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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KURT 지하수에서 악틴족 산화물의 용해도 

Ⅱ. 목   필요성

사용후핵연료 혹은 고 방사성폐기물을 심부지하에 안 하게 처분하기 

해서는 지하환경에서 방사성 핵종들의 거동을 정확히 측하여야 한다. 방사성 

핵종  악틴족 원소들은 반감기가 긴 장수명 핵종들로서, 처분 기의 핵분열생

성물질의 감소 후 수만년 경과한 다음 해도가 높은 주요 핵종들이다. 그러나 

이들 악틴족 원소들은 심부지하의 처분환경 지하수에서 용해도가 낮거나 주변 

암석에 의해 쉽게 흡착되는 화학종을 형성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에서 채취한 장 지하수를 

상으로 실험과 지화학 계산방법을 통해 악틴족 원소의 용해도를 측하 다.  

Ⅲ. 내용  범

다양한 산화환원 를 갖는 KURT 지하수에서 UO2, ThO2, NpO2와 

Am(OH)3의 용해도를 측정하 으며, 지화학 코드를 이용하여 실험용액과 동일한 

조건에서 용해도  용해 화학종을 계산하 다. 한 이들 결과의 상호 비교뿐 

아니라 문헌에 수록된 결과와도 비교하 다. 

화학종의 용해도 계산을 하여 OECD/NEA, Nagra/PSI, KAERI, JAEA, 

SKB 그리고 최근 문헌으로 핵종 화합물에 한 열역학데이터를 수집․비교하

다. 아울러 용액의 이온강도와 온도를 보정하는 방법을 이 보고서에 수록하 으

며, 악틴족의 화학종 측정을 한 분석기술  최근 연구들도 소개되었다.  

Ⅳ. 연구 결과 

탄산농도가 1.3 mM이며 이온강도가 낮은 KURT 지하수에서 UO2(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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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2(cr), NpO2(cr)로부터 용해된 U, Th, Np의 농도는 Eh값이 -0.2 V 이하인 

조건에서 1x10
-7 

mol/L
 
이하로 나타났으며, PuO2(cr)의 용해도는 UO2(cr)보다 1 

～ 2 승수 낮을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처분공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존재하면 

지하수  탄산이온 농도의 증가로 인하여 pH 8 ～ 11 사이에서 4가 악틴족 원소

의 농도가 훨씬 증가할 수 있다. 1x10
-6
 mol/L의 아메리슘 용해도는 KURT 지하

수에서 다소 보수 인 값에 해당된다고 단된다. 

hydroxo-carbonate 화합물을 고려하지 않고 지화학코드로 계산한 Th(IV), 

Np(IV), Pu(IV)의 결과들은 1x10
-8
 mol/L 이하로서 유사한 실험조건에서 측정한 

값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하수내 탄산농도의 향으로 단되며, 결국 

ternary 화학종의 존재를 간 으로 시사한다. 그러나 이 화학종이 명확히 증명

되지 않았을 뿐더러 문헌에 따라 열역학 데이터가 매우 다르므로 장래에 이에 

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Eh가 -0.2 V이하인 환원분 기 KURT 지하수에서 용해화학종의 주된 산화

수는 Am은 3가, Th, Np, Pu은 4가, U은 4가와 6가로 존재하 다. Eh가 -0.2 ～ 

-0.3 V이며 약알칼리 역에서는 탄산화합물 혹은 ternary 화학종이 주 용해화학

종인 반면,  pH = 11.4, Eh = -0.4 V와 같이 강환원 조건의 강알칼리 용액에서

는 수산화물이 주 화학종으로 계산되었다. 

   

Ⅴ. 활용계획  건의사항

본 보고서에 수록된 악틴족 원소의 용해도 결과  열역학 데이터는 향후 고

방사성폐기물의 안정성 평가를 한 입력데이터로 활용될 것이다. 그러나 보

다 정확한 악틴족 원소의 거동평가를 해서는 4가 악틴족 원소의 ternary 

species와 Pu(OH)4(am) 등과 같이 아직도 확실치 않은 열역학 데이터에 한 보

완이 필요하다. 한, 지하환경 근계에서의 공학  방벽이 핵종의 용해도  화

학종에 미치는 향, 미생물에 의한 핵종의 산화수 변화 혹은 물화 반응에 미

치는 향 등에 한 연구도 보충되어야 한다. 



- iv -

SUMMARY

I. Title

Solubilities of Actinide Oxides in the KURT Groundwater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For the safely disposal of spent fuel 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HLW) in a deep underground, the behaviors of radioactive nuclides have to 

be correctly estimated in the underground conditions. Since the actinides of 

the radioactive nuclides have a long half-life, they are the dominant hazard 

elements in several tens thousand years after decay of fission products. 

However these actinides are anticipated to be existed as species which have 

the very low solubility and easily sorb the rock matrix in the ground water 

under a deep underground disposal atmosphere. In this study, the solubilities 

of actinides were estimated in the groundwater sampled from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by experimental and geochemical-calculation 

methods. 

Ⅲ. Scope and Contents 

The solubilities of UO2, ThO2, NpO2 and Am(OH)3 in the KURT ground 

water have been measured under various redox conditions, and their 

solubilities and aqueous species in the same conditions as the experimental 

solutions were also calculated by using a geochemical code. Then these 

results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as well as with literature results. 

For the calculation of solubility of a radionuclide, the thermodynamic data 

of the radionuclide complex from OECD/NEA, Nagra/PSI, KAERI, JAEA, 

SKB and recent literatures were collected and compared. Additionally, the 

methods for the correction of ionic strength and temperature of th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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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described in this report. The analysis techniques and recent research for 

measurement of species of actinides were also introduced. 

Ⅳ. Results

 

The concentrations of U, Th and Np dissolved from UO2(cr), ThO2(cr) 

and NpO2(cr) in KURT groundwater with 1.3 mM of carbonate concentration 

and low ionic strength were less than 10
-7
 mol/L under Eh-0.2 of reducing 

condition, and the solubility of PuO2(cr) was estimated as lower than that of 

UO2(cr) by 1 ～ 2 orders. However if a concrete structure existed in the 

disposal vault, the concentration of tetra-valance actinide at pH 8 ～ 11 

would be greatly increased due to the increased amount of carbonate ion in 

the ground water. The 1x10
-6
 mol/L of americium might be a little 

conservative value in KURT groundwater.  

The concentrations of Th(IV), Np(IV), Pu(IV) calculated by a geochemical 

code without input of hydroxo-carbonate complexes were remained below 

1x10
-8
 mol/L, which are lower than experimentally measured values. This 

difference might be due to the carbonate ion in the groundwater and 

indirectly approves the existence of ternary complexes. However since the 

ternary complexes are not clearly proved and their thermodynamic data are 

greatly different among the literatures, further research has to be performed 

in future.   

The dominant valance of dissolved ion is 3 for Am, 4 for Th, Np and Pu, 

and 4 or 6 for U in the KURT groundwater under the reducing condition of 

Eh-0.2 V. While carbonate or hydroxo-carbonatec complexes were 

presumed to be the dominant aqueous species in -0.2 ～ -0.3 V of Eh and 

weakly alkaline solution, hydroxo complexes are dominant in strong reducing 

and high pH solution. 

Ⅴ. Applications and Proposals 

The solubility results and thermodynamic data described in thi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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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be used for the input data of the safety assessment for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However, the supplementary study for the unreliable 

thermodynamic data for ternary species of tetra-valence actinides and 

Pu(OH)4(am), etc. is required in order to improve the assessment of actinides' 

behaviors. The effect of engineering barrier on the solubility and species of 

radionuclides in the underground near-field condition, the variation of 

radionuclides' valance and influence of mineralization reaction by microbes 

also have to be su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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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 연구배경

고 폐기물에 존재하는 유독성 핵종의 원천은 원자력발  과정에서 생성되

는 악틴족과 핵분열생성물이다. 그  악틴족 원소는 반감기가 긴 동 원소를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장에서 수만 년이 경과한 후 해도가 큰 핵종들의 주

를 이룰 것이다. Th(IV)을 제외한 악틴족 원소는 주변환경에 따라 산화수가 달

라지는데, 부분 3 ～ 6가의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고 폐기물 처분장 지

하심부의 환원조건에서는 5가와 6가의 악틴족 부분이 3가와 4가의 산화수로 

환원될 것으로 상되는데, 이 환원 는 그림 1과 같이 핵종에 따라 서로 다르

다 [2006CHO]. 4가의 핵종들은 성 역의 지하수에서 용해도 매우 낮고, 콜로

이드를 형성하는 등 매우 복잡한 성질을 가지므로 실험 으로 화학종을 찰하

기가 쉽지 않다 (그림 2) [2000KIM]. 따라서 간단한 용액조건에서 각 악틴족 원

소들에 한 열역학데이터를 측정하여 이를 토 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지하수

에서 악틴족 원소의 화학종과 용해도를 측하기 한 지화학코드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지화학코드를 이용한 계산결과는 서로 유사한 지하수의 유사한 조성

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수천 배까지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악티나이드 용해도의 

지화학 조건에 한 강한 의존성과 각 연구에서 용된 열역학데이터의 차이 때

문이다. 따라서 처분환경에서 핵종의 화학종과 용해도, 반응특성을 정량 으로 

모델링하기 하여 각 기 과 국가에서는 추구하는 목 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

베이스를 확보하려고 한다. 한, 각국의 천연지하수에는 서로 다른 조성의 음이

온이 존재하는데, 이 이온들의 효과 한 무시할 수 없다. 

재 알려진 데이터베이스는 독립 으로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와 지화학코

드에 통합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양분된다. OECD/NEA의 열역학데이터

[2003GUL/FAN]는 표 인 독립  데이터베이스로서 개별화학종의 Gibbs 에

지, 생성반응상수, 열용량, 엔트로피, 엔탈피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다. 한, 이 

데이터는 다양한 문헌과 문가들의 평가에 의해 선정되었기 때문에 재 가장 

신뢰성있는 열역학데이터베이스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다. 스 스의 

Nagra/PSI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한 지화학 모델링을 하여 자체 인 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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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duction potentials of U, Np and Pu at pH = 8.1 and I = 

0.7 M (I= ionic strength).

Fig. 2. Chemical states of radionuclides controlling their mobility

in natural aquatic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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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99PEA/WAB, 2002HUM/BER]. 이 데이터베이스

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정성 평가를 한 데이터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소

개되고 있다. 일본의 JAEA도 2003년에 DATABASE Version 011213c2.tdb 을 

공개하 으며 [2003JAEA], SKB도 OECD/NEA 데이터와 Nagra 데이터를 바탕

으로 최근에 데이터베이스를 연구보고서로 발간한 바 있다 [2006DUR/GRI]. 

한, 국내에서도 지하수  핵종의 용해도  용해화학종을 계산할 목 으로 개발

한 지화학반응 해석용 컴퓨터 코드인 MUGREM을 하여 열역학데이터를 수집

한 바 있다 [2002한필수, 2002KAERI]. 한편, 컴퓨터 코드와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로는 EQ3/6 [92WOL], MINTEQ2 [84FRL]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코드내에 포

함된 데이터베이스는 코드 활용 차원에서만 공 되므로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핵종들의 용해도 한계를 구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완충재나 암반의 공극수 모델링에도 사용될 수 있고, case-specific 

흡착계수를 얻어내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처분장에서 방사성 원소들의 화학종의 규명은 그들의 거동과 운명을 견하

기 한 것으로 궁극 으로 핵종의 용해도와 이동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

서 사용후핵연료 혹은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 장수명 핵종의 용해도와 

화학종은 처분장 선원항으로 작용하므로 매우 요한데, 이들은 지하수의 pH, 

Eh, 리간드들의 활동도, 이온강도, 온도, 압력 등에 의존한다.

본 과제에서는 당 연구원의 화강암 터 (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에서 채취한 지하수를 이용하여 U, Th, Np, Am에 한 용해

도 실험을 수행하 으며, 지화학 코드를 이용하여 이 핵종들의 용해도  용해 

화학종을 계산하 다. 한, 이들 결과를 국내외 실험 혹은 지화학코드로 계산하

여 얻은 결과들과 비교하여 국내 심부 지하수에서 악틴족 원소들의 용해도  

화학종을 측하고자 하 다. 아울러 향후 용해화학종의 규명을 하여 최근 이

용되는 있는 분석방법들과 이들의 검출한계  용성 등도 조사하 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용해도  화학종을 계산하기 한 열역학  데이터의 선정  보완 방법

KURT 지하수에서 U, Th, Np, Am 핵종들의 용해도와 화학종의 측정  계

산

얻어진 결과와 외국데이터와의 비교 

화학종 규명을 해 이용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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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열역학 데이터 

1 . 열역학데이터의 선정

본 보고서에 수록된 열역학 데이터는 2002년 당 부서에서 발간한 열역학데이

터[2002한필수] 뿐만 아니라 OECD/NEA[2003GUI/FAN], Nagra/PSI 

[2002HUM/BER], JAEA[2003JAEA], 그리고 SKB[2006DUR/GRI] 데이터를 수집

하 으며, 최근 문헌에 발표된 지화학반응에 한 열역학 자료들도 첨가하 다. 

이 열역학 데이터들은 표 화를 하여 표 상태 (25℃, 1 atm, 이온강도 0 M)

를 기 으로 수록하 는데, 본 보고서에서도 이 값들을 비교․검토하 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열역학데이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는 국내 지하수와 같은 성 혹은 알칼리 역에서 실험 으로 

악틴족 원소의 지화학 반응에 한 열역학데이터를 얻기 한 실험이 거의 수행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외국의 데이터를 인용하 다. 다만, 본 과제에서 수행

된 용해도 실험을 통해 얻어진 실험값과 지화학코드로부터 얻은 계산값이 크게 

다른 경우, 이를 해석하기 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심 화학종의 지화학 

반응에 해 상세히 기술하 다. 그 로서 4가 악틴족 원소의 hydroxo 

-carbonate 화합물이 심 화학종으로 고려되었다. [2001aNEC/KIM]은 Np(IV) 

 Pu(IV)의 hydroxo-carbonate 화합물을 LIBS (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로 찰하 고, 이 화합물은 성  알칼리 역에서 안정 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화학종의 생성에 한 열역학 데이터가 문

헌에 따라 매우 다르므로 이에 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둘째, (UO2)2CO3OH
+
와 같은 동일 원소의 다핵 화합물 혹은 

(UO2)2(PuO2)(CO3)6
6-
와 같은 타 핵종의 화합물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 화합물은 

1992년 OECD/NEA 데이터베이스[92GRE/FUG]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험  증거

가 명확하지 않다. 이 화합물의 실험  증거는 개의 경우 과포화 상태의 

potentiometric 정 실험으로부터 측정된 것이다. 그러나 과포화 상태의 실험조

건에서 다핵 착화물이 잘 형성될 것이라는 것에도 다소 의문이 있다. 아마도 실

험 으로 찰된 그 화합물은 콜로이드의 한 종류로 단된다. 한, 실제 처분

장 원계 지하환경에서 악틴족 원소의 농도가 높지 않아 이들 화합물이 잘 형성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Nagra의 열역학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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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에서도 다핵 화합물을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열역학 으로 타당성 있는 용해도를 구하기 해서는 주어진 조건에서 

용해도를 결정하는 고체 (Solubility Limiting Solid Phase, SLSP)가 무엇인지 규

명하는 것이 요하다. 일반 으로 화강암계 지하수에서는 악티나이드의 

hydroxide, oxide  carbonate 형태가 가장 안정한 화합물로 알려져 있는데, 본 

보고서에는 외국에서 주로 SLSP로서 고려하고 있는 고체를 기 으로 이들의 지

화학반응상수 데이터를 수록하 다. 따라서 악탄족 고체화합물  질화물이나 황

화물 등 처분조건에서 존재하기가 힘든 화합물에 한 열역학데이터는 수록하지 

않았으며, 산화물, 수산화물, 탄산화물에 해서는 열역학데이터 외에도 더 자세

히 기술하 다. 

본 보고서에서 악틴족 원소의 용액반응과 그 생성상수, 그리고 주요 심 고

체물질의 평형상수를 각 원소별 표 1 ～ 표 5에 수록하 다. 이 표들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각 국의 데이터  문헌 데이터를 서로 비교․검토하여 ‘selected'열에  

선정된 값을 표시하 다. 이 ‘selected'열에 표시된 숫자는 외국의 값들이 서로 

같거나 비슷한 값을 가질 경우 값의 신뢰성이 높을 것으로 단되어 굵은 자

로 표기하 다. 그러나 데이터 간 서로 값들이 상이하거나 다른 연구결과에서 고

려하지 않은 열역학데이터는 신뢰성이 낮으므로 가는 씨체로 표시하 다. 이 

표들에서 지화학반응식은 일반 화학식 표기방법이 아닌 향후 지화학코드에 사용

이 용이하도록 PHREEQC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내었다. 한, 산화수별 

악틴족 원소의 안정도 상수가 유사할 것으로 단되어 이들 값들을 표 6 ～ 표 

8에 비교하 으며, 악틴족 원소와 유기물과의 반응도 표 9에 수록하 다.

한편, U, Th, Np, A, Pu의 특성  열역학데이터에 하여 각 원소별로 뒤에 

자세히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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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rmodynamic data for reactions involving uranium compounds and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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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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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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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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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rmodynamic data for reactions involving thorium compounds and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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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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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rmodynamic data for reactions involving neptunium compounds and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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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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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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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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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rmodynamic data for reactions involving americium compounds and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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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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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rmodynamic data for reactions involving plutonium compounds and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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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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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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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ed)



- 22 -

Reaction Constant Th(IV) U(IV) Np(IV) Pu(IV)
AnO2(am) + 2H2O = 
An(OH)4 (solubility) log *Ks,4 8.5±0.6 -8.5±1.0 

-9±1 
-9.0±1.0 
-8.3±0.3 

-11.0±1.1 
-10.4±0.5 

AnO2(am) + 4H+ = An4+ 

+ 2H2O log *Ks,0
8.8±1.0  (I=0)
9.37±0.13  
(0.5M  NaClO4)

0.8±1.0 
0±2 

-0.7±0.5 
1.53±1.00 

-2.5±1.1 
-2.0±1.0 

An4+ + H2O = AnOH3+ 
+ H+ log *ß101

-2.3 (I=0)
-3.3±0.10 (1 
M NaClO4)

-0.4±0.2 
-0.54±0.06 

0.5±0.2 
-0.29±1.0 

0.6±0.2 
-0.78±0.6 

An4+ + 2H2O = 
An(OH)22+ + 2H+ log *ß102

-5.5±1.0 (I=0)
-8.6±0.1  (1 
M NaClO4)

-0.5±1.0 
(estimated) 0.3±0.3 0.6±0.3 

An4+ + 3H2O = 
An(OH)3+ + 3H+ log *ß103

-10.5±1.0 
-14.2 (1 M 
NaClO4)

-3.8±1.0 
(estimated)

-2.8±1.0
(estimated) -2.3±0.4 

An4+ + 4H2O = An(OH)4 
+ 4H+ log *ß104

-17.3±1.2 
(I=0)
-19.4±0.5 (1 
M NaClO4)

-9.3±1.4 
-9±2

-8.8±1.0 
-9.8±1.1 -8.5±0.5 

AnO2(am) + 5CO32- + 
4H+ = An(CO3)56- + 
2H2O

log *Ks,50
37.6 (I=0)
-19.4±0.5  (1 
M NaClO4)

33.8 34.85 33.32

An4+ + 4CO32- = 
An(CO3)44- Log β40

35.22±1.25 36.69±1.11
34.3±1.13

34.5

An4+ + 5CO32- = 
An(CO3)56- Log β50

33.2
32.75±0.35

34.0±0.9
34.1±1 35.62±1.15

32.8

32.2±2
33.0±1.3

35.8±(>1)

AnO2(am) + CO32- + H+ 
+ H2O = An(OH)3CO3- Log Ks,13

6.11±0.19
6.78

AnO2(am) + 2HCO3- = 
An(OH)2(CO3)22- Log Ks,22 -4.8 -4.44 -4.75

Table 6. Comparison of stability constants for hydrolysis and carbonate 

species of tetra-valance actinides (Nagra/PSI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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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Np(III) Pu(III) Am(III) Eu(III)

An(OH)3(cr) + 3H
+
 = An

3+ 
+ 3H2O 15.8 15.2 14.9

An(OH)3(am) + 3H
+ = An3+ + 3H2O 17.0 17.6

An2(CO3)3(cr) = 2An
3+ + 3CO3

2- -33.4 -35.0

An(OH)CO3(cr) = An
3+
 + OH

-
 + CO3

2-  
-21.2 -21.7

An3+ + H2O = AnOH
2+ + H+ -6.8 -6.9 -7.3 -7.6

An3+ + 2H2O = An(OH)2
+ + 2H+ -15.2 -15.1

An
3+ 
+ 3H2O = An(OH)3  + 3H

+
-25.7 -23.7

An3+ + 4H2O = An(OH) 4
- + 4H+ -36.2

An3+ + CO3
2- = AnCO3

+ 7.8 8.1

An
3+ 
+ 2CO3

2- 
= An(CO3)2

-
12.3 12.1

An3+ + 3CO3
2- = An(CO3)3

3- 15.2

Table 7. Comparison of stability constants (Log values) for hydrolysis and 

carbonate species of tri-valance actinides (Nagra/PSI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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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U(VI) Np(VI) Pu(VI)

AnO2(OH)2(s) + 4H
+ = AnO2

2+ + 2H2O (solubility) 6.0 5.5 5.5

An2CO3(s) = AnO2
2+ 
+ CO3

2-
-14.5 -14.6 -14.2

AnO2
2+ 
+ H2O = AnO2OH

+
 + H

+
 -5.2 -5.1 -5.5

AnO2
2+ + 2H2O = AnO2(OH)2 + 2H

+ -12 -13

AnO2
2+ + 3H2O = AnO2(OH)3

- + 3H+ -19.2 -19

AnO2
2+ + 4H2O = AnO2(OH)4

2- + 4H+ -33 -33

2 AnO2
2+  + H2O = (AnO2)2OH

3+ + H+ -2.7

2 AnO2
2+  
+ 2H2O = (AnO2)2(OH)2

2+
 + 2H

+
-5.6 -6.3 -7.5

3 AnO2
2+  
+ 4H2O = (AnO2)3(OH)4

2+
 + 4H

+
-11.9

3 AnO2
2+  + 5H2O = (AnO2)3(OH)5

+ + 5H+ -15.6 -17.1

3 AnO2
2+  + 7H2O = (AnO2)3(OH)7

- + 7H+ -31

4 AnO2
2+  + 7H2O = (AnO2)4(OH)7

+ + 7H+ -21.9

AnO2
2+ + CO3

2- = AnO2CO3 9.7 9.3 9.3

AnO2
2+ 
+ 2CO3

2- 
= AnO2(CO3)2

2-
16.9 16.5 14.6

AnO2
2+ 
+ 3CO3

2- 
= AnO2(CO3)3

4-
21.6 19.4 17.7

3AnO2
2+ + 6CO3

2- = (AnO2)3(CO3)6
6- 54 49.8

2AnO2
2+ + CO3

2- + 3H2O = (AnO2)2(OH)3CO3
- + 3H+ -0.9 -2.9

3AnO2
2+ + CO3

2- + 3H2O = (AnO2)3(OH)3CO3
+ + 3H+ 0.7

Table 8. Comparison of stability constants (Log values) for hydrolysis and 

carbonate species of hexa-valance actinides (Nagra/PSI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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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NEA selected thermodynamic data for reactions involving actinide 

compounds and complexes with selected organic ligands : oxalate, citrate, 

ethylenediaminetetraacetate (edta), α-isosacchar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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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라늄 

우라늄은 천연지하수 조건에서 4 ∼ 6가 산화수로 존재하며, 용해도  용해 

화학종이 pH, Eh  탄산농도의 향을 매우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

라서 우라늄 4 ∼ 6가의 반응에 한 반응상수를 열역학데이터에 나타내었다. 

지하처분장의 환원조건에서 지하수에 의한 우라늄의 SLSP로서 UO2가 SKI. 

SKB, YJT, PNC와 AERE에서 고려되었다 [95TAK/SHI]. 이 UO2는 크게 

UO2(am, hyd.), UO2(fuel)와 UO2(cr)(uraninite)로 나 어지는데, [88PUI/BRU]는 

사용후핵연료(UO2(fuel))의 용해도가 UO2(am, hyd.)와 UO2(cr)의 간단계에 해

당된다고 주장하 다. 한, 비결정성 UO2가 오랜 기간이 경과하면 결정성을 갖

는 uraninite 침 물로 변화될 수 있는데, 산소가 차단된 지하수에서 벤토나이트

와 한 과량의 우라늄을 함유한 모의 붕규산유리고화체 페기물로부터 용출되어 

나온 우라늄이 벤토나이트와 고화체 면에서 수년이 경과한 후 uraninite가 

생성됨을 확인한 바 있다 [2005김승수]. 이러한 결정성 uraninite는 pH 4 이하의 

산성용액에서 비결정성 UO2(am)보다 침 /용해 반응상수가 6 ～ 7 승수 차이가 

난다. 그러나 pH 4 이상의 성이나 알칼리 용액에서 uraninite와 UO2(am)의 용

해도 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2002HUM/BER], 이는 기에 uraninite 실

험을 하여도 기에 용해된 우라늄이 결정질 표면에 재침 되면서 결정질 표면

에 비결정질 고체가 표면층을 이루면서 실제로는 비결정질과 용액과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다 [2001aNEC/KIM]. 따라서 U(IV)의 용해도를 

결정하는 침 물로 uraninite 보다는 비결정질인 UO2(am)를 가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다 [2002RUN/CON]. Nagra/PSI에서는 pH 6 이상의 지하수에서 우

라늄의 용해도 계산을 하여 uraninite와 UO2(am)를 구별하지 않는 UO2(s)를 

주장하 다. 같은 논리가  Th(IV), Np(IV)  Pu(IV) 침 물에도 용될 수 있

다. 

한편, 화강암계 지하수에서 U(VI)이 soddyite((UO2)2SiO4·2H2O) 혹은 

uranophane (Ca(UO2)2(SiO3OH)2·5H2O)와 같은 실리카 화합물이나 

schoepite(UO3·2H2O(cr))로 침 될 수 있는데, 어느 침 물이 생성되느냐는 용액 

내에 존재하는 규소 농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 다 [2002한필수]. 규소 농

도가 3x10
-5
 mol/L 이상이면 soddyite가, 그 이하면 schoepite가 더 안정한 침

물로 존재한다고 하 다. 본 실험실에서도 uranyl silicate 화합물인 uranophane

를 발견한 바 있으나 [2005김승수], 실제로 Eh값이 낮은 심부지하 환원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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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생성될 지는 보다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Soddyite + 4H
+
 = 2UO2

2+
 + SiO2(aq) + 4 H2O(aq)

 반응식의 평형상수를 [92NGU/SIL], [97PER/CAS], [96CER]가 실험 으로 

측정한 결과, 각각 5.74±0.21, 3.9±0.7, 2.98±0.29를 얻었다. 이 게 값이 다른 것은 

soddyite의 용해도 결정이 매우 복잡하고 고체의 결정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97PER/CAS]는 실리카 농도가 6.3x10
-5
 M 이하일 경우 우라닐 실리

이트 이온(UO2SiO(OH)3
+
)이 주 용해 화학종이 될 수 없다고 보고하 다 (그림 

3).

우라늄은 UO2뿐 아니라 U4O9(s), U3O7(s), U3O8(s)과 같은 안정한 산화물도 

형성할 수 있다 [92GRE/FUG, 2003GUI/FAN]. 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존재할 

경우 시멘트 지하수에서 우라늄과 칼슘 화합물인 CaUO4(s) [92GRE/FUG]와 

becquerelite (Ca(UO2)6O4(OH)6·8H2O) [97CAS/BRU, 2002RAI/FEL, 

94SAN/GRA], 그리고 국 Drigg 처분장에서 산화조건의 탄산수에서 존재할 수

도 있을 것이라 상하는 CaMgUO2(CO3)3 (swartizite)와 Ca2UO2(CO3)3 

(liebigite) [98CHA/TRI]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이들의 존재와 열역학 데이터는 향

후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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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ractional diagram of uranium species in solution as a function of the 

total silica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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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I) hydroxide complexes

pH가 2 ～ 5 사이의 용액에서 10
-4
 M 이상의 우라늄 농도를 갖고 많은 실험

이 수행되었는데, 이 경우 polymeric U(VI) 화합물이 주요 화학종이다 

[2002HUM/BER]. 그러나 부분의 우리나라 화강암 지하수의 경우 pH가 성에

서 약 알칼리성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 polymeric U(VI) species에 한 기

술을 생략하 다. 성과 약 알칼리성 용액에서 U(VI) species는 난용성 uranate 

침 물과 UO2(CO3)2
2-
, UO2(CO3)3

-4
가 형성되는 등 복잡해진다. 매우 낮은 농도의 

우라늄 용액에서는 polymeric species 보다 monomeric species UO2(OH)n
2-n

가 

주요 화학종일 것으로 상되지만 확실한 실험  증거는 없다. UO2OH
+
의 존재 

 생성을 한 평형 상수의 값은 지난 40년동안 계속 논의되어오고 있다 

[2002HUM/BER].

U(V) hydroxide complexes

pH 5 미만의 용액에서만 UO2
+
가 주요 화학종으로 제안되고, 높은 pH 용액에

서는 높은 농도의 UO2
+
 hydroxide species가 존재하기 어렵다 [2002HUM/BER].

U(IV) hydroxide complexes

그림 4와 같이 높은 pH에서 우라늄의 용해도 증가를 설명하기 하여 도입된 

U(OH)5
-
는 [92GRE/FUG]이 U

4+
 + 5H2O = U(OH)5

-
 + 5H

+
 반응에 하여 평형

상수 log10K = -16.54를 주장하 다. 그러나 U(OH)5
-
가 pH 12 이하의 용액에서 

재까지 실험 으로 확인되지 않아서 이 화학종의 존재에 하여 회의 이므로 

[2002HUM/BER, 2006DUR/GRI, 98CHA/TRI], 본 보고서에 이 데이터에 수록하

지 않았다. 이 화학종은 OECD/NEA, SKB  Nagra/PSI에서도 고려하지 않았

다. pH가 11 이상이며 약한 환원용액에서 UO2(s)의 용해도 증가는 U(OH)5
-
의 

생성보다는 높은 pH에서 우라늄의 산화수가 4가에서 6가로 산화되어 용액  

UO2(OH)3
-
와 UO2(OH)4

2-
의 존재 때문이라 생각된다 [2006DUR/GRI]. U6(OH)15

9+
 

화합물도 pH 2 이하, 0.01M U(IV) 용액에서 제안되었으나, 처분장 지하수가 pH 

2보다 높으므로 이 데이터 역시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5에서 UO2-H2O 시스템의 경우 우라늄의 용해도 농도는 pH 3이하에서

는 pH에 따라 변화하 으며, 고체의 결정성에도 크게 의존하 다. 그러나 용액의 

pH가 4이상에서는 용해도가 일정하 으며 고체의 결정성에도 크게 향을 받지 

않았다. 이 게 서로 다른 상을 설명하기 하여 pH에 따라 사용하는 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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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상은 Th(IV)와 같은 다른 4

가의 악틴족에서도 발견되었다. Nagra/PSI에서는 UO2-H2O 시스템뿐만 아니라 

UO2-H2O-CO2 시스템에도 용가능한 넓은 오차를 갖는 logKs,0 값을 제시하

다.

Fig. 4. Comparison between the experimental UO2(s) solubility and the 

calculated values when using [2002HUM/BER] or [2003GUI/FA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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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olubility data of the system UO2-H2O [2002H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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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륨

토륨은 천연지하수 조건에서 Eh의 향은 받지 않고 4가로만 존재하기 때문

에 4가의 타 악틴족 원소 거동에 한 유사물질로 흔히 사용되어 왔다. 국내 방

사성폐기물 처분장 지하수는 pH가 6.0 이상이며, 이온강도가 해수보다 작을 것이

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약간의 인산, 황산, 불산 이온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용

액  토륨의 가장 요한 화학종은 수산화물과 탄산화물일 것이다. 토륨 산화물

과 수산화물의 용해도와 결정화도(crystallinity)는 이들이 성 pH 역에서 콜

로이드를 형성하는 경향이 크므로 많이 변할 수 있다. 이것이 Th(OH)4(s)의 용

해도가 문헌마다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이다 [2006DUR/GRI]. 

Hydrolysis

Th(IV)는 polynuclear 혹은 콜로이드 화학종을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나 아직

도 가수분해 데이터에 한 확실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 으로 

Th(OH)4(aq)가 pH 6 이상의 용액에서 가장 주요 수화물로, ThO2가 폐기물 리

련 시스템에서 주요 고체상으로 받아지고 있다 [2002HUM/BER].

그림 6와 같이 산성에서는 결정성과 비결정성의 ThO2에 따라 용액  토륨의 

농도가 크게 다르나, pH가 6 이상의 용액에서는 차이가 거의 사라졌다. 이를 

[99NEC/KIM]는 ThO2(s)의 표면에 형성된 비결정성의 수화층 때문으로 설명하

다.

Carbonate complexes

용액  탄산농도가 약 0.15 M 이상으로 높을 경우, Th(CO3)5
6-가 가장 요 

화학종임을 XAS(X-ray Absorption Spectroscopy)로 찰하 다 [97HES/FEL]. 

ThO2(s) + 5CO3
2- + 4H+ = Th(CO3)5

6- + 2H2O     LogKs,50 = 39.7±0.4

탄산농도가 0.1 M 이하의 경우 hydroxide carbonate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

는데 이 화합물의 정확한 성질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다만 [94OST/BRU, 

95RAI/FEL, 97FEL/RAI]에서는 측정된 용해도를 모델링하기 하여 

Th(OH)3CO3
-를 제안한 반면, [97HES/FEL]는 분 학  방법을 통해 

Th(OH)2(CO3)3
4-를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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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2(s) + CO3
2-
 + H

+
 + H2O = Th(OH)3CO3

-
    LogKs,13  = 6.77±0.21

Th(CO3)4
4-
,  Th(CO3)5

6-
, Th(OH)3CO3

-
, Th(OH)2(CO3)3

4-
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사용하 을 경우 그림 6에 보이는 바와 같이 실험값과 잘 일치하 다 

[2006DUR/GRI]. [99RIG/CAP]는 Th(OH)3CO3와 Th(OH)2(CO3)3
4-
와 같은 

ternary 화합물의 생성을 가정할 때, 그림 7과 같이 [94OST/BRU]와 

[2002RAI/FEL]의 실험데이터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었다. 이 화학종과 그들의 

안정도 상수값은 [94OST/BRU]의 실험 데이터로부터 얻어졌다. 새로운 실험  

모델링 데이터가 2005년에 발표되었다 [2005ALT/NEC].

            

Fig. 6. Solubility of ThO2 as a function of pH from different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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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between calculated solubility of ThO2·2H2O(am) and 

experimental thorium concentration in equilibrium with this solid phase at 

different experiment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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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넵투늄

 Np(III) 화학종은 강한 환원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하수에서 존재하기 어려

우므로, 이 화학종의 데이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처분장에서 철의 부식 등으로 

인해 강환원 조건의 지하수가 존재할 경우, Np(III) 화학종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

다. 일반 으로 천연지하수의 Eh와 pH 범 에서 넵튜늄은 4가 혹은 5가로 존재

하는데, 심부 지하수와 같이 mild한 환원조건의 경우는 넵투늄이 Np(IV)로 존재

할 것이다. 

넵투늄의 용해 화학종은 그림 8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pH와 Eh에 큰 향을 

받는다. 환원조건의 천연지하수에서 pH 6 ～ 10의  범 에 걸쳐 4가의 넵투늄 

화합물이 안정하다. 산화상태가 되면 안정한 수용액상의 화학종은 5가의 수산화

물이나 탄산화물로 변한다. 탄산농도 한 넵투늄 화학종에 매우 큰 향을 

다. 그림 8을 보면 pH 5.5 ～ 10.5 범 에서 탄산농도의 증가와 함께 안정한 화

학종은 Np(OH)4(aq)에서 Np(OH)3CO3
-
로 변한다 [2002한필수]. MUGRAM으로 

계산한 국내 지하수 조건에서 넵투늄 용해도는 3.1x10
-9
 ~ 1.3x10

-8
 mol/L 범 로 

거의 일정하 는데, 이는 천연 심부지하수 조건에서 넵투늄의 용해도가 개의 

경우 안정한 화학종인 Np(OH)3CO3
-
로 존재하기 때문이라 주장하 다 [2002한필

수]. 그러나 Np(OH)3CO3
-
와 같은 ternary 화학종의 존재여부  열역학데이터의 

신뢰도는 보다 검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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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queous phase speciation of neptu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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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메리슘

수용액 에서 아메리슘은 강산화 조건에서 AmO2
+
 혹은 AmO2

2+
로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 산화수가 3가 이온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한 심부지하수를 고려할 때 Nagra/PSI와 같이 우리도 주로 

Am(III)만을 고려하 다. 아메리슘의 용해도  용해화학종은 용액의 산화환원

에 거의 향을 받지 않는다.

3가 악틴족과 란탄족 원소의 경우 화합물과 용해화학종이 비슷한 성질을 갖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상은 용액  그들의 배 화학(coordination 

chemistry)과 화합물 형성반응에서는 잘 일치함을 의미한다. 열역학 데이터와 반

응상수가 이온반경에 따라 달라지는데, Nd(III)와 Eu(III)는 Cm(III)과 Am(III)와 

유사한 반경을 가지므로 Cm(III)과 Am(III)의 모사 원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를 들면 배 수가 8인 경우 Am
3+
, Cm

3+
, Nd

3+
, Eu

3+
의 결정반경이 각각 1.10, 

1.09, 1.11, 1.07 Å로 유사하다 [94CHO/RIZ]. 따라서 이들의 활동도 계수  이온

반응상수의 차가 무시할 정도이다 [90FEL/RAI, 97KON/FAN, 98FAN/KIM]. 

Isostructural solids의 용해상수 차이는 상당한 반면, 유사 수화화합물(aqueous 

complexes)의 생성상수 역시 부분 시험오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98NEC/FAN]. 그리고 Am(III)과 Cm(III)는 물리-화학  성질의 차이보다 체

로 실험오차가 더 크므로 이 두 원소의 데이터는 일반 으로 동일하게 취 된다 

[2003GUI/FAN].

Aqueous americium hydroxide complexes

 Am(OH)n
3-n

 에서 pH = 13 ～ 14까지도 n이 4이상인 음이온 수산화물의 형

성을 찰할 수 없었다 [95SIL/BID]. 

Solid americium oxides and hydroxides

[90FEL/RAI]는 pH 12.5 ～ 13.1과 탄산농도 0.07 M인 용액에서 

AmOHCO3(cr)와 Am(OH)3(aq)의 평형상수로부터 아메리슘의 농도를 1x10
-7
 

mol/L로 측하 으나, [95SIL/BID]와 [2003GUI/FAN]의 검토로부터 기 고체

가 보다 안정된 Am(OH)3(cr)로 바뀔 것으로 상되며, 이 조건에서 더 낮은 용

해도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90FEL/RAI]가 측정한 10
-7.5

 ～ 10
-9.1

 

mol/L 역에서의 아메리슘 농도로 잘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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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H)3(s)의 용해도는 결정정도, 즉 aging time에 의존하며, 입자의 크기 

 방사선량(알 선, 특히 Am-241의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2003GUI/FAN]. 그

러나 이 결정성과 비결정성 Am(OH)3의 차이는 과도하게 단순화된 모델이기 쉽

다. 왜냐하면 X–선 데이터는 bulk 구조에 한 정보를 주지만 실제 용해도는 

표면 구조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83RAI/STR, 88STA/KIM]의 실험결과는 pH에 

따라 결정성과 비결정성 모델값들을 넘나든다 (그림 9 ～ 그림 10). 기에 침

된 Am(OH)3(s)는 회 을 나타내기에 무 작은 결정들의 덩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숙성(aging) 과정을 거쳐 회 을 나타낼 수 있으나, 아메리슘의 

self-irradiation에 의해 결정화가 방해받을 수도 있다 [2003GUI/FAN].

pH가 11 ～ 13인 알칼리 용액에서는 알 선량과 bulk 고체의 결정성에 무

하게 많은 연구들이 Am(III)의 농도가 10
-10
 ～ 10

-11
 mol/L을 나타내었다 (표 

10).

Carbonate compounds and complexes

높은 농도의 탄산용액에서 Am(CO3)4
5-
의 생성이 주장되었으나 [98NEC], 이 

화학종의 존재에 한 실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2002HUM/BER], 주장

된 데이터 값의 차이도 커서 선택하지 않았다 [2003GUI/FAN].

[95SIL/BID]는 Am(III)-bicarbonate 화합물도 실험 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

로 [2002HUM/BER]는 보다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98FAN/KIM]가 CmHCO3
2+
에 한 증거를 얻은 후, 이 값을 An(III)에 용시켜 

AmHCO3
2+
의 생성상수로 사용하 다 [2006DUR/GRI]. AmHCO3

2+
의 생성상수는 

AmCO3
+
의 생성상수보다 약 5 승수 낮으므로 1기압 이상의 높은 CO2 부분압 조

건을 제외하곤 weak bicarbonate complex가 주 용해이온이 될 수 없다 

[2003GUI/FAN]. 따라서 일반  처분환경에서는 주 이온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

다.

Am(III) hydroxide-carbonate complexes  

AmOHCO3(cr) ⇌ Am
3+
 + OH

-
 + CO3

2

 반응에 하여 [95SIL/BID]의 데이터는 [84SIL/NIT]와 [92RUN/MEI]의 

데이터에서 큰 차이가 보이므로 신뢰성이 떨어지며, Am(III) hydr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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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ate 화합물의 존재에 한 몇몇의 문헌은 단지 carbonate 혹은 hydroxide 

complexes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하 다 [82BID], [84BER/KIM], 

[87CRO/EWA]. 특히, TRLFS(Time-Resolved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를 이용한 carbonate-bicarbonate 용액에서 Cm(III)에 한 연구는 

([98FAN/WEG], [98FAN/WEG2], [99FAN/KON]) 넓은 범 의 pH와 carbonate 

농도에서 실험하 으나, 용해되어 있는 ternary hydroxide-carbonate 화합물 형

성에 한 증거를 얻지 못하 다. 따라서 Am(III)-hydroxide-carbonate 화합물도 

역시 배제되었다 [98NEC/FAN, 2003GUI/FAN]. 그러나 아 래 반응에서 용해

상수 log     = −(22.6 ± 1.0)는 [84SIL/NIT], [90FEL/RAI], [84BER/KIM], 

[94GIF]가 측정한 용해도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 다.

AmCO3OH.0.5H2O(cr) = Am
3+
 + CO3

2-
 + 0.5H2O + OH

-

고체 Am(OH)3, AmOHCO3, Am2(CO3)3의 안정도는 NaAm(CO3)2(s)가 생성되

지 않을 정도의 충분히 낮은 이온강도를 갖는 용액에서 CO2의 부분압에 의존한

다. [2003EKB/MEI]는 기  CO2의 부분압 정도에서도 AmOHCO3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수용액에서 Am(III) hydroxide-carbonate 

화합물의 존재를 인정 혹은 부정하기 해서는 향후 보다 연구가 필요하다 

[2002HUM/BER].

Phosphorous compounds and complexes

아메리슘과 phosphate 화합물에 한 문헌에 발표된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을뿐더러, 부분의 연구가 낮은 pH 역에서 그리고 꽤 높은 인산염 조건에서 

이루어 졌다 [2002HUM/BER]. Nagra/PSI 데이터베이스에서는 Am
3+
과 H2PO4

-
와

의 데이터만을 사용하 으나, SKB에서는 3가 악틴족  란탄족 원소의 유사성

으로부터 1차와 2차 phosphates, 그리고 hydrogenphosphates 등의 열역학 값을 

추정하 다 [2006DUR/GRI]. 

silicon compounds and complexes 

Am
3+
 + SiO(OH)3

-
 = AmSiO(OH)3

2+
     log10ß = 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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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은 pH 3.0 ∼ 3.8사이에서 얻어진 유일한 실리 이트와의 반응데이터로서 

다른 데이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2002HUM/BER].

Fig. 9. Solubility measurements of crystalline Am(III) hydroxide [82SIL] 

and aged Am(OH)3(s) [88STA/KIM] in 0.1 M NaClO4 and NaCl at 298.15 

K. The solid curve is calculated with log(Am(OH)3, cr) = (15.6 ± 

0.6)  and the hydrolysis constants selected in the present review, corrected 

to I = 0.1 mol /L. The dotted lines show the associated uncertainty range 

(95% confidence interval). The dashed line is calculated with the constants 

selected in the previous review [95SIL/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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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olubility measurements of amorphous Am(III) hydroxide in pH–

adjusted dilute solutions [83RAI/STR] and 0.1 M NaClO4 [83EDE/BUC], 

[85NIT/EDE]. The solid curve is calculated for Am(OH)3(am) in 0.1 M 

NaClO4, with the constants selected in the present review and the dotted 

lines show the associated uncertainty. The solubility of crystalline (aged) 

Am(III) hydroxide is shown for comparison as the lower solid line. The 

dashed line is based on the constants selected in the previous review 

[95SIL/BID] and refers to the low ionic strength in the study of 

[83RAI/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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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Literature data for the solubility of Am(III) in alkaline solution (pH 

= 11 to 13)

(a)
Solutions were centrifuged but not filtered. As discussed in [95SIL/BID], the 

high americium concentration is probably caused by the presence of colloidal 

particles.

r.t. :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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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루토늄

루토늄은 심부 지하수 조건에서 3가 혹은 4가 원자가 상태로 존재한다. 산

성 역에서 Pu(III)이 우세하고, 성  알칼리 역에서는 Pu(IV)가 우세하다. 

Pu(III)이 우세한 역은 pH  Eh 가 작을수록 커진다. 루토늄 화학종도 다른 

악틴족 원소와 비슷하게 탄산농도에 매우 민감하다. 탄산농도가 증가할 때 알칼

리 역에서는 우세한 화학종이 Pu(OH)4(aq)에서 Pu(OH)3CO3
-
로 변하고, 산성  

성 역에서는 Pu(III)의 수산화화합물이 넓은 범 의 탄산농도에 걸쳐 안정하

다 [2002한필수].

심부지하수의 mild한 환원 조건에서는 Pu(IV)가 우세할 것으로 기 된다. 우

리나라의 화강암 지하수와 같이 pH가 약 알칼리성일 경우 Pu(III)이 쉽게 Pu(IV)

로 산화되기 때문에 Pu(OH)4(s)가 루토늄의 용해도를 좌우할 것으로 상한다

[2002한필수, 2006DUR/GRI]. Pu(III)-carbonate 화합물 형성에 한 실험  문헌

데이터가 거의 없다 [2001LEM/FUG].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 속용기의 부식 등

에 의해 강환원조건이 형성되어 Pu(III)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 히 배제할 순 없

다 [2006DUR/GRI]. Pu(III)의 성질을 모사하기 하여 다른 원소, 즉 3가 란탄족 

원소를 사용하기도 한다. [97BRU/CER]은 PuCO3
+
의 안정성이 Pu(OH)4(am)의 용

해도에 요한 향을 다고 보고하 다. [2002HUM /BER]는 Pu(III) 모델링을 

하여 아메리슘 사용을 제안하 다. 강환원조건에서는 Pu(III) 고체에 의해 루

토늄의 용해도가 의존할 수 있는데, 벤토나이트/ 속용기 면에서 Pu(OH)3(s)

와 Pu(OH)CO3(s)가 안정할 수도 있다.  

Eh에 따라 악틴족 원소의 용해도가 크게 변하는 경우는 안정한 화학종이 3가

에서 4가로 변하는 역으로, 루토늄의 경우는 략 Eh=–0.3V 근처에서 용해

도의 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86EWA/HOW]와 [89FEL/RAI]는 Eh=–0.3V, 

28°C에서 반응 기 Pu(OH)3(s)가 후에는  Pu(OH)4(s)로 변하는 것으로 단된다 

[2006DUR/GRI]. 4가 화학종만이 안정하게 존재하는 조건에서 용해도는 Eh에 거

의 무 하다. 한편 탄산농도가 증가하면 용해도도 약간 증가하는데, 이는 안정한 

용액  화학종이 Pu(OH)4(aq)에서 Pu(OH)3CO3
-
로 변하기 때문이다. 

Pu(IV)(cr)에 의한 용해반응에 한 열역학데이터는 매우 신뢰하기 힘들다. 왜

냐하면 실제 용해되는 표면은 bulk한 결정상태와 다르기 때문이다 

[2003GUI/FAN]. PuO2(am, hyd)에 한 [2003GUI/FAN] 데이터를 선택할 경우, 

용해도 계산값은 실험데이터보다 조  낮긴 하지만 체로 잘 일치한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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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9LEM/GAR]에 의해서 보고된 아래 반응의 용해도 상수도 유사한 값을 나

타낸다 (그림 11에서 선). 

Pu
4+ 

+ 4H2O = Pu(OH)4(am) + 4H
+
    logKs= -0.80±1.30

 

Fig. 11.  Comparison of PuO2(am) solubility between experimental and 

calculate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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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열역학데이터의 보정 방법

일반 으로 열역학데이터는 표 상태 (25℃, 1 atm, 이온강도=0)의 테이터 값

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온강도가 ‘0’인 용액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표 상태

의 테이터는 유한값의 이온강도를 가지는 용액으로부터 구한 반응상수를 외삽하

여 구한다. 본 에서는 용액의 이온강도나 온도 등에 한 향을 보정하기 

한 계산방법을 수록하 다.

1. 이온강도의 보정

 이온강도를 보정하는 식은 크게 묽은 해질 용액에 용할 수 있는 것과 진

한 해질 용액에 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별된다. 자의 표 인 것으로 

Debye-Huckel식, Davies식이 있으며 후자의 표 인 것으로 SIT 방정식이나 

Pitzer 방정식이 있다 [2001LEM/FUG].

가. 묽은 용액에서 활동도 계수 측

용액에서의 i 이온의 활동도 ai는 농도(mi)와 활동도 계수(ri)의 곱으로 나타낸

다.

                                 ∙                            (1)

여기서 형 인 Debye-Huckel limiting law식에 따라 서로 반  하를 갖

는 이온사이의 long-range 정 기(electrostatic) 작용만을 고려할 경우, ri는 다음

과 같이 표시된다.

                             ∙
 ∙                    (2)    

  

여기서 A는 상수로 25℃, 0.1 MPa에서 0.510 kg1/2․mol-1/2 이며, Zi는 핵종의 

i의 이온 하, Im은 이온강도를 나타낸다. 이온강도 Im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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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Debye-Huckel limiting law식은 1:1 해질의 경우 Im = 0.01 M, 1:3 

해질의 경우 Im = 0.001 M 이하를 갖는 용액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이 식 자

체로는 어느 지화학코드에도 사용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확장된 방정식(the 

extended Debye-Huckel equation)을 사용한다. 

     ∙
 ∙  ∙∙

                           (4)

여기서 B는 25℃, 0.1 MPa에서 0.328․10
10 

kg
1/2
․mol

-1/2
 이며, 는 수화된 

이온의 ion-specific 직경으로서 i 이온의 유효직경(혹은 이온-크기 라미터)으

로 알려져 있다. 이 식은 이온강도가 약 0.03 M 이하인 용액에서 정확하다. 

보다 진한 농도의 용액에서 활동도 계수를 계산하기 하여 the extended 

Debye-Huckel equation을 보다 더 확장시킨 함수를 MINEQL, PHREEQC, 

EQ3/6 코드에서 사용한다. 

     ∙
 ∙  ∙∙  ∙                    (5)

ai와 bi는 순수한 염 용액들에서 측정된 활동도들에 함수를 입함으로서 얻어

지는 각 이온들에 해 결정된다. PHREEQC에서는 WATEQ Debye-Huckel 함

수로 언 되어 있다.

한, 아래와 같은 Davies 방정식이 활동도계수를 계산하는데 리 사용되고 

있다.

     ∙
 ∙    ∙

 ∙ ∙                  (6)

이 식은  ∙=1로 가정되었고, CD의 값은 0.3을 갖는다. 이 식에서 유일한 

ion-specific 라미터는 이온의 하이므로,   혹은 ai와 bi를 알지 못하는 이온

에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고농도 해 용액에서 활동도 계수 측

 1) SIT (Specific ion Interac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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묽은 해질 용액에서 활동도계수를 나타내는 식에서 가장 요한 

Debye-Huckel 항은 정 기(electrostatic) 효과와 long-range 상호작용만을 고려

한다. 그러나 진한 해질 용액에서는 short-range 상호작용 뿐 아니라 

non-electrostatic 상호작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보통 Debye-Huckel 식에 

이온강도에 의존하는 항을 추가함으로써 가능하다. 

     ∙
 ∙   ∙  ∙              (7)

여기서 B․ai = 1.5 kg
1/2
․mol

-1/2
로 가정된 것이고, Ɛ(i,k)가 수용액 핵종 i와 

k 사이에 specific short-range 상호작용을 묘사하는 항이다. ∑은 용액  모든 

화학종까지 확장한다. 고농도의 이온 미디움(1:1 salt NX)에서 SIT 식은 다음과 

같이 간소화할 수 있다.

     ∙
 ∙   ∙   ∙               (8)

여기서 M은 양이온이다. 동일한 방법으로 음이온 Y에 해서도 상호반응계

수 (interaction coefficient) Ɛ(Y,N)가 사용될 수 있다.

SIT 함수는 실험실데이터를 이온강도가 ‘0’인 조건으로 외삽(extrapolation)하

는데 사용되어 왔다. 편리성을 하여 Nagra에서는 Ɛ(i,k)와 ∆Ɛ(reaction)의 요약 

 화학  유사성에 기 한 측치를 구하 는데, 표 11에 그 값을 나타내었다.

Debye-Huckel 식과 Davies 식은 성이온에 하여 하를 띠지 않는 항이 

없으므로 활동도계수가 ‘1’로 나타난 반면, WATEQ Debye-Huckel 함수((5)식)에

서는 이온세기와 련한 한 항이 남아있다. PHREEQC에서는 모든 온도에서 모

든 성 화학종에 하여 default로서 log10ϒi = 0.1․Im 을 사용한 반면, 

MINEQL-type 코드에서는 log10ϒi = 0 을 사용하 다.  이것은 두 코드로 계산한 

화학종에 해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SIT 함수는 Ɛ(i,k)가 동일한 부호의 이온간이나, 성 하의 화학종에 해서

는 0 의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 다. 이 가정은 동일 부호의 이온들은 서로 정

기 으로 반발하기 때문에 short-range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로 한다. 이것은 성 하의 화학종에 해서도 동일하게 용한다. 그러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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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Summary of Ɛ(i,k), ∆Ɛ(reaction) and estimated based on chemical analogy evaluated Nagra/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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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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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으로 CO2(aq), H2S(aq), UO2CO3(aq)는 어도 ‘0’가 아니며, 이 값에 의해 

반응의 평형상수가 조  달라질 수 있다.

일반 으로는 이온 상호작용 상수는 이온강도의 함수이다. 그러나 3.5 M보

다 작은 이온강도의 용액 의 1:1, 1:2, 1:3 형태의 이온들에 해서는 그 향

이 매우 작기 때문에 자주 무시된다. 농도 의존성은 4보다 큰 하량을 가지

는 이온들에 해 하량이 커질수록 더 커진다. Pitzer 모델은 보통 3종류의 

상수값을 요구하는 반면, SIT는 1개의 상수 값만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SIT 

모델이 상 으로 더 간편하고, 상수 값을 구하는데 필요한 실험의 양도 매

우 지만, SIT 모델은 매우 높은 이온강도를 갖는 용액에서 활동도계수를 

구하는 데는 부 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필수 2002].

2) Pitzer 모델

Pitzer 모델은 이온들 간의 장거리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확장된 

Debye-Huckel 항과 근거리의 이온-이온 상호작용을 고려한 virial 항들에 기

를 두고 있는데, 이 모델은 묽은 용액에서부터 고농도의 다성분 혼합물에 

이르기까지 실험값과 매우 잘 일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84HAR/MOL]. Pitzer 상 식에 한 자세한 설명은 [2002한필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Pitzer 상 식은 이론에 입각한 식이 아니며 실험에 근거한 

식으로서 다른 여러 가지 상 식이 측하기 불가능한 고농도 역에서의 

해질 수용액의 거동을 분석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해수에서 지하핵종

의 거동 등을 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Pitzer 방정식 매개변수의 실험  도출을 한 열역학  이론은 다음과 같

다. 단일용매와 임의의 용질로 이루어진 액체용액에 한 Gibbs 에 지는 아

래와 같이 표 된다.

G= n sμ s+n 1μ 2+n 2μ 2+n 3μ 3+.....                             (9)

 식에서 ns는 용매의 몰수이며 ni는 용질 i의 몰수이다. Gibbs 자유에

지 μi(화학 포텐셜)는 아래와 같이 표 상태에서 활동도 식으로 표 될 수 있

다.   

μ
j= μ

j
0
+RT lna j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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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에서 j는 용매와 용질 모두에 해당될 수 있다.

용매의 경우에는 표 상태가 순수상태의 용매로 설정되며 활동도에 있어서

는 라울의 법칙이 용된다.

a s=x s f s                                                         (11)

 식에서 xs는 용액 내의 용매의 몰분율을, 그리고 fs는 농도기 의 활동

도계수를 각각 나타낸다. 하나 이상의 해질을 포함하는 용액에서는 용매의 

몰분율이 아래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x s=
ns

n s+∑
i
ν
in i

                                                (12)

νi는 해질 화학식량 한 단  당 발생하는 이온의 개수를 나타낸다 (즉, 

비 해질은 νi = 1).  해질 용액에서는 몰랄농도 기 이 가장 일반 으로 사

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식(12)는 아래와 같이 표 되기도 한다. 

x s=
ms

ms+∑
i
ν
im i

                                              (13)

몰랄농도는 용매 kg당의 몰수를 나타내며, 용액 내에서의 용매의 몰랄농도

는 용액의 조성과 상 없이 일정하다.  물의 경우에는 

   
  ․ 
 ․

                                   (14)

활동도계수는 용액 내에서의 각 성분마다의 Gibbs 자유에 지의 변화를 

나타낸다. 용매의 활동도계수 fs는 용액에서 용질의 농도가 낮을 경우 그 민감

도가 떨어진다. 삼투인자는 용액 내에서 이상용액의 거동과 실제용액의 거동

간의 편차를 강조하기 한 목 으로 정의된 변수이다. 한 부류의 삼투인자

(φ)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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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as=Φ
slnx s                                                    (15)

한 다른  부류로서는 

Φ=-(ms/∑
i
ν
im- i) lna s=

ms( μ
s
0
-μ

s)

RT∑
i
ν
im i

                      (16)

의 두 식으로부터

Φ=-(
msΦ x
∑
i
ν
im i
) lnx s                                             (17)

에서 Φ와 Φx는 모두 무차원의 특성치이다. Φ는 ‘실용 삼투인자’ 라하며 

Φx는 ‘이론 삼투인자’라 한다. 몰랄농도가 주로 사용되는 해질 용액에서는 

실용삼투인자가 부분 사용되므로 일반 인 삼투인자는 실용삼투인자를 의

미한다.

이상용액에서 모든 성분의 활동도계수는 1의 값을 보이며 몰랄농도기 에

서의 삼투인자는 아래와 같이 유도된다.

Φ id=-(ms/∑
i
ν
im i) lnx s                                         (18)

삼투인자 Φ는 농도의 함수로서 모든 농도에서 동일한 값을 갖지 않지만, 

모든 이상용액의 경우  농도구간에서 삼투인자는 항상 1의 값을 갖는다.  

그러므로 의 식은 무한희석용액에서의 삼투인자를 구하기 한 기 으로 

사용된다.  이를 해 식(13)을 아래와 같이 변형시키면

x s=
1

1+(∑
i
ν
im i)/ms

                                          (19) 

ln x s=- ln (1+(∑
i
ν
im i)/mi)       

     =-[ (∑
i
ν
im i)/m i-1/2(∑

i
ν
im i)

2
/ms

2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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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희석용액으로 근하면서  식의 첫 번째 항만을 제외한 나머지 항은 

모두 소거되며 식(18)은 아래와 같이 변형된다.

lim
x s→1

Φ=-(ms /∑
i
ν
im i)(-∑

i
ν
im i/ms)=1                         (21) 

용매의 활동도계수와 동일하게 Φ는 무한희석용액의 경우 한계값을 갖게 

된다. 식(21)은 화학양론 으로 몰랄농도에 기 하여 유도된 식이며, 이 식은 

용액 내에서 용질과 용매 사이의 화학반응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만일 용액 내에서 가수분해와 같은 용질-용매간에 반응이 일어나는 경

우에는 식(18)과 같이 몰랄농도의 항이 없이 단지 몰분율만을 기 으로 한 식

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무한희석용액에서의 Φ값은 1이다. 그러나 

몰랄농도에 기 한 식에 의거하여 계산하면 무한희석용액에서의 Φ는 1 보다 

큰 값을 보이게 된다.     

만일 이상용액이 용질에 한 몰랄농도를 기 으로 정의되면 모든 활동도

계수는 1이 되며, Φid 값도 1이 된다.  용액내의 용매의 활동도는 상  퓨가시

티에 의해 주어진다.

a s= f s/ f s
0                                                       (22)

의 식에서 fs
0
는 용액과 같은 온도상태, 그리고 순수용매의 증기압과 동

일한 압력상태(기 상태)에서의 순수용매의 퓨가시티이다.  

용액 내의 해질과 이온의 Pitzer 매개변수를 구하기 한 실험법  표

인 방법인 isopiestic 방법은 용매의 활동도를 구하기 한 상 인 방법이

다. Iospiestic 실험방법은 두 개 이상의 상이한 용액 사이에서 각 용액에 있

는 각각의 용매가 서로 같은 활동도를 갖게 되는 이른바 평형을 이룰 때까지 

각각 용액  용매의 증기가 상호 이동하는 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

법은 용액들  하나 이상의 용액에서 용매의 활동도가 직 인 방법으로 알

려진 기 용액이 필요하다. 기 용액에서는 일정 농도구간 내에서 각 농도에 

응하는 활동도 혹은 삼투인자의 표 값이 요구된다. 이러한 표 값은 비

상승법, 빙 하강법 등과 같은 직 인 방법에 의하여 구해진다. 

이론 으로 살펴보면 isopiestic 평형상태에서는 아래 식과 같이 각 용액내

의 용매는 동일한 활동도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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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 constant                                                     (23)  

 

평형상태에 놓인 각각의 용액에서는 부분의 경우 기 용액으로서 2성분 

용액이 선택된다. Isopiestic 실험에서 2성분 기 용액과 평형을 이루는 임의

의 해질 용액과의 계는 아래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24)

의 식에서 * 표시는 기 용액을 의미한다.  

삼투인자의 정의를 규명하는 식(16)에 의거하면  식은 아래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
i
ν
im i/ms)Φ=-(ν

*
m
*
/ms)Φ

*                               (25)

 식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isopiestic 평형을 한 기본식이 얻어진다.

Φ=
ν *m *Φ *

∑
i
ν
im i

                                                   (26)

식(26)을 통해 기 용액과 평형을 이루는 임의의 용액 의 용매에 한 

삼투인자를 구할 수 있으며, 임의의 용액의 몰랄농도에 해당하는 삼투인자를 

얻을 수 있다. Isopiestic 실험은 보통 수용액에서 이루어지며, 그  부분은 

해질 용액에서 수행된다. Iospiestic 기 용액으로는 보통 NaCl, KCl, 

H2SO4, CaCl2 등이 사용된다.  

연구 상 수용액에 한 isopiestic 실험을 각 농도별로 수행한다. 

Isopiestic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평형상태에서 우선은 연구 상 수용액의 몰

랄농도와 표 용액의 몰랄농도를 측정한 후, 식(20)을 통하여 연구 상 수용

액의 삼투인자를 산출한다. 수용액의 몰랄농도와 이에 따른 삼투계수를 바탕

으로 회기분석을 통하여 Pitzer 매개변수를 산출하 다. 단일 해질 수용액의 

경우 농도와 삼투계수의 상 계는 단일 해질 용액의 경우 아래 식으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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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1= |zMzX|f
φ
+m(2νMνX/ν)B

φ
MX+m

2
[2(νMν

X)
1/2
/ν]C

φ
MX

      (27) 

여기서 f
φ
= ( f'- f/I)/ 2  

   

B
φ
MX= λ

MX+IλMX'+(νM/2νX)(λMM+ IλXX')+(νX/2νM)(λXX+ IλMM')     

      C
φ
MX=[3/(νM ν

X)
1/2
](νMμMMX+ν

X
μ
MXX)

 다른 Pitzer 함수를 이용하는 설명으로서 [98MAR/HUB]이 273.15와 

373.15 K에서 Na2SO4 + NaCl의 수용액  열역학 성질을 계산하기 해 

Pitzer’'s model 을 사용하 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활동도와 활동도계수, 엔탈피와 같은 열역학 성질이 excess Gibbs energy

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i 이온에 한 chemical potential, µi는  

  ∙

따라서 

순수한 물의 chemical potential은 

물의 활동도는 늘 삼투압 계수로 표시된다.

 식에서 aidw : 이상용액(ideal solution)에서 물의 활동도,

          Mw : molecular weight of water (18.0153 g/mol), 

          


  :용질화학종의 총 몰농도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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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투계수는 다음과 같이 excess Gibbs energy (G^
E
)로 표시할 수 있다.

Heat effect data (용해, 희석, 혼합 등)는 excess enthalpy와 연 되며, 물 

1kg을 포함한 용액  excess enthalpy(Lˆ)는 다음과 같이 excess Gibbs 

energy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Pitzer[79PIT, 91PIT]는 수화 해질 용액의 excess Gibbs energy에 한 

일반식을 제시하 다. 이 식에서 excess Gibbs energy는 이온간의 

long-range 상호작용의 효과를 나타내는 Debye-Huckel term과 용매에 녹아

있는 다른 성분들(solute species) 사이의 short-range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이차항의 합으로서 표시된다. 다성분 계에서 양이온과 음이온들의 활동도 계

수와 삼투계수에 한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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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에서   

 식에 사용된 각 함수의 정의는  

 식에서 함수 g와 g'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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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산식에서 사용된 기호들의 정의(Nomenclature)는 다음과 같다.

ai : activity of species i 

AH : Debye–Huckel slope for enthalpy

Aϕ : Debye–Huckel term associated with Pitzer’'s model for the osmotic 
coefficient 
b : universal parameter with the value 1.2 kg1r2 moly1r2
cal : calculated

Cϕ
 : adjustable binary parameter for Pitzer’'s model

GˆE : excess Gibbs energy of an electrolyte solution containing 1 kg of 
water 
I : ionic strength in the molality scale

Ksi : solubility product of solid species I 

L  ̂ : excess enthalpy of a solution containing 1 kg of water

mi : molality of solute species i in an electrolyte solution
Mw : molecular weight of water 18.0153 g.mol-1. 
P : pressure, Pa

R : Gas constant, 8.31451 J mol-1 K-1

T : temperature, K

To : reference temperature 298.15 K

z : number of charges on the ionic species I

Greek letters

α : equal to 2.0 kg1/2
 mol-1/2 for 1-1, 1-2 and 2-1 electrolytes

ß0
 : adjustable binary parameter for Pitzer’'s model

ß1
 : adjustable binary parameter for Pitzer’'s model

ϒi : activity coefficient of specie i in the molality scale 

∆rG
0i : standard Gibbs energy of dissociation of solid specie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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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H : molar dissolution enthalpy 

∆solH
∞
` : molar dissolution enthalpy at infinite dilution 

Ɵi,j : adjustable parameter accounting for interactions between ions of like 
sign 

µi : chemical potential of species I

µ
0
i : chemical potential of species i in the hypothetical molal ideal solution  

     

     (unsymmetrical convention) 

µ
0
w : chemical potential of pure liquid water (unsymmetrical convention) 

µ
E
i : partial molar excess Gibbs energy of species i

νi : stoichiometric number of ionic species i 

φ : osmotic coefficient of the solution

ψi,j,k : adjustable ternary parameter 

Subscripts

a : anion

c : cation

i : species i

j : species j

k : species k

w :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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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도의 보정

부분의 열역학 데이터는 25℃를 기 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방사성폐기

물이 처분된 심부 지하환경은 방사성 물질의 붕괴열에 의해 온도가 상승할 

수 있다. 이 게 표 상태가 아닌 온도를 보정하기 한 평형상수는 다음 식

으로 표시된다.


   ∙  ∙  



여기서 A, B, C, D, E는 상수이고, T는 온도를 나타낸다. 

일정 압력에서 반응에 한 열용량의 변화는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
   ∆∆∙∆



부분의 반응에 해 일정 압력에서            의 값이 알려지지 않았으

며, 이런 경우 온도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 ∆
 는 일정하다고 가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온도 T에 한 반응상수는 기 온도(To)에 하여 다음 식

으로 나타낸다.


 

 ∆
  ∙ ∙   

 식은 MINEQL, PHREEQC 등과 같은 지화학 코드에서 사용되어지는 

integrated van't Hoff 함수이다. 이 식은 무한히 묽은 용액에 용되는데, 식

의 유도식과 강 해질에서의 용성 등에 한 자세한 설명은 

[2002HUM/BER]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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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KURT 지하수에서 악틴족 원소의 용해

1 . KURT 지하수에서 U, Th, Np, Am의 용해도 실험 

1. 지하수 

실험에 사용한 지하수는 KURT DB-1 시추공에서 지하 200 m 깊이의 지

하수를 패커시스템을 사용하여 채취하 다. 지하수 보 용기로는 50 L 알루

미늄 용기를 사용하 으며, 지하수 채취 에 용기 내부를 고순도(>99.999%) 

질소를 10분 이상 흘려주었고, 질소로 충 된 상태에서 지하수를 채취하 다. 

사용한 KURT 지하수의 조성을 표 12에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 지하수를 장

기 보 하거나 러 박스 내 장기실험을 할 경우 지하수의 Eh값이 증가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할뿐더러 용액의 산화환원 (Eh)를 조 하기 하여 

기화학셀을 사용하 다.

2. 기셀을 이용한 산화환원 (Eh)의 조

U, Np, Pu과 같은 악틴족 원소는 산화환원 (Eh)에 민감하므로, 모사 심

부 지하환경에서 이들의 용해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Eh 값이 (-)수백 mV의 

값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하여 실험을 inert 분 기의 러 박스에서 수

행함은 물론 상당량의 환원제를 지하수에 첨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KURT 지

하수와 같이 이온강도가 낮은 지하수에 환원제를 첨가할 경우, 첨가된 환원제

의 향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환원제 첨가 신 그림 12와 

같이 기화학 으로 Eh 값을 조 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이 장치를 사용

하면 보다 심부의 지하수 조건(낮은 Eh 조건)을 얻을 수도 있다.  이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러 박스 밖에 컴퓨터로 제어하는 

potentiostat/galvanostat로부터 조 된 압 혹은 류를 feed through를 통하

여 러 박스 안으로 공 하 다. 

이 압 혹은 류는 그림 12에서와 같이 기화학셀의 기 극, 상

극, 일 극(working electrode)에 연결되어 용액의 산화환원 를 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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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극  일 극에 (-) 압을 많이 걸어 수록 용액의 Eh값이 더 낮아진

다. 이 장치는 용액의 산화환원 에 따라 용해도  화학종이 변하는 핵종

의 지하환경에서 거동 특성에 한 실험을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 기화

학장치 제작을 해 사용된 각 구성부품의 규격  성능은 다음과 같다.

가. Potentiostat/galvanostat 

    ① 모델명 : 미국 Gamry사 Reference 600

    ② 사양 : 

       - 최  류 : 600 mA, 최소 류분해능 : 20 aA

       - 최  압 : 11 V, 최소 압분해능 : 1 µV

       - 압/ 류 구분 단계 : 5 단계 이상

    ③ 소 트웨어, multiplex cable 등

    ④ Computer

 나. 기화학셀

 

    ① 셀 재질  내부용량 : 테 론, 약 500 mL

    ② 극류 : 

       - 기 극 : 포화칼로멜 극 (SCE)

       - 일 극 : Platinum flag (5 cm
2
), 백 을 제외한 부분은 유리로 싸인 

구리막

       - 상 극 : 일 극과 동일하나, 실험용액과 격리를 하여 Vycor 

membrane glass tubes (외경 17 mm, 내경 15 mm)에 넣은 용액에 담 .

       - Eh 극 : 용액의 산화환원 분 기를 측정하기 한 극 : ORP 

combination electrode, BNC type, Fisher 13-620-81.

       - pH 극 : 용액의 pH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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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Concentration

(mg/L)
Other properties

Na 17.4 Depth (m) 140~150

K 0.26 Temp (
o
C) 25.7

Ca 17.3 TDS (mg/L) 246.6

Mg 1.82 DOC (mg/L) 1.23

CO3 + HCO3 78.4 pH 8.44

Cl 2.18 Conductivity (µS/cm) 221.4

SO4 6.97 DO (mg/L) 0.06

F 3.41

SiO2 41.3

Mn 2.2 x10-2

Li 1.7 x10
-2

Sr 0.27

Al 1.6 x10
-2

W 1.9 x10
-2

Fe 5.0 x10-2

Ba 9.0 x10-2

Mo 3.8 x10
-2

Table 12. The geochemical conditions of a natural granitic groundwater 

obtained from a KURT bore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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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lectrochemical reaction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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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차

가. 고체시료의 비

용해도 실험을 해서 UO2, ThO2, NpO2, Am(OH)3를 사용하 다. UO2, 

ThO2는 각각 우라닐질화물과 토륨질화물을 탈질산시켜 제조하 다 (그림 

13). NpO2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Np-oxalate를 만든 후, 가열하여 oxalate를 

제거하 다.  

1) 넵투늄 feed solution 비 : 1 ∼ 4 M 질산 용액에 5 ∼ 50 g/L되게 

넵투늄을 넣고, 0.05 M 되게 hydrazine을 첨가한다.

2) 용액의 어주면서 온도를 50±5℃로 맞춘다.

3) feed solution을 0.05 M ascobic acid 농도로 맞춘다.

4) 넵투늄을 침 시키기 하여 충분량의 1 M oxalic acid를 30 ∼ 45분동

안 서서히 가한다.

5) 슬러지에 과량의 0.1 M oxalic acid가 되게 넣는다.

6) 슬러지를 어주면서 50±5℃에서 30분동안 방치한다.

7) 슬러지를 상온으로 냉각시킨 후 여과한다.

8) 침 을 filter frit에서 2 M질산 + 0.1 M oxalic acid로 3번 세척한다.

9) 세척액에서 넵투늄 회수를 해 따로 모아둔다.

10) Washed cake을 기 에서 건조시킨다. 

11) 생성된 Np-oxalate (Np(C2O4).6H2O)를 용 로에 넣고, 온도를 1시간이

상 걸려 150℃까지 올린다.

12) 150℃에서 1시간 방치한다.

13) 1시간이상 걸려 500 ∼ 550℃까지 올린다.

14) 이 온도에서 2시간 방치한다.

Am(OH)3를 제조하기 해서는 염산용액에 녹아있는 아메리슘을 러 박

스내에서 NaOH를 가하여 pH 12이상 용액을 만들면 침 이 형성되는데, 이 

침 을 10,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제하고 러 박스에

서 건조하여 시료로 사용하 다 (Radiochim. Acta, 33 201-206, (19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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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XRD patterns of UO2 and Th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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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해도 실험 차

실험에 사용한 러 박스는 산소제거 장치를 이용하여 러 박스 내부의 

산소농도를 10 mg/L 이하로, CO2 농도는 0.1 mg/L이하로 유지하 다. 아메

리슘의 경우를 제외하고, KURT 지하수에 핵종 산화물 0.1 g을 넣은 후 반응

용액의 Eh를 -0.2 ～ -0.44 V로 조 하 다. Eh와 pH가 안정된 상태에서 일

정기간이 경과한 다음, 약 20 mL의 시료용액을 채취하 다. 시료용액 채취시 

러 박스내에 존재하는 미량의 산소 향을 방지하기 하여 주사기를 사

용하 다. 기화학셀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사용하는 septum을 미리 부착

시켰고, 주사바늘과 주사기 사이에 0.22 µm 필터(Millex®GP PES)를 연결하여 

러 박스 내 잔류할 수 있는 산소와 이 거의 없이 여과하면서 시료를 

채취하 다. 그 후 바로 이 용액을 NMWL 500k membrane ultrafilter (3 ～ 

5 nm pore size, Millipore PM)로 재필터함으로써 용액  존재할 수 있는 콜

로이드를 제거하 다.    

아메리슘의 용해도 실험을 해 Am-241을 사용하 다. Am-241은 방사능

이 매우 높아 납차폐장치를 사용하 으며, KURT 지하수 10 mL에 약 1.2 

mg의 Am(OH)3를 넣었다. KURT 지하수는 기화학셀을 이용하여 Eh 값을 

-0.2 V로 조 한 용액을 사용하 는데, Eh값은 실제 아메리슘의 용해도에 크

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액의 pH는 NaOH와 HClO4를 

첨가하여 조 하 다. 한, 20 nm pore-size filter (Millipore)를 사용하여 용

액을 여과하 는데, 필터흡착에 의한 아메리슘 농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하

여 기존의 낮은 농도의 침 이 없는 용액을 동일 종류의 필터로 여과함으로

서 필터에 의한 향을 측정하 다. 

용해도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시료  우라늄과 토륨의 농도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 - Mass Spectrometry (ICP-MS, Perkin-Elmer, Elan 6100)

로 측정하 으며, 넵투늄과 아메리슘은 Liquid Scintillation Analyzer (LSC, 

Packard, 2500TR/αβ)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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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가. U, Th 용해도 실험 

KURT 지하수의 Eh 값을 -0.2, -0.3, -0.4 V로 조 하 을 경우, pH가 각

각 8.1, 9.8, 11.4로 변하 다. 이 조건에서 반응기간에 따라 채취한 우라늄과 

토륨의 농도변화를 각각 그림 14와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Eh = -0.2 V에서 

실험 기 우라늄과 토륨의 높은 농도는 지하수의 기 Eh값이 높은 상태에서 

산화환원 가 안정화됨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단된다. 상기조건에서 

35일의 반응시간이 경과한 후 우라늄과 토륨의 농도가 각각 10
-8
, 10

-7
 mol/L 

이하로 나타났으며, 상과 달리 pH = 8.1와 Eh = -0.2 V 조건에서 토륨의 

농도가 우라늄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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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he variation of the concentration of uranium at various pH 

and redox potential (Eh) as a function of a dissolution time.

Fig. 15. The variation of the concentration of thorium at various pH 

and redox potential (Eh) as a function of a dissolu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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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p 용해도 실험 

NpO2 시료를 넣고 KURT 지하수의 Eh 값을 -0.2 V로 조 하 을 경우, 

동일 Eh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pH가 각각 9.5, 10.2, 11.1로 변화하 다. 

한, Eh 값을 -0.3, -0.44 V 조 하고 15일 경과후 시료용액을 채취할 시

에서 pH를 측정한 결과, 용액의 pH가 각각 11.8과 13.0로 나타났다.

이 실험조건에서 pH변화에 따른 넵투늄의 농도변화를 그림 16에 나타내었

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Eh = -0.2 V에서 넵투늄의 농도가 10
-8 

∼ 10
-7
 

mol/L 역에서 나타났으며, Eh = -0.3 V 이하, pH 11.8 이상의 조건에서는 

넵투늄의 농도가 5x10
-9 

 mol/L 이하로서 LSC의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Fig. 16. The variation of the concentration of neptunium at various pH 

and redox potential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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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m 용해도 실험 

KURT 지하수의 Eh를 미리 -0.2 V로 조 한 약 10 mL 용액에 

Am(OH)3 1.2 mg을 넣어 실험하 다. 이러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반응기

간에 따라 용액의 Eh값이 변할 수 있는데, 아메리슘의 경우는 일반 지하수에

서의 용해도가 Eh값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nm pore-size filter (Millipore)에 의한 필터흡착에 의한 아메리슘 농도

의 감소를 측정하기 하여 낮은 농도의 침 이 없는 용액을 동일 종류의 필

터로 여과한 결과, 여과후 용액의 농도가 약 25% 감소하 다. 따라서 이 값

을 기 으로 시료의 농도를 보정하 는데, 시료와 아메리슘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보정방법이 정확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용액  pH가 8.1, 11.0, 

12.4일 때, Am(OH)3로부터 용해된 아메리슘의 농도는 각각 6.6x10
-8
, 

7.0x10
-10
, 4.6x10

-10 
mol/L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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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PHREEQC를 이용한 용해도  주 용해 화학종의 

계산 

실험에 사용한 KURT 지하수 조건에서 핵종들의 용해도를 세계 으로 

리 사용되는 지화학 코드인 PHREEQC(V.2)를 사용하여 계산을 하 다. 열역

학 데이터로는 주로 OECA/NEA (2003년) [2003GUI/FAN]과 Nagra/PSI 

(2002년) [2002HUM/BER] 열역학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하 다. 

체로 악티나이드는 침  기에 비결정질 상태로 존재하다가 시간이 경

과하면서 차 보다 안정 인 결정질로 변할 수 있는데, 비결정질 고체를 

SLSP로 사용할 경우 보다 보수 인 용해도를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우라늄의 용해도  주 용해화학종

실험용액과 동일한 pH  Eh 조건에서 KURT 지하수에 용해된 우라늄을 

계산하기 하여 SLSP로서 UO2(s)는 Nagra/PSI의 데이터 (UO2(s) + 4H
+
 = 

U
4+
 + 2H2O  Log10Ks,0 = 0±2)를, UO2(am, hyd.)는 OECD/NEA 데이터

(UO2(am, hyd) + 2H2O = U
4+
 + 4OH

-
  Log10K = -54.5)를 사용하 다. 이를 

PHREEQC(V.2)으로 계산한 결과, UO2(s)와 UO2(am, hyd.)로부터 용해된 우

라늄의 농도는 각각 7.8x10
-12
 ～ 7.1x10

-7 
( 심값 7.8x10

-10
 ～ 7.1x10

-9
)와 

2.4x10
-8
 ～ 2.3x10

-7
 mol/L로 나타났다 (표 13). 

주 용해 화학종으로는 pH = 8.1과 Eh = -0.2 V, pH = 9.8과 Eh = -0.3 조

건에서는 U(VI)이 탄산화합물로 존재하는 반면, pH = 11.4와 Eh = -0.4V와 

같이 강환원분 기에서 pH의 값이 높을 경우 U(OH)4(aq)가 주 화학종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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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P pH
Eh

(V)

Concentration

(mole/L)

Dominant

Species
(%)

UO2(s)

[UO2(am, 
hyd)〕

8.1 -0.2

7.8x10-10a

(7.8 x10-8 ~ 7.8 
x10

-12
)
b

[2.4x10
-8
]
c

UO2(CO3)3
4-
 

UO2(CO3)2
2-

U(OH)4

57

27

13

9.8 -0.3

4.0x10
-9a

(4.0x10
-7 ~ 

4.0x10
-11
)
b

[1.3x10-8]c
UO2(CO3)3

4-
90

11.4 -0.4

7.1 x10
-9a

(7.1 x10
-7 ~ 

7.1 
x10

-11
)
b

[2.3x10-7]c

UO2(OH)3
-

85

Table 13. The concentration and dominant species of uranium compounds 

in KURT groundwater calculated by the PHREEQC (V.2) code

a
Center values of uranium concentration calculated from UO2(s) as SLSP

b
Whole ranges of uranium concentration calculated from UO2(s) as SLSP

c
Uranium concentration calculated from UO2(am, hyd) as SL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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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륨의 용해도  주 용해화학종

우라늄과 같은 방법으로 KURT 지하수에 용해되는 토륨의 용해도를 계산

하기 하여 SLSP로서 ThO2(s)는 Nagra/PSI의 데이터 (ThO2(s) + 4H
+
 = 

Th
4+
 + 2H2O,  Log10Ks,0 = 9.9±0.8)를, Th(OH)4(am)는 [2002한필수] 데이터 

(Th(OH)4(am) + 4H
+
 = Th

4+
 + 4H2O,   Log10Ks,0 = 8.99)를 사용하 다. 이를 

이용하여 지화학코드로 계산한 결과, ThO2(s)와 Th(OH)4(am)로부터 용해된 

토륨의 농도는 각각 9.0x10
-9
 ~ 1.2x10

-6 
( 심값 3.3x10

-8
 ~ 1.9x10

-7
)과 

4.1x10
-9
 ~ 2.3x10

-8
 mol/L로 나타났다 (표 14). 그러나 Th-OH-CO3의 

ternary 화학종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Th(OH)4(am)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

과는 표 1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모두 1.0x10
-8
 mol/L 이하로 실험값과 차

이를 나타내었다. 

주 용해 화학종으로는 Th(OH)3CO3
-
와 Th(OH)4로 나타났는데, pH = 8.1 

~ 9.8에서는 Th(OH)3CO3
-
가,  pH = 11.4 이상에서는 수산화물이 주 용해화

학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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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P pH
Eh

(V)

Concentration

(mole/L)

Dominant

Species
(%)

ThO2(s)

〔Th(OH)4(
am)〕

8.1 -0.2

1.9×10
-7d

(1.2 x10
-6 ~ 

3.0 x10
-8
)
e

[2.3x10
-8
]
f

Th(OH)3CO3
-

Th(OH)4

Th(OH)2(CO3)2
2-

72

14

13

9.8 -0.3

1.0×10-7d

(6.3 x10-7 ~ 1.6 x10-8)e

[1.3x10-8]f

Th(OH)3CO3
-

Th(OH)4

Th(OH)2(CO3)2
2-

69

24

7

11.4 -0.4

3.3×10-8d

(1.9 x10-7 ~ 9.0 x10-9)e

[4.1x10-9]f

Th(OH)4

Th(OH)3CO3
-

Th(OH)4CO3
2-

76

17

7

Table 14. The concentration and dominant species of thorium compounds 

in KURT groundwater calculated by the PHREEQC (V.2) code 

d
Center values of thorium concentration calculated from ThO2(s) as SLSP

e
Whole ranges of thorium concentration calculated from ThO2(s) as SLSP 

f
Thorium concentration calculated from Th(OH)4(am) as SL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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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P Condition
Ternary 

species

Concentration

(mole/L)

Dominant

Species

Th(OH)4(am)

pH=8.1 & 

Eh=-0.2 V

with 2.3x10
-8

Th(OH)3CO3
-

without 3.2x10
-9

Th(OH)4(aq)

pH=11.4 & 

Eh=-0.4 V

with 4.1x10
-9

Th(OH)4(aq)

without 3.1x10
-9

Th(OH)4(aq)

Table 15. Comparison of the concentration and dominant species of 

thorium compounds in KURT groundwater calculated with and without 

considering of ternary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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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넵투늄의 용해도  주 용해화학종

넵투늄의 용해도  주 용해 화학종을 계산하기 한 SLSP로서 NpO2(am, 

hyd)를 사용하 다. 그러나 NpO2(am, hyd)와 Np(OH)4(aq)의 열역학 데이터

가 OECD/NEA와 Nagra/PSI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하

다. 한편, Np(OH)x(CO3)y
4-x-2y

의 존재여부  데이터가 문헌에 따라 다르므

로 OECD/NEA에서 이 화합물에 한 존재 가능성에 하여 언 은 하 지

만 열역학데이터를 수록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Np(OH)x(CO3)y
4-x-2y

가 존

재하지 않은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계산하여 보았다. 

Np(OH)x(CO3)y
4-x-2y

에 한 열역학 데이터는 [2001bNEC/KIM]이 주장한 값

과 [83ERI/NDA]에서 주장한 값을 지화학코드에 입력하여 계산하 다. 이들 

계산결과를 표 16과 표 17에 나타내었다. 

Ternary 화학종의 존재하지 않을 경우, 환원조건의 성이상 pH 용액에서

는 넵투늄의 용해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주된 용해 화학종으로 

Np(OH)4(aq)가 계산되었다. 그러나 OECD/NEA와 Nagra/PSI의 열역학데이터

에 따라 약 5배의 농도차가 발생하 다. Ternary 화학종을 고려할 경우, 실험

역에서 넵투늄의 주 용해 화학종이 Np(OH)3CO3
-
, Np(OH)4, Np(OH)4CO3

2-

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주화학종인 Np(OH)3CO3

-
와 Np(OH)4CO3

2-
의 순 가 

pH 10.5 부근에서 서로 바 는데, SKB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Nagra/PSI 열역학 데이터와 SKB의 ternary 화학종 평형상수를 입력하여 계

산하면, 넵투늄의 농도가 9.1x10
-9
 ～ 1.3x10

-8
 mol/L로서, OECD/NEA 열역학 

데이터와 Neck의 ternary 평형상수로부터 얻은 결과 (5.4x10
-9
 ～ 9.2x10

-9
 

M) 보다 조  높게 나타났다. Eh= -0.2 V에서 실험결과가 계산값보다 조  

높으나, 1 승수 이내에서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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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The concentration of neptunium compounds in KURT groundwater calculated by the PHREEQC (V.2) code 

Formation 

constant of

Np(OH)4(aq)

Solubility product of 

NpO2(am, hyd)
Eh(V) pH

Np(OH)4(aq) 

(mole/L)

without 

considering 

ternary species

Np(OH)x(CO3)y
4-x-2y

 + Np(OH)4(aq) 

(mole/L)

[2001bNEC/KIM] [83ERI/NDA]

log10K = -8.3

(OECD/NEA)

NpO2 + 2H2O = Np4+ + 

4OH
-
 

logKsp = -56.7 

(OECD/NEA)

-0.2

9.5

1×10-9

9.2×10-9 2.4×10-9

10.2 7.0×10-9 1.9×10-9

11.1 5.4×10-9 1.8×10-9

-0.3 11.8 5.4×10-9 1.8×10-9

-0.44 13.0 7.4×10
-9

2.2×10
-9

log10K = -9.8

(Nagra/PSI)

NpO2 + 4H
+ = Np4+ + 

2H2O 

logKsp = 1.5 

(Nagra/PSI)

-0.2

9.5

5×10-9

1.3×10
-6

1.2×10
-8

10.2 9.7×10-7 1.3×10-8

11.1 7.0×10-7 9.1×10-9

-0.3 11.8 7.2×10-7 9.2×10-9

-0.44 13.0 1.0×10-6 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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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P Eh(V) pH Dominant species %

NpO2(am, hyd.)

≡ Np(OH)4(am)

-0.2

9.5

Np(OH)3CO3
-

Np(OH)4

Np(OH)4CO3
2-

81

11

8

10.2

Np(OH)3CO3
-

Np(OH)4CO3
2-

Np(OH)4

58

27

14

11.1

Np(OH)4CO3
2-

Np(OH)4

Np(OH)3CO3
-

65

18

17

-0.3 11.8

Np(OH)4CO3
2-

Np(OH)4

Np(OH)3CO3
-

65

19

17

-0.44 13.0
Np(OH)4CO3

2-

Np(OH)4

86

14

Table 17. The dominant species of neptunium in KURT groundwater 

calculated with ternary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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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메리슘 용해도  주 용해 화학종

아메리슘의 용해도  주 용해 화학종을 계산하기 한 SLSP로서 

Am(OH)3(am)와 AmOHCO3(am)를 사용하 다. 산화환원 의 향을 보기 

하여 여러 Eh값에서 계산하여 그 결과를 표 18과 그림 17에 나타내었다. 

표 18에서 보듯이 Am(OH)3(am)와 AmOHCO3(am)로부터 용해되어 나온 아

메리슘의 양이 동일 pH에서 Eh = +0.3, 0, -0.2 V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다만 

Eh = -0.4 V 일 경우 소량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한편, 그림 17은 pH 9.5 부근에서 SLSP가 바 는 것을 나타낸다. 즉, pH 

9.5 이하에서는 용해도가 큰 Am(OH)3로부터 용해된 아메리슘이 

AmOHCO3(am) 침 을 형성하여 AmOHCO3(am)가 용액  아메리슘의 농도

를 결정하나, 그 pH 이상에서는 Am(OH)3(am) 자체가 아메리슘의 농도를 결

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두 고체로부터 계산된 주 용해 화학종의 비

(%)는 동일하 다. 아메리슘 역시 약 pH 10.5 까지는 지하수내 주 용해 화학

종이 탄산화합물이나, 그 이상에서는 수산화물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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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Eh (V)

SLSP

Dominant species (%)
Am(OH)3 

(am)

AmOHCO3

 (am)

Concentration (mol/L)

8.1 0.3, 0, -0.2 3.9x10
-5 8.2x10-7 AmCO3

+      66

Am(CO3)2
-
    31

8.5 0 8.6x10
-6 4.7x10-7 Am(CO3)2

-
    52

AmCO3+      45

9.5 0.3, 0, -0.2 2.8x10
-7 2.1x10-7

Am(CO3)2
-    81

AmCO3
+
     10

Am(OH)2
+
     7

9.5 -0.4 2.1x10
-7 1.9x10-7

Am(CO3)2
-
    77

AmCO3
+
      11

Am(OH)2
+     10

10.5 0 5.9x10-9 1.3x10-7
Am(CO3)2

-
    50

Am(OH)2
+
     36

11.0 0.3, 0, -0.2 1.4x10-9
2.2x10

-7 Am(OH)2
+     50

Am(OH)3      37

11.5 0 7.2x10-10
1.x10

-6 Am(OH)3      69

Am(OH)2
+     30

12.5 0.3, 0, -0.2 5.3x10-10 7.0x10-5
Am(OH)3      96

Am(OH)2
+
      4

12.5 -0.4 5.2x10-10
7.0x10

-5 Am(OH)3      96

Am(OH)2
+
      4

13.5 0 4.8x10-10
1.0x10

-2
Am(OH)3      99 

Table 18. The concentration and dominant species of americium compounds 

in KURT groundwater calculated by the PHREEQC (V.2)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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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The concentration amecium in KURT groundwater calculated by 

the PHREEQC (V.2) code with Am(OH)3(am) and AmOHCO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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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u 용해도  주 용해 화학종

루토늄은 심부 지하수 조건에서 3가 는 4가 상태로 존재하는데, 산성 

역에서 Pu(III)이 우세하고, 성  알칼리 역에서는 Pu(IV)가 우세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2002한필수]. 

루토늄의 용해도  주 용해 화학종을 계산하기 한 SLSP로서 

Pu(OH)4(am)와 PuO2(am, hyd.)가 언 되나 [2002한필수, 2002RUN/CON], 

Pu(OH)4(am)의 열역학데이터 값이 KAERI와 SKB 사이에 무 큰 차이를 

보인다 (표 5). 따라서  KURT 지하수에 루토늄의 용해도 계산을 하여 

PuO2(am, hyd.) 만을 사용하 다. 그러나 이 값도 성이나 알칼리성 용액에

서는 부 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2003GUI/FAN]. 한, pH 8이하의 

용액에서 Pu2(CO3)3(am)를  SLSP로 선정한 문헌도 있다 [92IAEA]. 루토늄

에 해서는 본 연구실에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우라늄, 토륨과 동일조건의 

KURT 조건에서 계산하 으며, 그 결과를 표 19에 나타내었다. 

표 19에서 보듯이 KURT 지하수에서 PuO2(am, hyd.)의 용해도가 다른 악

틴족 U, Th, Np, Am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주 용해화학종으로 Pu(OH)3CO3
-
, 

Pu(OH)4CO3
2-
와 같은 ternary 화합물 혹은 Pu(OH)4(aq)로 나타났다. 이는 

Pu(IV)도 Th(IV), Np(IV)와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된다.



- 84 -

SLSP pH
Eh

(V)

Concentration

(mole/L)

Dominant

Species
(%)

PuO2(am, 
hyd)

8.1 -0.2 3.3x10
-10

Pu(OH)3CO3
-
 

Pu(OH)2(CO3)2
2-

Pu(OH)4(aq)

82

13

4

9.8 -0.3 1.7x10
-10

Pu(OH)3CO3
-
 

Pu(OH)4(aq)

Pu(OH)4CO3
2-

Pu(OH)2(CO3)2
2-

78

9

7

6

11.4 -0.4 9.0 x10-11

Pu(OH)4CO3
2-

Pu(OH)3CO3
- 

Pu(OH)4(aq)

64

16

16

Table 19. The concentration and dominant species of PuO2(am, hyd) in 

KURT groundwater calculated by the PHREEQC (V.2)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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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타 연구결과와의 비교

[96McK/SAV]은 고 폐기물의 성능평가를 한 각국의 용해도를 비교

하 다. 이 문헌에서는 나라별 지하수와 벤토나이트 공극수의 조성  SLSP, 

그리고 이들 용액에서 몇 가지 핵종들의 용해도 결과  주 용해화학종을 수

록하 다. (표 20 ～ 표 24) 

Table 20. Reference near-field solubility-limiting solids



-
 8

6
 -



-
 8

7
 -



-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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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Reference near-field radioelement aqueous spe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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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라늄 

KURT 지하수에서 겉 표면에 기와 에 의한 약간의 U3O8가 포함된 

UO2(cr) 분말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PHREEQC를 이용하여 실험조건에

서 계산한 결과를 국 Drigg 처분장의 지하수에서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하여 그림 18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지화학코드로 계산한 값의 표시는 

SLSP로서 UO2(s)로부터 얻은 체 역의 값이 무 넓은 범 를 차지하므

로 심값을 기 으로 하여 UO2(am, hyd)로부터 얻은 값과의 역을 막 로 

표시하 다. 한, 25℃에서 사용후핵연료 혹은 simfuel, UO2를 넣고 화강암 

지하수에서 얻은 외국 실험값들을 표 25에 나타내었다.

표 2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라늄의 용해도는 외국 결과와 본 실험결

과와 유사한 역에서 나타났다. 그림 18에서 pH = 11.4, Eh = -0.4 V 역

에서 계산치보다 조  낮게 나타났으나, 용해도가 반응기간에 따라 조  증가

하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외국의 실험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 연구원에서 원지하수 (J1)와 유성지하수(K1, K2, K3) 조건에서 지화학 

코드 MUGREM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우라늄의 농도가 1.46x10
-5
 ∼ 

3.58x10
-4
 mol/L로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탄산농도가 2.72x10

-4
 ∼ 

1.26x10
-3
 M, pH가 9.1 ∼ 10.1, Eh가 -0.13 ∼ -0.23 V를 고려한다고 해도 본 

실험값  외국의 데이터보다도 큰 값에 해당한다. 본 실험결과  지화학코

드를 이용한 계산결과, 그리고 외국의 문헌값 등을 고려해 볼 때 pH가 8.1 ～ 

11.4 와 Eh값이 -0.2 V 이하인 KURT 지하수 조건에서 UO2로부터 용해되어 

나온 우라늄의 농도는 1x10
-7
 mol/L 이하로 단된다. 그림 19의 shaded area

에서 탄산이온과 sulfate 농도와 각각 67.5, 108 mg/L인 지하수에서 PNNL 결

과도 우라늄의 농도가 1x10
-7
 mol/L 이하로 보고되었다 [PNNL-14126, 2002]. 

용액  주 용해화학종은 pH = 8.1, Eh = -0.2 V와 pH = 9.8, Eh = -0.3 V

에서  UO2(CO3)3
4-
와 UO2(CO3)2

2-
 같은 U(VI)-탄산화물이 주를 이룬 반면, 

pH = 11.4, Eh = -0.4 V와 같이 강환원조건과 강알칼리 용액에서는 

U(OH)4(aq)가 주 화학종으로 나타났다. 이는 MUGREM 계산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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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omparison of our and foreign results for the solubility of 

uranium at various pH. Our results were obtained from experiment ( ) 

and calculation with a geochemical cod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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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Literature results for the solubility of uranium under the various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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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pH-Eh diagram of uranium [PNNL-14126, 2002]. 



- 94 -

2. 토륨 

KURT 지하수에서 ThO2(cr) 분말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PHREEQC

를 이용하여 실험조건에서 계산한 결과를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하

여 그림 20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지화학코드로 계산한 값의 표시는 우

라늄과 같은 방식으로 SLSP로서 ThO2(s)로부터 얻은 토륨 농도의 심값과 

ThO2(am, hyd)로부터 얻은 값과의 역을 막 로 표시하 다. 본 실험결과는 

실제 ThO2(cr)를 사용하여 실험하 으나, 비결정성 산화물 혹은  수산화물로 

계산한 토륨 농도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므로 pH 성 이상의 용액에서는 

고체의 결정성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KURT 지하수에서 pH = 8.1과 Eh = -0.2 V 조건에서 용액  토륨의 농도

가 우라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탄산이온이 포함되지 않은 외국데이터보다 

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은 토륨이 Th(OH)x(CO3)y
4-x-2y

 형태의 

ternary 용해성 화합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단한다. 만약 이 ternary 화합물

의 열역학데이터없이 계산하 을 경우, 이 KURT 지하수 조건에서 토륨의 용

해도는 1x10-8 mol/L 이하로 나타났다. 약 알칼리 용액조건에서의 주 용액화

학종으로서의 Th(OH)3CO3
-
는 MUGREM 계산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

으며, 용액  탄산농도의 증가는 토륨의 용해도를 높일 것으로 상한다. 그

러나 pH=11.4, Eh=-0.4 V와 같이 강한 환원조건과 강알칼리 용액에서는 우라

늄과 유사하게 Th(OH)4(aq)가 주 화학종으로 나타났다. 

실험  계산결과, 그리고 외국 데이터와의 비교로부터 토륨산화물로부터 

용해된 토륨의 농도는 Eh값이 -0.2 V 이하, 탄산농도가 1 mM 부근인 이온강

도가 낮은 화강암 지하수 (일반 인 국내 심부 화강암 지하수 조건)에서는 

1x10
-7 

mol/L 이하로 상된다. 그러나 탄산농도가 0.1 혹은 0.01 M과 같이 

높은 경우 pH 8 ～ 11 사이에서 토륨 농도는 훨씬 증가할 수 있다 (그림 21) 

[2005ALT/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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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Comparison of our and foreign results for the solubility of 

thorium at various pH. Our results were obtained from experiment ( ) 

and calculation with a geochemical code ( ).  

Fig. 21. Variation of the thorium solubility with carbonate concentration 

and pH [2005ALT/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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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넵투늄 

KURT 지하수에 NpO2(cr) 분말을 넣고 실험한 결과와 PHREEQC를 이용

하여 실험조건에서 계산한 결과를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하여 그림 

22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지화학코드로 계산한 값의 표시는 OECD/NEA

와 Nagra/PSI의 Np(OH)4(aq)와 NpO2(am, hyd) 용해상수 값에 한 열역학 

데이터 값이 서로 다르므로 실험값을 기 으로 하여 Np(OH)x(CO3)y
4-x-2y

의 

반응상수  [2001bNEC/KIM]와 [83ERI/NDA] 값을 선택하여 계산한 결과를 

표시하 다. 한, 각 용액조건에서 NpO2 혹은 NpO2를 함유한 유리고화체에

서의 용해에 의한 외국의 실험결과를 표 26에 나타내었다.

그림 22에서 외국의 결과는 탄산농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알칼리 역에

서 넵투늄 농도가 1.0×10
-8
 mol/L 이하의 값을 나타냈으며, 용액  탄산이온

의 농도가 0.01 M일 때 pH가 증가함에 따라 넵투늄의 용해도가 감소하는 경

향이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은 본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 다. 표 26에서는 탄

산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넵투늄의 용해도가 증가하는 상을 나타내

었다. 

당 과제에서 측정한 Eh = -0.2 V와 pH 9.5 ∼ 11.1 역에서 넵투늄의 농

도는 KURT 용액  탄산이온의 농도가 1.3 mM를 감안할 때, 표 26에 나타난 

값과 매우 유사한 값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탄산이온 농도가 1 mM 부근이며, 

pH가 알칼리 역에서의 심부 화강암지하수의 경우 넵투늄 산화물로부터 용

해된 넵투늄의 농도는 1x10
-7 

mol/L 이하로 상된다. 그러나 처분공에 완충

재 혹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존재하면 탄산이온 농도가 증가하여 용해도가 증

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용액  주요 용해화학종 계산결과는 Th(IV)와 같이 Np(IV)에서도 

Np-hydroxocarbonate의 ternary 화학종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 화합물의 존

재에 해서는 아직 확실히 밝 진 바가 없을뿐더러 그들의 열역학 데이터도 

문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표 3), [2003GUI/FAN]에서는 이들에 한 열역

학데이터의 선정을 미루었다. 그러나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ternary 화학

종의 고려없이 지화학코드로 계산한 결과들이 1x10
-8
 mol/L 이하로 유사한 

조건에서 실측한 값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용액  탄산농도의 향으로 

단되며, 결국 ternary 화학종의 존재를 간 으로 시사한다. MUGREM 지

화학코드를 이용한 넵투늄 용해도의 탄산농도에 의한 민감도 계산결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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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투늄 용해도가 거의 탄산농도에 의존한다고 주장하 다 [2002한필수]. 

Fig. 22. Comparison of our and foreign results for the solubility of 

neptunium at various pH. Our results were obtained from experiment ( 

) and calculation with a geochemical code ( ).  indicates below 

detection limit (5x10
-9
 mole/L) of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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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Literature results for the solubility of neptunium under the 

various solution

용액 Eh(V) pH

Np 

concentration 

(mol/L)

Reference

Glass/bentonite/water

-0.5 9.5 10
-7
-10

-8
[2001INA/FUR] 

-0.4

-0.4

7.71

11.2 ~ 12.9

1.0×10
-8

< 5.0×10
-9

[85RAI/RYA] 

Cement suspensions
10 ~ 13 8×10

-9 AERE Reort 
R-1975

8.5 ~ 12.5 3×10-9 M. I. Pratopo 

0.5M NaClO4 

0.5M NaClO4 

0.5M NaClO4 +2.5mM CO3
2-
 

0.5M NaClO4 +1.0mM CO3
2-

0.5M NaClO4 +10mM CO3
2-
  

-0.17

-0.22

-0.40

-0.40

-0.40

11.1

11.2

9.2

11.2

9.2

3.9×10
-8

1.2×10
-9

2.7×10
-8

9.6×10
-9

7×10
-8

[83ERI/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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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Eh

(V)

Concentra
tion of 
CO3

2-

(mM)

Concentra
tion of 
Np

(mol/L)

Dominant

species
Remarks Reference

7～10 -0.2～-0.5 2.9 8x10-9 Np(OH)4(aq)
Calculated, 

EQ3/6 

[95TAK/SHI], 

[2001YUI]

6～12 <-0.2 2.81 3x10
-9 Np(OH)4(aq)

 Calculated, 
EQ3NR

[99KAS/RUN]

8 -0.28 8 4x10
-9 Np(OH)4(aq) Calculated [85REE]

11 -0.46 8x10
-8 Np(OH)5

- Calculated [85REE]

7.66 -0.18 4.72 1x10-10 Np(OH)5
- Calculated, 

MINEQL/PSI 
[96McK/SAV]

7.8 -0.35 2.0 2x10
-9 Np(OH)4(aq)

Calculated, 
EQ3/6

[96McK/SAV]

8.74 -0.28 6.9 2x10
-12 Np(OH)4(aq)

Calculated, 
EQ3/6

[96McK/SAV]

6.9 -0.2 3.61 2x10-9 Np(OH)4(aq)
Calculated, 

EQ3/6
[96McK/SAV]

8.2 -0.3 2.0 4x10
-9

Np(OH)4(aq)

Np(OH)5
-

Calculated, 
PHREEQE 

[96McK/SAV]

11～14 -0.4
~0 and 

10
<5x10-9 Np(OH)4(aq)? Measured [85RAI/RYA]

9.5 -0.5 -
1x10-8 

～1x10-7
Np(IV) Measured [2001INA/FUR] 

9.2 -0.4 2.5 3x10-8 Np(IV) Measured [83ERI/NDA]

9.2 -0.4 10 7x10
-8 Np(IV) Measured [83ERI/NDA]

11.2 -0.4 1 1x10-8 Np(IV) Measured [83ERI/NDA]

Table 27. Comparison of calculated and measured solubility data for 

neptunium under the reduc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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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메리슘 

KURT 지하수에 Am(OH)3 침 을 넣고 실험한 결과와 PHREEQC를 이용

하여 실험조건에서 계산한 결과를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하여 그림 

23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실험으로부터 얻은 측정농도가 

[2006DUR/GRI]의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그림에서 아메리슘의 

용해도가 pH값이 약 10까지는 SKB 혹은 Nagra/PSI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

한 결정성 화합물과 유사하 으나, pH 11이상에서는 결정성보다 높은 비결정

성 화합물 쪽으로 용해도가 이동하 다. PHREEQC를 이용한 계산결과도 외

국의 비결정성 화합물에서와 유사한 값을 나타났으나, 본 실험에서 얻은 값보

다 1 승수정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메리슘의 경우는 비결정성 화합물 기

으로 계산하면 보수 인 용해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 되는데, 본 연

구의 실험결과  코드 계산결과 그리고 외국 데이터를 고려할 때 pH 8.1 이

상의 KURT와 유사한 조성을 갖는 지하수에서 아메리슘의 용해도를 1x10
-6
 

mol/L로 선정하면 다소 보수 인 값에 해당된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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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Comparison of our and foreign results for the solubility of 

neptunium at various pH. Our results were obtained from experiment ( 

) and calculation with a geochemical cod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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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루토늄 

당 실험실에서는 루토늄을 이용하여 얻은 실험결과가 없으므로, 단지 우

라늄 용해도 실험과 동일한 조건의 KURT 지하수에서 PuO2(am, hyd.)가 용

해되었다고 가정하고 PHREEQC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외국의 연구결과

와 비교하기 하여 그림 24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의 계산

결과는 외국의 실험결과와 매우 유사하 으며, [2000GRA/LOI]가 사용후핵연

료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 뿐 아니라 [2002HAS/OVE]의 결과(그림 25)와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J-13 지하수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그림 

26) [2002RUN/CON]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용해도를 좌우한다고 알려진 Pu(OH)4(am)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KAERI의 열역학데이터 [2002KAERI]를 사용할 경우 약 1승수만큼 낮은 용해

도 값을, SKB의 열역학데이터 [2006DUR/GRI]를 사용할 경우 1x10
-7
 mol/L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한, SKB의 열역학데이터 값의 범 가 무 크므

로 어느 값을 취하느냐에 따라 루토늄의 용해도 값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

냈다. 한편, OECD/NEA [2003GUI/FAN]와 Nagra/PSI [2002HUM/BER]에서

는 Pu(OH)4(am)의 용해반응에 한 열역학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따

라서 KURT 지하수에서 루토늄의 정확한 용해도를 얻기 해서는 향후 이 

화합물에 한 보다 정확한 열역학 데이터  실제 실험결과가 필요한 실정

이다.

주 용해화학종에 한 계산 결과는 MUGREM으로 계산한 화학종과 매우 

유사하 다 [2002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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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Comparison of our and foreign results for the solubility of 

neptunium at various pH. Our results were obtained from calculation with 

a geochemical code (  ). 



- 104 -

Fig. 25. The pH dependencies of steady-state [Pu] (solid symbols) and 

Eh (open symbols) from dissolution studies with Pu(OH)4(am) in 

low-ionic-strength solutions [2002HAS/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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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Pu solubility in J-13

water at pH values of 6, 7, and 8.5 [2002RUN/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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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악틴족원소의 주용해 화학종의 측정기술

1 . 화학종 규명 기술들

처분장에서 방사성 원소들의 화학종의 규명은 그들의 거동과 운명을 견

하기 한 것으로 궁극 으로 핵종의 용해도와 이동도에 향을 미친다. 국내 

화강암 지하수와 같이 pH가 성 이상의 용액에서는 체로 악틴족 화학종의 

농도가 매우 낮아 실험 으로 확인이 쉽지 않다. 최근에 장수명 핵종을 분석

하는 방법이 계속 발 하고 있는데, 농도분석  화학종 분석에 주로 사용되

는 기술들을 표 28 ～ 표 29와 그림 27에 수록하 다 [2008MAY/WOR, 

2006CHO, 2007BRU/BOS].

당 과제에서도 시료용액에 포함된 핵종의 정량, 화학종  콜로이드를 분

석하기 하여 그림 28과 같은 Nano-Particle Analyzer/Laser-Induced 

Breakdown Detection (NPA/LIBD) 장치를 러 박스 내에 설치할 정이다 

[2005WAG/BUN]. 이를 하여 이  발생장치 (Nd: YAG solid laser)와 

미경, 검출기 등을 구매 설치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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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Analyte
Concentration

(mole/L)
Comment

CE-ICP-MS Pu 10
-7

Pu redox states determined

NMR UO2
2+ 10-1

Complexes with iminodiacetate and 

oxydiacetate

Raman U(VI) 10
-3
 - 10

-5
OH, NO3, ClO4 and acetate species

SERS Tc 10
-4
 - 10

-7
 

Humic/EDTA species, kinetic 

oxidation of Tc(IV)

UV-vis Th 10-5 Organic complexation, competition

EXAFS U(VI) 10-2 Aquo, Cl complexation

TRLIF Eu 10
-6 humic species in simulated natural 

waters

TRLIF U(VI) 10-4 - 10-7
Analysis of nuclear reprocessing 

liquids

ESI-MS U(VI) 10-4
HEDP complexation by pH and 

ligand ratio

ESI-MS Th 10-5 EDTA, NTA complexes, pH effect

CE-ICP-MS : Capillary electrophoresis-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NMR :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SERS : Surface-enhanced Raman spectroscopy,

UV-vis : Ultraviolet-visible spectroscopy,

EXAFS :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structure spectroscopy,

TRLIF : Time-resolved laser-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y,

ESI-MS : Electrospray ionization mass spectroscopy

Table 28. Analytical techniques for the species of long-lived radioactive 

nuclides dissolved in th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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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AS : X-ray absorption fine-structure spectroscopy

Fig. 27. The elemental concentration measured by analytical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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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logical composition
Phase identification, element concentrations, 
compositional

homogeneity

ICP-AES/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 Mass Spectrometer)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EM ( 
Electron Microprobe)

XRD (X-ray Diffraction )

ICP-AES/MS provides element concentrations down to the 
ultra trace concentration range.
SEM, TEM, EM can provide spatially resolved chemical 
analysis.

XRD allows identification of solid phases (based on known 
crystal structures).

Speciation 
Characterisation of redox state and identification of

molecular species

XAS (X-ray Absorption Spectroscopy)

XANES (X-ray Absorption Near Edge 
Structure)

TRLFS (Time Resolved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The XANES region in a X-ray absorption spectrum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redox state (valence shift) 
in the sense of fingerprinting.
TRLFS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coordination sphere 
of certain radionuclides. Fluorescence energy and 
associated life time can be analysed independently. 
Changes in the peak maxima of the emission spectra 
indicate a change in the chemical environment or ligand 
field. Changes in the life time indicate the presence of 
quenchers such as H2O or OH–- molecules in the 1st 
coordination sphere.

Structure
Lattice constants and associated long-range order 
(LRO)

and short-range order (SRO) phenomena

XRD (X-ray Diffraction )

XAFS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EXAFS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NMR (Nuclear Magnetic Resonance)

Characterisation of long-range order phenomena (e.g., 
lattice constants, superstructures) and site occupancies 
based on powder or single crystal measurements.
XAFS spectroscopy provides information about SRO 
phenomena.The XANES region contains information about 
coordination geometry and orientation. The EXAFS region 
provides information about bond lengths, coordination 
numbers and type of coordinating atoms (EXAFS 
equation).

NMR spectroscopy provides information about local 
coordination environment of a nuclide, based on differences 
between allowed spin states of atomic nuclei.

Thermodynamics
Thermodynamic mixing properties (e.g.,  entropy, 
enthalpy,

heat capaciy)

Calorimetry

Electrochemical measurements

Measurement of heat capacities and heats of phase 
transitions (thermophysical measurements) and 
measurement of heats of reaction (thermochemical 
measurements).

The electrochemical potential between well defined
aqueous-solid solution systems can provide directly 
thermodynamic data on solid solution-aqueous solution

equlibria.

Table 29. Overview of some selected analytical techniques to obtain key 

information of solid solution phases [2007BRU/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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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aser                           (b) beam splitter

  (c) energy detector                 (d) lens

  (e) cuvette                         (f) nuclides in samples

  (g) microscope                     (h) camera

  (i) computer

Fig. 28. NPA/LIBD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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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화학종 규명 기술을 이용한 주요 연구개발 

[2007GEC/KLE, 2006GEC, 2001aNEC/KIM, 2005ALT/NEC, 2007SKB]

독일  INE(Institute fur Nukleare Entsorgung)는 독일의 학들과 연구그

룹을 형성하여 물표면과 용액의 경계면에서의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을 주

로 시도하고 있다. 즉, 지질환경에서 악틴족 원소들의 지화학 반응을 측정하

기 하여 laser spectroscopy, X-ray spectroscopy, acoustic sensors  미

경 기술을 발 시키고 있다. 

 2005년과 2006년의 INE 년차보고서에 의하면 실제 처분장 상황의 묘사에 

용할 수 있는 분자 스 일의 핵종의 지화학 반응을 이해하기 한 핵물질

의 핵종  구조에 한 상세한 화학  정보를 얻기 하여 핵종 규명  분

석 기술을 발 시켰다. 아울러 분 학  방법 외에 양자화학  계산도 시도되

었다. 

Pu(IV)과 같은 4가 악틴족 이온의 가장 요한 지화학 반응의 하나가 콜로

이드의 형성이다. 4가원소의 산화물/수산화물의 소 합체들(oligomers)의 생성

이 electrospray mass spectrometry (ESI-MS)에 의해 최 로 연구되었는데, 

Zr(IV)이 4가 악틴족의 화학  동족체로서 사용되었다. 개별 clusters의 질량

으로부터 그들의 동 원소 조성을 포함한 속이온, 음이온, OH
-
 리간드와 물

분자의 수 등이 결정되어졌다. ESI-MS 데이터가 EXAFS 실험에 의해 보충

되고, Zr(IV) 화학종이 pH에 따라 결정되어 열역학 dataset의 증명  유도를 

한 기 로서 취해졌다. 이들의 실험은 Th(IV)와 Pu(IV)의 콜로이드 형성 

연구에 응용될 것이다.

(+) 하를 띤 ternary Ca-metal hydoxo complexes의 형성이 찰되고 분

학 으로 증명되었다. 이것은 콘크리트 환경과 같은 칼슘을 포함하는 알칼

리 용액에서 3가와 4가 악틴족 원소의 용해도를 4 승수이상 증가시킬 수 있

다.  

 3가 악틴족 원소(Am(III), Cm(III)) 이온의 수용액에서의 화합물 구조에 

한 연구도 시도되었는데, 이러한 핵종에 한 분자크기의 정보는 수용액  

3가 악틴족 원소의 거동이해에 증진할 것이고, 기존의 XRD 혹은 학  방법

이 아닌 수용액  화학종 규명에 형 분 학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침

과 결과 인 solid solution 형성은 많은 방사성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킨다. 특

히, 3, 4가 악틴족  란탄족 원소는 처분장에 흔히 있는 calcite와 친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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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방벽시스템에서 흡착에 의한 핵종의 지연은 표면 수산

화기와 핵종과의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물 표면/용액 경계에서 작용기 그

룹의 화학  성질과 구조는 이제 non-linear optical vibrational sum 

frequency spectroscopy에 의해 규명되어졌다. 스펙트럼들은 (001) 결정평면에 

다양한 경사진 각도를 갖는 α-Al2O3에서 각기 다른 표면 수산화기를 나타내

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다양한 Al/O clusters에 해 수행된 양자화학  계

산은 실험 으로 얻어진 스펙트럼들과 계산된 진동수가 잘 일치하 다.

한, 3가 악틴족 원소와 토 미네랄과의 상호작용이 분 학 으로 규명

되었다. 1) (001) 기본 표면에서 바깥층(outer-sphere) 표면 화합물 형성, 2) 

(hk0) 가장자리 표면에서 안층(inner-sphere) 표면 화합물 형성, 3) 층간내 양

이온 교환, 4) 8면체 층 속으로 악틴족 이온의 구조  결합 등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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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고 방사성페기물 혹은 사용후핵연료로를 심부지하에 처분하

을 경우 용기부식후 유출되어 나오는 장수명 핵종인 악틴족 원소들의 거동

을 측하기 하여 KURT에서 채취한 지하수를 이용하여 Eh값을 낮추면서 

국내 화강암 지하수에서의 악틴족 원소의 용해도를 측정하 다. 한, 이 실

험과 동일조건에서 PHREEQC 지화학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용해도와 비교

하 으며, 주 용해화학종을 계산하 다. 이를 하여 국내외 열역학 데이터들

을 수집하여 상호비교하 으며, 이온강도  온도의 보완 방법도 조사하 다. 

실험과 계산 결과로부터 얻은 악탄족 원소들의 값들을 유사한 조성을 갖는 

국내외 문헌 값들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UO2(cr), ThO2(cr), NpO2(cr)를 실험에 사용하 으나, 측정된 원소들의 농

도가 비결정성 산화물 혹은 수산화물로 계산한 농도와 유사한 결과를 얻

었다. 이는 성 이상의 용액에서는 이들의 용해도가 결정성에 크게 향

을 받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KURT 지하수 (Eh값이 -0.2 V 이하, 탄산농도가 1 mM 부근인 이온강도

가 낮은 화강암 지하수) 조건에서 UO2(cr), ThO2(cr), NpO2(cr)로부터 용

해된 U, Th, Np의 농도는 1x10
-7 

mol/L
 
이하로 나타났으며, 루토늄의 

농도는 이들보다 1 ～ 2 승수 낮을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처분공에 콘

크리트 구조물이 존재하여 탄산이온 농도가 증가할 경우 pH 8 ～ 11 사이

에서 4가 악틴족 원소의 농도가 훨씬 증가할 수 있다.

KURT 지하수에서 아메리슘의 용해도는 1x10
-6
 mol/L로 선정하면 다소 

보수 인 값에 해당된다고 단된다. 

Th(IV), Np(IV), Pu(IV)에서 hydroxo-carbonate의 ternary 화학종의 고려

없이 지화학코드로 계산한 결과들은 1x10
-8
 mol/L 이하로서 유사한 조건

에서 실측한 값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용액  탄산농도의 향으로 

단되며, 결국 ternary 화학종의 존재를 간 으로 시사한다. 그러나 이 

화학종의 존재여부  열역학 데이터가 문헌에 따라 매우 다르므로 이에 

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pH가 8 이상이며 Eh값이 -0.2 V 이하인 KURT 지하수 조건에서 Am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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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Th, Np, Pu은 4가, U은 4가와 6가의 산화수를 가진 화학종이 주 용해

화학종으로 존재하 다.

Eh가 -0.2 ～ -0.3 V이며 약알칼리 역에서는 탄산화합물 혹은 ternary 화

학종이 주 용해화학종인 반면,  pH = 11.4, Eh = -0.4 V와 같이 강환원 

조건의 강알칼리 용액에서는 수산화물이 주 화학종으로 계산되었다. 

문헌에 루토늄의 SLSP로 많이 언 된 Pu(OH)4(am)의 용해반응에 한 

열역학데이터가 OECD/NEA와 Nagra/PSI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PuO2(am, hyd.)를 기 으로 계산하 다. 따라서 루

토늄의 정확한 용해도를 얻기 해서는 향후 Pu(OH)4(am)에 한 정확한 

열역학 데이터가 필요하며, 한 실제 지하수 조건에서 실측되어야 할 것

이다.

 다른 내용으로는 실제 지하수에 용해되어 있는 화학종을 규명하기 하

여 이용되는 기술들을 조사하 는데, 향후 이 기술들을 이용하면 악틴족 원소 

거동에 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방사성페기물물 처분에 

한 신뢰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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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부지하 환경에서 악틴족 원소들의 용해도를  측하기 하여 다양한 산화환원 를 갖

는 KURT 지하수에서 UO2, ThO2, NpO2와 Am(OH)3의 용해도를 측정하 으며, 지화학 코드를 이

용하여 실험용액과 동일한 조건에서 용해도  용해 화학종을 계산하 다. 한 이들 결과의 상호 

비교뿐 아니라 문헌에 수록된 결과와도 비교하 다. 

     화학종의 용해도 계산을 하여 OECD/NEA, Nagra/PSI, KAERI, JAEA, SKB 그리고 최근 

문헌으로 핵종 화합물에 한 열역학데이터를 수집․비교하 다. 아울러 용액의 이온강도와 온도

를 보정하는 방법을 이 보고서에 수록하 으며, 악틴족의 화학종 측정을 한 분석기술  최근 

연구들도 소개되었다. 

실험  계산결과, U, Th, Np의 농도는 Eh값이 -0.2 V 이하인 조건에서 1x10
-7 mol/L 이하

로 나타났으며, PuO2(cr)의 용해도는 UO2(cr)보다 1 ～ 2 승수 낮을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지하

수  탄산이온 농도이 증가하면, pH 8 ～ 11 사이에서 4가 악틴족 원소의 농도가 훨씬 증가할 수 

있다. 1x10-6 mol/L의 아메리슘 용해도는 KURT 지하수에서 다소 보수 인 값에 해당된다고 단

된다. 용해화학종은 Eh가 -0.2 ～ -0.3 V이며 약알칼리 역에서는 탄산화합물 혹은 ternary 화학

종이, pH = 11.4, Eh = -0.4 V와 같이 강환원 조건의 강알칼리 용액에서는 수산화물이 주 화학종

으로 계산되었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악틴족, 용해도, 열역학데이터, 심부지하환경, 주 용해화학종



- 127 -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m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TR-3957/2009  

     

Title / Subtitle 

Solubilities of Actinide Oxides in the KURT Groundwater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or Main Author)

 Kim, Seung Soo (Radioactive Waste Technology Development 

Division)

Researcher and 

Department

    Baik, Min Hoon ; Choi, Jong Won

   (Radioactive Waste Technology Development Division)

Publication

Place 
Publisher KAERI

Publication  

 Date
2009. 12.

Page   126  p. Ill. & Tab. Yes( 0 ),  No (  )  Size     29.5 Cm

Note  

Open Open( 0 ),  Closed(  )

Report Type   Technical Report
Classified

Restricted( ), ___Class 

Document

Sponsoring Org. Contrac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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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estimation of solubilities of actinides in a deep underground condition, The 

solubilities of UO2, ThO2, NpO2 and Am(OH)3 in the KURT ground water have been 

measured under various redox conditions, and their solubilities and aqueous species in the 

same conditions as the experimental solutions were also calculated by using a geochemical 

code. Then these results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as well as with literature results. 

For the calculation of solubility of a radionuclide, the thermodynamic data of the 

radionuclide complex from OECD/NEA, Nagra/PSI, KAERI, JAEA, SKB and recent literatures 

were collected and compared. Additionally, the methods for the correction of ionic strength and 

temperature of the solution were described in this report. The analysis techniques and recent 

research for measurement of species of actinides were also introduced.     

The concentrations of U, Th and Np dissolved were less than 10
-7 mol/L under Eh-0.2 

of reducing condition from experiment and calculation, and the solubility of PuO2(cr) was 

estimated as lower than that of UO2(cr) by 1 ～ 2 orders. However if amount of carbonate ion 

in the ground water increased, the concentration of tetra-valance actinides at pH 8 ～ 11 

would be greatly increased. The 1x10
-6 mol/L of americium might be a little conserv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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