과

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즉, 열에 의한 관능기의 파괴는 탈착에 필요로 하는 탈착물

질의 양을 줄여주며, 탈착 전후에 필요로 하는 건조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공정이므로 후속적인 추가공정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히 용액 내 탈착

은 항상 평형농도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산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용액상의 CO2농도

에 의존하여 C-14의 완전한(99.9999%) 탈착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열에 의한 관능기의 파괴는 존재할 수도 있는 미 탈착 C-14의 양을 더욱더 줄여주

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상의 방법을 통하여 C-12로 구성된 유기이온교환수지내에 고정되어 있는 

C-14를 분리해 낼 수 있다. 그러나 IRN-150 수지는 양이온과 음이온 교환수지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C-14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금속핵종인 Cs나 Co등과 같은 핵

종이 배출되어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 탈착, 기화 개념으로는 

C-14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방사성 폐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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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와 같은 휘발성 핵종은 유리고화와 같은 고온과정에서는 쉽게 휘발되므로 이러

한 Cs를 포획하기 위한 2차 분리매질이 요구되며 이는 2차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

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탈착 및 기화에 대한 물질이

나 공정이 수립되어야 한다.

2. C-14 분리용 탈착용액 처리기술 개요

저장탱크 내에는 제올라이트, 활성탄 및 유기 이온교화수지가 저장 폐액과 혼합

되어 있거나 위치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한다. 따라서 이온교환수지내에서 C-14를 탈

착-기화공정을 통하여 분리하는 것은 넓은 범위에서는 저장탱크 내에 존재하는 고

체상 폐기물로부터 C-14를 분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올라이트는 금속핵종의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매질이며 IRN-150 수지도 동일한 제거효과를 나타낸다. 탈착

물질로 이용되는 산 용액은 일반적으로 양이온교환수지의 재생에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속핵종의 탈착은 필연적으로 발생된다. 이러한 금속핵종의 탈착 가능

성은 C-14의 분리후에 2차 액상 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확보

하여야 한다. 제올라이트나 양이온교환수지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핵종의 양은 상대

적으로 낮기 때문에, 핵종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또 다른 공정이나 또는 폐기물

의 물을 증발시킴으로서, 낮은 양의 금속핵종만을 분리해낼 수 있다. 즉, 탈착용액

의 양이 대단히 낮은 경우, 증발의 과정이 효과적이며, 탈착용액의 양이 크다면, 선

택적 이온교환수지를 다시 사용해야 된다. 후자의 경우는 폐기물의 양을 극단적으

로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며 C-14의 분리를 통한 폐기물의 최종 처분 부피감소

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전자의 경우, 물의 휘발을 통한 고체물로서 Cs

나 Co의 획득한 사용된 산용 액을 고려하면 또 다른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HCl이나 HNO3는 건조 또는 물의 휘발과정을 거치면서 

용액내에 존재하는 Cs나 Co와 반응하며 금속염화물이나 질산화물을 만들어낸다. 금

속핵종의 고화체로 고려되는 유리고화공정은 이러한 화합물이 휘발될 수 있을 만큼 

높은 온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사 액체폐기물의 양이 적어 물의 증발에 의해 

소량의 금속핵종을 분리하 다고 하더라도, 고화공정에서 휘발되어지는 Cs를 포획

하기 위해 또 다른 분리매질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부피 감소 효과는 상쇄된다. 따

라서 단순한 산 용액이 아닌 다른 탈착용액을 이용하여 탈착용액의 부피를 최소화

하고 고온휘발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해 줄 수 있는 탈착물질의 선정이 대단히 중요

하다. 탈착물질은 단순히 경쟁력 있는 음이온을 함유하는 특성을 지니는 것 보다 

금속핵종의 열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물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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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14 함유 IRN-150 폐수지 처리공정 개요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유기이온교환수지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처리공정을 이

용하여 기본적인 처리공정을 설정할 수 있다. C-14의 분리는 탈착 및 기화라는 공

정을 통하여 분리하는 것, 두 번째로 기화된 C-14는 무기흡착제로서 화학흡착을 이

용하는 방법, 탈착된 용액내의 금속핵종의 안정화 및 잔존 유기이온교환수지는 열

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탈착물질을 이용하여 안정화시켜 소각이나 유리고화와 

같은 고온공정에서도 2차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의 처리개념을 설

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기이온교환수지내의 양이온과 음이온교환수지의 분리, 

제올라이트 및 활성탄의 분리와 같은 전처리공정의 요건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음이온 및 양이온교환수지는 일반적으로 소각이라는 공정을 통해 처리 고

체물질의 부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종처분을 위한 열적 공정이 수행된다. 이

때, C-12로부터, C-14가 분리되지 않는 다면, 음이온과 양이온교환수지를 분리함으

로서, 배출되는 기상의 CO2양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나, 앞서 언급된 것처럼, 

C-14가 탈착과 기화라는 메커니즘으로 분리된다면, 음이온과 양이온의 분리는 무의

미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각 수지를 분리하여 양이온교환수지내의 금속핵종

이 탈착용액내로 탈착되어 나오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체 최종

처분되어야 할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각 이온교환수지의 

분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오히려 추가되는 단점을 가진다. 또한, 양이

온이든 음이온교환수지이든 소각공정을 적용할 경우, 반드시 물의 증발을 필요로 

하며, 이점에서 분리없이 탈착을 진행할 경우, 금속핵종이 탈착용액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탈착용액이 작다는 전제하에서는 전체 폐기물의 처리량은 크게 증가

되지 않으며, 탈착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적 안정성이 확보될 가능성을 고려한 다

면, 오히려 음이온 및 양이온수지의 분리보다는 혼합된 상태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공정단순성과 2차 폐기물발생량에서 보다 큰 잇점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로, 제올라이트와 활성탄의 분리유무를 고려해보면, 각 물질이 어떠한 

핵종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 는가의 여부에 따라 분리의 필요성이 결정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제올라이트는 금속핵종의 제거에 사용되는 반면에, 활성탄은 중금속 

뿐만 아니라 기체상으로 배출될 수 있는 음이온 등의 제거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즉, 제올라이트의 분리의 완전한 분리는 불필요하며, 제

올라이의 양이 작다는 점에서 음이온교환수지의 탈착에 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대

적으로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활성탄이 단순 중금속제거에 의미를 가지고 있

다면, 이 또한 분리가 불필요하다. 따라서 저장탱크 내에 존재하는 모든 고체물질은 

분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분리공정 자체가 폐기물의 발생을 더 증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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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제올라이트의 구성성분은 유리매질에 유용한 성분

이므로 C-14의 탈착 후 잔존하는 금속핵종의 고화에 필요한 유리매질 성분의 양을 

상대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 또한 소각로에서 휘발성 핵종이 고온에서 휘발되어 나

올 경우, 동시화학흡착을 통해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 제올라이트계열의 

물질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분리되어 처리하는 것보다 최종처분의 관점에서는 같이 

처리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로, 저장탱크내에 존재하는 폐용액의 처리에 대한 방안도 같이 고려되어

져야 한다. 저장탱크내의 용액의 특성에 대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제올라이

트의 존재를 고려하면, pH는 7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그 용액내에는 HCO3
-
뿐만 

아니라 여러 음이온들과 양이온들이 미량으로 존재할 수 있다. C-14의 분리를 위해

서는 고체물질과 저장탱크내 폐액의 분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분리된 폐액은 증발

과정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최종 처분되어야 할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이

다. 이 때, 증발을 통해서 미량의 C-14의 CO2기체화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특히, 양

이온이 폐액내에 존재할 경우, 금속이온들이 C-14로 이루어진 탄산이온과 결합하여 

탄산염으로 잔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 폐액 또한 C-14의 분리를 위한 공정이 필

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탈착용액으로 이 폐액을 이용함으로서 추가되어야할 

탈착용액양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존재하는 폐액의 양에 따라, 추가되는 물이 불

필요하고, 증발과정의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단순 음이온교환수지의 처리가 아닌 저장탱크내 폐액과 고체상 폐

기물의 처리 처분이 동시에 고려되는 공정이 대상 폐기물의 완전한 처리라는 목표

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고려된 사항들을 기본으로 하여 그림 

3-1-1에는 기본 공정을 모식화하여 나타내었다. 폐액과 고체물질의 분리, 폐액에 탈

착물질의 용해, 수지내 C-14의 탈착 및 기화, C-14의 흡착, 그리고 증발 건조된 잔

존 폐기물의 소각/유리고화, 흡착물질의 시멘트고화로 이루어진 처리공정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공정에서는 폐액의 증발과 고체물질의 고화전 안정화를 포함하므로 이

차폐기물의 발생량이 최소화되며, 단순화된 공정으로 모든 물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각각의 실험결과들을 다음 절에 서술하 으며, 이러한 

공정개념을 목표로 본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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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IRN-150 폐수지, 제올라이트, 할성탄 및 저장페액 함유한 고체 

폐기물 처리 공정도.

 

4. 14CO2 기체처리 기술개요

현존하는 CO2의 제거기술은 온실가스의 저감과 온실가스의 자원화라는 측면에

서 개발되어지고 있으며, 경제성이 주요한 고려인자이다. 대부분의 공정들이 저감기

술과 재활용이라는 관점으로 진행되고 개발되어왔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의 무배

출, 최종고립처분개념과는 상이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공정기

술은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개발된 기술적 한계

를 지니고 있으므로, 새로운 공정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과제의 C121212와 

C
14
의 분리기술의 완료를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기체상 CO2의 제거(농축)은 새로

운 출발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절은 간략하게 기존 공정기술의 특성을 살펴보

고 가장 유효한 공정을 설정코자 하 다.

분리매질을 이용한 건식처리 기술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2는 

배가스내에 CO2나 그 외 온실가스의 제거 및 재활용에 관한 미국 DOE에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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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신공정개념도이다. 두 개의 탑모두 유동층을 이용한 공정으로 높은 경제성과 

효율을 보이며 이에 대한 실증기술확보를 위해 국내에서도 두산중공업, 에너지기술

연구소등에서 모델 및 설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단순제거보다

는 온실가스의 재활용의 측면에서 그림과 같은 흡수-재생공정은 향후 CO2저감기술

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의 공정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물리적 화학적 현상들을 고려해보면 방

사성 CO2의 처리를 위한 공정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다음의 두 가지 단점

을 가진다.

  

그림 3-1-2. Conceptual process for the removal&desorption of CO2 (DOE in 

USA).

첫째, 상기의 공정은 유동화공정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기체유량이 필요하다. 본 

과제의 C
12
와 C

14
의 분리에서 발생되는 기체유량은 특정 흡수제나 흡착제를 유동화 

시키기에는 기체유량의 한계가 존재하며, 기체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기

체상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농축시키고자 하는 C
14
의 양에 비해 큰 처리부피를 수

반하게 되며, 유동층의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 유동층을 이용하여 기체상내 CO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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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제거하는 것은 공정설계를 통하여 획득될 수 있는 목표이나, 사용된 흡착제/

흡수제의 효율성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를 지닌다. 온실개스 CO2의 제거공

정은 CO2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흡착제/흡수제의 재생공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기의 흡착/흡수공정에서 요구되는 고효율의 단어적 의미는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분이라는 관점에서의 고효율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즉, 동일한 재생능력을 보

이며, 높은 흡착/흡수율을 보이기 위한 것과 존재하는 흡착제/흡수제의 양에 대해 

절대적 반응 전환율을 높이는 것과는 별개의 의미를 지닌다.

둘째, 유동화 공정에 유효한 흡착제/흡수제의 물리적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기계

적 강도와 제어가 용이한 입자수준이 필요하다. 기계적 강도가 높은 입자상 반응물

질을 획득하기 위해 무기물질을 지지체로 하여 반응물질을 분산시키는 것이 기본적

인 개념이다.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화학적 내구성이 우수한 

물질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경우, 사용된 무기물질이 적정온도수준내에서 monolitic

한 형상을 구현할 수 있는 지지체의 경우, 이러한 개념은 유효하다. 그러나, 사용되

는 무기물이 실제, 포집된 CO2가 탈리되지 않는 온도범위에서는 monolitic한 형상을 

얻기 힘들며, 이는 최종고화체 제조시 binder나 제 삼의 물질이 요구되며 최종처분

부피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상기와 같이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공정의 적용은 현실적 

제약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우며 유동층보다 고정층이 유효한 공정이라 할 수 있다. 

고정층 공정에서 중요한 흡착제/흡수제의 개발관점에서 단순제거공정으로 이용되는 

알칼리 용액이나 CO2흡수용 유기액상을 이용한 습식법과 CO2흡착을 위해 개발된 

기타 건식흡착공정은 방사성 CO2 최종처분을 위한 다음의 요구조건에 만족되도록 

개발되어져야 한다. 

○ CO2와 반응하는 물질은 수화학적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 고화체 제조를 위한 열 처리시 CO2의 탈리가 없어야 한다.

○ 기체화 공정에서 발생되는 기체유량에 대해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 주어진 공정조건에서 고농도(~40000ppm)와 저 농도(~50ppm)수준에서도 높은 

제거성능을 가져야 한다.

CO2의 흡착 물질로 고려되는 활성탄, 제올라이트등과 같은 물리흡착의 경우, 열

처리에 의해 탈리의 가능성이 높으며, 수화학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안정적인 CO2의 

고정화가 어렵다. 또한 아민계 및 알칼리 용액은 흡수용량은 크나, 그 물질자체가 

수화학적 안정성을 가지기 힘들며, 아민계흡수용액은 자체에 C
12
를 포함하고 있으

며, 열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휘발의 가능성이 크다. 1A족 알칼리 용액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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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얻어질 수 있는 bicarbonate나 carbonate염들의 용해도가 상대적으로 크며, 이는 

최종처분시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CO2를 안정적으로 포집하는 

물질로는 알칼리토 및 희토류금속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탄산염들은 상대

적으로 낮은 용해도를 나타내며, 자연계에 천연암석물질로 존재한다. 특히, 용해도

곱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침출수나 지하수 등에 풍부히 존재하는 알칼리토 원소의 

농도를 고려할 경우, 수화학적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다. 희토류 원소들의 

화합물이 비교적 고가라는 점과 Ca나 Mg가 지하수내에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알칼리토 원소중 Ca(OH)2나 Mg(OH)2가 CO2의 안정한 고정화에 대한 유효한 물질

로 고려된다. 이러한 원소의 탄산염은 약 700℃수준에서도 CO2의 탈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건전성 최종고화체의 선정에 보다 많은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동화공정은 대용량의 기체를 처리하는 경우에 유효하며, 

기체용량이 크지 않은 경우, 고정층이 유효하다. 기체유속의 증가는 고정층내의 반

응효율을 감소시키며, 이는 동일한 양의 C
14
를 처리하기위한 고정층의 반응물질 양

을 증가시킨다. 흡착공정은 낮은 기체유량에 대해 보다 높은 반응효율을 얻을 수 

있는 공정이며, 선정된 물질자체가 화학흡착의 메카니즘을 따르므로, 흡착물질과 

CO2간의 접촉면적의 확장에 의해 저 농도뿐만 아니라 고농도의 기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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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폐수지로부터 C-14 탈착 및 CO2 기체화 특성

산업시설 중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운 에 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로는 원

전운 중 발생된 폐기물의 안전관리 및 처분장 수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폐기물 

부피감용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이온교환수지는 원자력발전소의 여러 액체 폐기물 

처리계통에서 다양한 핵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데, 특히 국내 월성 

가압중수로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중수의 사용에 따라 감속재 및 냉각재 계통, 환형

기체계통, 핵연료 손상 등에 의해 
14
C 핵종이 상당량 발생되고 있으며, 총 발생량의 

93%이상이 주로 감속재 계통에서 생성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IRN-150(양이온, 

음이온 이온교환수지를 동일 당량비로 혼합한 수지)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하고 있다

[2-42]. 그리고 이온교환 탑에서 
14
C 핵종의 제거시 용액의 pH 특성으로 인하여 주

로 H
14
CO3

-
 이온형태로 이온교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압중수로에서 

14
C 핵

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감속재 계통에서 사용된 이온교환수지의 총 발생량은 월성 1

호기의 경우 2003년 기준으로 약 22톤이다. 
14
C 핵종은 β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로

서 반감기가 5,730년으로 매우 길기 때문에 
14
C 핵종이 함유된 폐수지는 처분장으로

의 인수기준이 까다롭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내 폐수지 저장탱크의 용량확보와 폐

기물 부피감용을 위하여 
14
C 핵종이 함유된 폐수지의 적절한 처리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폐수지내에 흡착(이온교환)되어 있는 
14
C 핵종을 선택적으로 분

리하여 폐수지 부피를 감용하기 위하여 개발되고 있는 기술로는 주로 acid 

stripping, alkali stripping, thermal stripping, oxidation/combustion, supercritical 

CO2 이용 공정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기술들은 공정 특성으로 인한 이차 폐기물

의 발생량 및 부피감용을 목표로 효과적인 처리 관점에서 보면 각각의 기술들은 상

호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연구개발을 수행 중에 있다. 

IRN-150 폐수지로부터 C-14의 선택적 분리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음이온교환수지와 양이온교환수지내 양이온 및 음이온의 다성분 흡․탈착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착용액내 대상 이온과 폐수지내 포획

된 방사성 핵종 이온과의 선택성의 차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탈착과정은 항상 평

형농도와 부가되는 탈착물질의 농도에 의존하게 된다. 특히, 선택성이 높은 물질을 

이온교환용량에 맞게 부가하더라도 평형제한에 의해 완전한 탈착은 어려우며, 보다 

과잉의 양을 넣어주어야 만족할 만한 수준의 탈착율을 얻을 수 있다. 즉 폐수지로

부터 C-14 핵종의 분리를 위하여 부가되는 탈착용액 내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항

상 공존하며, 페수지 내 양이온 핵종의 탈착을 낮추고 음이온 핵종의 탈착을 높이

기 위해서는 양이온 핵종에 대해서는 선택성이 낮고 음이온 핵종에 대해서는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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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성이 높은 탈착물질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IRN-150 혼상 폐

수지로부터 주 관심 핵종인 C-14의 분리를 위한 새로운 탈착용액 선정을 목적으로, 

탈착과정 중 수반되는 양이온 핵종의 탈착 특성과 탈착용액 내 이온들과의 상호 선

택성과 양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IRN-150 수지의 양이온(Cs, Co, NH4, 

Na) 및 음이온(HCO3, NO3, PO4, H2PO4) 종류별 흡․탈착 특성을 분석하 다. 

본 절에서는 
14
C 핵종이 함유된 폐수지의 적절한 처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발전소 현장에서 사용 중인 IRN-150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하여 탈착의 가

역성 분석을 목적으로 H
14
CO3

-
 이온 흡착특성을 우선적으로 분석하 다. 아울러 

IRN-150 수지는 양이온교환수지(IRN-77)과 음이온교환수지(IRN-78)이 동일 당량

비 (1:1)로 혼합되어 있으므로 Cs, Co 이온의 흡착평형 실험도 동시에 수행하 는

데, 이는 음이온교환수지로부터 C-14 이온의 탈착시 Cs, Co 이온의 탈착여부를 평

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1. IRN-150 수지내 음이온 및 양이온 흡․탈착특성

가. IRN-150 수지의 이온교환 특성 및 선택성

앞 절에서 언급된 탈착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 음이온교환수지의 특성과 양이

온교환수지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택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탈착은 

항상 평형농도와, 부가되는 탈착물질의 농도에 의존적이다. 특히, 선택성이 높은 물

질을 이온교환용량에 맞게 부가하더라도 평형제한에 의해 완전한 탈착이 어려우며, 

보다 과잉의 양을 넣어주어야 만족할 만한 수준의 탈착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성과 양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온교환 수지 자체의 이온교환 

특성 및 선택적 친화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온교환의 선택성은 이온과 이온교환수지간의 친화도의 상대적 세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친화도는 각 이온들이 나타내는 전하의 세기뿐만 아니라 

분자내의 원자들 간의 전기 음성도차에 기인되는 부분전하와 그에 상응하는 전자의 

공간적 배치, 분자의 크기에 따른 구조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폐수지내에 

존재하는 HCO3
-
와 탈착이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온들의 친화력에 관계된 상대적 

세기를 고려함으로써, 효과적인 탈착이온을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음이온으로는 HCO3
-
 이온과 탈착용액내에 존재하는 경쟁 음이온인 NO3

-
, 

H2PO4
-
, PO4

3-
이며, 이러한 이온에 대한 구조적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1은 각 음이온들의 공명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HCO3
-
와 다른 각 이온간의 차

이점을 보면, NO3의 경우 분자 내에 +, -의 전하가 동시에 존재하며 산소원자에 존

재하는 전하의 세기는 타 음이온에 비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인산이온은 p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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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전하의 크기가 달라지며, 탈착이온으로 사용되는 H2PO4의 경우 -1가를 나타내

는 산소가 4개의 산소원소에 골고루 분포되어진다는 점에서 산소이온에 대해 가장 

낮은 전하세기를 나타낸다. 이러한 공명구조에 의한 전하세기의 차이는 음이온의 

선택성 크기로 나타난다. 

                

그림 3-2-1. Resonance structures of each anion. 

전하의 세기와 아울러 분자 크기와 같은 공간적 크기는 이온교환용량에 향을 

미친다. 이러한 공간적 크기가 이온교환 과정에 미치는 향을 그림 X에 나타내었

다.  그림 3-2-2는 특정 음이온 한 개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활성 점과 공유되어

질 수 있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으로 이는 음이온의 크기와 산소원자내의 전하의 세

기, 그리고 활성 점의 간격에 의해 결정된다. 음이온 분자의 크기를 보면, H2PO4가 

가장 큰 음이온으로 존재하며, 추후 언급할 음이온의 이온교환 흡착평형 곡선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온교환용량은 동일 평형농도에서 NO3>HCO3>H2PO4의 순으로 감

소하며, 이러한 이온교환용량의 차이를 그림 3-2-1과 3-2-2의 전하세기와 구조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하의 세기가 가장 센 NO3
-
의 경우, 동일한 평형농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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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높은 용량을 보이며, 이온세기가 가장 낮은 H2PO4가 가장 낮은 용량특성을 

보인다. 그림 3-2-2의 공간적 크기를 고려한 이온교환 모델의 경우, 각 이온의 이온

교환 용량의 차이는 활성 점들로 구성된 활성면의 edge의 차이만 존재할 뿐 전체적

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온교환에 필요로 하는 site의 수를 고려할 경우, 

site 수가 가장 낮은 H2PO4가 edge에 의해 가장 낮은 용량특성을 가지며 그 다음으

로 NO3, HCO3순으로 용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림 3-2-2. Schematic model for the occupancy of ion exchange site at 

different anions.

이상과 같이 특정 이온의 전하의 세기 및 공간적 크기에 의해 나타나는 이온교

환 특성은 탈착 특성에도 비슷하게 향을 미치게 된다. 이온교환 수지에 이온교환

된 HCO3 이온을 탈착시킬 경우, 전하 세기의 관점에서는 NO3
-
가 가장 높은 탈착효

율을 보일 수 있으며 공간적 크기의 관점에서는 H2PO4가 가장 높은 탈착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언급되겠지만 본 과제의 C-14분리에 사용된 NH4H2PO4의 

탈착용액은 이러한 이온교환 선택도에 의하여 HCO3 이온의 탈착이 이루어지기 보

다는, 이 용액이 만들어내는 완충효과에 의하여 탈착된 HCO3 이온이 기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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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되는 특성을 고려하고 두 음이온간의 평형농도와 용액의 pH 변화에 의하여 액

상의 탄산이온의 농도차를 유도함으로써 폐수지로부터 C-14 핵종을 쉽게 탈착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활성 점에 1:1 대응으로 존

재하여 폐수지 내에 결합되어 있는 HCO3 이온은 탈착용액 내 H2PO4 이온이 폐수

지 내 활성 점에 흡착시 주변에 존재하는 HCO3의 결합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하나의 인산이온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탄산이온의 탈착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NH4H2PO4 탈착용액의 농도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이러한 C-14 핵종의 

탈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이온 금속이온의 경우, 이온교환은 음이온과 동일한 친화력의 크기에 의해 진

행된다. 기본적으로 금속이온은 전하의 세기(크기)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결합

특성을 나타내지만 이러한 전하의 크기는 물 분자로 수화시 물 분자에 의한 

shielding effect의 차이에 따라 달라져 동일한 전하에서도 친화력의 크기가 차이가 

나게 된다. 전이금속인 Co는 6배위 착화합물을 형성하는 원소로 수용액상에서 6개

의 물 분자로 수화된 상태의 이온으로 존재하며, + 전하 또한 구형 이온과는 달리 

공간에 따라 전하의 편재화(localization)이 동반된다. 이러한 전하의 비편재는 동일

한 전하를 가지고 구형으로 존재하는 Mg나 Ca등이 가지는 편재화된 전하의 크기

보다 높은 전하 세기를 나타내며, 활성 점과의 반응에서 보다 강한 결합을 얻어낼 

수 있다. 알칼리 이온도 알칼리 토금속 이온과 마찬가지로 구형이온으로 존재하며, 

Co보다는 약한 결합력을 나타낸다. NH4H2PO4 탈착용액을 이용하여 폐수지 내 

HCO3이온을 탈착시킬 경우, 탈착용액내에는 NH4 양이온이 존재하며 금속이온과 달

리 NH4는 질소 원자가 +전하를 띄며, 물이 아닌 H에 의해 shielding되어 있는 형태

로 존재한다. 따라서, +전하의 상대적 세기는 동일한 전하를 띄는 구형의 알칼리 원

소들보다 높은 값을 가질 수 있으며 이온교환수지에 결합되어 있는 금속이온의 탈

착을 유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그림 3-2-3 참조).

IRN-150 폐수지 내 양이온교환 수지에 흡착되어 있는 Cs, Co 등의 금속이온이

탈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폐수지의 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된 폐수지는 이온교환 되지 않은 일정양의 활성 점들

이 존재하며 이러한 특성은 처리된 액상 내 금속이온이나 HCO3 이온의 용액농도에 

의존하고, 이러한 활성 점들은 탈착용액내에 존재하는 이온들의 활성 점으로 작용

한다. 존재하는 NH4의 절대량이 주어진 폐수지의 활성 점의 양에 비해 낮을 경우 

Cs, Co 등의 금속이온의 탈착은 흡착 용량에 기인하여 탈착율이 낮을 것이며, 존재

하는 NH4의 절대량이 높거나 양이온의 활성점이 동일한 경우 각 이온들의 선택성

에 의해 양이온 금속이온의 탈착이 수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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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지 내 존재하는 C-14 핵종의 탈착 분리를 위하여 투입되는 탈착물질에는 양

이온과 음이온이 항상 공존하며, 양이온의 탈착을 낮추고 음이온의 탈착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이온의 경우 선택성이 낮고 음이온의 경우 선택성이 높은 탈착물질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물질선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C-14 핵종의 효율

적인 탈착을 위한 최적 탈착물질 및 조건들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음이온에 대한 이

온 흡착 특성 평가 및 양이온의  흡․탈착 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림 3-2-3. Description of competitive ion-exchange of each ion.

나. IRN-150 수지의 음이온(HCO3
- 등) 흡착 특성

(1) 실 험

(가) 실험재료

Rohm & Hass사에서 제조한 Amberlite IRN-150 수지는 공업용 등급으로서 겔

형태의 균일한 크기를 가지는 폴리스틸렌 양이온교환수지(IRN-77)과 음이온교환수

지(IRN-78)이 동일 당량비 (1:1)로 혼합되어 있다. 실제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감속

재 정화계통 등에서는 방사성 핵종 제거용 이온교환수지로서 IRN-150 혼합수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흡착평형 실험을 위한 흡착제로 사용하 으며, 모든 실험

은 비방사성 이온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IRN-150은 Amberlite IRN-77 강산성 양

이온 교환수지와 IRN-78 강염기성 음이온 교환수지가 당량비 1:1로 혼합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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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IRN-77과 78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표 3-2-1에 나타낸 바와 같다[2-42]. 

IRN-150 수지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보면, 균일 크기의 구형 입자로서 겉보기 비

중(Bulk dnsity)는 689 g/L이고, 수지의 모체는 가교도 약 8%인 스틸렌계 합성수지

이며, 양이온교환기는 황산기(Sulfonic acid, -SO3H), 음이온 교환수지 교환기는 4급 

암모늄(Trimethylammonium,-CH2N (CH3)3OH)이다.

 표 3-2-1.  Amberlite IRN 77 & IRN 78 이온교환 수지 특성

IRN 77 IRN 78

Ionic form H
+

OH
-

Degree of Cross-linking 6% DVB*

True density(wet) 1.1 g/㎤

Bulk density (g/L) 690 (IRN-150)

Void fraction 32.7 %

Particle size

0.31.18 mm

<0.3 mm: max. 0.2%

<1.18mm : max. 

3.0%

0.31.18 mm

Effective size 0.5 mm 0.55 mm

Uniformity coefficient 1.8 1.35

Moisture content 55% 50%

pH range 014 014

Maximum operating 

temp.
120 ℃ 60 ℃

Total exchange capacity 1.9 eq/L 이상(H+)
1.2 eq/L 이상 

(OH-)

Volume per unit gram 1.25 ml/g-dry 1.51 ml/g-dry

 

(나) 흡착평형 실험방법

일반적으로 이온교환 수지에 의한 이온교환 능력은 흡착 특성의 일부분으로 간

주하고 있으므로 이온교환능과 흡착 성능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본 연구에서는 

이온교환과 흡착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 다. 흡착 성능은 이온교환 수지의 총 교

환 능력(흡착량)을 나타내며 이는 작용기의 수 또는 농도에 의존한다[2-1, 3-2-1]. 

이온교환 수지의 흡착성능 값은 주로 단위 g당 리 당량(meq/g)으로 표현하며 무

게는 주어진 작용기 형태(H
+
, OH

-
)에서 시료의 건조 무게이다. 유기 이온교환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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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리 당량(meq/ml)로 표현한다. 

여러 가지 이온교환수지에 총 흡착능은 회분식 실험을 통하여 구하고 제조회사 및 

여러 문헌들에서 인용할 수 있다. 이온교환수지의 흡착평형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는 주로 회분식 실험을 수행하므로 이를 본 실험에서도 선택하 다. 

IRN-150 이온교환수지의 음이온 흡착평형 특성 실험방법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

다. 주관기관에서 1차년도에 수행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2-42], C-14 방사성 핵종은 

중수로 감속재 계통에서 94%이상 생성되고, 음이온교환 수지에 의해 약 95% 정도 

제거된다. 감속재 계통 냉각수는 pH가 8.3정도이나 혼합 이온교환수지 탑을 통과하

면서 이온교환에 의한 H
+
와 OH

-
이온의 방출로 인하여 pH가 6 ~ 7정도를 유지하므

로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된 C-14의 화학적 형태는 HCO3
-
 이온이 된다. 따라서 

HCO3
-
 이온형태로서 NaHCO3 표준시약을 이용하여 HCO3

- 
이온의 농도변화에 따른 

IRN-150의 흡착 평형 실험은 30℃의 일정 온도로 유지된 항온조에서 용액을 교반

하면서 수행하 다. 사용된 수지 양과 용액 부피 비는 0.5 ∼ 2 g/L로 하 으며, 70, 

110℃로 건조한 IRN-150 수지를 사용하여 흡착평형 특성에 미치는 열화의 향을 

평가하 다. 아울러 수지내 HCO3
- 
이온의 분리를 위한 후보 탈착용액 내에 음이온

으로 존재하는 NO3이온(NaNO3)과 H2PO4(NH4H2PO4) 이온의 상호 경쟁 흡착특성을 

평가하 다. 용액내 C 농도는 TOC(Total Organic Carbon) 분석기를 이용하여 구하

으며, NO3이온과 H2PO4 이온농도는 IC(Ion Chromatography) 및 TN(Total 

Nitrogen)분석을 통하여 구하 다. 

(2) 실험 결과 및 고찰

먼저 IRN-150 수지내에 HCO3
-
 이온의 흡착시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을 구하

다. 초기 농도 0.005N(60ppm-C) NaHCO3 용액을 사용하여 용액부피(V)/수지양(m)비

를 2 L/30g, 2 L/40g으로 하고 항온조에서 흡착시간에 따른 용액내 C 농도를 측정하

으며, 이를 그림 3-2-4에 도식하 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흡착평형은 5시간

이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실험에서는 24시간동안 흡착을 수행하 다.

HCO3
-
 이온이 흡착된 IRN-150 이온교환 수지로부터 탈착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우선 HCO3
-
 이온의 등온흡착 평형 실험을 수행하 으며, 향후 단순 열적처리에 

의한 탈착 특성 평가를 목적으로 IRN-150의 건조온도에 따른 등온 흡착량을 구하

고 이를 그림 3-2-5에 나타내었으며 등온흡착 평형은 Langmuir 식을 이용하여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 다. IRN-150 이온교환수지의 이론 흡착량은 약 12 mg-C/g으로서 

그림 3-2-5의 실험값인 최대 흡착량과 비교하여 약 10%차이를 보 다. 아울러 열처

리를 할 경우 함유된 수분의 탈착으로 사용량이 증가하므로 흡착량은 증가하 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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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는 열처리하지 않은 원료 IRN-150 수지와 70℃, 110℃에서 2 일동안 

건조시킨 IRN-150 수지에 의한 HCO3
-
 이온의 흡착량을 비교한 결과로서, 본 결과

는 C 원소를 기준으로 한 결과이므로 HCO3
-
 이온의 흡착량 무게는 단위 환산을 통

하여 구할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IRN- 150 이온교환수지의 단위 g당 이

론 최대 흡착량은 약 12 mg-C/g이며 주로 음이온 교환수지에 의한 흡착량이고, 원료 

IRN-150 수지의 최대 흡착량은 이론 흡착량 대비 약 93%를 나타내었다. 원료 

IRN-150 수지를 70℃, 110℃에서 2 일동안 건조시킨 결과, 무게 감소량은 45 ∼ 50%

수준으로 온도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조후 

수지 무게 변화를 보면, 원료 IRN-150 수지 1g은 70℃, 110℃에서 건조할 경우 약 

0.55 g이 되며, 이는 건조후 무게 감소와 양이온/음이온 수지의 혼합비를 고려한 것이

다. 따라서 열처리 조건에 관계없이 흡착 실험시 동일한 수지 무게(단위 g 기준)를 

사용하 을 경우, 원료 IRN-150 수지의 C 최대 흡착량이 11 mg-/g-수지 일 때 부

가된 수지의 양만을 고려하면, 약 19 mg-C/g-수지의 최대 흡착량을 나타내어야 한

다. 

표 3-2-2. 음이온 교환수지의 열처리 조건별 HCO3
-
 이온의 흡착량 비교

수지 종류
이론흡착량
(mg-C/g)

흡착량
(mg-C/g)

흡착량
(mg-HCO3/g)

이론흡착량 
대비 흡착율(%)

원료 
IRN-150

12 11.1 56.4 93

70℃처리 
IRN-150

18.8
*

15.5 78.8 82

110℃처리 
IRN-150

18.8
*

12.7 64.6 67

* : 건조후 수분 증발에 의한 무게 감소 및 양이온/음이온수지 당량비 혼합고려

그러나 70℃에서 건조된 시료의 최대 흡착량은 15.5 mg-C/g-수지, 110℃에서 건

조한 수지의 최대 흡착량은 12.7 mg-C/g-수지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열처리에 의

하여 관능기의 이온교환능이 일부 상실되었음을 나타내며, 이를 이론 흡착량과 대비

하여 비교하면 70℃에서는 약 18%, 110℃에서는 약 37%의 이온교환능이 상실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이온교환 수지내 관능기의 이온교환능 상실은 주로 관

능기의 파괴를 의미하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탈착물질에 의한 C-14 핵종의 분

리 기능과는 별도로 70℃의 열처리에 의하여 C-14 핵종으로 흡착 포화된(100% 이온

교환) 수지의 경우 약 20%의 C-14 핵종이 열처리에 의해 탈착용액내로 분리되어 나

올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열처리에 따라 이온교환 수지의 흡착 특성이 변화하는 분석 결과를 

통하여, 탈착용액을 사용하여 폐수지로부터 C-14 핵종의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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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탈착공정 개선을 위한 주요 항목으로는 폐수지를 먼저 

가열하는 방법과 탈착용액을 사용하여 C-14 핵종을 먼저 분리한 후 가열공정을 도입

하는 방법이 있으며, 상기의 결과 분석은 두 가지 방법중 각 공정의 효율성을 판단하

는 데 있어서 근거를 제공한다. 탈착용액을 이용하여 폐수지로부터 C-14 핵종을 분

리할 경우 탈착물질은 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2차 폐기물이 되므로 최소량의 탈착물

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탈착용액과 폐수지를 약 70℃ 정도로 동시에 

열처리하는 공정을 도입하는 것이 폐수지로부터 C-1 4 핵종을 분리(탈착)하는데 있

어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본 공정을 통하여 탈착물질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

고 동시에 열처리에 의한 폐수지내 관능기의 파괴를 통하여 C-14 핵종의 분리율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에너지의 소모가 약간 크더라도 2차 폐기물의 발생량을 고려할 

경우 보다 더 유리한 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후보 탈착용액 내 존재하는 음이온인 NO3 이온, H2PO4 이온과 HCO3 이

온과의 경쟁흡착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각 이온의 등온 흡착평형 실험을 수행

하 다. IRN-150 수지내에 이온 종류별로 단일성분 흡착 평형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30℃에서 24시간동안 흡착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림 3-2-6에 각 이온에 대한 흡착 

평형 실험 결과를 도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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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IRN-150 수지의 단일성분 이온종류별 등온 흡착평형 곡선(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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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온별 최대 흡착량(이온교환용량)은 NO3
-
,  HCO3

-
, H2PO4

-
가 각각 1.2, 1.0, 

0.8 meq/g-수지로 나타났으며, 세 가지 이온중 NO3
-
이온이 가장 높은 흡착 용량을 

보여 주었다. 이는 각 음이온의 공명구조에서 발생되는 전하의 크기와 음이온 자체의 

구조적 크기에 의해 기인되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된 선택성에 관한 음이온의 특성들

을 고려하면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음이온의 세기는 NO3>HCO3>H2PO4이며, 음

이온의 크기 또한 동일한 경향을 가진다. 특히 이온 크기가 큰 H2PO4는 가장 낮은 

이온교환용량을 나타내며 단순 흡착(이온교환) 능력만을 비교하면, HCO3보다 선택성

이 낮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온교환 용량과 선택성은 앞서 언급된 것처럼 전하

의 세기와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므로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선택성을 확인할 수 있다. 

폐수지로부터 C-14 핵종 분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탈착용액 후보중 H2PO4 이온

이 함유된 NH4H2PO4는 용액 상에서 pH 4 ∼ 5의 범위를 가지는 완충효과를 나타내

는 용액으로, HCO3 이온과의 직접적인 경쟁성은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용액의 pH가  

4 ∼ 5 범위에서는 HCO3 이온이 CO2 기체로 전환되어 물에 대한 CO2의 용해도에 

의존하여 기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NO3와 HCO3, NO3와 H2PO4 이온들이 복합성분

으로 존재하는 두 가지 이성분 흡착 시스템의 경우에 대하여 그 선택성을 확인할 필

요가 있다. 그림 3-2-7과 3-2-8은 이성분 경쟁흡착 평형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참고적으로 단일성분 흡착 평형량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각 이온별 흡착 

친화도는 NO3(I)> HCO3(I)≥H2PO4로 나타났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HCO3-NO3 이성분 흡착 시스템에서 NO3 이온의 흡

착량이 1.6 meq/g일 때 HCO3는 0.2 meq/g인 반면에, NO3-H2PO4 이성분 흡착 시스

템에서는 NO3가 1.1 meq/g 일 때 H2PO4는 0.15 meq/g 으로 나타났다. 특히, NO3

의 이온교환용량이 H2PO4가 존재할 경우 약 20%이상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이는 경쟁적 음이온인  H2PO4와 HCO3 이온의 구조적 크기에 의한 것이라 판단

할 수 있다.

음이온 흡착 평형실험 결과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결과로서, IRN-150 

폐수지의 처리를 위하여 110℃ 운전 조건에서 물의 증발이라는 열처리 과정을 거치

면 흡착 용량의 약 40%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탈착에 사용되는 탈착물

질의 양을 그만큼 줄여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 흡착 특성 실험을 통하

여 최적 탈착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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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RN-150 수지의 양이온(Cs, Co 등) 흡․탈착 특성

(1) 실 험

(가) 실험재료

앞서 언급한 HCO3 이온의 흡착평형 실험과 동일한 IRN-150 이온교환수지를 사

용하 다.

(나) 흡․탈착 실험방법

원자력발전소 감속재 계통의 이온교환 수지탑에서 IRN-150를 이용하여 방사성 

핵종을 처리할 경우 처리수내 방사성 핵종의 농도는 환경 방출 기준치를 만족하여

야 하므로, IRN-150 폐수지 내  Cs, Co 양이온 방사성 핵종의 흡착량은 H
14
CO3 음

이온의 흡착량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따라서 양이온 흡착 평형 실험

은 완전한 흡착 평형 곡선을 얻기보다는 실제 폐액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수준에서의 흡착량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각 양

이온의 초기 농도는 10
-4
~10

-2
 M로 하여 용액 100 ml에 1g의 IRN-150 수지를 넣은 

후, 1주일간 30℃에서 교반시켜 완전 평형에 도달시켰다. 상기의 양이온 금속 이온

의 흡착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IRN-150수지에 양이온 금속 이온을 흡착시킨 후, 

탈착용액에 의한 금속이온들의 탈착 특성 실험을 수행하 다. 양이온 금속이 흡착

된 IRN-150 수지 시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Cs, Co이온의 초기 농도가 0.037 M인 

용액 50ml내에 수지 10g을 첨가하여 24시간 이온교환 시켰으며, 농도 0.4M의 

Na3PO4, NaNO3, NH4H2PO4의 용액 30ml 내에 양이온이 흡착된 IRN-150 수지를 넣

고 탈착실험을 수행하 으며, 탈착후 용액내 Cs, Co 농도를 측정하여 초기 수지내 

Cs, Co의 총 함유량을 기준으로 탈착율을 확인하 다. 

(2) 실험 결과 및 고찰

CO2의 기체화시 사용되는 NH4H2PO4 탈착용액은 pH를 4 ∼ 5 정도로 유지시켜

주는 완충용액의 특성을 가지는 화합물로써, 이러한 pH의 변화에 의하여 HCO3
- 
탈

착과정에서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NH4 이온 및 Cs, Co 등의 양이온 금속이 동시에 

탈착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흡착 과정시 용액 내 이온들은 다성분계로 

존재하므로 이러한 양이온의 탈착 특성은 용액내 각 이온들의 평형농도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양이온 금속성분의 흡착 평형 특성과 더불어 다성분 계에서 농도에 

따른 선택성을 확인하여 HCO3
-
의 탈착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양이온 금속이온

의 탈착 특성을 평가하 다.



- 91 -

(가) 양이온 금속이온의 흡착 특성

흡착 평형후 용액의 pH와 양이온의 농도를 측정하여 등온 흡착 평형 곡선과 용

액의 pH의 변화를 그림 3-2-9에 나타내었다. IRN-150 수지 내 각 양이온 금속 성

분의 흡착 용량은 Co>Cs>Na>NH4의 순으로 감소하 으며, 주어진 농도구간에서 

Cs 및 Co를 제외한 Na와 NH4는 평형농도가 높은 범위에서도 흡착 포화용량에 도

달하지 않았다. 이는 Co와 Cs가 다른 두 가지 양이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이온 

이온교환수지에 대하여 높은 친화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

성분의 등온 흡착곡선으로는 NH4H2PO4 등의 탈착용액을 이용하여 HCO3 이온을 

탈착시킬 경우 Cs의 탈착이 낮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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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IRN-150 수지의 Cs
+
, Co

2+
, Na

+
, NH4

+
이온별 등온흡착 평형곡선

(30℃).

흡착(이온교환)공정은 용액의 pH에 큰 향을 받는다. IRN-150 수지가 혼합수지

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pH 변화 특성은 음이온 교환시 수지로부터 탈착되는 

OH 이온에 의하여 향을 받기 때문에 단일성분의 이온교환 특성으로 탈착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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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기 어렵다. 특히, 존재하는 이온들의 농도에 따라 양이온과 음이온의 교환특

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온교환에 의하여 수지로부터 탈착되는 수소이온이나 수산

화이온의 양도 차이가 나므로, 흡착 평형 농도에 따라 단일성분과는 다른 탈착 거

동을 나타낼 수 있다. 단일성분의 이온교환에 따른 pH의 변화를 그림 3-2-10에 나

타내었다. 저 농도 역에서는 pH의 변화가 초기 pH 6.85 수준에서 큰 차이를 나타

내지 않으나, 초기 농도가 0.007M 이상의 고농도 역에서는 평형후 최종 pH는 3 

∼ 4 범위로 감소하 으며 pH의 감소 정도는 Co~NH4>Na>Cs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기 용액내에 존재하는 동일한 수준의 음이온 농도를 고려할 경우, pH의 감소는 

음이온보다 양이온의 이온교환이 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고

농도 역에서 Co는 가장 높은 pH 감소를 보이며, 최종 pH 3정도의 역에서도 

Co의 이온교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Cs의 경우, 가장 낮은 

pH 감소를 보이며, 최종 pH 4.5수준에서 포화되어 안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Na 및 NH4는 최종 pH가 3 ∼ 4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온교환

수지의 포화용량에 도달되지 않았고 이온 교환량이 농도에 따라 서서히 증가된다는 

점에서 H
+
의 이온과 상대적으로 경쟁적으로 이온교환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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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양이온 흡착평형후 각 이온별 평형농도에 따른 용액 pH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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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11은 저 농도수준(양이온의 절대량이 포화용량이하)와 고농도수준(양이

온의 양이 포화용량이상)인 두 가지의 경우를 고려하여 농도에 따른 Cs의 선택도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조건은 단일성분의 경우와 동일하며, Cs-Na, Cs-NH4 및 

Cs-Co로 이루어진 이성분계의 흡착 이온교환 특성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 다. 

각 성분 계에서 Cs의 선택도(α)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 으며, 초기 이성분의 농

도비를 보정하여 선택도 값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3-2-11. Cs-Na, Cs-Co, Cs-NH4 이성분계에서 IRN-150수지내 Cs 선택도.

그림 3-2-11에서 보는 것처럼, 각 양이온의 초기농도가 약 0.004M이하에서는 선택

도가 1에 근접하여 나타났으나,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NH4와 Co가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이온에 대해 선택도는 1이하로 급격히 낮아지며, Na의 경우 반대로 서서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흡착 절대량이 흡착 포화용량이하일 경우 선택도 값이 

1이라는 의미는 Cs의 탈착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림에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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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착용액내에 NH4 이온의 농도가 높아져서 흡착 포화용량보다 높은 상태에서는 Cs

의 탈착 가능성이 항상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일성분의 이온교환특성에서처럼, 저 농도 역에서도 Co 및 Cs는 이온교환수

지의 포화용량에 근접한다는 점에서 폐액내의 양이온의 농도가 극단적으로 낮은 경

우를 제외하고 폐수지내에 양이온의 빈 활성 점이 존재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

을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HCO3의 탈착을 위해 사용되는 용액으로 인하여 Cs의 

탈착 가능성은 항상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흡착 절대량과 동시에 고려하여

야 할 특성은 흡착 평형후 나타나는 용액의 pH이다. 그림 3-2-12은 여러 이성분 

흡착 시스템에서 흡착 평형후 용액의 pH 변화를 흡착 평형농도의 함수로 도식한 

결과이다. 

그림 3-2-12. Cs-Na, Cs-Co, Cs-NH4 이성분계에서 흡착평형후 Cs 평형농도 

변화에 따른 이성분계내 용액 pH 변화.

Cs-Co의 이성분계의 경우, 최종 pH는 4정도까지 감소되었으며 고농도에서 Cs의 

선택도가 낮은 것은 단일성분의 이온교환 특성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양이온 교환

수지내에 Co의 흡착 친화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Cs-NH4 이성분 시스템에

서는 단일성분의 이온교환 특성만을 고려할 경우, Cs의 선택성은 상대적으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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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그러나 Cs-NH4의 이성분계에서 Cs의 선택도는 1이하로 NH4가 보다 높은 

선택성을 보인다. 단일성분의 경우 고농도에서 Cs의 흡착 평형후 pH는 4.7 수준이

며, Cs-NH4의 이성분계에서 최종 흡착 평형후 pH는 3.5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pH의 관점에서 탈착용액을 이용한 HCO3 이온의 분

리공정에서 Cs의 탈착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리 용액의 pH가 4.5이상을 유지

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Cs, Co 등의 양이온 금속 방사성핵종의 탈착율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폐수지내에 존재하는 금속 함유량과 탈착시에 사용되는 양이온의 

함유량 합은 IRN-150 수지가 갖고 있는 양이온 금속이온의 흡착 포화용량에 근접

한 수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용액의 pH는 4.5이상이어야 한다. 

(나) 양이온 금속이온의 탈착 특성

 IRN-150 수지내 양이온 교환수지에 흡착된 Cs, Co 등의 양이온 금속 이온의 

HCO3 탈착시 동반돨 수 있는 탈착 특성을 분석하 다. 탈착후 용액내 Cs, Co 이온

의 농도 측정값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Na3PO4, NaNO3, NH4H2PO4 탈착용액별 

Cs, Co의 탈착율은 표 3-2-3과 같다.

표 3-2-3. 탈착용액별 양이온 교환수지로부터 Cs, Co 탈착율 비교

탈착용액 종류 Cs (%) Co (%)

Na3PO4 98 < 2

NaNO3 74 < 2

NH4H2PO4 72 < 2

표 3-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Cs의 탈착율은 72 ∼ 98%로서 NH4H2PO4 탈착용

액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Co의 탈착율은 모두 2% 미만으로 나타났다. 즉, 탈착

용액을 사용할 경우 항상 양이온 금속 핵종의 탈착은 일어나며, 폐수지 처리시 

C-14 핵종을 효율적으로 분리, 탈착시킴과 동시에 Cs, Co 방사성 핵종의 양이온 교

환수지로부터 탈착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유효한 탈착용액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 탈착물질로 고려되는 인산용액내 phosphate이온은 Cs나 Co와 반응하여 침전

되거나 물의 증발을 통하여 인산염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인산염들은 열적으

로 대단히 안정하며 Co-인산염의 경우 수화학적으로도 안정하다. 아울러 고온에서 

휘발가능성이 높은 Cs를 고려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특성 분석을 위하여 Cs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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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NH4H2PO4와의 반응을 통하여 얻어지는 화합물의 XRD 분석을 수행한 결과, 반

응 생성물은 CsH2PO4이며(그림 3-2-13 참조) 이 화합물은 열적으로 안정하고 C-14

의 분리 전 Cs의 휘발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림 3-2-13. CsCl+NH4H2PO4 반응에 의해 생성된 CsH2PO4의 XRD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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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착용액 이용 폐수지로부터 C-14 탈착 및 CO2 기체화 특성

가. 연구내용 개요 

폐액중의 양이온(Cation)과 음이온(Anion)은 이온교환수지로 제거할 수 있는데, 

양이온은 수소이온이나 나트륨이온, 음이온은 수산기 이온과 교환한다. 이온교환수

지는 유기 또는 무기 그물구조로서 작용기(functional group)가 있으며, 대부분 유기 

화합물을 중합하여 3차원 다공성구조로 만든 합성수지이다. 유기 사슬사이의 가교

도(cross-linking)에 따라 내부 세공구조가 달라지는데, 가교 도가 크면 세공이 작

아진다. 속도론적으로 가교도가 작으면 세공이 커서 이온 확산이 촉진되지만 물리

적 강도가 감소하고 수중 팽윤성이 증가한다. 작용 이온기를 도입할 때는 일반적으

로 고분자 모체(matrix)와 목적하는 작용기를 가진 화합물을 반응시킨다. 이온교환

에 의한 흡착능력은 수지 단위 질량중의 작용기 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온교환에 의한 흡착 반응 인자로는 제거 대상 핵종의 농도뿐만 아니라 교환기

의 특성, 교환되는 이온의 종류, 온도와 교환기의 입자크기와 같은 인자들이 중요하

다. 이온교환정도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인자에 의해 좌우된다.

- 교환되는 이온의 크기 및 원자가(전하)

- 물 또는 용액중의 이온농도

- 이온교환물질의 성질(물리적, 화학적 성질)

아울러 이온교환평형은 다음의 세 가지 인자에 의하여 묘사할 수 있다[3-2-1, 2]

- 이온교환 등온흡착(Ion exchange isotherm)

- 분리 인자(Separation factor)

- 선택도 상수(Selectivity coefficient)

- 열역학적 평형상수

- 분배계수(Distribution coefficient)

이상의 인자들중 선택도 상수는 일정 값이 아니고 실험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

며, 예를 들면 온도, 농도 및 용액내의 공존이온들의 존재 여부를 들 수 있다. 선택

도 상수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며 보통 폐액처리 시스템 내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변수들 대부분은 제조회사 데이터 및 문헌으로부터 추출한다. 일반적

으로 설계의 관점에서 보면 폐액처리 시스템은 낮은 농도와 온도를 고려한다. 아울

러 이온교환 친화도(affinity)는 교환되는 이온의 전하가 크고 원자번호가 클수록(수

화된 이온반경이 작을수록) 증가하게 된다[3-2-1, 2]. 예를 들면 양이온의 이온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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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에 대한 친화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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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따라서 라듐(Ra)가 가장 이온교환이 쉬우며, 리튬(Li)이 가장 교환되기 어려운 양이

온이다. 본 공정에서 관심 대상인 양이온은 Cs, Co, NH4
+, Na로서 Co의 이온교환능

이 가장 크며 Na가 이온교환능이 가장 약하다.

음이온의 이온교환 친화도는 아래와 같이 알려져 있다[3-2-1, 2].

HCrO
-
4 >CrO

2-
4 >ClO

-
4 >SO

2-
4 > I

-
>NO

-
3 >Br

-
>HPO

-
4 >CO

-
3 >CN

-

>NO
-
2 >Cl

-
>H 2PO

-
4 ,HCO

-
3 >OH

-

(3-3)

이상의 양이온 및 음이온들에 대한 선택성은 C-14(주로 HCO3
-
 형태)이 함유된 폐

수지로부터 C-14 이온을 탈착시키기 위한 용액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C-14 방사성핵종을 함유하고 있는 중수로 원전 발생 폐이온교환수지(폐수지)는 

반감기가 짧은 핵종을 함유하는 폐기물에 비교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많은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특히 C-14 방사성핵종을 함유하는 폐수지 폐기물의 

양을 줄임으로서 처분시 최종 폐기물 부피를 감소시키는 것이다[3-2-1]. 

폐수지의 처리 기술개발 방향은 수지처리 자체에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폐기물의 

처리시 고려하여야 사항을 전부 반 하여야 한다. 폐수지 처리기술 개발시 고려하

여야 할 우선사항은 폐기물 발생 부피 최소화를 들 수 있지만 단위부피당 처분비용

을 고려할 경우 안정한 형태의 고정화 생성물을 제조하는 기술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성이 우수한 고정화 매질 개발이 병행하여 수행되어야한다. 

폐수지 처리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중 수지로부터 핵종을 분리하여 농축하고 핵종

이 제거된 잔류 폐수지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CANDU 발전소 감속재 냉각수 정화계통에서 발생된 폐수지에는 C-14이 다량 함유

되어 있으며, 폐수지내 C-14 방사능이 8 Ci/m
3
 이상일 경우 처분시 고준위폐기물로 

구분된다. 따라서 폐수지에 H
14
CO3

-
 형태로 흡착되어 있는 C-14핵종을 H

14
CO3

-
 이

온보다 이온교환 선택도가 더 큰 탈착용액을 이용하여 폐수지로부터 선택적으로 분

리하면 잔류 폐수지는 저준위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추가 공정 선택이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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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3-2-1]. 아울러 수지로부터 선택적으로 분리된 C-14핵종은 이차폐기물 발생량

을 최소로 하고 안정한 고정화 생성물에 농축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

다. 폐수지로부터 분리된 C-14 핵종처리 기술은 크게 
14
CO2 형태로 기체화한 후 고

체매질을 이용하여 제거하거나 탈착용액내 함유된 C-14 이온을 기체화하지 않고 

고체 슬러리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탈착용액내에 함유된 C-14 

핵종을 기체화하여 처리하는 기체흡착 공정의 제거 성능과 용액내 C-14 핵종을 슬

러리와 반응시켜 제거하는 습식공정의 성능은 최종적으로 폐수지의 감용비를 결정

하는 주요 인자가 된다.

HCO3
-
 이온으로 포화된 IRN-150 혼합수지로부터 C-14 핵종의 탈착거동을 평가

와 관련하여 주관기관에서는 1차년도에 기초실험을 수행하 다. 그리고 양이온교환

수지에 흡착된 Cs, Co 이온의 탈착거동도 동시에 평가하 으며, 탈착용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온교환수지의 이온 선택도를 기준으로 NaOH, Na3PO4, NaNO3 

용액을 선정하 고, 산 용액으로 HCl을 선정하 다.  탈착 실험은 컬럼(직경 1cm, 

높이 20cm)을 이용하여 흡착 실험을 수행하고 흡착평형후 탈착용액을 주입하여 

HCO3
-
 및 Cs, Co, Cl 이온의 탈착특성을 평가하 다. 주요 실험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3-42].

○ 0.005N NaHCO3+NaNO3+Na3PO4 용액을 이용하여 컬럼에서 흡착 실험을 수행한 

결과, HCO3
-
 이온의 유출이 NO3, PO4 이온보다 빠르게 나타나 NO3와 PO4 이온

이 HCO3이온보다 이온선택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0.005N NaHCO3+CsCl 혼합용액에 의해 흡착 포화된 IRN-150 수지로 충전된 컬

럼에 NaNO3 용액을 이용하여 HCO3, Cs 이온의 탈착특성을 평가한 결과, Cs 이

온은 Na 이온에 비하여 탈착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고, HCO3 이온은 초기에 탈

착이 진행된 후 서서히 탈착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기와 동일한 흡착평형후 조건에서 탈착용액을 Na3PO4로 사용한 경우 NaNO3 

탈착용액보다 Cs의 탈착율이 더 커졌으며, HCO3 이온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거의 일정 값을 보인 후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 탈착용액으로 HCl 용액을 사용한 경우 Cs 의 탈착율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고 동시에 HCO3이온도 탈착초기에 매우 급격하게 탈착하고 서

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 NaOH 용액을 탈착용액으로 사용한 경우, HCO3이온의 탈착거동은 HCl 용액을 

사용한 경우와 유사하 으며, Cs는 Na 이온과 탈착거동이 유사하 다.

○ NaOH와 HCl 용액을 이용한 경우 HCO3 이온뿐만 아니라 Cs 이온의 탈착 율이 

높게 나타나 폐수지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이차폐기물의 처리문제가 다른 탈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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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NaNO3, Na3PO4)에 비하여 더 심각하기 때문에 탈착용액으로서 제외할 필요

가 있다. 

C-14 방사성핵종을 함유하고 있는 중수로 원전 발생 폐수지 처리기술개발시 주

요 고려사항은 폐기물 발생 부피 최소화이다. 폐수지로부터 분리된 C-14핵종을 이

차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안정한 고정화 생성물에 농축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분리된 C-14 핵종을 고효율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술 후보로는 크

게 탈착용액내 C-14 핵종을 
14
CO2 형태로 기체화한 후 고체매질을 이용하여 제거하

거나 기체화하지 않고 고체 슬러리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여

기서 탈착용액내에 함유된 C-14 핵종을 이온교환수지로 처리하는 것은 수지의 처

리성능를 기준으로 보면 감용 효과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탈착용액으로 분리된 C-14 핵종 이온의 
14
CO2 기체화 특성을 평가하

으며, 이러한 기체화 특성 자료는 기체흡착 공정의 성능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양이온인 Cs, Co가 함유되어 있는 IRN-77 이온교환수지와 

HCO3
-
 형태의 C-14 음이온 핵종이 함유되어 있는 IRN-78 음이온 교환수지로 구성

된 IRN-150 혼합수지로부터 C-14 핵종의 탈착용액으로의 분리 특성 및 탈착용액별

로 탈착과 동시에 
14
CO2로의 기체화가 이루어지므로 기체화 특성을 동시에 분석하

다. Cs, Co 및 HCO3
-
 이온이 흡착된 IRN-150 수지로부터 0.005 N NaNO3, 

Na3PO4 탈착용액을 이용한 실험은 주관기관에서 1차년도에 수행하 으나, C-14 핵

종의 탈착시 이차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용액의 양을 최

소화하여야 하므로 본 과제에서는 탈착용액의 농도 변화에 따른 실험을 수행하여 

수지 단위 g당 탈착용액 적정 사용량을 도출하 다.

앞서 언급한 이온교환수지에 대한 양이온과 음이온의 친화도를 기준으로 탈착용

액내 양이온 후보로는 Na 및 NH4
+
 이온,, 음이온으로는 NO3

-
, Cl, H2PO4

-
, HPO4

-
 

등이 좋으므로 탈착용액으로 알칼리용액으로 NaNO3, Na3PO4, NaOH, 약산성용액으

로 NH4H2PO4, H3PO4산성용액으로 HNO3, HCl을 선정하 다. 먼저 HCO3
-
 이온만이 

흡착된 IRN-150 폐수지로부터 탈착용액 농도 변화에 따른 HCO3
-
 이온의 탈착특성 

실험을 수행하 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탈착용액내로 분리된 HCO3
-
 이온의 

운전변수 변화에 따른 CO2 기체로의 전환특성 시험을 탈착용액 종류별로 수행하

다. 특히 Na3PO4 탈착용액을 이용할 경우 공기 중 CO2기체와의 접촉에 의한 흡수

로 인하여 CO2 기체로의 거동에 향을 미치므로 질소기체를 사용하여 공기와 접

촉하지 않도록 하 다. 주요 운전변수로는 수지처리량/용액부피 비, 질소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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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bling 여부, HNO3 및 HCl 첨가 부피, Na3PO4 및 NaNO3 용액 pH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Cs, Co 양이온 및 HCO3
-
 이온이 동시에 흡착된 IRN-150수지로부터 

각각의 이온들에 대한 탈착특성 실험을 수행하 다.

탈착용액을 이용하여 폐수지로부터 C-14 방사성 핵종의 탈착 및 
14
CO2 기체화 특성 

관련 실험방향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차 년도에서는 탈착 특성 기초실험을 

수행하여 최적 탈착물질을 설정하 다. IRN-150 수지내에 HCO3
-
 이온의 형태로 존

재하는 C-14 방사성 핵종은 먼저 사용된 탈착물질과 경쟁적 이온교환 반응에 의해 

평형 농도를 맞추기 위해 탈착이 되며, 탈착된 HCO3
-
 이온은 pH에 의해 탄산이온

들의 상대적 농도변화가 일어나고 낮은 pH에서는 CO2로 기체화되어진다. 따라서 

HCO3
-
 이온은 pH에 의해 기체화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항상 탈착에 대

한 농도구배인 ΔC(C
*
-C)는 최대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탈착이 이루어진다. 이는 

일반적인 유기이온교환수지의 재생 개념에서 용액내의 C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

가함으로 인해 농도구배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과 달리, pH에 의해 항상 낮은 

C의 값을 유지하기 때문에 보다 적은 용액으로 보다 높은 탈착율을 얻을 수 있다. 

C-14의 탈착 및 기체화공정에서 최종 처분되어질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고려하면, 

최소의 탈착용액의 부피로 최대의 탈착효과를 얻기 위한 탈착/기체화 조건이 필요

하다. 따라서 2차 년도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탈착/기체화의 최적조건을 확인하

고자 하 다.

 

나. 실험 방법

(1) 탈착 실험

흡착 실험과 동일하게 IRN-150 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하 으며, HCO3
-
 이온이 흡

착된 IRN-150 이온교환수지로부터 NaOH, Na3PO4(PO4
3-
), NaNO3(NO3

-
) 용액을 이

용한 HCO3
-
 이온의 탈착특성을 분석하 다. 단위수지당 약 4 mg-C ∼ 12 mg-C가 

흡착된 IRN-150 0.2 g를 사용하 으며, 각 용액의 농도 변화는 0.005  0.1 N이었으며 

용액부피변화에 따른 향도 동시에 평가하 다. 탈착 실험후 수지와 용액을 분리하

고 용액내 C의 농도는 TOC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HCO3
-
 이온의 탈착 율은 탈

착전 수지내 C 총량과 탈착후 용액내 C의 총량을 비교하여 구하 다.

탈착율= 탈착후 용액내 C총량(C농도×용액부피)탈착전 수지내 C총량[흡착량(mg-C/g-수지×수지양(g)] (3-4) 

(2) 탈착된 HCO3
-
 이온의 CO2 기체화 실험 : Na3PO4, NaNO3 

Na3PO4와 NaNO3 탈착용액의 경우 기체화 실험을 위하여 먼저 HCO3 이온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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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된 탈착용액을 준비하여야 한다. 회분식 흡착 실험을 통하여 IRN-150 이온교환수

지내 HCO3
-
 이온의 흡착량 즉 C 흡착량이 12 mg-C/g-수지로 일정한 수지를 탈착 

실험에 사용하 으며, 탈착 실험 방법을 사용하여 수지로부터 HCO3
-
이온이 함유된 

탈착용액을 준비한다. 이때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용기의 봉을 철저

히 하 다. 24시간동안의 탈착 실험후 질소기체 분위기하의 로브박스 내에서 수지

와 탈착용액을 분리하여 기체화 실험용 탈착용액을 준비하고 초기 C 농도를 TOC 기

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수지와 분리된 탈착용액으로부터 HCO3
-
이온의 CO2로의 

기체화 실험은 그림 3-2-14에 도식한 장치를 기본으로 제작한 그림 3-2-15의 장치를 

사용하여 수행하 으며 실험 순서도는 다음과 같다.

Analysis System
(Data Acquisition)N2

Mixing
Tank

G CResin or
Solution

N2
gas

Heating mantle

Sampling

Analysis System
(Data Acquisition)N2N2

Mixing
Tank

G CResin or
Solution

N2
gas

Heating mantle

Sampling

그림 3-2-14. 회분식 기체화 실험장치 흐름도.

○ 1단계 : 두 가지 탈착용액 30 ml을 반응기에 채운 후 질소기체로 반응기 내부를 

puring 또는 용액을 bubbling 하면서 기체내 CO2 농도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CO2 농도가 검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 2단계 : 질소기체로 계속 puriging 또는 bubbling하면서 질소기체내 CO2 농도를 

시간에 따라 측정한다. Na3PO4 및 NaNO3 용액의 경우 3단계에서 CO2 기체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3단계 : 질소기체를 계속 공급하면서 HNO3 및 HCl 용액 일정량을 반응기에 투입

하고 시간에 따른 질소기체내 CO2 농도를 측정한다.

○ 5단계 : 기체화 실험 완료후 용액내 C 농도를 TOC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초

기 탈착용액내 C 농도와 비교하여 기체화 정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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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회분식 기체화 실험 장치 사진.

(3) NH4H2PO4 및 H3PO4 탈착용액 이용 기체화 실험

NH4H2PO4 및 H3PO4 탈착용액을 이용하여 HCO3
-
이온의 CO2로의 기체화 실험은 

Na3PO4와 NaNO3 탈착용액을 이용한 기체화 실험과는 특성이 크게 다르다. 즉 

NH4H2PO4 및 H3PO4 탈착용액을 이용할 경우 탈착용액과 HCO3 이온이 함유된 수

지와 접촉과 동시에 기체화가 일어나므로 다음과 같은 실험방법을 사용하여 탈착/

기체화 실험을 수행하 다. 

○ 1단계 : 탈착용액 15 ∼ 30 ml을 반응기에 채운 후 질소기체로 반응기 내부를 

puring 또는 용액을 bubbling 하면서 기체내 CO2 농도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CO2 농도가 검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 2단계 : 질소기체로 계속 puriging 또는 bubbling하면서 흡착 실험으로부터 얻은 

C 함량이 일정한 수지 4 ∼ 6g를 탈착용액내에 넣는다.

○ 3단계 : 질소기체내 CO2 농도를 시간에 따라 측정한다. 

○ 4단계 : 일정 시간 후 질소기체 분위기하의 로브박스내에서 반응기내 수지와 탈

착용액을 분리하고 분리된 용액내 C 농도를 TOC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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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탈착용액내 C 농도와 비교하여 기체화 정도를 확인한다.

NH4H2PO4 및 H3PO4 탈착용액을 이용한 HCO3
-
이온의 탈착 및 CO2로의 기체화 

실험은 우선 탈착이 선택적 이온교환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온교환 

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탈착물질의 양을 설정하고자 하 으며, 아울러, IRN-150 수

지내 C-14의 존재량이 결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수지내 HCO3
-
이온(C-14 방사

능)의 함유량을 변화시키면서 탈착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IRN-150의 HCO3
- 

이온의 최대 흡착(이온교환)량인 12 mg-C/g-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적정 농도의 

NaHCO3를 사용하여 30℃에서 7일간 이온교환 시켜 최대 흡착량의 30%, 50% 

100% HCO3
- 
이온을 함유한 시료를 제조하 다. 탈착 용액의 농도는 절대량 기준으

로 조절하 는데, 절대량 기준은 IRN-150내 함유된 음이온의 총 양(C 기준)을 기준

으로 50%, 100%, 150%, 200%로 변화시켜 HCO3
- 
이온을 100% 탈착시키기 위한 적

정 탈착용액의 양을 선정하고자 하 고, 이때 회분식 반응기의 부피를 1 L로 하고, 

사용된 탈착용액 부피(ml)/수지 무게(g) 비는 20 (20 ml/g)으로 하 다. 아울러 사

용되는 탈착 용액의 부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앞서의 실험과 달리 탈착용액의 부

피(ml)와 수지의 무게(g)비를 1 ∼ 4 까지 변화시켜 탈착 특성을 분석하 다. 탈착

용액의 부피와 무게비를 4로 하고 HNO3 3M 용액을 이용하여 얻어진 HCO3
- 
이온 

의 탈착율을 탈착/기체화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최대값으로 하여, NH4H2PO4 및 

H3PO4 탈착용액을 이용하여 얻은 탈착율과의 상대적 차이를 비교하 다. 탈착용액

을 이용하여 탈착이 완료된 시료는 다시 3M의 HNO3로 탈착시켜 기체화되는 CO2

의 양을 확인함으로서 탈착율을 검증하 다. 

(4) 방출된 CO2 기체 분석

탈착된 HCO3 이온의 CO2로의 기체화 특성 분석을 위해서 그림 3-2-16의 기체크

로마토그래피(GC)를 이용하여 CO2 농도를 분석하 다. 농도 보정을 위한 검량곡선

(Calibration curve)은 1.1 vol.%와 10.01 vol.% 표준기체를 사용하여 구하 다. CO2 

분석을 위한 GC 조건을 표 3-2-4에 수록하 으며, auto sampler를 통하여 시간에 따

른 CO2 농도 변화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다.

표 3-2-5는 탈착용액 종류별 HCO3
-
이온의 CO2기체화 실험조건 및 기체화후 잔류

용액내 C 농도 측정 결과를 종합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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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CO2 기체 분석을 위한 GC 운전조건

사 양 단위 제원 및 실험 조건

Detector - TCD

Column - Heyesep Q(80100 mesh)

Oven 온도 ℃ 60

Detector 온도   ℃ 120

He Gas Flow ml/min 20

Auto sampler volume ml 0.5

그림 3-2-16. CO2 기체 농도 분석을 위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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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탈착용액 종류별 탈착된 HCO3
-
이온의 CO2 기체화 실험 조건

실

험

No.

탈착용액

수지

양

(g)

수지내

C함량

(mg-C/g)

총 

C양

(mol)

용액

부피

(ml)

용액내

이온총

농도

(mol)

산 용액

첨가량

(ml)
1

용액

bubbling

여부

잔류용액

C 농도

(ppm)

1

Na3PO4

4 12 0.004 30 0.017 HNO3(1ml) No

2 4 12 0.004 30 0.017 HNO3(3ml) Bubbling
19.2

(100분2)

3 4 12 0.004 30 0.017 HNO3(5ml) Bubbling
0

(50분)

4 4 12 0.004 30 0.017 HNO3(8ml) Bubbling
0

(40분)

5 4 12 0.004 30 0.017 HCl(1ml) Bubbling

6

NaNO3

4 12 0.004 30 0.012 HNO3(1ml) No

7 4 12 0.004 30 0.012 HNO3(1ml) Bubbling
12.3

(100분)

8 4 12 0.004 30 0.012 HNO3(2ml) Bubbling
0.48

(40분)

9 4 12 0.004 30 0.012 HNO3(4ml) Bubbling
0.86

(50분)

11

NH4H2PO4

4 12 0.004 30 0.013 - No

12 4 12 0.004 30 0.013 - Bubbling
1.9

(140분)

13 6 12 0.006 30 0.019 - Bubbling
0.1

(180분)

14 6 12 0.006 15 0.007 - Bubbling

15 HNO3 4 12 0.004 30 0.013 0.82ml No
14.8

(200분)

(주) 1 : HNO3-68% 농축질산, HCl-36%,  2 : 탈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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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a계열 탈착용액 이용 폐수지내 HCO3
- 이온 탈착 및 기체화 특성

(1) NaOH, Na3PO4 용액의 탈착특성

음이온의 이온교환수지에 대한 선택도는 문헌에 의하면 PO4
3-
>SO4

2-
> NO3

-
> 

F->HCO3
-
 이므로 Na3PO4 이온이 가장 효과적임을 의미하고 있고 주관기관 1차년도 

연구결과에서도 0.005N 농도 Na3PO4 용액을 이용하여 HCO3
-
 이온의 탈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탈착용액으로 사용된 용액에 의한 이차폐기물 감소의 목적으

로 동일 당량의 PO4
3-
이온이 함유되도록 농도 변화(즉 용액부피 감소)에 따른 향을 

평가하 다.

HCO3
-
 이온이 흡착된 IRN-150 이온교환 수지로부터 NaOH, Na3PO4 용액의 농

도 변화에 따른 C(HCO3
-
) 이온의 탈착특성을 분석하 다.  용액 농도는 0.001N ∼ 

0.1 N 범위로 하 으며, 탈착전 수지내 C 함량은 4 mg-C/g-수지로서 약 0.12g를 사

용하 고 탈착용액 부피는 50 ml로 하 는데, 표 3-2-6은 두 가지 용액의 농도 변화

에 따른 탈착 전후 용액내 C 농도의 변화를 정리한 결과이다. 또한 용액 발생량 최소

화를 목적으로 용액농도 및 부피변화에 따른 탈착 전후 용액내 C 농도의 변화를 정

리한 결과를 표 3-2-7에 수록하 다.

표 3-2-6. NaOH, Na3PO4 탈착용액의 농도변화에 따른 용액내 C 농도 변화

탈착용액 농도(N) 0.01 0.02 0.05 0.07 0.1

NaOH

시료무게(g) 0.122 0.12 0.12 0.122 0.121

초기 C 농도 
(ppm)

14.27 19.72 33.27 40.93 49.31

탈착후 C 
농도 (ppm)

18.22 24.41 38.09 45.03 54.85

Na3PO4

시료무게(g) 0.121 0.12 0.121 0.122 0.121

초기 C 농도 
(ppm)

14.27 16.85 22.6 26.56 29.9

탈착후 C 
농도 (ppm)

15.47 21.82 27.29 31.07 35.44

탈착후 C 농도 계산값 16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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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NaOH, Na3PO4 탈착용액의 농도 및 부피변화에 따른 C 농도 변화

탈착용액 농도(N)-용액부피(ml) 0.01-50 0.02-25 0.05-10

NaOH

시료무게(g) 0.2 0.2 0.2

초기 C 농도 (ppm) 4.22 8.93 11.49

탈착후 C 농도 (ppm) 9.93 19.89 53.08

Na3PO4

시료무게(g) 0.21 0.2 0.21

초기 C 농도 (ppm) 8.31 10.96 14.47

탈착후 C 농도 (ppm) 14.14 27.52 62.56

탈착후 C 농도 계산값 16 ppm 32ppm 80ppm

탈착전 수지에 함유된 C 양은 약 0.48 mg(표 4-2-1) ∼ 0.8 mg-C(표 3-2-5)이

며, 수지로부터 HCO3
-
 이온이 모두 탈착용액으로 분리될 경우 용액내 C 농도는 16 

ppm(표 3-2-5), 16 ∼ 80 ppm(표 3-2-5)이다. 본 실험은 공기 분위기에서 수행하

으며 통상적으로 실험실내 실내 공기 중 CO2 농도는 약 50 ppm이고 탈착용액은 실

내공기와 접촉이 가능하며 NaOH는 CO2 흡수능이 매우 우수하다. 표 3-2-6과 3-2-7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탈착 초기 C 농도가 “0"이 아닌 높은 농도의 C 이온을 함유하

고 있으며 NaOH 및 Na3PO4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탈착전 용액의 C 농도가 증가하

다. 탈착후 C 농도의 변화를 초기 C 농도와 비교하여 보면 표 3-2-6 실험의 경우 

탈착후 농도와 초기 농도의 차이가 크기 않았으며, 표 3-2-7의 경우도 탈착후 C 농

도 계산 값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NaOH와 Na3PO4 탈착용액을 

사용할 경우 농도가 증가할수록 상기 용액내 공기 중 CO2 흡수량이 상당량 증가하여 

탈착된 H
14
CO3

-
 이온뿐만 아니라 H

12
CO3

-
 이온의 농도가 크게 높아지고 아울러 탈착

율도 떨어져 탈착용액의 이차처리시 매우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NaOH

와 Na3PO4 탈착용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활성기체 혹은 질소기체 분위기를 유지

하는 로브박스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이는 처리공정상의 불리한 점이다. 

(2) NaNO3 용액의 탈착특성

폐수지의 탈착공정에서는 고농도에서도 공기 중 CO2 흡수성이 없는 NaNO3용액

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며, HCO3 이온 흡착량이 약 12 mg-C/g인 IRN-150 수

지를 사용하여 NaNO3 농도 변화에 따른 HCO3
-
 이온의 탈착 특성 실험을 수행한 결

과 그림 3-2-1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액몰농도/HCO3
-
 흡착몰농도 비가 3.5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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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의 탈착 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수지로부터 HCO3
-
 이온의 탈착 율을 90%이상 

얻기 위해서는 탈착용액내에 NO3 이온 몰수는 수지내 함유되어 있는 C 몰수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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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NaNO3농도/IRN-150수지내 C함량 비 변화에 따른 HCO3 이온 

탈착율. 

(3) 탈착용액내로 분리된 HCO3
- 이온의 CO2 기체화 특성

제 2 장의 폐수지 처리기술현황에 언급한 바와 같이 폐수지의 처리 방법 중에는 

산 용액을 이용하여 수지내의 모든 이온 교환된 핵종을 제거하는 기술이 있다. 특

히 염산, 질산용액을 이용하여 폐수지내의 
14
C를 99.9%이상(실험실규모)의 높은 효

율로 제거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 경우 다른 대부분의 양이온 핵종도 동시에 

제거되기 때문에 산 용액을 이용한 본 기술의 타당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동반 

분리된 여러 종류 핵종이온으로부터 
14
C핵종만을 분리하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기술이 정립되면 처리된 폐수지에는 
14
C 방사성핵종이 거의 없으므로 

폐수지의 유리화 또는 소각처리도 동시에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4
C핵종(HCO3

-
 이온)을 Na3PO4 및 NaNO3 탈착용액을 이

용하여 용액내로 분리시킨 후 탈착용액내 존재하는 HCO3
-
 이온의 CO2로의 기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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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분석을 위하여 기초 실험으로서 0.005 N NaHCO3 용액 100ml내에 0.1N HNO3 

용액 일정량을 첨가하여 CO2로 기체화하여 제거한 후 잔류 용액내 C 농도를 측정

하여 탈착 기체화 율을 측정하 다. 지화학코드인 PHREEQE를 이용한 pH 변화에 

따른 HCO3 이온의 화학종 변화 특성은 그림 3-2-18과 같다[2-42,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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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용액 pH에 따른 탄소 화학종(CO2, HCO3
-
, and CO3

2-
) 분포

(H2CO3
*
 = [CO2] + [H2CO3]).

(가) HNO3 용액을 이용한 CO2 기체화 특성

그림 3-2-19는 0.1 N HNO3 용액의 첨가량 변화에 따른 용액내 pH 변화 및 

HCO3
-
 이온의 CO2로의 기체화율(Desorption %) 변화를 도식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액 pH가 3이하일 경우 탈착 율은 9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3-2-18의 pH 변화에 따른 화학종 변화를 보면 pH가 4이하에서는 대부분 CO2 기체

로 존재하므로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탈착용액내 존재하는 HCO3
-
 이온의 CO2로

의 기체화를 위해서는 용액 pH를 3이하로 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단 공존

이온에 대한 향으로 인하여 적정 pH 범위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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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실험결과로는 무게와 부피비가 1에서도 100%에 근접하는 탈착율을 보 는 

바, 향후 실용화 관점에서 보다 이를 실증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NH4H2PO4 및 H3PO4 탈착용액를 사용할 경우, C-14 핵종의 폐수

지로부터 완전 탈착을 위해서 용액내에 투입되는 H2PO4 음이온 절대량은 폐수지내

에 함유된 초기 C-14 함유량(몰 기준)의 1.5 ∼ 2배 정도이며 폐수지를 젖은 상태

로 유지하고 유동화를 하면 효과적으로 C-14 핵종을 탈착시켜 
14
CO2 로 기체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다. 이러한 특성 차이는 크게 탈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

나는 평형의 유지 및 pH 범위가 탈착용액별로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탈착을 위한 역 이온교환의 선택성은 탈착용액내 존재하는 이온과 이온교환수

지내에 함유된 탈착 대상 이온간의 상대적인 친화도 세기에 의해 좌우되며, 아울러 

탈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온들과 이온교환 수지내 활성 점에 존재 유

무에 따른 평형 특성에 지배를 받는다. 음이온의 이온교환용량은 동일 농도 수준에

서 NO3>HCO3>H2PO4의 순으로 감소하므로 NaNO3 탈착용액의 경우 탈착효율이  

가장 우수하고 소모되는 용액 량도 NH4H2PO4 및 H3PO4 탈착용액가 비교하여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실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HCO3 

이온의 탈착시 친화도의 세기만을 고려할 경우에 해당되므로 컬럼을 이용한 연속 

흐름식 탈착공정에서는 NaNO3가 가장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페수지 처리시 C-14 

방사성 핵종만을 제거하는 관점에서 보면 컬럼식 운전은 이차 폐기물 발생량이 회

분식 운전시보다 더 많을 것이며, 따라서 회분식 운전에 의한 C-14 분리시에는 선

택도의 특성과 함께 평형 특성이 큰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NH4H2PO4 및 H3PO4 탈착용액은 이온교환에 의한 탈착

의 관점보다 이 용액이 만들어내는 완충효과에 의하여 탈착된 HCO3 이온이 CO2 

기체상으로 방출되고 이로 인하여 두 음이온간의 평형농도와 실제 pH에 의한 액상

의 탄산이온의 농도차를 유도함으로써 탈착효율이 증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NaNO3 탈착용액의 경우 반응 초기 탈착속도는 빠르지만 CO2 기체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역 이온교환에 의한 평형 특성에 의하여 탈착용액의 소모량이 증대되고 

아울러 완전 탈착을 위한 소요 시간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11은 이상의 탈착용액 종류별 실험결과를 종합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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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 탈착용액 종류별 HCO3
-
 이온 탈착특성 비교

용액종류 주요 특성

Na3PO4

-저 농도에서 효과적 탈착을 보이나 농도 증가시 공기 중 CO2 흡

수능이 증가하여 현장에서 탈착용액 처리시 적용의 어려움

NaNO3

-고농도시 약 90% 탈착 율을 보임, 용액내 HCO3 이온의 기체화 

단계 필요

-완전 탈착을 위한 탈착용액내 NO3 몰 절대량 : 초기 수지내 C 몰

수의 3배 이상

NH4H2PO4

-고농도시 탈착율은 NaNO3 보다 낮으나 탈착과 동시에 기체화가 

일어남 (기체화 단계 불필요)

-완전 탈착을 위한 탈착용액내 H2PO4 몰 절대량 : 초기 수지내 C 

몰수의 2배

H3PO4

-탈착 속도는 NaNO3 와 대등하고 탈착과 동시에 기체화가 일어남 

(기체화 단계 불필요)

-완전 탈착을 위한 탈착용액내 H2PO4 몰 절대량 : 초기 수지내 C 

몰수의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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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체 pH 조정 전해법 이용 HCO3
- 이온 탈착 및 CO2 기체화 특성

(1) 연구 개요

폐수지로부터 Na3PO4, NaNO3 용액을 사용하여 C-14 핵종을 탈착시키고, 탈착

용액과 폐수지를 분리한 후 용액내 C-14 핵종을 
14
CO2 기체로 전환시킬 수 위해서

는 산 용액을 추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탈착용액 이외에 산 

용액의 사용에 의한 이차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정 개

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 용액을 사용하지 않고 전극을 이용하여 양이온 교환 막

을 이용한 단일 산성 용액만을 생성하는 전해조 개념을 설정하 으며, 이를 이용할 

경우 산성용액을 투입하지 않고 C-14 핵종이 함유된 탈착용액만을 사용하여 
14
CO2 

기체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폐수지 저장탱크 내에는 저장 폐액이 함유되어 있으며, 저장 

폐액 내에도 C-14 방사성 핵종이 용해되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수

지 저장 탱크의 용량 확보 차원에서 폐수지를 처리할 경우 이차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저장 탱크내의 저장 폐액의 물리․

화학적 특성에 대한 자료가 현재 없는 상태이지만, 제올라이트가 저장 탱크내에 함

유되어 있으므로 저장 폐액의 pH는 7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용액 내에는 

H
14
CO3

-
뿐만 아니라 여러 음이온들과 양이온들이 미량으로 존재할 수 있다. C-14의 

분리를 위해서는 고체 물질과 저장 탱크내 폐액의 분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분리된 

폐액은 증발과정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최종 처분되어야 할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증발을 통해서 미량의 C-14의 CO2기체화의 가능성이 존재하

며, 특히, 양이온이 폐액내에 존재할 경우, 금속이온들이 C-14로 이루어진 탄산이온

과 결합하여 탄산염으로 잔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 폐액 또한 C-14의 분리를 위

한 공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탈착용액으로 저장 폐액을 이용함으로

서 추가되어야 할 탈착 용액양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존재하는 폐액의 양에 따

라, 추가되는 물이 불필요하고, 증발과정의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기술은 NaNO3 또는 Na3PO4 탈착용액을 이용하여 폐수지로부터 분

리된 C-14 방사성 핵종이 함유된 페액을 산 용액을 추가 투입하지 않고 
14
CO2 기체

로 전환 시키는 방법으로서, 향후 저장 폐액을 탈착용액으로 이용하여 폐수지 및 

저장 폐액으로부터 C-14 방사성 핵종을 
14
CO2 로 기체화하는 기술로 확장 가능 할 

것이다. 본 공정개념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자체과제로 수행한 “친 환경적 분해에 의

한 방사성 폐액 고도처리 기술 개발”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으며[3-2-4] 이

를 특허출원하 으며,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원천기술을 본 공정에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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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 pH 조정 전해장치 제작

그림 3-2-27은 전해적인 방법에 의해 원하는 용액의 pH를 불필요한 용액의 생

성이 없이 산성으로 조절이 가능하게 하는 전해 반응기에 대한 기본 구성 개념이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는 양이온 교환막을 가지는 전해 반응기 앞에 한 pH‐조정

조를 두고 이 pH‐조정조에 대상 용액을 주입하면서, 동시에 pH‐조정조 용액의 

일부를 전해조의 음극방으로 각각 주입한 후 이를 다시 pH‐조정조로 순환하게 하

고, pH 조정조에서 양극방을 통과한 후 pH 가 산성으로 조정된 후 전해계를 빠져 

나오게 하 다.  여기서 주입되는 용액의 pH는 전해계를 거치면서 불필요한 용액의 

생성이 없이 산성으로 조절되어 배출되게 되므로 여기서 사용되는 전해 pH 조정법

은 매우 친환경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Cathode

Anode

pH adjust 
tank

Feeding 
tank

frex, out

frex, in

fpH ad in fpH ad outf feeding =  frex, out

pH  < 5 Adjusted pH
(pH<3)

pH  >11

pH  7

High pH

Cathode

Anode

pH adjust 
tank

Feeding 
tank

frex, out

frex, in

fpH ad in fpH ad outf feeding =  frex, out

pH  < 5 Adjusted pH
(pH<3)

pH  >11

pH  7

High pH

그림 3-2-37. A schematic diagram of an electrolytic system equipped with an 

ion exchange membrane with one pH-controlled output.

그림 3-2-38에는 양이온 교환막을 사용하는 그림 3-2-37과 같은 전해 계에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중성의 Na2SO4의 용액이 그림 3-2-37과 같은 계에 

주입될 때 산성화된 단일 전해액 만이 배출되는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이온의 막 

이동 과정과 이에 따른 전극 반응 과정이 도식적으로 나타나 있다. 분리막 전해 셀

의 막을 통한 이온i의 이동 속도 Ji는 전해액 내에 대류 현상이 없다면 식 (3-5)와 

같이 이온의 확산과 전극 간에 형성된 전압에 의한 전기이동 항으로 표현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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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8. A schematic diagram to show the electro-migration of cation and 

its subsequent water split reactions at the anode and cathode in a 

cation exchange membrane electrolytic system with an internal 

anodic solution circulation and only one acidic-controlled solution 

discharge.     

   
dx
d CD

RT
Fn -  

dx
dcD-  J ii

ii
ii

φ
=

                       (3-5)

여기서 Di는 확산계수, ni는 이온가 수, Ci는 이온의 농도, F는 파라데이 상수, 

d/dx는 두 전극간에 형성된 전압 기울기를 의미한다. 먼저 그림 3-2-28 (A)에는 음

극방 용액이 pH-조정조의 순환이 없이 pH-조정조의 용액이 음극방과 양극방으로 

주입되어 전해 계를 빠져 나오는 경우, 이온의 막을 통한 이동 과정과 이에 따른 

전해반응 과정이 나타나 있다. 양극방을 통과하는 용액 중의 Na
+ 
이온은 음극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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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에 형성된 전위차에 의해 전기이동이 일어나 음극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막을 통

한 Na
+ 
이온이 이동됨에 따라 음극방과 양극방의 각 용액은 전하 비 평형 상태가 

되므로 전기적 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전해 방에서는 물의 전해 분해가 일어나

게 된다. 따라서 음극방에서는 물의 분해에 의한 수소 발생과 OH
-
 이온의 발생에 

의해 음극방의 용액은 알카리화되어 전해 계를 나오게 되고, 양극방에서는 물의 분

해에 의한 산소 발생과 더불어 H
+ 
이온의 발생에 의해 용액은 산성화되어 전해 계

를 빠져 나오게 된다. 이때 전해액의 체류시간이 길어지면 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

이 증가되어 각 전극 방을 나오는 용액은 더욱 높은 산성과 알카리화 된다. 한편 

막을 통해 양극방으로부터 Na
+ 
이온이 이동됨으로써 보다 높은 농도의 Na

+ 
이온을 

포함하게 된 음극방 용액이 pH-조정조로 순환되어 주입되는 대상 용액과 섞여 다

시 음극방과 양극방으로 주입되는 그림 3-2-28 (B)의 경우, 양극방과 음극방에서의 

Na
+
 이온 농도는 그림 3-2-28 (A)의 경우보다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식 (3-5)에서 

보듯이 Na
+ 
이온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 Na

+ 
이온의 전기이동이 더욱 늘어나 그림 

3-2-28 (A)의 경우 보다 각 전해 방에서의 전하 비 평형 상태가 더욱 커지므로 전

기적 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전해 방에서는 물의 전해 분해가 증가되어 음극방

과 양극방을 나오는 용액은 더욱 알카리화와 산성화된다. 이때 양극방에는 알카리

화된 pH-조정조의 용액이 주입되므로 물의 전해 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H
+
 이온이 

용액중의 OH
-
를 중화시키는데 사용되어 그림 3-2-28  (A)의 경우보다는 낮은 산도

를 가지게 된다. 그림 3-2-28 (A)와 같은 과정이 반복 진행되면서 전해 시스템은 

정상상태에 도달하게 되다. 이때 pH-조정조에서는 높은 알카리 상태에 도달하고 양

극방으로부터 배출되는 용액은 일정한 산성 pH를 갖는 상태에 도달된다. 이러한 

pH 변화 과정은 이온 교환막을 통한 이온들의 비 평형 정상상태 이동 

(Non-equilibrium steady state transfer)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전해 반응기는  양이온 교환막 (Nafion 424)을 가지는 단위 

전해 셀 4조가 적층된 구조의 다단 전해조를 사용하 다. 이 전해조에는 공급되는 

음극 용액과 양극 용액은 각 셀의 음극방과 양극방만을 직렬로 흐르도록 그림 

3-2-39와 같이 각 셀의 프레임에 유로를 형성시켰으며, 이때 음극과 양극에서는 기

체가 발생하므로 각 방에 들어가는 용액은 각 방의 하단에서 주입되어 상단으로 나

오도록 설계되었다. 각 반쪽 셀의 부피는 16.5ml를 가지며 막과 전극의 간격은 

5mm를 유지하도록 하 다. 양극으로는 6mm x 12 mm mesh인 W 2 cm x H 4 

cm x T 1mm 크기의 Madras형 Ti 지지체에 IrO2이 코팅된 전극을 사용하 으며, 

음극으로는 양극과 동일한 형태의 Madras형 Ti 전극을 사용하 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pH-조정조의 부피는 약 50 ml를 유지하도록 pH-조정조로 유입되는 용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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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조정조에서 양극방으로 주입되어 배출되는 용액의 유속을 가능한 동일하게 유

지하도록 하 다.

Membrane

Flow path in cell

Interior flow path of cell 
frame

Anodic cell Cathodic cell

Mesh type

electrode

그림 3-2-39. 적층형 전해조 개념도(Schematic repetitive half-cell 

configuration of the stack electrolyzer.)  

본 실험에서 사용된 자체 pH 조정 전해장치의 주요 구성 부분 사진은 그림 

3-2-40 ∼ 3-2-44와 같다.  그림 3-2-40은 자체 pH 조정 전해장치의 전체 구성 사

진이며, 그림 3-2-41 ∼44는 사용된 적층형 전해조, pH 조정조, 폐수지 처리조 및 

pH 자동 측정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림 3-2-43의 폐수지 처리조에서는 자

체 조정되어 주입되는 pH가 낮은 용액으로 인하여 CO2 기체가 발생되며, 탈착 효

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폐수지를 교반하면서 질소 기체로 purging 하면서 시간에 

따른  CO2 기체 농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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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0.  자체 pH 조정 전해장치 

그림 3-2-41. 적층형 전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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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2. pH 자체 조정조

그림 3-2-43. 폐수지 처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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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4. pH 자동 측정 장치

(3)  NaHCO3 용액 이용 CO2 기체화 특성 실험

자체 pH 조정 전해장치를 이용하여 NaHCO3 용액내 HCO3 이온의 CO2로의 기체

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 실험을 수행하 다. 0.1N NaHCO3용액과 0.1N 

NaNO3용액을 혼합한 후 표 3-2-12의 전압, 전류, 용액 유량속도 조건에서 양극방 및 

음극방의 pH 변화를 측정하 으며 시간에 따른 각 셀에서 pH 변화를 그림 3-2-45에 

도식하 다. 그림과 같이 NaHCO3 함유 혼합용액(초기 pH 8)의 경우 양극방에서 유출

된 용액의 pH는 2단계로 변화하면서 pH 1.87의 산성용액으로 바뀌며 이로 인하여 유

출되는 폐수지 처리조 상부의 기체를 채취하여 CO2 농도를 측정한 결과, 표 3-2-1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40,000 ppm의 고농도 CO2가 얻어졌다. 이로부터 본 공정 개념

을 도입하면 산성용액의 추가 없이도 CO2 기체화가 가능함을 확인하 다. 그러나 공

정의 최적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압, 유량변화, 탈착용액내 HCO3
-
이온의 농도와 

같은 운전변수 변화에 따른 용액 pH 변화 및 CO2 기체농도, 방출용액내 C의 잔류 농

도 변화 등에 대한 특성 실험을 다양하게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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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5. 자체 pH 조정 전해방법 이용 전해질(0.1N NaNO3)내에서 폐수지 처리량

에 따른 pH 변화

전해질
Voltage

(V)

Amper

(A)

N2

(ml/min)

10% 

이온교환된 

IRN-150 (g)

용액공급 

유량

(ml/min)

최종 

혼합조 

pH

0.1 N NaNO3

7.5 5.02 100 5 3 0.86

7.5 5.18 100 5 3 0.67

8 5.20 100 5 3 0.64

7.5 5.19 100 10 3 0.85

7.5 5.20 100 10 3 1.11

7.5 5.22 100 10 3 0.76

사. NH4H2PO4 이용시 IRN-150 폐수지로부터 양이온 금속 핵종 탈착 특성

C-14의 탈착 및 기체화를 위해 사용되는 탈착물질의 양이온에 의해 IRN-150 수

지내에 결합되어 있는 Cs, Co 등의 금속 핵종이 탈착될 수 있다. 특히 폐수지로부

터 C-14 핵종의 분리를 위하여 탈착용액으로 NH4H2PO4를 사용할 경우 양이온인 

NH4
+에 하여 의한 Cs, Co 양이온의 탈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탈착용액의 

조건에 따른 금속 핵종의 특성을 확인함으로서 탈착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존 폐기물

의 고화처리에 대한 요구조건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온교환반응은 농도에 

의존하는 평형반응이므로, 금속 핵종이 함유된 이온교환 수지에 대한 금속핵종의 

탈착율을 고려하여 평형반응 실험으로부터 금속핵종의 탈착특성을 확인하 다. 

(1) 실 험

  NH4H2PO4 탈착용액을 사용할 경우 IRN-78수지로부터 Cs, Co 양이온핵종의 탈

착정도는 NH4
+이온을 포함한 양이온의 흡착용량 및 이온교환 선택도와 상호 접

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양이온 금속 핵종인 Cs, Co와 탈착용액내에 존재하는 양이

온인 NH4
+와의 흡․탈착 평형실험을 통하여 IRN-78수지로부터 C-14 분리시 양이

온 금속핵종의 탈착특성을 평가하 다. 탈착용액으로 이용되는 NH4H2PO4의 NH4와 

금속 이온의 몰 비(R)을 0.5 ∼ 8까지 변화시키고, 양이온 최대 이온교환용량을 1로 

하 을 때 용액 내에 존재하는 양이온 함유량의 비(C)를 최대 4까지 변화시키며 금

속 핵종의 탈착율을 분석하 다. 이 경우 IRN-150 수지 1g에 대해 용액을 10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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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30℃에서 7일간 교반하여 용액내 양이온의 농도를 분석하 다. 앞서 인용

한 바와 같이 양이온 금속 핵종의 흡착 및 탈착특성 평가는 아래의 실험 변수를 통

하여 복합적으로 분석하 는 데, 주로 즉 변수 R 변화(즉 NH4
+
이온 농도 변화)에 

따른 변수 C 변화(양이온 이온교환량 변화) 특성 결과를 바탕으로 Cs, Co 양이온의 

탈착율 변화를 분석하 다.

- 변수 1 : R=
용액내 NH+4이온 몰수
용액내 금속핵종 몰수

- 변수 2 : C(이온교환 ∩activity)= 용액내 양이온 양(mg or mol)
IRN-150수지의 이온교환 용량(mg or mol)

(2) NH4
+
/금속핵종 몰비 변화에 따른 양이온 핵종 탈착특성

그림 3-2-53은 C와 R의 비에 따른 Cs 및 Co의 제거율을 나타낸 것으로, 금속

이온의 제거율은 금속이온의 탈착가능성을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Co 금속 이온은 Cs보다 제거율이 높으며 특히 R과 C값에 대한 변화 정도

가 상대적으로 작다. 이는 Co가 Cs보다 안정하게 이온교환 수지내에 결합되어 있음

을 의미한다. C값이 1 이하인 경우, Cs와 Co의 제거율은 100%에 근접하며 이는 탈

착의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즉, 탈착용액 내 양이온인 NH4의 농도가 이온교환 

수지의 용량 내 값으로 존재한다면, 금속핵종의 탈착 가능성은 거의 없음을 말해준

다. C값의 1이상인 경우 Cs는 제거율이 급격히 낮아지며, C값이 4이상 R값이 5이

상일 때, 탈착율은 50% 이상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C값이 1이하일 경우에도 R

값이 6이상일 경우 탈착율은 급격히 증가한다. Co의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탈착율

은 Cs보다는 낮으나 20%이상이 되며, C값이 1이하에서는 탈착가능성이 거의 없음

을 알 수 있다.

금속핵종이 증발과정을 거쳐 인산염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화의 

관점에서는 완전한 탈착이 보다 유효하다. 그러나 완전한 탈착은 탈착용액내의 NH4

이온의 적정 농도 수준에서는 불가능하며, 탈착용액이 C값이 1이상인 경우에는 Cs 

및 Co의 탈착은 필연적으로 발생된다. 그러나 이러한 금속이온의 탈착이 일어나더

라도 음이온 및 양이온교환 수지를 분리할 필요는 없다. 만일 금속 핵종이 탈착되

더라도 탈착 용액의 부피가 크지 않고, 열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 존재

할 경우, 휘발에 의한 이차 폐기물의 발생 가능성은 낮게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앞

서 언급된 처리공정에서, 탈착 후 물의 증발에 의해 완전히 건조된 고체물로 배출

된다는 점에서 폐기물의 발생량은 크지 않다. 즉, 탈착 용액내 금속핵종의 제거를 

위한 공정이 필요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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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s

   

(b) Co

그림 3-2-53. Removal behavior of (a) Cs and (b) Co by equilibrium experiment 

at 30℃. (R=NH4/Metal molar ratio in solution, Capacity: Cations in 

solution/Ion-exchange capacity of IRN-150).

NH4H2PO4를 탈착물질로 사용할 경우, C값이 1이하가 되도록 NH4의 농도를 적

용하지 않는 이상 탈착은 발생되며, 증발과정에서 부가된 탈착물질과 반응하여 금

속염이 얻어지게 되므로 이때 탈착물질의 종류에 따라 고온 고화 과정에서 안정성

종류와 2차 폐기물 발생량이 결정된다. 탈착물질로서 사용되는 인산이온은 금속핵

종들과 반응하여 열적으로 매우 안정한 화합물로 전환이 가능하며, 특히 전이금속

의 경우 수화학적으로도 매우 안정한 화합물로 전환된다. 따라서 양이온과 음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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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수지가 혼합되어있는 IRN-150 폐수지를 분리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폐기물과 

공정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단순 소각시 발생되는 Cs의 

휘발에 대한 배기계통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IRN-150 폐수지의 분리

는 불필요하며 분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에 보다 유효한 방

법이 될 수 있다. 

제 3 절 월성 현장 폐수지 이용 C-14 탈착 실증시험

1. 연구 내용 개요 

월성 중수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된 폐수지 처리 기술 개발은 폐수지의 궁극

적인 처분할 수 있도록 기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폐수지 저장탱크의 용량 확보

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폐수지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둘 수 있다. 따라서 C-14 

방사성 핵종을 함유하고 있는 폐수지의 처리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은 폐기물 발생 부피 최소화이고 동시에 폐수지로부터 C-14 핵종을 분리하여 안정

화된 고정화 생성물로 전환시키고 동시에 이차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폐수지로부터 C-14 핵종을 탈착시키고 이를 
14
CO2 형태로 기체화

한 후 고체매질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기술 개발을 수행하 다. 제 2 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인산계열 탈착용액인 NH4H2PO4 및 H3PO4 탈착용액을 이용하면 

IRN-150 폐수지로부터 HCO3 이온의 탈착 및 CO2로의 기체화가 20분 이내에 완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양이온 교환수지에 함유된 Cs, Co 등의 방사성 핵

종에 대한 탈착 특성도 분석하 다. 이러한 탈착용액을 사용할 경우 가장 고려하여

할 사항은 IRN-150 폐수지로부터 C-14 방사성 핵종만을 선택적으로 탈착시키고 

Cs, Co 등의 양이온 방사성 핵종의 탈착율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관 기

관에서 월성 현장 실증 시험을 위하여 월성 NPP #1 저장탱크 #2에서 채취한 폐수

지를 이용하여 상기의 두 가지 탈착용액을 이용하여 C-14의 탈착 특성 평가를 위

한 실증 시험을 수행하 고 탈착 완료후 탈착용액 내에 함유된 Cs, Co 감마핵종의 

방사능을 분석하여 양이온 금속 핵종의 탈착 특성을 비방사성 이온을 이용한 실험 

결과와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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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가. 폐수지 시료 특성

실험에 사용된 폐수지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저장탱크 # 2에서 채취한 시

료로서 주관 기관인 원자력 환경기술원에서 현장 실증 시험을 목적으로 채취한 시

료와 동일하며,  3차년도 연구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단 2004년도 채취한 

폐수지는 2006년도 채취한 폐수지 특성과 약간 다르다. 그림 3-3-1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저장탱크 # 2의 폐수지 시료 채취 위치의 단면도를 도식화한 것으로 

사용한 폐수지의 채취 위치는 바닥(SB), 바닥으로부터 1 m(SR 100), 2 m (SR 200) 

이다. 주관 기관에서는 채취한 폐수지를 사용하여 IRN-150 혼상수지 및 음이온 교

환수지에 대하여 C-14 및 Cs, Co 감마핵종 방사능을 각각 측정하 으며, 이를 표 

3-3-1에 정리하 다. 특히 폐수지내 수분을 제거하기 않고 젖은 상태의 수지에 대

한 방사능을 측정하 으며, 채취 위치가 비슷하더라도 폐수지 내 각 핵종의 방사능

은 다양하게 분표되어 있어 본 측정값을 시료 채취 위치의 대표 값으로 고려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 데이터는 본 연구에서 C-14 및 Cs, Co 감마

핵종의 탈착율을 추정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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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월성 NPP #1 탱크 #2의 폐수지 시료 채취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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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실증시험용 실폐수지내 주요 핵종의 방사능 특성

시료명 Co-60 Cs-134 Cs-137 C-14 C-14

단위 Bq/g-수지 Bq/g-수지 Bq/g-수지 Ci/m
3

Ci/m
3

시료특성 혼상수지 혼상수지 혼상수지 음이온수지 혼상수지

SB(바닥) 10.560 106 19,140 82,2 32.9

SR100(바닥 1m) 32,180 495 59,460 117.7 47.1

SR200(바닥 2m) 40,770 6,866 371,000 193.1 77.2

* 혼상수지 전환 인자 : IRN-77(46%), IRN-78(54%)

 나. NH4H2PO4 및 H3PO4 탈착용액 이용 C-14 탈착 실험

NH4H2PO4 및 H3PO4 탈착용액을 이용하여 폐수지로부터 H
14
CO3

-
이온의 

14
CO2

로의 기체화 실험은 제 2 절에서 설명한 실험 장치와 동일하게 그림 3-3-2의 장치를 

사용하 으며 단 
14
CO2로의 기체는 1.5 N NaOH 흡수용액이 함유된 2 단 흡수장치를 

이용하여 회수하고 시간에 따른 흡수용액내 C-14 방사능을 측정하 다.

그림 3-3-2. 실폐수지 이용 회분식 기체화 실험장치.

 

○ 1단계 : IRN-150 혼상 폐수지를 일정량 (젖은 수지 기준 평균 5 ∼ 10 g) 반응기

에 주입하고 질소기체로 일정 시간 purging하여 라인상에 있는 
14
CO2 기체를 제

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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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농도는 6.75 mmol NH4H2PO4 및 H3PO4 탈착용액을 준비하고 20 ml를 

주시기를 이용하여 반응기에 주입하고 질소기체를 계속 공급하면서 휘발되는  

14
CO2기체를 NaOH  흡수용액으로 보낸다. 이때 질소 기체의 유량은 1 L./min로 

고정하 다. 이와 같이 폐수지로부터
 14

HCO3
- 
이온을 100% 탈착시키고 아울러 

사용되는 탈착 용액의 부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탈착용액의 부피(ml)/수지 무

게(g)비를 2, 4 로 고정하 다.

○ 3단계 : 1.5 N NaOH 흡수용액에서 일정시간 간격으로 용액을 채취하며, 2 단에서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 으며, LSC 분석을 이용하여 C-14 방사능을 측정하 다.

○ 4단계 : 실험이 완료된 후 탈착용액과 폐수지를 필터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탈착

용액 일정량을 채취하여 감마 핵종을 분석하 으며, 아울러 NaOH 흡수용액 채취 

시료에 대해서도 감마핵종을 분석하 다.

C-14 및 Cs, Co 감마핵종의 탈착율은 본 시험에서 구한 채취 시료(NaOH 흡수용

액 및 탈착용액)내 측정 방사능과 초기 시료의 방사능을 비교하여 (표 3-3-1 참조) 

구하 으며, 사용한 폐수지의 무게를 고려하여 보정하 다. 표 3-3-2에는 IRN-150 

실제 혼상 폐수지를 이용하여 수행한 C-14 탈착 실험 조건을 정리하 다. 

표 3-3-2. 실 폐수지 이용 탈착용액 종류별 C-14 탈착 실험 조건

탈착용액
폐수지

종류

젖은 

수지 

사용량

(g)

수분

함유율

(%)

탈착용액

농도(mmol) 

및 

사용부피(ml)

질소기체

유량

(ml/min)

NaOH

흡수용액

(ml)

NH4H2PO4

2004년

채취

시료

∼5 10
6.75

20

∼ 1
1단 : 500

2단 : 300

H3PO4

2004년

채취시료
∼5 10

6.75

20

SB ∼10 41
6.75

20

SR100 ∼10 41
6.75

20

SR200 ∼10 41
6.75

20

3. NH4H2PO4 및 H3PO4 탈착용액 이용 C-14 탈착 특성(2004년 시료)

비방사성 폐수지를 이용하여 NH4H2PO4 및 H3PO4 탈착용액에 의한 HCO3 이온

의 탈착 특성 실험 결과는 제 2 절에 상세히 기술하 다. 먼저 2004년도에 채취한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Time(min)

C
-1

4 
C

on
c.

(B
q/

m
l) : 1단-H3PO4

: 2단-H3PO4
: 1단-NH4H2PO4
: 2단-NH4H2PO4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Time(min)

C
um

ul
at

iv
e 

to
ta

l C
-1

4 
am

ou
nt

 (m
C

i x
 1

0-2
)

: 1단-H3PO4
: 2단-H3PO4
: 1단-NH4H2PO4
: 2단-NH4H2PO4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55000

60000

65000

7000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Time(min)

C
-1

4 
C

on
c.

(B
q/

m
l)

: SR200-NaOH 1단
: SR100-NaOH 1단
: SRB-NaOH 1단
: SR200-NaOH 2단
: SR100-NaOH 2단
: SRB-NaOH 2단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Time(min)

C
um

ul
at

iv
e 

to
ta

l C
-1

4 
am

ou
nt

 (m
C

i x
 1

0-2
)

: SR200-NaOH 1단
: SR100-NaOH 1단
: SRB-NaOH 1단
: SR200-NaOH 2단
: SR100-NaOH 2단
: SRB-NaOH 2단



- 158 -

지로부터 C-14 방사성 핵종의 탈착율은 초기 폐수지내 C-14  함량에 무관하게 

96% 이상이었으며, 아울러 양이온 교환 수지로부터 Co 감마핵종의 탈착율은 Cs 핵

종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 1% 미만이었고 Cs 감마핵종의 탈착율은 2 ∼ 5% 범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방사성 폐수지를 이용한 양이온 금속 성분의 탈착특성

과 크게 달랐는데 초기 폐수지내 함유되어 있는 감마핵종의 함유량이 크게 다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표 3-3-4. 폐수지의 C-14 방사능 및 탈착율

시료명 C-14 방사능 C-14 탈착율*

단위 Ci/m
3

%

SB 35.13 96

SB100 47.35 99

SB200 118.57 >100

* 주관기관 IRN-150 혼상 폐수지 측정 데이터 기준

표 3-3-5. 잔류 탈착용액내 감마핵종 방사능 및 탈착율

시료명 Co-60 Cs-134 Cs-137 용액부피

단위 Bq/ml (mCi*) Bq/ml (mCi) Bq/ml (mCi) 7 ml

SB 72(1.9×10-5) 3.2(8.7×10-7) 912(2.4×10-6)

(탈착율, %)** 0.73 2.38 5.19

SB100 287(5.4×10
-5
) 32(6.0×10

-6
) 4,385(8.3×10

-4
)

(탈착율, %)** 0.78 3.83 4.65

SB200 310(5.8×10
-6
) 307(5.8×10

-5
) 20,000(3.8×10

-3
)

(탈착율, %)** 0.56 3.25 3.93

*  : 탈착용액 부피(7 ml) 및 희석비를 고려한 용액내 총 방사능(mCi)

** : 주관기관 IRN-150 혼상 폐수지 측정 데이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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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C-14 흡착제 개발 및 특성 평가

1. 14CO2 기체 흡착제 최적물질 선정

가. 후보 흡착매질 특성 평가 

(1)  
14
CO2 기체처리용 후보 흡착매질 특성

일반 산업시설로부터 배출된 
12
CO2 처리기술과는 달리 원자력분야에서 배출된 

14
CO2 기체처리 기술 선정 시 중요한 사항은 최종 폐기물 형태 및 운전비용, 공정 

단순성, 작업자 안전성 등이다. 제 2 장 C-14 기체흡착 기술개발 동향에서 상세히 

언급한 바와 같이, 
14
CO2 기체처리 기술들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2-1]. 

○ 알칼리금속 슬러리 또는 고체매질을 이용한 single-step 화학반응에 의한 제거공

정

○ Double- alkali 공정

○ 물리적 흡수 및 흡착공정

○ 활성표면에의 흡착 공정

이상의 네 가지 기술들에 대한 특성 및 운전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폐

수지 처리공정으로부터 방출된 
14
CO2 기체처리를 위한 공정조건별 적용 기술 후보를 표 

3-4-1에 정리하 다.

표 3-4-1. 폐수지 처리공정별 
14
CO2 기체처리 후보 기술

공정 조건 적용 가능공정 후보 흡착매질

유량이 높고 
14
CO2 

농도가 낮을 경우 

기체-고체 화학반응에 

의한 직접 고정화

○ 알칼리 토금속 이용 공정

- Ca(OH)2

- Ba(OH)2 수화물

- LiOH

- Sodalime, Baralyme

유량이 낮고 14CO2 

농도가 높을 경우

NaOH 흡수후 lime 

슬러리를 이용한 

고정화후 탈수/건조

(Double alkali 공정)

○ 흡수공정 : NaOH

○ Ca(OH)2 또는 Ba(OH)2 

슬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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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폐수지로부터 분리된 C-14 핵종을 제 3 절에서 언급한 기술을 적용하여 

14
CO2 기체화 할 경우 배출되는 기체의 유량은 낮고 

14
CO2 농도는 반응 초기에 매

우 높고 시간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표 4-4-1을 기

준으로 할 경우 double alkali 공정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공정은 반응 완료

후 슬러지의 분리 및 건조/탈수공정이 부가적으로 필요하여 공정이 다소 복잡하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14
CO2 기체의 농도가 반응 초기의 고농도조건에서 시간에 따라 

감소하므로 알칼리토금속 이용공정의 경우 반응매질의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흡착공정을 적용하면 본 공정은 운전이 단순하고 기체-고체 반응에 의하여 
14
CO2 

기체의 직접 고정화가 가능하므로 후처리 추가 공정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4-2는 액상 흡착공정과 기상 흡착공정을 상호 비교한 결과이다. 

표 3-4-2. C-14 흡착 처리를 위한 후보 공정 비교

제거방법 적용 대상 후보기술 해결사항

액상흡착

폐수지로부터 

폐액내로 탈착된 

C-14 흡착

알칼리 토금속 (Ca(OH)2- 

NaOH) 슬러지 이용 

처리후 슬러지 고화

슬러지의 효율적 고화공정 

개발 필요

기체흡착

폐액으로부터 휘

발된 
14
CO2 기체 

처리

고체 반응매질[Ca(OH)2, 

LiOH, Soda lime]에 의한 

흡착공정후 흡착제 고화

후보 반응매질은 기체와의 

반응 접촉 표면적이 한계성

이 있음. 따라서 고체매질의 

단위 부피당 
14
CO2 기체 포

집 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반응매질 개발 필요 

○ 액상 및 기상 흡착 적용할 경우 발생된 폐수지 처리에 따른 이차폐기물 발생량 

저감화에 의한 감용비 정도가 폐수지 처리 방안 설정시 가장 중요함

(2)  C-14 흡착 처리를 위한 후보 흡착물질별 성능 비교

알칼리 토금속 후보 반응매질중에서 Sodalime, LiOH 및 Ca(OH)2 세 가지 종

류에 대한 물리 화학적 특성 및 기본 데이터를 기본으로 
14
CO2 기체처리 성능을 상

호 비교하 다. 표 3-4-3은 지금까지 개발되어 활용중인 흡착매질에 대한 물리적 

특성을 상호 비교한 것이며, 표 3-4-4는 각 흡착매질별로 사용 공정의 특성 및 CO2 

제거 성능의 실험값과 이론 흡착량 값을 상호 비교하 다.



- 161 -

표 3-4-3. 
14
CO2 기체처리용 후보 흡착제 특성(기개발 또는 적용중인 매질)

물리적 특성 Ca(OH)2 Ca(OH)2 Soda-lime LiOH

적용기관 KEPRI Canada KAERI 삼 화학

비표면적, m
2
/g

기공 표면적, m
2
/g

기공도, %

14

2.5

53

29

-

71

28

-

40

12

0.5

45

표 3-4-4. 
14
CO2 기체처리용 후보 흡착제 성능 비교

항 목 Ca(OH)2 Soda-lime LiOH

공정 특성

․수분공급 필요

․1회 통과시 C-14 제

거율은 LiOH 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짐

․고습도 조건에서 화

학반응이 율속단계

․수분공급 필요

․Ca(OH)2 함량 : 

20  30%

․가격이 저가

․수분공급 필요

․탄소와 당량비 1:2

로서 Ca(OH)2보다 

제거 성능 더 우수

․생성물 용해도가 

높음

성능(실험치) 30 g 
14
CO2/kg 45 g 

14
CO2/kg ?

반응식 Ca(OH)2+CO2→ CaCO3

Ca(OH)2, NaOH+ 

CO2→ 

CaCO3,Na2CO3

2Li(OH)+CO2→ 

Li2CO3

성능(이론값) 590 g-
14
CO2/kg 130 g-

14
CO2/kg 950 g-

14
CO2/kg

반응물 이용률 5 % 35% ?

생성물 용해도

(mol/ℓ)
1.3×10

-4
1.3×10

-4
1.8×10

-1

이상의 기개 발된 
14
CO2 흡착제의 특성 및 성능을 비교한 결과 폐수지로부터 분

리된 C-14 혹은 
14
CO2 기체 흡착처리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흡착매질의 

14
CO2 기

체 흡착성능을 기준으로 폐수지 처리에 따른 전체 공정의 감용 특성을 분석하 다. 

즉 폐수지로부터 분리된 C-14 혹은 
14
CO2 기체 흡착처리시 후보 반응매질 흡착제의 

성능별 이차폐기물 발생량 및 감용비를 추정하여 그림 3-4-1 과 3-4-2에 도식하

다.  그림 3-4-2에 도식한 바와 같이, soda lime 흡착제를 사용할 경우 Kg 폐수지 

처리(C-14 흡착량 5 mg/g-resin으로 가정)시 표 3-4-4 기준으로 성능을 가정할 경

우 감용비는 약 10정도가 되며, 감용비 20 이상을 위해서는 현재 기개발된 흡착제 

성능을 약 2.5배 이상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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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흡착매질별 농도변화에 따른 CO2 흡착성능 평가 

(1) 실험 방법

국내․외 기술현황 분석에 의하면 위의 세 가지 흡착매질 [Sodalime, LiOH 및 

Ca(OH)2]에 대한 
14
CO2 기체의 제거 성능 평가 실험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수행되었

다. 그러나 본 과제에서는 폐수지 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14
CO2 기체 농도가 반응초

기에 매우 높고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데이터를 이

용하여 기체 흡착 처리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세 가지 

흡착매질[Sodalime : 8 ∼ 18mesh, LiOH, Ca(OH)2: 분말형태]를 이용한 고농도 조

건(10,000 ∼ 52,000 ppm)에서 세부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3-4-3은 세 종류의 흡

착매질을 이용한 회분식 CO2 흡착 실험장치 흐름도이다. 알칼리 토금속 수산화물 

반응매질을 이용하여 CO2를 제거할 경우 기체내 수분함량이 80% 이상이 되어야 

제거효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습도발생기에 질소기체를 전량 공급하여 상대습도 

85%의 기체조건을 만들고, 1% 및 10% CO2 실린더를 이용하여 원하는 유량을 공

급하고 혼합탱크에서 두 기체가 혼합되며 GC를 이용하여 일정 농도에 도달할 때 

까지 회분식 반응기에 연속으로 공급한다. 원하는 CO2 농도에 도달함을 확인한 후 

흡착제를 반응기에 넣고 반응기 입출구를 막고 시간에 따른 반응기내 CO2 농도 변

화를 측정한다. 

CO2
N2

Analysis System
(Data Acquisition)N2

Humidifier

Mixing
Tank

G CAdsorbent

CO2
gas

Heating mantle

Adsorbent
CO2

N2N2

Analysis System
(Data Acquisition)N2N2

Humidifier

Mixing
Tank

G CAdsorbent

CO2
gas

Heating man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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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회분식 CO2 흡착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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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는 고정층을 이용한 CO2 제거 성능실험 장치 흐름도이며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하 다. 고정층 장치는 내경이 10 mm이고 길이가 80 cm인 

유리관을 사용하 으며, 항온조를 이용하여 온도를 일정하게 하 다. 고정층에서 

CO2 실험방법을 보면, 원하는 양 만큼의 흡착매질을 고정층에 충전한 후 CO2 기체

를 공급하기 전에 CO2 농도를 조절하고 필요할 경우 습도발생기로 공기를 공급하

여 상대습도를 조절한다. 습도발생기내에는 증류수를 채워 bubbling을 이용하여 습

도를 조절하며, 수용액내에 CO2가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습도발생기를 거

쳐 나온 공기 내에 CO2를 일정 양만큼 공급하 으며 혼합탱크를 거치면서 균일하

게 혼합된다. 농도 및 상대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 고정층에 

공급하 으며 고정층 부피를 감안하여 층내에서의 dead time을 고려하 다. 고정층

에서 사용한 흡착매질은 Sodalime(8~ 18mesh), 분말형 LiOH 두 가지만을 사용하

다. 분말형을 사용한 이유는 본 과제의 경우 기체흡착 시스템의 운전시 압력강하에 

의한 문제보다도 가장 효과적으로 
14
CO2 기체를 제거하는 공정개발이 목표이기 때

문이다. 표 3-4-5에 회분식 및 고정층 CO2 흡착 실험 조건들을 정리하 다. 

CO2
N2 Analysis System

(Data Acquisition)

N2
Humidifier

Mixing
Tank

G C

CO2
N2N2 Analysis System

(Data Acquisition)

N2N2
Humidifier

Mixing
Tank

G C

 

그림 3-4-4. 고정층 CO2 흡착 실험장치.



- 165 -

표 3-4-5. 회분식 반응기 및 고정층 이용 CO2 흡착 실험 조건

실험

종류

실험 

No.

흡착제 종류별 사용무게(g) 초기농도

(ppm)

용기부피

(L)Soda lime Ca(OH)2 LiOH․H2O

회분식

1 0.25 0.25 0.25 1,200 1.0

2 0.25 0.25 0.25 2,600 1.0

3 0.1 0.1 0.1 10,000 1.0

4 0.2 0.2 0.2 30,000 1.0

5 0.25 0.25 0.25 52,000 1.0

No. Soda lime Ca(OH)2 LiOH․H2O
주입농도

(ppm)

층 높이(cm)

Soda LiOH

고정층 1 6.03 - 6.02 10,000 8.06 7.3

2 6.02 - 6.03 4,216 8.03 7.3

3 6.02 6.03
13,140~

446
8.03 7.3

(2) 회분식 반응기에서 흡착성능 평가

고농도 CO2 조건에서 흡착매질 종류별 흡착속도 및 농도 변화에 따른 흡착량 변

화를 분석하 다. 먼저 10,000 ppm 이하의 조건에서 세 가지 흡착매질별로 시간에 

따른 회분식 반응기내 CO2 농도 변화를 측정하여 흡착속도 변화를 구하 으며 이

를 그림 3-4--5(1,200 ppm 초기 농도, 표 3-4-5의 실험 No. 1)와 3-4-6(2,600 ppm 

초기 농도, 표 3-4-5의 실험 No. 2)에 도식하 다. 회분식 실험에 사용된 기체 상대

습도는 약 85%로서 반응매질 자체의 수분 흡수와 반응기내에서 CO2의 제거에 따

른 수분 발생으로 인하여 시간에 따라 반응기내 습도는 60 ∼ 90% 범위 내에서 변

화하 다. 그림 3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2 제거 속도는 초기 농도 1,200 ppm에

서는 soda lime≥CaOH)2>LiOH․H2O 으나 2,600 ppm에서는 거의 비슷한 흡착속

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초기 CO2 농도가 10,000 ppm 이상의 고농도일 경우 그림 

3-4-7에서와 같이 흡착매질별 흡착속도는 soda lime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Ca(OH)2와 LiOH․H2O는 soda lime보다 전체적으로 느리지만 반응기내 CO2를 모

두 제거할 수 있었고 두 흡착제사이의 제거 속도는 초기 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경

향을 보여 주었다. 그림 3-4-8, 9에 도식한 바와 같이 초기 농도 30,000 ~ 52,000 

ppm 범위에서 흡착매질별 CO2제거 속도는 soda lime>>LiOH․H2O>CaOH)2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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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14 흡착제 개발 개념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냉각계통의 중수 내에 존재하는 C
14
와 아울러 Cs 및 

Co는 양이온및 음이온 교환수지가 혼합된 유기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하여 제거되어

진다.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긴 C
14
는 HCO3

-
의 형태로 이온교환수지에 고정되어 있

으며, 최종처분을 위해서는 유기이온교환수지상의 C
12
와 분리되어 처리되어지는 것

이 최종 처분부피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상업적으로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CO2제거기술은 오염원의 배출감소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방

사성 핵종으로 존재하는 기체상 CO2의 제거 및 최종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새

로운 관점의 농축 및 안정화기술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 처분시의 부피최소

화와 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농축기술의 확보를 위한 기본적 고려사항들을 살

펴봄과 아울러 이상적 모델의 흡착제를 설정하여, 실제 흡착제를 제조하기 위한 기

초시험들을 수행하 다.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공정의 적용은 현실적 제약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우며 유동층보다 고정층이 유효한 공정이라 할 수 있다. 고정층 공정

에서 중요한 흡착제/흡수제의 개발관점에서 단순제거공정으로 이용되는 알칼리 용

액이나 CO2흡수용 유기액상을 이용한 습식법과 CO2흡착을 위해 개발된 기타 건식

흡착공정은 방사성 CO2 최종처분을 위한 다음의 요구조건에 만족되도록 개발되어

져야 한다. 

○ CO2와 반응하는 물질은 수화학적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 고화체 제조를 위한 열 처리시 CO2의 탈착이 없어야 한다.

○ 기체화 공정에서 발생되는 기체유량에 대해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 주어진 공정조건에서 고농도(∼ 40000ppm)와 저 농도(∼ 50ppm)수준에서도 

높은 제거성능을 가져야 한다.

3. 흡착제 제조  기본공정 설정

가. 흡착제 설계

(1) 흡착물질의 선정

흡착 물질을 고려할 경우, 화학흡착과 관련된 반응메커니즘과 최종처분시의 안

정화 관점이 포함되어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화학흡착과 수화학적 안정성과 관

련된 두 가지의 메커니즘을 고려해 봄으로써, 올바른 물질의 선정이 가능하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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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는, 알칼리 원소종은 논외로 하 으며, 그 이유는 낮은 수화학적 안정성으로 

인해 방사성 CO2의 장기적 고정화에 큰 단점을 가지며 보다 안정한 알칼리토금속

이 보다 유효하기 때문이다.

표 3-4-7. M(OH)2 및 MCO3 형태의 알칼리토금속 화합물의 용해도 및 용해도

곱(Ksp) 

 

표 3-4-7은 반응물질로 고려될 수 있는 알칼리토금속의 탄산염과 수산화염의 용

해도 및 용해도곱을 나타낸 것이다. 열역학적 데이터를 통하여 화학흡착과 최종처

분시 안정화 효과를 비교검토 할 수 있다.

 

(가) 화학흡착

CO2의 제거에 있어 고체상과 기체상의 흡착으로 이루어진 반응계가 기본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이러한 반응계는 열역학적 가역반응의 관계로 CO2의 농도에 의존적

이며, MCO3로의 전환반응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과 고온이 필요하다. 

즉, 방사성 CO2를 제거하는 반응계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반응계이다. 현실적으로 

알칼리토 화합물을 이용하여 CO2의 화학흡착을 획득하는 반응계는 기상-액상-고상

의 3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액상은 기상과 고상의 반응계면으로 기능한다. 그림 

3-4-13은 이상 또는 삼상의 화학흡착 반응계에서 존재하는 메커니즘을 모식화한 것

이다. 기-고반응은 가역반응이라는 점에서 반응제한이 존재하며 앞서 언급한대로 

방사성 CO2를 농축하는 관점에서 반응조건이 획득되기 어렵다. 즉, 기상의 CO2 농

도에 따라 반응이 진행되며, 그 농도는 평형농도이상에서만 가능하다. 반면에 액상

이 존재하는 경우, CO2의 용해도에 의존하여 반응이 진행된다. 즉, CO2의 물에 대

한 용해도는 상온상압수준에서는 대단히 낮으나, 높은 pH 역에서는 CO2(aq)가 수

산화이온과 반응하여 bicarbonate 또는 carbonate로 전환이 되며, pH에 따라 이러한 

이온종의 평형농도는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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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3. CO2 기체의 MCO3 로의 전환 모델 개념도. 

따라서, 존재하는 액상의 pH에 의존된 탄산이온의 평형농도에 도달될 때까지 

CO2의 용해는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물에 용해된 CO2의 탄산이온으로

의 전환은 상대적으로 빠른 반응속도를 보이므로, CO2의 용해가 반응의 전체 속도

를 지배한다. 전환된 탄산이온은 액상에 존재하는 금속이온에 의해 다시 고체상의 

탄산염으로 침전되며, 평형수준의 탄산이온농도를 맞추기 위해 지속적인 CO2의 흡

수가 일어난다. 따라서, 삼상계에서 CO2 화학흡착의 효율성은 액상의 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존재하는 M(OH)2의 열역학적 상태값(용해도 또는 용해도곱)에 의해 반응

속도와 CO2의 흡수속도가 결정된다. 동일한 조건의 수분(습도)이 존재할 경우, 존재

하는 M(OH)2의 용해도에 따라 액상의 OH와 M의 농도가 결정되며, 이는 CO2의 탄

산이온전환반응에 대한 양을 결정하며, CO2 흡수의 driving force인 농도차이

(C-C*)를 변화시키며 속도에 향을 준다. 또한 금속이온의 탄산염으로의 전환은 

MCO3의 열역학적 평형값(용해도곱)에 의존적이며, 반응완료단계의 액상 내에 탄산

이온의 상대적 농도수준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M(OH)2와 

MCO3의 용해도곱은 CO2의 화학흡착의 반응속도와 반응전환을 결정하는 중요한 데

이터이다. 표 3-4-7에서 보여진 것처럼, 동일한 수분 양으로 가정할 경우, 액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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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OH의 농도는 Ba>Sr>Ca>Mg의 순으로 낮아지며, 탄산염의 전환과 관련

된 용해도곱은 Sr>Ba>Ca>Mg의 순으로 감소한다. 탄산염의 용해도곱이 낮다는 것

은 상대적으로 저 농도의 탄산이온농도에서도 침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액

상의 탄산이온농도를 낮게 유지시켜주므로 C-C*의 농도구배를 항상 높은 상태로 

유지시켜줌을 의미한다. 따라서, 흡착물질의 관점에서 Sr~Ba>Ca>Mg의 순으로 선

정될 수 있다. 

(나) 수화학적 안정성

표 3-4-7에서 보여진 자료에서처럼, 수화학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Sr>Ba> 

Ca>Mg의 순으로 용해도 및 용해도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방사성 

폐기물이 최종 처분되어 질 때, 핵종의 이동상인 지하수나 자연수의 상태를 고려하

여 그 안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최종처분시 고려될 수 있는 접촉상의 물은 자연

계에 존재하는 암석질의 물질들과 반응하여 포화용액상태로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물 내에는 여러 가지 금속원소들이 이온상태로 존재하며, 자연계에 존

재하는 암석의 성질과 원소성분의 존재량을 고려할 경우, Na, Mg, Ca등이 다른 희

토류원소나 금속이온들에 비해 대단히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 국외에서 진행되는 

안정화 방법으로 시멘트고화법을 고려할 경우 방사성 CO2의 화학흡착을 통하여 얻

어지는 탄산염들은 화학적 구조적 변화 없이 물리적으로 고정화되어 있다. 따라서, 

접촉상인 물 내의 공통이온들의 농도에 따라 각각의 탄산염의 용해도 값은 변화하

게 된다. 이러한 공통이온효과는 동일한 탄산이온이 물상에 존재한다고 했을 경우, 

Ca, Sr, Ba의 탄산염의 용해도의 대소가 변화되며, 따라서, 안정성도 공통이온효과

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의 용해도 값으로는 비교될 수 없다. Sr은 Ca나 Ba에 비해 

그 탄산염의 용해도곱이 약 1/10, 1/20정도이며, Ca는 Ba에 비해 약 1/2정도이다. 

접촉상인 물 내에 Ca나 Ba의 농도가 Sr보다 10배나 20배 수준이상으로 높다면, 최

종처분시 Ca나 Ba가 보다 안정한 탄산염이라 할 수 있으며,  Ca가 Ba보다 2배정도

만 높은 농도를 보여도 Ca의 탄산염이 보다 안정한 상태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수에 존재하는 Ca의 상대적 비율이 Sr이나 Ba에 비해 크다는 가정 하에서 가

장 안정한 탄산염은 CaCO3이다. 

표 3-4-8은 공통이온효과를 고려하여 자연수에 존재하는 Ca의 농도를 100ppm

(연수, soft water)와 500ppm(경수, hard water)로 하여 녹을 수 있는 양을 계산한 

것이다. 공통이온이 없는 상태에 비해 CaCO3의 농도 값은 1/35, 1/175배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Ba나 Sr에 비해 약 10배에서 100배정도 더 안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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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8. 이온형태 특성에 따른 CO3
2-
 이온의 용해도 비교

(다) 흡착물질

상기의 두 가지 관점에서 고려 할 경우, 화학흡착의 외적 조건(수분)에 의해 흡

착효율의 조절이 가능 할 경우, 안정성과 경제성의 관점에서 보다 유효한 반응물질

은 Ca(OH)2라 말할 수 있다. CO2의 제거에 흔히 사용되는 soda lime의 경우, 흡착

속도 및 높은 제거용량은 화학흡착 속도의 주요한 변수인 고체물질의 용해도에 기

인된다. soda lime은 수분을 약 15 ∼ 20%수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물질은 NaOH와 

Ca(OH)2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분의 접촉시, 동일한 수분조건하에서 상대적으로 용

해도가 큰 NaOH가 액상에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높은 평형농도(C*)를 요구

하며, 높은 농도구배는 높은 흡착속도로 나타낸다. 그러나, 안정화의 관점에서 알칼

리 원소의 존재는 수화학적 안정성을 낮추어 준다는 점에서 soda lime의 사용은 지

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흡착모델을 통한 이상적 흡착제

(1) 흡착속도를 통한 흡착 점의 고려

CO2의 Ca(OH)2에 대한 화학흡착을 통하여 생성되는 탄산염과 물은 그 생성물 

자체가 화학흡착의 과정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 반응물의 화학적 전환을 통하여 

변화되는 흡착제의 물리적 특성과 아울러 흡착특성을 고려하여 올바른 흡착제의 형

상설계가 가능하다. 

화학흡착을 통하여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도변화에 의한 부피변화이다. 

먼저 Ca(OH)2의 도는 2.24g/cm
3
인 반면에 CaCO3(calcite)의 경우는 2.71g/cm

3
으

로 약 17%의 부피가 감소하게 된다. 평탄한 흡착 면이 존재한다고 했을 경우, 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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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행에 따른 표면의 변화를 모식화하여 그림 3-4-14에 나타내었다. 

(a) the change of surface

(b) concentration profile

그림 3-4-14. 시간에 따른 표면농도 구배 및 표면변화.

평탄면의 경우, 타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경우, 초기 반응은 주어진 습도조건에

서 CaCO3가 침전될 수 있는 수준까지의 CO2의 흡수가 진행되어야 하며, 침전이 시

작되어 진행되는 초기시점에서는 CaCO3의 생성은 국부적인 고체면적의 차지에 의

한 반응지연효과를 가져온다. 흡착표면내에 반응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시점부터, 

반응물이 생성물로 전환되면서 발생되는 부피수축에 기인된 흡착면적 에 의해 흡착

속도가 증가한다. 일정수준의 반응이 진행된 후 최고의 흡착속도를 유지하며 그 후 

골의 봉우리가 사라지면서 흡착속도는 점진적으로 줄어들며, 최종적으로는 흡착반

응이 완료되면서 표면은 CaCO3로 완전히 덮혀진 상태로 종료된다. 봉우리의 사라



- 181 -

짐은 봉우리자체가 미시적으로는 상기와 동일한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일반적

으로 다루어지는 Ca(OH)2 흡착제는 ㎛크기수준내에서 이미 골과 봉우리의 구조를 

가진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결정크기수준에서 nm에서는 평탄한 흡착 면을 가

지고 있다 (그림 3-4-14 참조).

평탄면의 경우, 3단계정도의 흡착속도의 변화가 존재하며, 평탄하지 않는 경우에

는 2단계의 흡착속도의 변화를 동반한다. 화학흡착에 의한 물리적 변화는 흡착속도

의 변화를 동반하며, SEM이나 TEM등을 이용한 평탄면의 크기수준을 파악함으로

써, 흡착속도변화 형태를 통하여 반응에 민감한 반응물의 기본입자크기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나)와 (다)곡선의 B구간은 흡착 속도의 크기와는 달리 흡착속도가 증가 후 감

소, 또는 지속적인 감소와 같은 두 가지의 경우가 존재한다. 증가후 감소는 앞서 언

급한 부피수축에 의한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그림 3-4-14(a)의 B단계와 C단계를 

진행함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감소는 이미 그림(a)의 C단계를 진행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대부분의 물리 흡착제가 나타내는 batch상태에서 시간에 따른 농도곡선의 

변화는 Langmuir 흡착개념을 따른 다고 할 경우, 특정분자크기 수준에서 효과적인 

흡착 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속도의 지속적인 감소가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흡착제에서는 평형실험의 경우 2단계의 속도변화를 보이며, A단계의 

지연시간은 확인이 쉽지 않다. 이러한 확인은 Ca(OH)2가 수십㎛크기수준의 단결정

으로 존재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Ca(OH)2의 부피수축이 분명히 

논리적으로 존재함에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하기 힘들며 이는 대부분의 흡착제가 수

㎛~수십㎛ 크기수준의 골과 봉우리를 가지고 있고 Ca(OH)2의 결정이 단결정이 아

니며, 그러한 면들이 모두 Ca(OH)2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흡착이 어느 특정부위에

서만 시작된다는 가정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정부위가 

많이 존재할수록, 이상적인 흡착속도곡선에 접근할 수 있다. 특정부위, 또는 흡착 

점은 다음의 고려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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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CO2 흡착을 위한 활성점에서 수분흡착 향 개념도.

Ca(OH)2의 흡착은 앞서 언급한 대로 수분의 존재 하에 의해서 빠른 흡착특성을 

보인다. 흡착제 표면에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CO2와 H2O는 초기 물리흡착으로 흡

착이 진행된다. 실제 흡착표면은 평탄하지 않고 또한 고체물질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pore들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3-4-15 개념도 참조). Micro pore의 경우, 

Ca(OH)2와 두 기체분자간의 친화력을 고려할 경우, micro-filling에 의해 효과적으

로 흡착될 수 있으며, meso pore는 capillary condensation을 발생시키는 물리적 특

성을 가지는 구간이다. 온도 20℃, 상대습도 50%에서 공기 중에 존재하는 H2O의 

농도는 약 12000ppm수준으로 일반적인 오염물의 흡착의 관점에서는 고농도의 역

이다. 저농도 역에서는 micropore filling이 주를 이루는 흡착특성이라면, 고농도의 

역에서는 capillary condensation이 중요한 흡착현상이다, 따라서, 습도 50%정도의 

수준에서 CO2의 기상 물리흡착이 대단히 낮다는 가정 하에서 H2O의 응축이 초기 

흡착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불균일한 골과 봉우리가 존재하는 면에 모세관

응축이 일어나는 굴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굴의 표면에 존재하는 물들이 CO2의 흡

착에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림 3-4-15는 H2O의 활성점과 CO2의 활성점이 같으

며, CO2는 H2O가 존재하는 점에서만 흡착이 일어나며, 흡착의 진행에 따라, 활성점

의 수는 감소하며, 결국 흡착속도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므로 그림 3-4-14의 

(나)와 같은 농도변화를 나타낸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시간에 따른 농도곡선의 변화를 고려할 때, 

Ca(OH)2의 화학흡착은 H2O의 활성 점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며, 활성 점은 12000~ 

24000ppm(상대습도 50%~100%)의 고농도로 존재하는 H2O의 모세관응축이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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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mesopore의 pore 입구이다. 

(2) 흡착점을 고려한 흡착제의 입자모델

물의 모세관 응축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 흡착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정층의 최소압력강하를 획득하기위한 입자형상이 필요하며 구조형성을 

위해 사용된 흡착물질의 양이 반응효율의 제한을 일으킨다. 

그림 3-4-16. Schematic model of the adsorption process on surface with the 

different size.

  

 그림 3-4-16과 같이 흡착 점들은 nm수준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그림 3-4-15의 상단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 흡착점의 관점에서 CO2의 화학흡

착은 주로 흡착점의 입구부분에서 발생되며, 이러한 CaCO3의 형성은 앞서 언급한 

대로 pore의 확장을 동반한다. 이러한 pore의 확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입

구에 존재하는 CaCO3와 보다 안쪽에서 얻어지는 CaCO3의 접촉에 의해 pore차폐현

상이 일어나며, 반응이 종료된다. 

결국, 내부에는 미반응된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 반응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점에서 pore의 확장과 침투깊이가 반응효율의 향상과 아울러, 제조되어야 할 이상적 

흡착제의 형상을 결정하는 변수이다. CO2흡착에 흔히 사용되는 소다라임의 특성 값

을 이용하여 침투깊이를 간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표면적(S)은 28m
2
/g이며, 도

(D)는 2.53g/cm
3
 이며, 특정조건에서 최대사용효율이 60%라고 할 경우, 내부에 존

재하는 흡착제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1g의 soda lime이 차지하는 부피)/(1g당 표면적)=(내부에 존재하는 soda 

lime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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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3)*0.0001/28=1.4X10-6 m=1.4㎛

침투깊이=1.4*0.6=0.84㎛

그림 3-4-17. The change of the entrance of pore with adsorption process.

간단한 계산을 통해 계산된 침투깊이는 0.84㎛로,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완

전한 전환율을 보이기 위해서는 pore간 간격이 1.68㎛이하이고 단위입자의 크기가 

구형일 경우, 1.68㎛이하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는 접촉면이 단면일 경우, 1㎛

이하의 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CO2에 대한 반응기능이 아닌 형상유지

를 위해 일정부분의 물질량이 필요하며, 흡착공정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준의 입

자만을 사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1㎛ ∼ 2㎛수준의 단위입자가 존재하는 고정층

공정에 유효한 형상을 만드는 방법과 물의 모세관응축을 유도하는 활성점의 균일한 

도입이 필요하다. 

그림 3-4-18. SEM image of hierarchical particles on the ideal particle model.

그림 3-4-18은 본 연구팀에서 제조한 무기물의 hierarchial particle의 구조를 나타

낸 SEM사진이다. 100 ㎛수준의 particle agglomerate는 3 ∼ 5㎛수준의 단위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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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단위입자는 0.3 ∼ 0.5㎛ 수준의 기본입자로 구성되어 있

다. 최소단위입자간의 공극은 입자크기의 1/10이하로 작은 mesoporous한 pore들을 

가지고 있다. 그림 3-2-19는 상기에 언급한 요구조건들을 만족하는 이상적 입자모

델의 실제적 예라 할 수 있다. soda lime의 흡착특성을 기준으로 최소입자단위가 

0.84㎛이며, 흡착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형상의 크기는 1 ∼ 2mm정도수준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19. Ideal particle model for ideal adsorption of CO2 on Ca(OH)2.

(3) 흡착제의 형상선정

흡착제의 형상은 흡착공정의 성공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반응효율을 고려한 기본입자의 크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말상의 흡착제를 흡착공

정에 적용할 경우, 높은 ΔP가 필요하며, 심지어 기상흐름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흡착제의 형상은 기상의 원활한 흐름 속에 적절한 접촉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실험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상들이 존재

하므로, 공정자체의 관점에 대한 이상적 모델의 설정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상기의 

입자조건을 만족하면서 쉽게 형상을 유도해낼 수 있는 실제적 모델들은 여러 가지

로 존재 할 수 있다. 

그림 3-4-20은 현실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기상의 흐름을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제

어 할 경우 요구되는 흡착제의 형상을 모델화 한 것이다. 일반적인 흡착제는 주로 

3차원적 기상흐름을 유지하며 흡착 점과 접촉하도록 이루어져 있으며, 본 실험실에

서는 추가적으로 2차원흐름을 이용한 고려한 Case 2를 선정하 다. 3차원적 흐름은 

고정층에 충전시, 무질서한 유로를 가지며, ΔP가 낮게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반면에, 동일한 공정조건하에서 대해 접촉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얻어지므로, 특정 

속도이상에서는 유속에 따른 반응효율이 낮게 얻어질 수 있다. 2차원흐름의 경우, 

고정층에 충전시, 기상자체의 전체흐름의 방향성은 3차원의 흐름과 같이 무질서하

나, 주어진 흡착제 단위형상에 대해 2차원적 흐름을 가지므로, 상대적으로 ΔP가 커

질 수 있으며, 아울러, 흐름의 channeling현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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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정조건내에서 각각 흡착제 단위형상내에서 거시적 고정층과 동일한 농도분포

곡선을 보이며, 각각의 단위 입자는 높은 반응효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1㎛ 이하

1㎛ 이상

1㎛ 이하

1㎛ 이상

(a) Case 1 for three dimensional flow

(b) Case 2 for two dimensional flow

그림 3-4-20. Structural model for adsorbent with different flow.

 그림 3-4-21에서 보는 것처럼, 3차원 흐름을 유도하는 흡착제는 CO2의 농도감소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2차원 흐름의 경우, CO2의 농도감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다. 이상적으로 2차원흐름의 집합이 3차원흐름과 동일한 형태의 농도곡선을 나타내

며, 3차원흐름의 미세화는 2차원흐름과 동일한 농도곡선을 나타낸다. 즉, 3차원과 2

차원의 차이는 단계적 농도감소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이루어지냐에 따른 차이이

며, 일반적 흡착제의 경우, 3차원적 흐름이 보다 유리하나, 방사성 CO2의 최종처분

과 관련된 반응효율이란 점에서 channeling이 존재하지 않는 흐름 내에서는 2차원

흐름이 유효할 수 있으며, 이는 실험적 접근에 의해 보다 유효한 흡착제 형상을 찾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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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 3차원 흐름 구조를 갖는 흡착제 개념.

4. 흡착제의 제조 및 성능 평가

기본적으로 이상적인 흡착물질의 선정을 통하여 흡착제의 입자 및 형상설계를 

하 으며, 이러한 모델을 통하여 먼저 형상제어를 위한 지지물질을 선정, prototype

의 흡착제를 제조하 다. 흡착제의 실제제조는 흡착제의 모델설정의 흡착물질 →입

자 → 형상의 역순으로 수행하 으며, 주어진 흡착물질에 대한 유효한 입자가 존재

한다고 하더라도, 형상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실제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

서, 먼저 유효한 형상을 제조한 후, 제조과정상에서 입자가 원하는 분산성과 구조적 

특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로 고분자 물질인 PAN(polyacrylonitrile)

이나 PS(polystyrene)를 이용하여 형상제어를 하고자 하 다.

가. 고분자 지지체를 이용한 흡착제의 형상 제조

(1) Bead 형태 

고분자를 이용한 Bead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solvent를 이용하여 하나의 solvent

는 고분자를 녹일 수 있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solvent의 능력이 없으나, 두 

solvent간의 친화력이 높아 최종적으로 다공성의 구조를 가지도록 하여 제조된다. 

본 실험에서는 PAN을 고분자 물질로, 용매를 물과  DMSO (dimethly- sulf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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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 다. PAN을 약 4시간동안 DMSO용액에 녹인 후, 특정의 노즐장치를 이

용하여 물상에 dropping하여 bead를 제조할 수 있었다. 고분자 bead에 원하는 흡착

물질을 부가할 경우, 고분자간 흡착물질간의 양은 얻어지는 bead의 porous한 특성

을 변화시킨다. 또한 형상을 유지시켜주는 제2의 solvent의 특성변화에 대해서도 이

러한 특성들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림 3-4-22는 bead의 제조공정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bead가 형성되어 고정화되는 물상에 물과 친화력이 존재하는 유기용매를 

부가하여, 고분자의 형상이 고정화되는 속도를 제어하여 보다 porous한 특성을 얻

고자 하 다.

그림 3-4-22.  Bead형 흡착제 제조공정 흐름도.

그림 3-4-23은 bead의 제조조건에 따른 bead 표면의 단면에 대해 SEM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3-4-23(a)는 물만을 이용하여 얻어진 bead이며 그림 3-4-23(b)와 

(c)는 각각 유기용매의 비를 달리하여 얻어진 bea의 표면구조이다. 그림에서처럼, 

물만을 이용하는 경우 고분자가 기상과는 차폐된 형상으로 제조되어지며, 유기용매

를 일정부분사용한 경우, 표면에는 기상과 접촉할 수 있는 거대 기공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기용매의 비가 보다 높은 (c)의 경우 (b)에 비해 상대적으

로 외부와의 개방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4-23(c)의 거대기공의 표면을 보

다 확대하여 그림 3-4-2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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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4-23. Bead 제조조건에 따른 표면 단면 SEM사진.

그림 3-4-24. 제조된 Bead 거대기공 SEM사진(그림 3-4-23(c)).

망상구조의 고분자를 지지체로 하여 Ca(OH)2의 입자가 골고루 분산되어 있으며, 

입자는 100nm정도로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제조된 bead의 

평균 크기는 약 3mm정도의 크기를 가진다. 무기입자와 고분자간의 친화력이 낮기 

때문에 무기입자는 대부분이 고분자입자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상과의 접촉성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2) Felt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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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의 사용에 있어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형상을 쉽게 얻어낼 수 잇다는 

데 있다. bead제조과정에서 유기물이 고분자가 물상에서 고형 화되는 과정에 미치

는 향을 고려하여 bead가 아닌 felt형태의 형상제조가 가능하다. felt는 유기적 특

성이 보다 강하고 고분자와의 친화력이 보다 높은 유기용매를 물상에 혼합하여 고

분자의 고정화시 분산되어지는 특성을 이용하 다. 실험방법은 PAN을 DMSO에 녹

인 용액에 적정량의 Ca(OH)2시약을 1시간동안 분산시킨 후, felt제조용 용액

(H2O+solvent A+solvent B)에 부은 후 강하게 교반하여 매우 작은 filament상으로 

이루어진 고체상을 얻어 평판 sieve에 거른 후, 건조하여 felt를 얻었다. 이러한 과

정상에서 걸러진 고체상은 주어지는 틀에 따라 다공성 pellet 또는 부직포의 형태로 

제조가 가능하다. 

(a) (b) (c)

그림 3-4-25. 제조된 felt 형태 흡착제 사진.

그림 3-4-25는 동일한 제조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섬유상 고분자를 원통형 틀에 

충진하여 동결 건조시킨 경우(그림 3-4-25(a))와 물상에서 체로 다시 거르면서 얇

게 펼쳐 110℃에서 건조한 경우, (그림 3-4-25(b)와 둥근 판상 형태의 틀을 이용하

여 특정모양의 부직포가 되도록 만든 경우(그림 3-4-25(c))의 실제적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흡착제는 형상모델 Case 1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다 낮은 Δ

P와 channeling현상의 최소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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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4-26. 부직포 형태 흡착제 미세구조 SEM사진.

그림 3-4-26은 부직포 형태의 흡착제의 미세구조를 SEM사진으로 나타낸 것이다. 

(a)에서처럼 부직포의 는 약 10㎛수준의 섬유상들이 500 ∼ 2mm수준으로 얽혀있는 

구조를 나타낸다. 물상에서 얇게 펴는 과정에서 물에 접촉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건조가 이루어짐으로써, 표면에는 Ca(OH)2의 재결정

상들이 주로 존재하며, 그 크기는 약 1㎛수준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0㎛수준

의 섬유상은 그림 3-4-26(c)에서 보는 것처럼, 100nm ∼ 400 nm정도의 공극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Sheet 형태 

PAN과 달리 PS는 휘발성 용매를 이용할 경우 sheet형상을 제조하기에 용이한 

고분자이다. PS form을 THF(tetrahydrofuran)에 일정량을 녹인 후 Ca(OH)2 시약을 

넣어 1시간동안 분산시킨 후, glass plate에 얇게 도포하여 50℃에서 건조하여 제조

하 다. 이 경우에는 PS용액과 Ca(OH)2의 도 차에 의해 glass와 접해진 부분은 

대부분이 Ca(OH)2이며, 공기와 접촉되어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PS이다. 그림 

3-4-27은 실제 sheet형상의 흡착제를 제조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 쪽면에 주로 존재하는 PS의 열에 의한 수축으로 오

므라든 형태를 보이며, PS의 부가되는 양에 따라 brittle하거나 또는 탄성적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형태의 흡착제는 2차원 흐름을 유도하는 형상으로 형상모델인 Case 

2에 해당된다. Ca(OH)2의 분포형태를 SEM이용하여 확인하 으며 그림 3-4-28에 

나타내었다. 물의 접촉이 없다는 점에서 PAN을 이용한 경우에 비해 입자가 상대적

으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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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7. 제조된 sheet 형태 흡착제 사진.

그림 3-4-28. Sheet 형태 흡착제 미세구조 SEM사진.

나. 입자의 제조

앞서 언급된 이상적 입자모델인 hierarchial particle의 제조는 반응계를 선정하여 

얻어지는 생성물이 원하는 입자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실험을 하 다. 기본적 반응계는 Ca(OH)2의 원료물질로는 calcium acetate

를 이용하 으며, 그 외 Ca(OR)2가 가능하다.  구조제어 용액으로 (Ethylene 

glycol+surfactant+ethanol)를 사용하 으며, 구조제어용액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소

량의 무기촉매가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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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9. 제조된 Ca(OH)2 입자의 형상 SEM사진.

그림 3-4-29는 상기의 반응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Ca(OH)2의 입자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상위 입자는 5 ∼ 10㎛수준을 나타내며, 최소입자는 

0.5 ㎛ 수준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상적 입자모델에 근접할 수 있

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위입자의 크기를 확대하는 부분과 아울러, 획득되는 

입자의 구조적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반응계나 반응조건의 수정이 필요하다. 

다. 성능평가용 흡착제 제조

1차 년도에는 흡착제의 형상들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

하 으며, 2 차년도에는 흡착제의 제조법을 확립하고 그 흡착제의 특성을 평가하

다. 흡착제는 기본적으로 polystyrene수지(PS)를 형상제어를 위한 초기 지지체로한 

후, 산화를 통하여 초기 지지체를 제거해줌으로서 다공성 Ca(OH)2의 흡착제를 얻고

자 하 다. 먼저, PS를 THF(tetrahydrofuran)에 녹인 후, 적정량의 Ca(OH)2 입자를 

넣어 2일간 강하게 혼합하여 균일상으로 만든뒤, 물과 부탄올을 적정비로 혼합하여 

Ca(OH)2 혼합물에 서서히 부가하여 형상을 제어하기 용이한 적정 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 다. 얻어진 최종 혼합물은 봉하여 15일간 지속적으로 혼합한 뒤, 

생성물을 몰드에 부어 적정형상을 제조하 다. 본 실험에서는 펠렛 타입과 디스크

타입의 두 가지 형태로 제조하 다. 성형된 흡착제는 110℃에서 30분간 건조 후, 다

시 350℃에서 24시간 산화분위기에서 PS를 완전히 산화시킨 후, 흡착공정에 사용하

다. 그림 3-4-30에 흡착제의 제조과정을 나타내었다.

그림 3-4-31은 제조된 펠렛 및 sheet형 두 가지 형태 흡착제의 사진이고, 그림 

3-4-32 ∼ 3-4-33는 각각의 흡착제에 대한 SEM 사진이다. 또한 흡착이 완료된 후 

흡착제의 SEM 사진을 그림 3-4-34 ∼ 3-4-35에 수록하 다.



- 194 -

  

그림 3-4-30.  Ca(OH)2 흡착제 제조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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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da lime

(b) 펠렛형

(c) Sheet 형 

그림 3-4-31. 제조된 흡착제 및 soda lime 흡착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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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orbent

X500

X1000

X3000

그림 3-4-32. 펠렛형 흡착제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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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orbent

X500

X1000

X3000

그림 3-4-33. Sheet형 흡착제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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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orbent

3-4-4X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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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4. 펠렛형 흡착제의 흡착후 SEM 사진.



- 199 -

adsorbent

X500

X1000

X3000

그림 3-4-35. Sheet형 흡착제의 흡착후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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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흡착제 성능평가 실험

회분식과 연속식의 두 가지 형태의 흡착공정을 적용하여 각 흡착제의 사용효율

을 평가하고자 하 다. 흡착공정은 30℃에서 습도 90%수준에서 수행하 으며, 연속

식의 경우 기체유량은 2 L/min으로 하 고 이때 CO2의 농도는 4500 ∼ 6000ppm 

으로 조절하 으며, 그림 3-4-3, 3-4-4에 도식한 회분식 및 연속식 흡착장치를 이

용하여 수행하 다.

그림 3-4-36은 CO2농도를 610ppm으로 하여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곡선으로 soda lime과 분말 상으로 존재하는 Ca(OH)2가 가장 빠른 흡착성능을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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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6. 회분식 반응기에서 제조된 흡착제 형태별 CO2 제거성능 및 soda 

lime, Ca(OH)2, LiOH 흡착제 성능과의 비교(Co=610 ppm).

다음으로 이상적 모델을 이용하여 제조된 다양한 형태의 흡착제가 중간정도의 

흡착속도를 보이며, LiOH가 가장 낮은 흡착속도를 보 다. SEM에서도 확인된 것

처럼, 고분자가 무기물을 차폐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흡착이 진행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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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다. soda lime이나 분말상 Ca(OH)2에 비해 낮은 흡착속도를 보이는 

것은 동일한 무게에 대해 지지체가 일정부분의 무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bead나 sheet 형태는 상대적으로 제조공정도 

단순하며, 흡착속도 또한 부직포형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bead의 경우는 동

결건조, sheet의 경우, 상온수준의 건조에 의해 얻어진 것이며, 부직포 형태는 110℃

에서 건조하여 제조한 것으로 온도에 따른 고분자의 수축의 정도에 의한 차폐효과

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LiOH의 경우 상대적으로 흡착속도가 대단히 낮은 것은 LIOH의 흡수는 주

어진 조건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나, Li2CO3의 용해도가 CaCO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는 반응계면인 액상에서 CO3
2-
이온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

은 상태에서 Li2CO3의 전환이 일어나므로, 상대적 고농도의 CO3
2-
를 항상 유지시켜

주기 위한 기상의 고농도가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농도로 감에 따

라, 다른 물질의 흡착제에 비해 흡착속도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분말

상의 Ca(OH)2의 경우, 적용된 흡착제중 가장 빠른 흡착속도를 보이나 흡착공정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형상이다. 또한 soda lime의 경우, 존재하는 NaOH에 기인되어 빠

른 흡착속도가 존재하더라도 최종처분의 안정성 평가에 의해 사용의 유무가 판단되

어야 한다. 

그림 3-4-37은 soda lime을 흡착제로 이용하여 연속공정으로 흡착특성을 평가한 

것으로 최대사용효율은 약 20%내외로 나타났다. CO2의 농도와 공정조건에 따라 사

용효율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그 사용효율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순환식 

흡착공정을 이용하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절에 언급할 예

정이다.  그림 3-4-38은 개발된 PHS 흡착제와 soda lime의 흡착거동을 비교한 것

으로 동일한 공정조건에서 soda lime은 흡착제로 사용이 불가한 반면에 PHS흡착제

는 흡착제로 사용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사용효율은 20%이하로서 연속

공정으로는 높은 사용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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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7. Soda lime 이용 CO2 흡착 파과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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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0. Ideality and used fraction of different adsorbent for batch 

experiments.

그림 3-4-39와 3-4-40은 회분식흡착실험으로부터 얻어진 흡착특성과 아울러 사용

분율 및 흡착속도와 관련된 ideality를 나타낸 것이다. Ideality는 아래에 나타낸 

S/M의 비로부터 계산되었으며 흡착속도가 빠를수록 0에 접근한다. 

soda lime의 경우, 사용효율은 0.56수준이며 반면에 PHS-M2의 경우 사용효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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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을 나타내었다. ideality는 두 흡착제가 비슷한 값을 나타내며 각각 0.17, 0.19이

다. 가장 낮은 ideality를 나타내는 것은 PHS-C로서 0.07을 보 다. 이러한 값으로

부터 그림 1에 나타낸 공정에 적용되는 회분식과 연속식공정의 흡착제는 각각 

PHS-M2, PHS-C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 연속공정에서는 사용효율보다는 

빠른 흡착속도가 흡착탑의 사용효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I를 나타내는 흡

착제가 가장 유효하다.

제 5 절 폐수지 처리 및 발생 C-14 기체처리 공정 개발

C-14 방사성핵종을 함유하고 있는 중수로 원전 발생 폐이온교환수지(폐수지)는 

반감기가 짧은 핵종을 함유하는 폐기물에 비교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많은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특히 C-14 방사성핵종을 함유하는 폐수지 폐기물의 

양을 줄임으로서 처분시 최종 폐기물 부피를 감소시키는 것이다[3-1]. 

폐수지의 처리 기술개발 방향은 수지처리 자체에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폐기물의 

처리시 고려하여야 사항을 전부 반 하여야 한다. 폐수지 처리기술개발시 고려하여

야 할 우선사항은 폐기물 발생 부피 최소화를 들 수 있지만 단위부피당 처분비용을 

고려할 경우 안정한 형태의 고정화생성물 제조기술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성이 우수한 고정화 매질 개발이 수행되어야한다. 폐수지 처리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중 수지로부터 핵종을 분리하여 농축하고 핵종이 제거된 잔류 폐수

지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CANDU 발전소 

moderator 냉각수 정화계통에서 발생된 폐수지에는 C-14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므

로 처분시 고준위폐기물로 구분된다. 따라서 폐수지에 H
14
CO3

-
 형태로 흡착되어 있

는 C-14핵종을 H
14
CO3

-
 이온보다 이온교환 선택도가 더 큰 탈착용액(NaNO3, 

Na3PO4 등)을 이용하여 폐수지로부터 선택적으로 분리하면 잔류 폐수지는 저준위

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추가 공정 선택이 쉬워진다[3-1]. 아울러 수지로부터 

선택적으로 분리된 C-14핵종은 이차폐기물 발생량을 최소로 하고 안정한 고정화 

생성물에 농축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폐수지로부터 분리된 C-14 핵

종처리 기술은 크게 
14
CO2 형태로 기체화한 후 고체매질을 이용하여 제거하거나 탈

착용액내 함유된 C-14 이온을 기체화하지 않고 고체 슬러리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탈착용액내에 함유된 C-14 핵종을 기체화하여 처리하는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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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 공정의 제거 성능과 용액내 C-14 핵종을 슬러리와 반응시켜 제거하는 습식공

정의 성능은 최종적으로 폐수지의 감용비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가 된다.

1. 폐수지 처리 공정 개발

이상의 공정 개념을 기본으로 중수로 원자력발전소내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IRN-150 폐수지로부터 C-14 방사성핵종을 탈착용액을 이용하여 분리하고 용액내로 

회수된 C-14 이온을 추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수지내 C-14 이온 분리 및 흡착

처리 장치를 설계하기 위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위탁기관에서 제시한 이

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주관기관에서 시제품을 제작하 다.

○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고체폐기물은 폐수지뿐만 아니라 여러 정화계통에서 

발생한 무기 흡착제인 활성탄, 제올라이트를 동시에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

한 혼합 고체 폐기물로부터 폐수지만을 우선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만약 폐수

지만의 분리가 어려울 경우 혼합 고체 폐기물로부터 C-14 이온을 선택적으로 분

리하는 성능시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구성한다.

○ 폐수지 처리 공정 용량은 2.5L(약 1.9 kg)-IRN 150수지/벳취 규모로 설계한다.

앞서 언급한 설계시 고려사항을 반 하여 폐수지가 포함된 혼합 고체폐기물로 부

터 폐수지내 C-14 분리 및 흡착공정을 장치를 설계하 으며, 주요 공정 흐름도는 

그림 3-5-1에 도식화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시험 장치는 크게 아래에 

언급한 바와 같이 5개의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비방사성 물질을 사

용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 고 본 장치의 운전경험을 바탕으로 실 폐수지 

처리를 위한 실증규모 장치를 제작하는 데 설계데이터를 반 할 예정이다. 그리고 

IRN-150 이온교환수지의 특성[3-42]를 바탕으로 IRN-78에 함유된 C-14(HCO3
-
로 

가정)를 선택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탈착용액을 사용하는데, 수지에 함유된 이온의 

탈착시 운전방법으로 회분식 또는 고정층 컬럼운전을 적용할 수 있으며 탈착을 위

한 수지와 탈착이온과의 접촉시간 및 이차폐기물 발생량 정도를 기준으로 공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인자를 고려하여 볼 경우 회분식 반응기에 

의한 탈착공정이 탈착효율을 증대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비교 평가를 

위하여 컬럼에서 탈착용액을 분무형태로 공급하고 고정층에 충전된 폐수지로부터 

C-14 이온을 분리하는 운전방식도 고려하 다. 

○ 공정 1 : 기계적 분리공정(혼합 고체폐기물로부터 폐수지 회수)

○ 공정 2 : 탈착용액 이용 폐수지로부터 C-14 이온 분리 공정

○ 공정 3 : C-14 이온의 
14
CO2로 기체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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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4 : 탈착용액내 C-14 이온의 슬러리 이용 제거공정

○ 공정 5 : 기체화된 
14
CO2의 고체매질 이용 흡착공정

설계시 반 한 각 단위공정별 주요 특성 및 설계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 1 :  혼합 고체폐기물 기계적 분리

월성 원자력발전소 현장에서 운 중인 폐수지 저장탱크내에는 실제 폐수지뿐만 

아니라 무기 흡착제인 활성탄, 제올라이트 등도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혼합 고체폐기물로부터 폐수지만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활성탄 및 제올라이트

의 입자크기는 1 ∼ 2.3mm 범위에 있고 폐수지는 0.3 ∼ 1.2mm의 입자크기 범위에 

있으므로 스크린(메쉬망)에 의한 기계적 분리가 가능하다. 다만 저장탱크내에 장기

간 보관된 제올라이트 및 활성탄은 폐기물 이송과정 및 저장탱크내 고체폐기물의 

하중에 의하여 깨져서 일부는 분말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기계적 분

리 후에도 일부 무기흡착제가 폐수지와 함께 혼합되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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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폐수지내 C-14 분리 및 흡착공정 흐름도.

따라서 8 ∼ 18메쉬(opening 직경 1mm) 다단 스크린 망을 사용하면 혼합 고체 

폐기물로부터 폐수지를 최대로 분리하고, 스크린으로의 통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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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vibrator를 사용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운전 특성을 보면, 폐액과 혼합 

고체폐기물을 공정 1에 투입하여 폐액은 별도로 회수하여 공정 2로 보내고 18 메쉬 

스크린에 분리된 폐수지는 중력에 의하여 공정 2로 이송하므로 공정 1은 공정 2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기계적 분리는 컬럼형태로 제작하며 컬럼의 부피는 10 L

로 하 다.       

나. 공정 2 :  탈착용액 이용 C-14 이온 분리

공정 1의 기계적 분리를 통하여 폐수지로부터 C-14 이온을 분리하여야 하는데, 

본 공정의 기본 개념은 이온교환수지의 이온별 선택도가 다른 점을 이용하는 것이

다. IRN-150 혼합수지의 양이온 및 음이온들에 대한 선택성은 C-14(주로 HCO3
-
 

형태)이 함유된 폐수지로부터 C-14 이온을 탈착시키기 위한 용액을 선정하는 데 있

어서 기본 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음이온의 이온교환 친화도는 아래와 같이 알려져 

있다[4-1,2].

HCrO
-
4 >CrO

2-
4 >ClO

-
4 >SO

2-
4 > I

-
>NO

-
3 >Br

-
>HPO

-
4 >CO

-
3 >CN

-

>NO
-
2 >Cl

-
>H 2PO

-
4 >HCO

-
3 >OH

-

양이온인 Cs, Co가 함유되어 있는 IRN-77 이온교환수지와 HCO3
- 형태의 C-14 음

이온 핵종이 함유되어 있는 IRN-78 음이온 교환수지로 구성된 IRN-150 혼합수지

로부터 C-14 핵종만을 탈착시키기 위해서 양이온으로서 Na 및 NH4
+ 이온이 함유

된 탈착용액을 선정하 고, 음이온으로는 NO3
-, Cl, H2PO4

- 등이 좋으므로 탈착용액

으로서 NaNO3, Na3PO4, NH4H2PO4 을 사용하면 폐수지로부터 C-14 핵종만을 탈착

시킬 수 있다. 공정 2는 공정 2-1, 2-2의 두 개의 공정으로 구분되는 데, 공정 2-1

은 NaNO3 및 Na3PO4 탈착용액을 이용하여 C-14 이온을 폐수지로부터 분리하는 

공정으로 탈착과정에서 용액의 pH가 8~9 범위이므로 분리된 C-14(주로 HCO3
- 형

태) 이온의 CO2로의 기체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C-14 이온이 함유한 탈착용액을 공

정 3으로 이송한 후 산 용액을 이용하여 용액 산도를 조절하면 CO2로의 기체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공정 2-2의 NH4H2PO4을 탈착용액을 이용한 경우 탈착시 용액의 

pH가 2~4의 범위에 있으므로 C-14이온의 탈착과 동시에 CO2로의 기체화가 일어난 

점이 다르다. 공정 2의 회분식 반응기 부피는 7 L로 하 고 고정층 컬럼은 부피 

10L(직경 16cm, 높이 50cm)로 하 다.

    

(1) NaNO3 및 Na3PO4 탈착용액을 이용한 C-14 이온 분리

회분식 반응기에 폐수지를 투입하고 일정량의 탈착용액을 반응기에 공급한 후 

질소기체를 반응기로 공급하여 용액내에서 버블링하면서 용액과 수지를 교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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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기체분산 및 교반장치를 설치하 다. 탈착시간에 따른 용액내 C-14 농도를 측

정할 수 있도록 샘플링 라인을 설치하며, CO2분석기를 이용하여 배출 질소기체내 

CO2 농도를 측정한다. 수지처리량(m)/용액부피(V) 비는 운전변수로서 최적 탈착조

건 설정을 위한 실험조건을 도출하여야 한다.  

회분식 반응기 대신 고정층 컬럼에 폐수지를 충전하고 탈착용액을 컬럼에 분무형

태로 컬럼상부에 공급하고 동시에 컬럼 하부에 질소기체를 공급하면서 기-액 접촉

을 통한 폐수지로부터 C-14 이온 분리 특성을 평가한다. 따라서 질소기체 공급 및 

탈착용액 분무 시스템을 설치하 다.

 

(2) NH4H2PO4 탈착용액을 이용한 C-14 이온 분리

공정 2-1과 동일한 장치를 사용하며 운전방법도 동일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NH4H2PO4을 탈착용액을 이용한 경우 C-14이온의 탈착과 동시에 CO2로의 기체

화가 일어나 시간에 따른 배출 질소기체내 CO2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O2분석기

에 기체샘플을 공급하도록 구성하 다. 아울러 탈착시간에 따른 용액내 C-14 농도

를 측정할 수 있도록 샘플링 라인을 설치하 다. 고정층 컬럼 운전의 경우 공정 

2-1의 장치를 동시에 사용하며 다른 점은 회분식 운전과 마찬가지로 C-14이온의 

탈착과 동시에 CO2로의 기체화가 일어나므로 시간에 따른 배출 질소기체내 CO2 농

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 공정 3 :  C-14 이온 14CO2로 기체화

공정 2-1 및 2--2로부터 분리된 C-14이온이 함유된 탈착용액을 공정 3에 투입

하여 CO2 기체화 특성 실험을 수행하며, 본 공정은 NaNO3 및 Na3PO4 탈착용액을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공정 2로부터 회수된 탈착용액을 펌프를 이용하여 공정 

3에 공급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성하 고, 회분식 반응기에 질소기체를 공급하여 

버블링할 수 있는 시스템과 산 용액 공급 장치, 시간에 따른 탈착용액 샘플링 장치

를 설치하 다. 공정 3에서는 시간에 따른 배출 질소기체내 CO2 농도를 측정하고 

탈착용액내 C 농도를 측정하여 CO2 기체화 특성을 평가한다. 공정 3의 회분식 반

응기 부피는 10 L로 하 다.

라. 공정 4 :  탈착용액내 C-14 이온의 슬러리 이용 제거

공정 2-1 및 2--2로부터 분리된 C-14이온이 함유된 탈착용액은 공정 3에서 

CO2 기체화가 가능하고, 동시에 공정 4에 투입하여 Ca(OH)2 또는 Ba(OH)2 슬러리

를 이용한 C-14 이온의 CaCO3로의 전환에 의한 제거 및 고정화 특성 평가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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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공정은 Ca(OH)2또는 Ba(OH)2슬러리와 접촉하여 최종 생성물로 전환되며 

용액에서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Na2CO3+Ca(OH)2 → 2NaOH+CaCO3            

탄산염의 용해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생성된 CaCO3 또는 BaCO3는 거의 모두 침전된다. 

따라서 슬러리 이송 장치 및 공정 2로부터 탈착용액 이송장치를 설치하 으며, 

반응시 접촉 효율 증대를 위하여 교반장치를 설치하 다. 아울러 슬러리 반응 완료

후 슬러리 반응생성물과 용액을 분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다. 

2. 기체화된 14CO2의 흡착 공정 개발

가. 연속식 흡착 공정

공정 5(기체흡착 공정)은 주요 특성을 보면 간략히 보면 고정층 컬럼에 Sodalime 

혹은 Ca(OH)2, Ba(OH)2․8H2O 반응매질을 충전한 후 공정 2를 및 공정 3으로부터 

배출된 질소기체내 CO2 기체를 제거하는 공정으로서 상온. 상압에서 운전하며 고정

층 컬럼에 유입되는 기체의 상대습도를 80~100%로 유지하여야 제거효율이 우수하

므로 습도 발생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이상의 공정 개념을 반 하여 공정 2-2의 고정층에서 폐수지로부터 C-14 핵종의 

탈착․기체화 특성 실험을 수행하고 공정 5의 14CO2 기체 흡착성능 실험을 수행하

기 위한 장치를 제작하 으며, 공정 흐름도를 그림 3-5-2와 3-5-3에 도식화하 으

며, 그림 3-5-4 ∼ 3-5-7은 제작된 실험장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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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실험실 규모 CO2 기체 흡착실험 장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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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실험실 규모 폐수지 탈착 특성 실험장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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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항온 항습이 가능한 CO2 기체 흡착 실험 장치(장치 전면).

그림 3-5-5. 항온 항습이 가능한 CO2 기체 흡착 실험 장치(제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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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 항온 항습이 가능한 CO2 기체 흡착 실험 장치(내부장치).

나. 순환식 흡착 공정

(1) 개 요

연속식 공정에서 얻을 수 있는 C-14 기체 흡착제의 사용 효율을 최소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되는 순환식공정은 구조상으로는 연속식 공정과 동일하

게 컬럼을 사용하지만, 개념상 내부 기체상이 순환되는 회분식의 특성을 가진다. 방

사성 폐기물의 처리시 페기물의 발생량을 최소로 한다는 점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에는 일반적으로 회분식이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다. 순환식

공정은 회분식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지만, 탈착 공정 부분과 흡착 공정 부분이 분

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 벳취마다 수행되는 반응 용기의 개폐, 탈착 물질의 투입, 

배출과 같은 반복조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연속식 컬럼을 순환 시스템 외부에 

배치하여 흡착 종료 시점에서 잔존하는 극 저농도의 C-14 기체도 효과적으로 포획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성 기체 폐기물의 무배출(zero emission)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식 공정에는 여러 가지 공정 요구 조건이 필요하며, 본 절에서

는 순환식 공정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고 실제 순환식 공정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흡착제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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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환식 흡착공정 특성

폐수지로부터 C-14 방사성 핵종의 탈착을 위해 사용되는 반응 용기에 폐수지를 

투입하고, H3PO4와 같은 탈착용액을 주입할 때 탈착용액과 폐수지의 접촉과 동시에 

C-14는 
14
CO2 형태로 기체화된다. 따라서 탈착용액이 반응용기로 들어가는 과정동

안 외부와 고립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때 내부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치에너

지에 의한 탈착용액의 주입은 불가능하며, 압력펌프와 같은 공정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 또한 완전한 폐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고, 산 용액의 이송

을 위한 공정장치는 공정의 진행과정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개연성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탈착용액의 주입 과정상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내부 압력을 외부 압력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

다. 이 경우, 위치 에너지 차이를 이용하여 적정량을 손쉽게 주입할 수 있으며, 주

입과정에서 C-14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탈착이 진행되는 동안 C-14의 기화와 용기내 수분에 의해 내부압력은 증가하

며, 도달되는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항상 낮게 유지시켜 주는 적정 내부압력

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온교환수지의 이온교환 용량에 대해 10%미만으로 C-14 

방사성 핵종이 존재할 경우, 절대압의 증가는 용기의 크기와 부가된 수지량에 의존

한다. 실증시설의 크기를 고려하여 이러한 내부압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0.5정도

의 진공도가 적정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저압공정을 고려하면, 전체 공

정장치의 연결부위나 기타 장치들의 기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설계가 필요하게 

된다.

투입되는 흡착제의 양은 탈착공정이 수백번의 벳치 운전을 통해서 포화될 수 

있는 양이며, 탈착공정 동안 폐수지나 탈착용액에 존재하는 수분은 지속적으로 증

발된다. 따라서 순환공정 내부에 cooling point가 존재할 경우, 수분이 지속적으로 

응축되어 공정문제를 유발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순환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공정 전체를 항상 균일한 온도로 유지시켜야 한다. 

내부순환 공정이 완료된 뒤, 고체 잔류물과 탈착용액을 증발/건조시키는 과정에서는 

기체상내 극저농도의 잔존 C-14와 용액내 미량의 C-14가 기화되어 많은 양의 수분

과 함께 연속식 흡착탑을 통과하여 배출된다. 이 부분에서 수분이 흡착제 표면에 

과도하게 응축될 경우, 연속식에서 가장 중요한 흡착속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발

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공정의 외부에 있는 연속식 흡착탑과 연결장치들도 적

정온도를 유지시켜 응축가능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탈착공정 완료후, 반응용기의 가열에 의해 건조된 고체잔류물을 얻는 공정에서



- 217 -

는 고체잔류물 배출의 용이성을 위해서는 둥근바닥의 용기가 효과적이다. 건조과정

에서는 국부적인 가열보다 전체적인 가열을 통하여 증발․건조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며, 히터의 형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상의 순환식 흡착공정의 특징을 요약하면, 내부 순환형 C-14 처리 공정은 방

사성 폐기물의 처리 안정성과 공정 단순성을 달성하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앞서 언

급된 기본적인 요구조건 외에도 내부순환속도의 결정, 가열로의 구조, 흡착제의 크

기등과 같은 많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실증공정을 위해서 반드시 결정되어

야 하는 요소들이다. 2차 년도에는 설정된 내부순환공정장치를 제작하여 실제 흡착

시 원하는 사용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관한 검증 실험을 수행하 다.

(3) 순환식 흡착장치 제작

본 장치는 폐수지내 C-14 탈착 및 탈착된 
14
CO2 기체의 순환에 의한 흡착장치

로서 폐수지내 C-14 탈착 및 기체순환 흡착장치는 아래의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 공정 1 : 폐수지로부터 C-14 탈착 반응기(1 조)

• 공정 2 : 탈착된 
14
CO2 기체 습도조절탱크(1 조)

• 공정 3 : 탈착된 
14
CO2 기체 습도측정용기(1 조)

• 공정 4 : 탈착된 
14
CO2 기체 흡착컬럼장치(1 조)

• 공정 5 : 탈착된 
14
CO2 기체 순환시스템(1 조)

본 장치의 제작시 주요 설계 기능 요건은 아래와 같다.     

- 폐수지는 0.5 리터(IRN-150 폐수지) 처리하며, 탈착용액을 포함하여 폐수지

로부터 C-14 탈착장치의 총 부피는 2L로 한다.

- 각 공정에서는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 각 공정의 주요 장치는 고장시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격리밸브

가 설치되어야 한다.

 본 장치의 제작시 각 공정별 주요 특성을 아래와 같다.             

• 공정 1 :  폐수지로부터 C-14 탈착 반응기

- SUS316L tube 1/4, 3/8“, 1/2" BA(열처리)급을 사용한다.

- Batch 반응기Cap                                        

. 재질 SUS304 3T 가공 후 표면연마 처리한다.                            

. Cap 윗면에 SUS 316 1/4" NPT Male connector를 사용한다.



- 218 -

. Cap과 소켓은 단 차이를 두어 용접 후 내산 처리 후 표면 연마한다.

. 플렌지 테두리는 클램프 사용 위해 35°로 대칭 가공 후 표면연마 처리한다.

. Male Connector는 SUS316  1/4" (SWAGELOK사 NPT를 사용한다.

- Batch 반응기는 4"로 하고 내 외부를 표면가공 한다.

. 내 외부를 선반 가공한 후 표면 연마 처리한다. (평면도 0.03m/m)

. 4" Pipe의 양쪽 끝부분은 단 차이를 두어 플렌지와 끼어 맞춤 용접한다.

. 플렌지 테두리는 35°로 대칭 가공 후 클램프와 조립한다.

- Batch 반응기 Lower Part                                      

. 재질은 SUS304 원형 형태의 Cap 사용(조립가공공차 0.02mm)

. 플렌지 접합부분은 용접에 용의하도록 가공 후 용접, 표면연마 처리한다.

. 플렌지 30˚로 가공하고 조임 장치를 사다리꼴 nut 방법으로 한다. 

. 반응기 하부에 샘플링 포트를 설치한다(1/4“ Ball valve) 

- N2기체 공급관 및 CO2 기체 배기관     

. SUS 316 Swagelock 1/4"  male connector를 사용한다.

. Male Connector는 SUS316 1/4" NPT를 사용한다.

. N2
 
라인 SUS 316L 1/4" Needle Valve를 사용하고, 반응기에서 발생된 

CO2 기체를 흡착컬럼에 공급 배기관을 반응기 상부에 SUS 316L 1/4" 

Needle Valve를 사용한다.

- 탈착용액 공급관

. 0.5L 용량의 SUS 304재질의 Corn 형태로 몸체 위쪽에 3/8"tube로  콘넥터 

가공후 부착한다.

. Connector는  SUS316 Swagelock 3/8" valve 및 male connector를 사용한

다.

- 탈착용액 교반기

. 반응기 상부에 탈착용액을 교반할 수 있도록 교반기를 설치한다.

. 교반기 성능은 최대 500 rpm이 가능하여야 하며, magnetic sealing을 하여

반응기의 유출이 없어야한다.

• 공정 2 :  탈착된 14CO2 기체 습도조절탱크 

- 1" 반응기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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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304 1.8T를 사용하고 상부에 SUS 316  1/2“male connector와  1/4" 

nozzle을 2개 설치한다.

. SUS304 5T 플렌지 테두리의 경사각도 35˚를 가공후 Flange 조립한다.

   (조립가공공차 0.02mm)             

. SUS304 1/2"소켓, 1/4“소켓은 Swagelock NPT나사로 가공 후  표면연마 

한다.

  

•공정 3 :  14CO2 기체 습도측정 용기 

- 기체의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용기 크기(500ml)로 제작하며, 아래의 온, 습

도계 센서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한다. 

- 온․습도계(미국 Hulem사, Model : SHI9065-5 또는 동등품) 사양

•공정 4 :  탈착된 14CO2 기체 흡착 컬럼장치 

- 1" 흡착Column 재질은 SUS304 1.5T seamless pipe를 사용하며, 총 4개를 

제작한다.      

. 윗면에 1/4" tube를 접속할 수 있도록 1/4“ 용접용 fitting을 부착한다.

. 상부를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Union type의 연결부위를 가공하여 부착한 

후 표면을 연마 처리한다.      

. 1“ 흡착 Column하부에는 100mesh SUS 망을 2중으로 용접하여 부착한다.

. 하부 Male Connector는  SUS316 1/4" NPT를 사용한다.

  

•공정5 :  탈착된 14CO2 기체 순환시스템 

- 기체 순환용 펌프 용량은 조절가능하고 흡착제의 허용 압력을 견딜 수 있게 

선정해야 한다. 규격은 최대  10L/min이며 운전범위는 2±0.5 L/min로 조절 

가능하여야 한다.

. 기체순환펌프의 맥동을 제거하기 위하여 맥동 흡수장치를 부착한다.

. 기체순환펌프 후단에 가스 분석용 시료채취 포집기를 부착한다.

. 기체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Check valve를 부착한다.

• 장치의 개요 및 각 부분별 제작시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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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되는 반응기, 탱크 및 라인은 수지나 기타 내용물의 잔여물이 없이 

전량 배수 및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설비의 미사용, 장기보관시를 대비하여 모든 반응기, 탱크 및 라인의 용

액이나 기타 내용물의 배출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

다.

- 이송되는 유체 흐름의 양은 제어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되는 모든 반응기, 탱크, 배관, 밸브류는 강산, 강염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반응기, 탱크의 상부는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Union type의 방식을 적용

한다.

- 모든 장치는 하나의 Flame에 설치하여 보관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한

다.

- Controller의 전면은 Flow Diagram과 운전표시 램프를 설치하여 운전상

태를Monitoring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알루미늄프레임을 사용하여 각종 부품의 탈부착이 용의하도록 하며 각 

부위의 실험장비와의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 본 설비의 반응기 및 배관의 세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각 장치의 운전 방식

- 공정 1 : 폐수지로부터 C-14 탈착 반응기

. 본 반응기에서 폐수지로 부터 C-14이온이 탈착하여 CO2 기체가 발생된다.

. 사용용액 : NH4H2PO4 등

. 폐수지 투입 및 탈착용액을 이용한 C-14이온 탈착방식

. N₂기체공급(선택사항) 및 용액/수지 교반, 반응기 하부샘플링 라인설치

. 투입과 동시에 CO2 기체가 발생된다.

. 반응기 상부에 탈착용액 주입통을 설치하고 밸브로 일정 양을 투입한다.

- 공정 2 : 탈착된 
14
CO2 기체 습도조절 탱크 

. 공정1에서 발생된 CO2 기체의 습도를 80∼90% 범위로 조절한다.

. 사용용액 : 증류수

. 탈착반응기에서 발생된 기체는 습도조절탱크에서 증류수에 immersion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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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zzle로 bubbling이 되도록하며 bubble이 된 기체와 함께 증류수가 비말 

되지 않도록 

  배출 nozzle은 증류수 표면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설치되어야한다.

. 기체습도조절 탱크는 증류수의 수위, 기체의 bubbling상태 등을 관찰할수 

있도록 투명한 재질(Poly carbonate)로 제작되어야 한다.

- 공정 3 : 
14
CO2 기체 습도측정용기 

. 공정 2에서 습도조절된 기체 혼합 및 습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습도조절된 기체가 습도Sensor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 공정 4 : 탈착된 
14
CO2 기체 흡착컬럼 장치 

. 공정3 에서 발생된 CO2 기체를 흡착제를 이용하여 제거성능을 시험하는 

공정이다.

. 공정 4.2.4에 제시된 흡착 컬럼 4개를 사용하며, 2개의 컬럼(1조, 첨부 도면 

1번 3번 컬럼)을 직렬로 배열하고, 각각의 조(1조 : 1,3번 컬럼, 2조 : 2,4번 

컬럼)는 병렬로 배열한다(도면 참조)

. 직렬로 연결하는 각 조의 컬럼은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전면

과 후면에 컬럼을 배치하고, 기체 흐름 라인을 구성한다.

. 본 흡착컬럼 장치는 다음의 4 가지 방법에 의하여 운전이 가능하도록 솔레

노이드 밸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어판에서 공정 흐름도를 식별할 수 있

도록 밸브 개폐 램프를 설치한다.

① 운전방식 1 : 컬럼 1만을 사용하며 기체순환용 펌프에 의하여 반응기로 

기체가 순환되며 컬럼 2, 3,4로 기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당 솔로노이

드 밸브는 off 상태가 되도록 한다.

② 운전방식 2 : 컬럼 1,3만을 사용하며 기체순환용 펌프에 의하여 반응기

로 기체가 순환되며 컬럼 2,4로 기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당 솔로노이

드 밸브는 off 상태가 되도록 한다.

③ 운전방식 3 : 컬럼 2,4만을 사용하며 기체가 순환되지 않고 외부로 vent

되며, 컬럼 1,3으로 기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당 솔로노이드 밸브는 

off 상태가 되도록 한다.

④ 운전방식 4 : 컬럼 1,2,3,4를 모두 사용하며 기체순환용 펌프에 의하여 

반응기로 기체가 순환된다. 컬럼 1을 빠쟈 나오는 기체가 기체 순환 펌

프로 유입되지 않고 컬럼 3으로 유입되도록 해당 솔로노이드 밸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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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상태가 되도록 한다.

- 공정 5 : 탈착된 
14
CO2 기체 순환시스템

. 순환펌프 용량은 기체 유량을 정 하게 제어할 필요는 없지만, 유량 범위 

2±0.5 L/min의 범위에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선정한다.

. 반응기로 순환되기 전 샘플링 포트에서 기체를 샘플링하여 Gas 

Chromatograph 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설계 사야을 반 하여 제작한 순환식 흡착공정 흐름도 및 주요 장치 사

진을 그림 3-5-7 ∼ 3-5-11에 수록하 다. 그림 3-5-7은 공정 흐름도 이고, 그림 

3-5-8은 공정장치의 전체 사진, 그림 3-5-9 ∼ 3-5-11은 제어판, 폐수지 처리조 및 

흡착 컬럼, 순환 펌프 사진이다.

공정1

공정2-1

공정 2-2

정량 PUMP

공정 2-4

공정 2-3

HEATER

GAS 순환용 PUMP

습도 조절기

G
A
S
 S

A
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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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G

CLAMP UNION

한국원자력연구소

RESIN

soltion
G

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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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

P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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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GAS

V.T

(공정 1)

기체 순환용
PUMP

습도조절기

그림 3-5-7. 기체 내부 순환식 흡착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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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 기체 내부 순환식 흡착 장치 전체 사진.

그림 3-5-9. 기체 내부 순환식 흡착공정 제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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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0. 기체 내부 순환식 흡착공정중 폐수지 처리조 및 흡착탑 사진.

그림 3-5-11. 순환 펌프 사진.

3. 순환식 흡착장치 이용 제조된 흡착제 성능 평가

순환식 흡착 실험은 회분식의 실험 과정과 거의 동일하며, CO2의 농도는 40,000 

∼ 50,000ppm범위로서 고농도 조건에서 수행하 고 초기 내부 압력은 1기압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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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 다. 내부에 존재하는 CO2의 양을 고려하여 흡착 속도 데이터를 얻어 비교 평

가할 수 있도록 1.5g의 soda lime과 본 연구에서 제조한 PHS 흡착제를 사용하여 

10분 간격으로 순환식 장치 내부의 CO2의 농도변화를 측정하 다. 흡착제 성능 비

교 평가를 위해서 각각 1g의 흡착제를 사용하여 3시간 후 내부 CO2의 농도를 비교

하 다. soda lime은 22℃에서,  PHS 흡착제는 습도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45℃

에서 흡착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3-5-12는 초기 내부 압력을 1기압으로 하고, CO2 농도 약 45000ppm으로 

설정하여 시간에 따른 CO2 흡착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soda lime은 약 150분 후에, PHS 흡착제는 약 180분 후에 CO2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 30분 동안 거의 흡착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흡착제 자

체의 수분 함유량과 접한 관계가 있다. soda lime은 흡착제 자체에 이미 충분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에 350℃의 열처리과정을 통하여 제조된 PHS 흡착제는 

수분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Ca(OH)2는 습도에 대단히 민감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

에 용기를 가온하여 충분한 습도가 얻어질 때까지 흡착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

서 약 30분의 흡착 지연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30분 이후 PHS 흡착제에 의한 

CO2의 농도감소는 soda lime보다 빠르며, 이는 soda lime보다 PHS 흡착제가 빠른 

흡착속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5-13은 습도에 의한 흡착 지연을 사전에 제거한 후 흡착거동을 비교한 

것으로 PHS 흡착제는 60분 경과후 CO2가 완전히 제거되나, soda lime은 두 배 이

상의 흡착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내부순환 공정에 초기에 투입되는 흡착제

를 포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백번 이상의 벳취 운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흡착제의 초기 수분/습도에 의한 흡착 지연은 최초 흡착공정에서만 일어나며 두 번

째 벳취 운전부터는 이러한 흡착 지연이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조한 흡착제가 soda lime보다 더 빠른 흡착속도를 가진

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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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2. Adsorption behavior of soda lime and PHS sorbent 

(Concentration:45000ppm, Initial pressure: 1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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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3. Comparison of adsorbents on the adsorption rate.

흡착제 사용효율의 상대적 비교를 위해서, 각각 1g의 흡착제를 넣은 후 내부의 

CO2가 충분히 제거될 수 있도록 3시간 동안 내부순환을 거쳐 내부 CO2의 농도를 

측정하 으며, 그 결과를 표 3-5-1에 나타내었다

 

표 3-5-1. Soda lime 및 제조된 흡착제의 성능비교

흡착제 종류
초기 CO2 농도

(ppm)

운전 종료후 CO2 농도

(ppm)
제거율 (%)

Soda lime 43,200 5,600 87.0

PHS 흡착제 46,500 1,300 97.2

 거의 동일한 수준의 초기 CO2 농도, 흡착시간 및 사용된 흡착제 양을 기준으로 

보면, PHS 흡착제가 soda lime 보다 높은 제거율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단위 g당 

기준으로 soda lime보다 약 10 % 높은 사용효율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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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상의 부피(2.5 ∼ 2.8 L)와 압력(절대압 2 기압)을 이용하여 제거된 CO2의 절대

량을 계산하고 이로부터 얻어진 흡착제의 사용효율을 표 3-5-2에 나타내었다. 흡착

제 성능평가 결과와 유사한 사용효율로서, soda lime은 약 62 ∼ 70% 내외이며, 

PHS 흡착제는 69 ∼ 78% 수준의 값을 나타내었다. 

표 3-5-2. 흡착제별 효율 비교 

흡착제 종류 사용 무게 소모된 Ca(OH)2 흡착효율

Soda lime 1.0 g 0.621 ∼ 0.696g 62.1 ∼ 69.6%

PHS 흡착제 1.0 g 0.694 ∼ 0.777g 69.4 ∼ 77.7%

이싱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조한 흡착제를 순환공정에 이용할 경우 초기 운전시  

습도 및 수분과 연관된 흡착 지연이 나타났지만, 이는 최초 운전 시점에서만 존재

하는 것이며 충분한 습도 및 수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CO2를 완전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soda lime보다 약 두 배 정도의 빠르며, 사용효율도 10% 내외로 높

은 값을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흡착제의 양이 매우 작다는 점을 고려하

면, 실증공정 수준 시험에서는 초기 제거공정은 매우 빠른 시간내에 달성되며 1시

간 내외의 제거시간은 흡착제가 거의 포화된 상태에서 얻어질 수 있는 값이다. 따

라서 실증공정에서 1 벳취 운전에 대한 CO2를 제거시간은 60분 이하가 될 것이며, 

초기 벳취 운전에서는 1 분이내에 CO2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현장 실증시험용 C-14 기체 처리 장치 설계

C-14 방사성핵종을 함유하고 있는 폐수지의 효율적 관리방법중 하나는 C-14 

방사성핵종을 함유하는 폐수지 폐기물의 양을 줄임으로서 처분시 최종 폐기물 부피

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작년도에 설정한 처리공정 개념중 폐수지로부터 탈

착용액을 이용하여 C-14 핵종을 분리하고 이를 기체화하여 연속처리하는 개념을 

설정하 으며, 특히 발생된 
14
CO2 기체처리시 흡착탑에서 one-through로 처리하지 

않고 탈착반응조로 기체를 순환시켜 흡착매질의 이용률을 극대화하여 감용비를 크

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 다. 그림 3-5-14은 이상의 공정 개념을 반 한 

현장 실증시험용 폐수지 처리 공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3-5-15는 
14
CO2 기

체처리용 흡착탑의 주요 특성을 도식한 그림이다. 흡착탑 설계시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주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이러한 설계 사항을 

주관기관에서 폐수지 처리 현장 실증시험용 C-14 기체 처리 장치를 제작시 반 하

고, 현장 실증 시험을 수행하 다. 

- 흡착탑은 2인치 파이프(내경 : 46.8mm)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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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착탑 내부에 흡착제를 충전한 바스켓을 삽입하고 실험종료후 바스켓만을 빼

내어 핫셀에서 흡착제를 교체한다.

- 바스켓 상하단에 길이 2mm(홈깊이 고려) 파이프를 용접하여 부착하고 가스켓

이 삽입된 홈에 끼워넣어 상하부 플랜지로 압착한다. 이는 하부로 부터 흡착제 

바스켓으로 유입되는 기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바스켓 제원은 홈깊이가 변경되면 바스켓 전체 길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상하단 

플랜지로 바스켓을 압착하므로 바스켓 뒤틀림이 없도록 바스켓 상단부분은 약

간 여유를 두는것이 좋다.

- 바스켓 상단에 봉을 가로질러 2개 용접하여 핫셀에서 manipulator로 바스켓을  

잡기 용이하도록 한다.

- 플랜지는 One-touch 크램프로 고정시키며, 플랜지2와 3은 흡착탑 파이프와 용

접한다.

 

탈착용액
회수탱크

탈착용액

공정1
(컬럼형 )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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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2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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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탱크

폐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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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2

기체순환용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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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OH scrubbing)

습도
조절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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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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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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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4. 실증시험용 원전폐수지 처리 공정도.



- 230 -

600

2” Pipe
(OD=50.8mm)
(ID =46.8mm)

하단 스크린
(바스켓 하단에 위치)

플랜지 4

플랜지 2

내부 바스켓
(흡착제 충진용)

플랜지 1

플랜지 3

플랜지 2 홈 삽입용
(홈에 가스켓 끼운후 압착

- 기체 leak 방지용)

플랜지 3 홈 삽입용
(홈에 가스켓 끼운후 압착

- 기체 leak 방지용)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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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켓 하단에 위치)

플랜지 4

플랜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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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제 충진용)

플랜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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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체 leak 방지용)

그림 3-5-15. 원전폐수지 처리 실증시험용 C-14 기체처리 장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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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흡착제 성능예측 모델링

1. 흡착성능 예측 모델

다공성 매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파과곡선을 얻을 수 있어

야 한다. 따라서 고정층 내에서 제거물질의 거동을 살피기 위해서는 각 성분들의 

파과곡선을 실험적으로 구해봄과 동시에 모사적인 연구(simulation)도 필요하게 된

다. 다공성 매질 수명 결정은 고정층 장치 설계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3-6-1, 3-6-2].

다공성 매질이 충진된 고정층에서 유속이 일정하고 축방향 분산이 무시될 수 있

다고 가정하면 각 성분의 물질 수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6-1∼ 

3-6-4].

∂y i
∂t

= -u int․
∂y i
∂z

-
(1-϶ b)϶

b
․ρ s․

∂ q i
∂t

․
1
C tot

  (6-1)

이 미분방정식의 경계 및 초기 조건은 다음과 같다.

y i= q i=0 (6-2)

y i= y i0 (6-3)

여기서, q i=0  는 초기 반응량이며 깨끗한 흡수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값이 0 이

다. u int는 유속 (m/s), C tot는 총농도 ( c tot=P/RT, mol/㎥), as는 Geometric 표면적 

(㎡/㎥), k s는 외부물질전달계수 (m/s), ρ s는 입자충진 도 (kg/㎥), ε b는 충전층의 

기공도, 그리고 k R는 반응속도상수 (mol/㎡ s) 이다. 위의 모델식들을 무차원화 시

키면 다음과 같다.

∂y i
∂t
=-u int․

∂y i
∂z
-
(1-϶ b)϶

b
․a s․k s․ (y i-y is)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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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i
∂
[ t․

u int/L]=-
∂y i
∂[z/L]

-
(1-϶ b)϶

b
-

L
u int

․a s․k s․ (y i-y is)

(6-5)

∂y i
∂τ

= -
∂y i
∂χ

-ETA․ALPA․ (y i-y is) (6-6)

반응속도 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6-5,3-6-6].

R i=a s․k R․y
nI
i  (6-7)

따라서

 ρ s․
∂ q i
∂t

= a s․k a․C tot(y i-y i, s)- R i  (6-8)

ρ s․
∂ q i
∂t

= a s․k a․C tot(y i-y i, s)-a s․k R․y
n
i (6-9)

∂ q i
∂t

=
a s․k s
ρ s

․C tot (y i-y i, s) -
a s․ k R
ρ s

․ y
n
i  (6-10)

∂ q i

∂[
t․u int

/L]
=

L
u int

a s․ k s
ρ s

․C tot(y i-y i, s)-
L
u int

a s․ k s
ρ s

․ y ni  

(6-11)

∂ q i
∂τ

=Β(y i-y i, s)-CATA=
L
u int

a s․k a
ρ s

․C tot  (6-12)

여기서 무차원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τ= t․
u int/L (6-13)

EAT=
(1-϶ b)϶

b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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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A=
L
u int

․a s․k s (6-15)

CAPA=
L
u int

a s․kR
ρ s  (6-16)

Orthogonal collocation 방법을 이용하여 편미분방정식을 상미분 방정식으로 전환한 

후, IMSL에서 제공하는 시간 적분기 DVODE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농도변화를 

계산하 다[3-6-7,3-6-8]. 

2. 계산 결과 및 토의

분리대상물질의 파과곡선은 평형, 물질이동 및 장치내의 유체역학적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된다. 일반적인 결과에 따르면 고정층 컬럼이 길거나 유속이 매우 느린 경

우는 평형 관계가 파과곡선을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컬럼이 짧거나 

유속이 빠른 경우 (즉, 고정층 내의 체류시간이 짧은 경우)는 물질이동의 향이 상

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파과곡선을 모사하는 경우는 평형관계 및 물질이

동 현상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6-1은는 soda lime이 충진된 고정층에서 CO2 주입농도(550 ppm)는 같고  

수분의 함량이 다른 유입가스에 대한 CO2의 파과곡선이다. 수분의 함량이 증가할수

록 다공성 매질의 CO2 제거 능력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3-6-9 ∼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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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Effect of relative humidity on CO2 removal by soda lime at bed 

depth of 12 cm and input concentration of 550 ppm.

일반적으로 다공성 매질 외벽에서 격막 물질 전달 저항은 확산저항에 비하여 무

시될 수 있으나 정량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그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격막물질전달

계수는 Ranz and Marshall 식에 의하여 구하 다 [3-6-2,3-6-16]. 다공성 고체 매

질의 이용률(utilization rate)을 높이기 위해서는 빠른 물질전달을 필요로 한다. 위

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CO2 분리 매질로서 soda lime을 이용할 경우 급격한 파

과곡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본 과제에서 고려한 모델이 수분함량이 다른 경우

에 대해서도 CO2의 파과곡선을 잘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6-2는 수분함량 (85%)이 일정하고 CO2 농도가 다른 경우의 파과곡선이

다. 예측할 수 있듯이 농도가 증가할수록 파과곡선이 빨리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실험데이터와 모사결과가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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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CO2 removal by soda lime at BD=8 cm and RH=85%.

본 과제에서 수행한 이상적인 경우의 실험적 파과곡선과 모사결과는 매우 잘 일

치하지만, 실제공정에서는 유입되는 수분함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결과와

는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입되는 수분함량의 변화는 soda 

lime의 CO2 제거 효율에 큰 향을 미치므로 유입되는 수분농도 변화에 따른 CO2 

파과곡선을 만족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개발이 요구된다. 이는 CO2분리를 위해 

고체 다공성 매질(soda lime)이 충진된 컬럼에 대한 공정모사, 설계 및 최적화에 이

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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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C-14 포집 반응매질 고화체 성능 평가

방사성 이산화탄소(C-14)는 반감기가 5,730년으로 상당히 길고, 본 과제에서 개

발한 흡착매질을 이용하여 기체상 C-14를 고효율로 제거한 경우에는 흡착 매질당 

포함되는 C-14의 양 즉, 비방사능(specific activity)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적어

도 수 만년 이상동안 생태계로부터 격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다. 흡착매질 자체가 

C-14의 환경으로의 방출을 막는 1차 방벽의 역할을 하므로 이들을 고건전성 용기

(HIC, High Integrity Container)에 넣어서 처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수송 및 저장의 편의성과 처분에 따른 장기 안정성 확보 측면을 고려하면 이들 매

질을 보다 안정한 형태의 고화체로 제조하여 기계적 및 물리화학적 안정성을 한층 

더 제고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방사성폐기물 

구 처분장이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처분장 인수기준이 없고 따라서 

C-14를 포함하는 폐기물의 고화체의 성능에 대한 요구조건도 없는 실정이므로 외

국의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C-14 흡착 매질의 고화기술을 살펴보았다. 

1. C-14 흡착매질 고화기술 분석

가.  C-14 흡착제의 고화매질로서 요구되는 조건

관심 대상의 방사성 핵종(본 과제의 경우에는 C-14)이 수송, 저장 및 최종 처분

시에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효과적으로 고정된 형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이 고화매질에 요구되는 사항이다. 비록 완벽하게 고정화하는 것이 필수

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처분 후에도 방사성 물질은 되도록이면 고정화된 형태

로 남아 있고 생태계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또한 방사능 누출로 인한 인간의 피

폭량에 관한 예측치는 수용 가능할 정도로 낮아야 함을 확실히 보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장기 고정화는 폐기물의 화학적 형태, 안정된 고체매질 내에 혼입

(incorporation), 적절한 용기에 포장 및 저장/처분장에서의 핵종 이동에 대한 공학

적/자연 방벽 등의 방법을 적절한 조합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고정화 효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고화공정의 경우에는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운전 및 유지가 용이하

고 우수한 성능의 고화체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고화체가 일반적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중요한 물성들은 다음과 같다[3-7-1, 3-7-2].

-단일체(monolith)여야 하며 자유수(free standing water)가 없어야 한다.

-외부 구조체가 없이도 자립성(free standing)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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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라 열화(degradation)가 극히 적거나 없어야 한다.

-설계된 저장기간 동안에 방사선에 의한 손상정도가 수용 가능할 정도여야 한다.

-고화 대상물질(폐기물)은 고화매질과 적합성(compatibility)이 있어야 한다.

-압축, 충격, 침식 등에 대한 기계적 저항성이 충분해야 한다.

-침출속도가 낮아야 한다.

-화재에 노출되었을 때에 해로운 향(detrimental effects)이 없어야 한다.

-산업적 규모로 쉽게 재현(readily reproducible) 가능하여야 한다.

-총 제조비용이 적어야 한다.

  위의 일반적인 요건들을 바탕으로 C-14폐기물을 포함하는 고화체에 요구되는 물

성들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3-7-1].

-열적 안정성 (Thermal stability)

 이는 C-14 폐기물에 대해서는 큰 제한인자는 아니다. 즉, 열 발생량이 적으므로 

저장이나 처분 동안에 고화체가 열분해(thermal decomposition)될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산화 안정성 (Oxidative stability)

 격렬한 산화조건이 형성될 가능성은 적지만, 미세하게 쪼갠 흑연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에의 저항성 (내수성, Resistance to water)

 저장 또는 처분전략에 따라서는 고화체가 다양한 조성의 자연수에 의해 침출되

는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낮은 용해도, 가수분해에 대한 안정성 및 내

침출성이 충분할 정도로 늦은 방출(핵종 침출)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

다.

-방사화 분해에의 저항성 (Resistance to radiolysis)

 이론적으로, 방사화 분해는 기체 발생, 팽창 또는 고화매질의 기계적 물성 열화

를 일으킨다. 그러나 C-14만을 함유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조사선량(radiation 

dose)이 상대적으로 낮다.

-기계적 물성 (Mechanical properties)

 특히 수송, 저장 및 처분 중에 고화체의 건전성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기계적 

물성이 좋아야 한다.

-비방사능 (Specific activity)

 다양한 수송, 저장 및 처분 옵션의 수용성(acceptability)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

이다.

-다른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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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화(compactness)와 저비용이 통상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나, C-14 폐기물의 

경우에는 비교적 소량이므로 이 항목의 중요도는 떨어질 수도 있다. 제조의 용이

성과 작업자에의 낮은 dose rate 역시 필요한 인자이다.

나. 적정 고화매질의 선정

방사성 폐기물의 고화(solidification)를 위한 매질로는 시멘트, 아스팔트, 폴리머 

및 세라믹(유리나 산화물계 세라믹 등) 등이 주로 사용되어 왔는데, 적절한 고화매

질의 선정을 위해서는 대상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화학적 조성, 유기물 함량, 

가연성/비가연성 등), 2차 폐기물 발생량, 고화공정의 운전 용이성, 경제성 및 최종 

고화체의 특성 등을 잘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비방사능이 높고, 고화체의 장기 보

관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방사선에 의한 고화체의 손상(radiation damage)도 주요 

고려요소가 된다.  즉, C-14를 함유하는 탄산화물이 아닌 C-14 핵종 자체만의 고화

를 위해 유기물이 주성분인 폴리머나 아스팔트 매질을 적용시켜 본 연구결과가 있

기는 하나, 장기보관에 따른 기계적 물성 저하 및 방사화 분해에 의한 유기물의 분

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화체 구조의 장기건전성(long-term 

structural stability)이 저해되거나, 가연성 기체 발생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

이 있다[3-7-2].

Scheele 등은 폴리머, 흑연(graphite) 및 무정질 탄소(amorphous carbon)도 고화

매질의 가능성은 있으나 CO2로부터 정량적으로 제조하기에는 가격이 비싸고 어려

우며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적정 고화매질은 아니라고 하 다. 즉, 폴리머는 방사

선에 의한 손상의 가능성이 높으며, 다이아몬드와 금속카바이드는 제조가 어렵다고 

결론지었다[3-7-3]. 또한 금속탄산화물이 C-14 고화체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명확하

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원소탄소(elemental carbon)를 고화체로 고려하는 것은 우

선순위가 낮다는 결론도 있다[3-7-1].

따라서 본 과제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장반감기의 C-14를 고농도로 포함하는 탄

산염 형태 흡착매질의 고화에 적용한 실제 자료가 많이 생산되고 장기 안정성이 확

인될 때까지는 폴리머와 아스팔트는 적정 고화매질로 고려될 수 없다. 

C-14를 흡착한 BaCO3를 붕규산유리와 혼합하여 유리 고화체로 만드는 연구도 

캐나다에서 수행되었으나, BaCO3가 소량(5wt%) 포함된 경우에도 유리고화체의 상

부 표면에 BaCO3가 분리된 상(separate phase)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균질한 고화체 

제조가 어려우므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3-7-4].

통상적으로 C-14는 액체 또는 기체 흐름으로부터 금속탄산화물, MeC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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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a, Sr, Ba)의 형태로 제거된다. 그런데 CaCO3과 BaCO3 은 pH가 낮은 조건

에서는 높은 용해도를 갖는다는 단점이 있다[2-1]. CaCO3의 경우를 보면, pH 7일 

때의 용액 중 총 평형 탄산농도(CO3
2-
 + HCO3

-
 + "H2CO3")가 pH 10일 때에 비해 

1,000배 정도 높다. 그러나 Portland 시멘트가 갖는 높은 알칼리도와 칼슘농도를 이

용하면 이와 같이 용액의 산성도가 높아질 경우에 탄산염의 용해도가 증가하는 문

제를 줄일 수 있으며, 따라서 탄산염의 고화에는 시멘트가 적합한 매질로 많이 고

려된다[3-7-5].  Scheele 등도 알칼리토족 탄산화물, MeCO3 (Me=Ca, Sr, Ba),이 용

해도, 안정성 및 가격 측면에서 C-14의 고화체로서 가장 유망하다고 결론지었다

[3-7-3]. 이들 물질은 본 과제에서 개발한 흡착매질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

환공정이 필요 없고 따라서 매우 편리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3가지 물질 중에 

BaCO3은 탄산염이 황산염으로 치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단점을 갖는다[3-7-3, 

3-7-6]. 

  위와 같은 pH 변화에 따른 용해도 변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단순한 금

속탄산화물(MeCO3)보다 중성 역에서의 용해도가 낮은 약간 복잡한 형태의 탄산염 

4종-예를 들면 bismuthite ((BiO2)CO3), rhodochrosite (MnCO3), hydrocerussite 

(Pb3(OH)2(CO3)2) 및 bastnaesite ((Ce,La)CO3)F가 있으며, 이 중에서 bismuthite가 

가장 용해도가 낮아 C-14 고정화용 대체 매질(candidate phases)로 사용하는 방법

도 제안되고 있으나[3-7-6], 본 과제에서 제조되는 매질의 상이 아니므로 고화대상 

폐기물 또는 고화매질에서는 제외하 다.

  외국의 C-14 흡착매질의 고화기술에 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탄산염의 고화에

는 고화매질과의 적합성(compatibility), 최종고화체의 물성, 공정의 간편성 및 저비

용의 우수한 요소들을 갖는 시멘트 계열의 매질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과제에서 발생되는 탄산염 흡착매질의 적정 고화기술로 시멘트 고화기술을 선정

하 다. 다음은 C-14 흡착매질을 포함하는 시멘트 고화체의 물성을 평가한 외국 자

료로서, 향후 고화실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C-14 흡착매질 함유 시멘트 고화체 특성 평가 현황 

  시멘트의 주요성분은 용해도가 낮고, 열적 안정성이 높으며, 제조가 간편하다. 특

히 double-alkali 공정에서처럼 탄산염이 슬러리 형태로 발생할 경우에는 건조할 필

요도 없이 단순히 정치(settling)한 후에 시멘트 매질과 혼합해 주기만 하면 된다. 

수산화칼슘 또는 수산화바륨 공정(건조한 충전층 또는 canister)으로부터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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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화물은 그대로 시멘트 그라우트와 혼합하여 안정된 상을 만들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시멘트나 그라우트 같은 용액을 각각의 canister로 공급하여 고화하거나 

또는 전체 canister를 시멘트로 싸는 방법(encapsulation)도 있다. 즉, 다양한 평가 

연구를 통해 시멘트 고화체의 적용에 관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3-7-3, 3-7-7 

∼3-7-9].

  적정 고화매질의 선정을 위한 고화체 특성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인 핵종의 내침출특성에 관하여 CaCO3, SrCO3, BaCO3, PbCO3 및 K2CO3을 포

함하는 시멘트 매질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는데, 이들 성분들을 포함하는 시멘트 고

화체 간의 침출거동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이들 중에서는 CaCO3가 가장 

성능이 우수하 다[3-7-3]. Lead carbonate는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실험 대상에 포

함되었으나 가수분해(hydrolysis)될 가능성이 높고, 단단하지 못하며 잘 부스러지는 

고화체를 형성하 다. K2CO3은 용해성과 비용해성 탄산염의 결과를 비교해 보기 위

하여 실험하 다. 

  미국 PNL에서 C-14를 포함하는 탄산염을 시멘트 매질로 고화한 경우의 침출실

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3-7-10]. 침출속도에 미치는 미세한 향들은 다음과 같았

다.

  -혼입된 핵종의 양이 많아지면 침출속도는 증가한다.

  -용해도가 낮은 탄산염(K보다는 Sr)일 경우에는 침출속도가 감소한다.

  -Sr 또는 Ba 질산화물 (Strontium or Barium nitrates)을 시멘트에 첨가하면 침

출속도를, 경우에 따라서는 1 order 정도도, 낮출 수 있다. Sr 이온의 경우에는 

SrCO3의 용해도가 낮아서 시멘트 매질 내에서 탄산염의 이동을 막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Ba의 경우는 고정화 물질과 시멘트 매질 의 자유 황산염(free 

sulphate)과의 상호작용을 막는 작용을 하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모든 첨가제를 고려하여 제조한 시멘트 고화체를 대상으로 25일간 실시한 정적침

출 결과, 가장 좋은 조건에서 얻어진 평준화된 C-14 누적침출분율(normalized 

cumulative fraction of C-14 leached)은 2.5x10
-5
cm 이었다 (평준화된 침출속도

(normalized leach rate)는 침출분율에 V/S비(시편의 부피/표면적)를 곱해주면 얻을 

수 있다). 이는 다른 첨가물 없이 SrCO3만 포함된 비교시편의 경우에 비해 침출속

도가 약 1 order 정도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침출액을 이산화탄소로 미리 포화시킨 경우에는 침출속도가 2 order 정도 

증가하 다. 용해된 이산화탄소가 불용성 탄산염의 침출속도에 미치는 향은 상당

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는 중탄산염(bicarbonate)의 형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시멘트 매질과 같이 pH가 높은 경우에는 중탄산염이 생성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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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PNL의 연구결과는 약간 놀라운 것이다. 침출제를 CO2로 포화시켜서 침출실

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들이 시멘트 매질과 반응하여 calcite(CaCO3)를 생성하고, 

이 생성물은 침전되어서 시멘트 표면과 내부의 기공을 막는 역할을 하여 침출속도

를 낮추는 (내침출성 증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여 침출제 중의 CO2 농도

를 변화시키면서 침출실험을 실시하 으나 전혀 반대의 결과 즉, 침출제가 CO2로 

포화된 경우에 오히려 침출이 많이 되는 현상이 나왔다. 이는 침출제에 녹은 탄산

염의 교환 또는 이로 인한 침출제의 pH 감소(산성화)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 다. 

즉, 통상적인 시멘트 매질의 경우에는 침출제 pH가 10 정도에서 유지되나, 침출제

를 CO2로 포화시킨 경우(침출 약 1시간 전에 드라이아이스를 침출제에 넣는 방법을 

통해 침출제를 포화시킴)에는 0.7일간 접촉시킨 경우에도 pH가 7.3까지 떨어졌었다. 

이에 대해서는 보충 연구가 요구된다.

  중수로에서 발생된 이온교환수지를 소각할 때 배출되는 배기체를 습식 세정하여 

C-14를 포집한 경우의 생성물인 세정용액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매질을 찾기 

위한 고화실험을 실시하 다. C-14 농도가 6,000MBq/L인 탄산바륨을 50wt% 포함

하는 슬러리를 시멘트, 폴리에스터 또는 아스팔트로 고화하여 침출실험을 실시한 

결과를 그림 3-7-1에 나타내었고, 고화체 제조 및 침출조건은 표 3-7-1에 나타내었

다[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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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 C-14 release from immobilized barium carbonate slurry.

세 가지 고화체 중에서 시멘트 고화체의 침출이 120일 동안에 10
-3
cm로 가장 낮

았는데, 침출 120일째에는 아스팔트에 비해서는 1/2, 폴리에스터에 비해서는 1/20 

정도로 낮아서 시멘트가 아스팔트나 폴리머에 비해 우수한 고화매질임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흡수매질로 사용된 Ba(OH)2 모두가 BaCO3로 전환되지는 않으므로 시멘트 

매질의 침출에 Ba(OH)2가 미치는 향도 살펴보았다. 물 50 wt%에 고체상 매질 

50wt% (BaCO3 30wt% + Ba(OH)2 70wt%, C-14 농도 6,000MBq/L)가 포함된 슬러

리를 시멘트 고화하여 30일 동안 침출실험을 실시한 결과, C-14은 그림 3-7-1과 동

일한 침출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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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1. C-14 traced barium carbonate slurry

Specimen 

description

Immobilization Matrix

Portland Type 

III Cement

Polyester Resin 

Ashland WEP-661-P

Oxidized 

Bitumen Type 

Sp-170

고화매질, wt% 60.0 50.0 60.0

BaCO3 슬러리, wt% 10.0 12.5 40.0

물 함량, wt% 30.0 37.5 <0.5

시료 무게, g 81.6 43.4 51.2

시료 부피, ㎖ 41.4 36.6 37.7

침출제에 노출된 

표면적, cm
2 67.4 61.6 62.3

시료중 초기 C-14 

방사능, Bq
96.9 64.0 233.0

침출제 부피, ㎖ 250 260 260

  Kalinin 등의 MeCO3 시멘트 고화체의 침출에 관한 연구도 위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7-11]. 모든 경우에 초기 침출속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실제 고화체의 

외부를 비방사성 콘크리트로 쌀 경우에는 피할 수 있는 현상이다. 즉, 이들은 침출

실험을 대기에 개방된 상태로 실시하 는데 이 경우에는 용액/대기간의 이산화탄소 

교환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시멘트 구조체를 아스팔트나 

폴리머로 코팅함으로써 이들 시멘트 구조체로부터의 침출속도를 저감시키는 방법도 

연구되었으나 현재는 C-14를 포함하는 폐기물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3-7-1].

  탄산염을 시멘트 고화한 경우는 아니지만, Dayal 등이 C-14를 함유하는 이온교환

수지를 시멘트 고화(물:시멘트 = 0.4:1.0, C-14 투입량 20μCi)하고 정적 및 동적 침

출시험을 220일 동안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적침출 및 저 유속(67nL/s) 동적 

침출의 경우에는 침출기간 동안에 C-14를 침출액에서는 검출할 수 없을 정도로 고

화체로부터 누출되지 않았으며, 침출액의 최종 pH는 각각 12.6과 8.9 다. 고유속

(630nL/s) 동적 침출의 경우에도 침출 120일 이후부터 검출 가능한 양의 C-14가 선

형적으로 침출되었는데 정상상태에서의 상승속도(incremental rate)는 2.5x10-9/s

고, 220일까지의 C-14 총 침출 양은 초기 투입량의 약 2% 이내, 최종 pH는 약 7.5

다. 이는 정적 또는 저 유속 동적 침출실험에서는 portlandite (Ca(OH)2)의 용해에 

의해 침출액이 알칼리 분위기를 유지하므로 C-14의 용해가 극히 적으나, 고유속일 

경우에는 portlandite가 침출액에 포화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위의 경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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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리도가 떨어지고 따라서 C-14가 시멘트 매질로부터 용해되어서 침출이 증가하

게 된다[3-7-8].

  시멘트 매질에 혼입 가능한 C-14 흡착제의 적정량(proper loading) 평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C-14가 약한 β방출 체이므로 방사선에의 장기노출, 방사

화 분해에 의한 기체 발생 및 열 발생이 시멘트(콘크리트  포함) 매질의 안정성에 

미치는 향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Bush 등은 CaCO3와 BaCO3 모두에 

대해 약 30wt%의 혼입을 제안하 으나[5-1], Scheele와 Burger는 CaCO3의 경우는 

12wt%를, BaCO3의 경우에는 18wt%를 적정 혼입 량으로 제안하 다[3-7-3].

  표 3-7-2에 연간 1000톤의 LWR연료를 재처리할 때에 용해조(dissolver) 배기체

로 연간 600Ci의 C-14를 배출하는 재처리 시설로부터 발생되는 C-14 흡착 매질

(CaCO3 또는 BaCO3)을 30wt% 포함시켜서 시멘트 고화체로 제조한 경우의 간략한 

계산 결과를 나타내었다[3-7-1]. 

표 3-7-2. LWR 핵연료 재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C-14 폐기물 고화체의 특성

연간 

CO2 

투입량

(kg)

폐기물의 

화학적 

형태

폐기물

발생량

(te/yr)

시멘트 고화체
a

부피

(m
3
/yr)

비방사능

(mCi/yr)

열 발생량b

(W/kg)

누적 조사선량
c

(rads)

800 CaCO3 1.8 3 100 3x10
-5

8x10
8

800 BaCO3 3.6 6  50 1x10
-5

6x10
9

a. 폐기물 혼 입량 30wt% 및 고화체 도 2.0g/cm
3
 기준.

b. 표의 값은 초기 열 발생량. 이 값은 C-14가 붕괴함에 따라 감소한다.

c. 표의 값은 C-14가 거의 다 붕괴될 때까지의 기간 즉, 10
5
년 동안의 누적치. 

이 중에서 1.2%는 초기 100년 동안에 방출되며, 초기의 조사속도는 10
4
~10

6
 

rads/yr 범위에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고화체로부터의 발생 열이 적으며, 이로 인한 온도 상승은 100℃ 이하일 것으로 

예상하 다. 따라서 열적안정성 및 내산화성은 충분히 만족될 수 있다고 하 다. 

  -C-14가 완전히 붕괴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양의 총 조사선량이 흡수될 것이나, 

C-14 폐기물을 포함하는 폐기물의 방사화 분해에 대한 장기 향 평가결과가 없

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 다. 이는 고화매질로서 시멘트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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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아스팔트나 폴리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더욱 요구되는 사항이다. 10
7
 rad 이상

의 선량에서는 아스팔트의 팽창(swelling) 현상이 관찰되나 C-14 폐기물로부터의 

dose rate는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이와 같은 현상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고화체의 비방사능은 방사성물질의 수송에 관한 IAEA 기준에 나와 있는 "Low 

Specific Activity" 물질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를 만족시킬 

경우에는 통상적인 고도 규격의 산업용 포장(normal high-standard industrial 

packaging)으로 수송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고화체는 런던회의에서 규정한 심해

처분기준 이내의 비방사능을 갖는다(100Ci/te or 100mCi/kg).

3. 모의 폐흡착매질을 이용한 시멘트 고화체 제조 및 특성 평가

가. 개요.

     IRN 150 혼상수지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C-14의 고정화를 위해 사용되는 

Ca(OH)2 흡착제는 흡착과정을 통하여 CaCO3로 전환된다. C-14를 포함하는 흡착제

는 사용효율이 100%일 경우에는 흡착제 전체가 탄산칼슘의 형태로 존재하여야 하

나, 실제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흡착제의 사용효율은 60∼70% 수준이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하면 고화되어야 할 흡착제는 Ca(OH)2와 CaCO3가 공존하는 형태로 있게 

된다. 고정화 대상이 탄소(carbon)라는 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고화법은 한계가 존

재하는데, 1차년도의 기술현황 분석결과 현존하는 방법 중 시멘트 고화가 가장 적

합한 고화법으로 평가되었다. 본 장에서는 C-14의 흡착에 의해 발생되는 Ca(OH)2 

흡착제의 구성성분을 고려하여 Ca(OH)2와 CaCO3로 제조된 모의 폐흡착제를 이용

하여 고화체의 특성평가를 수행하 다. 아울러, 시멘트 고화법을 적용할 경우, 얻어

지는 최종 처분부피를 계산하여 감용특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나. 시멘트 고화체의 침출특성 평가법

  1) 개요

     고화체는 장기간 자연환경에 존재할 경우, 외부 환경변화와 불가항력적 외력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핵종의 확산성을 억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1차 방벽의 차원

에서 제조되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물리적 화학적 특성들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

서 고화체의 안정성 평가는 압축강도 및 수화학적 안정성, 방사화학적 안정성 등의 

평가를 통해 자연계에서 비확산성을 평가해볼 수 있다. 많은 여러 가지 특성 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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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안정성은 고화체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여

러 가지 침출시험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으나, 특정 고화체에 대해 특정 방법에 의한 

침출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국의 실정에 맞게 표준화하여 

침출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폐흡착제의 고화를 위해 적용되는 시멘트 

고화체의 수화학적 안정성 평가를 위한 침출시험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침출시험법

     고화체의 침출시험법의 목적은 대상 고화체의 수화학적 안정성에 대한 절대적 

침출 특성값과 상대적으로 정성적인 값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된다. 방

사성 고화체에서 수화학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침출시험법의 목적은 고화체가 침출수

와 접촉할 경우의 여러 조건에 따른 침출특성을 확인하여 침출된 핵종에 의한 

radioactivity가 자연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제조된 고화체

가 처분 환경에서 적정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화체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동적 또는 정적 침출시험법이 여러 기관들에 의해 제안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IAEA, ISO, ANS, ALT, MCC-4S, MCC-5S, MCC-1P 그리고 

PCT법 등이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시험법들이다. 동적 침출시험법은 침출액의 주기

적인 교체를 통해 주어진 시간과 조건에서 최대의 침출속도를 얻는 방법이며, 정적 

시험법은 주어진 조건에서 수화학적 평형값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의 침출

법을 통해서 침출분율, 침출속도와 같은 고화체 자체의 내구성에 대한 평가와 아울

러 침출지수, 확산계수와 같은 핵종 자체의 물리적 특성값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값을 통해 고화체의 내구성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주기적인 침출액의 교체를 통해서 유효확산계수와 그로부터 침출율 및 침출지수를 

얻을 수 있는 IAEA, ISO 및 ANS 침출 시험법에 관한 사항들을 비교하여 표 3-7-3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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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3. Summary of standard leaching test method by renewal of leachant

 IAEA ISO ANS

Specimen
cement, concrete,

asphalt, glass

glass, ceramic

glass-ceramic,

asphalt,

cement, concrete

low-level

 waste form

Leaching vessel
Inert, radiation

resistant material

PTFE,

polymethylpentene

polypropylene

Inert

plastic, glass, 

stainless steel

Leachant
distilled water deionized water

synthetic sea water
deionized water

Temperature(℃) 25±5 40,  70, 90 15∼30

V/SA ≤10cm 0.1∼0.2m 10±0.2cm

Interval of 

leachant renewal

-1st week: everyday

-after 8 week:

   once/week

-after 6 month:

   twice/year

-at 1, 3, 7 day

-next 2week: 

   twice/week

-3-6 week:

   twice/week

-after 6 week:

   once/month

-5, 13, 24, 48, 72, 

  96, 120 days
 

  표에서 언급된 침출시험 방법은 고화체의 안정성과 비확산성을 핵종의 속도론적 

관점에서 침출거동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핵종 침출은 확산(diffusion), 화학반응

(chemical reaction), 표면 이동현상(surface transport phenomena) 등의 복잡한 메커

니즘에 의해 이루어지며 시험방법과 시험조건에 의존적이다. 속도론적 내구성의 평

가에 이용되는 침출속도 또는 침출분율은 다음의 식으로 정의된다.

                     L≡
leachedmass
area∙time

=
m0
A
∙
dF
dt (7-1)

  고화체의 침출거동에 대한 수학적 모델은 언급된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여러 형태

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에는 확산모델, 화학반응모델, 총괄물질전달계수에 의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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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과 아울러 반 경험모델 등이 고화체로부터 핵종의 침출거동 모사에 사용될 수 있

다. 

  고화체 내부에서 외부로 임의의 핵종이 Z방향으로 이동할 때에 만일 확산에 의해

서 이동이 지배를 받을 경우에는 Fick의 제 2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표면의 농

도가 0인 경우에 대해 Fick의 제 2법칙에 의한 식을 풀면 다음과 같은 해를 얻을 수 

있다. 

                         L(t)=C T∙(
De
πt
) 1/2 (7-2)

 또는                   F(t)=2∙
A
V
∙(
D e∙t

π
) 1/2 (7-3)

즉, 식(7-2)나 (7-3)을 통해 시간에 따른 침출속도 또는 누적 침출분율을 얻을 수 있

다. 

  이 방법은 semi-infinite model에 기초하여 확산에 의한 침출과정을 해석하는 방

법으로, 유효 확산계수(Effective Diffusivity, De; cm
2
/day)는 다음 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
∑an
A0
)( VS )=2(

De
π )

1/2t 1/2n
(7-4)

  여기서, A0는 초기 시료 내의 방사능 농도 또는 핵종의 초기 존재량이며, an은 시

간 tn에서 침출액에 존재하는 방사능량 또는 핵종의 농도, S는 시료의 노출면적, V

는 사용한 침출제의 부피이다. 유효확산계수, De는 식(74)의 좌변 항과 tn
1/2
을 도식

하여 그 기울기로부터 얻을 수 있다. 

  고화체 내 핵종의 외부로의 이동은 확산뿐만 아니라 복잡한 화학반응에 의해서도 

향을 받으며, 화학반응이 매우 빠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수치해

(numerical solution)를 얻을 수 있다. 

                              Kd=
Cinner
Couter (7-5)

이때, 물질수지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inner
∂t

+
∂Couter
∂t

=De∙
∂
2
Couter

∂z
2 (7-6)

식 (7-5)를 식(7-6)에 대입하여 풀면, diffusivity가 De'=De/(1+Kd)로 표현되는 Fick

의 제 2법칙 관계식을 얻을 수 있으며, 그해는 식(7-2)와 (7-3)에서 De가 De'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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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되는 해를 얻을 수 있다. 

  침출속도가 화학반응에 의해 지배받을 경우, 화학반응 항이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
∂t
=D e∙

∂
2
C

∂z
2 +k∙(C e-Couter) (7-7)

이때, Ce는 주어진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평형농도를 의미하며, Couter는 용액 내에

서의 농도를 의미한다. Semi-infinite model에서 표면에 초기농도의 균일성과 표면

농도가 0일 때, 다음과 같이 침출속도를 나타낼 수 있다. 

         L(t)=C T∙(D e'∙k)
1/2
∙(erf(kt)

1/2
+

e
-kt

(πkt)
1/2 ) (7-8)

이때, De'=De/(1+Kd)
2
로 표현되며, Kd는 초기 분배계수이다. 

식 (7-8)을 식(7-1)에 대입하고 적분하여 F(t)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F(t)=
A
V
∙(D e∙k)

1/2∙( (t+
1
2k
)∙erf(kt) 1/2+(

t
πk
) 1/2∙e -kt)  (7-9)

  상기의 수학모델로부터, 침출거동이 주로 확산에 의한 것 일 경우에는 유효 확산

계수로부터, 침출지수(Leach Index, Li)를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계산하여 얻을 수 

있다. 

                    Li=
1
10
∙∑[log(

β
Di
)] n (7-10)

  여기서, β는 결정되어 있는 상수이며, Di는 핵종 I의 유효 확산계수이고 Li는 주어

진 시간 n에서 침출지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치적해와 달리 반경험식 침출모델로 화학반응, 확산과 같은 침출거동의 

특성을 표현하는 근사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t)=k 1(1-exp(-k 2t))+k 3t
1/2+k 4t (7-11)

여기서 첫 번째 항은 고체상의 표면과 용액간의 화학반응을 표현하는 항이고, 두 번

째 항은 다공성 매질에서의 확산에 의한 핵종의 이동을, 세 번째 항은 매질 자체의 

부식(dissolution)에 의한 침출을 의미한다. 식(7-11)은 앞서 언급된 각각의 침출 메

커니즘에 대한 수치해의 대수적 표현으로 그 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반경험적 

모델이다. 

 상기의 식들로부터, 유효확산계수, 침출속도와 침출지수를 확인함으로서, 고화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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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정성적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다. 폐흡착매질 함유 시멘트 고화체의 제조 및 평가

  1) 고화체의 제조

     사용된 시멘트는 동양 시멘트사에서 제조된 포틀랜드 시멘트 I형의 OPC 

(Ordinary Portland Cement)이며, 모의 폐흡착제는 Showa사의 순도 99% 이상의 

분말상태 Ca(OH)2와 CaCO3를 사용하 다. 모의 폐흡착제는 Ca(OH)2와 CaCO3를 

1:3의 비율로 하여 20분간 혼합하여 모의 폐흡착제 혼합물의 균일성을 얻고자 하

다. 시멘트 경화에 필요한 물과 시멘트 및 모의 흡착제의 적정 혼합비를 확인하기 

위해 시멘트와 물의 비가 0.3∼0.5의 범위 내에서 모의 흡착제와 시멘트의 비를 

0.1∼0.3으로 변화시켜 작업도(workability)를 측정하 으며, 아울러 7일 경과후의 

시멘트 표면의 자유수의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하 다. 시멘트의 제조는 KS L-5109

에서 규정한 혼합장치를 사용하여, 처음 30분간은 저속으로, 다음 1분간은 고속

으로 혼합하여, 시멘트 반죽이 균일하게 되도록 하 다. 작업도는 KS L-5111에

서 규정한 플로테이블(flow table)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얻어진 시멘트 페이스

트는 직경 45mm. 높이 90mm의 원통형 PVC 용기에 담아 1분간 상하 충격을 

주어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기포를 제거시킨 후에, 상부를 비닐로 봉하고 상

온에서 양생시켰다.

  2) 작업도(Workability) 

     폐흡착제에 존재하는 Ca(OH)2는 시멘트 중에 존재하는 Ca 성분의 수화반응 

생성물로도 발생되며, CaCO3는 수화반응을 통해 생성된 portlandite(Ca(OH)2)가 대

기 중의 CO2와의 탄산화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이다. 따라서 폐흡착제의 성분으

로 사용된 두 가지 물질은 시멘트의 초기 수화반응의 과정과 아울러 장기적인 경화

반응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폐흡착제를 고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멘트는 이론적

으로 0.23∼0.25의 물/시멘트비(W/C)를 가지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잉의 물

(W/C=0.3이상)을 넣어주어 완전한 수화반응을 유도한다. 반면에 W/C의 비가 너무 

클 경우, 경화과정에서 과잉의 물이 표면으로 배출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방사

성 고화체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적정한 작업도를 가지는 W/C비

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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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4는 폐흡착제/시멘트(A/C)의 비율과 W/C의 비를 변화시켜 측정한 작업

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3-7-4. Workability on the W/C and A/C

                                                                 (unit: cm)

      W/C

  A/C  
0.3 0.35 0.4 0.45 0.5 0.55

0.1 18.5 23.5 >25

0.2 18 23.5 >25

0.3 19 21.5 23.5 >25

Ref 

(A/C=0)
19.5 21 23.5 >25

  부가된 두 물질은 물에 친수성을 갖는 화합물로서 시멘트와 반죽 시에 일정량의 

물을 표면에 자유수로 가지게 된다. 이는 시멘트의 수화반응에 요구되는 물의 양보

다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아울러 시멘트만을 고려하여 물이 존재할 

경우, 초기 수화반응시 물 부족에 의해서 수화반응이 향을 받을 수 있다. CaCO3

가 75%의 비율을 갖는 폐흡착제의 비율을 변화시켰을 때의 작업도 변화를 보면, 

A/C가 0.3인 경우를 제외하고 0.2이하에서는 작업도의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폐흡착제가 가질 수 있는 적정량의 자유수 양이 존재하며, 그 이

상에서는 여분의 물이 존재하여서 작업도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C

변화에 따른 적정 작업도를 가지는 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 표 3-7-5에는 시멘트

에서 요구되는 0.3의 물을 기준으로 과잉의 물과 첨가제의 양의 비를 계산하여 나

타내었다.

표 3-7-5. Excess water to Additive ratios (EW/A).

      W/C

  A/C  
0.3 0.35 0.4 0.45 0.5 0.55

0.1 0 0.5 1

0.2 0.25 0.5 0.75

0.3 0.17 0.33 0.5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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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5에서 보는 것처럼, 물의 양이 W/C 0.05 단위로 변화함에 따라 A/C의 비

율에 따라 EW/A의 변화 폭은 0.5, 0.25, 0.17로 줄어든다. 이 변화의 폭이 0.25이상

에서는 작업도의 급격한 변화를 동반하는 반면에, 0.17 수준의 변화폭에 대해서는 

점진적 작업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작업도 25이하의 최고값에서 EW/A의 값은 0.5

로서 적정 작업도를 19∼21 사이로 할 경우에 EW/A의 값은 0.5 이하여야 하며, 물

의 양 변화에 따른 작업도의 비례적 특성을 얻어 쉽게 작업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0.17 이하의 EW/A 변화폭으로 조절할 수 있다. 상기의 실험결과로부터, 부가되는 

폐흡착제는 g당 0.25와 0.5g 사이의 표면 자유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의 양과 시멘트고화체의 물리 화학적 특성은 고화체의 장기적 특성 평가과정을 

필요로 한다. 사용되는 적정한 물의 양은 작업도(19-21)만을 고려하여 EW/A를 0.3

으로 할 경우, A/C가 0.1, 0.12, 0.14, 0.16, 0.2일 때, 각각 19.5, 20.5, 20.5, 20.5, 20.5,

로 확인되었다. 수화반응과 C-14의 고정화만을 고려하면 물의 양은 최소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 수화반응을 통하여 생성되는 portlandite는 주생성물인 CSH겔 공극과 

상간에 존재하며 탄산화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calcite(CaCO3)가 이 위치에서 생성된

다. 물과 첨가제의 향에 의해 수화반응은 시간적, 구조적 변화를 유발한다. CSH

겔의 공극간 치 성은 시멘트 고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CaCO3는 C-14를 가

지는 물질로 시멘트의 충진제로 존재한다. Ca(OH)2가 수화반응의 생성물이기 때문

에 수화반응에 향을 미치는 반면에, CaCO3는 화학반응이 아닌 물리적, 구조적 특

성에 향을 미치는 부가물이다. 실험에서는 각각의 입자를 혼합하여 사용하 지만, 

실제 폐흡착제는 1㎛이하의 크기수준으로 두 물질이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흡착제

입자의 주변에 존재하는 시멘트는 수화 및 경화반응에 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흡착제 입자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0.25∼0.5정도의 자유수를 가질 수 있으며 

물에 의한 수화반응에 직접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치 하고 폐흡착제 입자와의 유효한 고정화 효과를 위해서는 전체 물의 양은 시멘

트 반응에 필요한 물의 양이 존재하더라도, 부가된 물들이 입자표면에서 표면자유

수 형태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각각의 입자표면에서 물이 공급되어 수화반응이 진행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에서는 적정작업도만을 고려하여 폐흡착제의 물에 대한 표면자유수가 0.5이하

이며, A/C가 0.3일 때 약 20의 작업도를 가지는 시멘트 페이스트를 얻을 수 있었다. 

  3) 물리적 특성

     그림 3-7-2는 시멘트 고화체의 겉보기 도를 A/C의 변화에 따라 나타낸 것

이다. 도는 A/C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며, Ca(OH)2 및 CaC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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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를 고려할 경우, 부가된 물의 양에 기인되는 것과 아울러, Ca(OH)2의 증가

에 따른 수화반응 및 경화반응의 감소에 의해 CSH겔의 치 성 감소에 기인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도 값은 2.06∼2.11의 값을 가지며 페흡착제가 존재하지 않는 시

멘트 고화체에 비해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그림 3-7-2. Density of cement waste forms with different A/C ratios

  그림 3-7-3은 A/C의 변화에 따른 압축강도를 나타낸 것으로 A/C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며, A/C가 0.2일 때, 약 33% 감소하 다. 압축강도는 40∼60 MPa 범위의 값

을 가지며, 위 조건에서 최종처분에서 요구되는 압축강도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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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 Compressive strength of cement waste forms with different A/C 

ratios

  4) 물리화학적 특성

     고화체의 특성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압축강도와 아울러 고정화 매질의 유

해물질(핵종) 고정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멘트 고화체는 일반적으로 

중금속 및 희토류 원소에 대해 만족할 만한 고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금

속종은 시멘트 페이스트 내 pH에 의해 수산화물로 전환되거나 후차적인 반응에 의

해 CSH겔과 반응하여 수화학적으로 안정한 화합물로 전환되어 고정화된다. 이러한 

금속원소와 달리 본 실험에서는 C-14의 고정화 형태인 CO3
2-
는 시멘트상 내에서 

CaCO3 입자상으로서 CSH와 분리된 상으로 존재하며, 이 물질의 수화학적 안정성

은 여타 금속원소와 같이 pH의 향을 받지만, CO3
2-
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금속의 

존재 유무에도 큰 향을 받는다. 특히 시멘트를 구성하는 주요성분인 Ca는 시멘트 

페이스트상의 물과 자연수 내에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공통이온 효과에 의해 약 

100배 이상으로도 용해도가 변화할 수 있다. 특히, CaCO3의 용해도가 상온에서 약 

0.001g/100ml이므로 CaCO3의 포화용액 내에 Ca는 약 4ppm, CO3
2-
는 약 6ppm 수준

의 농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시멘트 페이스트나 자연수 내에 Ca의 농도가 수백 

ppm으로 존재할 경우, CO3
2-
는 1ppm 이하로 존재할 수 있다. 용해도곱을 이용하여 

공통이온 효과에 의한 용액 내 CO3
2-
의 양을 다음의 식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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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CO3  ⇄  Ca
2+
  + CO3

2-
    Ksp=4.9X10

-9
 at STD state

                  Ksp=[Ca
2+
][CO3

2-
]=X

2  
           (7-12)

  침출용액 내에 Ca나 CO3
-2
에 의해 침전될 수 있는 금속성분이 없다는 가정 하에

서 (7-12)식으로 부터, 표준상태에서 용액 내 CO3
2-
의 평형농도 X를 얻을 수 있으

며 이때의 값은 7.0x10
-5
 M이며 용액내의 CO3

2-
는 4.2 ppm이다. 침출용액 내에 Ca

이온이 수백ppm (2.5X10
-3
 M이상)으로 존재할 때, 용액 내에 CO3

2-
의 평형농도는 

식(7-13)로 계산될 수 있다. 

       Ksp=[Ca
2+
+ Ca

2+
sol][CO3

2-
]=[X+C][X]=X

2
+CX   (7-13)

  계산 결과는 Ca가 100ppm 존재할 때, 평형농도 X는 1.96x10
-6
이며, CO3

2-
는 

0.118ppm이다. 기존의 ISO법에 의한 장기 침출시험결과에 의하면, Ca는 수백 일 동

안 100ppm이상의 농도를 유지하며, 이는 수백 일 동안 측정되는 CO3
2-
의 농도는 

1ppm이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무기탄산이온을 측정할 수 있는 TOC(Total 

Organic Carbon) 분석장비의 측정 한계농도가 ppm인 점을 고려하면, 측정되기 어

려운 값이며, 비방사성 실험으로는 침출특성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림 3-7-4는 ISO 침출시험법으로 얻어진 침출액의 pH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

림에서 보는 것처럼, A/C의 값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수준의 pH로 존재하며, 시

간에 따라서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pH의 감소는 수화반응을 통해 생

성된 portlandite에 의한 향이 가장 크다. 침출액의 교환에 따라 침출수와 접촉될 

수 있는 portlandite의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며 이는 결국 용액의 pH가 점진적으

로 감소되며 그림과 같은 pH 감소경향을 나타낸다. 탄산이온의 pH 의존성을 고려

하면, 주어진 시간에서 용액 내의 pH로 부터, 존재하는 탄산이온은 대부분이 CO3
2-

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CaCO3에 따른 상기 계산과 유사한 농도값을 나

타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ISO 침출시험법으로 얻어진 침출액 내에 무기 탄산이온의 농도를 TOC 장비로 

측정한 결과, 모든 조건에서 측정 한계값 이하의 값을 얻었으며, 1ppm 이상으로 존

재하지 않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비방사성 탄소를 이용한 시멘트 고화체의 침출

시험을 통해서는 C-14 함유 폐흡착매질의 시멘트 고화체 침출특성을 모사할 수 없

었다. 이 부분은 향후 방사성 C-14을 실제로 흡착한 매질을 이용한 실험에서 확인

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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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 pH change of leachate by ISO method with leaching time.

  5) 시멘트 고화체의 morphology

     시멘트 고화체는 시멘트의 주성분인 C3S와 C2S가 수화반응을 진행하면서 생

성되는 CSH겔과 Ca(OH)2 (portlandite)에 의해 구조적 차폐와 화학적 안정화 과정

을 통해 진행되며, 대상 폐기물의 고정화를 목표로 한다. 중금속의 경우는 수화반응

과정에서 얻어지는 높은 pH에 의해 주로 비용해성 화합물인 수산화물 등으로 전환

되어 CSH겔이 만들어내는 시멘트 구조 속에 차폐되어 진다. 입자상 수준의 분말 

폐기물들은 시멘트의 CSH겔이 형성하는 구조 속에 유해물질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

을 목표로 하여 monolithic 고화체를 제조함으로써 폐기물의 확산성을 낮추어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폐기물의 고화처리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처분대상

으로 고려되는 폐흡착제는 특정 크기를 갖는 입자상으로서, 기본적으로는 구조적 

차폐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앞서 기술한 것처럼, 입자상 자체가 CaCO3와 

Ca(OH)2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시멘트의 주성분인 Ca와의 수화반응 생성물인 

Ca(OH)2에 향을 받기 때문에, 화학적 안정화 효과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시멘트 매질을 이용하여 이러한 폐흡착제를 고화할 경우, 핵종의 확산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불균일한 혼합에 의해, 구조적으로 차폐되지 않은 불안정

상과 폐흡착제 내에 존재하는 Ca(OH)2의 수화반응 향에 의한 주어진 시간 내에 

시멘트의 경화반응의 완결에 대한 저해작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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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CaCO3는 시멘트의 수화반응과는 무관한 반응물질인 반면에, 시멘트 내에 존

재하는 수화생성물인 Ca(OH)2가 장기적으로 대기 중의 CO2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탄산화물의 목표 대상 화합물이다. 즉, 물리적 관점에서, 폐흡착제 내에 존재하는 

CaCO3는 시멘트 고화체 내에서 충진제(filler)로 작용하여서 시멘트 고화체의 내침

출성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콘크리트에 주로 이용되는 충진제로 자갈, 모래 등이 

충진제 자체가 가지는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되는 것이라면, 처분대상 폐기

물내 CaCO3는 자체의 물리적 특성이 시멘트 고화체의 특성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화∙경화반응과정에서 형성되는 CSH겔이 만들어내는 빈 공극을 수화생

성물인 portlandite와 같이 채워줌으로써, 공극에 의한 물리적 강도의 저하를 일정수

준까지 막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림 7-3-2에서 보는 것처럼, 제조된 시멘트

고화체의 압축강도는 폐흡착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waste loading이 0.12까지

는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진제의 관점에서 보면, 대표적 물리적 특성

값인 압축강도가 최대값이 되는 0.1∼0.12값이 가장 효과적인 충진효과를 나타내는 

waste loading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폐흡착제 내에 약 25wt% 존재하는 Ca(OH)2는 수화반응에 큰 향을 

미치는 첨가제로 고려된다. 시멘트의 수화생성물이 폐기물(첨가제)과 동일하다는 점

에서 수화반응속도는 낮아지게 되며, 또 다른 이유로는 첨가된 Ca(OH)2가 만들어내

는 높은 pH에 의해 초기 C3S나 C2S의 물에 의한 용해가 상대적으로 저해되기 때

문에 CSH겔의 형성속도는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수화반응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폐기물로 부가된 Ca(OH)2는 탄산화물로 전환되는 경시변화를 일으키며, 

강도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적정량의 Ca(OH)2의 존재

는 주어진 시간에서 평가된 강도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물리적 

특성값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 측정된 압축강도 결과에

서처럼, waste loading이 과다하게 증가함에 따라 강도가 낮아지는 것은 Ca(OH)2의 

수화∙경화반응에 미치는 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안정화 관점에

서는 첨가제로서의 이러한 알칼리토 수산화물은 대기 중의 탄소와의 반응에 의해 

서서히 탄산화물로 전환되며 화학적으로 보다 더 안정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장기

적으로 더 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고정화되어야 하는 대상물질인 CaCO3가 충진제로서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된 것처럼, 작업도와 관련된 적정량의 물을 부가함에 의해 수화∙경화반응의 

반응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어가 가능하다. 작업도 측정 실험에서, 폐흡착제가 

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g당 0.25∼0.5g 사이이며, 19∼21사이의 작업도 수준에서 

g당 0.3g정도의 물을 포용할 수 있다. 완전한 수화반응을 위해서 과잉의 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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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때 과잉으로 필요한 물의 양을 적절히 낮추어 줌으로써, 초기 경화반응은 

시멘트 자체의 상과 물간 반응에 의해 이루어지더라도 지속적인 수화반응 과정에서 

물의 공급점을 CaCO3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는 충진제로 기능하는 고정화대상 물

질인 폐흡착제 또는 CaCO3의 표면에서 수화반응이 진행됨으로 보다 더 효과적인 

고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수화반응의 생성물로서 향을 

미치는 첨가제로 기능하는 Ca(OH)2의 표면에서도 유사한 고정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정 작업도를 위해서는 시멘트의 수화반응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나, 혼합시간을 보다 길고 효과적으로 가져감으로써 물의 비

를 줄여주는 것이 폐흡착제의 고정화에 바람직할 것이다. 

  상기에 언급된 고화대상 폐기물인 폐흡착제의 이러한 기능들은 시멘트 고화체의 

morphology의 변화를 동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멘트 고

화체의 미세구조의 특성을 평가하여 보았다.

 그림 3-7-5 ∼ 3-7-10은 waste loading을 10∼20wt%로 변화시켜 제조한 시멘트 

고화체의 실제 SEM image와 back-scattering image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폐기물로서 부가된 CaCO3와 Ca(OH)2의 입자(10㎛이하)를 

고려하면, 왼쪽의 100배 비율의 SEM image나 BS image에서 나타난 것처럼, 거시

적 불균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SEM image와 달리 BS image는 도 차이에 의

한 상을 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SEM image에서 구분할 수 없

는 다른 상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시멘트 고화체에서 수십㎛ 크기 수준에서, 미세

구조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멘트 고화체는 매끄러운 형상의 

CSH겔(A), 표면이 거친 ettringite를 포함하는 CSH겔(B) 및 수 ㎛수준의 작은 입

자상들(C)로 이루어져 있다. A상은 주로 Ca와 Si의 비가 2.7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

으며, 그 이외 원소는 미량으로 존재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 B상의 경우, Ca/Si의 

비가 2.0정도 으며, Al이 몰분율로 0.04∼0.1 수준으로, Mg가 소량 존재하 다. C

상은 B상과 동일한 Ca/Si의 비를 가지며 아울러 Fe가 존재하는 상으로 확인되었다. 

폐흡착제가 존재하지 않는 시멘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A상이 전제적인 구조를 이루

고 있으며, C상이 소량 흩어져 있는 상태로 존재하 다. B상은 구조상으로 명확하

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시멘트 고화체의 미세구조가 전체적으로 A상으로 균일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폐흡착제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상들의 상

대적 량이 변화하 다. A상은 그 크기와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이에 상응하여 

B상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C상은 큰 변화가 없이 작은 입자상으로 

분표되어 존재하 다. Ca만 존재하는 CaCO3나 Ca(OH)2의 상은 수㎛에서 수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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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시멘트 내에 균일하게 주어진 미세구조에서는 균일하

게 분표되어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waste loading이 0.2인 경우에는 

Ca만 존재하는 상이 확인되었으며, 이 상이 CaCO3나 Ca(OH)2 중의 하나이며 원소

분석으로는 이 상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A

C

그림 3-7-5. Microstructure of cement waste form (0wt%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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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7-6. Microstructure of cement waste form (10wt% loading)

B

C
A

그림 3-7-7. Microstructure of cement waste form (12wt%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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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7-8. Microstructure of cement waste form (14wt% loading)

B
A

C

그림 3-7-9. Microstructure of cement waste form (16wt%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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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B

Ca phase

그림 3-7-10. Microstructure of cement waste form (20wt% loading)

 

  상기의 미세구조의 특성을 앞서 언급된 첨가제와 충진제로서의 폐흡착제의 성분

들과 같이 고려하면, 압축강도와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흡착제가 없는 경

우에는 전체적으로 상의 구성성분이 큰 변화없이 A상과 C상으로 존재하며, B상은 

작은 크기단위를 가지며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waste loading이 증가함에 따라, B

상이 상대적으로 증가되며, A상이 major phase로 존재하는 0.14와 달리 그 이상에

서는 B상이 major phase로 존재하는 특성의 나타내었다. Al의 존재는 ettringite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수화반응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다. 즉, Al

이 균일한 분포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수화반응이 균일하게 진행되지 못함을 의미

하며 주어진 동일한 경화시간내에서 물리적 특성의 저하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세구조의 특성으로 판단할 때, 0.12~0.14의 waste loading이 충진효과를 만족시키

며, 첨가제의 수화반응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고 처리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조건으

로 판단할 수 있다. 상기의 미세구조의 특성과 압축강도의 특성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며, 장기적 실험을 통하여 충진제로서의 폐흡착제와 첨가제로서의 폐흡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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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시멘트고화체의 특성변화에 따른 물리적 화학적 특성변화의 검증을 통하여 

보다 유효한 반응조건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7-11은 각 시멘트 고화체의 XRD pattern을 나타낸 것으로 부가된 CaCO3

의 향에 의해 calcite의 특성피크가 확인되었으며, waste loading의 변화가 크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피크강도에 대한 경향성은 없으며, 또한 수화반응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CSH상과 C3S나 C2S의 상 또한 그 경향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 3-7-11. XRD patterns of cement waste form with different waste 

loadings  (P: portlandite, C: calcite, C2S: C2S+C3S)

라. 폐수지의 감용특성

   폐수지로부터 C-14를 분리후 고정화하여 시멘트 고화로 처리 할 경우, 발생되는 

감용비는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본 항에서는 2차년도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유기 이온

교환수지를 처리하 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감용비를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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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수지의 부피 및 무게

     폐수지는 양이온과 음이온교환수지가 혼합되어 있으며 이때, 도는 0.69 

g/cm
3
이고, IRN 150수지 1 gram에 대해 차지하는 부피는 1.449 cm

3
이다. 저장탱크 

내에서 IRN 150수지는 폐액과 접촉되어 있으며, 폐액과 수지가 분리된다는 가정 하

에서, 이 수치는 거의 큰 변화가 없다. 0.5∼0.55mm의 크기를 가진 수지는 물과의 

접촉여부를 떠나, 상기의 도에 상응하는 부피를 가지므로, 1m
3
에 존재하는 IRN 

150수지의 절대량은 충진공극률 32.7%를 고려하면, 약 464kg이 존재할 수 있다. 

  2) 폐수지내 C-14의 존재량

     1m
3
의 수지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흡착제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C-14의 존재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IRN 150의 최대 음이온 교환량은 1meq/g으로

서, 앞서 계산된 저장 탱크에서 1m
3
의 수지의 C-14의 최대량은 464mol이다. 실제 

폐수지 내의 C-14 존재량은 비방사성 탄산이온의 존재가능성을 고려하면, 10% 이

하일 것으로 판단되며, 감용비 계산을 위해서 1m
3
의 수지에서 CO2의 발생량을 

4.64mol(1%) ∼ 46.4mol(10%)로 한정하여 계산하 다.

  3) 사용되는 흡착제의 무게 및 부피

     흡착실험 결과로부터, 흡착제의 사용효율은 약 75%수준으로 이는 Ca(OH)2가 

25% 존재하고 CaCO3로 75%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용효율을 기준으로 

4.64 mol의 CO2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6.19mol의 Ca(OH)2가 필요하며 무게로는 

458g의 흡착제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사용후 흡착제 내에 존재하는 탄산염(d=2.71)

과 수산화염(d=2.24)의 도를 고려하면, 사용후 흡착제의 평균 도는 2.59이며, 그 

무게는 458에서 579g으로 증가된다. 따라서 이때 흡착제의 부피는 223cm
3 

이다. 

1m
3
의 수지를 C-14의 분리를 통하여 폐흡착제로 고정화될 경우, 흡착제의 공극률

을 배제한 상태에서 얻어지는 부피는 0.000223 m
3
이다. 이상의 계산과정 결과를 표 

3-7-6에 나타내었다. 1m
3
의 수지에 대해 수지 내 C-14의 최대 이온교환용량의 

1%∼10%로 존재할 경우, 흡착매질을 이용한 농축에 의한 감용비는 450∼4500배 정

도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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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6. Volume reduction for concentration of C-14 into Ca(OH)2

  4) 최종 처분시 감용비

     시멘트 고화체의 수화학적 안정성에 대한 평가결과로는 적정한 waste loading

에 대한 값을 얻을 수 없었으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약 12wt%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된 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처분부피를 계산하여 보았다. 시멘트의 도는 

약 2.1의 값을 가지며 흡착제 12g에 대해 시멘트 88g, 물 30g을 첨가하여 고화할 

경우, 약 61.90 cm
3
의 고화체 부피를 나타낸다. 이러한 계산과정을 통하여, 수지 내 

이온교환용량에 따른 최종 감용비를 표 3-7-7에 나타내었다. 

표 3-7-7. Calculation of volume reduction for the final disposal

마. 폐흡착매질의 시멘트고화 연구 결론

    유기 이온교환수지 내에 존재하는 C-14의 분리 및 포획 처리공정을 통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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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000 정도의 감용비를 얻을 수 있다. C-14의 포획에 사용된 폐흡착제의 고화

를 위한 현실적 대안인 시멘트 고화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고화에 의한 부피 증가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50배에서 500배 정도의 감용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2차년도의 실험결과로 얻어진 수화학적 안정성 평가로는 carbon의 침출특성과 

적정한 waste loading에 대한 값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장기

적인 평가를 필요로 한다. 압축강도와 같은 물리적 특성 값은 20wt%의 waste 

loading에 대해서도 관리기준에 만족되는 값을 나타내지만, 앞서 언급된 것처럼 장

기적 수화학적 안정성 평가를 통해 같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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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구목표 달성도

본 위탁 과제에서는 주관기관인 한수원(주)에서 수행중인 C-14 함유 폐수지의 

적정 처리방안 도출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계획과 병행하여 상호 연계하고 일부분은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하 으며, 위탁과제에서의 연구 목표는 탈착용액 내에 함유

된 C-14 핵종을 기체화하여 처리하는 효율적인 기체 흡착 공정 개발이다.

먼저 C-14 핵종이 함유된 폐수지의 적정 처리 기술 도출을 위하여 지금까지 

개발된 폐수지 처리 기술 및  
14
CO2 기체처리 공정의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을 분

석하여 위탁과제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 다. 

폐수지로부터 C-14 핵종의 탈착특성 실험은 주관기관에서 1차년도에 기초실험

을 수행한 적이 있지만 C-14 핵종이 함유된 폐수지의 적정 처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기초 연구를 수행하 다. 월성 발전소 현장에서 사용 중인 

IRN-150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하여 탈착의 가역성 분석을 목적으로 H
14
CO3

-
 이온 

흡착특성을 우선적으로 분석하 으며, 아울러 IRN-150 수지는 양이온교환수지

(IRN-77)과 음이온교환수지(IRN-78)이 동일 당량비 (1:1)로 혼합되어 있으므로 Cs, 

Co 이온의 흡착평형 실험도 동시에 수행하 는데, 이는 음이온교환수지로부터 

C-14 이온의 탈착시 Cs, Co 이온의 탈착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

다. 이온교환수지에 대한 양이온과 음이온의 친화도를 기준으로 탈착용액 후보로서 

알칼리용액으로 NaNO3, Na3PO4, NaOH, 약산성용액으로 NH4H2PO4, H3PO4, 산성용

액으로 HNO3, HCl을 선정하 다. 먼저 HCO3
-
 이온만이 흡착된 IRN-150 폐수지로

부터 탈착용액 농도 변화에 따른 HCO3
-
 이온의 탈착특성 실험을 수행하 고, Cs, 

Co 양이온 및 HCO3
-
 이온이 동시에 흡착된 IRN-150수지로부터 각각의 이온들에 

대한 탈착특성 실험을 수행하 다. 여러 가지 탈착용액내로 분리된 HCO3
-
 이온의 

운전변수 변화에 따른 CO2 기체로의 전환특성 시험을 탈착용액 종류별로 수행하

다. 이상과 같이 비방사성 폐수지를 이용하여 설정된 적정한 탈착 조건을 바탕으로 

월성 현장에서 채취한 실 폐수지를 이용하여 NH4H2PO4, H3PO4를 사용하여 폐수지

로부터 C-14 핵종의 탈착 특성을 평가하 고, 동시에 C-14 탈착 과정에서 동반돨 

수 있는 Cs, Co 양이온 금속 핵종의 탈착 특성도 평가하 다. 

아울러 
14
CO2 기체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Ca계열 입자를 이용한 겔화 반응

을 통하여 흡착제 제조 및 흡착 성능평가 기초연구를 수행하 고, 기존에 개발된 



- 268 -

soda lime, Ca(OH)2 및 LiOH․H2O 등 여러 종류 흡착제를 이용하여 고농도 CO2 

조건에서 흡착 성능을 회분식 및 고정층 반응기를 이용하여 상호 비교하 다. 또한 

폐수지 처리공정으로부터 배출되는 
14
CO2 기체처리 시스템 설계를 목적으로 기체 

순환식 흡착 공정을 제안하 다. 아울러 기존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soda lime을 

이용한 운전변수별 고정층 CO2 파과특성 실험 결과를 흡착모델링을 통하여 계산결

과와 상호 비교하 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흡착매질을 이용하여 기체상 C-14를 고효율로 제거한 경우

에는 흡착 매질당 포함되는 C-14의 양 즉, 비방사능(specific activity)이 상당히 높

아지기 때문에 처분에 따른 장기안정성 확보 측면을 고려하면 이들 매질을 보다 안

정한 형태의 고화체로 제조하여 기계적 및 물리화학적 안정성을 한층 더 제고시키

는 방안 도출을 위하여 외국의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C-14 흡착 매질의 고화기술

을 분석하 다. 폐흡착제를 최종처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화매질을 고려할 때에, 

시멘트고화가 가장 유효한 고화법이 되나, 최종처분부피의 최소화를 위해 물리적 

특성과 화학적 내구성의 동시적 평가를 통하여 최적의 waste loading을 선정하기 

위한 기본 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시멘트 고화체의 물리적 특성과 달리 화학적 안정

성을 평가하 다.

이상과 같이 폐수지로부터 C-14 핵종의 탈착특성 및 기체화에 의한 처리시스

템 설정을 목표로 한 기초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으며, 각 

연구 항목별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 다.

1. 페수지 처리 및 14CO2 기체처리 기술 현황 분석

지금까지 개발된 폐수지 처리기술 분석 결과, 폐수지 처리기술 개발시 고려하

여야 할 우선사항은 폐기물 발생 부피 최소화를 들 수 있지만 단위부피당 처분비용

을 고려할 경우 안정한 형태의 고정화생성물 제조기술이 보다 중요함으로 안정성이 

우수한 고정화 매질 개발이 수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C-14이 함유된 폐

수지 처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stripping 기술중 수지로부터 핵종을 분리하여 농

축하고 핵종이 제거된 잔류 폐수지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아

울러 수지로부터 선택적으로 분리된 
14
C핵종은 이차폐기물 발생량을 최소로 하고 

안정한 고정화 생성물에 농축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폐수지로부터 

분리된 C-14의 
14
CO2로의 기체화에 의한 처리 공정에 대한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분석을 통하여 유량이 높고 기체 농도가 낮을 경우 알칼리 금속 수산화물을 이용한 

기-고 화학반응을 통하여 제거하는것이 유리하며, 유량이 낮고 기체농도가 높을 경

우는 알칼리 토금속 슬러리를 이용한 double alkali 공정이 유리한 것으로 파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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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14
CO2 기체의 고정화를 위한 반응매질로 활용 가능한 후보 흡착제를 선

정하 다.

2. 폐수지로부터 C-14 탈착 및 CO2 기체화 특성 평가

가. IRN-150 수지의 음이온 및 양이온 흡․탈착 특성

실험적으로 구한 IRN-150 이온교환수지의 HCO3
-
 이온 최대 흡착량은 이론 흡착

량인 12 mg-C/g과 비교하여 약 10%차이를 보 으며, 70℃, 110℃로 열처리를 할 경

우 열적 열화현상이 일어나 흡착량은 감소하 다. 따라서 탈착용액 사용과 함께 열적

처리를 병행할 경우 HCO3
-
 이온의 탈착 효율이 증가할 가능성을 제시하 다. 아울러 

후보 탈착용액 내 존재하는 음이온인 NO3 이온, H2PO4 이온과 HCO3 이온과의 경쟁

흡착 특성 분석을 통하여 이온별 최대 흡착량은 NO3
-
,  HCO3

-
, H2PO4

-
가 각각 1.2, 

1.0, 0.8 meq/g-수지로 나타났으며, 세 가지 이온중 NO3
-
이온이 가장 높은 흡착 용량

을 나타내었다.

양이온 금속성분의 흡착 평형 특성 및 다성분 계에서 농도에 따른 선택성을 확

인하고 HCO3
-
의 탈착과정에서 Cs, Co 등의 양이온 금속 방사성핵종의 탈착율을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폐수지내에 존재하는 금속 함유량과 탈착시에 사용되는 양이온

의 함유량 합은 IRN-150 수지가 갖고 있는 양이온 금속이온의 흡착 포화용량에 근

접한 수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용액의 pH는 4.5이상이어야 함을 확인

하 다. 아울러 탈착물질중 인산용액내 phosphate이온은 Cs나 Co와 반응하여 침전

되거나 인산염으로 전환되어 안정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탈착용액 이용 폐수지로부터 C-14 탈착 및 CO2 기체화 특성

Na 계열 탈착용액중 폐수지의 탈착공정에서 공기중 CO2 흡수성이 없는 NaNO3

용액이 더 유리하며, 폐수지로부터 HCO3
-
 이온의 탈착 율을 90%이상 얻기 위해서는 

탈착용액내에 NO3 이온 몰수는 수지내 함유되어 있는 C 몰수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Na 계열 탈착용액을 사용할 경우 CO2로 기체화하기 위

해서는 폐수지 분리후 산 용액이 투입되어야 한다.

NH4H2PO4를 이용하여 IRN-150 폐수지내 C-14 방사성 핵종의 탈착 및 
14
CO2로

의 기체화를 위해서는 NH4H2PO4 용액의 절대 몰수는 처리 대상 폐수지내 초기 

C-14 총 몰수의 2배 이상이 필요하지만, H3PO4 용액의 경우는 약 1.5배만 사용하여

도 더 높은 탈착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자체 pH 조정 전해법을 이용할 경우, 저장 폐액내 함유된 H
14
CO3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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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뿐만 아니라 단일 공정에서 NaNO3 탈착용액을 공급하면서 폐수지로 부터 

C-14 방사성 핵종을 탈착시키고 
14
CO2 기체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산 용액 혹은 

탈착용액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고 폐수지 및 저장 페액내 C-14 방사성 핵종을 기

체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월성 현장 폐수지 이용 C-14 탈착 실증 시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저장탱크 # 2에서 채취한 폐수지를 사용하여 C-14 핵

종의 탈착 특성 및 양이온 금속 핵종의 탈착율을 평가한 결과, H3PO4 탈착용액을 

이용한 폐수지로부터 C-14 방사성 핵종의 탈착율은 초기 폐수지내 C-14  함량에 

무관하게 96% 이상이었으며, 아울러 양이온 교환 수지로부터 Co 감마핵종의 탈착

율은 Cs 핵종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 1% 미만이었고 Cs 감마핵종의 탈착율은 2 ∼ 

5% 범위로 나타났다. 

라. C-14 흡착제 개발 및 특성 평가  

알칼리 토금속 후보 반응매질중에서 Sodalime, LiOH 및 Ca(OH)2 세 가지 종류

에 대한 물리 화학적 특성 및 기본 데이터를 기본으로 
14
CO2 기체처리 성능을 상호 

비교하 다. 기개발된 
14
CO2 흡착제의 특성 및 성능을 기준으로 폐수지 처리에 따른 

전체 공정의 감용 특성을 분석하 는 데, soda lime 흡착제를 사용할 경우 Kg 폐수

지 처리(C- 14 흡착량 5 mg/g-resin으로 가정)시 감용비는 약 10정도가 되며, 감용

비 20 이상을 위해서는 현재 기개발된 흡착제의 성능을 약 2.5배 이상 높여야 한다.

회분식 흡착실험을 통한 흡착매질별 CO2 제거 속도는 초기 농도 1,200 ppm에서

는 soda lime≥CaOH)2>LiOH․H2O 으나 2,600 ppm에서는 거의 비슷한 흡착속도

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초기 CO2 농도가 10,000 ppm 이상의 고농도일 경우 흡착매

질별 흡착속도는 soda lime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농도 30,000 ~ 

52,000 ppm 범위에서 흡착매질별 CO2제거 속도는 soda lime>>LiOH․

H2O>CaOH)2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a(OH)2의 CO2 제거 성능은 매우 우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본 실험에서는 고농도조건에서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폐수지로부터 탈착용액내로 분리된 HCO3 이온의 기체화 공정이 반응 초기에 

CO2 농도가 10,000 ppm 이상으로 매우 높고 시간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러한 기체화 특성을 바탕으로 시간에 따른 주입농도 변화를 고려한 

CO2 제거 공정 특성을 평가하 다. 주입농도를 시간에 따라 고농도에서 저 농도로 

변화시키는 경우가 일정 농도로 주입한 경우 보다 CO2 파괴시간이 훨씬 느려 제거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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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착된 C-14 처리시 이차폐기물 발생량 최소화를 위해서는 기존 반응매질보다 

비표면적 크고 형상이 다른 고효율 흡착제 제조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흡착

제 물질로서 수화학적 안정성과 포획량이 큰 알칼리토금속 탄산화물을 선정하고 고

효율 흡착제 제조 기본 개념 설정을 설정하 는 데, CO2와의 표면반응성을 증대시

키기 위하여 μm 크기의 기공을 형성시켜 표면 반응이 완전히 진행될 때 까지 내부

로의 확산성 증대를 통한 흡착 성능 향상을 기본 개념으로 하 다. 미세 단위입자

를 μm 크기 수준으로 에멀젼화하여 1차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이상적인 흡착물질의 

선정을 통하여 흡착제의 입자 및 형상설계를 하 으며, 이러한 모델을 통하여 주로 

고분자 물질인 PAN(polyacrylonitrile)이나 PS(polystyrene)를 이용하여 형상제어를 

하고 흡착제 제조를 제조하 다. CO2농도를 610ppm으로 하여 회분식 반응기에서 

흡착성능을 평가한 결과, soda lime과 분말 상으로 존재하는 Ca(OH)2가 가장 빠른 

흡착성능을 보이며, 제조된 다양한 형태의 흡착제가 중간정도의 흡착속도를 보이고 

LiOH가 가장 낮은 흡착속도를 보 다.

마. 폐수지 처리 및 발생 C-14 기체처리 공정 개발

폐수지내 C-14 탈착 및 탈착된 
14
CO2 기체의 순환에 의한 흡착 공정을 제안하

으며, 본 연구에서 제조한 흡착제를 순환공정에 이용할 경우 초기 운전시  습도 

및 수분과 연관된 흡착 지연이 나타났지만  충분한 습도 및 수분이 존재하는 상태

에서는 CO2를 완전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soda lime보다 약 두 배 정도의 빠

르며 사용효율도 10% 내외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바. 흡착제 성능 예측 모델링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기 수행한 soda lime을 이용한 운전변수별 고정층 CO2 

파과특성 실험 결과를 흡착모델링을 통하여 계산결과와 상호 비교하 다. 다공성 

매질 및 화학반응에 의한 모델링을 통하여 soda lime에 의한 수분 함량 변화에 따

른 파과곡선을 이론적으로 구하 으며 본 과제에서 고려한 모델이 수분함량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CO2의 파과곡선을 잘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벽에서 격막 물질 전달 저항은 확산저항에 비하여 무시될 수 있으나 정량

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그 크기를 결정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사. C-14 포집된 반응매질의 고화체 성능 평가 

외국의 C-14 흡착매질의 고화기술에 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탄산염의 고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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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화매질과의 적합성(compatibility), 최종 고화체의 물성, 공정의 간편성 및 저비

용의 우수한 요소들을 갖는 시멘트 계열의 매질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폐흡착제를 최종처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화매질을 고려할 때에, 시멘트

고화가 가장 유효한 고화법이 되나, 최종처분부피의 최소화를 위해 물리적 특성과 

화학적 내구성의 동시적 평가를 통하여 최적의 waste loading을 선정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국내 중수로 원자력발전소 운 중 발생된 폐수지내 흡착되어 있는 C-14의 효율

적 분리 기술 개발과 더불어 폐수지로부터 제거된 C-14를 기체형태로 변환하여 폐

액으로부터 제거할 경우 이의 고정화 기술이 필요하며, 이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고효율 C-14 기체 흡착제의 개발 및 특성평가가 요구된다. 

C-14 함유 폐수지의 적정 처리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공정과 폐수지로부

터 분리된 C-14 등의 휘발성 기체상 핵종 제거 기술과 같은 후행공정은 상호 접

한 연관성을 가지며 국제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과제를 통하여 폐수지에 함유되어 있는 C-14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동시에 최

종 생성물의 처분요건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하여 폐기물 감용을 

통한 C-14 제거 적정 처리방안 확보 및 처분비용의 절감이 예상된다. C-14 함유 

폐수지 처리 기술개발을 위하여 문제가 되는 C-14 핵종을 폐수지로부터 선택적으

로 분리함으로서 C-14 핵종이 제거된 잔류 폐수지를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분리

된 C-14 핵종의 효율적 처리기술 및 고건전성 고화체 제조기술을 개발함으로서 폐

수지 처리공정의 감용 효과의 극대화가 기대된다.

본 과제의 목표인 국내 중수로 원전 발생 폐수지로부터 C-14 핵종의 탈착특성

을 평가하고 탈착된 C-14 핵종의 
14
CO2로의 기체화 및 C-14 기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흡착제 특성을 평가를 통한 적정 흡착제 개발을 통하여, 폐수지로부터 C-14

의 분리기술 공정특성에 맞추어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서 C-14 기체 처리 및 고정

화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월성 원전에 장기저장중인 폐수지 상용 처리설비의 시스템 

구축시 기초 설계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부차적으로 원전운 중 기체 상태로 방출

되는 C-14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기존 고체매질의 대체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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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국내 월성 중수로 원전 운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다량 발생하는 C-14 핵종이 

함유된 폐수지(경수로 원전 발생 폐수지 포함)는 현재 장기저장․관리후 폐수지 처

리 기술이 개발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 기반 요소기술이 확보되

어 있지 않는 실정이므로 본 원전 폐수지 처리 기술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우선적

으로 적정 처리 방안을 도출함으로서 원전 운전기술을 고도화함을 목표로 하고 있

다. 본 연구 과제를 통하여 중수로 원전 발생 폐수지의 방사․화학적 특성 자료를 

실 폐수지를 이용하여  충분히 확보하 으며 폐수지내 C-14 핵종의 방사능이 처분 

제한치(WAC, Waste Acceptance Criteria)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폐수지로부터 

C-14 핵종의 제거를 통한 처분대상 폐기물의 저감화 타당성을 충분히 입증하 다. 

따라서 폐수지로부터 C-14 핵종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실험실/파일롯트 

규모로 기초실험을 수행하여 실증시험을 위한 기반 요소자료를 확보하 으며, 실 

폐수지를 이용한 실증시험을 통하여 원전 폐수지 처리 적정 처리 방안을 도출하고 

제시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이 원전 폐수지 처리 기술개발 고도화 사업은 폐수지로부터 C-14 핵종

의 제거기술 개발에 최종 목표를 두고 원전 폐수지 적정 처리 방안을 도출하는 것

으로 향후 대용량 원전 폐수지 처리 기술개발을 위한 선진화 사업의 기반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전기술 선진화 사

업으로 수행할 경우 원전 폐수지 처리기술 개발은 대용량 처리장치를 이용한 현장 

시험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기술개발이 종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현장 적용의 타당성 및 향후 선진기술의 확보에 따른 기술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장 적용을 위한 대용량 폐수지 처리 장치 개발 및 운전의 효율성 평가

○ C-14 핵종이 제거된 폐수지의 처리방안 도출 : WAC(Waste Acceptance 

Criteria) 만족여부

○ 폐수지로부터 분리된 C-14 핵종의 고정화 및 적정 고화기술 개발

○ 폐수지내 C-14 핵종 제거 및 고화에 따른 공정의 감용 특성 종합 평가

○ 개발된 원전 폐수지 처리 기술의 경제성 평가 : 처리/처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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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 정보

본 연구 개발 과정에서 C-14 핵종이 함유된 폐수지 처리에 대한 해외 연구는 최

근에 활발하게 수행되기 시작하 으며, 폐수지 관련 연구는 대부분 90년대 중반까

지 수행된 폐수지의 장기저장․관리 및 수지 재생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

서 최근 2000년 이후에 발간된 폐수지 처리 관련 주요 해외 과학 정보는 아래와 같

다.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 Application of Ion Exchange 

Processes for the Treatment of Radioactive Waste and Management of Spent 

Ion Exchange, Technical Report Series No. 408, IAEA, Vienna(2002).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 Management of Waste 

Containing Tritium and Carbon-14, Technical Report Series No. 421, IAEA, 

Vienna(2004). 

• C. F. Wong and S. Vijayan, "Pre-Disposal Management of 
14
C-Bearing 

Organic-Resin Wastes", Waste Management '04, Proc. of the Symposium on 

Waste Management, Tucson, Feb. 29-Mar. Vol. 4, pp. 1-10, 2004, Arizona, 

USA.

• W. Sohn, D.W. Kang and W.S. Kim, "An Estimate of Carbon-14 Inventory 

at Wolsong Nuclear Power Plant in the Republic of Korea", J.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40, pp. 604-613(2003).

• M. S. Yim, F. Caron, "Life Cycle and Management of Carbon-14 from 

Nuclear Power Generation",  Progress in Nuclear Energy, 48, pp 2-3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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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모델링 프로그램

C==================================================================

C 1. NAME - TPA-W REACTION 

C 2. NUMERICAL METHOD  - ORTHOGONAL COLLOCATION METHOD  

C 3. INTEGRATOR - DVODE

C==================================================================

      IMPLICIT DOUBLE PRECISION (A-H,O-Z)

      CHARACTER DATAFILE*80,SYSTEM*80

      CHARACTER DUMMYSTRING*80 

      DIMENSION Y(500),ATOL(500),RWORK(50000),IWORK(1000)

      DIMENSION DIF1(50),DIF2(50),DIF3(50),VA(50)

      DIMENSION CONC(50),DCON(50)

      COMMON/ COLLF1/ AF(1000,1000),BF(1000,1000)

     &                 ,CF(1000),XF(1000),WF(1000)

       COMMON/ PARAM1/ ALPA,ETA,FRATE,CAPA,BETA,RN

       COMMON/ PARAM2/ NC,NF,NTF

       COMMON/ ISOTM / C0(50),HK,P0

      EXTERNAL FCN,FCNJ,FX

C ---------------------------------------------------------

C     OPEN DATA FILE

C ---------------------------------------------------------

      NUMARG = NARGS( )

      CALL GETARG (1,DATAFILE, ISTATUS)

        IN   = 11

        IOUT = 12

        ICLIP= 13

        OPEN(IN, FILE='F-A-R.dat')    !!!!

        OPEN(IOUT , FILE='F-A-R.out')

        OPEN(ICLIP,FILE='CLIP')

71    READ(IN,'(A80)',END=72) DUMMYSTRING

        IF(DUMMYSTRING(1:1) .NE. '*') THEN

        WRITE(ICLIP,'(A80)') DUMMY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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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IF

        GO TO 71

72    CLOSE(IN)

      REWIND(ICLIP)

C ---------------------------------------------------------

C         READ DATAFILE

C ---------------------------------------------------------

READ(ICLIP,'(A80)') SYSTEM

READ(ICLIP,*) NF

READ(ICLIP,*) NC

READ(ICLIP,*) T,TSTEP,TFINAL

READ(ICLIP,*) BLENGTH

READ(ICLIP,*) FRATE

READ(ICLIP,*) P0, Rgas, Temp

READ(ICLIP,*) DENSM

READ(ICLIP,*) EB

READ(ICLIP,*) SA, SK

READ(ICLIP,*) RK, RN

       DO 8 I=1,NC

          READ(ICLIP,*) C0(I)  ! Mole Fraction

          READ(ICLIP,*) HK

8      CONTINUE

C ---------------------------------------------------------

C         READ COLLOCATION PARAMETERS

C ---------------------------------------------------------

          N0F=1

          N1F=1

          NTF=NF+N0F+N1F

          NEQ=2*NC*(NF+1) 

C ---------------------------------------------------------

C         READ INTEGRATOR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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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ITOL    = 2

    RTOL    = 1.D-5

      DO 15 J=1,NEQ

15        ATOL(J) = 1.D-7

          ITASK   = 1

    ISTATE  = 1

    IOPT    = 1

          IWORK(1)= 4

          IWORK(2)= 4

          IWORK(6)= 1.0D+9 

           LRW    = 22 + 9*NEQ + 2*NEQ**2         

           LIW    = 30+NEQ

 MF     = 22

C ---------------------------------------------------------

          TAU=3600.D0*FRATE/BLENGTH

          TEND=TSTEP*TAU

          TINC=TEND

C ---------------------------------------------------------

C         CACULATE PARAMETERS

C ---------------------------------------------------------

       DO 9 I=1,NC

    CTOT = P0*1000. / Rgas / Temp

    ETA = (1.D0-EB)/ EB

    AL1 = BLENGTH / FRATE

    AL2 = SA * SK

    AL3 = 1.D0 / DENSM

    AL4 = SA * RK

              ALPA = AL1 * AL2

              BETA = AL1 * AL2 * AL3 * CTOT    

              CAPA = AL1 * AL4 * AL3  

9     CONTINUE

      write(*,*)capa,al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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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se !

C ---------------------------------------------------------

C         CACULATE COLLOCATION POINTS

C - FLUID POINTS - TWO END POINTS ARE REQUIRED

C - [N0F = N1F = 1]

C ---------------------------------------------------------

         AL=0.D0

         BE=0.D0

         CALL JCOBI(NTF,NF,N0F,N1F,AL,BE,DIF1,DIF2,DIF3,XF)

       DO 11 I=1,NTF

         CALL DFOPR(NTF,NF,N0F,N1F,I,1,DIF1,DIF2,DIF3,XF,VA)

        DO 12 J=1,NTF

         AF(I,J)=VA(J)

12      CONTINUE

11     CONTINUE

       DO 13 I=1,NTF

        CALL DFOPR(NTF,NF,N0F,N1F,I,2,DIF1,DIF2,DIF3,XF,VA)

        DO 14 J=1,NTF

         BF(I,J)=VA(J)

14      CONTINUE

        CALL DFOPR(NTF,NF,N0F,N1F,I,3,DIF1,DIF2,DIF3,XF,WF)

13     CONTINUE

C ----------------------------------------------------------

C     SET INITIAL CONDITIONS VECTOR Y(I) 

C ----------------------------------------------------------

      DO 30 KB=2,NF+2

          KBJ=(KB-2)*(2*NC)

      DO 31 I=1,NC

          KBF=KBJ+1

          KBS=KBJ+2

          Y(KBF)=0.D0  ! ADSORPTION

          Y(KBS)=0.D0  ! ADSORPTION

31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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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CONTINUE

         WRITE(*,207)

         WRITE(*,208)

         WRITE(*,209)

         WRITE(*,210)

         WRITE(*,211)  

C -------------------------------------------------------------------

C      CALL INTEGRATOR 

C -------------------------------------------------------------------

311      CALL DVODE(FCN,NEQ,Y,T,TEND,ITOL,RTOL,ATOL,

     +          ITASK,ISTATE,IOPT,RWORK,LRW,IWORK,LIW,JAC,MF,RPAR,IPAR)

         TIME=T/TAU

     TIMEPRN=(TIME*60)

C ----------------------------------------------------------

C     WRITE RESULTS

C ----------------------------------------------------------

       DO 17 JK=2,NF+2

          K1     = (2*NC)*(JK-2)+1

17     CONTINUE

          CONC(1)=Y(K1)

          DCON(1)=CONC(1)/C0(1) !ADSORPTION

         IF(ISTATE.LT.0) GO TO 99

         WRITE(*,   212) TIMEPRN,CONC(1),DCON(1)

         WRITE(IOUT,212) TIMEPRN,CONC(1),DCON(1)

         IF(TIME.GE.TFINAL) GO TO 100

       TEND=TEND+TINC

  GOTO 311

99       WRITE(*,*)ISTATE

100    STOP

563   FORMAT(5X,7(F5.3,2X))

101    FORMAT(1X,10(F6.3,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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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FORMAT(1X,10(F6.3,1X))

207    FORMAT(//5X,'******************************************************

     +*************') 

208    FORMAT(10X,'CONCENTRATION PROFILES OF EACH SPECIES W.R.T. 

TIME')

209    FORMAT(5X,'-------------------------------------------------------

     +-----------')

210    FORMAT(8X,'TIME(hr)',T21,' C(I)   AND   DC(I)   AND TEMPERATURE')

211    FORMAT(5X,'********************************************************

     +***********')

212    FORMAT(7X,7(F10.3,6X))

       END

C--------------------------------------------

C MAIN PROGRAM = FCN 

C------------------------------------------------------------------

       SUBROUTINE FCN(NEQ,T,Y,DY,RPAR,IPAR)

C-------------------------------------------                     

       IMPLICIT DOUBLE PRECISION(A-H,O-Z)

       DIMENSION Y(NEQ),DY(NEQ)

       COMMON/COLLF1/AF(1000,1000),BF(1000,1000)

     &              ,CF(1000),XF(1000),WF(1000)

       COMMON/ PARAM1/ ALPA,ETA,FRATE,CAPA,BETA,RN

       COMMON/ PARAM2/ NC,NF,NTF

       COMMON/ ISOTM / C0(50),HK,P0

 T    = T

       RPAR = RPAR

       IPAR = IPAR

C------------------------------------------------------------------

C  PROGRAM START

C------------------------------------------------------------------

       DO 10 KB=2,NF+2

         KBV = (KB-2)*(2*N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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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12 I=1,NC

         KBF = KBV+1

         KBS = KBV+2

C--------------------------------------------

C ISOTHERM

C--------------------------------------------

       IF(Y(KBS).LT.0.D0) THEN

         TERM1=DABS(Y(KBS))/(HK)  

         TERM2=1./P0  

         TERM41=TERM1*TERM2 

 ELSE

         TERM1=(Y(KBS))/(HK)  

         TERM2=1./P0  

         TERM4=TERM1*TERM2

 END IF

  STAR = TERM4

C************************** REACTION ***********************

C-------------------------- power-law model ------------------

REAC0 = C0(1) ** RN     !!

REACT = REAC0 * CAPA

C************************** COLUMN   ***********************

       IF(Y(KBS).LT.0.D0) THEN

   STAR1 =-TERM41

         DY(KBS)=BETA*(Y(KBF)-STAR1) - REACT

C         DY(KBS)=BETA*(Y(KBF)-STAR1) 

         DY(KBF)=-AF(KB,1)*C0(1)-ETA*ALPA*(Y(KBF)-STAR1) 

        ELSE

         DY(KBS)=BETA*(Y(KBF)-STAR)  - REACT

C         DY(KBS)=BETA*(Y(KBF)-STAR)  

         DY(KBF)=-AF(KB,1)*C0(1)-ETA*ALPA*(Y(KBF)-STAR) 

 END IF

   SOLID = DY(KB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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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LCULATE THE MATERIAL BALANCE

C----------------------------------------------------------------

            DO 121 KA=2,NF+2

               KK=2*(KA-2)+1

               DY(KBF)=DY(KBF)-AF(KB,KA)*Y(KK)

  121          CONTINUE

C----------------------------------------------------------------

 12    CONTINUE

 10    CONTINUE

       RETURN

       END

C----------------------------------------------------------

C  DUMMY JACOBIAN ROUTINE

C----------------------------------------------------------

       SUBROUTINE FCNJ(NEQ,T,Y,ML,MU,PD,NRPD)

C------------------------------------------------

       IMPLICIT DOUBLE PRECISION(A-H,O-Z)

       INTEGER NEQ

       DIMENSION Y(NEQ),PD(NRPD,NEQ)

       T=T

       ML=ML

       MU=MU

       Y(1)=Y(1)

       PD(1,1)=PD(1,1)

       RETURN

       END

C----------------------------------------------------------

C      CALCULATE COLLOCATION - SUBROUTINE JCOBI

C----------------------------------------------------------

       SUBROUTINE JCOBI (ND,N,N0,N1,AL,BE,DIF1,DIF2,DIF3,ROOT)

C-------------------------------------------------

       IMPLICIT DOUBLE PRECISION (A-H,O-Z)

       DIMENSION DIF1(ND),DIF2(ND),DIF3(ND),ROOT(ND)



- 292 -

      AB=AL+BE

       AD=BE-AL

       AP=BE*AL

       DIF1(1)=(AD/(AB+2.D0)+1.D0)/2.D0

       DIF2(1)=0.D0

       IF(N.LT.2) GO TO 15

       DO 10 I=2,N

       Z1=I-1

       Z=AB+2*Z1

       DIF1(I)=(AB*AD/Z/(Z+2.D0)+1.D0)/2.D0

        IF(I.NE.2) GO TO 11

        DIF2(I)=(AB+AP+Z1)/Z/Z/(Z+1.D0)

        GO TO 10

   11  Z=Z*Z

       Y=Z1*(AB+Z1)

        Y=Y*(AP+Y)

       DIF2(I)=Y/Z/(Z-1.D0)

   10  CONTINUE

C----------------------------------------------------

   15 X=0.D0

      DO 20 I=1,N

   25 XD=0.D0

      XN=1.D0

      XD1=0.D0

      XN1=0.D0

      DO 30 J=1,N

      XP=(DIF1(J)-X)*XN-DIF2(J)*XD

      XP1=(DIF1(J)-X)*XN1-DIF2(J)*XD1-XN

      XD=XN

      XD1=XN1

      XN=XP

   30 XN1=XP1

      ZC=1.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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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XN/XN1

      IF(I.EQ.1) GO TO 21

      DO 22 J=2,I

   22 ZC=ZC-Z/(X-ROOT(J-1))

   21 Z=Z/ZC

      X=X-Z

      IF(DABS(Z).GT.1.D-09) GO TO 25

      ROOT(I)=X

      X=X+0.0001D0

   20 CONTINUE

C---------------------------------------------------

      NT=N+N0+N1

      IF(N0.EQ.0) GO TO 35

      DO 31 I=1,N

      J=N+1-I

   31 ROOT(J+1)=ROOT(J)

      ROOT(1)=0.D0

   35 IF(N1.EQ.1) ROOT(NT)=1.D0

C---------------------------------------------------

      DO 40 I=1,NT

      X=ROOT(I)

      DIF1(I)=1.D0

      DIF2(I)=0.D0

      DIF3(I)=0.D0

      DO 40 J=1,NT

      IF(J.EQ.I) GO TO 40

      Y=X-ROOT(J)

      DIF3(I)=Y*DIF3(I)+3.D0*DIF2(I)

      DIF2(I)=Y*DIF2(I)+2.D0*DIF1(I)

      DIF1(I)=Y*DIF1(I)

   40 CONTINUE

      RETURN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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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C      CALCULATE COLLOCATION - SUBROUTINE DFOPR    

C        ID = 1 :  DISCRETIZATION MATRIX FOR Y(1) (X)

C        ID = 2 :  DISCRETIZATION MATRIX FOR Y(2) (X)

C        ID = 3 :  GAUSSIAN QUADRATURE WEIGHTS

C -------------------------------------------------------------------

       SUBROUTINE DFOPR (ND,N,N0,N1,I,ID,DIF1,DIF2,DIF3,ROOT,VECT)

C------------------------------------------------

       IMPLICIT DOUBLE PRECISION (A-H,O-Z)

       DIMENSION DIF1(ND),DIF2(ND),DIF3(ND),ROOT(ND),VECT(ND)

       NT=N+N0+N1

       IF(ID.EQ.3) GO TO 10

       DO 20 J=1,NT

       IF(J.NE.I) GO TO 21

       IF(ID.NE.1) GO TO 5

       VECT(I)=DIF2(I)/DIF1(I)/2.D0

       GO TO 20

    5  VECT(I)=DIF3(I)/DIF1(I)/3.D0

       GO TO 20

   21  Y=ROOT(I)-ROOT(J)

       VECT(J)=DIF1(I)/DIF1(J)/Y

       IF(ID.EQ.2) VECT(J)=VECT(J)*(DIF2(I)/DIF1(I)-2.D0/Y)

   20  CONTINUE

       GO TO 50

   10  Y=0.D0

       DO 25 J=1,NT

       X=ROOT(J)

       AX=X*(1.D0-X)

       IF(N0.EQ.0) AX=AX/X/X

       IF(N1.EQ.0) AX=AX/(1.D0-X)/(1.D0-X)

       VECT(J)=AX/DIF1(J)**2

   25  Y=Y+VECT(J)

       DO 60 J=1,NT

   60  VECT(J)=VECT(J)/Y

   50  RETURN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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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지에 H
14
CO3

-
 형태로 흡착되어 있는 C-14 핵종의 탈착용액 종류별로 탈착특성을 분

석하 으며, 폐수지로부터 탈착된 C-14핵종의 기체화 특성 실험을 탈착용액 종류별로 수행하

고 C-14 핵종의 
14
CO2 기체화 적정 기술 방안을 도출하 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폐수지 처리 공정 개념을 설정하 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폐수지를 사용

하여 H3PO4 탈착용액을 이용한 C-14 핵종의 탈착 특성 및 양이온 금속 핵종의 탈착율을 평

가한 결과, 폐수지로부터 C-14 방사성 핵종의 탈착율은 초기 폐수지내 C-14  함량에 무관하

게 96% 이상이었으며, 아울러 양이온 교환 수지로부터 Co 감마핵종의 탈착율은 Cs 핵종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 1% 미만이었고 Cs 감마핵종의 탈착율은 2 ∼ 5% 범위로 나타났다. 아울

러 
14
CO2 기체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흡착제 제조 및 기존 흡착제를 이용한 성능평가 기

초연구를 수행하 고, 폐수지 처리공정으로부터 배출되는 
14
CO2 기체처리 시스템 설계를 목적

으로 기체 순환식 흡착 공정을 제안하 다. 아울러 기존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soda lime을 

이용한 운전변수별 고정층 CO2 파과특성 실험 결과를 흡착모델링을 통하여 계산 결과와 상호 

비교하 다. 또한 C-14 핵종이 흡착된 칼슘계열 흡착제의 안정화된 고화체 제조를 위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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