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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철나노입자를 이용한 환경오염 물질 제거에 한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국제 으로 원유가격 폭등에 따라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에 지의 산업  

이용에 한 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국내 반 인 산업구조가 공업화로 진행됨에 따라 공장

에서 많은 양의 인체에 해로운 유기화합물  속등이 환경으로 방출되고 있어 오염물질에 

한 처리기술 개발이 필수 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나노 크기의 제로산화 상태의 철입자를 조제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 한 미세입자 분석에 

필요한 실리카 기반의 표 물질을 제조하 다. 다양한 합성조건에서 량생산이 용이하도록 최

의 입자 제조조건  표 입자에 한 기  물성 자료를 확보하 다. 제조한 제로산화 상태

의 철입자를 사용하여 독성이 매우 강한 납제거 실험을 수행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나노 가철 입자를 조제하여 그 물리화학  특성을 조사하 다.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을 사용하여 입자크기 측정결과 200 nm로 비교  균일한 크기의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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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철 입자를 조제하 다. 한 입자 표면  측정결과 표면 은 771 m
2
/g 으로 다른 철입자들

에 비해 큰수치로 측정되었다. 나노 크기의 기공성 가철입자를 조제한 후 EPMA (electron 

prove micro analyzer)를 사용하여 기공성 가철 입자 표면을 분석한 결과 표면이 고르게 

가철로 코 되었음을 확인하 다. 실리카 기반의 표 물질을 제조하여 다양한 합성조건에서 

량생산이 용이하도록 최 의 입자 제조조건  표 입자에 한 기  물성 자료를 도출하 다. 

pH 변화에 따른 납 제거 실험결과 pH가 7이상에서 부분 납성분이 나노 가철 입자와 반응

하여 용액으로부터 제거되었다. 한 나노 가철 입자를 2.0 mg 이상 사용하면 부분의 납성

분이 나노 가철 입자에 의해 용액에서 제거되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해 확립된 나노 가철 입자 제조 기술은 입자 표 화 연구에 직  활용되어  

입자크기에 따른 나노철 입자를 규격화가 가능하다. 한 나노 가철를 사용한 속  방

사성 핵종 제거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처리  환경복원에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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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A Study on Removal of Environmental Pollution Materials with Nano-scale Iron 

Particles"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With increasing oil price internally, it is important to use industrially atomic energy in 

Korea. A lot of organic compound and heavy metal, which are harmful to human body, 

have discharged into the environment from industrial factory.  a IMPORTANT This project 

has two major aims in nuclear analytical technology.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waste 

treatment technology for contaminated material.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We developed a method of nano-sized iron particles with zero valent state. Also, the 

optimum conditions for the synthesis of silica based micro-particles were obtained for micro 

particle analysis. Basic physical data for standard particles were obtained in various 

synthesis conditions for mass production. The experiments of removal of poisonous Pb 

were performed with iron particles with zero valen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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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of the Project

   After preparing iron particles with zero valent state,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for iron particles. From the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he 

average size of iron particles with zero valent state was measured as 200 nm. Using BET 

method, the surface area for iron particles with zero valent state was measures as a value 

of 777 m2/g, which the measured value was larger than other iron particles. Also, after 

making porous iron particles with zero valent state, the surface of the particles were coated 

evenly with iron with zero valent state by EMPA method. Physico-chemical properties for  

standard particles were obtained in various synthesis conditions. From the experiment of 

removal of Pb in the solution with iron particles with zero valent state, most of Pb was 

removed from the solution over pH 7, as a result of reaction of Pb with iron particles with 

zero valent state. Most of Pb, also, was removed from the solution with iron particles with 

zero valent state (above 2.0 mg). 

V. Application Plan of the Project

    As a result of preparation of micro sized iron particles with zero valent state through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apply for standization of nano sized iron particles with zero 

valent state. Also, nano sized iron particles with zero valent state may be apply for 

removing heavy metals and radionuclides as well as waste treatment and remediation for 

contaminated materials in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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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국내에서는 1978년 고리 1호기가 운 을 시작한 이래로 재 모두 20개 원자력발 소가 가

동 에 있다. 에 지의 자원은 부족하고, 력 수요는 지속 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자력

에 한 의존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제성과 안 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하여 신형 

원자로와 핵연료 개발은 지속될 것으로 상되며,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안 성에 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하기 해서는 과학  입증 이 에 안 함을 확인하고자 하는 정부와 과학자들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  처리에 한 기 ․기반기술들이므로 명목상의 경제 , 산

업  가치를 논하기 보다는 국가 략기술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의 부수 효과를 우선 으로 

기 할 수 있겠다. 철입자 제조  환경오염 물질 처리기술은 산업 이나 환경  측면에서 인

간에게 유익한 원자력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원천기술이다. 우리가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티나이드를 함유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은 피할 수 없다. 철나노 입자 제조에 의한 

환경오염 물질 처리에 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에게 방사성폐기물의 안 성에 

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기 된다. 

국제 으로 원유가격 폭등에 따라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에 지의 산업  

이용에 한 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국내 반 인 산업구조가 공업화로 진행됨에 따라 공장

에서 많은 양의 인체에 해로운 유기화합물  속등이 환경으로 방출되고 있어 오염물질에 

한 처리기술 개발이 필수 이다. 원자력 발 에 의한 력생산이 높아지면서 원자력 발 소 

가동 후에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정  장  처리가 심각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 

한 원자력시설 가동에 따른 만일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인체에 해로운 방사능 물질이 

주변 환경으로 확산되어서 심각한 자연계의 오염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이에 한 책은 방

사성 폐기물 에 존재하는 비교  장반감기이며 인체에 치명 인 악티나이드등의 방사성 핵종

을 경제 으로 쉽게 분리하여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하고, 만일 원자력

시설에서 사고로 인하여 방사성 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될 경우 오염이 상되는 지역에 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여 환경을 복원하는 기술은 향후 요하게 부각될 것

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산업  요구에 부응하기 하여 다양한 환경오염 제거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나노기술 (NT)과 환경기술 (ET)을 융합하는 첨단 연구분야도 매우 요하게 인식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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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국내에서는 악티나이드 원소의 보유량, 문 연구인력, 취 시설과 연구기자재 등 매우 제한

인 여건으로 인하여 악티나이드 련 환경오염 물질 제거  처리 기술 개발은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부분의 국내 처분 연구와 련하여 란타나이드(lanthanide) 원소를 상으로 처리 

 처분에 한 연구는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우라늄과 악티나이드 원소를 상으로 한 

처리  처분에 한 연구는 아직도 매우 보 인 단계이다. 철입자를 조제하여 속을 제

거하는 연구는 국내에서 일부 수행된 바 있으나, 철나노입자를 조제하여 우라늄등의 악티나이

드 원소 제거에 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바 없다.  

  환경  특히 토양시료의 경우 많은 무기이온, 유기물  토양 메트릭스 성분들이 방사성 핵

종들과 결합되어 있어서 목 하는 우라늄등의 방사성 핵종을 방해원소로부터 완벽하게 제거하

려면 복잡한 화학  순수분리 조작이 필요하다. 미국 EML (Environmental Measurement 

Laboratory), 일본 JCAC (Japan Chemical Analysis Center), 독일의 FZK등의 원자력 련기

에서는 통 인 습식분석화학 기술인 공침, 이온교환, 용매추출  기 착등의 방법들을 사

용하여 독립 으로 알   베타방출 핵종을 정량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Eichrom사에서 악

티나이드 원소를 분리하고자 TRU, TEVA  Sr-Spec등의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수지를 개발하

다. Eichrom에서 생산되는 크로마토그래피 수지는 상용되는 양이온  음이온 수지 

(Dowex, Bio Rad)에 비해 히 비싼 단 이 있으나 분석시간  분석폐액을 획기 으로 단

축하는 장 이 있어 우라늄등의 악티나이드 처리  처분에 리 사용되고 있다. 

  
고 으로 속  방사성 핵종 분리정제 방식은 침 법, 이온교환법, 용매추출법  크

로마토그래피법등이 있으며,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하여 속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경우 

원하는 원소  방사성 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으나 이온교환수지 교환능력의 한계로 용

량의 속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는 많은양의 이온교환수지가 필요하다. 한 다공성 비활

성 지지체인 Amberchrom 는 Amberlite XAD-7를 고정상으로 하여 TOPO, CMPO  

DtBuCH18C6등을 추출제로 사용하는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이 개발되어 미국등의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은 방사성 핵종에 한 선택성이 우수하여 원하는 

원소  핵종을 쉽게 제거할 수 있으나 수지 가격이 비싸서  경제  측면에서 보면 개선할 필

요가 있다. 

  최근에 다양한 나노입자들을 활용하여 환경내에 오염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환경을 복

원하는 기술이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매로 많이 사용되는 이산화 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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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anium oxide)  토양오염 처리에 사용되는 양친성 나노입자 (Amphilic nanoparticles)등이 

환경에 응용되고 있다. 미국 Lehigh 학교의 Wei-Xian Zhang 교수는 철 나노입자를 제조하

여 지하수, 음용수  토양에 오염된 인체에 해로운 유기화합물 (trichloroethylene, carbon 

tetrachloride, dioxins)을 철 나노입자와 반응시켜 유기 분자들을 인체에 무해한 단순한 탄소화

합물로 환원 처리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 으며, 재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는 나노입자 제

조 기술이 진행되고 있으나 철 나노입자 제조  응용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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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가철 (zero valent iron) 입자 조제

   1. 나노 가철 입자 조제 

  가. 0.2 M NaBH4 용액 100 ml을 0.05 M FeCl3 용액 100 ml에 첨가하여 나노 가철 입자

를 제조한 후 가철에 한 환원성을 증 하기 해 나노 가철을 에탄올 용액에 첨

가한후 palladium acetate를 가철 무게의 1 %를 첨가하여 가철 나노입자를 조제하

다. 

  나.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을 사용하여 나노 가철 입자 크기를 측정한 

결과 그 크기는 략 으로 200 nm이 으며 비교  균일한 크기의 나노 가철 입자

를 조제하 다. (Fig. 1 참조). 

   2. 마이크로 기공성 가철입자 조제

     가. 양이온 교환수지 (비드크기 70 µm) 1.5g과 ferrous sulfate 1.5g을 200 ml 증류수에 

첨가한 후, 10% sodium borohydride (NaBH4) 200 ml를 조심스럽게 가한 후 조심

스럽게 1시간 정도 교반한 후, 여과법으로 가철이 코 된 마이크로 입자를 회수

하 다. 

     나. 산소가 공 되는 기로에 마이크로 철입자를 넣고 400 
o
C로 2시간 가열하여 기공

성 산화 철입자를 조제한 후, 마이크로 철입자를 수소  아르곤 가스 (2% H2, 

98% Ar)가 공 되는 기로에 넣어 500 
o
C로 5시간 가열하여 마이크로 기공성 

가철을 조제하 다 (Fig. 2 참조). 

   3. 기공성 가철입자 표면분석

     EPMA (Electron Prove Micro Analyzer)를 사용하여 기공성 가철 입자 표면 분석 결

과 표면이 고르게 가철로 코 되었음을 확인하 다 (Fig.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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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PMA spectrum for surface of zero valent iron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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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rticle size and structure for zero valent iron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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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article size and structure for micro size zero valent iron particles with por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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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나노 가철 입자 표면  분석

    

     나노 가철에 한 입자표면  (BET) 측정결과, 표면 은 771 m2/g 으로 다른 입자들

에 비해 큰수치로 측정되었다 (Fig.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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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urface area for nano size zero valent iron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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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우라늄 분석을 한 표  실리카 입자 제조기술

  본 연구는 주형합성법에 의한 실리카 입자제조에 한 기술개발에 한 것이다. 기존의 주형

합성법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던 10 - 100 ㎛ 크기의 메조다공성 실리카 

구형입자를 제조하고, 메조세공 크기를 4 nm 이상 증가시키는 합성법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의 합성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실리카 구형입자를 트랙기입분석법, 질량분석법 등

의 환경입자 내 핵물질 분석에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 으로 량생산할 수 있는 

제조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n-dodecylamine과 di- (2-ethylhexyl)phosphoric acid (HDEHP)를 

이용하여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갖는 구형의 메조다공성 실리카 입자의 직  합성에 한 연구

를 수행하 다.

  1. n-dodecylamine을 주형물질로 이용한 메조다공성 실리카 구형입자의 합성

    n-dodecylamine을 주형물질로 이용한 메조다공성 실리카 구형입자의 합성하기 하여 먼

, tetraethyl orthosilicate, n-dodecylamine, 그리고 에탄올을 혼합하고 이들 혼합물을 염산 수

용액에 첨가하여 실온에서 일정속도로 1시간 교반한다.  형 인 반응 혼합물의 상  조성

은 몰비로 1 TEOS : 0.35 n-dodecylamine : 0.43 - 1.28 EtOH : 32.7 H2O : 0.0 - 0.0047 HCl이

며 합성 후, 필터를 거치고, 에탄올로 세척하고, 70 
o
C 건조 오 에서 1일간 건조한 다음 계면

활성제를 제거하기 하여 공기 에서 550 oC에서 7시간동안 소성처리 하 다.  합성공정의 

특성화를 하여 산 농도와 stirring rate에 한 향을 조사하 다.  본 방법에 의해 제조한 

실리카 구형입자를 이후 KAEKOS라고 명명한다. (Fig. 5)

  KAEKOS계 입자의 경우, 합성된 입자의 주사 자 미경 사진을 보면 (Fig. 6), 교반속도를 

400 rpm으로 고정하고 반응 혼합물 내에서 몰비가 1 TEOS : 0.34 n-dodecylamine : 0.85 

EtOH : 32.5 H2O인 반응물 내에서 산 농도의 증가(0 - 4.7×10
-3

) 에 따라 합성한 입자들에서 

응집 상을 찰할 수 있었다.  한, 앞서 언 한 같은 반응 혼합물 내에서 교반속도를 600 

rpm으로 증가하여 고정하고 산 농도를 증가(0 - 4.7×10
-3

)시킴에 따라 입자형상의 변화를 측

한 결과, 교반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KAEKOS-400rpm에서 얻어진 실리카 입자들과 비교하여 

KAEKOS-600rpm에서 얻어진 실리카 입자들간의 응집 상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얻었고, 상

으로 낮은 산 농도에서조차도 매우 심한 응집 상이 일어남을 확인하 다. (Fig. 7)  이러한 

결과들은 산 농도가 증가할수록 실리카 구체인 TEOS의 가수분해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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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카 구체와 계면활성제의 assembly에 의한 핵형성과 입자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기 때

문에 발생한 결과 다.

Fig. 5. Schematic procedures for the synthesis of mesoporous silica  particles 

       (KAEKOS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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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acid concentration on the particle morphologies. High magnification SEM　
images for the KAEKOS-400rpm. The inset shows the low magnification SEM 
images for the KAEKOS-4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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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acid concentration on the particle morphologies. High magnification SEM　
images for the KAEKOS-600rpm. The inset shows the low magnification SEM 

images for the KAEKOS-6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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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으로 에서 합성된 KAEKOS-400rpm 입자들의 질소 흡착/탈착 등온선 측정에 의한 

비표면 , 체 세공 부피, 세공 크기, 그리고 기공분포와 같은 구조 인 성질들을 결정한 결

과, 산 농도의 변화에 따라 기공구조 특성에 큰 향을 미쳤다.  산농도의 증가에 따라 입자사

이의 응집 때문에 생겨난 2차 기공형성에 의한 결과로 기공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입자로 사용하기에 하지 못한 매우 불균일한 기공이 생겨났다.  한 산농도의 증가에 

따라 격히 표면 이 감소함을 보 다.(Fig. 81) Table 1은 산 농도의 변화에 따라 합성된 

KAEKOS-400rpm 메조다공성 실리카 입자들의 구조 인 특성들을 보여 다.

  2. 주형물질로 n-dodecylamine와 보조 계면활성제로 HDEHP를 이용한 메조다공성 실리카 

구형입자의 합성

  

    n-dodecylamine을 주형물질로 이용하고, 여기에 보조 계면활성제로서 HDEHP를 이용한 

메조다공성 실리카 구형입자는 이후 KAEPA라고 명명한다. 이를 제조하기 해 tetraethyl 

orthosilicate, n-dodecylamine, 그리고 에탄올을 혼합하고 이들 혼합물을 염산 수용액에 첨가하

여 실온에서 일정속도로 1시간 교반한다.  형 인 반응 혼합물의 상  조성은 몰비로 1 

TEOS : 0.35 n-dodecylamine : 0.0 - 0.24 HDEHP : 0.85 EtOH : 32.7 - 261.5 H2O : 0.0 - 

0.019 HCl이며 합성 후, 필터를 거치고, 에탄올로 세척하고, 70 
o
C 건조 오 에서 1일간 건조

한 다음 계면활성제를 제거하기 하여 공기 에서 550 oC에서 7시간동안 소성처리 하 다.  

합성공정의 특성화를 하여 HDEHP 농도, H2O 농도, 산 농도와 stirring rate에 한 향을 

조사하 다. (Fig. 9)

   가. HDEHP 농도에 한 향

  

      KAEPA는 응집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KAEKOS와는 달리 응집 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실리카 단일입자의 미세취   분석에 있어서 매우 요한 건인 응집 상

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매우 고무 인 결과이다.  반응물의 몰비를 1 TEOS : 0.34 

n-dodecylamine : 32.7 H2O : 0.0047 HCl로 취하고 HDEHP의 몰비를 0 - 0.24로 변화시켜가며 

합성하 을 때 입자크기가 증가하 으며 여 히 응집 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Fig.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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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Nitrogen adsorption/desorption isotherms and pore size distribution curves for the 
KAEKOS-400rpm particles synthesized under a different acid concentration ((■) 
1.2×10-3 mol, (●) 2.4×10-3 mol, (▲) 4.7×10-3 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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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chematic procedures for the synthesis of mesoporous silica particles (KAEPA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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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 of HDEHP concentration on the particle morphologies. Optical images for the 

KAEPA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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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l 

(molar ratio)

SBET
(cm

2
/g)

Vtotal
(cm

3
/g)

DBJH
(nm)

1.2×10
-3

993 0.76 2.51

2.4×10
-3

1014 0.85 2.61

4.7×10
-3

522 0.80 4.82

 Table 1. Structural properties for the KAEKOS-400rpm series

* SBET, BET specific surface area; Vtotal, total pore volume; DBJH, BJH adsorption 

  average pore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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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stirring rate에 한 향

   

      KAEPA계 입자합성에서 각 반응물의 몰비를 1 TEOS : 0.34 n-dodecylamine : 0.12 

HDEHP : 0.85 에탄올 : 261.5 H2O : 0.019 HCl로 고정하고 교반속도를 400, 500, 600 rpm으로 

증가시켜도 KAEKOS계 입자와는 달리 입자들간의 응집 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

었고 한, 교반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들의 크기는 작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Fig. 11)

   다. H2O 농도에 한 향

  

      KAEPA계 입자합성에서 반응물의 몰비를 1 TEOS : 0.34 n-dodecylamine : 0.12 HDEHP 

: 0.85 에탄올로 고정하고, H2O와 산의 몰비 (1 : 7.3×10
-5

)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H2O의 상

 양을 65.4 - 261.5로 증가시켜가면서 입자의 형상을 찰한 결과 H2O의 양이 증가할수록 입

자의 크기는 감소했다.  반면에 HDEHP를 사용하지 않고 용매의 농도를 증가시킬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는 매우 작아지고 입자들간의 응집 상이 심하게 일어났다. (Fig. 12)  KAEPA계 

입자의 질소 흡착/탈착 등온선 측정에 의한 비표면 , 체 세공 부피, 세공 크기, 그리고 기

공분포와 같은 구조 인 성질들을 결정한 결과, 산농도, 교반속도 등 외부교란에 의해 구조  

균일성이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기공특성을 나타내는 다공성 입자가 성공 으로 합성되었다.  

HDEHP가 탁액 내에서 분산안정화제로서의 역할을 겸하게 됨으로써 2차 입자의 형성을 방

지하여 균일한 입자를 얻게 되었다. (Fig. 13) Table 2는 교반속도와 산 농도의 변화에 따라 합

성된 KAEPA계 메조다공성 실리카 입자들의 구조 인 특성들을 보여 다.

  3. 우라늄 분석을 한 표  실리카 입자 제조기술

    비된 실리카 기반입자의 표면에 우라늄 등의 핵물질의 균일한 코 을 하여 유기 리간

드를 도입한 복합체의 핵분열 트랙 분석에 하여 연구하 으며, 우라늄 코 에 사용된 실리카 

복합체의 구성도를 Fig. 14에 나타내었다.  우라늄이 흡착된 실리카 미세입자에 한 주사 자

미경 사진과 이에 한 EDX 결과  원소매핑 결과로부터 (Fig. 15) 입자표면에 핵물질을 

고르게 도포하 음을 확인하 다.  제조한 실리카-리간드 복합체에 우라늄의 농도와 용액의 

pH에 따른 흡착특성을 연구하 고 이 결과를 Fig. 16에 나타내었다.  pH 1에서는 거의 흡착하

지 않았고, pH 3에서는 물리흡착에 의한 다 층 흡착특성을 나타내었으나, pH 6에서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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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화학흡착에 의한 단분자층 흡착특성을 나타내었다.  

Fig. 11. Effect of stirring rate on the particle morphologies. SEM images for the KAEPA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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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ffect of H2O concentration on the particle morphologies. Optical images for the 
KAEPA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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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Nitrogen adsorption/desorption isotherms for the KAEPA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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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ilica/organic ligand composite for the uranium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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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Uranium coated silica particle with 10 μm size. (a) SEM image, (b) Mapping for Si, 
(c)  Mapping for U,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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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Uranium adsorption properties for pH change on silica/organic ligand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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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rring rate
(rpm)

HCl
(molar ratio)

SBET
(cm

2
/g)

Vtotal
(cm

3
/g)

DBJH
(nm)

400

- 670 0.58 3.5

1.9×10-2 908 0.72 3.2

3.8×10
-2

824 0.73 3.5

500 1.9×10
-2

881 0.72 3.3

600 1.9×10-2 790 0.69 3.5

 Table 2. Structural properties for the KAEPA series

* SBET, BET specific surface area; Vtotal, total pore volume; DBJH, BJH adsorption 

average pore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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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속 제거 실험

   환경 에 존재하는 속  공장 폐수  자연방사성 핵종인 우라늄의 최종 붕괴 생성물로 

독성이 매우 강한 납(Pb)을 선정하여 나노 가철 입자와 납과의 pH 변화, 철나노입자 무게 

변화  납농도 변화에 따른 납농도 제거 실험을 수행하 다. 

   1. pH 변화에 따른 납 제거 실험결과 

     가. 납의 농도가 30 ppm인 용액을 조제한 후  pH를 1에서 11로 조 된 각각의 용액에 나노 가

철 입자를 각각 2 mg씩 첨가한 후 10시간 이상 조심스럽게 교반한 후 여과하여 여과액을 

ICP-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 Mass Spectrometer)로 나노 가철 입자와 반응 후 납

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 17에 나타내었다. 

     나. pH가 7이상에서 부분의 납성분이 나노 가철 입자와 반응(흡착 는 환원)등으로 용액으로

부터 제거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나노 가철 입자의 무게 변화에 따른 납 제거 실험

     가. 납의 농도가 30 ppm인 용액을 조제한 후  pH를 7로 조 한 후 각각의 용액에 나노 가철 입

자를 0.5 mg에서 3 mg까지 순차 으로 달아서 용액에 첨가한 후, 10시간 이상 조심스럽게 교반

한 후 여과하여 여과액을 ICP-MS로 나노 가철 입자와 반응 후 남은 납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 18에 나타내었다. 

     나. 나노 가철 입자를 2.0 mg 이상 사용하면 부분의 납성분이 나노 가철 입자에 의해 용액에

서 제거됨을 찰할 수 있었다. 



- 38 -

0.5 1.0 1.5 2.0 2.5 3.0

0

20

40

60

80

100
R

em
ov

al
 o

f P
b 

w
ith

 ir
on

 p
ar

tic
le

s 
(%

)

Iron particles (mg)

Fig. 17. Removal of Pb with nano size zero valent iron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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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납농도 변화에 따른 납 제거 실험

     가. pH를 7로 조 한 용액에 나노 가철 입자를 2.0 mg 가한 후 납의 농도를 10 ppm에서 90 

ppm 까지 변화 시킨 각각의 용액을 조제한 후 10시간 이상 조심스럽게 교반한 후 여과하여 여

과액을 ICP-MS로 나노 가철입자와 반응후에 남아있는 납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나. 납 농도가 50 ppm 이하인 경우 나노 가철 입자에 의해 납 성분이 제거되었으나 납 농도가 

50 ppm 이상인 경우 제거 효율이 하게 떨어짐을 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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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Removal of Pb in nano size zero valent iron particles with concentration of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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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 기존의 알려진 나노입자 제조 기술을 토 로 나노입자의 물리화학  특성 (크기  표면

)을 분석하여 철 나노입자의 환원  흡착 성능을 개선하 다.  

○ NaBH4  FeCl3를 사용하여 철 나노입자를 제조한다. 철 나노입자의 환원성질을 증 시

키기 해 Pt, Pd  Ag 성분을 나노입자에 흡착시킨다. 한 폴리머 비드에 철을 코  

한후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여 기공성 철나노입자를 조제하 다. 

○ 철 나노입자의 크기는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입자 구조는 XRD 

(X-Ray Diffraction), 입자 표면 은 BET 법으로 각각 측정하여 철 나노입자에 한 물리

화학  특성을 분석하 다. 

○ 속을 함유한 시료용액에 철 나노입자 양, 용액 pH  나노입자 첨가 후 경과시간등

을 변수로 실험하여 철 나노 입자에 한 속 처리기술을 확립하 다. 

○ 실험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물을 토 로 속과 철입자와 반응 메카니즘 연구를 하 다.  

○ 철 나노입자를 사용한 속  방사성 핵종 제거 기술을 환경시료인 지하수, 지표수  

토양시료와 원자력 발 소등의 원자력 시설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폐기물 시료에 용이 

가능하다. 

○ 철 나노입자를 사용한 속  방사성 핵종 제거 기술을 환경오염물질 처리  환경복

원에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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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기술  측면

  기존 방법에 비해 철 나노크기 입자를 손쉽게 제조한 후, 나노 입자에 한 물리 화학  특

성을 악하여 나노입자에 한  새로운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습득한 기술을 

무기 재료  신소재 분야에 응용하여 나노입자 제조 기술에 활용이 가능하다. 물리, 화학, 

자, 생명공학, 에 지  의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나노기술을 환경오염 물질  방사

성 액체 폐기물에 한 처리  환경 복원에 용하여 환경기술 분야에 활용 가능성 확보도 

가능하다. 한, 국제  인지도 확보와 원자력 후진국과의 기술 력으로 원자력 기술 련 국제

인 상 강화에 크게 기여가 가능하다. 

 제 2  경제  측면

  속  방사성 폐기물 제거 공정의 산업화를 통한 속  폐기물 처리비용의 감화

를 지향하여 경제 인 환경 응책 개발에 기여 할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나노크기 철입자를 

사용한 속  방사성 핵종 제거기술 확립은 국내 한수원  산업체와 학계의 실수요자들

에게 기술 지원이 가능하다. 나노크기 철입자에 한 속  방사성 핵종 흡착기술은 원자

력 환경 확보차원 뿐만 아니라 국민 원자력 친화도 제고에 기여가 가능하다. 

      

 제 3  산업  측면

  나노크기 철입자를 사용한 속 제거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내에 오

염된 속 제거에 활용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나노크기 철입자를 사용한 속 제거 

기술을 지하수에 함유한 우라늄등의 천연 방사능 물질 제거에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지하수

 우라늄 제거에 용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나노크기 철입자를 사용한 방사능 핵종 제

거 기술을 개발하여  방사성 폐기물  악티나이드 제거  방사능 를 감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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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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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제 학회 참석, 국제 교류, 문가 청 세미나, 도서구입 등을 통하

여 수집된 해외 과학기술 정보는 다음과 같다.  기타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이나 문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제외시켰다.

   미세표 입자 제조 연구와 련하여 국 북경 학의 Qi 교수 그룹에서는 구조 형성 물질

로써 Mixed Cationic-nonionic Surfactant를 이용하여 산성 조건 하에서 2-6 ㎛ 크기를 갖는 메

조다공성 실리카 입자의 합성을 보고하 으며, Mixed Cationic-nonionic Surfactant를 이용하여 

합성된 메조다공성 실리카 입자의 수열 처리 (Hydrothermal Treatment)를 통하여 세공이 확장

된 메조다공성 실리카 입자의 합성과 HPLC에서의 응용성을 보여주었다.

   미국 California 학의 Stucky 그룹에서는 실리카 구체로써 Tetrabutyl Orthosilicate 

(TBOS)와 구조 형성 물질로써 Alkyltrimethylammonium Bromide (Cn-TMA, n = 12-20)를 이

용하여 0.1 - 2 mm 크기를 갖는 메조다공성 실리카 입자의 합성을 보고한 바 있다.

   일본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의 매 개발 그룹

에서는 다양한 구조 형성물질과 실리카 구체의 자기 조립 (Self-assembly)을 이용하여 마이크

로미터 크기를 갖는 메조다공성 실리카 입자의 합성 조건 하에서 S+X+I+ Assembly 경로를 통

하여 구조 형성 물질로써 n-Alkylamine을 이용하여 약 100 ㎛ 크기를 갖는 

thiol-functionalized 다공성 실리카 입자의 합성을 보고하 으며, 상업용 sodium silicate 용액, 

다양한 triblock copolymer, 그리고 염산 는 질산을 이용하여 130 ～ 225 ㎛ 크기를 갖는 다

공성 실리카 입자의 one-step 합성법을 개발하 다.

   미국 로 스 버클리 연구소의 라스마 이온소스기술 그룹에서는 2006년도에 V-shaped 혹

은 Conical 모양의 타겟을 사용하여, 타겟의 온도유지를 효과 으로 할 수 있도록 고안함으로 

써 성자 수율을 더 크게 올릴 수 있도록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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