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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국내 우라늄자원을 이용한 전기화학적 우라늄 분리 및 회수기술 타당성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중장기 사업으로 개발된 첨단 우라늄 슬러지 전기화학적 분리기술을 국

내 저품위 우라늄 자원의 활용에 이용이 가능한지를 보기위한  타당성 조사연

구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국내외 우라늄 자원 회수기술 현황을 조사하 고 원자력중장기 연구로 개발된 

우라늄의 전기화학적 분리기술의 활용성을 기술적 타당성 중심으로 입증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1. 저품위 우라늄광에서 우라늄 분리 및 회수 기술 현황 조사 

      - 전세계 고품위(0.1%U3O8함유) 우라늄매장량은 175만톤이고 국내 우라늄광

은 저품위(0.04%U3O8함유)로 약 3.4만톤 보유하고 있다.

      - 전세계적 우라늄 수요공급 불균형과 러시아 핵무기 비축 우라늄 소진 등으

로 2000년12월 7.1$/lb까지 폭락한 우라늄 가격이 2003년 14$/lb, 2004년 

18$/lb, 2005년 11월현재 30$/lb까지 폭등하 다.

      - 우라늄가격 폭락으로 중단한 저품위 우라늄 회수기술이 다시 추진할 수 있

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 기존우라늄 정련 기술은 산/알카리 침출 후 용매추출법으로 우라늄을 정제 

및 회수하는 기술이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한 ACF전기흡착기술은 전 세계에서 처음 시도하는 기술

로 흡착성능이 기존 기술보다 수십배 이상 높고(690 mgU/g흡착제) 또한 

탈착 분리의 효율이 99%이상 되어 정련의 핵심 공정인 용매추출 공정을 

대체 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된다.

  2. 전기화학적 우라늄 분리/회수 기술  시험 및 타당성 평가

     - 우라늄 분리 기술을 실험실 규모로 입증하 다. 

     - 우라늄 회수기술을 실험실 규모로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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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화학적 우라늄 회수공정은 경제성이 기존 기술보다 높다.  

경제성 구성 

항목
기존 공정(용매추출) ACF건지흡착공정 참고사항

장치비

분리회수 위한 장치내 

체류시간이 길어 공정

장치 대규모

분리회수 위한 체류시

간이 매우 짧아(2분) 

공정장치가 소규모

장치크기는 체류

시간에 비례

운

전

비

인건비 대 소 장치 규모 작음

에너지비 소 대(전기에너지 소모)

재료비
용매 등 화학제 소모

큼

화학제 불요(전기 에너

지로 분리/회수)

환경 친화성
용매 등 화학제가 우

라늄 폐기물로 방출

화학제 사용이 없어 

이차 폐기물 발생하지 

않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 존 용매추출법보다 장치가 간단하고 화학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기존 흡착제

보다 60여배의 흡탈착 성능을 갖는 ACF전기흡착 공정의 개발로 우라늄 정

련 및 인산비료 폐기물 회수에 본 기술 적용에 대한 실험실적 타당성을 입증

하 다.

    - 최근 우라늄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지속적인 앙등이 예상되어 국내 저품위 

우라늄 자원 활용의 경제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ACF 전기화학적 

우라늄 분리 및 회수 기술에 대한 공학적 규모의 타당성 입증 연구를 연구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향후 공학적 경제성 입증이 이루어지면 국내 저품위 우라늄 생산을 위한 대

규모 국가적 개발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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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문요약문)

Ⅰ. Project Title

   Feasibility studies on electrochemical separation and recovery of uranium by 

using domestic low grade uranium resource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up-to-date electrochemical uranium separation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for uranium sludge waste treatment funded by a long term 

national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The objective of the 

studies is to examine applicability of the uranium separation technology to 

making use of the low grade uranium resources in the country.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e state of the arts of uranium separation technologies has been reviewed 

both in the country and also abroad. And then the feasibility of the 

electrochemical uranium separation technology to recover the national 

uranium resources has been studied.

Ⅳ. Result of Project

   1. State of the arts of uranium separation and recovery from the low grade 

national uranium resources. 

     - The amount of the high grade uranium resources(0.1%U3O8 contents) in 

the world is 1,750,000MTU and that of the low grade uranium 

resources(0.04%U3O8 contents) in the country is 340,000MTU.  

     - Due to the unbalance of supply and demand of uranium in the world and 

also to consumption out of the uranium reserved for nuclear weapon 

production in Russia, the world uranium market price has been dropped 

drastically from 7.1$/lb in 2000 to 14$/lb in 2003, 18$/lb in 2004  and 

30$/lb in November, 2005.

    - The world uranium price will be increase to more than 30$/l0b in 

10years, so that the low grade uranium in the country become worth 

while to recover. 

    - The conventional uranium recovery technologies are based on both aci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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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lkaline leaching and solvent extraction. 

    - The ACF electrochemical uranium separation technology is the state of 

the art technology in the world and the adsorption capability of 690 

mgU/g is several ten times higher than that of a conventional zeolite and 

the uranium stripping efficiency by desorption is more than 99%.  So, 

this technology is expected to replace the existing solvent extraction 

technology. 

 2. Feasibility of the ACF electrochemical uranium separation technology as an 
uranium recovery method

   - Lab scale demonstration of uranium separation and recovery technologies 

have been carried out by using an ACF electrochemical method.

   - Economical feasibility of the technology for uranium recovery is as follows;

Economic

factors

conventional 

technology

electrochemical 

separation
Remarks

equipment 

cost

Large scale equip-

ment due to long 

residence time

Small scale equip-

ment due to short 

residence time(<2min)

equipment scale 

proportional to 

resident time

oper

ation

cost

man-

power
Large Small

energy Small Large

material
Large consumption of 

chemicals
No chemical needed

environment

friendliness

Large waste contain 

-ing chemicals

No waste due to 

absence of chemicals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ACF electrochemical separation technology is remarkable characteristics 

such as small equipment cost, no use of chemicals, and greate adsorption cap

ability of 60 times higher than that of conventional zeolite. Considering the te

chnical capability and also a recent trend of drastic increase in world uraniu

m market price, the continuation of the study for a bench scale technology d

emonstration as a KAERI's self R&D program is recommended. And then we 

can ask for a large national R&D project for commercial implementation of u

ranium recovery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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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우리나라는 원자력에 크게 의존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있지만 우라늄 핵연료 물

질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현재 중수로형 천연 우라늄은 약 400톤/년, 경

수로형 농축우라늄은 약 350톤/년이 국내 수요이고, 가격으로는 약 2,000억원/년 수

준이며 향후 원자력발전소 증가에 따라 수입량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우라늄광은 약 115,616,000톤이나 우라늄 함량이 약 400 ppm의 저품

위 이며 1970년대말 프랑스에서 우라늄정련 pilot시설을 도입(3.6톤/일 규모) 기술개

발을 추진하 으나 그 후 우라늄 가격의 하락(〈10$/lb )으로 경제성이 없어 개발을 

중단하 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에서의 원자로 신설과 고 연소도화에 의해 우라늄 

소비량이 한층 더 증대되고 있으며, 중국에는 현재 건설중인 원자로를 포함해 11기,

870만kW가계획되고 있는데 2020년경에는 3,600만kW까지 증가할 계획이다. 2001년

의 호주 올림픽댐 광산의 공장화재, 2003년 4월의 캐나다 맥아더리버 광산의 누출

사고 등 세계의 광산에서 사고 및 고장이 잇달아 일어나 우라늄생산량이 감소되었

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현물 우라늄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여 2002년 12월에는

 10달러를 돌파한 후 2003년 12월에는 14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되고 2004년에 들어

와서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금년 5월에는 17.75달러, 6월에는 18달러를 넘어가고 

있어 20년 전의 수준으로 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우라늄의 공급(생산) 설비는 수

요에 훨씬 못 미치지만 핵무기용 잉여 우라늄이 공급되어 우라늄 가격이 낮게 형성

되었다.  그러나 2013이 되면 핵무기용 우라늄이 대부분 소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우라늄 가격 앙등의 요인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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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우라늄 정련기술은 우라늄광을 분쇄하여 산으로 침출시킨 후 용매추출, 역

추출, 그리고 침강분리 공정에 의해 우라늄(U3O8: yellow cake)을 제조하는 방법이

며 우라늄 함량이 약 3,000ppm은 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국내 상황에서, 원자력 중장기과제로 수행한 원자력연구시설제염기술개

발(‘01.8 - ’04.2: 연구책임자 오원진)을 통해 우라늄 함유 폐액중 우라늄에 대한 높

은 선택성과 제거 효율을 갖는 새로운 전기화학적 우라늄 분리 및 정제 기술을 개

발하 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ACF를 이용한 전기화학적 분리 및 회수 방식은 중성 

역에서 화학제의 사용없이 전기에너지만을 사용하여 높은 우라늄 흡착분리 (1500m

g-U/1000mg-ACF)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존 정련공정의 용매추출, 역추출 공정을 

대체할 뿐 아니라 후속 변환공정의 정제공정까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기술

보다 경제성과 환경친화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국내 인산비료공장의 공정 폐기물에서 우라늄을 회수하는 기술개발을 1970년대 

KIST에서 수행하여 남화학비료공장에 용매추출 기술 방식의 Pilot 시설을 설치하

고 우라늄도 일부 회수하 지만 1970년대 말 국제적 우라늄 가격하락으로 경제성

이 없어 시설 가동을 중지하 었다. 본 연구자가 제시한 전기화학적 우라늄 분리 

및 정제 기술을 사용하여 인산비료공정폐기물에서 우라늄 회수 하면 용매추출 기술

보다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인

산비료에는 약 50ppm 수준의 우라늄을 함유하고 있어 환경친화성 향상을 위해서도 

우라늄의 분리 및 회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과제제안자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전기화학적 우라늄 분리 및 정제 기술

에 대한 원리 및 방법 등 기본 기술은 확보하 다.  그러나 저 품위 우라늄광으로

부터 우라늄의 정련기술과 인산비료 폐기물로부터 우라늄 회수에 대한 기술성 및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및 후처리 기술개발, 전기화학적 분리 

및 정제 공정장치 개발, 그리고 최소한 실험실 규모의 전 공정장치를 사용한 시험

실증이 필요하다. 

   본 자체 연구를 통해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원자력 발전에 소요

되는 우라늄 핵연료의 일부를 국내자원으로 자급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기존 해외 우라늄 정련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국내 개발과 나아가 해외 기술수출로 외화 획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보며 향후 핵연료주기 핵심 기술인 TRU 분리 및 회수 기술로도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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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내 저품위 우라늄광 특성

1. 우라늄광 특성

   우라늄은 자연상태에서 +2, +3, +4, +5, +6의 산화상태로 존재하는데 +6가 우라

늄이 가장 흔하며, 자연계에서 6가 우라늄은 보통 산소와 결합하여 우라닐이온

(UO2
2+
)으로 존재한다. 우라늄은 지구의 표면의 암석, 해수 등에 널리 분포되어 있

고, 미량이지만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천연 우라늄 원소의 동위

원소 조성은 U-234 0.0058%, U-235 0.711%, U-238이 99.2833%로 존재하고 있다. 

우라늄은 악티나이드 계열의 화학적으로 활성이 높은 원소이므로 천연 금속상태로 

산출되지 않고, 산소 또는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산화물, 인산염, 황산염, 규산염, 

탄산염 등의 형태로 존재하며 약 200여종의 우라늄 광물이 알려져 있다.

   우라늄 원소는 이온반경이 크고 전하가 높아서 비조화원소(incompatible 

element)의 특성을 가지므로 다른 원소들과 쉽게 치환되지 못하므로, 마그마 분화단

계에서 말기단계까지 마그마에 잔류하든지, 유체에 고농도로 집적되어서 부성분광

물(accessary minerals)로서 결정화되어 산출된다. 지각내 우라늄 평균함량은 

2.6ppm이며, 현재 우라늄 광석 광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Uraninite, Pitch blende, 

Coffinite, Ningyoite, Davidite Brannerite, Autunite, Carnotite, Tyuyamunite, 

Metatyuyamunite, francevillite 등이 있다.

   우라늄 광산의 경제성의 기준은 품위 0.1% U3O8 이상으로 우라늄 1 kg당 80$ 

이하로 생산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세계적인 핵연료의 수

급계획, 원자력 발전계획 및 관련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전

세계 서방세계의 우라늄 자원의 매장량에 의하면 산화물형태의 우라늄을 얻는데 필

요한 경비가 kg당 80불 이하인 것이 175만톤, 그리고 kg당 80불에서 130불 사이가 

55만톤이며, 추가적으로 추정되는 것은 각각 160만톤과 112만톤으로 발표되어 있으

나, 우리나라는 평균 품위가 약 0.04%로 그 양은 약 1,100톤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

된다.

2. 국내 우라늄광 조사

   우리나라에서 저품위(低品位) 우라늄 매장이 확인된 옥천 퇴적층은 탄물질(炭物

質)을 함유한 지층으로 금세기 초부터 석탄조사와 연계하여 일본인 지질학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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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라늄 탐사는 1950년대 후반 국제기

구의 협조아래 이루어졌으며, 본격적인 탐사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옥천

지역에 대한 우라늄 및 바나듐에 대한 지화학 탐사를 1968년부터 1969년까지 국립

광업연구소에서 실시하여 흑색점판암에서 이상을 확인하고, 1971년 차량탐사를 실

시, 변성 퇴적암층에서 품위 0.01% 이상의 우라늄 매장을 확인했다. 옥천지역에 대

한 계획적 탐사를 1972년부터 1985년까지 실시했으며, 이 기간 중 335공, 총 63,285

m의 시추를 실시하여 평균 품위 0.035% U3O3인 우라늄 광석 115,515천MT을 확인

했다. 이를 우라늄으로 환산시 약 34,000MTU에 해당되나 실제 채광 가능한 물량은 

경제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제2절 정련기술

1. 국내 현황

   우라늄 정련기술개발은 1970년대 초부터 우라늄, 우라늄합금, 토륨 및 토륨 화합

물의 분석법 등 기본적인 핵화학적 연구과정으로 시작되었다. 저품위 옥천계 우라

늄 매장이 확인되면서 동 광석을 채광하여 정련하는 기술개발이 1970년대 말부터 

원자력연구소(당시 핵연료개발공단)와 동력자원연구소에서 수행되었다. 원자력연구

소는 괴산지역에서 채광한 우라늄 광석으로부터 우라늄과 바나듐을 추출하는 기술

을 개발하기 위하여 프랑스핵연료공사(COGEMA)로부터 일일 원광석 처리능력 3톤 

규모의 파이로트 우라늄 정련시설을 1979년 가동예정으로 도입하 으며, 1982년 4

월 준공되었다. 1984년까지 파이로트 정련시설 가동 경험을 기초로 하여 얻은 자료

를 바탕으로 1일 처리능력 2,000톤 규모의 상업시설 건설을 검토하 으나 경제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 상용시설 건설은 보류되었다. 원자력 연구소와 같은 시기에 동력

자원연구소는 정련시설 파이롯트 시설을 건설하여 괴산산 우라늄광석의 정련방법을 

연구하 으며, 두 연구소는 서로 연구인력과 연구결과를 교환하며 우리나라에 매장

된 우라늄광의 정련에 최적의 방법을 찾으려 했다. 1970년대 후반 우라늄 값이 폭

등하자 비료 제조회사인 남화학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공동으로 비료원

료인 인광석에 함유된 우라늄을 추출하는 연구를 실시하여 1978년 파이로트 시설 

규모의 공장 운 에 성공하고, 상업생산 시설 건설을 추진하 으나, 1980년 이후 우

라늄 값이 폭락하여 채산성을 맞출 수 없어 상용시설 건설을 포기했다.

   국내 기술개발 현황을 다음 표에 정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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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현황

   일본의 우라늄광은 외국의 우라늄광에 비하여 평균 0.06 ∼ 0.07% 농도의 저품

위 우라늄이며, 주로 Ningyo Toge 근처에서 발견되고, 수백만 톤 정도로 추산된다. 

낮은 품위의 우라늄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정련한다면 우라늄 금속은 아주 비싸기 

때문에 저품위 광의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우라늄광의 특성을 이용하여 공정을 

단순화하여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 다.

   일본의 우라늄광 중에서 2차 우라늄광은 carbonate와 황산법으로 거의 동일한 

범위까지 침출될 수 있고,  carbonate 방법은 통합 정련 공정의 가능성을 가진 것으

로 보 다.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의 Funaki 교수와 연구자들은 bicarbonate와 

옥살산염 용액을 사용함으로써 2차 광의 침출 방법을 제안하 으며, 기본 개념은 

용해된 불순물을 가능한 많이 줄임으로써 저품위 광을 처리하는데 있어 정련을 단

순화하는 것이다. 이것의 주된 관점은 반응성이 높은 고유한 우라늄 광으로부터 우

라늄의 선택적 침출에 대하여 sodium oxalate를 사용하는 것이다. 

   인도는 연구용 원자로의 연료로 Uranium-di-oxide와 metal을 얻기 위해 우라늄 

정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정련공정에는 tri-butyl- phosphate (TBP)를 이용

한 선택적 추출에 의한 정제(purification)과정, ammonium- di-uranate와 같은 침전

(precipitation) 그리고 안전한 형태의 UO2가 되도록 calcination 및 reduction 과정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렇게 구해진 UO2 분말은 최종적으로 균일한 생성물를 얻기 위

해 분쇄·혼합되고, 이것은 덩어리 되지 않고 작은 분말 형태로 된다. 금속우라늄을 

제조하기 위해서 UO2는 불화수소화(hydrofluorinated)시켜 UF4를 생성한다.

   기존 우라늄 정련기술현과 공정도를 다음 표에 도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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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기화학적 분리 및 회수기술  

1. 국외 기술 현황 

   우라늄 원광으로부터 우라늄을 분리하여 회수하는 대표적인 기술로 현재 미국, 

카나다, 호주 등 원자력 선진국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라늄 정련기술은 다음 공정

도와 같이 우라늄광을 파쇄 및 분쇄하여 여기에 산이나 탄산염 또는 박테리아를 사

용하여 우라늄을 침출한 후 산화 및 여과를 거쳐 우라늄 수용액을 얻고 이것을 용

매 추출, 역추출 방법으로 우라늄을 선별적 액상 회수하여 여기에 다시 침전제를 

넣어 침전상의 yellow cake(U3O8)형태로 우라늄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정련과정 중 산침출은 선택성이 없어 우라늄은 물론 거의 모든 금속과 반응하여 

침출용액에 불순물이 많으며, 알칼리 침출의 경우에는 산침출에 비해 선택성은 좋

으나 역시 바나듐이나 몰리브덴 같은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방법 공히 

고 순도의 옐로우 케익을 얻기 위해서는 정제 및 농축과정이 필요하다. 정제 및 농

축과정에서 우라늄 분리 및 회수공정이 요구되며, 산침출 용액의 경우에는 아민계

열의 추출제를 사용한 용매추출법과 이온교환법이, 그리고 알칼리 침출의 경우에는 

이온교환법이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대단위 우라늄 정련공장

이 세워지기 시작한 1950년대에는 거의 모든 공장에서 이온교환법을 적용하 으나 

용매추출법이 개량되면서 용매추출법의 유용성이 커져 1970년대 이후에 가동을 시

작한 정련공장에는 거의 대부분 용매추출에 의한 정제 농축 공정을 사용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침출액으로부터 우라늄의 선택적 분리 시 액막법이나 멤브레인 

추출법을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일부  용화가 되었으나, 막의 수명이 짧고, 막

이 오염되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인 우라늄 분리에 의한 폐액처리기술로는 흡착법, 공침법, 용매추출법, 생

물농축법, 액막법, 이온교환법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흡착법이다. 흡착 성능을 증대하기 위해서 제올라이트, 티타늄 산화물, 

clay, 고분자 물질, 이온교환수지 및 철단괴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천연 및 합성 

흡착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연구사례는 다음과 같다.

   Sodium형 HEU계 Zeolite crystals에 의한 50∼20,000ppm농도 단위의 U흡착이 

회분식으로 조사된 바 있다. 20,000ppm의 U 초기 농도에 대해 11.68mg/g의 절대 U 

흡착량이 얻어졌다. 반면, 분배계수 kd 값으로부터, 상대 U 흡착량 즉 제거%는 

100ppm 미만의 feed 농도에 대해 보다 높은 값이 얻어졌다. Zeolite에 의한 U 흡착 

제거는, zeolite crystals의 내부와 표면 모두에서 일어나는 이온교환흡착과 표면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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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여러 흡착공정에 기인한다. 흡착은 용액의 pH에 크게 의존하며, 조사된 

zeolite물질은 아주 낮은 pH 역에서만 관련되는 탈 알루미늄 현상에 대한 저항성

이나 낮은 초기 pH용액에서의 저항성이 충분히 크다. 

   우라닐 이온(UO2
2+
)과의 착물화를 위한 amidoxime기를 가진 새로운 고분자 흡

착제가 Guler등에 의해 개발되었다. 흡착제의 시안기(CN)는, NH2OH/CN=1.25의 몰

비로 3∼4일간 hydroxylamine용액과 반응시킴으로서 amidoxime기로 변환되었다. 

이 고분자 흡착제는 U에 대한 매우 높은 흡착능과 수용액 상에서의 매우 높은 안

정성을 보여주었다.  

   Benes 등은 Clays를 흡착제로 사용하여 U(Ⅵ)의 흡착특성을 연구하 다(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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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humic substances의 존재는 저 pH 역에서 clay-humate complex 생성에 기

인하여 uranium 흡착을 증진시킴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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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on nodules)를 사용하여 지표수로부터 U 제거능을 조사하 다. 철단괴는 현저히 

큰 U 제거능을 보여주었다. nodules 내 U의 농축정도는 약 8wt.%까지 도달하 다. 

U 제거에 있어 초기단계는 흡착이지만, 단괴 내 U은 copper uranyl phosphate 

microcrystals의 침전에 의해 고정화 되었다. 

   vitrified-, saltstone-, grout-waste forms으로부터의 leacheates, 많은 저장탱크

로부터 폐액을 포함한 많은 U 오염원은 0.5M 이상의 높은 이온강도와 10이상의 높

은 pH 특성을 갖는다. Carbonate mineral phase를 포함한 천연 퇴적물에 의한 U

(Ⅵ)의 흡착에 대한 이러한 기본 화학적 조건의 향이 Kaplan 등에 의해 회분식 

실험으로 조사된 바 있다. pH 8.3, 이온강도 0.02M에서 U(Ⅵ) 흡착은 3.3∼100㎍/l 

UO2
2+
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온강도의 농도가 14mM로 증가됨에 따라 U

(Ⅵ)-kd 및 solubility값은 변하지 않았지만 pH가 8.3에서 9.3으로 증가됨에 따라 kd

값은 1.07에서 2.22㎖/g으로 2배 증가하 다. pH 10.3 이상에서는 U(Ⅵ)함유 solids

의 침전이 생성되어 겉보기 kd값은 ＞400㎖/g이 얻어졌다. 그러나 sediment가 존재

하지 않으면 침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침전이  불균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pH 10.5 이상의 carbonate 계에서는 거의 중성 pH계에서 보다는 U(Ⅵ)의 mobility

가 훨씬 작다. 

   수용액으로부터 U 자체의 흡착에 대한 조사와 함께, 다른 금속과 U의 경쟁흡착

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대부분의 최근 연구에서 Wei 등(1998)은 사용후 

핵연료 내 다른 핵종으로부터 U(Ⅵ)의 분리에 대해 조사하 다. 이를 위해, 관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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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benzimidazoles 그리고 porous silica beads에 embedded된 수지인 음이온 교환

체, AR-01을 제조하 다. Cs(Ⅰ), Sr(Ⅱ), Rh(Ⅲ), Mo(Ⅳ) 그리고 3가 희토류 금속 

등과 같은 대부분의 핵분열생성물(FP)은 거의 흡착이 안 되어 U(Ⅵ)로부터 효과적

으로 분리되어질 수 있었다. Cerium(Ⅳ)은 강하게 흡착되었으나 점차 음이온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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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Ⅵ)와 부분적으로 혼합되었다. 

   폐액 처리를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금속이온의 전기흡착이 지난 10여년간 큰 주

목을 끌어왔다. 활성탄소, carbon aerogels, 이온교환수지 등이 전극/흡착제로 사용

되어왔다. 그러나 전기흡착에 의한 uranium 폐액의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구도 

보고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재 변환공정에 의해 생성된 우라늄 함유 폐액의 처리에 규사와 소다

회가 주성분인 물유리를 사용한 공침법을 통해 발생된 침전물을 질산 처리하여 우

라늄은 추출회수하고 물유리 케익의 잔류물은 건조 후 저준위폐기물로 드럼에 포장

하는 공정을 채택하여 연간 700m
3
의 폐액처리에 35 drum의 고체폐기물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공정은 복잡하고 2차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

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처리 공정을 연구개발한 바, 이 신공정에서는 흡착제로 

비 용해성 형태의 tannin으로 부터 제조된 TANNIX를 사용하여 비교적 소량의 금

속성 불순물을 함유한 안정된 우라늄 산화물만을 발생시키는 방사성 폐기물의 감축

이 큰 기술로 최근소개 되었으나,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고 실험실 규모의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인 기술개발 초기의 단계이다. 이 공정은 비교적 흡착능이 높고 새

로운 소재의 활용기술로 주목되는 기술이다. 

2. 국내 기술 현황

   국내의 우라늄 회수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상황에 기인한 필요성으로 인하

여 우라늄 흡착을 이용한 연구들이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

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해수로부터 우라늄 회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1977

년과 1992년에 기술현황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에서도 IAEA와 

협력하여 4년간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한국화학연구소에서는 1990년대 초에 인산

계 킬레이트수지를 이용한 우라늄 흡착제 연구를 하기도 하 으나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다. 이외에도 몇몇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기초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다지 활발한 편은 아니다.

   우라늄 정련기술은 1970년대 초부터 우라늄, 우라늄합금, 토륨 및 토륨 화합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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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법 등 기본적인 핵화학적 연구과정으로 개발이 시작되었다. 저품위 옥천계 우

라늄 매장이 확인되면서 동 광석을 채광하여 정련하는 기술개발이 1970년대 말부터 

원자력연구소(당시 핵연료개발공단)와 동력자원연구소에서 수행되었다. 

   원자력연구소는 괴산지역에서 채광한 우라늄 광석으로부터 우라늄과 바나듐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프랑스핵연료공사(COGEMA)로부터 일일 원광석 

처리능력 3톤 규모의 pilot 우라늄 정련시설을 1979년 가동예정으로 도입했다. 이 

시설은 당초 예정공기보다 약 2년 늦은 1982년 4월 준공되었다. 1984년까지 pilot 

정련시설 가동 경험을 기초로 하여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1일 처리능력 2,000톤 규

모의 상업시설 건설을 검토하 으나 경제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 상용시설 건설은 

보류되었다.

   원자력 연구소와 같은 시기에 동력자원연구소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연구소 

구내에 정련시설 pilot 시설을 건설하여 괴산 산 우라늄광석의 정련방법을 연구하

으며, 두 연구소는 서로 연구 인력과 연구결과를 교환하며 우리나라에 매장된 우라

늄광의 정련에 최적의 방법을 찾고자 했다.

   1970년대 후반 우라늄 값이 폭등하자 비료 제조회사인 남화학은 한국과학기술

연구소(KIST)와 공동으로 비료원료인 인광석에 함유된 우라늄을 추출하는 연구를 

실시하 다. 인광석의 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수인 인산용액 여과액 중에 9.7 

ppm (1.2 MT/yr에 해당)의 우라늄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와 아울러 부산물로 생성

되는 석고 여과액에는 16.2 ppm (10.4 MT/yr에 해당)의 우라늄이 함유되어 있다. 

남화학은 1978년 pilot 시설 규모의 공장 운 에 성공하고, 상업생산 시설 건설을 

추진하 으나, 1980년 이후 우라늄 값이 폭락하여 채산성을 맞출 수 없어 상용시설 

건설을 포기했다. pilot 시설 운 에 성공한 남화학은 상용시설 건설을 추진하면

서 한국전력에 인산비료 부산물로 생산되는 우라늄 정광 전량을 일정한 가격수준으

로 구매해줄 것을 요청하 으나 1978년 파운드당 40달러를 상회하던 우라늄 현물시

장가격이 1980년대 들어 20달러 이하로 떨어져 한전은 남화학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국내 정련시설에서 생산된 우라늄 정광은 원자력연구소에서 변환기술

을 개발할 때 공급물질로 쓰여졌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액막법을 이용한 습식인산중의 우라늄 회수에 대한 연

구를 1980년대 수행한바 있으나 기존 용매추출 기술보다 기술적, 경제적 우위를 

보이지 못하 다. 또한 이온교환법에 의한 우라늄 회수기술 기초 연구를 2000년 

수행한 바 있으나 기존 기술의 범주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보이지 못하 다.  

그리고 핵연료주식회사의 AUC 공정에서 발생되는 액체폐기물에 함유한 미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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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을 침전법에 의해 회수하는 기초연구 결과를 2002년 발표하 으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새로운 기술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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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전기화학적 우라늄 분리 

1.  전기흡착에 대한 전위의 향

   사전실험에 의해 우라늄의 분리 회수의 전처리 공정인 우라늄 광석의 침출법중 

산 침출법을 ACF 전기흡착공정에 적합한 침출법으로 선정하 으며, 1M NaCl 용액

으로 일정 시간 함침시킨 전극흡착제를 사용하여 U-100ppm이 함유된 1M NaNO3 

전해질 용액에서 여러 전위조건에 대해 수행한 전기흡착 실험 결과(Fig. 3), 우라늄 

흡착거동은 높은 전위 의존성을 보 으며, 처리를 하지 않은 전위실험에 비해 우라

늄 제거 효율 면에서 우수함. 

   시간에 따라 흡착 누적량을 도시한 Fig. 4의 결과로부터 전기흡착공정의 중요한 

변수인 가용전위의 크기가 U(Ⅵ)의 흡착속도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즉, 

전위가 증가할수록 흡착속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0.9V에서의 흡

착속도는 -0.1 V에 비해 약 15%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미가용 전위 OCP의 경우 

2시간 이후부터는 흡착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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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lectrosorption of U(Ⅵ) with variation of potentials in 1M NaNO3 

electrolyte on neutral salt impregnated ACF at pH 4.



- 13 -

2. 전기흡착에 대한 pH의 향

   우라늄 전기흡착에 대한 pH의 향(Fig. 3)은, pH 2에서는 흡착이 저조한 반면 

pH 4이상에서는 매우 우수한 흡착거동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우라늄의 전

기흡착을 적용할 수 있는 pH의 범위는 pH 4이상의 비교적 넓은 범위임을 알 수 

있으며, pH 3과 pH 4에서의 흡착속도 또한 3시간 이후 급격한 흡착속도의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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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umulative electrosorption of U(Ⅵ) with variation of potentials in 1M 

NaNO3 electrolyte on neutral salt impregnated ACF at p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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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lectrosorption of U(Ⅵ) with variation of pH in 1M NaNO3 electrolyte on 

neutral salt impregnated ACF at -0.9 V.

3. 우라늄의 선택적 분리 특성

Ca, Mg, Na 등 알카리 금속 및 토금속 화학종이 함유된 다성분계에서 우라늄의 

선택흡착에 의한 분리특성 시험결과(Fig. 4), 양이온들 중 우라늄 이온만 선택적으

로 흡착̇‧분리됨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우라늄만의 선택흡착 경향은 이온 도 크기

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우라늄의 경우 전기흡착 공정으로 인해 

발생된 전극의 표면에 다른 양이온들은 반응하지 않으면서 우라늄 이온만이 반응하

는 특이한 전기화학적인 반응이 예상됨. 

즉, 일반적으로 이온을 흡착하기 위한 다공성 탄소 전극의 흡착용량은 이중층 정

전용량, 비표면적, 그리고 가용 등전위에 의존하는데 1536m2/g의 비표면적과 30F/g

의 이중층 정전용량을 갖는 1g의 활성탄소섬유 전극이 1V의 전위 변화에 의해 흡

착하거나 탈착할 수 있는 이론적 양은 약 74 mguranium/gACF 인데 반해 실험에 의해 

관찰된 50hr 동안의 누적 U(Ⅵ) 흡착량은 690 mguranium/gACF이므로 우라늄 전기흡

착 동안 흡착제의 전기 이중층 충전에 의한 흡착 이외에 이온교환이나 다른 어떤 

반응의 발생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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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lectrosorption of U(Ⅵ) in multicomponent

                      salt medium at -0.9V and pH 4.

 

제2절 전기화학적 우라늄 흡착  

전기흡착 공정을 수행하여 우라늄이 흡착된 ACF 표면에 대한 SEM 분석결과

(Fig. 5)로부터 전기흡착 전의 ACF와 흡착 후의 ACF의 표면에 있어 확연한 차이

를 알 수 있음. 활성탄소섬유의 표면 위에 형성된 침전 형태의 생성물에 대한 XRD 

분석(Fig. 6)결과 UO3․2H2O임을 확인. 일반적으로 U(Ⅵ) 흡착동안 침전은 중성 용

액이나 염기성 용액 분위기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전기흡착동안 산성조건에서 U

(Ⅵ)의 침전이 일어나는 가능성은 활성탄소섬유 표면에 음 전위가 가용될 때, 전극 

표면에서의 H+의 국부 농도는 bulk 농도보다 훨씬 낮을 수 있으므로 UO3․2H2O의 

형태로 침전되는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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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CF before electrosorption

(B) - ACF after electrosorption

Fig. 5. SEM of adsorbed uranium on AC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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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XRD analysis of adsorbed uranium on ACFs.

  제3절 우라늄 회수

1. 우라늄의 탈착 회수 특성

   흡착된 우라늄의 전기탈착 거동을 조사하기 위해 최적의 흡착 조건이었던 -0.9V

의 전위를 같은 크기의 반대전위인 +0.9V로 단순 역전시켜 탈착변수의 하나인 탈

착용액의 pH 변화에 따른 실험을 수행함. 탈착용액으로 1M NaCl 용액을 사용하

고, 탈착용액의 pH를 3 ∼ 5범위 내에서 변화시켜 조사한 결과(Fig. 9) pH 4 와 

pH 5에서 탈착률은 각각 80%와 45%를 보여 줌으로써 pH가 높으면 높을수록 탈

착률과 탈착속도는 현저하게 저하됨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전기흡착과 마찬가지로 

전기탈착도 공급용액의 pH 향이 매우 지배적임을 알 수 있었으며 pH 3에서는 

전극으로부터 97%의 좋은 탈착률을 보여 줌. 따라서 양으로 하전 된 우라늄이 흡

착된 전극으로부터 우라늄을 회수시키기 위해서, 전기흡착 거동과 반대로 pH가 낮

아야만 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sample (adsorbed uranium in ACFs)

Metaschoepite, syn : UO3․2H2O

sample (adsorbed uranium in ACFs)

Metaschoepite, syn : UO3․2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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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Electro-desorption % of U(Ⅵ) with variation of applied potential

 in flow-through mode at +0.9V.

   전기탈착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탈착변수인 가용전위를 +0.5V ∼ +1.2V의 

범위에서 pH 3 조건에서 탈착 거동 조사결과(Fig. 8), +1.2V의 전위조건에서 99%

의 가장 좋은 탈착률을 보여 주었으며 또한 다른 실험조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탈착속도를 나타낸 반면 +0.5V와 +0.9V에서의 탈착거동에는 큰 차이가 없이 

보다 낮은 탈착률을 나타냄. 탈착 역시 전위의 의존성을 알 수 있었으며, 전기탈착

에 있어서 전기흡착 시 가용된 전위에 비해서 동일한 크기의 반대 전위보다 더 큰 

전위를 가용해 주어야 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전위 가용에 의한 전기적 흡착과 

ACF 자체의 흡착력에 의한 일반 흡착도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더 높은 탈착 전

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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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 Electro-desorption % of U(Ⅵ) with variation of solution pH 

in flow-through mode at pH 3. 

   매 흡/탈착 cycle에서 탈착용액으로 순수한 용액을 사용한 실험

가용전위의 역전에 의해 흡착된 우라늄은 탈착시켜 소량으로 농축시키는 동시에 전

극을 재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적극의 재생성을 확인하고 탈착조건의 최적화를 

위해 cycling 실험(전기흡착 후 전위역전에 의한 전기탈착)에 의한 실험결과 (Fig. 

9) 완전한 가역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흡착된 우라늄의 충분한 탈착거동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ycle 당 누적 흡․탈착량이 cycling의 증가에 따라 거의 변화없이 일

정한 사실로부터 거의 완전한 전극의 재생효과를 알 수 있음. 이를 통해 공정의 가

장 경제적인 요소의 하나인 전극을 연속 재생하여 사용가능함으로써 경제성을 제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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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전기흡․탈착 cycle 당 누적 흡탈착량의 변화

   매 흡/탈착 cycle에서 탈착용액으로 순수한 용액대신 연속사용한 실험

 탈착용액을 연속 사용한 조건에서 우라늄의 회수 특성을 조사한 실험결과(Fig. 10) 

흡착 주기 수에 비례하여 탈착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

로 탈착용액의 농도는 초기의 5배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Fig. 11는 각 cycle

에서의 탈착 효율을 나타낸 것으로 매 흡/탈착 cycle의 탈착용액을 연속하여 사용

한 경우 5회 주기 동안 실험 주기 진행에 따라 흡․탈착 속도면에서 약간의 차이

가 있지만 평형 흡․탈착량에는 변화 없이 cycle 횟수에 무관하게 일정한 우라늄 

탈착거동을 나타냄.이는 첫 번째 주기 후 ACF의 표면 관능기들이 일부 반응으로 

인해 제거되어 전극표면의 성질이 변화하 거나 전해질이 ACF의 기공 내에 흡착

된 후 완전히 탈착되지 않아 기공내 구조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러

한 결과로부터 순수한 탈착용액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연속하여 탈착 용액을 사용

한 경우 용액의 농축이 가능하고 폐액 발생량을 1/5로 크게 저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극의 재생도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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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lectrosorption and electrodesorption of U(Ⅵ) in spent

desorptio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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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Net electrodesorption % of U(VI) in each cycle using 

spent desorptio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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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흡/탈착 cycle에서 탈착용액으로 순수한 용액과 연속사용 용액을 사용한 비

교실험을 통해 폐액발생량이 1/5인 탈착용액 연속사용법이 효과적임을 확인

2. 흡착제의 재생 특성

   ACF를 연속적 전기흡착제로 사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연속주기 전기흡탈착 

실험을 최적 흡착 조건인 -0.9V의 전위로 전기흡착을 하 고, 흡착된 전극으로부터 

곧바로 탈착용액을 사용하여 최적 탈착조건인 +1.2V의 전위로 전기탈착을 하여 5회

의 연속 주기실험을 수행함. 다섯 번의 주기 동안 실험 주기의 진행에 따라 흡ㆍ탈

착 속도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평형 흡ㆍ탈착량에는 변화가 없이 다섯 

번의 주기 동안 흡ㆍ탈착 거동이 유사함을 보여 줌으로써 공정의 가역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전기흡착 공정을 수행하기 전의 전극과 수행 후의 전극에 대한 SEM 분

석(Fig. 12), 5회의 재생실험 후 전극의 기공 내 구조변화에 대한 BET 측정결과와 

물리적 특성치를 각각 Fig. 13와 Table. 1에 정리함. 재생실험 전ㆍ후의 전극표면에 

대한 SEM 분석결과 외관상 전극에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 주었으며, BET 분석 결

과에서도 미세공의 비율이 1% 감소를 보여주는 등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

음. 이들 결과로부터 활성탄소섬유 전극의 전위를 역전시킴으로서 전극에 흡착된 

흡착질 이온을 전기적으로 탈착시킴과 동시에 탄소체 전극이 직접 재생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Table. 1. Physical property of ACF after 5
th
 cycling. 

Specific 

S/A(m2/g)

Total pore 

vol. (cc/g)

Micro pore 

vol. (cc/g)

Average pore size 

(Å) 

ACF before 

electrosorption
1536 0.581 0.485 15.1

ACF after 

electrosorption
1514 0.577 0.476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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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F before cycling

(B)  ACF after cycling

Fig. 12. SEM of ACF on 5
th
 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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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dsorption isotherms of N2 at 77K on ACF after 5
th
 cycling.

     

제4절. 전기화학적 우라늄 회수공정의 비용 평가 

   다성분 이온종 중 Uranium만의 선택흡착 조건도출을 통해  Uranium의 선택분

리능과, 흡착된 Uranium의 전기탈착 조건도출을 통해 5배 이상의 농축 회수능 결

과로부터 기존공정(분쇄-침출 후 용매추출/ 침강회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타

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공정/장치가 단순하고, 화학제의 추가 없이 전기 에너지만 사용하여 분리/회수할 

수 있는 특징으로 기존 기술에 비해 높은 경제성과 환경 친화성이 예상됨(Table 2). 

전기화학적 우라늄 분리 ‧회수기술에 의한 우라늄 회수비용은 전기소요비용, 전기

흡착제인 ACF 비용 및 분리 ‧회수 전기흡착장치 제작비용으로 구성됨. 우라늄 분

리 ‧회수 효율(0.5g-U/g-ACF), ACF가격(50,000원/kg-ACF) 및 전력비(100원/K조)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132원/g-U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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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우라늄 분리 및 회수공정 특성비교

우라늄 분리/회수 공정 장점 단점 비고

기존

공정

용매추출

• 대규모 공정에  

   적합

• Scale-up 용이

• 용매손실 과다

• 폐액처리 비용

• 사용실적     

   최대

이온교환

• U 순도 높음
• 이온교환수지  

   수명 짧음

• 이온교환수지  

   및 폐액처리   

   비용 고가

• 대규모 공정  

   가능

격막형 액막법
• 용매손실 적음

• 공정 간단

• 막 수명 짧음

• 막 오염문제

• 저농도 용액  

   처리 적합

KAERI 공정

• U 분리효율    

   우수

• 공정장치 단순

• 새로운 기술

• 용매 미사용/  

  전기에너지만  

  소요

•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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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Weekly Spot Prices as of December 5, 2005

Change from previous (week)

 

  1 US$ = 0.84847 €

U3O8 Price (lb) $35.25 [+0.75] €29.91 [+0.64]

Ux Month-End Spot Prices as of November 28, 2005

Change from previous [month]

 

  1 US$ = 0.84455 €

U3O8 Price (lb) $34.50 [+1.25] €29.14 [+1.06]

NA Conv. (kgU) $11.50 [Unch.] €9.71 [Unch.]

EU Conv. (kgU) $11.50 [Unch.] €9.71 [Unch.]

NA UF6 Value (kgU) $101.64 [+3.27] €85.84 [+2.76]

EU UF6 Value (kgU) $101.64 [+3.27] €85.84 [+2.76]

SWU Price (SWU) $114.00 [Unch.] €96.28 [Unch.]

RU SWU Price 
(SWU)

$92.00 [Unch.] €77.70 [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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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연구목표 연구결과 달성도(%)

• 저품위 우라늄광

   우라늄 분리 및 

  회수기술 현황 조사

- 국내 저품위 우라늄광 특성 조사 및 평가

- 우라늄 정련기술 현황 조사

- 전기화학적 우라늄 분리 및 회수기술 현황

   조사

100%

100%

100%

• 전기화학적 우라늄

   분리 및 회수 단위 

   시험 평가

-  실험실규모 우라늄 분리기술 시험

-  실험실규모 우라늄 회수기술 시험 및 

     타당성 조사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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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1절 활용분야

      기존 정련기술보다 기술성, 경제성 및 환경 친화성이 우수한 ACF전기흡착기

술을 개발하여 그 성능을 실험실적으로 입증하 다. 따라서 당초에 본 과제에서 제

시한 공정장치를 개발하여 성능 및 경제성을 입증하여 저품위 우라늄 부존자원(국

내 우라늄광 또는 인산비료 부산물)에서 우라늄 회수하고 핵연료제조공장의 우라늄 

폐액의 처리와 같은 분야에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활용방안

   활용방안으로는, 우라늄 침출용액을 대량으로 분리 할 수 있는 공정장치를 개발

하여 실증 하고 ACF 흡착매질에 흡착 분리/정제된 우라늄을 재회수 하기 위한 탈

착회수공정장치 개발 및 실증에 직접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치비, 

운전비, 재료비 등 경제성을 산정하고 평가하며 환경친화성 평가 연구개발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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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제1절 전기화학적 우라늄 분리 및 회수 이론적 배경

1. 전기흡착의 특성

   전기화학적 공정은 오염문제를 방지하고 복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

공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의 다양성, 에너지 효율, 자동화 용이성, 환경에 대한 친화

성 등 좋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폐액 처리를 위한 전기화학 공정으로 널리 사용되

고 있는 전착공정을 전기흡착공정과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가. 전착공정

   전착법은 전기도금 산업 및 환경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적용성이 증가하고 있는 

공정이다. 이 공정의 기초는 전기화학적 환원공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폐수처리에 

있어서 유해한 금속이온을 제거하는 공정이 환원공정의 중요한 예이다. 일반적으로 

화학공정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수의 금속이온 농도는 10
5
 ppm 정도로 고농도

일 수 있지만 최대 배출 허용 농도는 전형적으로 0.05-5 ppm 정도이다. 전기화학적 

방법은 금속이온을 그것이 지니고 있는 원소상태, 특 버려지거나 회수할 수 있는 

침적물로 환원시키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제염폐액중의 용출 금속 이온의 농도가 높은 경우, 직접 이온교환 수지로 처리

하게 되면 수지의 소모량이 증대되며, 중화처리 하게 되면 슬러지량이 많아서 여과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액 전처리로 전기투

석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동일한 견지에서 금속이온을 cathode로 환원시켜 전착 

석출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Cathode에서 전착된 금속은 회수하여 처분하거나 

전기도금용의 금속 anode로 재사용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전착공정 및 장치의 개략

도를 Fig. 1와 2에 각각 수록하 다. 이 공정의 장점은 금속의 회수를 위해서 

hydroxide와 같은 다른 화학제를 첨가할 필요가 없다는데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금속의 회수와 관련한 조업 비용이 비싸고 용출된 금속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는 

희박해진 용액의 재 농축 단계가 요구된다는데 있다. 

   금속이온의 전착효율은 초기 금속 이온종의 종류 및 농도, 전류 도, 용액의 산

도 및 전극의 특성에 향을 받는다. 

   전착법에 의한 금속의 회수 및 제거는 전기도금 산업 및 폐액처리와 같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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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서 적용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전착법에 의한 금속의 회수

는 금속이온의 농도가 높을 때만이 타당성이 있다. 희박한 용액은 cathode 주위 용

액내의 금속이온의 결핍을 가져오고 그에 따라 음극 분극으로 알려진 현상을 나타

내어 금속이온이 전극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해한다. 용액내의 금속이온의 농도가 

감소할수록 금속 회수 효율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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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4. Concept diagram of electrodeposi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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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5. A typical electrodeposition setup.

기술로서, 순환 용액 및 높은 표면적을 갖는 전극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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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음극 분극 현상을 최소화하므로 희박용액(<100 mg/L)으

로부터 금속의 회수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온교환이나 막분리와 같은 

전단계 농축공정이 때로 전착공정과 조합되어 사용될 수 있지만, 이 시스템은 고농

도 금속이온을 포함한 용액으로부터의 전착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나. 전기흡착 공정 

 

         1) 전기흡착의 특성

   전기흡착의 특징은 흡착제 표면전하의 극성 조절에 의해 흡착제의 흡착용량이나 

흡착질에 대한 선택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경우 작업전극인 흡

착제는 전기 전도성이어야 하며, 전도성 흡착제의 경우 전위 조절에 의해 표면 전

하의 제어가 가능하다. 또한 적절한 전위 조절에 의해 혼합물로부터 단일 성분의 

선택적 분리제거가 가능하고 작업전극과 보조전극 사이의 전압을 역전시켜 원 폐액

이나 다른 용액 중으로 탈착시킬 수 있는 가역성이 있다. 이 흡ㆍ탈착의 가역성에 

의해 용액의 정화나 오염물의 농축, 동시에 흡착제의 재생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

는다. 

   전기흡착의 경우 전하는 흡착제와 용액계면을 가로질러 이동하지 않으며, 고체

와 액체사이에 전자의 전달이 없다. 이 경우 계면은 전기 축전기로 작용해서 전하

와 물질 이동에 관계한다. 외부 전기회로에 의해 계면의 두 양단간의 전기 전위를 

제어함으로써 계면에서 임의 화학종의 농축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벌크 용

액의 조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기흡착은 분리공정이다. 전기흡착의 특징

은 전극재에 의한 폐액 중 화학종의 흡착제거를 통한 폐액정화와 전극재에 흡착된 

화학종의 탈착에 의한 화학종의 농축과 흡착 전극재의 재생으로 구성되는 가역성에 

있다고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흡착과 탈착공정을 한 주기(cycle)로 하여 전

기흡착의 개념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폐액인 전해액으로부터 화학종의 분리는 

흡착제에 가용되는 전위를 주기적으로 바꿈으로써 가능하다. 흡착량이 증가되는 전

위가 가용되는 첫 번째 반주기 동안 흡착전극을 통해 흐르는 용액으로부터 제거하

고자 하는 화학종이 제거된다. 그 후 흡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전위로 변화시킨 

후 두 번째 반주기 동안 새로운 용액을 통과시킨다. 이 용액은 오염 화학종이 농축

된 상태로 분리공정으로부터 배출된다. 이때 주기적 전기흡착공정의 가장 매력적인 

특성의 하나인 흡착제의 직접재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 37 -

-
-
-
-
-
-
-
-

Mn+

Mn+

Mn+

Mn+

Mn+

Mn+

Mn+

Mn+

Mn+

Mn+

Pure water

+
+
+
+
+
+
+
+

Mn+

Mn+

Mn+

Mn+

Mn+

Mn+

Mn+

Mn+

Mn+

Mn+

Pure water

Contaminated 
solution

1st half cycle
(Adsorption:

Dilution)

2nd half cycle
(Desorption:

Concentration)

Concentrated 
solution

-
-
-
-
-
-
-
-

Mn+

Mn+

Mn+

Mn+

Mn+

Mn+

Mn+

Mn+

Mn+

Mn+

Pure water

+
+
+
+
+
+
+
+

Mn+

Mn+

Mn+

Mn+

Mn+

Mn+

Mn+

Mn+

Mn+

Mn+

Pure water

Contaminated 
solution

1st half cycle
(Adsorption:

Dilution)

2nd half cycle
(Desorption:

Concentration)

Concentrated 
solution

-
-
-
-
-
-
-
-

Mn+

Mn+

Mn+

Mn+

Mn+

Mn+

Mn+

Mn+

Mn+

Mn+

Pure water

+
+
+
+
+
+
+
+

Mn+

Mn+

Mn+

Mn+

Mn+

Mn+

Mn+

Mn+

Mn+

Mn+

Pure water

Contaminated 
solution

1st half cycle
(Adsorption:

Dilution)

2nd half cycle
(Desorption:

Concentration)

-
-
-
-
-
-
-
-

Mn+

Mn+

Mn+

Mn+

Mn+

Mn+

Mn+

Mn+

Mn+

Mn+

Pure water

+
+
+
+
+
+
+
+

Mn+

Mn+

Mn+

Mn+

Mn+

Mn+

Mn+

Mn+

Mn+

Mn+

Pure water

+
+
+
+
+
+
+
+

Mn+

Mn+

Mn+

Mn+

Mn+

Mn+

Mn+

Mn+

Mn+

Mn+

Pure water

Contaminated 
solution

1st half cycle
(Adsorption:

Dilution)

2nd half cycle
(Desorption:

Concentration)

Concentrated 
solution

Fig. 16. Schematic diagram for reversibility of electrosorp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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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전기흡착의 주요 구성요소의 하나인 전극은 폐액처리 환경에 적합한 재

료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가용전압범위에서 안정하여 흡착전극의 열화나 부생성

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기흡착의 기전력이 전극전위이므로 전기

적 접촉이 연속적이고 전기전도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보통 0.1 ohm
-1
cm

-1 
이상의 

전기전도도가 요구된다. 흡착전극의 부피에 대한 비표면적의 비를 크게 함으로써 

낮은 전류 도를 얻을 수 있고, 전극의 분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비표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전극은 다공성이어야 하며 전기화학적 활성종이 전극기공에 접

촉할 수 있어야 하고, 기공으로 유체가 쉽게 침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상

용화 설비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흡착제 전극의 취급 및 조작 그리고 가

공이 용이하여야 하며 가격이 저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료 특성을 갖춘 전극소재

로는 탄소체 전극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소체는 전기전도도 값이 

높고 내화학성과 내열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국의 주요 처리대상이 방사성 

폐액이므로 특별히 요구되는 방사능에 대한 내구성이 높은 특성을 갖는다. 탄소체 

중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활성탄은 주로 입상이나 분말상이므로 취급이 불편하

고, 비표면적이 비교적 낮아 최금에 새로이 개발된 섬유상 활성탄소섬유가 전기흡

착의 전극재로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실제 최근의 연구에서는 felt나 섬유상의 활

성탄소섬유를 전기흡착 전극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전극에 가용되는 전기흡착 전

위의 범위는 수소과전압, 산소과전압, 전극의 용해전위, 지지전해질과 용매의 분해

전위, 용존산소 등과 같은 불순물의 반응전위 및 흡착질 이온의 산화, 환원전위 등

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탄소체 전극의 경우, 산화, 환원전위창이 넓어 전극

의 요해전위는 큰 문제가 안 되고, 불순물 반응전위는 N2 purging 등에 의해 제어 

가능하므로, 수소나 산소가 발생하지 않고, 지지전해질과 용매의 전기분해가 일어나

지 않으며 흡착질 이온의 산화, 환원이 일어나지 않는 전위범위를 전기흡착 전위 

범위로 택하면 된다.   

         2) 전기흡착의 원리

   기존 흡ㆍ탈착공정이 농도(기상흡착의 경우 압력)와 온도를 변화시켜 유발되는

데 비하여 전기흡착은 제3의 제어인자로 용액 중 전극의 전기전위를 이용하며, 높

은 표면적의 전극에 이를 적용하는 새로운 분리공정 기술이다. 기본원리는 전극표

면에 생성된 전기이중층을 하전하거나 방전하는 것이다. 계면에서의 전기전위가 용

액으로부터 이온종의 흡착에 향을 주며 비이온성 화학종 역시 계면에서의 전기적 

성질에 향을 받는다. 이러한 전위 가용 하에서의 흡착현상인 전기흡착에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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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도성 탄소체를 분극 하여 계면전위 즉, 결과적으로 표면 흡착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다. 일반적으로 전기전도체에 전기를 통하면 폐액 중의 이온종

은 상변화 없이 전극의 전기이중층에 정전기적으로 흡착될 수 있으며, 이온종이 환

원될 수 있는 환원전위를 가용하면 전자가 전극-용액의 계면을 가로질러 이동한다. 

이온종이 상변화를 일으키는 반응은 패러데이의 법칙을 따르므로(즉, 전류흐름에 의

해 발생된 화학반응의 양이 통과 전류의 양에 비례) 패러데이 과정(Faraday 

process)이라 부르며, 패러데이 과정이 지배적으로 일어나는 공정을 전착이라 한다. 

   흔히 전기흡착과 전착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나 전극 전위의 조절에 의해 순

수한 전기흡착 현상만이 발생토록 할 수 있다. 전기흡착에서는 비 패러데이 과정

(Non Faraday process)이 일어난다. 즉 어떠한 조건에서는 주어진 전극-용액 계면

은 이러한 반응이 열역학적으로 그리고 속도론적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전하이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범위의 전위를 띤다. 그러나 흡ㆍ탈착과 같은 공정은 

일어날 수 있으며 전극-용액 계면의 구조는 가용전위나 용액조성 변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전기흡착과 가용전위범위에 의한 산화, 환원반응의 발생 유무에 따라 구분되지

만 폐액처리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착공정을 전기흡착공정과 비교하여 이들의 장

단점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금속 전착공정은 전기도금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잘 

알려진 대규모 공정이다. 수용액으로부터 직접 석출될 수 있는 금속으로는 Mn, Cr, 

Co, Fe, Ni, Ru, Te, Rh, Pd, Ag 와같은 Zn 보다 정전기적으로 보다 적은 음의 값

을 갖는 금속으로 국한된다. 일반 핵분열 생성물 중에서 Cs, Sr, Zr, Nb 등은 Zn보

다 음의 값이 크므로 전착되어 질 수 없으므로 방사성성분과 비방사성 성분사이의 

유용한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중저준위 폐액의 처리 시 100이상의 제염계수 값

이 요구되므로 방사성 이옹의 농도는 매우 낮은 수준까지 감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거할 이온의 농도가 낮을수록 석출속도는 느려지며 와류반응이 지배적일 수 있

다. 킬레이트 형태의 이온교환체의 재생 시 발생된 이차폐액으로부터 음극에 의한 

Co, Mn, Zn 등의 금속의 전착결과 이들 금속종이 효과적으로 전착되었다. 비방사성 

Ni
2+
이온은 매우 낮은 농도의 방사성 용액으로부터 이온들을 고정화 하는 효과적인 

carrier 임이 밝혀졌다. Harwell에서는 pertechnetate 형태로 존재하는 Tc의 직접환

원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100 이상의 제염계수를 얻을 수 있었으며 저농도의 폐액을 

처리할 경우, 비표면적이 매우 큰 음극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다. 이렇게 전착공정은 많은 실용화 연구를 통해 입증된 기술이기는 하지만, 

흡착질이온이 환원되어 콜로이드나 결정형태로 전극에 침적되어 전극이 오염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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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Table 3. Comparison of Elecrosorption and Electrodeposition process.

   이렇게 전착공정은 많은 실용화 연구를 통해 입증된 기술이기는 하지만, 흡착질

이온이 환원되어 콜로이드나 결정형태로 전극에 침적되어 전극이 오염되거나 성능

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전극에 침적된 금속을 전극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분리공정이 추가로 요구된다. 이에 반해 흡착질 이온의 형태가 변화되지 않고 전기

이중층에 흡착질을 정전기적으로 흡착시키는 전기흡착공정은 특별한 이차 분리가 

전착 전기흡착

원리

 - 전위가용에 의한 흡착질 이    

    온의(산화, 환원 form) 

    전극 부착 및 제거(상변화)

 - 전위 가용에 의한 흡착질 이  

   온의 전극 전기이중층 부착

장점

 - 적용실적이 많은 입증된 기술

 - 적용전위 범위가 비교적 넓음

 - 가역성

 - 흡착전극재의 재생에 의해   

   연속사용

 - 특별한 2차분리 불필요

 - 단순한 전극 역전에 의해 정  

   화와 농축이 가능 

 - 유기물의 동시흡착가능

단점

 - 전위의존 제거대상 흡착질의   

    산화 및 환원전위 제한 

 - colloid나 crystal 형태로 변화  

   된 흡착질의 전극으로부터 분  

   리필요(전극오염 및 성능저하)

 - 분리/농축 분야의 활용에 

   연구개발 초기단계의 기술

기타

 - 흡착질이 전극에서의 Faradaic  

   process에 의해 산화, 환원

 - 단순히 전극재에 전위를 가  

   용시켜 전기이중층에 흡착질  

   을 정전기적으로 흡착

 - 가능한한 흡착질 산화, 환원  

   을 피해야 함(Non-faradaic  

   equilibrium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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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고 단순한 전극역전에 의해 정화와 농축이 가능하고 흡착전극재가 농축 시 

재생되므로 연속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기물의 동시 흡착이 가능하다. 

   흡착제에 가용되는 전기화학적 전압에 의해 흡착량이 결정되는 용액 내 화학종

의 흡착은 전기장 변화에 따른 이동현상이 아니라 평형현상으로 이온성 화학종 뿐 

만 아니라 유기화합물과 같은 무극성종도 전위가용에 따라 흡착량이 결정된다. 실

제 전위의존 흡착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보

고되었다. Frumkin 등[5]은 전기흡착에서 전위의 향을 흡착질 분자의 쌍극자 모

멘트의 배향과 유전상수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발표하 다. Boklis 등[6]은 전기흡착

의 향을 물분자와 경쟁흡착으로 최적전위가 얻어지는 것으로 설명하 다. 그러나 

탄소체에 대한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의 전기흡착연구는 다른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있다. 즉 방향족 화합물의 흡착증가 경향으로부터 전위의존은 π-결합에 기인한다고 

하 다[7].

   전기흡착에 긴 히 관련되는 전기이중층의 구조는 흡착평형관계를 나타내는 흡

착등온선, 전극으로 작용하는 흡착제의 등전저위, 표면관능기, 흡착용량 및 화학종

의 흡착 형태 등에 향을 미치므로 전기 이중층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2. 전기이중층 이론

   전기이중층 생성은 고체-액체 계면부근의 전하 분포에 기인한다. 탄소와 같은 

전도체가 전해액에 잠기면 용액 중 일부 이온들은 계면부근에 더 많이 존재하게 된

다. 만약 전도체가 전하를 띠고 있지 않는다면 계면 부근의 이온 전하는 확산 역

의 반대이온에 의해 전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적합한 기준전극에 대한 미

전하 전도체의 전위를 전하 전위(potential at the point of zero charge)라 하며, 

이 전위에서 전기이중층은 모두 중성전하를 띠게 된다. 전극이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전하 전위는 무전류 전위(open-circuit potential)가 된다. 이상분극 

전극의 무전류 전위는 표면전하에 따라 변한다. 전해질에 잠겨진 탄소체는 표면이 

하전되는 어떠한 무전류 전위 값에 도달할 것이다. 전하점으로부터 양으로 분극 

되는 전도체는 용액 측에 모두 음의 전하를 띠게 하여 양으로 하전된 전도체에 전

기적으로 균형이 되게 할 것이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전기이중층에 관한 이론은 Gouy & Chapman 및 

Sterm에 의해 제안된 이론이다[8]. 이들은 전기이중층을 전기적 인력과 열 분사력 

사이의 균형으로 해석하여 표면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농도가 지수적으로 감소하

는 Boltzmann 분포식을 따른다. Stern은 이를 분자가 전극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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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 가까운 곳에 국한된다고 하 다. 용매화 분자는 외부 Helmholz면 (Outer 

Helmholtz plane, OHP)이라고 부르는 면까지만 접근할 수 있다. 이 OHP 바깥쪽에

서 Gouy-Chapman 확산이중층 이론이 적용된다. OHP 내부에서 분자는 자신의 용

매화 층을 버리고 내부 Helmholtz면 (Inner Helmoltz plame, IHP)이라고 부르는 내

부면으로 이동한다. 이때 이러한 이온들은 특이흡착(Specific adsorption)되었다고 

한다. 용매분자 또한 이들 역에 침투할 수 있다. 전체 이중층 역은 용액의 이온

강도에 의존하면서 표면의 10∼100Å 이내에 존재한다. 이 거리는 보통 100㎛까지 

확장되는 확산 층에 비해 매우 짧다. 활성탄소섬유 전극과 용액 계면에서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Fig. 4에서 활성탄소섬유 전극은 음으로 분극되어 OHP에서 용액 상

까지 확장되며 과잉 양전하를 띠게 된다. IHP의 이온들은 전도체 물질, 전도체 물

질의 전위, 이온화학, 이온강도 및 수화도에 의존하는 흡착력을 나타내며, 이들 이

온들은 특이흡착을 하게 된다. 수은 상에서의 특이흡착은 보통 음이온으로 제한된

다. 활성탄소섬유에 음으로 하전 된 표면기는 양이온을 특이흡착이 되게 한다. Fig. 

4는 활성탄소섬유 전극으로부터 전자기적 척력을 이겨낼 수 있는 음이온의 특이흡

착력을 보여준다. 따라서 쿨롱 힘만을 고려하고 특이흡착을 무시한 경우보다 더 많

은 양의 양이온이 확산 역에 존재하게 된다. 

   Fig. 5는 Fig. 4의 전하에 해당하는 전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하는 Gauss's 

law에 의해 전위에 관계된다. 

Gauss's law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εE․ds=

⌠
⌡ρ edv=Qenclosed

                (1)

여기서 ε : permittivity (유전율), F/cm

             E : electric field strength, volts/cm

      s : surface area of Gaussian enclosure, cm

      ρe : charge per unit volume enclosed.  

             v : volume of a Gaussian enclosure, cm3

             Q enclosed  : total charge in a Gaussian enclosure, coul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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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harge distribution in the electric doubl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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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Potential profile for the charge distribution.

   전극 계면에 평행한 단위면적의 종단면을 갖는 rectangular box에 대해 전기장

에 대한 정의를 사용하면 식 (1)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 된다.

    E=-∇Φ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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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box의 측면에서는 전기장 강도가 0이므로 단지 종단면만이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Gauss's law는 다음과 같이 된다. 

    ε(
dΦ
dy
A) outerface-ε(

dΦ
dy
) innerface=Qenclosed      (3)

여기서 y : 표면으로부터의 거리

             A : 표면에 평행한 면의 단면적

metal 내부포부터 IHP 바로 내부까지 box를 그리면 (
dΦM
dy
=0),

    qM=
-ε i(ΦIHP-ΦM)

do                       (4)

여기서 do : 계면으로부터 IHP까지의 거리

              εi : 이 역에서의 유전율

식 (4)는 차로서 쓰여지는데, 왜냐하면 금속내의 전자와 IHP의 이온모두가 

거리 do와 일정유전율 εi를 갖는 medium에 의해 분리되는 전하 평면으로서 존재한

다고 가정되기 때문이다. (전류흐름이 없는 경우, 
dPHI
dy
=0)

IHP 바로 외부로부터 핵상층 끝까지 Gaussian box를 그리면,

    q 2=
-ε 1(Φ IHP-Φ OHP)

d 1                        (5)

여기서 d1 : IHP와 OHP 사이의 거리 

              ε1 : IHP와 OHP 사이의 유전율

전하 q2는 확산되어, 전위분포의 기울기는 OHP에서 연속적이다. 이는 

Gauss's law를 따르고, 무한히 얇은 box는 OHP에서 전하를 띄지 않을 것이다. 확

산이중층에서 거리에 따른 전하변화는 이 역역에서 전위의 비료적 평평한 변화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전체 전기이중층은 전기적 중성원리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qM+q 1+q 2=0                           (6)

식 (4)∼(6)은 전위분포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계면에서의 흡착 공정

에 대한 정보 없이는 전위분포곡선을 얻을 수가 없다. 금속의 전위, 총 가용전류, 

총 전기이중층 정전용량과 같은 어떠한 양만이 측정이 가능하므로, modeling 노력

이 흥미 있는 과제가 될 수 있다. model은 전극 전위와 bulk 농도에 대한 흡착의 

의존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흡착은 각 이온의 원자가에 의존할 것이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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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은 이온흡착에 의해 결정되는 전하를 전위에 관계시킬 수 있게 해준다. 흐

름계에서 이온의 제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생성항(즉, 흡착)이 위에 설명한 미시

적 흡착식으로 계산되는 bulk 이동식을 풀어야 한다. bulk 이동식은 ,다공성 전극 

이론에 적용되는 각 화학종에 대한 물질수지식이 포함된다. 다공성 전극에서의 이

중층 흡착모델은 전개하기 전에 실험적인 타당성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전기이중층 용량을 조사하는 것이다. 전기이중층 용량이 일정하다

고 가정하면 표면의 상세한 분석을 무시할 수 있다. 

      가. 전기이중층 용량

   전기이중층 용량은 가용단위 전위당 이중층을 보유한 전하의 양이다. 전기 이중

층 흡착에 의한 금속이온 제거 연구를 위해서는 전기이중층 용량이 주요 변수이다. 

전기이중층 미분용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
∂qM
∂U
) μ.Τ                             (7)

여기서 qM : charge density on the cetal side of the double layer 

              U : potential of working electrode relative to a                

     reference electrode reversible to the anion in solution

              μ : chemical potential (const. composition)

전하 q는 또한 표면장력 γ에 다음과 같이 관계된다.

    qM=-(
∂γ
∂U
) μ.Τ                           (8)

이 관계식은 계면에서의 열역학적 분석(즉, Lippmann eq'n)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다. 식 (7)과 (8)을 조합하면,

    C=-(
∂
2
γ

∂U
2 ) μ.Τ                            (9)

이로부터 전기이중층 용량은 전위에 따른 표면장력 결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dropping Hg 전극 같은 액체금속 전극은 전위의 함수로써 표면장력을 측정할 수 

있다. 표면장력은 수축력이지만 존재하는 전하는 쿨롱척력 때문에 결합력을 약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표면장력은 전하점에서 최대가 된다[9]. 

   고체전극에서의 표면장력은 측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전기이중층 용량은 직접 

측정하여야 한다. 만약 고체전극의 전하와 전위사이의 관계를 안다면 식 (7)은 유용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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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분극전극의 정상상태 전위에 적은 양의 전위나 전류를 가용하여 전기이중층 

용량을 측정할 수 있다. 만약 패러데이 반응이 안 일어난다면, 결과적으로 변한 전

류는 전기이중층 정전에 기인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전하점은 모르지만 전위

의 함수로서 전기이중층 용량을 알 수 있다. 식 (7)을 적분하면 전하점은 미지의 

적분상수이다. 따라서 중금속 양이온 제거 시 최적 전위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

재한다.

나. 전위주사법에 의한 전기이중층 용량

   이상분극 전극에 전위를 주사하면, 단지 이중층정전(double layer charging)에 기

인한 전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위주사분석법은 원래 Bard에 의해 연구되어왔다

[10]. 그의 전위차가 시간에 따라 주사되는 이상적 RC 회로를 다루었다. 

carbon-paste 전극의 전기이중층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Evans는 전위주사 실험을 

하 다[11]. 전극이 이상분극전극으로 작용하는 전위범위에서 탄소체의 전기이중층 

용량은 전위에 따라 변하지 않음을 보고하 다. 

   이상분극전극은 가용전위에 무관하게 전하가 계면을 가로질러 이동하지 않는 전

극이다. 실제전극은 어떤 전위범위에서만 이상분극 전극으로 거동할 수 있다. Hg 

전극은 높은 수소발생 과전압을 가지므로 적당한 전해액 내에서 넓은 전위범위에 

걸쳐 이상분극 전극으로 거동한다. 

   본 연구에서처럼, 염전해질과 uranium nitrate 용액내의 탄소전극은 수소발생전

위와 산소발생전위 사이에서 이상분극 전극으로 거동해야 한다. 

   용액 내에서 이상분극전극은 Fig. 6과 같은 전기적 RC 회로 (Resistive Capa-cit

ive circuit)에 따라 거동할 것이다. 여기서 CT는 작용전극의 총 전기이중층 용량이

고, R은 작용전극과 기준전극사이의 용액저항이다. 기준전극은 분극되지 않기 때문

에 기준전극에서의 전기이중층 용량은 무시될 수 있다. 기준전극이 무한히 멀리 떨

어진 RDE(Rotating-Disk working Electrode)의 경우, Newman은 용액상의 저항은 

다음과 같다고 보고하 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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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resistive-capacitive circuit for an ideally polarizable electrode.

    R=
1
4kγ 0                                  (10)

여기서 γ0 : disk radius

              k : solution phase conductivity

기준전극에 대한 작업전극의 전위 (ΦWE-ΦRE)는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할 

것이다. 

    ΦWE-Φ RE=V=V
'
0+νt                  (11)

여기서 ν : sweep rate (주사속도)

              t : time

              V'0 : initial system potential relative to open-circuit               

             potential

RCT회로에 대한 분포전위는 다음과 같다.

    V
'
0+νt= IR+

Q
CT                         (12)

Q= ⌠⌡ I dt
 이고 다음과 같은 초기조건을 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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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V
'
0

R
at t=0                         (13)

시간에 대해 laplace transform을 취해서 식 (12)를 풀 수 있다.

    I=νRCT+ (
V'0
R
-νCT)exp(

-t
RCT

)              (14)

괄호 항은 시간상수, RCT를 갖는 decaying transient이다. 만약 시간상수 RCT가 충

분히 짧다면, 전위의 함수로서 CT를 측정하는데 정상상태 항을 사용할 수 있다. 

   0.1M 염용액 (k=0.01 mho/cm)에서 disk 반경이 0.25 cm 이고 전기이중층 용량

이 30 ㎌/㎠ 인 경우, RCT는 약 0.5 ms가 된다. 전위주사 초기의 수 msso에서 전

체 transient는 무시할 수 있을 것이며 정상상태로 흐르는 전류를 어느 전위에서 전

기이중층 용량에 관계시킬 것이다. 

다. 다공성 전극 이론

   다공성 탄소 물질은 보통 g당 수백 m
2
의 거대한 표면적을 갖고 있다. 다공성 탄

소의 이중층 정전용량은 매우 커서 약 30㎌/cm
2
이다. 매우 큰 비표면적과 이중층 

정전용량 때문에 많은 양의 이온이 다공성 탄소의 전기이중층에 저장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한 탈이온화는 흡착으로 인한 농도변화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Garaham[13]에 의해 수은 계면에서의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Fig. 7의 결과를 보

면, 전하곡선은 전극전하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총 용액 측 전하를 나타낸 

것이다. sodium 및 chloride 곡선은 흡착이온 농도곡선으로 생각할 수 있다. 총 전

하곡선의 변화는 반드시 전류흐름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전하곡선의 기울기가 

이중층 정전용량이 된다. 전하 전위점은 약 -0.55V에서 일어난다. 이 전위보다 음

의 전위에서 이중층은 양의 전하를 띠며, 이 전위보다 양의 수은 전위에서 이중층

은 음의 전위를 띤다. 만약 수은 계면을 사용해서 sodium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의 유용한 전위범위를 알 수 있다. 첫 번째, 공정은 -0.4V와 0.0V나 다이아그램

에는 나타나지 않은 양의 전위 사이에서 가동될 수 있다. 두 번째는, -0.8V와 이 보

다 큰 음의 전위에서 가동될 수 있다. 두 번째의 경우에서, chloride의 표면농도는 

비교적 변화하지 않고 전류는 주로 sodium에만 사용된다. 이는 수소발생과 같은 부

반응이 무시되면서 sodium 흡착에 있어 가장 높은 전류 효율을 보이는 역이다. 

이 역보다 큰 음의 전위에서는 수소 발생이 중요하게 될 수 있다. 약간 작은 음

의 전위에서는 Cl
-
 이온농도는 급격히 변하며 전류 또한 그렇게 필요하게 된다. 여

기에서 chloride 곡선은 총 용액 이중층 전하보다 음을 띤다. 이는 쿨롱인력에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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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chloride의 특이흡착을 나타낸다. 이에 상응한 sodium 흡착은 총 용액에서 전

기이중층이 중성을 유지하게 한다. 따라서 예상된 수은 전하보다도 더 많은 이온이 

전기이중층에 보유된다(Fig. 4). 

다공성 탄소에 의한 중금속 양이온 제거는 수은에 의한 sodium 흡착과 유사하

다. 그러나 고체 전극에 있어서 표면장력을 측정할 수가 없고, 전하 전위가 불확

실하기 때문에 Fig. 7과 같은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온이

나 음이온의 흡착도가 전위변화에 따라 변하는 역이 탄소체나 어느 다른 고체 전

극 상에도 역시 존재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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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Charge and adsorption of sodium and 

    chloride ions at mercury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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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활성탄소섬유(Activated Carbon Fibers, ACF) 

   1962년에 미국의 Abott, W. F.에 의하여 처음으로 특허화[15]된 “Carbonizing 

Fibers"는 레이온계 탄소섬유를 1200-1800℉의 고온에서 활성화 한 섬유상 다공성 

물질로서 그 흡착능력이 대단히 우수하 으나, 당시 탄소섬유 자체가 매우 비싼 제

품이었으므로 30-50% 이상을 활성화에 의해 Burn-off 시키는 것은 수율면에서 매

우 비경제적이었다. 활성탄소섬유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72년으로 추측된다[16-17]. 

원료로는 셀룰로즈계, 아크릴계, 페놀수지계 및 핏치계 탄소섬유들인데 일본에서 이

들을 활성화하여 제품으로 생산하기는 1980년대 후반의 일이며 현재는 동양방적

(Toyobo Co.)에서 셀룰로즈계 탄소섬유를 원료로 하여 K-filter(KF-섬유)라는 상품

명의 활성탄소섬유를, 도호레이온(Toho rayon)에서는 아크릴계 탄소섬유를 원료로 

한 Finegard라는 활성탄소섬유를, Kuraray Chemical Co.에서는 페놀수지계 탄소섬

유를 원료로 한 Kuractiv 라는 활성탄소섬유를, 그리고 Osaka Gas Co.에서는 핏치

계 탄소섬유를 원료로 한 AD'ALL이라는 상품명의 활성탄소섬유를 생산하게 되었

으며, 이 활성탄소섬유를 이용한 다양한 흡착용 제품들과 새로운 흡착장치가 여러 

회사에서 판매 또는 개발 중에 있다. 활성탄소섬유는 과열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산화성 기체를 이용하여 범용의 탄소섬유를 활성화하여 아주 작고 균일한 미

세공을 발달시켜 비표면적이 2000-5000 m
2
/g 에 이르도록 하고, 고도의 흡착능력을 

가지게 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type의 섬유상 흡착제인 활성탄소섬유는 독특한 물리적 형태 때

문에 직물, 부직포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므로 현재 흡착제로 사용

되고 있는 입상이나 분말 활성탄(Active Carbon, AC)에 비해 다양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취급이 용이하다. 또한 활성탄소섬유는 직경이 15 μm 이하로 매

우 작아 단위 체적당 외부표면적이 크므로 활성탄소섬유와 용액사이의 접촉효율이 

매우 높다. 더욱이 기존 활성탄과는 달리 활성탄소섬유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기공

이 전적으로 미세공 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표면과 직접 통하므로 확산경로가 

매우 짧아 액상흡착공정에서 흔히 율속단계인 입자내 확산저항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흡착속도가 빠르다. 이 활성탄소섬유는 낮은 온도에서 탈착이 용이하므로 

재생성이 뛰어난 장점 외에 기상 혹은 액상 여과 시 기존 입상 여과제에 비해 투과

저항이 적어 압력강하가 낮다. 이 외에도 활성탄소섬유는 액상흡착 시 고정 및 이

온상 흡착질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흡착제와 여과제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

서 활성탄소섬유는 흡착능력(흡착능력, 흡착속도)면에서 기존의 어떠한 흡착제보다



- 52 -

도 우수한 새로운 타입의 흡착제로 소개되기 시작하 다.

      가.  활성탄소섬유의 구조

   활성탄소섬유는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 ․ 액상 흡착공정에 사용되고 있는 입상 

혹은 분말상 활성탄과 흡착성능이 비교될 수 있는데 이는 이 두 탄소흡착제의 구조

적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탄소체에서의 흡착은 탄소체 외부표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탄소체 내부에 

분포되어 있는 좁은 기공벽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내부에 형성된 기공의 크기와 성

질이 흡착제 외부표면으로부터 내부로 흡착질이 물질전달되는 속도와 평형흡착량을 

결정한다. 다공성 활성탄의 경우 활성탄 입자 전체를 통하는 매우 큰 이동기공

(transport pore)과 이 이동기공으로부터 분기한 여러 종류의 작은 기공이 입자내부

에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이동기공은 입자의 외부표면으로부터 입자내부

로 흡착질이 급속하게 이동하는데 이용되므로 흔히 확산기공으로 부른다. 흡착기공

이라고 정의되는 매우 미세한 기공은 내부표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흡착은 이 

흡착기공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기공의 크기와 기능에 따른 IUPAC 분류에 의하면, 

흡착질이 흡착제 내부로 들어가서 확산되는데 이용되는 대기공(macropore)은 500 

Å 이상의 기공직경을 가지며, 20-500 Å 범위의 직경을 갖는 기공을 중기공

(mesopore)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이동기공은 대기공과 중기공으로 구성된다. 또한 

8-20 Å 사이의 직경을 갖는 기공을 미세기공(micropore)이라고 한다. 활성탄은 약

간의 중기공과 많은 양의 대기공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활성탄소섬유는 거의 대

부분이 미세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활성탄소섬유의 단위무게 당 기공의 부

피와 표면적이 활성탄에 비해 훨씬 크므로 흡착용량이 크고, 미세공만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흡착반응이 이루어지는 미세공까지 신속하게 흡착질이 도달할 수 있어 흡

착속도가 빠르다. 또한 활성탄소섬유는 섬유직경이 매우 작아 외부유체와 접촉효율

이 증대되며, 흡착탑에서의 흡착질의 투과저항이 매우 적어 탑내의 압력강하가 낮

다. 따라서 흡착제로서의 활성탄소섬유의 우수한 흡착성질은 활성탄소섬유의 구조

적 특성이 중요한 향을 미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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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활성탄소섬유의 응용

   탄소섬유는 매우 가는(7-15 μm) 고강도, 고탄성 섬유로서 차세대복합재료의 주 

원료로 쓰일 전망이며 현재 선진 몇 나라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전략물질인데, 이것

을 활성화한 활성탄소섬유는 최근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새로운 타입의 섬유상 

흡착제로서 기존의 입상이나 분말활성탄과는 달리 10 Å 이하의 반경을 갖는 극히 

작은 미세공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미세공들이 모두 표면에 노출 되어 있어서 

흡착질의 흡착속도가 대단히 빠르며, 또한 비표면적이 대단히 커서 흡착능력이 월

등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7]. 이xc러한 활성탄소섬유는 우수한 흡착능(흡착용량, 

흡착속도)을 갖춘 기상 및 액상 흡착제로서의 용도뿐만 아니라 분자체, 촉매. 전기

적 성질을 이용한 제품 등으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활성탄소섬유의 독특한 기

공크기 성질을 이용한 분자체로서의 활성탄소섬유는 혼합가스, 의약품, 식품 등의 

분리나 정제에 이용할 수 있으며, 활성탄소섬유의 넓은 비표면적, 균일한 표면특성, 

기계적 강도 와 내열성 및 내화학성 그리고 활성금속에 대한 저항성 등의 독특한 

성질을 이용해서 고성능촉매 담체로서 사용되고 있다[19]. 또한 작고 균일한 미세공

은 최근에 신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연료전지의 핵심인 기체 확산 전극에 꼭 필

요한 구조이므로 에너지절약형 무공해 전지의 개발에도 유용하게 이용되어 질 수 

있을 뿐 아니라[20] 섬유로서의 특성을 그대로 보유한 활성탄소섬유는 얇고 가벼우

면서도 투과저항이 작고 내열성인 특수 천을 제조할 수 있으므로 방독 ․ 방화복에 

사용할 수 있음이 알려졌으며, 그 외에 전기이중충 capacitor, 생체 sensor 등 활성

탄소섬유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분야가 개척되고 있어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중에 있다. 그러나 활성탄소섬유의 흡착능, 응용성 등이 이렇게 뛰어남이 알려지기

는 했으나, 이의 자세한 제조기술이 know-how 이고 기술이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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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pplications of Activated carbon

Industries Applications

기  상  용

SG Series

전매업 

Monopoly

담배filter용 

Filter of cigarette

자동차공업

Motorcar Industry

자동차Canister용

Canister of motorcar

음료 Beverage
탄산가스정제

Carbon dioxide purification

석유 화학

Petrochemicals

용제회수,가스정제,가스분리,탈황

Solvent recovery, Gas purification &

Separation, desulfurization

의약 제조

Pharmaceuticals

배기가스중의 독가스 제거

Toxic gas removal

기 타

Other

공기정화, 압축기의 유분제거

Air cleaning, Oil mist removal in

compressor

액  상  용

SL Series

식 품

Food

탈색,탈취,결정성향상,제품의 안정성 

향상

Decolorization, Deodorization

주류,음료

Wine, Beverage

탈색,탈취,현탁물질제거,향미조정

Odor control, water purification

의약 제조

Pharmaceuticals

탈색,탈취,현탁물질제거,수율 및 순도

향상

Deodorization, Colloid removal,

purity Enhancement

석유 화학

Petrochemicals

탈색, 탈취 ,탈유황, 용제회수,

현탁 물질 제거

Secondary reaction inhibitor

금속 공업

Metal,Mining

도금액의 지방제거,부선제의 제거,

금회수

Fat removal, Floatation agent removal

Gold recovery

기 타

Others

정수, 폐수처리, 세탁액 정제

Treatment of wastewater and

processwater, purification of used

dry-cleaning sol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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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라늄 전기흡착처리 실험방법

    1. 전기흡착처리 실험 방법

      가.  흡착전극 및 시약

   전기흡착 실험에 사용된 전극재료는 120mm의 폭과 4mm 두께를 가진 피치계 

활성탄소섬유 부직포(FN-200PS-15, Osaka Gas Co.)로서 본 실험에 앞서 증류수로 

3회 세척하고 80℃로 유지된 진공건조로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데시케이터 내에 보

관하여 사용하 다. Table. 3에 흡착전극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전기흡

착 효율의 증가를 위해 화학적 방법으로 표면처리 하 다. 즉, 10wt% 

H3PO4(Showa)및 10wt% KOH(Showa)에 ACF를 넣고 24시간동안 침적시킨 후 증

류수로 세척하면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80℃에서 24시간 건조하 다.

   본 실험에서는 NaNO3, NH4NO3, Ca(NO3)2 (이하 Showa)를 전해질용액으로 사

용하 으며 우라늄 이온의 농도가 100 ppm이 되도록 UO2(NO3)2․6H2O(Merck)를 

정량하여 제조하 다. 용액의 pH는 0.1 M NaOH(Shinyo)와 0.1 M HNO3(Duksan)

를 이용하여 조절하 다. 

Table 5. Physical properties of activated carbon fiber. 

fiber diameter

(㎛)

tensile

strength

(MPa)

elastic

modulus

(kg/min
2
)

true density

(g/cc)

bulk density

(g/cc)

10∼15 100∼250 300∼700 1.5∼1.8 0.01∼0.2  

      나. 흡착전극 및 시약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규모의 작은 3전극으로 이루어진 고정층 전기화학 셀을 

사용하 으며, 또한 이는 전류 흐름과 용액 흐름이 평행한 flow-through cell이다. 

따라서 Fig. 8에 3전극계 전기화학 측정용 셀의 회로와 모형도를 나타내었으며, 실

험장치의 구성은 Fig. 9에 도식한 바와 같다. 전기 흡ㆍ탈착 실험에 사용한 장치로

는 potentiostat(PGP201 Radiometer)를 사용하 다. 고정층 컬럼의 내부 직경은 

2cm 이고, 작업전극이자 흡착재로 사용된 ACF 부직포가 백금망과 여과지 사이에 

놓여졌다. 이 백금망은 ACF 전극과의 전기전도가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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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or로 사용되었다. 기준 전극은 전위의 재현성이 좋고 취급이 용이한 

Ag/AgCl(with saturated KCl) 전극을 사용하 고 pt wire를 상대전극으로 사용하

다. 

전위조절기

기록계

WC

R

E I

전기화학셀

W : 작업 전극, R : 기준 전극, C : 상 대전 극, I : 전 류, E : 전위

전위조절기

기록계

WC

R

E I

전기화학셀

W : 작업 전극, R : 기준 전극, C : 상 대전 극, I : 전 류, E : 전위

V

Es

I

C

R

W

Es : 전 원, I : 전류 , V : 셀 전압 ,

W : 작 업전 극, R : 기준 전극 , C : 상 대전 극

i > 0 의 조건 하에 서 Es = V ( Es = V + IRcell, Rcell : 셀 저항 ) 

V는 R을 기 준으 로 한 W의 전 위를 나 타낸 다.

V

Es

I

C

R

W

Es : 전 원, I : 전류 , V : 셀 전압 ,

W : 작 업전 극, R : 기준 전극 , C : 상 대전 극

i > 0 의 조건 하에 서 Es = V ( Es = V + IRcell, Rcell : 셀 저항 ) 

V는 R을 기 준으 로 한 W의 전 위를 나 타낸 다.

   Fig. 21.　 Schematic diagram for measuring cell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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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2.　  Schematic diagram for electrosorption experiment in fixed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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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험방법

         1) 활성탄소섬유의 특성

        가) 구조적 특성

   활성탄소섬유는 미세공 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공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측정하고자 하는 상대압력 범위를 0.005∼1.0으로 선정하 으며, 측정온도에서 비교

적 넓은 상대압 범위로 측정할 수 있는 N2를 흡착가스로 하여 부피측정 기상흡착장

치(Quantachrome Model Autosorb-1 MP)로 N2 흡착등온선을 구하 다. 측정하고

자 하는 시료 약 20∼50mg을 470K에서 하루 동안 탈기하여 진공도가 10
-4
Pa 이하

가 되게 하 다. 이때 470K 까지의 승온 속도는 10℃/min 이었고, 탈기 후 상온까

지 자연냉각 시킨 후 시료의 무게를 재고 77K의 액체 질소 용기에 시료 용기를 넣

고 77K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상대압력에 해당하는 질소를 소량씩 주입하고, 각 상

대압력에서 2분 이상의 흡착시간을 주어 평형상태가 되도록 함으로써 흡착량을 구

하 다. 비표면적은 질소 흡착 등온선으로부터 BET(Brunauer- Emmett-Teller)식

을 이용하여 구하 고[21], 미세공이 차지하는 비표면적과 미세공의 부피는 

t-method를 이용해 구하 다[22]. 또한 실린더형 기공으로 가정하여 총 기공부피와 

피표면적 값으로부터 평균기공반경을 구하 다[23-24].

 

        나) 화학적 특성

 ① pH

   수용액상에서의 흡착제의 pH를 측정하기 위해 시료를 미분쇄하여 0.01N HCl에 

세척하여 다시 증류수로 수차례 수세한 후 110℃의 건조기에서 24시간 건조시켰다. 

100℃에서 끓여 냉각시킨 2차 증류수 20ml와 건조시료 0.5g을 50ml의 삼각플라스크

에 담아 항온조에서 12시간 이상 진탕한 후 membrane filter(Corning syringe filter, 

0.45㎛ nylon)로 여과하여 상등액의 pH를 pH 측정기(Fisher Scientific, Accumet 

research AR50)로 측정하 다. pH 측정 시 O2의 존재로 인한 pH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N2 gas를 통과시키면서 측정하 다.  

   ② ATR-IRS(attenuated total reflectance(ATR-IRS)

   활성탄소섬유 표면에 존재하는 산성관능기의 정성적 확인과 구조 분석을 위해 

ATR-IRS 방법을 이용하 으며, 이때 분석기기는 SensIR Technologies의 model 

Travel IR을 사용하 다. 

이 적외선 분광법은 화학반응에 덜 민감하여 감도와 분리도가 우수하여 관능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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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구조적 분석이 신속하며 오차가 적고 섬유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일반 transmission spectra는 빛이 시료와 한

번 접촉하는데 반해 ATR법은 여러번 내부반사를 일으키므로, 감도가 좋은 

spectrum을 얻을 수 있다. 

③ 표면산도

활성탄소섬유의 표면에 형성된 산소화합물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표면산도를 Bo

ehm의 선택중화법으로 측정하 다[25]. 이 선택중화법은 강도가 다른 여러 가지 염

기성용액의 선택중화성질을 이용한 방법으로서 산소화합물의 정량분석이 가능하다. 

즉, pKa가 6.37인 sodium bicarbonate(NaHCO3)는 강산성 carboxyl기를 중화하며, s

odium carbonate(Na2CO3, pKa=10.25)는 carboxyl기와 약산성 carboxyl기인 lactone

기를 적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sodium hydroxide(NaOH, pKa=15.74)는 carbox

yl기, lactone기 및 phenol기를 중화할 수 있다. 또한 pK가 20.58인 sodium methoxd

ie(NaOC2H5)는 상기 세 종류의 산성관능기 외의 carbonyl기를 중화할 수 있으므로, 

NaOC2H5에 의한 염기중화능이 흡착제 표면에 형성된 총 산도를 나타낸다. 일반적

으로 탄소체의 표면에 형성되는 산성관능기는 carboxyl, lactone 및 phenol기 등이 

있다. 따라서 NaOH에 의해 중화된 산도 값을 이들 표면관능기의 산도로 나타낼 수 

있다. 이들 각 염기에 의한 적정값 차이로부터 ACF표면에 생성된 표면 산소화합물 

양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면 산소화합물의 측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강도가 다른 세 종류의 0.1N 염기용액 (NaHCO3, Na2CO3 및 NaOH)을 제조한 

다음 pH 측정 시와 동일하게 준비한 ACF 1g을 앞서 제조한 세 종류의 염기용액 

각 100ml가 채워진 250ml 삼각플라스크에 첨가한다. 용기를 항온조에 48시간동안 

기계적 진탕을 한다. 이때 O2의 존재로 인해 염기가 촉매로 작용하여 활성탄소섬유

가 자동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N2 gas를 통과시킨다. 용액을 정치한 후 

membrane filter (4.5㎛, nylon fiter)를 사용하여 여과한 후 상등액을 0.1N HCl로 

역 적정한다. 0.1N HCl에 의한 역적정은 pH 측정 장치가 장치된 적정장치 

(Metrohm Titroprocessor Model 682)를 사용하 다.

      다) 전기화학적 특성

전기화학 측정은 3전극법을 사용하 으며, 전극으로는 페놀계 활성탄소섬유

(ACF) 직포(크라레케미컬제, 비표면적 : 2,000m
2
․g

-1
)인 활성탄 전극을 작용전극으

로 사용하 고 기준전극으로 포화 카로멜 전극(SCE)과, 상대전극으로 카본 봉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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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 또한, 전해액으로는 0.5 mol dm
-3
 H2SO4 수용액을 사용하 다. 또한 커패

시터를 측정하기 전에, 측정할 ACF 샘플에 전해액을 침전시키기 위해 전해액 안에 

담궈 감압상태에서 12시간 이상 방치한 후 실험에 이용하 다. 

커패시터는 전해질에서 두 개의 ACF 전극 사이에 세퍼레이터(폴리프로필렌 부

직포 FM3A-2)를 끼우고 측정하 다. 정전류 충방전은 충전 커트전압 1.0V, 방전 

커트전압 0.2V로 하고 충방전 전류 도는 0.2, 4.8 A·g
-1
로 하 다.

    2) 전기흡․탈착 실험

활성탄소섬유 전극의 실제 폐액 처리공정에의 적용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를 위

하여 고정층 흡착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활성탄소섬유를 실험용

액에 1시간 정도 담지 시킨 후 고압진공펌프를 사용하여 탈기함으로써 활성탄소섬

유가 충분히 wetting 되도록 하 다. 세공 내 존재하는 air는 액상흡착 시 용액의 

접촉을 방해하며 특히 전기흡착의 경우, 흡착제의 정전거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기이중층의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용액중의 용존 산소는 전극 표면에서 

쉽게 환원될 수 있기 때문에 실험 전에 공급 용액을 N2 가스로 40분간 용액을 탈기

시켰다. 이상과 같이, 활성탄소섬유를 고정층에 주입하고 층 내에서 용액의 흐름이 

plug flow가 되도록 하 다. 공급 용액은 연동 펌프를 사용하여 실험조건에 따라 

0.5∼2.0 ml/min의 유량범위로 셀을 통해 공급하 다. 유출액은 10min∼30min의 간

격으로 fraction collector(Advantec, SF-2102)를 통해 centrifuge tube에 채취하

고, 채취된 각 용액은 시간 간격에 대한 유출액의 평균 농도로 나타내었으며, 시간

에 따른 pH 변화 또한 측정하 다. 본 실험에서는 페러데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전위 범위 내에서 가용전위, 공급액의 유량과 전해질 등을 변화시키면서 U(Ⅵ) 이

온의 시간에 따른 흡착거동을 조사하 으며, 일정가용전위에서 충분한 시간동안 흡

착평형에 도달한 ACF 전극에 흡착과 반대의 정전압을 가용하여 시간에 따라 시료

를 채취, 분석하여 탈착량을 구하 다. 또한 탈착 시 가용전위, 용액의 pH, 전해질

의 종류 등 변화시켜 탈착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으며, 음의 전위에서 흡착 후 

바로 양의 전위로 역전시켜 탈착하는 실험을 주기적으로 하여 흡착전극의 재생성을 

관찰하 다. 이상과 같이 수행한 고정층 실험 시 주요 변수를 Table 4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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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xperimental conditions for fixed bed runs.

Variables Conditions

Bed length ( cm ) 1 ∼ 2 

Bed diameter ( cm ) 2 

Applying potential ( V )
  Adsorption : -0.2 ∼ -0.9

  Desorption :  0.5 ∼ 1.2

Flow rate ( ml/min ) 0.5 ∼ 2.0

Input U(Ⅵ) solution conc. ( ppm ) 100 

    3) 흡․탈착 농도 및 생성물 분석

흡․탈착 후 나온 유출액으로부터 우라늄 이온의 초기와 평형농도의 분석은 이

온의 기준농도 범위에서 Arsenazo Ⅲ(Dojindo. Japan) 발색시약을 사용하여 1시간 

동안 발색 후 λ=655 nm 파장에서 UV-VIS 분광광도계(Spectronic 1201, Milton 

Roy)를 사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용액의 pH는 pH meter (Fisher Scientific, 

Accumet research AR50)로 측정하 다.  

우라늄이 흡착된 ACF 표면은 SEM(JEOL사, JSM-5410)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

하 다. 또한 ACF에 흡착된 우라늄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라늄이 흡착된 

ACF를 증류수에 충분히 교반시킨 후 여과, 침강 및 원심분리에 의해 ACF와 우라

늄을 완전 분리 후 우라늄만을 오븐에 건조시킨 후 건조된 우라늄 분말로부터 Cu 

Kα선을 사용하여 XRD(Siemens D5000) 기기에 의해 흡착된 우라늄의 형태를 분석

하 다. 데이터는 0.04° 2θ step으로 2.0sec/step 의 측정시간을 갖는 step-scan 모

드로 수집하 으며 우라늄 분말 샘플은 10°∼70° 범위에서 2θ값으로 측정하 고, 

분석 결과 peak는 JCP2의 데이터 파일에서 컴퓨터와 복합하여 데이터에 의해 확인

하 다.

제3절 연구결과 및 고찰

    1. 활성탄소섬유 전극의 구조적․화학적 특성

      가. 활성탄소섬유의 구조적 특성

   흡착제 세공의 크기와 분포에 따라 흡착질의 흡착에 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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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크기 분포를 통한 흡착제의 구조적 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활성탄소섬유

는 내부세공이 대부분 미세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되어 있고[26-27], 본 실험

실에서 사용하는 활성탄소섬유 역시 미세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리라 예상되나 정확

한 크기분포를 알기 위해서는 미세공을 측정할 수 있는 상대압력 값에서의 질소흡

착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는 0.005∼1.0의 상대압력(P/P0)에서

의 질소흡착량을 측정하여 흡ㆍ탈착등온선을 구하 으며, 특히 낮은 상대압력에서

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Fig. 10은 미처리된 활성탄소섬유와 산 ․ 염기 처리된 활성탄소섬유의 77 K에

서의 질소흡착등온곡선을 도시한 것이다. 그림으로부터 흡착등온선을 분석한 결과 

낮은 상대압력에서 상당량의 질소를 신속하게 흡착하고 곧 이어서 상대압력을 높여

도 흡착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흡착평형에 도달함으로써 type Ⅰ의 흡착 등온

선을 보 다. 일반적으로 흡착제를 분류하는 6가지 흡착등온선 중 type Ⅰ 등온선

의 초기 낮은 압력부분은 미세공 채움(micropore filling)을 나타내며, 높은 상대압 

부분에서 나타나는 평평한 부분(plateau)의 기울기는 흡착제 외부표면에서 일어나는 

다분자층 흡착에 관여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28], 활성탄소섬유에는 미세공들만 발

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탄소섬유를 활성화함에 있어서 burn-off를 증가시

키면 흡ㆍ탈착 등온곡선 knee의 굽음 정도가 완만해지고 상대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고압부 평평한 직선의 기울기가 다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Rodriquez -Reinoso 등

[29]은 탄소물질의 활성화에서 처음에는 marrow micropore가 발달하여 흡착 포텐

셜이 강화되므로 높은 상대압에서는 흡착량이 증가하지 않고, 그 후 wider 

micropore가 발달하면 미세공의 크기 분포가 넓어져서 knee가 둥근 모양을 보이게 

되며, mesopore가 발달하게 되면 기울기가 증가하게 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

서 표면적이 큰 시료의 경우 burn-off가 증가함에 따라 narrow micropore의 일부가 

wider micropore나 mesopore로 확장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mesopore

가 많이 발달하면 흡ㆍ탈착 곡선에서 이력(hysteresis)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

적이나 본 활성탄소섬유의 경우 이력현상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발달된 mesopore

의 양은 micropore 양에 비해 무시할 만 하 다. 또한 그림으로부터 동일한 상대압

력에서의 질소흡착량은 미처리 ACFs 보다 처리한 ACFs 경우에 크게 감소하는 경

향을 보 다. Table 5은 질소등온흡착선으로부터 BET 식을 이용하여 비표면적, 미

세기공부피 및 전체 기공부피 등을 정리한 것으로 표면처리를 했을 경우 표면적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체 기공에 대한 미세 기공의 비

율도 미처리의 경우 81.4% 으나 산, 염기용액으로 화학 처리한 활성탄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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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61%, 68%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Shim 등[30]이 보고한 것처

럼 산성 용액 처리의 경우는 새로 형성된 산소 관능기가 미세공의 입구를 막음으로

써 생긴 결과라 판단된다. 염기성 용액 처리 ACFs의 경우는 산성관능기가 감소하

여 관능기에 의한 질소흡착의 억제는 줄었지만 Pittman 등[31]이 보고한 바와 같이 

높은 농도 염기 용액에 의한 장시간의 활성화는 ACFs 표면을 더욱 불균일한 에너

지 상태로 만들고 기존의 기공이 부식되어 총 세공부피가 감소하고 일부 미세공 입

구에 있는 관능기가 탈리될 때 주변 탄소원자가 서로 결합하여 미세공 입구를 막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able 7. Porosity and specific surface areas in ACFs by N2 isotherms

                    
            ACFs  
physical  
property

As-received ACF
H3PO4 chemical 

modified ACF

KOH chemical 

modified ACF

Specific surface 

area(m2/g)
1536 482 1234

Total pore 

volumn(cc/g)
0.59 0.23 0.59

Micro pore 

volumn(cc/g)
0.48 0.14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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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Adsorption isotherms of N2 on ACFs at 77K.

   

2) 활성탄소섬유의 화학적 특성

흡착특성은 용매와 고상흡착제 및 흡착질의 화학적 성질에 지배된다. 흡착현상의 

일부는 흡착제의 기공크기, 비표면적, 세공도 등의 구조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지

만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인자는 흡착제 표면의 화학적 성질 이다. 흡착제

의 화학적 성질은 흡착제 표면에 형성된 관능기의 화학적 성질에 의해 좌우되는데, 

활성탄소섬유의 표면화학특성은 제조공정 중 활성화공정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

에서는 사용한 활성탄소섬유의 화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ATR 방법에 의해 표

면 관능기를 조사하 으며, Boehm의 중화 적정법으로 표면 관능기의 정량적 측정

을 하 다.

   Fig. 11에 활성탄소섬유에 대한 ATR-IRS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피크의 Table 

6에 근거하여 분석하 다[32]. 비교적 넓은 흡수대 한 개와 좁은 흡수대 두 개가 나

타났는데, 3445 cm-1 파장에서의 피크는 phenol기(-OH)로 산처리한 ACF에서 두드

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산성용액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미처리 ACF와 염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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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F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었으며 조금 나타난 피크는 공기중 수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1690~1720 cm-1 부근의 피크는 carboxyl기(-COOH)로 분석되어지며, 

1450~1570 cm-1에서의 피크는 공기중 CO2나 lactone기(〉CO2)로 판단된다. 

   Table 7는 표면처리 후 ACFs 표면의 산성관능기들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미

처리 ACF의 총 산도가 2.46 meq/g-ACF인데 반해 산처리 ACF는 7.12 meq/g-AC

F로 약 2.9배 증가하 고 염기처리 ACF는 0.83 meq/g-ACF로 약 3배 감소하 다. 

산성용액으로 표면 처리에 따른 ACF의 총 산도의 증가는 화학적 표면처리로 용액

에서 생성되는 발생기 산소와 ACFs 표면의 탄소가 반응하여 형성된 새로운 관능

기, 특히 carboxyl 기의 증가 때문이다. 반면에, 염기처리 ACF의 표면산도는 상당

량 감소하 는데, 이는 작용기와 결합되어있던 표면 탄소 원자가 작용기로부터 탈

리되었기 때문이다[33]. 결과적으로, 산 ․ 염기 처리가 표면의 화학적 성질을 변화

시킴을 알 수 있었다.

Table 8. Band assignments for the infrared spectra 

Assignment  wave number(cm
-1
)  analysis value(cm

-1
)

hydrogen bonded(-OH) 3300 3200-3400

Aliphatic(-CH) 2920 2920

carboxyl(-COOH) 1690-1720 1709

lactone(-COO) 1300-1570 1311-1458

C-O 1110-130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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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urface acidity of ACFs on Bohem`s neutralization method 

            ACF
 acidity As-received ACF

H3PO4 chemical 

modified ACF

NaOH chemical 

modified ACF

funtional 

group

(meq/g)

carboxyl 0.32 3.68 0.01

lactone 1.30 1.67 0.13

 phenol 0.84 1.77 0.69

Total acidity

(meq/g)
2.46 7.12 0.83

Fig. 24. ATR spectral of 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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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활성탄소섬유의 전기적 특성

   전기흡착 동안, ACF와 전해질 계면의 전기적 성질은 우라늄의 흡착 성질을 결

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Table 8에 capacitance와 specific capacitance의 값을 나

타내었다. 가용전류 변화에 대해 큰 차이 없이 약 3 ㎌/㎠의 정전용량을 나타내어 

AC나 glassy carbon 혹은 carbon fiber cloth등의 정전용량 값 범위인 10-20 ㎌/㎠ 

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34-35]. 이는 탄소체의 물리 화학적 성질이 전기이중층 정

전기의 전기화학적 거동에 향을 미치는데 기인한다. 즉, 탄소체의 정전용량은 표

면적과 평균기공크기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20Å 이상의 

기공이 전기이중층 형성에 유용한 반면 20Å 미만의 기공은 거의 전기이중층을 형

성하지 못하여 전기이중층 정전기로서 탄소체의 비표면적 이용도가 극히 낮다. 또

한, 탄소체 표면에 형성된 산성관능기의 존재로 인해 leakage current를 증가시켜 

정전용량을 감소시키는 반면, 탄소체의 친수성을 증가시켜 젖음성이 증진되어 결과

적으로 전기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37].   

Table 10. Capacitance and specific capacitance of ACF

C(F) C(F/g
-1
)

5 mA 0.89 38.1

10 mA 0.94 40.5

  (가) 우라늄의 화학적 특성

   우라늄은 수용액상에서 농도와 용액의 pH에 따라 U(Ⅲ), U(Ⅳ), U(Ⅴ), U(Ⅵ)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우라늄의 특성 때문에 수용액 상의 우라

늄 이온의 존재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100pm의 우라늄 농도에서 다양한  pH 변

화에 따른 우라늄 이온의 평형관계를 예측하기 위한 pH 다이어그램을 MINTEQ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3.84Å의 수화이온반경을 가지는 우라닐 이온(uranyl ion, UO2
2+
)의 형태 중에 수

용액 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는 U(Ⅵ)인데, 이는 pH ≤ 3일 때 수용액 상에 존

재하게 된다. 또한 pH의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화물이 형성되며 다양한 수화

물의 형태로 공존하게 되고, U(Ⅵ)의 수화물은 주로 우라늄의 농도와 pH에 의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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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용액 상에서 우라늄 이온과 수화물의 형성은 다음과 같은 평형관계식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38].

UO2
2+ +  OH- = UO2OH

+ logβ11 =  8.8 (1) 

UO2
2+ + 2OH- = UO2(OH)2  logβ12 = 16.0 (2)  

UO2
2+ + 3OH- = UO2(OH)3

-    logβ13 = 22.8 (3)

UO2
2+ + 4OH- = UO2(OH)4

2-   logβ14 = 23.0 (4) 

2UO2 +  OH
- = (UO2)2OH

3+  logβ21 = 11.3 (5)

2UO2 + 2OH
- = (UO2)2(OH)2

2+  logβ22 = 22.4 (6) 

3UO2 + 4OH
- = (UO2)3(OH)4

2+ logβ34 = 44.1 (7) 

3UO2 + 5OH
- = (UO2)3(OH)5

+ logβ35 = 54.5 (8)

4UO2 + 7OH
- = (UO2)4(OH)7

+  logβ47 = 76.1 (9)

   위의 평형관계식에 계산된 결과로부터, pH 변화에 따른 우라늄 수화물의 분포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은 1.0M NaCl 전해질에서 우라늄의 농도가 4.2×10
-4 

M (100ppm)일 때의 평형데이터 이다. 물과 강한 친화력을 가진 우라닐 이온은 여

기서 보는 바와 같이  (UO2)3(OH)4
2+
,  (UO2)3(OH)5

+
, (UO2)4(OH)7

+ 
와 같은 다핵종

의 수화물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4보다 낮은 pH의 역에서 우라늄 이온

은 대체로 UO2
2+ 
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만, pH가 4∼5의 역에서 수용액 내의 

우라늄 이온은 UO2
2+
, UO2OH

+
, UO2(OH)2, (UO2)2(OH)2

2+
,
 
(UO2)3(OH)4

2+
, (UO2)3(O

H)5
+
, (UO2)4(OH)7

+ 
등의 다양한 수화물 형태가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5이상의 pH에서는 (UO2)3(OH)5
+
, (UO2)4(OH)7

+ 
처럼 다량체의 수화물이 지배

적이었다. 이와 같이 우라늄의 농도와 pH 변화에 따라 수용액 상의 우라늄 이온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고, 6보다 높은 pH 범위에서는   UO3∙H2

O의 침전물 형태로 침전이 시작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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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Uranium speciation at U Concentration of 100ppm: including polynuclear. 

(3)전기흡착거동

   실제 라군 우라늄 슬러지 처리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속조작을 할 수 있

고, 흡착제의 선택흡착 성질을 이용하여 고정탑 내의 흡착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

는 고정탑 흐름으로 조작하는 것이 유용하다. 고정층에서의 흡착공정은 분리 및 정

제/회수 등을 위하여 산업시설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산업에서도 

유해물질을 제어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액상에서의 이온성 물질을 

제거하는 흡착공정은 매우 복잡한 표면현상을 동반하며 흡착제의 성능평가를 위해

서는 고정층에서 흡착실험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흡착공

정 설계 인자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고정탑에서의 흡착은 흡착 메커니즘, 폐액의 

유입조건(흡착질의 농도, pH, 온도 등) 및 고정탑 조작조건(흡착제 층의 길이, 유량) 

등에 의해 결정되는 복잡한 공정으로 이들 인자 각각이 독립적으로 파과곡선의 형

태에 향을 준다. 따라서 공정의 조적 조업조건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변수들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활성탄소섬유를 이용한 U(Ⅵ) 이온의 고정층 전기흡

착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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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흡착에 대한 전위의 향

   최대 U 제거 효율과 최소 전기 소비량으로 시스템을 운전하고자 1M NaNO3 전

해질 하에서 가용 전위와 pH, 유량 및 전극을 변화시켜 U(VI) 전기흡착을 조사하

다. Fig. 13에 ACF 전극을 사용하여 pH 4.0에서 가용전위 변화에 따른 폐액 중 

U(Ⅵ) 전기흡착 결과를 나타내었다. 전위 실험의 결과로부터 폐액 중 U(Ⅵ) 이온이 

전기화학 셀을 통과함으로서 효과적으로 제거됨을 알 수 있었다. 전위를 가하지 않

은 일반흡착(Open-Circuit Potential, OCP)은 약 100분 이후 파과곡선이 급격히 상

승하여 일반흡착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음의 가용 전위에서는 전기

흡착에 의해 U(Ⅵ)이 효과적으로 제거되며 가용전위가 클수록 제거능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0.9 V의 높은 전위를 걸어주었을 때는 장시간 연속적으로 적정기준

(무구속 방출 농도: 1 ppm 이하)을 만족시키는 우수한 제거효과를 나타내었다. 이

는 공급용액 100 ppm의 99.7% 제거효율에 해당하며 실험기간동안 이러한 경향이 

계속 유지되었다. -0.3 V의 낮은 전위에서는 전 구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원하는 U

(Ⅵ) 유출액의 농도(U＜1 ppm)를 만족하지 못하 다. 결과적으로, ACF를 사용한 

전기흡착공정에서 -0.9 V 이상의 높은 전위에서만 1 ppm이하의 유출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가용 전위에 비해 -0.9 V에서의 흡착용량

이 약 8배 정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에 따라 흡착 누적량을 도시한 

Fig. 14의 결과로부터 전기흡착공정의 중요한 변수인 가용전위의 크기가 U(Ⅵ)의 

흡착속도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전위가 증가할수록 흡착속도가 선형

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0.9 V에서의 흡착속도는 -0.3 V에 비해 약 10%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미가용 전위 OCP의 경우 2시간 이후부터는 흡착이 이루어

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이온에 대한 흡착용량의 증가는 쿨롱 상호작용

에 의한 정전기적 인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위가용 하에서 탄소체상의 흡

착량의 증가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39-41]. 

2)전기흡착에 대한 pH의 향

   수용액 중 무기이온의 흡착에 있어서의 주요 제어 변수의 하나는 pH이다. 수용

액의 pH 변화는 중성 흡착종의 생성이나 흡착제 표면의 전하 변경에 의해서 정전

기적 인력을 증가시킴으로서 흡착량을 변화시킨다.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은 탄

소흡착제에 강하게 흡착되기 때문에 용액의 pH에 따라 흡착질 이온의 흡착이 향

을 받는다. 그러므로 U(Ⅵ)이온의 전기흡착을 위한 최적 pH 조건 조사를 위해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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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따른 흡착거동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Fig. 15에 -0.9 V 전위에서 ACF를 사용하여 폐액의 pH변화에 따른 U(Ⅵ)의 흡

착거동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 강산성 역인 pH 3에서는 5시간 후 파과곡선이 급

격히 상승하여 거의 흡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pH 4 이상에서 크게 흡착량이 증

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ACFs의 제타전위가 pH 3 이하에서는 양의 

값을 가져 양이온을 배격한다는 Jung의 결과와 일치하 다[42]. pH 4와 5에서는 20

시간 동안 비교적 좋은 흡착 능력을 보여주었다. pH 5 이상에서는 pH 4에 비해 더 

많은 양의 pH 조절 화학제가 첨가되어야 하므로 U(Ⅵ)이온의 전기흡착공정에 적합

한 폐액의 pH는 4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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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Electrosorption of U(Ⅵ) with variation of potential at pH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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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Cumulative electrosorption of U(Ⅵ) with variation of 

potentials at pH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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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lectrosorption of U(Ⅵ) with variation of pH at -0.9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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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기흡착에 대한 유속의 향

   셀을 통과하는 공급액의 유속에 따른 U(VI) 제거효율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최

적 흡착조건에서 유속을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Fig. 16에 나타내었다. 결

과에서 보듯이 당초 예상한 대로 높은 유량범위에서는 유량의 증가에 따라 파과가 

신속히 발생하 으며(2.0 ml/min·cm
2
에서 τBT=420 min, 1.5 ml/min·cm

2
에서 τ

BT=500min) 유출액 중 U(VI)의 농도가 증가한 반면, 1 ml/min·cm
2
과 0.5 

ml/min·cm
2
은 실험시간 내에 파과가 관찰되지 않았고 매우 유사한 흡착거동을 나

타내었다. 즉, 유량 증가에 따라 누적 U(VI)의 전기흡착량은 감소하여 내부 U(VI)

의 더 짧은 체류 시간에 의해 전기흡착 속도가 저하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전기흡착거동은 유속에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전기흡착 공정은 탄

소 표면내로 U(VI) 이온의 물질전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표면반응에 의해 조절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출액 중 U(VI) 농도를 1 ppm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서는 실험기간 내에 같은 거동을 보인 0.5 ml/min·cm
2
과 1 ml/min·cm

2
에서 수행되

어야 하며, 폐액 처리 용액면에서 0.5 ml/min·cm
2
 유량에 비해 1ml/min·cm

2
에서의 

처리속도가 유리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유량 조건이라 하겠다. 

4)전 기흡착에 대한 전극의 향

   실제 공정 적용 시, 지지 전해질의 환원을 억제할 수 있으면서 보다 낮은 전위

조건에서 적용함으로써 흡착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극의 표면을 처리하여 U

(Ⅵ) 전기 흡착거동을 조사하 다. 

   Fig. 17은 -0.3 V의 가용전위에서 화학적으로 처리한 ACFs의 U(VI) 흡착특성을 

미처리한 ACF의 특성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ACFs를 산성용액으로 처리 했을 

때 ACFs 표면에 관능기가 증가하며 관능기가 흡착 site로 작용하여 이온교환 형태

의 흡착이 일어나 흡착량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43]. 그러나 산성용액처리 시 

표면 관능기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U(Ⅵ) 이온의 흡착량은 미처리 ACF에 

비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극 표면의 관능기에 의한 이온교환 형태의 

흡착 보다는 다른 변수가 더 지배적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산성 용액으로 처리한 

ACFs는 처리하지 않은 ACFs보다 흡착용량이 약 10% 감소하 고, 20시간 동안 유

출액 중 U(VI)의 농도가 1 ppm을 초과하 다. 반면 염기성 용액으로 처리한 ACFs

는 처리하지 않은 ACFs에 비해 흡착효율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유출액 중 U(VI)

의 농도는 1ppm 이하를 유지하 고 20 시간 동안  99.5% 이상의 제거 효율을 나타

내었다. 즉, ACFs 전극을 표면 처리함으로서 -0.3 V의 전위에서도 -0.9 V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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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전위에서 얻어진 전기흡착 효율(제거율 99.5% 이상, 유출액 농도 1 ppm 이하)

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ACFs의 염기처리에 의해 전기이중층 내 OH
-

가 증가하여 U(VI)과 화학반응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

리한 ACFs의 비표면적과 세공부피가 미처리 ACFs보다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

고 U(Ⅵ) 흡착량이 많은 사실로부터 ACFs 전극 표면에 형성된 관능기 형태가 구조

적 특성에 비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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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Electrosorption of U(Ⅵ) with variation of feed 

flow rates at -0.9V and p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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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Electrosotpion of U(Ⅵ) on Various ACFs at -0.3 V.

5) 전기흡착에 대한 전해질의 향

   앞의 실험결과, 단일성분 전해질에서 U 전기흡착의 기본조건을 최적화시켰다. 

대부분 우라늄을 함유한 폐액내에는 다양한 중극속 및 무기염들이 존재하므로 실제 

흡착공정은 다성분 경쟁흡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상 제거물질의 흡착 선택도

와 효율 중 어느 사항을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운전 조건이 달라지게 된다. 즉, 특정 

성분의 분리/농축을 고려하여야 할 경우에는 흡착 선택도가 중요하며, 제거 개념을 

고려하여야 할 경우에는 흡착효율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3.8% NaNO3 + 19.8% NH4NO3 + 1.9%Ca(NO3)2 + 74.5% H2O로 조성된 

다성분계 혼합물에서 우라늄의 전기흡착 거동을 살펴보았다.

   Fig. 18에 다성분계 혼합물에서 pH에 따른 우라늄 흡착 특성을 나타내었다. 다

성분계 내에서의 최적흡착 pH 조건은 앞서 단일성분 실험에 의해 얻어진 조건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조건인 pH 4에서 활성탄소섬

유를 사용하여 여러 전위에서 실험을 하 으며 그 결과를 Fig. 19에 나타내었다. 단

일성분의 전해질 조건과는 달리 라군 모사폐액 전해질 조건에서는 전위의 크기에 

따라 흡착 효율의 확연한 차이를 보여 주어 흡착효율 증가의 정도는 전위의 크기에 

크게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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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Electrosorption of U(Ⅵ) with variation of pH in multicomponent 

salt medium at -0.9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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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Electrosorption of U(Ⅵ) with variation of potentialsin 

multicomponent salt medium at p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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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결과에서 우라늄 이온의 제거를 위한 실제 적용에 있어서 -0.9 V가 실험 

시간동안 연속적으로 낮은 준위를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전해질 속에

서 우라늄의 거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Fig. 20에 50시간 동안 우라늄 이온을 포

함한 슬러지 구성 양이온의 전기흡착 거동을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그 결과, 양이온

들 중 우라늄 이온만 선택적으로 흡착됨을 보여 주었으며, 이는 이온 도의 크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온 도는 수화이온반경에 대한 전하크기의 비로 정의

되므로, 전하크기가 커질수록 그리고 이온 반경이 작을수록 증가하게 된다. 반경이 

3.84Å인 UO2
2+
의 경우 다른 양이온( Na

+
= 4Å, NH4

+
= 2.5Å, Ca

2+
= 6Å, H

+
= 9Å 

)[44]과 비교할 때 charge가 높고 이온 크기가 작아 큰 이온 도를 나타내어 경쟁흡

착 시 더욱 강한 흡착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50 시간 동안 파과발생 없이 

누적 U(VI) 흡착량은 약 690 mguranium/gACF 이다. 일반적으로 이온을 흡착하기 위한 

다공성 탄소전극의 흡착 용량은 전기이중층 정전용량, 비표면적 그리고 가용전위 

등에 의존한다. 1536 m
2
/g의 비표면적과 40.5 F/g의 이중층 정전용량을 갖는 1 g의 

ACF 전극은 이론적으로 1V의 전위 변화로 약 100 mguranium/gACF을 흡착하거나 탈

착할 수 있다. 이 값은 실험에 의해 관찰된 흡착용량 690 mguranium/gACF에 비해 훨

씬 적은 값이다. 이는 우라늄 전기흡착 동안 흡착 전극의 전기 이중층 충전에 의한 

흡착 이외에 다른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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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Long term test of U(VI) electro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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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기탈착거동

   전기흡착기술은 전극재에 의한 폐액 중 화학종의 흡착 제거를 통한 폐액정화와 

전극재에 흡착된 화학종의 탈착에 의한 화하종의 농축과 흡착 전극재의 재생으로 

구성되는 가역성이 있다. 폐액인 전해액으로부터 화학종의 분리는 흡착제에 가용되

는 전위를 주기적으로 바꿈으로서 가능하다. 흡착량이 증가되는 전위가 가용되는 

동안 흡착전극을 통해 흐르는 용액으로부터 제거하고자 하는 화학종이 제거된다. 

그 후 흡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전위로 변화시킨 동안 새로운 용액을 통과시킨

다. 이용액은 오염 화학종이 농축된 상태로 분리공정으로부터 배출된다. 이때 주기

적 전기흡착공정의 가장 매력적인 특성의 하나인 흡착제의 직접재생이 동시에 이루

어진다. 이러한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조건에서 전기탈착 거동을 조사하 다.  

1)전기탈착에 대한 pH의 향  

   U(VI)의 가장 유리한 흡착 조건인 -0.9 V의 전위에서 각각 포화흡착 시킨 다음 

흡착전위를 역전시켜 탈착을 진행한 결과 예상한 대로 흡착시간보다 긴 탈착시간을 

나타내었다. 앞의 연구에서 U(Ⅵ) 전기흡착은 pH에 대한 향이 크다는 사실을 알

았다. 따라서 탈착변수인 초기 pH 변화에 따른 U(Ⅵ)의 전기탈착 거동을 조사하

고 그 결과를 Fig. 21에 나타내었다. 탈착전위 +0.9 V, pH 4와 pH 5에서 탈착율은 

각각 80%와 46%를 보여 pH가 높을수록 탈착율과 탈착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 pH 3에서는 전극으로부터 97%의 좋은 탈착율을 보여주었

으며 pH 5에 비해 2배 이상의 탈착효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전기탈착

에서 공급용액의 pH 향이 매우 지배적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약산성 및 중성 

pH 역에서는 용액의 pH가 전기탈착에 있어 주 공정제어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즉, 양으로 하전 된 우라늄이 흡착된 전극으로부터 우라늄을 분리시키기 위해

서, 높은 수소이온 농도 분위기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전기탈착에 대한 전위의 향

   전기탈착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탈착변수인 가용전위에 변화를 줌으로서 탈

착거동을 알아보았다. 최적의 탈착조건인 pH 3에서 가용되는 전위를 +0.5 V - +1.2 

V의 범위에서 변화시킨 결과를 Fig. 22에 나타내었다. pH 3, +1.2 V의 전위조건에

서는 100% 탈착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pH 조건에서 다른 전위조건에 비

해 상대적으로 빠른 탈착속도를 보 다. 반면 +0.5 V와 +0.9 V에서의 탈착 거동에

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탈착 또한 흡착과 마찬가지로 전위의 의존성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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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전기탈착에 있어서 전기흡착 시 가용된 전위에 비해 동일한 크기의 반대 

전위보다 더 큰 전위를 가용해 주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음의 가

용전위 조건하에서 흡착을 하면 흡착된 U(VI) 이온이 ACF 표면에만 분포해 있는 

것이 아니라 ACF의 기공 내에도 분포하므로 더 높은 탈착전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pH와 가용전위가 탈착거동에 지배적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U(VI)의 최적 탈착 전극전위와 초기 pH로 각각 +1.2 V와 3을 선택하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같은 pH에서 양의 전위가 증가할수록, 같은 전위에서 pH가 낮을수록 

탈착이 더 잘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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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Electrodesorption % of U(VI) with variation of pH at +0.9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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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Electrodesorption % of U(VI) with variation of 

applied potential at 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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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극의 재생능

①순수한 탈착용액 

   가용전위의 역전에 의해 흡착된 우라늄은 탈착시켜 소량으로 농축시키는 동시에 

전극을 재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적극의 재생성을 확인하고 탈착조건의 최적화

를 위해 연속주기실험을 수행하 다. U(VI) 용액에 대해 최적 흡착 조건인 -0.9 V, 

pH 4의 조건으로 전기흡착을 하 고, 흡착된 전극으로부터 곧바로 탈착용액을 사용

하여 최적 탈착 조건인 +1.2V의 전위와 pH 3으로 전기탈착을 하여 연속주기실험을 

수행하 다. Fig. 23에 다섯 번의 실행주기 동안 각각의 주기에서의 흡착과 탈착량

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다. 그 결과 다섯 번의 주기 동안 실험 주기의 진행에 따

라 흡ㆍ탈착 속도 면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었지만 흡착된 우라늄의 충분한 탈착

거동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 주기 당 평형 흡ㆍ탈착량에는 거의 변화 없이 다섯 

번의 주기 동안 흡ㆍ탈착 거동이 유사함을 보여 줌으로써 공정의 가역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Fig. 24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기흡ㆍ탈착 후 ACF 

전극 표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SEM 분석을 하 으며 Fig. 25에 그 결과를 나타

내었다. 전기흡착 전의 ACF와 후의 ACF 표면을 비교하 을 때 ACF 전극 표면에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유발된 우라늄 침전물이 관찰되었으며 전기탈착 후 ACF 표면

에 흡착된 우라늄 침전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초기 ACF의 외관과 비슷한 형상을 보

다. 탈착 후 표면적인 형상으로 봐서 완전한 재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

었으며 다섯 번의 재생실험 후 전극의 기공 내 구조변화를 가져왔을 가능성을 알아

보기 위해 BET 측정을 하 고 이를 Table 13에 정리하 다. BET분석을 통한 결과

에서는 미세공의 차지하는 비율이 1% 감소를 보 다. 비표면적의 차이가 나는 이유

는 실험 후 전극의 미세기공이 NaCl 용액에 의한 탈착 후 미세기공의 일부가 전해

질에 의해 일부가 막히게 되어 각각의 pore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예상된다. 결

과들로부터, 활성탄소섬유 전극의 전위를 역전시킴으로서 전극에 흡착된 흡착질 이

온을 전기적으로 탈착시킴과 동시에 탄소체 전극이 직접 재생되는 사실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이와 같은 흡착과 탈착 재생공정은 5회 이상 여러 주기 동안 실행 가능

함을 확인할 수 있음을 통해 공정의 가장 경제적인 요소의 하나인 전극을 연속 재

생하여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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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 Electrosorption and electrodesorption of uranium in fresh 

       desorptio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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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Electrosorption behavior of U(VI) on the number of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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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for electrosorption 

(b)after electrosorption 

            

(c)after electrodesorption

Fig. 38. SEM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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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physical property of ACF after 5
th
 cycling. 

Specific 

S/A(m
2
/g)

Total pore 

vol. (cc/g)

Micro pore 

vol. (cc/g)

Average pore size 

(Å) 

ACF before 

electronsorption
1536 0.581 0.485 15.1

ACF after 

electrosorption
1514 0.577 0.476 15.2

②연속사용한 탈착용액

   Fig. 26은 폐액의 농축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탈착용액을 연속하여 사용한 연

속주기 실험에 대한 결과이다. 매 흡/탈착 cycle의 탈착용액을 연속하여 사용한 경

우에도 5회까지의 cycle 횟수에 무관하게 일정한 우라늄 탈착거동을 나타내었다. 각 

흡착주기 수에 비례하여 탈착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탈착용액의 농도는 초기의 5배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순수

한 탈착용액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연속하여 탈착 용액을 사용한 경우 용액의 농축

이 가능하고 폐액 발생량을 1/5로 크게 저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극의 재생도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라늄 농축 및 회수를 위해서는 탈착용액을 연속

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탈착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공급액의 유속변화에 대한 탈착거동을 조사하 다. 

Fig. 27에 유속변화에 따른 탈착량을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유속이 빨라질수록 같

은 시간 내에 탈착효율 및 탈착속도가 증가하 다. 유속이 2배, 4배 증가하 을 때 

효율은 2.17배, 5.04배 증가하여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탈착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유속의 증가는 회분식 공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완전 혼합조건으로 

전기탈착이 이루어져 탈착공정 단계의 가장 중요한 속도 지배단계인 경막저항 계수 

값이 낮아 탈착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다. 따라서 연속적 전기흡착 충진 

탑으로 조작할 경우 bed의 전기 충전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전류흐름 방향으로의 흡

착탑 길이의 감소, 압력강하가 문제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충진 도의 증가, 그리고 

전극 위치의 선정 등과 같은 설계 및 운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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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Electrosorption and electrodesorption of uranium 

in spent desorptio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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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0. Cumulative electrodesorption of U(Ⅵ) with a variation 

of flow rate at +1.2V and 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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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VI) 전기흡착 메커니즘

   탄소전극에 의한 금속이온의 전기흡착에 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메커니즘을 

고려할 수 있다. (i) 탄소 전극의 전기이중층 충전에 의한 전기흡착 (ii) 이온교환 형

태의 흡착. 

   전기이중층 메커니즘은, 전해질 용액과 다공성 탄소전극 사이의 계면에 전기적 

이중층이 존재하여 탄소전극에서의 과잉 전하는 용액층의 음이온이나 양이온에 의

해 균형을 유지하며 이러한 과잉 이온들은 전극 표면에 흡착되거나 확산 이중층에 

존재하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전기흡착 동안 Faraday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앞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측정된 ACF의 정전용량에 의한 흡착 이론량은 약 100 

mguranium/gACF으로 실제 관찰된 우라늄 흡착용량 690 mguranium/gACF의 15%에 해당

하는 값이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아래 반응에 의해 설명된 것처럼 양이온과 표면 산성 그룹 

사이의 이온교환 형태로 다공성 탄소전극 위에 양이온이 흡착 되는 것이다.

탈양성화 반응 : C
*
-COOH + OH

-
 → 〉 COO

-
  + H2O

전하 평형     : C
*
-COO

-
 + M

+
 → 〉COO

-
M
+

여기서 C
*
는 carbon matrix 이다.

   우라늄 이온의 전기흡착 경우에 대해 이를 적용해 보면, 아주 낮은 음의 전위가 

가용될 때 물의 환원으로 수산화 이온이 생성된다.  

        2H2O +2e
-
  → H2 + 2OH

-

   이 수산화 이온은 활성탄소의 다공성 구조 때문에 용액으로 천천히 확산되어 국

부적으로 pH가 증가하고 표면그룹은 그들의 강도에 따라 해리된다. 따라서 

carboxyl 그룹의 경우 우라늄 흡착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2C
*
-COOH + 2OH

- 
 →  2C

*
-COO

-
 +  2H2O

        2C
*
-COO

-
  +  UO2

2+
  → (C

*
-COO)2UO2 

   여기서 C
*
는 탄소 매트릭스다. 따라서 이온교환흡착 메커니즘을 기준으로하면 

ACF의 산성관능기의 증가에 따라 U의 전기흡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그러나 Fig. 17에서 볼 수 있듯이 ACF를 산성용액으로 전기화학처리 했을 경우 

관능기 양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U 흡착량은 오히려 감소한 결과를 보

으며 따라서 우라늄 전기흡착의 주 메커니즘은 이온교환 흡착이 아님을 알 수 있었

다. 

   이온교환흡착에 대체될 수 있는 또다른 메커니즘을 조사하기 위해 전기흡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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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ACF 표면에 흡착된 우라늄의 형태에 대한 SEM 분석 결과(Fig. 25) 전기흡착 

전의 ACF와 후의 ACF 표면을 비교하 을 때 ACF 전극 표면에 전기화학적 반응

으로 유발된 우라늄 침전물이 관찰되었으며 더 정확한 우라늄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XRD 분석하 고, 회절 형태를 Fig. 26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흡착된 우라늄

이 UO3․2H2O 형태임을 확인하 다. 실제 유출액의 pH는 3-4 범위로 UO3․2H2O 

형태의 우라늄이 발생할 수 있는 pH 역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U(VI)의 침전은 pH가 높은 중성용액이나 염기성 용액에서 발생한

다. 전기흡착 동안의 pH(유입액: pH 4, 유출액: pH 3-4)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U(VI) 침전이 일어나는 것은 ACF 표면 근처의 용액 조건이 bulk 용액의 조건과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ACF 표면에 음 전위가 가용될 때, ACF 표면에서 OH
-
의 국

부농도는 bulk 농도보다 훨씬 높아지고 많은 우라늄 이온들이 ACF 표면으로 끌려

가면서 표면에서 U(VI)이 침전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높은 흡착용량을 잘 설

명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결과로 부터 우라늄의 ACF 표면에서의 흡착은 

ACF 전극표면에서의 전기이중층 충전에 의한 전기흡착 뿐 아니라 전기 화학적으로 

유발된 침전의 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ig. 20에서 보듯이 U만의 선택흡착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각 이온들의 

전하 도 외에 각 이온들의 산화물이나 수산화물의 생성 pH 범위가 다른데 기인하

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Na 이온의 경우 -0.9 V의 가용전위에서는 pH 0-14 

범위에서 Na 이온으로만 존재하며, Ca 이온의 경우 -0.9 V의 가용전위에서 

Ca(OH)2가 생성되는 pH 범위는 약 pH 12 이상이다. 또한 NH4 이온은 침전물을 형

성하지 못하고 pH 범위에 따라 NH4
+
(pH〈2) 나 NO3

-
(pH〉2)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에 반해 U의 경우, 100 ppm의 농도에서 -0.9 V의 가용전위 하에 pH 8 부

근에서 UO3 형태의 침전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45]. 따라서 전기흡착 

중 유출액의 pH 3-4이지만, 실제 ACF 전극의 전기이중층 부근의 국부 pH는 8 이

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흡착은 전극 표면에 생성된 전기이중층 충전에 의해 이온이 흡착되는 것이

고 전기탈착은 전기이중층 방전에 의해 흡착된 이온이 벌크용액으로 확산되는 과정

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전기흡착을 통해 얻어진 UO3 고체상은 전위변화에 의해 실

험결과로부터 완전히 탈착되어짐을 알았다. 탈착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UO3의 분해

는 전기흡착과는 반대의 경향을 가진다. 즉, 우라닐 이온의 전기흡착은 초기 ACF 

전극 표면근처 용액의 pH가 높아짐에 따라 ACF의 표면에 전기흡착이 이루어지며 

흡착된 UO3의 미세입자는 후속적인 UO3 상변화에 기인되는 결정입자의 결정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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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되며 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ACF 표면에 UO3로 침전되어진다. 이러한 사

실은 SEM과 XRD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흡착 메커니즘에서 밝혀진 것처럼, 우

라닐 이온의 전기흡착에 의한 제거는 전기이중층 충전에 의한 전기흡착의 경우 

15% 정도 이며, 약 85% 이상은 초기 전기흡착에 의해 유도된 침전 결정핵이 전기

화학적 반응으로 얻어진 UO3와 지속적으로 결합하여 침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흡착

특성은 탈착의 경우에도 동일한 형태를 나타낸다. 흡착에서 UO2
2+
의 제거는 전극표

면의 pH의 상승에 의한 침전인 반면에, 탈착은 반대로 산성용액에 의한 UO3의 

90% 이상의 용해와 아울러 전극주변의 전기화학반응에 의한 초기 전기흡착물질의 

탈착으로 구분되어진다. 결과적으로 전기흡착과 마찬가지로 전기탈착의 주 메커니

즘은 전기이중층의 방전에 의한 효과보다 전기표면의 국부 pH 변화에 의해 침전된 

우라늄의 용해반응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41. XRD analysis of adsorbed uranium on ACFs.



- 89 -

4.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연구목표 연구결과 달성도(%)

- 저품위 우라늄광에서 

우라늄 분리 및 회수기술 

  현황 조사

- 전기화학적 우라늄 분리 

및 회수 단위 시험 평가

- 국내 저품위 우라늄광 특성 

조사 및 평가

- 우라늄 정련기술 현황 조사 

- 전기화학적 우라늄 분리 및 

회수기술 현황조사

- 실험실규모 우라늄 분리기술 

시험

- 실험실규모 우라늄 회수기술 

시험 및 타당성 조사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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