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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부지하처분환경에서 고 핵종들(U, Th, Am, Np)의 지화학반응과 수착특성을 규명하고, 

처분안 성평가를 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착 D/B 구축과 활용방법론을 개발

하 다.

․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에서 암반단열을 통한 핵종이동  지연특성 규명을 해 KURT 

장에 이동 실험시스템  on-line 분석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연도별로 비수착성 핵종, 단

순 수착성 핵종, 다가 수착성 핵종들의 이동  지연특성을 규명하고, 단열충 물과의 상

호작용을 분석하 다.

․ KURT에서 수행이 어려운 연구는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에 한 공

동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를 상호 비교하고 국내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 다.

․ KURT 장 조건에서 암반  균열면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기술을 개발하고 고

핵종들의 확산특성을 해석․평가하 다.

․ 핵종이동  지연에서 물/미생물 복합반응 향 규명 연구를 해 심부 처분환경에서 핵

종과 반응하는 물/미생물 특성 규명, Bio-mineralization의 핵종거동 향 규명, 핵종/미생

물 산화환원 반응의 향분석 등의 연구들을 수행하 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종이동  지연, 지화학반응, 수착, 미생물, 

콜로이드,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암반확산  확산깊이

어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Nuclide migration and 

retardation, Geochemical reactions, Sorption, Microbes, Colloid,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KURT), Rock matrix 

diffusion and diffusion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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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천연방벽을 이용한 핵종이동  지연특성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요성

부존 에 지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안정 인 에 지자원의 확보를 해서

는 원자력에 지의 지속 이고 효율 인 이용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선행핵연

료주기 뿐만 아니라 후행핵연료주기 기술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환경친화 인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선진핵연료주기 기술을 완성하기 해서는 고 폐기물 처분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 심부 지하에 고 폐기물을 안 하게 격리시키기 해

서는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 핵종들의 거동 특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고 폐기물 처분을 한 인허가  안 성 평가를 해서는 매우 다양한 기술들

과 자료가 필요한데, 국내 지질환경에 합한 자체 자료와 요소기술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들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도입하기 하여 매우 비싼 기술료

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방사성폐기물 반에 한 국민  시각이 매우 민감하고 

부정 인 실에서 유일한 돌 구는 공론화를 통하여 국민  공감 를 형성하는 것

이다. 따라서 본 과제와 같은 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해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안

리에 한 기술  타당성을 제시함으로서 국민 신뢰도를 꾸 히 구축해야 한다.

고 방사성폐기물은 환경  인간에 한 험성이 매우 큰 핵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고 핵종들(특히 악틴족 원소들)은 심부지하의 지화학  

조건에 따라 복잡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양한 화학종을 가진다. 따라서 고

폐기물 처분장의 안 성을 보장하기 해서는 고 폐기물 고화체  핵종들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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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분환경에서 거동특성이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련 기술과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안 성 평가를 해서는 용해도나 열역학  반응상

수와 같은 지화학반응 특성자료, 핵종 수착분배계수, 암반확산 계수 등의 자료를 생

산하고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환경에 합한 처분안 성 평

가를 한 자료들을 생산하고 D/B를 구축하기 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지하

매질을 통한 핵종이동  지연 특성과 련된 연구를 극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아

울러 국내의 지하연구시설인 KURT는 재 심도가 체 으로 100 m 수 으로 낮

아 환원환경 유지가 힘들고,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없는 단 들을 가지고 있으므

로 이를 극복하고 필요한 기술정보와 연구경험을 효율 으로 확보하기 해서는 우

리 실에 합한 해외의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에 극 참여하는 것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의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다.

고 폐기물 처분 안 성 평가를 한 기술자료 제공  불확실도 감

지하시험시설(KURT) 환경에서 핵종 이동  지연 특성 규명

심부 지하 처분조건에서 고 핵종의 지화학반응, 수착, 콜로이드 거동, 지하

매질과의 복합 상호작용 규명

이러한 최종 목표 달성을 해 설정된 1단계 연구(2007년 ∼ 2010년)의 주요 연

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심부 지하 처분 조건에서 고 핵종의 지화학반응과 수착특성 규명  D/B 

구축

국내(KURT)와 해외(GTS) 지하시험시설을 활용한 핵종과 콜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

핵종이동  지연에서 물/미생물 복합반응 향 평가를 통한 불확실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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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연구원 내 심부 처분환경을 체하는 지하연구시설(KURT)의 심부지하수와 화

강암을 이용하여 고  핵종들(U, Th, Np, Am)에 한 지화학반응( , 용해도  

화학종)  수착특성을 규명함으로서 안 성 평가자료를 확보하고자 하 다. 한 

pH, Eh, 이온강도와 같은 지화학변수들의 향을 고찰하고 미시  에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착특성을 규명하 다. 특히 미래에 지하매질에서의 핵종

의 수착거동을 측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해 복합 물인 화강암에 한 열역학

 수착모델을 개발, 용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 다.

고  핵종들(U, Th, Np, Am) 뿐만 아니라 핵분열생성물이 포함된 방사성폐

기물의 처분에서 심 상 핵종들의 열역학자료  수착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처

분안 성 평가를 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착 D/B를 구축하 다. 특

히, 각국 핵종들의 지화학반응에 한 열역학데이터를 비교  선정하고,  열역학데

이터 보정방법에 해 고찰하 다. 아울러 기존 수착 D/B 로그램을 분석하고, 

Web 기반의 새로운 수착 D/B를 구축하 다.

균열 암반을 통한 핵종의 암반체 확산  장기거동 특성을 규명하기 하여 

KURT 시추 코어 암반  지하수를 이용한 확산실험을 수행하여 핵종의 암석확산 

깊이를 측정하 고, 암석표면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 다. 한, 내부확산 이동모델

을 자체 개발하여 암반 확산특성을 해석하고 확산계수를 평가하 다.

KURT에서 장 용질이동 실험 수행을 해 KURT에 장 용질이동 시스템을 

제작․설치하 다. 그리고 장 용질이동 실험을 한 다수의 시험공을 시추하고 

균열  지하수의 수력학  특성을 조사하 다. KURT 장에서 비수착성

(non-sorbing) 핵종, 단순수착성(simply sorbing) 핵종, 다가수착성(multi-valent 

sorbing) 핵종들을 이용하여 암반 단열을 통한 핵종 이동  지연 특성을 규명하

다. 아울러 암반 충 물인 토 물이나 산화철 물 등과 핵종과의 상호반응에 

한 분석  평가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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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핵종  콜로이드 이동에 한 연구 황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분석하여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국제공동

연구 참여 타당성을 분석하 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한 구체

인 차를 진행하여, 스웨덴 SKB의 Äspö  스 스 GTS 등의 지하연구시설에서

의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 다.

마지막으로, 고 폐기물 심지층 처분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미생물/핵종/ 물

간의 상호 반응에 해 연구하 다. KURT 지하수의 미생물 특성을 규명하고, 방사

성핵종과의 상호반응  핵종 물화(Bio-mineralization), 산화환원 반응 향 등에 

한 연구를 통해 심부 처분환경에서 핵종/ 물/미생물 복합반응에 의한 핵종이동 

특성을 분석하 다. 특히 미생물의 용존 핵종과 반응 기작, 용존 핵종의 흡착  제

거 기작, 그리고 물화 과정 등 미시  과정과 기작들에 해 조사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고  핵종의 용해도  수착특성 규명 연구에서는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악틴

족 고  핵종들인 U, Th, Np, Am의 지화학반응  수착 반응에 한 pH와 Eh

의 향을 평가하 다. 다양한 산화환원 를 갖는 KURT 지하수에서 UO2, 

ThO2, NpO2와 Am(OH)3의 용해도를 측정하 으며, 지화학코드인 PHREEQC를 이

용하여 실험용액과 동일한 조건에서 용해도  용해 화학종을 계산하 다. 한 이

들 결과의 상호 비교뿐 아니라 문헌에 수록된 결과와도 비교하 다. 실험  계산

결과, U, Th, Np의 농도는 Eh값이 -0.2 V 이하인 조건에서 10
-7
 mol/L 이하로 나

타났으며, PuO2(cr)의 용해도는 UO2(cr)보다 1 ∼ 2 승수 낮을 것으로 상된다. 그

러나 지하수  탄산이온 농도가 증가하면, pH 8 ∼ 11 사이에서 4가 악틴족 원소의 

농도가 훨씬 증가할 수 있다. 10
-6
 mol/L의 아메리슘 용해도는 KURT 지하수에서 

다소 보수 인 값에 해당된다고 단된다. 계산결과들은 Eh가 -0.2 ∼ -0.3 V이며 

약알칼리 역에서 용해화학종은 탄산화합물 혹은 ternary 화학종이 주 화학종이며, 

pH = 11.4, Eh = -0.4 V와 같이 강환원 조건의 강알칼리 용액에서는 수산화물이 

주 화학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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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산화환원   pH 조건의 KURT 지하수 조건에서 화강암에 한 

U, Th, Np, Am의 수착분배계수를 측정하 다. 실험결과를 통하여 지하수의 산화환

원 와 pH는 핵종 수착에 미치는 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지하수의 

지화학  조건 변화에 따른 화학종 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특히, 열역

학  수착모델(thermodynamic sorption model, TSM)을 용하여 화강암과 같은 

천연복합 물에 한 핵종 수착특성을 평가하 다. 비정 기  TSM을 이용하여 화

강암에 한 우라늄의 수착을 해석하 다. SOUO2
+와 SOUO2CO3

-의 두가지 표면 

화학종을 가정하고, 강한 수착 은 체 수착 의 1%로 가정하 을 때 모델 계산 

결과는 실험결과와 비교  잘 일치하 다.

안 성평가를 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착 D/B 구축에서는 처분안

성 평가의 활용성과 신뢰성을 증진하기 하여 자체 생산된 자료들을 이용한 

D/B를 지속 으로 구축하 다. 특히 수착 D/B 구축을 해서는 자체 생산된 Kd  

해외 Kd 데이터를 지속 으로 기존 D/B(SDB-21C)에 추가하 다. 아울러 

SDB-21C의 단 을 보완하고, 확률론  통계기법을 용한 Web 기반의 새로운 수

착 D/B인 KAERI-SDB를 개발하 다. 수착자료의 활용방법론 개발을 하여 국제

공동연구인 OECD/NEA Sorption Project Phase III에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

다. 한 수착자료의 생산방법에 한 국내외 기술 황을 논의하고, 수착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국내 문가들을 청하여 워크 을 개최하 다.

장 조건에서 암반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확산특성 평가를 해 풍화

암의 경우 약 1∼2년 정도, 신선암의 경우 약 2∼3년 동안 확산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결과 비수착성 핵종인 트리튬(H-3)은 이미 20 cm 길이의 암석 체로 골고루 

확산해 들어갔다. 수착성 핵종  Eu와 Cs는 확산깊이가 4 cm 수 이었고, Co, Sr, 

Np, Th, U 등의 핵종들은 약 9 cm 깊이까지 확산 첨두가 침투해 들어갔다. 아울러 

핵종의 암석 확산 깊이를 측정하고 암석 표면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하여 자

기방사분석장치(Autoradiography) 장비를 설치하고 분석방법을 개발하 다. 자기방

사분석장치를 이용한 측정 결과 Np-237의 경우 암석 내 깊이 2∼3 cm 이내에 핵

종이 주로 수착되어 있었고, 약  5 cm 이상에서는 농도는 낮지만 확산첨두는 더 깊

이 침투해 들어간 모습이 찰되었다. 확산계수 평가를 한 내부확산 이동모델은 

두 가지 선원항(source-term)을 고려하여 개발하 다. 풍화암에 해 평가된 겉보기

확산계수()는 Eu, Cs은 10-12 m2/s 수 이고, Co, Sr, Th은 10-10 m2/s 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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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크고, Np, U은 그 간 값을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풍화암에서의 

확산계수값들은 신선화강암에서의 확산계수값들과 비교해서 핵종에 따라 약 10
2
∼

104 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KURT 장 암반 단열을 통한 핵종이동  지연특성 규명 연구에서는 원거리

에서 실시간으로 실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목 으로 원격제어 시스템

을 포함하는 장 용질이동 시스템을 설계하고 KURT에 설치하 다. 실험장치는 

주입부, 회수부, 측정부, 그리고, 패커가스 조 부 등 4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수 유동이 있는 단열을 선정하기 하여 시험공을 시추하 으며, 단열의 

수리  특성을 조사하 고, 시추공 상촬   수리시험을 통하여 선정된 단열을 

이용하여 용질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 선정된 암반 단열에서 비수착성 핵종

(Uranine, Bromide), 단순 수착성 핵종(Rb, Ni), 다가 수착성(Sm, Zr) 핵종들을 이

용하여 암반 단열을 통한 핵종이동  지연특성을 규명하 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획득한 정보와 기술들을 활용하 다.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공동연구 수행을 해 해외 기

의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조사․분석하여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  콜

로이드 이동 국제공동연구 참여 타당성을 분석하 다.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한 구체 인 차를 진행하여, 스웨덴 SKB의 Äspö를 

심으로 한  “Task force on modeling of GW flow and transport of solutes”  

스 스 Nagra의 GTS에서 수행 인 “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CFM) 

Phase II”등의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 다.

심부 처분환경에서 핵종/ 물/미생물 복합반응 특성 분석을 해 KURT 지하수 

미생물의 기 특성을 규명하고, Fe, Mn, Se, SO4, U 등의 나노 물 형성 특성을 분

석하고, 핵종/ 물/미생물 간의 복합 상호작용에 한 메커니즘을 규명하 다.  

미생물에 의한 핵종 물화(Bio-mineralization) 과정  핵종거동에 한 향을 

평가하 다. 실험결과, KURT 망간환원미생물에 의해 용존 우라늄이 일주일 만에 

부분 제거되었으며, 우라니나이트(Uraninite, UO2)라는 우라늄 물이 형성되었다. 

한, 스와넬라균에 의해 만들어진 우라늄 물은 불순물로 칼슘과 인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닌교아이트(Ningyoite, CaU(PO4)2․H2O)라는 불용성 우라늄 물로 형성 

되었다.  미생물에 의한 핵종 물화(Bio-mineralization) 과정  핵종거동에 

한 향을 평가하 다. 아울러 미생물에 의한 지하수 Eh 변화  핵종 환원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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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실험 등의 연구를 통해 핵종이동에 미치는 미생물의 향을 분석하 다. 실험결

과에 의하면, 불가리스와 디설 리칸스와 같은 황산염환원미생물은 물속의 황산염

을 환원하고 맥키나바이트(Mackinawite, FeS)라는 황화 물을 만들어내었으며, 우

라늄과 같은 핵종을 물내로 포획하여 용존우라늄을 감하는 역할을 수행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건의사항

본 연구는 기본 으로 한국형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스템인 A-KRS의 

안 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기술 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열역학  수착 D/B는 국내 지하 매질에서 핵종들의 지화학특성과 흡착특

성을 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한 기술  신뢰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Web을 이용한 수착 D/B가 외국에 공개될 경우, 국

내 방사성폐기물 리 기술에 한 국제  인지도가 증가할 것이다.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들은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련 연구뿐만 아니

라, ․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지하 환경에서 오염물질 이동과 련된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생물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

들은 지하수내 용존 우라늄의 제거와 구리용기 부식 등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스템

에서의 다양한 미생물학  문제 을 해결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연구결과들은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해 개발된 국내 고 폐기물 

처분기술들의 과학기술  안 성을 입증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결과들

은 측 가능한 국가 정책의 수립에 활용될 것이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  원

자력 산업 반에 한 국민 신뢰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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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A Study on the Nuclide Migration and Retardation Using Natural Barrier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In our country lacking in energy resources, the continuous and effective use 

of nuclear energy is inevitable for a stable energy supply. For this back-end 

nuclear fuel cycle technologies as well as front-end nuclear fuel technologies 

should be secured. In order to achieve an advanced 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of an environment-friendly future nuclear power system a study on disposal of 

th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s necessary. In addition, a study on the 

behaviors of high-level radionuclides in deep disposal environments is also 

necessary to safely isolate th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a deep geological 

formation. Various technologies and data are necessary for the license and 

permission of th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and safety assessment of 

the disposal system. We should pay tremendous amount of expense for  

importing the technologies and data from developed foreign countries if we can 

secure them appropriate to domestic geological environment. The only way to 

overcome negative viewpoint of national people for the radioactive waste may be 

to gain people's sympathies via public opinion. Thus reliability for national 

people should be continuously established by providing technical appropriateness 

for the long-term safe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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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evel radioactive waste contains many toxic and threatening nuclides to 

human and environment. These high-level radionuclides (especially actindes) 

exists in various chemical species and reacts sensitively and complicatedly 

depending on deep geochemical conditions. Thus the behaviors and interactions 

of waste forms and radionuclides of th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deep 

geological disposal environments should be understood and concerning 

technologies and data should be obtained for the safety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th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system, it is necessary to produce various data and construct their databases 

(D/B) for geochemical reaction properties of radionuclides such as solubilities 

and thermodynamic reaction constants, distribution coefficients for radionuclide 

sorption, and rock matrix diffusion coefficients of raidonuclides. Thu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facilities and instruments for producing data and 

constructing D/B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appropriate to domestic environments and to carry our researches for 

the radionuclide migration and retardation through geological media. Besides, the 

domestic underground research facility, KURT, is have some drawbacks such a 

low-depth of about 100 m below surface which is difficult to maintain a 

reducing condition and no permission of the use of any radioactive material. 

Therefore, it is very necessary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joint studies using 

foreign underground research facilities appropriate to our domestic environments 

to overcome the drawbacks of KURT and effectively obtain the necess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experience.

Thus the final goals of our research project are

• to provide technical data and reduce their uncertainties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 to investigate the radionuclide migration and retardation in the environment 

of K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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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investigate geochemical reactions, sorption, colloidal behavior, combined 

interactions with geomedia of high-level radionuclides in deep geological 

conditions.

Major objectives of this first research stage (from 2007 to 2010) to achieve 

the final goals are

• to investigate the geochemical reactions and sorption properties of 

high-level radionuclides in deep geological disposal conditions and construct 

their D/B

• to study on the radionuclide and colloid migration using domestic (KURT) 

and foreign (GTS) underground research facilities

• to reduce uncertainties by evaluating the effects of the combined 

mineral/microbe interactions on the radionuclide migration and retardation.

Ⅲ. Scope and Contents

The geochemical reactions (for instance, solubility and chemical species) and 

the sorption characteristics of the high-level radionuclides such as U, Th, Np 

and Am were closely investigated using the groundwater and granite sampled 

from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KURT) which represent the deep 

disposal environment. The resulting data obtained were utilized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In addition, the effects of 

geochemical parameters such as pH, Eh and ionic strength were investigated 

and the microscopic behaviors of the geochemical reactions and sorption of 

high-level radionuclides were also analyzed.

The thermodynamic and sorption data of the interesting radionuclides in the 

disposal radioactive waste disposal containing the high-level radionuclides such 

as U, Th, Np and Am as well as the fission products were investigat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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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and then databases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were constructed. In particular, thermodynamic for 

geochemical reactions of radionuclides from some countries data were selected 

and compared, and correction methods of the thermodynamic data were also 

investigated. Besides, existing sorption D/B was analyzed and a new web-base 

Sorption D/B was constructed.

For the investigation of rock matrix diffusion and long-term behavior of 

radionuclides through a fractured rock, rock matrix diffusion experiments were 

conducted using the groundwater and rock cores sampled from KURT. From 

these experiments, the rock matrix diffusion depths of radionuclides were 

estimated and their interactions with rock matrix surface were analyzed. The 

rock matrix diffusion was characterized and the diffusion coefficient was 

evaluated by an in-diffusion transport model which was developed in this study.

For the in-situ solute migration experiments in KURT, an in-situ solute 

migration system was designed and installed in KURT. Several boreholes were 

drilled and the hydraulic properties of fracture and groundwater were 

investigated. For the study on the migration and retardation of radionuclides in 

a fractured rock, in-situ solute migration experiments were performed using 

non-sorbing, simply sorbing, and multi-valent sorbing nuclides. In addition, the 

interaction between nuclides and rock fracture-filling materials such as 

Fe-oxides and clay minerals were analyzed and evaluated.

The status and information about the researches on the radionuclide and 

colloid migration in the foreign underground research facilities (URF) were 

collected,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order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joint studies for the radionuclide and colloid 

transports in URF. Based on the study, we finally joined international joint 

studies in URFs of Äspö, SKB, Sweden and Grimsel Test Site (GTS), 

Switzerland.

The combined interactions between microbe, radionuclides, and minerals were 

investigated regarding to the geological disposal of HLW. Microbes prese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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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T groundwater were characterized. The effects of microbes on the 

migration of radionuclide and the combined reactions of microbe, rock material, 

and radionuclide in the environment of deep disposal were investigated via 

researches for the interaction of microbe with radionuclide, bio-mineralization of 

radionuclides, and the effects of microbes on the redox reaction. In particular, 

microscopic processes and mechanisms such as reaction mechanisms of 

radionuclides with microbes, sorption and removal mechanisms of radionuclides 

by microbes, and the processes and mechanisms of bio-mineralization were 

investigated.

Ⅳ. Results

The effects of pH and Eh on the geochemical reactions and the sorption of 

the high-level radionuclides such as U, Th, Np and Am wer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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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ndwater have been measured under various redox conditions, and their 

solubilities and aqueous chemical species in the same conditions as the 

experimental solutions were also calculated by using the PHREEQC geochemical 

code. Then these results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as well as with 

literature results. The concentrations of U, Th and Np dissolved were less than 

10
-7
 mol/L under Eh-0.2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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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mount of carbonate ion in the 

ground water was increased, the concentration of tetra-valent actinides at pH 8 

∼ 11 would be greatly increased. The solubility of americium of 10
-6
 mol/L 

might be a little conservative value in KURT groundwater. The calculation 

results shows that the dominant aqueous species were carbonate or 

hydroxo-carbonatec complexes at 0.2 ∼ -0.3 V of Eh and weakly alka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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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and hydroxo complexes at the strong reducing and high pH solution 

such as pH = 11.4, Eh = -0.4 V, respectively.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U, Th, Np, and Am for the KURT groundwater 

and granite were measured to evaluate the effect of redox condition and pH 

onto the sorption of radionuclid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edox potential 

and pH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sorption of radionuclides due to the formation 

of different chemical specie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geochemical conditions.

Moreover the sorption of radionuclide onto natural composite mineral such as 

granite was evaluate using a thermodynamic sorption model (TSM). A 

non-electrostatic TSM was used to interpret the uranium sorption properties 

onto granite. The model calculation results considerably agre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assuming that SOUO2
+
 and SOIUO2CO3

-
 were dominant 

surface species and the strong binding sites were 1% of total binding sites.

In order to increase the applic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geochemical and 

sorption data for safety assessment of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databases were  continuously constructed using self-produced data. In particular, 

self-produced Kd and foreign Kd data were continuously added to the existing 

database (SDB-21C) for the Kd database construction. Besides, the new 

web-based sorption database, KAERI-SDB, was developed by complementing 

the weak points of SDB-21C and applying a probabilistic statistical technique. 

For the utilization of the sorption database, we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joint study "OECD/NEA Sorption Project Phase III". A workshop was also held 

by inviting a domestic expert in order to discuss the status of domestic and 

abroad technology for the sorption data production and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sorption data.

For the investigation of rock matrix diffusion and long-term behavior of 

radionuclides through a fractured rock, rock matrix diffusion experiments were 

conducted for about 1∼2 years and about 2∼3 years for a weathered rock and 

a fresh rock, respectively.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non-sorbing 

tracer, tritium (H-3), diffused widely and homogeneously into the rock wi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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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 of 20 cm. The diffusion depth of Eu and Cs among sorbing tracers was 

about 4 cm and the front end of diffusion of other nuclides such as Co, Sr, Np, 

Th, U diffused about 9 cm into the rock. Furthermore, an autoradiography 

equipment was installed and an analysis method was developed to estimate the 

rock matrix diffusion depth and the interaction with rock surfaces. It was 

observed from the autoradiography measurements for Np-237 that Np-237 was 

mainly sorbed onto the rock within 2-3 cm in the rock and the front end 

diffused more deep into the rock at above 5 cm although the concentration of 

Np-237 was low. An in-diffusion transport model was also developed to 

evaluate the diffusion coefficients considering two kinds of source-terms. The 

evaluated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s () of radionuclides for the weathered 

rock were about 10
-12
 m

2
/s for Eu and Cs, 10

-10
 m

2
/s for Co, Sr, Th, and 10

-12
 

∼ 10
-10
 m

2
/s for Np and U.  These diffusion coefficients of radionuclides for the 

weathered rock were greater than those for fresh rocks by about 102 to 104 

depending on radionuclides.

In the study on the migration and retardation of radionuclides through a 

fractured rock in KURT, an in-situ solute migration system was designed and 

installed in KURT including a remote controlling system for the distant 

monitoring of the progress in real-time. The experimental system is mainly 

composed of four parts such as injection part, extraction part, measurement part 

and packer gas control unit. For the selection of a water-conducting fracture for 

in-situ solute migration experiment, boreholes were drilled and hydraulic 

characteristics of fractures were investigated, and finally solute migration 

experiments were performed using the selected fracture by borehole image 

processing system and hydraulic tests. In the selected rock fracture, the 

migration and retardation of nuclides in a fractured rock were investigated using 

non-sorbing (Uranine, Bromide), simply sorbing (Rb, Ni), and multi-valent 

sorbing (Sm, Zr) nuclides. The information and techniques learned from the 

international joint study were also utilized in this study.

The feasibility for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joint studies was analy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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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ng and evaluating the technical reports and research papers from 

international and foreign institutes.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feasibility 

study, we finally joined international joint studies both of Äspö, SKB, Sweden 

entitled "Task force on modelling of groundwater flow and transport of solutes" 

and of Grimsel Test Site (GTS), Nagra, Switzerland entitled "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CFM) Phase II".

Basic properties of microbes from the KURT groundwater was characterized, 

nano-mineral formation of Fe, Mn, Se, SO4, and U was analyzed, and the 

mechanism of combined interactions between microbe, rock material, and 

radionuclide was investigate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dissolved 

uranium was almost removed from the solution within a week by KURT 

manganese-reducing bacteria resulting in forming a uranium mineral, uraninite 

(UO2). The uranium mineral produced by Shewanella  has calcium and phosphor 

as impurities, forming ningyoite (CaU(PO4)2․H2O), an insoluble uranium mineral. 

Bio-mineralization process of a radionuclide and its effect on the radionuclide 

behavior was also evaluated. Besides, the effects of microbes on the transport of 

radionuclide were investigated by studying the effect of microbes on redox 

reactions of radionuclide and Eh change of groundwater by microbes. It was 

observed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that SRB(sulfate-reducing bacteria) such 

as Vulgaris and Desulfuricans  reduced sulfate from solution forming a sulfide 

mineral, mackinawite (FeS), and removed dissolved uranium which was 

incorporated into the sulfide mineral.

Ⅴ. Applications and Proposals

The research basically provides technical data including databases necessary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the Korean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system, A-KRS. Thermodynamic and sorption D/Bs develop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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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be used to estimate and predict geochemical and sorption behaviors of 

radionuclides in domestic geomedia and to improve the technical reliability for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Especially, if the web-based sorption D/B is 

opened to foreign countries, international awareness for the domestic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technology could be improved.

The techniques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applicable to researches for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as well as researches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including various researches for 

contaminant migration in subsurface environments. In particular, results obtained 

from microbe studies can be utilized in resolving microbiological problems in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systems such as removal of dissolved uranium in 

groundwater and corrosion of a copper canister.

Besides, the research products will contribute to prove and demonstrate the 

scientific safety of the developed domestic technologies for the 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s. Furthermore, the research products can be utilized 

in the establishment of predictable national policies for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help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people on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technology and overall atomic energ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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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 배경

재까지 고 방사성폐기물을 인간과 환경으로부터 안 하게 격리하고 리

하기 해 알려진 방법 에서 가장 안 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고 폐기물( 는 사용후핵연료)을 속제의 특수용기에 넣어 완  하여 

지하 수 백 m 깊이의 암반층에 처분하는 것이며, 이러한 지 처분 방식은 재  

세계 으로 가장 리 받아들여지는 처분방식이기도 하다[1.1].

이러한 심지층 처분시설의 안 성 확보와 평가를 해서는 방사성폐기물을 처

분하 을 때 처분장 주변 암반환경  생태환경으로의 방사성 물질의 유출  이동 

과정 등에 한 과학기술  이해와 인간  주변 환경에 미치는 향 평가를 한 

신뢰할만한 자료들과 측 도구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1.2]. 이를 해서는 우선 다

양한 실험실 연구를 수행하여 모든 련 상들과 과정들에 한 폭넓고 심도 있는 

이해와 자료 확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처분시설의 조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다양한 실증실험을 수행하여 실질 인 자료를 확보하고, 실험실에서 생산한 자료들

과 개발도구들의 실제 용성을 확인하기 한 실증연구가 필수 이다. 이러한 이

유로 미국, 스웨덴, 스 스, 랑스, 독일 등 주요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실제 처분시

설과 유사한 환경을 가진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여 다양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왔

다[1.3, 1.4].

고 폐기물 처분 문제는 한 국가만의 , 원자력 분야만의 문제는 아니며, 주

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문가들과 국민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특히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고 폐기물의 장기 리정책을 수립할 때

는 핵주기와 련된 국제사회  국내의 정세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에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제 253차 원자력 원회(2004년 12월 17일)에

서 사용후핵연료 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  하에서 검토·추진하기

로 의결하 기에 재 사용후핵연료 리를 한 다양한 공론화 방안에 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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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5]. 그러나 이러한 국내의 공론화 과정도 요하지만 

국제사회와의 력을 통한 주변국과의 공감  형성, 다양한 공동연구 참여를 통한 

국제사회에 한 기여와 상 정립, 세계 인 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한 국내 기술 

 인력의 세계화 등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 방사성폐기물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

우 다르다. 먼  고 핵종의 경우 환경  인간에 한 험성이 매우 큰 핵종들

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1.6]. 그러나 더 큰 험은 이러한 고 핵종들이 심지층 

처분환경에서 매우 복잡하게 거동한다는 것이다[1.7]. 따라서 이러한 고 핵종들

의 지하매질을 통한 이동특성이나 지하매질들과의 상호작용 등의 거동특성을 이해

하고 그 특성 자료를 획득하지 못하고서는 처분장의 안 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

다. 따라서 원자력 선진국들은 처분안 성 연구에 있어 이러한 고 핵종들의 환

경 거동특성에 한 연구를 최우선으로 수행해 왔다.

악틴족 핵종들을 포함하는 고 핵종들은 심부지하의 지화학  조건변화에 복

잡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양한 화학종을 가지므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

지만 분석기술 등 물리화학  방법의 한계로 다양한 연구의 수행에 많은 제약을 받

아왔다. 그러나 최근엔 Time-Resolved Laser-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y 

(TRLFS), Laser-Induced Breakdown Detection(LIBD) 등 이 를 이용하는 기술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EXAFS), X-ray Absorption 

Near-Edge Structure(XANES) 등 X-선을 이용하는 기술 등 다양한 분석방법들이 

등장함에 따라 처분연구와 련하여 다방면에 걸쳐 고 핵종거동 련 연구들이 

미국, 일본, 독일, 랑스 등의 원자력 선진국들을 심으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

다[1.3].

처분장에서 출된 방사성핵종들은 부분 지하수를 따라 천연방벽인 암석 등

을 통해 생태계까지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방사성 핵종들은 이동경로를 따라 이들 

암석매질과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1.8]. 한 암석매질, 암석균열의 

충 물, 지하수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들(콜로이드, 유기물, 미생물 등), 지하수

의 지화학 조건 등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러한 상호작용의 수천 년 는 수십만 년에 이르는 고 폐기물 처분장의 리기

간에 걸쳐 장기 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와 련한 연구 한 매우 장기  에

서 바라보아야 한다[1.9, 1.10]. 따라서 재 수행되는 연구들은 이들 상호작용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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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수학  모델을 이용하여 정량 으로 측 평가하고, 그 불확실성을 일 것인

가에 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 핵종들의 지하매질과의 표면

반응( 를 들면, 수착, solid solution 형성, 콜로이드 형성 등)에 한 분 학  방법

들을 활용한 분자 규모의 미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11].

실험실 규모 연구와 이론  측을 바탕으로 스웨덴은 Äspö, 스 스는 Grimsel 

Test Site(GTS), 미국은 Yucca Mt. 등을 건설해 장기간에 걸친 핵종이동 장실험

을 수행 이며, 일본은 최근에 미즈나미(Mizunami)와 호로노베(Honorobe) 등 심부

지하시험시설(URL) 건설을 통해 고 폐기물 처분개념의 실증을 한 장실험을 

본격 으로 시작하는 단계이다[1.3].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심부 처분환경에서 핵종거동에 한 연구를 꾸 하게 수행해 왔으나, 고

폐기물의 처분안 성 연구에 한 인식부족과 인력, 산 등의 문제로 선진 외

국과는 달리 그동안 주로 안 성 평가 도구  방법론 확보를 한 소 트웨어  

연구에 집 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안 성 확보를 한 분석기술개발 연구나 기술자

료 확보를 한 실험  연구는 매우 미흡하 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7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을 건설하여 지하연구시설을 이용한 장시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험실 

규모 연구에서 장 실증연구로 연구 역이 차 확 되고 있고, 실험실에서도 고

핵종들과 지하매질과의 상호작용을 체계 으로 연구하기 한 실험 시설과 장

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확보한 기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 한 산  인력 투자가 꾸 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상

당한 수 으로 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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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내·외 연구 환경 변화

1. 국외의 연구 환경 변화

스웨덴은 2008년도 4월에 SFR에 한 장기안 성 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

고, 규제 련 기 인 SKI와 SSI를 통합하 다. 그리고 고 폐기물 처분장 상 

지역인 Oskarshamn과 Östhammar에 한 주민 지지투표를 실시한 결과 각각 83%

와 77%의 높은 정  지지의사를 확인하 다. 향후 2020년 운 시작을 목표로 

2011년에는 최종 처분장을 선정하고, 40년간 운  후 2060년에 폐쇄할 계획을 세우

고 있다. 재 Äspö HRL에서는 KBS-3 개념에 바탕을 두고 가스발생  이동, 미

생물 향, 시멘트 향 등에 연구들을 집 으로 수행하고 있다.

핀란드는 Onkalo 지역의 Olkiluoto 고 폐기물 처분장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 

이며, 2009년에 비안 성분석보고서(PSAR)을 제출하고, 2012년에 건설허가 취

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 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면

서도 연구가 부족하다는 단 하에 련 자료와 정보 확보를 해 국제공동연구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후행핵주기 연구에 의해 발생될 다양한 

고 폐기물들의 안 한 리방안에 한 과학기술  검토가 필요하다. 스 스는 

2기의 1,600 MWe 원자력발 소를 추가건설하기로 확정하고, 고 폐기물 처분장 

후보 지층으로 스 스 북쪽에 치한 매우 안정한 토층인 Opalinus Clay 지층을 

선정하고, 2005년도의 “The new Energy Act”에 의한 처분장 선정을 한 

“Sectoral Plan”을 2008년 4월에 승인하 다. 6개 후보지역에 한 지질 조사를 거

쳐 2010/2011년 까지 잠정 지역을 선정하고, 2013/2014년 까지 어도 2개 정도의 

후보 지역을 승인, 2016/2018년에 최종 선정할 정이다.

랑스는 2006년에 새로운 방사성폐기물 리 지침을 한 법 개정과 함께 고

폐기물 처분장 상 지층인 Callovo-Oxfordian 토층에 한 연구를 Bure 

URL을 심으로 Transposition Zone이라는 개념하에 부지선정을 한 연구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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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다. 2015년 처분장 건설 신청을 하고 2025년 처분장 운 을 시작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미즈나미 URL  호로노베 URL을 건설 이며, 

2009년도부터 미즈나미 URL에서 장실험을 수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고 폐

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에 실패한 원인을 일본의 지질학  안정성에 한 국민들 심

지어 문가들에게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원자력 선진국들은 지하연구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실증연구 뿐만이 아니라, 핀

란드, 미국과 같이 실제 고 폐기물 처분장을 비하고 있는 나라  스웨덴과 

같이 조만간 처분장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부족한 자료들과 안 성 평

가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한 실험실에서의 기 실험, 지하연구시설에서 추가 실

증 실험, 국제공동연구 참여 등을 통한 추가자료 확보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IAEA와 OECD/NEA 등 원자력 국제기구를 심으로 고

폐기물 처분안 성 확보를 한 Safety case 개발  평가자료 구축 등에 한 

국제 력  국제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도부터 

OECD/NEA의 Sorption Project II  TDB Project III 등의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

는 등 안 성 평가자료 구축을 한 국제공동연구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 폐기물의 심부 처분환경에서의 거동특성 규명을 

통한 안 성 평가  Safety case 개발을 해, 그동안 단순화 과정을 통해 가정되

어 왔던 복잡한 지구화학  과정  요인들에 한 미시  연구들에 추가로 수행하

고 있다. 표 인 연구주제로는 핵종이동에 향을 미치는 미생물  콜로이드 

향, 공학  방벽의 성능에 향을 미치는 가스 발생  이동, 시멘트 향 등이 있

다. 한 이러한 연구수행을 해 X선 분 법이나 이 분 법과 같은 첨단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러한 연구방법의 개발  장비구축이 빨리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Science  Nature와 같은 최고 수 의 과학 에 

발표된 주요 논문들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한 미생물의 역할과 요성에 

한 연구결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직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미생물과 

련된 연구 분야는 아직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요한 연구 

분야로 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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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의 연구 환경 변화

국내에서는 KAERI에 건설된 소규모 지하연구시설인 KURT의 단 들을 보완하

고, 해당 분야에 한 선진국의 기술습득, 국제 력강화 등 다양한 목 으로 2008년

부터 스 스 Nagra에서 운 인 알 스에 치한 화강암반 지하연구시설인 

GTS(Grimsel Test Site)의 CFM(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Phase II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하게 되어, 공식 으로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는 처음으로 partner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국제공동연구 참여는 국내에서 부

족한 기술과 자료들을 확보하는데 목 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고 폐기물 처분에 한 국제 력을 강화함으로서 고 폐기물 

처분에 한 국민 신뢰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고 폐기물 처분안 성 평가를 한 자료들을 국내환경(특히, 

지하연구시설인 KURT를 심으로)을 고려하여 생산하고 D/B를 구축하고 있다. 아

울러 보다 다양한 국내 지질환경을 반 한 핵종이동  지연특성 자료들을 생산하

고, D/B를 구축하기 해 노력하 다. 아울러 본 과제에서는 실험을 통해 수착과 

이동 상을 미시 인 수 까지 찰하고, 이를 근거로 실험결과 해석을 한 단

모델을 개발하여 핵종이동  지연특성을 정량 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표

로 삼고 있다. 핵종이동  지연특성 해석을 한 모델의 최 화를 해 과제 내

에 모델링 을 별도 구성하여 활동 이며, 계산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스웨덴 Äspö  스 스 GTS에서 수행 인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상호비교  

검증 연구도 수행하 다.

최근에 Science  Nature와 같은 최고 수 의 과학 에 발표된 주요 논문들

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한 미생물의 역할과 요성에 한 연구결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직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미생물과 련된 연구 분야는 아

직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요한 연구 분야로 두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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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  측면

고 방사성폐기물은 환경  인간에 한 험성이 매우 큰 핵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고 핵종들(특히 악틴족 원소들)은 심부지하의 지화학  

조건에 따라 복잡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양한 화학종을 가진다. 고 폐기물 

처분장의 안 성을 보장하기 해서는 고 폐기물 고화체  핵종들의 심부 처분

환경에서 거동특성이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련 기술과 자료를 확보해야만 처분

장의 안 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안 성 평가를 해서는 용해도나 열역학  반응상

수와 같은 지화학반응 특성자료, 핵종 수착분배계수, 암반확산 계수 등의 자료를 생

산하고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환경에 합한 처분안 성 평

가를 한 자료들을 생산하고 D/B를 구축하기 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연구

를 극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의 지하연구시설인 KURT는 재 심도가 체 으로 100 m 수

으로 낮아 환원환경 유지가 힘들고,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없는 단 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고 필요한 기술정보와 연구경험을 효율 으로 확보하기 해

서는 우리 실에 합한 해외의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에 극 참여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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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천연방벽에서 고 핵종 이동  지연특성 규명 연구의 역할  

요성.

2. 경제․산업  측면

부존 에 지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안정 인 에 지자원의 확보를 해서

는 원자력에 지의 지속 이고 효율 인 이용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선행핵연

료주기 뿐만 아니라 후행핵연료주기 기술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환경친화 인 미래

원자력시스템 선진핵연료주기 기술을 완성하기 해서는 고 폐기물 처분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 심부 지하에 고 폐기물을 안 하게 격리시키기 해서는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 핵종들의 거동 특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고 폐기물 처분 사업을 한 인허가  안 성 확보를 해서는 매우 

다양한 기술들과 자료가 필요한데, 국내 지질환경에 합한 자체 자료와 요소기술

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들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도입하기 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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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비싼 기술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3. 사회․문화  측면

방사성폐기물 반에 한 국민  시각이 매우 민감하고 부정 인 실에서 유

일한 돌 구는 공론화를 통하여 국민  공감 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제

와 같은 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해 고 폐기물처분과 련한 기술  근방법에 의

한 근본 이고 원칙 인 해결의지를 가시화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안 리 방

안에 한 기술  타당성을 제시함으로서 국민 신뢰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국제공동연구 참여는 국내에서 부족한 기술과 

자료들을 확보하는데 목 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국내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고 폐기물 처분에 한 국제 력을 강화함으로서 고 폐기물 처분에 

한 국민 신뢰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제 4  연구개발 목표  내용

1. 연구개발 목표

본 과제 1단계 연구(2007. 3. 1∼2010. 2. 28)의 연구개발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

다.

심부지하 처분조건에서 고 핵종의 지화학반응과 수착특성 규명  D/B 구

축

국내(KURT)와 해외 지하시험시설을 활용한 핵종과 콜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

핵종이동  지연에서 물/미생물 복합반응 향 평가를 통한 불확실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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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개발 내용

본 과제 1단계 연구(2007. 3. 1.∼2010. 2. 28.)의 주요 연구개발 목표  내용을 

표 1.4.1에 정리하여 제시하 다.

구분

(년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1차

년도

(2007)

심부지하처분환

경에서 U, Th

의 지화학반응

과 수착특성 규

명  안 성평

가 자료 확보

․심부지하처분환경에서 U, Th의 지화학반응 특성 규명

  - KURT 지하수 조건

  - pH  Eh 변화에 따른 화학종 규명

․심부지하처분환경에서 U, Th의 수착 특성 규명

  - KURT 지하수  암석 시료

  - pH, Eh 변화에 따른 수착특성 규명

․안 성평가를 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착

특성 자료 구축

장 암반을 통

한 핵종확산 깊

이 측정 실험장

치의 설계, 설

치  기 실험

․암반  단열면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 실험장치 설계, 설치  기 실험

  - KURT 지하수  암석 시료

  - 확산이동모델 개발

  - 이동해석모델 개발

지하처분연구시

설 (KURT)에

서 암반단열을 

통한 비수착성 

핵종의 이동  

지연 특성 규명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에서 암반 단열을 통한 비수착

성 핵종의 이동  지연특성 규명

  - 음이온(Br
-
), 유기형 염료

  - 실험장치  분석시스템설치

  - 이동해석모델 개발

해외 지하시험

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

동 공동 연구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공동연구

  -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실험 타

당성 분석

  - 지하시험시설 연구동향  기술 황 분석

  - 련 기술자료 습득  분석 

심부 처분환경

에서 핵종과 반

응하는 물/미

생물 특성 규명

․KURT 지하수의 기성미생물 동정  특성 분석

․심부처분환경에서 반응하는 물/미생물 특성 규명

  - 미생물 향 분석

  - 물/미생물 상호작용 분석

표 1.4.1. 1단계 연구의 주요 연구개발 목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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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2차

년도

(2008)

심부지하처분환경

에서 Np의 지화학

반응과 수착특성 

규명  안 성평

가 자료 확보

․심부지하처분환경에서 Np의 지화학반응 특성 규명

  - KURT 지하수  암석 시료

  - pH  Eh 변화에 따른 화학종 규명

․심부지하처분환경에서 Np의 수착 특성 규명

  - KURT 지하수  암석 시료

  - pH, Eh 변화에 따른 수착특성 규명

․안 성평가를 한 지화학반응  수착 특성자료 활

용방법 개발

장 조건에서 암

반을 통한 핵종확

산 깊이 측정  

해석

․암반  단열면을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 KURT 지하수  암석 시료

  - 암반 물  표면반응 특성 분석

  - Autoradiography를 이용한 핵종확산 분석방법 개

발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에서 암반

단열을 통한 단순 

수착성핵종의 이동 

 지연 특성 규명

․KURT에서 암반단열을 통한 단순 수착성 핵종의 이

동  지연 특성 규명

  - 알카리족 속(Rb), 이 속(Ni)

  - 단열충 물과 상호작용 분석

  - 이동 지연특성 평가방법 개발

해외 지하시험시설

에서 핵종  콜로

이드 이동 공동 연

구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공동

연구

  - 실험장치  분석방법 상호 비교

  - 국내개발모델의 용성 검토

  - 장실험기술 분석  련자료 습득

심부 처분환경에서 

Bio-mineralization

의 핵종거동 향 

규명

․미생물에 의한 나노 물 형성 특성 분석

․심부처분환경에서 Bio-mineralization의 핵종거동 

향 규명

  - 미생물에 의한 핵종 물화 반응 특성 분석

  - 미생물의 핵종수착 향 분석

표 1.4.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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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3차

년도

(2009)

심부지하처분환경

에서 Am의 지화

학반응  수착특

성 규명  안 성

평가 자료 확보

․심부지하처분환경에서 Am의 지화학반응 특성 규명

  - KURT 지하수  암석 시료

  - pH  Eh 변화에 따른 화학종 규명

․심부지하처분환경에서 Am의 수착 특성 규명

  - KURT 지하수  암석 시료

  - pH, Eh 변화에 따른 수착특성 규명

안 성평가를 한 

고 핵종들(U, 

Th, Am, Np)의 

지화학반응  수

착 D/B 구축

․안 성평가를 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

착 D/B 구축

  - 체계 인 지화학반응  수착 특성 자료 D/B 구축

  - D/B 활용성 평가  활용방법 개선

장 조건에서 암

반을 통한 핵종확

산 깊이 측정  

확산특성 해석, 평

가

․암반  단열면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 확산깊이별 핵종분포 특성 분석

  - 분석방법 개발  용

  - 확산계수 평가방법 개발

장 암반단열을 

통한 다가 수착성 

핵종의 이동  지

연 특성 규명

․KURT에서 암반단열을 통한 다가 수착성 핵종의 이

동  지연 특성 규명

  - 다가 수착성 핵종: Eu(III), Zr(IV)

  - 이동  지연특성 평가방법 개발

  - 이동모델과의 비교, 검증

해외 지하시험시설

에서 핵종  콜로

이드 이동 공동 연

구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공동

연구

  - 이동실험 수행

  - 국내 연구결과의 상호비교

  - 국내개발 기술  자료의 활용  검증

심부처분환경에서 

핵종/미생물 산화/

환원 반응의 향 

분석

․심부처분환경에서 반응하는 핵종/미생물 산화/환원 

반응의 향 분석

  - 미생물에 의한 핵종 산화/환원 반응 향 분석

  - 핵종 이동  지연 향 분석

․지하수에서 미생물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 특성 규명

표 1.4.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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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내·외 기술개발 황

1.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 핵종의 지화학반응 특성 규명

처분장에서 방사성 원소들의 화학종의 규명은 그들의 거동과 운명을 견하기 

한 것으로 궁극 으로 핵종의 용해도와 이동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사

용후핵연료 혹은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 장수명 핵종의 용해도와 화학종 

규명은 처분장 source term으로 작용하므로 매우 요하다. 이들의 특성은 지하수

의 pH, Eh, 리간드들의 활동도, 이온강도, 온도, 압력 등에 의존하는데, 장수명 핵종

들(특히 악틴족 원소)의 용해도  화학종에 하여 국내외에서 실험 혹은 지화학 

코드로 계산하여 얻은 결과들과 연구동향을 조사하 다.

지하수의 조성에 따른 핵종들의 용해도  화학종 변화

용해도  화학종을 계산하기 한 열역학  데이터의 선정

화학종 규명을 해 이용되는 기술

가. 악틴족 원소의 용해도  화학종

스웨덴은 SKB  연구 장소와 Äspö HRL에서 데이터(1980∼2001년)들이 모델

링 되어왔는데, 그 결과는 미래에 지하수의 조성이 변화된다는 것이다[2.1]. 재의 

상태는 향후 1,000년 동안 유지되겠지만, 10,000년이 경과하면 온도변화  지표면 

상승에 따른 지하수 조성변화가 상되는데, 이를 모델링하기 한 코드 M3 

(Mixing and Mass balance Modelling)가 개발되었고 PHREEQC의 결과와 상호 비

교하 다. 이러한 모델은 처분장 폐쇄 후 지하수 화학에 한 상세한 그림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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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하여 SR-Can에서 물 반응 모델과 같이 사용된다.

부분의 처분장 조건에서 악틴족 원소는 용해도가 낮고, 이동성이 낮을 것으로 

상하지만 아직도 규명되어야 할 요소가 많다. 로서 콘크리트의 부식에 의한 높

은 pH와 높은 칼슘 농도조건에서 Cax[M(III)(OH)n]3−n+2x(n=3,4,6)과 

Ca4[M(IV)(OH)8]
4+
 같은 화학종의 형성은 수 승수만큼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

며, 용해되어 있는 유기물과 화합물 형성에 따른 악틴족 원소의 이동성, 흄산/펄빅 

산과의 상호작용에 한 정확한 메커니즘이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 한, 콜로이드 

형성에 의한 이동성의 향도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2.2]. 한, 흄산과 루토늄

과의 반응에 의한 Pu(V)의 환원[2.3], 미생물에 의한 혹은 그들의 사작용 생성물

에 의한 핵종의 화학종 변화[2.4] 등도 연구되고 있다.

나. 용해도  화학종을 계산하기 한 열역학  데이터

부분의 경우 처분 안 성 평가를 한 악티나이드 용해도는 천연지하수와 비

교하여 상 으로 간단한 용액으로부터 구한다. 그러나 천연지하수에는 다양한 음

이온이 존재하고 이들 이온의 효과 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처분환경 하에

서 악티나이드의 용해도  화학종은 지화학 코드를 이용한 계산이 자주 수행되었

다.

그러나 이들 계산은 서로 유사한 지하수의 유사한 조성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수 천배 까지 다른 결과를 보여 다. 이는 악티나이드 용해도의 지화학 조건에 

한 강한 의존성과 각 연구에서 용된 열역학데이터의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악티

나이드 용해도는 각국의 특정 부지특성인자를 고려한 고유한 계산이 필요하고, 계

산에 사용되어지는 열역학데이터의 신뢰성이 요함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국내 화강암지하수  악틴족 원소의 용해도를 구하기 하여 

MUGREM 로그램을 개발하 으며[2.5], 세계 으로 리 사용되는 지화학 코드인 

PHREEQC(Ver. 2)를 사용하여 계산을 하 다[2.6]. 이 때 열역학 데이터로는 

OECD/NEA[2.7],  Nagra/PSI[2.8], KAERI data[2.9]를 사용하 다. 그러나 최근에 

Th-OH-CO3, Ca-UO2-CO3와 같은 새로운 이온들에 한 열역학 데이터가 생산됨

에 따라 국내 열역학 데이터도 지속 인 개선이 필요하다. Wolfgang Hummel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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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alate, citrate, ethylenediaminetetraacetate(EDTA), α-isosaccharinate와 같은 유기 

리간드에 한 악틴족 원소와의 화합물에 한  OECD/NEA TDB 로젝트(표 

2.1.1)에서 검토한 바 있다.

Technique Analyte
Concentration

(mo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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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nisation mass spectroscopy.

표 2.1.1. 수용액에 용해된 장수명 방사성핵종의 화학종 분석을 한 기술들

다. 화학종 규명 기술

처분장에서 방사성 원소들의 화학종 규명은 그들의 거동과 운명을 견하기 

한 것으로 궁극 으로 핵종의 용해도와 이동도에 향을 미치는 데, 주로 지하수의 

pH, Eh와 리간드의 활동도에 의존한다. 최근에 장수명 핵종을 분석하는 방법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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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발 하고 있는데, 농도분석  화학종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기술들을 각각 그

림 2.1.1과 표 2.1.1에 나타내었다[2.10].

그림 2.1.1. 각 분석기술의 농도 측정 범 .

2.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 핵종의 수착특성 규명

가. 암반체에 한 수착

암반의 핵종 수착에 한 기단계는 주로 분쇄암에 한 수착분배계수(Kd)를 

측정하는 것이었으며, 최근에는 열역학  수착 모델을 이용한 암반의 수착해석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분쇄암 뿐만 아니라 암반 블록 등에 한 핵

종 수착  확산계수 측정이 동시에 수행되고 있으며, 분쇄암을 이용하여 회분식 

시험으로 측정한 수착계수와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에는 Kd를 측정하기 하여 분쇄암을 이용한 회분식 실험을 주로 하 으나 

최근에는 기  방법을 이용하여 수착에 한 Kd 값을 측하기도 한다. 기  

차를 이용하여 수착 상물질을 이동시키며 암반 표면에서의 수착계수를 측정하

는 방법으로 분쇄암을 이용한 회분식 실험보다 Kd가 낮게 측정이 되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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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회분식으로 측정한 분쇄암에 한 Kd 값이 과 평가된 것임을 나타낸다

[2.11]. 분쇄하지 않은 암반체에 한  다른 연구는 인 으로 조성된 미세 균열

에 핵종을 이동시킴으로써 Kd와 확산계수를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

다[2.12].

회분식 실험으로 측정된 핵종의 수착은 주로 열역학  수착모델을 이용하여 수

착분배계수를 측하는데 용되어져 왔다. 암반체와 같은 천연복합 물에 한 핵

종수착에 열역학  수착모델을 용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복합

물을 구성하는 각 단일 물들의 표면특성을 규정하는 Component Additivity(CA) 

방법과 복합 물의 표면특성을 단순화하여 규정하는 Generalized Composite(GC) 방

법으로 구분한다[2.13]. 특히 화강암과 같이 표면 특성이 복잡한 천연복합 물의 경

우 GC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최근에는 GC 방법에 이온교환 등의 반응을 추가 으

로 고려하기도 한다. Tertre 등[2.14]은 무암의 희토류 원소 수착을 평가하기 하

여 이온교환을 고려한 GC 방법을 용하기도 하 다.

경제 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산하의 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 NEA)에서 주 하는 Sorption 

Project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환경에서 핵종의 수착을 열역학  수착모델의 

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1, 2 단계에 걸친 공동연구를 수행하 으며, 2007년부터 3 

단계 국제공동연구를 착수하 다[2.15, 2.16]. 특히, 3 단계에서는 1, 2 단계에서의 교

훈을 바탕으로 장 용을 목 으로 한 련 지침서를 작성 이다. OECD/NEA 

Sorption project의 각 단계별 추진 내용을 표 2.1.2에 요약하 다.

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1997년도부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고

폐기물 처분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 으며, 2007년도부터는 고 폐기물 장

기 리기술 개발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2.17].

수착연구에서도 그동안 국내에서는 단일 물  화강암을 이용한 일부 고  

핵종들(U, Th, Eu 등)에 한 수착 특성에 해서만 제한 으로 수행되었으며[2.18

∼2.24], 2006년에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 설치된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이용한 

처분환경에서 암반의 핵종 수착 련 연구를 최근 시작하 다. 한, 2007년부터 

OECD/NEA Sorption Project Phase III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핵종 수착 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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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간 주요 추진 내용

1

1997

∼

1998

․1997년 5월 국에서 개최된 Workshop에 을 둠

․열역학  수착모델링(TSM)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진 에 

을 둠

․Kd 선택을 돕는 TSM에 한 보고서 2001년 발간

2

2000

∼

2005

․각각 다른 모델링 방법을 이용하여 복합 물들에 한 수착 특성 자료

  수집

․여러 가지 경우에 한 모델링 시험 수행

․2005년 리에서의 Workshop과 함께 종료함

- 주요 수행내용  논의들에 한 보고서 발간

3

2007

∼

2010

․2단계에서의 연구결과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3단계 필요성 확인

- TSM 모델개발에 한 지침(guideline) 개발의 필요성

- 모델의 타당성/불확실성/Upscaling 요건  신뢰성 등에 한 

평가/확인의 필요성

- TSM 용을 한 련자들에 한 교육/훈련

․2008년 재 련 지침서 작성

표 2.1.2. OECD/NEA Sorption Project 단계별 추진 내용 요약

나. 균열 충 물 수착

단열을 충 하는 물질에 한 연구는 충 물질에 한 용해와 침 을 주로 다

루고 있고 핵종들의 수착작용  지하수에 한 향 등을 으로 연구하고 있

다. 단열 충 물질의 용해와 침 은 과거부터 재, 그리고 미래에까지 지속 으로 

진행되는 지화학 과정이다. 이러한 작용들의 부분은 지하 열수반응에 의해 단열

충 물들이 형성되며, 낮은 온도조건에서 만들어지는 충 물들도 존재한다. 이

러한 물들을 통해 그 당시 지하수의 지화학 조건을 이해할 수 있으며, 산화  

환원 조건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지하처분장이 건설 이거나 운  일 때 산화조건이 조성될 수 있다. 처분장 

폐쇄 시 에 상당한 양의 산소가 처분장 주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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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기와 같은 격변기가 도래할 때, 산소가 풍부한 물이 지하심부로 침투하여 

지하 심부의 지화학 조건을 교란시킬 수 있다[2.25].

Äspö HRL에서 처분장 폐쇄 후 남아있는 산소가 터 주변 혹은 단열을 따라 

암석/ 물  지하수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하 다[2.26]. 한, 실내 실험도 병

행하 는데, 부분의 산소는 며칠 내로 완 히 소모되어 없어졌다.

용존산소와 환원물질(2가 철, 황화물)간의 무기반응 완충능력을 조사하 다. 조

사 상은 단열충 물인 녹니석의 풍화를 통해 확인하 다[2.27]. 녹니석은 Fe(II)

를 풍부히 포함하고 있어서 산소를 함유한 지하수와 하는 암석의 완충능력을 

배가시켜 다. 몇몇의 Fe(II)를 함유한 단열충 물의 풍화속도에 한 연구가 최

근에 진행되었다[2.28, 2.29].

EU project의 하나로 1997∼2000년까지 이 진 단열충 물 연구는 부분 방

해석(calcite)에 한 것으로, 방해석은 재와 과거의 지하수화학을 알려주는 지시

자이다[2.30]. 동 원소 혹은 미량원소의 포함에 따라 당시의 지하수 특성을 악할 

수 있다. 황화 물과 산화철 물들 한 그 때 지하수의 산화  환원조건을 이해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KURT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상으로 장의 단열 에 한 단열충

물의 핵종함유 여부  분포에 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다[2.31]. 그리고 단

일 물로는 Fe(II)를 함유한 흑운모에 한 핵종 흡착특성을 악하기 해 재 연

구진행 에 있다. Fe(II)를 함유한 단열충 물에 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앞

으로 지속 으로 이 질 것으로 보인다. 한, Fe(III) 산화철 물  동 원소 분

석 등을 통한 과거 지하수의 화학을 이해하고 연 를 측정하는 연구가 활발할 것으

로 상된다.

3. 암반 확산 깊이 측정  확산 특성 평가

처분장 주변의 암반을 통한 핵종이동 과정에서 암반확산(Rock matrix 

diffusion)은 매우 요한 이동 지연과정 주의 하나로 인식되어 그동안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 최근에 핵종들이 과연 암반을 통해 어느 깊이까지 확산해 들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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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즉, 암반 확산 깊이)에 한 문제가 요한 이슈로 제기되어 선진국들을 

심으로 실험실 규모의 실험  장실험 등을 통해 이를 측정하기 한 연구를 시

작하 다.

오염물질들이 암반균열 내를 이동할 때, 일부는 암반매질내로 확산해 들어가게 

된다. 확산양은 암반의 공극(pore)에 크게 좌우되는데 심부결정질암반의 경우 개 

0.003 수 이다. 즉, 1 m
3
 부피 암반에서 오염물질이 공극을 통해 확산해 들어간다

면 약 3 L의 물이 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염물질이 암반표면에 수착하지 않더

라도 확산만으로도 상당한 수 으로 이동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확산에 해 정

확히 평가하는 것이 요하며 특히, 음이온의 경우, 암반 매질 내 확산이 결정 인 

이동 지연 메커니즘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에서 암반체 확산의 요성은 암반체 확산이 이동

하는 핵종들과 하는 암반 표면의 면 을 매우 크게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을 제

공한다는 것이다[2.32∼2.35].  암반확산이 흐름 경로의 표면으로부터 암반체의 큰 

부분까지 핵종들을 지연시킬 수 있는 체 기공부피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것

은 I-129나 C-14과 같이 약한 수착성  비수착성을 가지는 핵종들로부터의 방사

선량(dose)을 생각할 때 더 결정 이다.

국내에서는 실험실 규모에서 다양한 방사성핵종들의 확산깊이를 측정하는 실험

을 2008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지하시험시설에서 장 확산깊이 측정시

험을 수행하고 있다. 실험실 실험에서는 핵종확산깊이가 제한된 경계조건을 갖는 

반면에 장 실험에서는 무제한 경계조건을 갖는다. 캐나다 Whiteshell에서 확산깊

이 측정시험을 2000년  에 가장 먼  시작했으며, 비수착성 THO의 경우, 2년간 

약 10 cm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Äspö와 스 스 GTS에서도 장기핵종확

산실험(Long Term Diffusion Experiment)이 재 진행 이다[2.36, 2.37]. 방사성폐

기물처분을 연구하는 모든 나라들은 암반에서 핵종확산계수를 기본 으로 실험실에

서 측정하는데, 한국에서도 통확산실험을 통해 련연구를 꾸 히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음이온성 핵종의 이동 지연능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인자로 암반층내로 

확산해 들어가는 침투깊이가 부각됨에 따라 확산깊이 측정실험에 심 을 쏟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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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URT에서 장 암반 단열을 통한 핵종이동  지연특성 규명

미국, 핀란드와 같이 실제 고 폐기물 처분장을 비하고 있는 나라  스웨

덴 등과 같이 조만간 처분장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선진국들은 지하연구

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실증연구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자료들과 안 성 평가의 불확

실성을 감소하기 해 실험실에서의 기 실험과 국제공동연구 참여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지하 암반 매질을 통한 핵종이동  지연 

특성을 실증하기 한 장 실험은 연구 수행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우선 방사성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하연구시설이  세계 으로 스웨덴 Äspö HRL과 스 스 

Grimsel Test Site(GTS) 등 두 곳 밖에 없다.

TRUE 로젝트는 스웨덴 Äspö HRL(Hard Rock Laboratory)에서 수행 인 

실험으로 500 m 심도 실험시설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시추를 하여, 암반 균열 분포

를 종합 으로 악한 다음, 서로 연결된 이동통로를 설정해 한 시추공에서 추 자

를 주입하여 이동하는 양태를 다공(multipole)에서 계속 찰하여 3차원 흐름장

(flow field)에서 수리 도도와 방사성핵종 이동을 악하는 실험이다. 이 로젝트

에는 스웨덴 SKB(Svensk Kärnbränslehantering AB), 핀란드 Posiva, 랑스 

Andra(Agence nationale pour la gestion des déchets radioactifs), 일본 JAEA 

(Japan Atomic Energy Agency) 같은 기 들이 주도하 다. 1단계 연구(TRUE-1, 

1996∼2002)를 거쳐, 2단계 연구(BS2, True Block Scale Continuation Project)가 진

행되어 2007년에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었다[2.38].

스웨덴 Äspö HRL에서 수행한 CHEMLAB 로젝트는 Äspö 장에서 균열을 

포함한 약 20 cm 크기 암석을 채취/가공하고, 이동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장시추

공에 다시 삽입한 다음 장조건에서 주로 악틴족 핵종들을 상으로 이동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2.39]. 핵종과 암반균열표면과의 상호작용에 한 미시  찰, 회분

식으로 구한 수착  이동자료의 검증 등에 해 가치 있는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 실험은 스웨덴 SKB와 독일 INE가 공동연구하고 있는데, 한국도 일부 연

구 분석에 참여하여 실험결과 해석에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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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스의 Grimsel Test Site(GTS)에서도 장 규모의 핵종이동 실험이 다양하

게 수행되어져 왔다. 일본 앙 력연구소(CRIEPI)에서 수행하는 균열암반에서 용

질이동  균열특성을 조사하는 C-FRS(CRIEPI Fractured Rock Studies) 로젝트, 

EU Framework의 일환으로 수행된 로젝트로 연구내용  일부를 FEBEX 장치를 

활용하여 핵종이동에 한 연구를 수행한 FUNMIG(Fundamental Processes of 

Radionuclide Migration) 로젝트 등이 있다. 아울러 핵종의 암반확산 상을 장기 

실증하는 LTD(Long-Term Diffusion) 로젝트와 암반과 완충재 경계에서 벤토나

이트 콜로이드의 발생  이동, 핵종이동에 미치는 향을 장기 실증하는 CFM 

(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로젝트 등은 재 2단계 연구가 진행 이다.

국내에서는 인공균열암반, 1 m 규모 자연균열암반에서 핵종 이동실험 등 다양

한 실험실규모 실험을 수행하 으며, 2008년부터 KURT 암반 균열 에서 2∼3 m 

경로수 의 용질 이동 실험을 수행 이다. 그러나 KURT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할 

수 없기에 유기염료  안정된 속 물질들을 사용하여 용질이동  지연 특성 실

험을 수행하고 있다.

5. 해외 지하실험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공동연구

가. 콜로이드 특성 규명 분야

처분장 주변에 존재하는 콜로이드의 물리화학  특성에 한 연구는 방사성 폐

기물(핵종의 종류  농도 )  처분장 환경(pH, Eh, 온도, 이온 강도, 지하 매

질의 종류  특성 등)에 의존하는 콜로이드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한 분석 연구

이다. 이러한 콜로이드의 특성들에 한 주요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다.

지하수 콜로이드 채취방법  유지 방법

인공  지하수 콜로이드의 크기 분포  농도 결정

인공  지하수 콜로이드들의 형태  조성

참 콜로이드들의 형성 과정  변수들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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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이드들의 회합성  안정성

산화수가 큰 핵종들(특히 악틴족 핵종들)은 가수화 반응에 의해 자체 으로 고

분자화 되면서 콜로이드를 형성하게 된다. 이 게 형성된 콜로이드를 참콜로이드라 

한다. 특히 +4의 산화수를 가지는 핵종들( 를 들면, U(IV), Th(IV), Pu(IV) 등)은 

매우 안정화된 콜로이드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콜로이드 형

성에 한 연구는 핵종들의 용해도  화학종 규명과 같은 열역학  특성과 매우 

하게 련이 있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 동안 집 으로 연구되어져 왔다[1.6]. 

특히 최근에는 solid-solution 형성, 공침(coprecipitation)과 같은 표면반응과 연계된 

콜로이드 형성에 한 연구들이 심을 끌고 있다[1.11]. 이러한 연구 분야는 첨단 

분석기술의 발달과 함께 nano-scale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한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을 규명하기 한 연구들이 1990년 에 스웨덴

[2.40], 스 스[2.41], 독일[2.42], 캐나다[2.43] 등을 심으로 다수 수행되었다. 국내

에서도 해외와 공동연구로 지하수 콜로이드를 분석하기 한 노력이 있었다[2.44]. 

그러나 최근에는 분석기술의 발달과 함께 콜로이드의 물리화학  특성 규명을 해 

LIBD(Laser-Induced Breakdown Detection)와 같은 이  분석 기술, 

AsymFFFF(Asymmetrical Flow Field-Flow Fractionation) 등을 도입하여 기존의 

미경학  분석 기법  ICP-MS(Inductively-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등과 결합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2.45∼2.49].

콜로이드의 특성 규명에서 고려해야할 요한 분야는 콜로이드의 안정성

(stability)과 련된 분야이다. 다양한 메커니즘과 과정들에 의해 다양한 콜로이드

가 형성되지만 형성된 콜로이드가 불안정하면, 용해되어 다시 이온형태로 되돌아가

거나 더 성장하여 침 물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콜로이드의 안정성은 콜로이드

의 크기, 농도, 표면 하 등 콜로이드의 특성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pH, Eh, 이온강

도, 다른 양이온의 존재, 유기물  미생물의 존재 등 매우 복잡한 지구화학  조건

과 변수들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안정성에 한 연구 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 꾸 하게 수행되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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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콜로이드와 핵종의 반응 특성 분야

지하매질을 통한 핵종이동에 한 콜로이드의 향을 평가하기 해서는 다양

한 콜로이드의 물리화학  특성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콜로이드와 방사성 

핵종의 반응특성을 규명하는 것 한 매우 요하다. 콜로이드의 반응특성을 규명

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들에 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오고 있다.

콜로이드 형성 반응상수 자료 구축

콜로이드 형성 반응의 속도론  특성 연구

콜로이드 형성 반응의 가역성

콜로이드 형성 반응 모델링 연구

콜로이드 형성의 지화학  조건  변수들의 향 규명

공침, 용해/침 , 산화/환원 반응 등 다른 반응들과의 상호작용 계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핵종과 콜로이드들에 한 콜로이드 형성상수

를 구축하기 한 많은 실험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방사성 핵종이 자연 

콜로이드와 반응하여 형성된 이러한 의사콜로이드 형상상수는 다양한 지화학  조

건과 콜로이드의 특성을 반 할 수 없으므로 보다 엄격하게 이를 모사하고, 실험결

과를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들을 개발하여 용해오고 있다. 무기콜로이드에 

해서는 열역학  수착모델(Thermodynamic Sorption Model, TSM)을 개발하여 

사용해오고 있으며, 유기콜로이드에 해서는 Charge Neutralization Model, 

CD-MUSIC model 등을 개발하여 용해오고 있다. 재 이러한 모델들의 다양한 

시스템에 한 용성에 한 연구들이 여 히 수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모델들이 

개발되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의사콜로이드 형성반응은 콜로이

드의 안정성(stability)을 포함하는 콜로이드의 물리화학  특성과 하게 련되

어 있다.

아울러 의사콜로이드 형성 특성 규명 연구의 일환으로 반응의 속도론  특성, 

반응의 가역성 등 열역학  특성에 한 연구 한 요한 연구분야로 두되고 있

으며, 다른 반응들(공침이나 용해/침 , 산화/환원 반응 등)과의 상호작용 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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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평가하기 한 연구들이 해결해야할 요한 이슈들로 제시되고 있다.

다. 콜로이드 이동  향 평가 분야

지하매질을 통한 콜로이드의 이동  방사성 핵종들의 이동에 한 향을 규

명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분야들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콜로이드의 크기 분포를 고려한 이동 과정 이해  자료 구축

균열암반  다공성 매질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모델의 개발

콜로이드의 수력학  상 이해  규명

여과 는 침  상 규명을 한 이론 , 실험  연구

핵종이동에 미치는 콜로이드 향 규명

콜로이드에 의한 핵종 이동 가속화 상 평가도구 개발

그러나 최종 으로는 이러한 콜로이드 련 연구들이 처분장의 안 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근거 자료의 확보  콜로이드의 역할  향 평가에 필요한 평가 

도구의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하매질을 통한 콜로이드의 이동연구는 최근

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들을 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지하연구시설(URL)에서의 콜로이드 이동 상에 한 장실험  장기거동 

검증 실험

완충재로부터 지하수 침식에 의해 발생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향  장

기  거동 실증을 한 연구

암반균열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시의 여과, 암반확산, 수착 등에 한 실험  

 이론  연구

미생물  유기 콜로이드의 이동 특성  향 규명을 한 연구

라. 국내 연구 황

국내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련하여 콜로이드에 한 연구는 199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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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심으로 꾸 하게 수행되어져 왔으나, 본격 이고 집 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단편 이고 소규모의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연구실 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콜로이드 련하여 

수행되어져 온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지하수로부터 채취한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 규명 연구[2.44]

LIBD, ICP-MS  AsymFFFF 등을 이용한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 규명 연

구[2.49]

실리카 콜로이드에 한 우라늄 수착 실험[2.50]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에 한 U, Eu와 Th 수착실험[2.51, 2.52]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침식  벤토나이트 콜로이드 발생 특성 규명 연구[2.53]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안정성에 한 연구[2.54]

다공성 매질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 연구[2.55]

규모 균열 암반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  핵종이동에 미치는 향 평가 실

험[2.56]

균열암반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  크기분포를 가지는 콜로이드의 이동 모델

링 연구[2.57, 2.58]

6. 심부 처분환경에서 핵종/ 물/미생물 복합반응 특성 분석

가. 부식에 한 미생물 향

인공방벽 내에 존재하는 벤토나이트 버퍼층  구리용기의 부식에 해 미생물

 향에 한 연구가 최근 이루어졌다. 토 버퍼층을 지나 구리용기 주변에 존

재하는 미생물은 구리 용기의 부식을 가져올 수 있다. 구리용기 표면에 바이오막을 

형성하거나 황화물을 형성하여 구리용기의 부식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발표되었다. 스웨덴의 SKB는 수 년 간 미생물에 의한 구리용기의 부식에 

해 연구하 다. 주입된 황환원 미생물은 벤토나이트 버퍼층의 도가 2,000 k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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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고 물로 완  포화되어 팽창된다면, 미생물이 생존하기 힘들다는 결과를 얻

었다[2.59, 2.60]. 하지만, 미생물의 생존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미생물의 

역할이 요해짐에 따라 안 성평가에서 미생물 향을 포함시키기로 하 다. 한, 

실험실에서 키운 미생물보다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생존력이 훨씬 강하다는 사

실도 알게 되었다.

나. 미생물에 의한 물 변이

처분시스템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벤토나이트의 주 구성 물인 몬모릴로나이트

(montmorillonite)의 일라이트(illite)화 작용이 미생물 존재 시 매우 빠른 속도로 진

행될 수 있음이 최근 발표되었다[2.61]. 지하심부가 아닌 실내실험 조건( : 기조

건)에서 몬모릴로나이트가 일라이트로 진행되는데, 단 몇 주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

실은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토 안에 Fe 원소를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쉽게 진행

될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몬모릴로나이트가 일라

이트로 변이되는 경우 벤토나이트의 팽균특성이 감소되어 완충재로써의 가능이 크

게 하되어 처분안 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다. 미생물에 의한 가스 생성

미생물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가스는 처분장에 구조 인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하심부 지하수에 생존하는 미생물에 한 연구는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

며, 수소가스가 미생물의 에 지원  자공여체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 다

[2.62]. Äspö HRL의 실험에서 수소가스는 미생물에 의한 아세테이트  황화물 형

성을 진시켰다. 지하 450 m의 자연조건에서 수소의 공 에 의한 최  황화물 형

성 속도는 하루에 약 0.14 mg이다. 철 부식에 의한 수소의 생성  이들의 황화물 

형성은 구리를 부식시키는데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Yucca Mountain 지역은 지하수층이 낮고 유기물 함량이 어 미

생물에 의한 가스 발생의 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WIPP(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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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ion Pilot Plant)의 경우에는 폐기물 내에 미생물에 의해 활용될 수 있는 유기

물  양분이 많아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할 수 있으며, CO2 발생이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측되었다[2.63]. 이러한 CO2 가스의 감방안으로 폐기물 주변에 

충진재로 MgO를 사용하는 방안에 한 연구를 수행 에 있다.

라. 미생물의 핵종 수착 향

미생물에 의한 물표면에 형성된 바이오막에 한 핵종원소들의 수착율을 조

사한 결과, 실험에 사용된 핵종들(Co, Pm, Am, Th, Np, Mo) 부분이 신선한 암석

표면에 한 수착율보다 낮은 값을 보여주었다[2.64]. 하지만, Pm은 바이오막에 

해 높은 수착율을 나타내었다[2.65]. 그리고 미생물로부터 발생된 분비물

(complexing agents)이 핵종들의 이동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2.66].

마. 미생물의 지하수 화학 조

미생물은 지하수 화학에 향을 주며, 매우 빠르게 변화시킨다. 지하수의 산화/

환원 반응은 무엇보다도 크게 향을 받으며, 암석  물의 풍화작용도 상당한 

향을 받는다. 스웨덴의 Äspö HRL과 다른 여러 연구지역에서 암석의 단열에 생

존하는 많은 미생물에 해 연구하 다. 일부 미생물들은 지표면으로부터 유입되면

서 지하수에 함유된 유기물질을 소모하며 생존하기도 하고, 다른 미생물들은 지각

의 맨틀로부터 유래된 메탄 혹은 수소가스를 이용하면서 생존하기도 한다[2.67].

지하심부의 미생물들은 산소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 일부 미생물들은 지 에 

산소가 존재하면 죽는 개체도 있다. 하지만,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은 만일 지 에 

산소가 유입되면 이를 소모하면서 생존할 수 있음이 밝 졌다[2.68]. 만약 산소가 

없다면, 지  미생물들은 6가 황이나 3가 철을 이용하면서 황화물이나 2가 철을 만

들어 낸다. 4가의 망간 물은 미생물에 의해 2가 망간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반응은 

물이 채워져 있는 단열공간에서 주로 진행된다. 한 단열에서 미생물에 의한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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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모 과정을 모델링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2.69]. 단열환경에서 산소의 소모에 

해 단기 으로는 미생물의 향이 극 화되었고 장기 으로는 무기  반응이 지

배하 다.

바. 바이오 물 형성

생물기원의 산화철 물은 주로 철을 함유한 환원지하수가 산소를 하는 환경

에서 만들어진다. 이 게 만들어진 산화철은 미량원소들을 탁월하게 수착한다. 

Äspö HRL 실험결과에 의하면 바이오 산화철은 무기 산화철에 비해 탁월하게 미량

원소들을 수착할 수 있음이 밝 졌다[2.64].

아세테이트생성 미생물  황환원 미생물이 스웨덴의 Äspö HRL 지역  핀란

드의 Olkiluoto 지역 지하심부에서 부분 발견되었다. 아세테이트생성 미생물은 수

소  이산화탄소로부터 아세테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한, 황환원 미생물은 아

세테이트와 수소를 이용하여 황화물을 만들 수 있다. 철의 부식이 심하거나 맨틀로

부터 수소의 공 이 원활할 때, 미생물에 의한 황화물의 생성은 매우 빠르게 진행

된다.

사. 국내 연구 황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핵종과 미생물과의 상호반응에 

한 연구를 재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생물에 의한 핵종들의 나노 물화작용에 

심을 가지고 있으며, 바이오나노입자들의 핵종지연  흡착에 미치는 향 등을 연

구하고 있다.



- 30 -

제 2  기술 상태의 취약성  수

국내의 경우 고 폐기물 처분 련 연구가 1997년 착수되어 선진국의 연구 

기간에 비하면 아직은 기단계이고 참여 인력규모 한 외국에 비하여 상당히 취

약한 상태이다. 고 폐기물 처분의 안 성평가 련기술은 처분시설이 치하는 

부지의 특성에 따라 민감하게 향을 받게 되므로 선진 외국에서의 개발된 기술을 

직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 환경에 용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 핵종들의 지하매질을 통한 이동 

 지연 특성 규명 연구를 통한 복잡한 자연환경에서의 상호작용에 한 이해  

련 기술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게 습득된 기술은 폐기물 리방안 수립, 

고 폐기물의 안 성 평가, 처분부지 선정, 처분장 설계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

이고, 처분의 기술  타당성  평가의 불확실성 감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는 본 과제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는 기 이 거의 없고, 한국지질자원연구

원에서 유사한 연구를 일부 수행하 다고는 하나 연구시설, 인력, 경험 등에서 비교

할 때 60% 정도 수 이라 평가한다. 선진국의 연구기 과 비교할 때 일부 분야는 

80% 이상의 수 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기  악틴족 핵종의 지화학  반응 특성 

연구 분야는 60% 정도를 유지하는 것도 있다. 이는 첨단 분석 장비의 부족에 주로 

기인하므로 국내외 기 의 첨단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면 이러한 

기술격차를 일 수 있을 것이다. 체 으로 선진국의 기술 기 에 약 70% 정도의 

수 에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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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항목
국내 선진국

연구수

연구개발

이 이

후

고

핵종의 

지화학 

반응  

수착특

성 규명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심으

로 일부 핵종들에 한 단편

 연구결과 도출

▪심부 처분환경에서 지화학반

응 연구는 첨단장비  인력

/ 산 부족으로 자체 기술자

료 도출 한계

▪수착특성은 다양한 매질에 

한 실험  자료 도출

▪미시  에서의 메커니즘 

규명 연구가 부족하 음

▪안 성평가를 한 체계 인 

자료 구축  활용의 방법론

이 부재

▪선진국은 자체자료 D/B를 

확보하고 안 성 평가를 

한 활용시스템 구축 

▪독일, 랑스, 일본 등을 

심으로 분자  수 의 미시

 연구를 통한 메커니즘 규

명연구에 집 하고 있음

▪스웨덴, 핀란드, 미국 등은 

처분사업화 용을 한 기

술자료의 보완, 활용방법론 

개발, 불확실성 감소를 한 

연구 등을 수행 임

70 85

지하시

험시설

을 활용

한 핵종

이동  

지연특

성 실증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심으

로 1 m 규모의 형 균열암

반이나 시추코어를 이용한 

실험실 규모의 실증실험이 

수행되었음

▪캐나다 AECL과 공동연구로 

실험실 규모의 암반을 통한 

핵종  콜로이드 이동연구

가 수행된 바 있으나 장 

실험은 수행된 바가 없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하

처분연구시설을 2006년 11월

에 공하여 운  시작하

음

▪캐나다, 스웨덴, 스 스 등에

서는 URL을 활용한 핵종이

동  지연 특성에 한 다

양한 장실험을 자체 으로 

 국제공동연구로 추진해 

왔음

▪최근엔 스 스 Nagra의 

GTS에서 균열암반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에 한 국제

공동연구(CFM)를 수행 임

▪스웨덴의 Äspö에서는 독일

과 공동으로 악틴족 원소를 

이용한 장 이동실험인 

CHEMLAB Project를 수행

한 바 있음

60 75

표 2.2.1. 기술 상태의 연구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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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항목
국내 선진국

연구수

연구개발

이 이

후

핵종이

동  

지연에

서 지하

매질과

의 장기

거동 

향 평가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

원에서 호주 쿵가라 우라늄

에 한 국제 자연유사연

구에 일부 참여한 이 있으

나 본격 인 연구를 수행한 

바는 없음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

원에서 수착실험  측되는 

우라늄의 지하매질과의 상호

작용  메커니즘에 한 연

구를 일부 수행한 바 있음

▪국내 지하매질을 상으로 

고  핵종들의 장기거동에 

한 평가 연구는 거의 수행

된 바가 없음

▪호주, 캐나다, 아 리카, 남

미 등 우라늄  주변지역에 

한 범 한 자연유사 연

구를 국제공동연구로 추진하

음

▪자연유사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처분장의 장기 안 성  

핵종들의 장기거동을 규명하

기 한 연구들이 수행 임

▪다양한 첨단 분석장비들을 

활용하여 미시  에서 

메커니즘과 상호작용을 분석

하여 국제 명 학술지 등에 

발표하고 있음

50 70

핵종이

동  

지연에

서 물

/미생물 

복합반

응 향 

평가

▪국내에서는 련 분야에 

한 문가들이 학을 심

으로 몇 분 있지만 핵종을 

취 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로젝트를 수행한 은 없

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련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지하시험시설 지하수에 존재

하는 호기성 미생물에 한 

분석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최근 스웨덴, 미국, 랑스, 

일본, 독일 등을 심으로 처

분에서 미생물의 역할  핵

종이동에 미치는 미생물의 

향에 한 다양한 연구들

이 본격 으로 수행되고 있

음

▪미생물의 요성  향에 

한 연구결과들이 Nature 

등 주요 학술지에 게재되어 

발표되고 있음

40 60

표 2.2.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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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앞으로의 망

최근 선진국에서는 지 까지 개발된 처분기술이 실제 처분장에 용되었을 때 

이론   실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한 것과 잘 일치하는가에 한 확인연

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처분시스템의 구성요소 에서 고 폐기물을 직  포

함하고 있는 공학 방벽의 특성, 그리고 처분장 주변 단열암반을 포함하는 천연방

벽에서 방사성핵종 이동  지연특성을 실증하는 것은 처분의 안 성, 나아가서는 

처분 자체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매우 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선진 외국에서도 처

분개념이 제안되면, 제안된 처분개념에 해 주요 구성요소의 거동을 필수 으로 

실증한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시스템을 확정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핵종과 지하매질의 상호작용에 한 연구는 몇 가지 연구 가능한 핵종

들을 심으로 충실하게 수행되어져 왔다. 분자수 의 미시  연구를 통한 상호작

용 규명, 다양한 고  핵종들을 이용한 연구, 심부지질 장 조건 실험 등과 같은 

첨단 분야에 한 연구는 산  인력 등의 문제로 매우 제한 으로 수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는 문성을 갖춘 연구원을 심으로 외부기 들과의 유

기  연구 력 체제 구축을 통한 고가의 첨단 장비의 활용 등을 통해 충분히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특히 국내 처분연구의 숙원사업으로 건설한 지하처분

연구시설(KURT)에서 수행할 장시험에는 경험부족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상되

지만 외국 문가 활용, 외국 지하시험시설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연구효율을 

높임으로서 국제  수 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선진국에서는 각국의 고유한 처분장 부지특성  처분방식에 따라 방사성폐기

물 처분안 성 평가를 한 기술을 독자 으로 개발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외국과 

다른 독자 인 기 처분시스템을 제안하고 있고, 자연환경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형처분시스템의 실증에 외국의 기술을 그 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에

서 자국의 환경에 맞추어 개발된 기술을 면 으로 도입하는 것은 안 하고 경제

인 처분을 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공동연구 참여 등으로 국내 기술개발 

결과의 타당성 입증을 한 선진기술의 응용  도입 활용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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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심부처분환경에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특성 규

명

1. 연구 개요

사용후핵연료 혹은 고 방사성폐기물을 안 하게 생태계와 격리시키기 하

여 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들을 내부식성 속용기에 넣은 다음, 지하 수 백 m의 

심부지하에 처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속용기의 부식 후, 사용후핵연

료 혹은 고 방사성폐기물이 하는 지하환경은 우리가 일상 으로 하는 자연

계의 환경과 다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하환경에서 방사성 핵종들의 거동을 

측하기 해서는 지하 수 백 m의 처분공에서 장실험을 직  시도하거나, 실험실

에서 이와 유사한 조건을 갖는 환경을 조성하여 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실험

을 해 당 부서에서는 지하연구시설(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을 굴착하 으나, 이 시설에서는 방사성물질 사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새로운 방사성물질 사용 실험실을 구축하 으며, 이 실험실에 지하환경 

분 기 조성을 한 러 박스(glove box)들을 설치하여 실험하 다.

고 폐기물에 존재하는 유독성 핵종  악틴족 원소는 반감기가 긴 동 원소

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장에서 수만 년이 경과한 후 해도가 큰 핵종들의 

주를 이룰 것이다. Th(IV)을 제외한 악틴족 원소는 주변환경에 따라 산화수가 달라

지는데, 부분 3∼6가의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고 폐기물 처분장 지하심부의 

환원조건에서는 5가와 6가의 악틴족 부분이 3가와 4가의 산화수로 환원될 것으로 

상되는데, 이 환원 는 그림 3.1.1과 같이 핵종에 따라 서로 다르다[3.1.1]. 4가

의 핵종들은 성 역의 지하수에서 용해도가 매우 낮고, 콜로이드를 형성하는 등 

매우 복잡한 성질을 가지므로 실험 으로 화학종을 찰하기가 쉽지 않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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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3.1.2]. 따라서 간단한 용액조건에서 각 악틴족 원소들에 한 열역학데이터

를 측정하여, 이를 토 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지하수에서 악틴족 원소의 화학종

과 용해도를 측하기 한 지화학코드가 개발되었다.

그림 3.1.1. pH = 8.1과 이온강도 = 0.7 M에서 우라늄, 넵투늄, 루토늄의 환원 .

그림 3.1.2. 자연수계에서 이동도를 결정하는 핵종들의 화학  상태들.

그러나 지화학코드를 이용한 계산결과는 지하수의 조성이 서로 유사함에도 불

구하고 크게는 수천 배까지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당 연구원의 

화강암 터 (KURT)에서 채취한 지하수를 이용하여 우라늄, 토륨, 넵투늄, 아메리슘

에 한 용해도 실험을 수행하 으며, 지화학 코드를 이용하여 이 핵종들의 용해도 

 용해 화학종을 계산하 다. 한, 이들 결과를 국내외 실험 혹은 지화학코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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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여 얻은 결과들과 비교하여 국내 심부 지하수에서 악틴족 원소들의 용해도 

 화학종을 측하고자 하 다.

2. 실험시설  장치

가. 방사성물질 사용 실험실 구축

당 부서에서는 2005년도에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내에 지하연구시설(KURT)을 

굴착하 다. 그러나 이 연구터 은 지하수의 오염 가능성 때문에 방사성 핵종의 사

용이 지되어 있으므로 실제 핵분열생성물이나 악틴족 원소를 사용할 수 없다. 따

라서 방사성 핵종을 상으로 한 실험은 실제 국내 환경에서 채취한 지하수나 암반 

등을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하여 본 과제에서는 2007년에 

새로운 방사성물질 사용 실험실을 구축하 으며(그림 3.1.3), 이 실험실에 지하환경 

분 기를 조성하기 한 러 박스(glove box)들을 설치하 다. 2009년 재 실험

실에 3개의 러 박스가 설치되었는데, 이들을 이용하여 암반 매질  완충재에 

한 핵종의 흡․탈착 실험, 지하수  핵종의 용해도  화학종 규명, 미생물에 의

한 핵종의 산화수 변화 혹은 물화 반응에 미치는 향 등에 한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특히, 2008년 새로 구입․설치한 성능이 향상된 러 박스(습식실험용+

학실험용: 1.5+1인용)는 심부지하의 방사성폐기물 처분환경을 보다 유사하게 모사하

기 하여 주문 제작하 다(그림 3.1.4).

이 러 박스는 산소농도를 최 한 낮게 유지하기 하여 산소제거 장치로 기

존의 구리분말 신에 팔라듐 분말을 사용한다. 주로 산화/환원 환경에 민감한 악틴

족 원소와 같은 방사성 핵종의 화학  특성 실험은 기화학 장치가 부착된 습식실

험용 러 박스(1.5인용)에서 수행하 고, 조제된 시료의 핵종 농도  화학종은 

이  등 원 조사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학용 러 박스(1인용)로 이동하여 

분석한다. 이 두 러 박스는 사각 T-antechamber를 통하여 서로 연결됨으로서 

기 없이 시료의 이송이 가능하다. 한편, 각각의 로 박스에는 독립 으로 

정제장치가 있어 내부의 불활성기체(아르곤 가스)가 정제장치를 통해 순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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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농도 이하의 산소  수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3.1.3. 방사성물질 사용 실험실 내부 평면도.

그림 3.1.4. 실험실에 설치된 1.5+1인용 (습식실험용+ 학용) 러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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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로 박스의 사용 조건  성능은 다음과 같다.

습식실험용 러 박스 : 아르곤 가스 환경 (산소 1 ppm 이하)

학용 러 박스 : 아르곤 가스 환경 (수분  산소농도가 1 ppm 이하)

사각 T-antechamber : 진공 배기 (도달 진공도: 5×10-3 torr 이하)  아르곤 

가스 purge

러 박스 본체의 내하  : 100 kg 이상

기 성 : 3×10
-10
 std.cc/sec 이하; 러 박스 내부의 압력을 -100 mmAq로 

조 하고 2 시간 방치 후, 내부압력이 -80 mmAq 이하를 유지함

습식실험용 러 박스에서 얻은 시료용액에 포함된 핵종의 정량, 화학종  콜

로이드를 분석하기 하여 그림 3.1.5와 같은 Nano-Particle Analyzer/ 

Laser-Induced Breakdown Detection(NPA/LIBD) 장치를 2010년에 구축할 정이

다[3.1.3]. 이를 하여 이  발생장치(Nd: YAG solid laser)  미경, 검출기의 

부속부품을 구매 계획 에 있다. 한, 이들을 설치하기 한 optical board를 러

박스 바닥에 미리 설치하 으며, 러 박스 밖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송하기 

한 optical fiber를 설치할 목 으로 러 박스 상부에 몇 개의 ports를 부착하

다.

(a) laser

(c) energy detector

(e) cuvette

(g) microscope

(i) computer

(b) beam splitter

(d) lens

(f) nuclides in samples

(h) camera

그림 3.1.5. NPA/LIBD 기기의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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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화학반응 실험을 한 실험장치

습식실험용 러 박스에는 산화/환원 (Eh)에 민감한 핵종의 거동을 측정하

기 하여 용액의 산화/환원 를 조 할 수 있는 기화학셀(그림 3.1.6)을 설치하

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 박스 밖에 컴퓨터로 제어하는 미국 

Gamry 사의 Potentiostat/Galvanostat로부터 조 된 압 혹은 류를 feed 

through 연결핀을 통하여 러 박스 안으로 공 하 다.

 

Teflon
® 

Stirring bar 

pH electrode 

Working electrode 

Vycor
TM 

glass 

Ground water

Counter electrode

Reference electrode 

(SCE)  

Syringe 

Eh electrode 

Filter

Septum

그림 3.1.6. 기화학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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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압 혹은 류는 그림 3.1.6에서와 같이 기화학셀의 기 극, 상 극, 

일 극(working electrode)에 연결되어 용액의 산화/환원 를 조 한다. 상 극 

 일 극에 (-) 압을 많이 걸어 수록 용액의 Eh 값이 더 낮아진다. 이 기화

학셀은 용액의 산화/환원 에 따라 용해도  화학종이 변하는 핵종의 지하환경

에서 거동 특성에 한 정보를 얻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 기화학셀 제작을 해 

사용된 각 구성부품의 규격  성능은 다음과 같다.

(1) Potentiostat/Galvanostat

① 모델명 : Gamry Reference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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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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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 17 mm, ID 15 mm)에 넣은 용액에 담

Eh 극 : 용액의 산화/환원 정도를 측정하기 한 극(ORP combination 

electrode, BNC type, Fisher 13-620-81)

pH 극 : 용액의 pH 측정

③ 시료채취

용액시료 채취시 러 박스내에 존재하는 미량의 산소에 의한 용액의 Eh변

화를 방지하기 하여 기화학셀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사용하는 sep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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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착시켰다. 이를 이용하면 그림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사바늘과 주

사기 사이에 필터를 연결하여 러 박스 내 잔류할 수 있는 산소와 없

이 바로 여과하면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3. 악틴족 원소의 용해도  주 용해 화학종

가.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토륨, 넵투늄, 아메리슘의 용해도 측정

(1)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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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패커시스템을 사용하여 채취하 다. 지하수 보 용기로는 50 L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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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에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 지하수를 장기 보 하거나 러 박스 내 

장기실험을 할 경우 지하수의 Eh값이 증가할 수 있다.

우라늄, 넵투늄, 루토늄과 같은 악틴족 원소는 Eh에 민감하므로, 모사 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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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하여 실험을 inert 환경의 러 박스에서 수행함은 물론 

상당량의 환원제를 용액에 첨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KURT 지하수와 같이 이온강

도가 낮은 지하수에 환원제를 첨가할 경우, 첨가된 환원제의 향을 배제할 수 없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환원제 첨가 신 에서 설명한 기화학셀(그림 3.1.6)을 

사용하여 용액의 Eh 값을 조 하 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보다 심부의 지하수 조

건(낮은 Eh 조건)을 얻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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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Concentration

(mg/L)
Other properties

Na 17.4 Depth (m) 140∼150

K 0.26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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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0
-2

Li 1.7×10
-2

Sr 0.27

Al 1.6×10-2

W 1.9×10
-2

Fe 5.0×10
-2

Ba 9.0×10
-2

Mo 3.8×10
-2

표 3.1.1. KURT borehole로부터 채취한 지하수의 지화학 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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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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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UO2와 ThO2의 XRD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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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

고, 0.05 M 되게 hydrazine을 첨가한다.

② 용액을 어주면서 온도를 50±5°C로 맞춘다.

③ Feed solution을 0.05 M ascobic acid 농도로 맞춘다.

④ 넵투늄을 침 시키기 하여 충분량의 1 M oxalic acid를 30∼45분동안 서서

히 가한다.

⑤ 슬러지에 과량의 0.1 M oxalic acid가 되게 넣는다.

⑥ 슬러지를 어주면서 50±5°C에서 30분동안 방치한다.

⑦ 슬러지를 상온으로 냉각시킨 후 여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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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세척액에서 넵투늄 회수를 해 따로 모아둔다.

 Washed cake을 기 에서 건조시킨다.

 생성된 Np-oxalate (Np(C2O4)․6H2O)를 용 로에 넣고, 온도를 1시간이상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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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150°C까지 올린다.

 150°C에서 1시간 방치한다.

 1시간이상 걸려 500∼550°C까지 올린다.

 이 온도에서 2시간 방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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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NaOH를 가하여 pH 12이상 용액을 만들면 침 이 형성되는데, 이 침 을 

10,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제하고 러 박스에서 건조하여 시

료로 사용하 다.

(나) 용해도 실험

실험에 사용한 러 박스는 산소제거 장치를 이용하여 러 박스 내부의 산

소농도를 10 mg/L 이하로, CO2 농도는 0.1 mg/L이하로 유지하 다. 아메리슘의 경

우를 제외하고, KURT 지하수에 핵종 산화물 0.1 g을 넣은 후 반응용액의 Eh를 

-0.2∼-0.44 V로 조 하 다. Eh와 pH가 안정된 상태에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 

약 20 mL의 시료용액을 채취하 다. 시료용액 채취시 러 박스내에 존재하는 미

량의 산소 향을 방지하기 하여 주사기를 사용하 다. 기화학셀에 부착된 

septum을 통해 주사바늘과 주사기 사이에 0.22 µm 필터(Millex®GP PES)를 연결하

여 여과하면서 시료를 채취하 다. 그 후 바로 이 용액을 3∼5 nm pore size 

membrane ultrafilter(Millipore)로 재필터함으로써 용액  존재할 수 있는 콜로이드

를 제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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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높아 납 차폐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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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액의 pH는 NaOH와 HClO4를 첨가하여 조 하 다. 

한, 20 nm pore size filter(Millipore)를 사용하여 용액을 여과하 는데, 필터흡착에 

의한 아메리슘 농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하여 기존의 낮은 농도의 침 이 없는 용

액을 동일 종류의 필터로 여과함으로써 필터에 의한 향을 측정하 다.



- 45 -

용해도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시료  우라늄과 토륨의 농도는 Indu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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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으며, 넵투늄과 아메리슘은 Liquid Scintillation Analyzer(LSC, Packard, 

2500TR/αβ)로 측정하 다.

(3) 실험결과

(가) 우라늄과 토륨의 용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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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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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를 각각 그림 3.1.8와 그림 3.1.9에 나타내었다. Eh = -0.2 V에서 실험 기 우라

늄과 토륨의 높은 농도는 지하수의 기 Eh 값이 높은 상태에서 산화/환원 가 

안정화됨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단된다. 상기조건에서 35일의 반응시간이 경과

한 후 우라늄과 토륨의 농도가 각각 10
-8
, 10

-7
 mol/L 이하로 나타났으며, 상과 달

리 pH = 8.1와 Eh = -0.2 V 조건에서 토륨의 농도가 우라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8. 다양한 pH와 Eh 조건에서 용해시간에 따른 우라늄의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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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다양한 pH와 Eh 조건에서 용해시간에 따른 토륨의 농도변화.

(나) 넵투늄 용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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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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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 변화에 따른 넵투늄의 농도변화를 그림 3.1.10에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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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mol/L 역

에서 나타났으며, Eh = -0.3 V 이하, pH 11.8 이상의 조건에서는 넵투늄의 농도가 

5×10-9 mol/L 이하로서 LSC의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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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다양한 pH와 Eh 조건에서 넵투늄의 농도변화.

(다) 아메리슘 용해도

KURT 지하수의 Eh를 미리 -0.2 V로 조 한 약 10 mL 용액에 Am(OH)3을 

1.2 mg 넣어 실험하 다. 이러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반응기간에 따라 용액의 Eh

값이 변할 수 있는데, 아메리슘의 경우는 일반 지하수에서의 용해도가 Eh 값에 따

라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nm pore-size filter(Millipore)의 필터흡착에 의한 아메리슘 농도 감소를 측

정하기 하여 낮은 농도의 침 이 없는 용액을 동일 종류의 필터로 여과한 결과, 

여과후 용액의 농도가 약 25% 감소하 다. 따라서 이 값을 기 으로 시료의 농도를 

보정하 는데, 시료와 아메리슘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보정방법이 정확하진 

않으리라 생각된다. 용액  pH가 8.1, 11.0, 12.4일 때, Am(OH)3로부터 용해된 아메

리슘의 농도는 각각 6.6×10
-8
, 7.0×10

-10
, 4.6×10

-10
 mol/L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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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 핵종들의 용해도  용해 화학종 계산

실험에 사용한 KURT 지하수 조건에서 핵종들의 용해도를 세계 으로 리 사

용되는 지화학 코드인 PHREEQC(Ver. 2)를 사용하여 계산하 다. 열역학 데이터로

는 주로 OECA/NEA(2003년)[3.1.4]와 Nagra/PSI(2002년)[3.1.5]의 열역학 데이터를 

사용하 다.

체로 악틴족 원소는 침  기에 비결정질 상태로 존재하다가 시간이 경과하

면서 차 보다 안정 인 결정질로 변할 수 있는데, 비결정질 고체를 SLSP로 사용

할 경우 보다 보수 인 용해도를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우라늄의 용해도  주 용해화학종

실험용액과 동일한 pH  Eh 조건에서 KURT 지하수에 용해된 우라늄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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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H2O  Log Ks,0 = 0±2)를, UO2(am, hyd)는 OECD/NEA 데이터(UO2(am, hyd) + 

2H2O = U
4+
 + 4OH

-
  Log K = -54.5)를 사용하 다. 이를 PHREEQC(Ver. 2)으로 

계산한 결과, UO2(s)와 UO2(am, hyd)로부터 용해된 우라늄의 농도는 각각 7.8×10
-12

∼7.1×10-7( 심값 7.8×10-10∼7.1×10-9)와 2.4×10-8∼2.3×10-7 mol/L로 나타났다(표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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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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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원환경에서 pH의 값이 높을 경우 수산화물이 주 화학종으로 계산되었다.



- 49 -

SLSP pH
Eh

(V)

Concentration

(mole/L)

Dominant

Species
(%)

UO2(s)

[UO2(am, 
hyd)〕

8.1 -0.2

7.8×10-10 a

(7.8×10
-8
∼7.8×10

-12
) 

b

[2.4×10
-8
] 

c

UO2(CO3)3
4- 

UO2(CO3)2
2-

U(OH)4

57

27

13

9.8 -0.3

4.0×10
-9 a

(4.0×10
-7
∼4.0×10

-11
) 

b

[1.3×10-8] c
UO2(CO3)3

4-
90

11.4 -0.4

7.1×10-9 a

(7.1×10
-7
∼7.1×10

-11
) 

b

[2.3×10
-7
] 

c

UO2(OH)3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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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2. PHREEQC(Ver. 2) 코드로 계산한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의 용해도  

주 용해화학종

(2) 토륨의 용해도  주 용해화학종

우라늄과 같은 방법으로 KURT 지하수에 용해되는 토륨의 용해도를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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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H2O,  

Log Ks,0 = 9.9±0.8)를, Th(OH)4(am)는 데이터(Th(OH)4(am) + 4H+ = Th4+ + 

4H2O, Log Ks,0 = 8.99)[3.1.6]를 사용하 다. 이를 이용하여 지화학코드로 계산한 결

과, ThO2(s)와 Th(OH)4(am)로부터 용해된 토륨의 농도는 각각 9.0×10
-9
∼1.2×10

-6
 

( 심값 3.3×10-8∼1.9×10-7)과 4.1×10-9∼2.3×10-8 mol/L로 나타났다(표 3.1.3). 그러

나 Th-OH-CO3의 ternary 화학종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Th(OH)4(am)를 이용하

여 계산한 결과는 표 3.1.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모두 1.0×10
-8
 mol/L 이하로 실

험값과 차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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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P pH
Eh

(V)

Concentration

(mole/L)

Dominant

Species
(%)

ThO2(s)

〔Th(OH)4

(am)]

8.1 -0.2

1.9×10-7 d

(1.2×10
-6
∼3.0×10

-8
) 

e

[2.3×10
-8
] 

f

Th(OH)3CO3
-

Th(OH)4

Th(OH)2(CO3)2
2-

72

14

13

9.8 -0.3

1.0×10
-7 d

(6.3×10
-7
∼1.6×10

-8
) 

e

[1.3×10-8] f

Th(OH)3CO3
-

Th(OH)4

Th(OH)2(CO3)2
2-

69

24

7

11.4 -0.4

3.3×10-8 d

(1.9×10
-7
∼9.0×10

-9
) 

e

[4.1×10
-9
] 

f

Th(OH)4

Th(OH)3CO3
-

Th(OH)4CO3
2-

76

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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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3. PHREEQC(Ver. 2) 코드로 계산한 KURT 지하수에서 토륨의 용해도  

주 용해화학종

SLSP Condition
Ternary 
species

Concentration

(mol/L)

Dominant 
species

Th(OH)4(am)

pH=8.1 & 

Eh=-0.2 V

with 2.3×10-8 Th(OH)3CO3
-

without 3.2×10-9 Th(OH)4(aq)

pH=11.4 & 

Eh=-0.4 V

with 4.1×10
-9

Th(OH)4(aq)

without 3.1×10
-9

Th(OH)4(aq)

표 3.1.4. Ternary species를 고려유무에 따라 PHREEQC(Ver. 2) 코드로 

계산한 KURT 지하수에서 토륨의 용해도  주 용해화학종의 비교

주 용해 화학종으로는 Th(OH)3CO3
-와 Th(OH)4로 나타났는데, pH = 8.1∼9.8에

서는 Th(OH)3CO3
-
가, pH = 11.4 이상에서는 수산화물이 주 용해화학종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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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넵투늄의 용해도  주 용해 화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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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가 

OECD/NEA와 Nagra/PSI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하 다. 한

편, Np(OH)x(CO3)y
4-x-2y

의 존재여부  데이터가 문헌에 따라 다르므로 

OECD/NEA에서 이 화합물에 한 존재 가능성에 하여 언 은 하 지만 열역학

데이터를 수록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Np(OH)x(CO3)y
4-x-2y가 존재하지 않은 경

우와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계산하여 보았다. Np(OH)x(CO3)y
4-x-2y

에 한 열역학 

데이터는 Neck 등[3.1.7]과 Eriksen 등[3.1.8]이 주장한 값을 지화학코드에 입력하여 

계산하 다. 이들 계산결과를 표 3.1.5와 표 3.1.6에 나타내었다.

Ternary 화학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환원조건의 성이상 pH 용액에서는 넵

투늄의 용해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주된 용해 화학종으로 Np(OH)4(aq)

가 계산되었다. 그러나 OECD/NEA와 Nagra/PSI의 열역학데이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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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화학

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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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학종 평형상수를 입력하여 계산하면, 넵투늄의 농도가 9.1×10
-9
∼1.3×10

-8
 mol/L로

서, OECD/NEA 열역학 데이터와 Neck의 ternary 평형상수로부터 얻은 결과 

(5.4×10-9∼9.2×10-9 M) 보다 조  높게 나타났다. Eh = -0.2 V에서 실험결과가 계

산값보다 조  높으나, 1 승수 이내에서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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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 

constant of

Np(OH)4(aq)

Solubility product 

of NpO2(am, hyd)
Eh(V) pH

Np(OH)4(aq) 

(mol/L)

without 

considering 

ternary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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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l/L)

[3.1.7] [3.1.8]

log K = -8.3

(OECD/NEA)

NpO2 + 2H2O = Np
4+
 

+ 4OH
-
 

log K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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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K = -9.8

(Nagra/PSI)

NpO2 + 4H
+
 = Np

4+
 + 

2H2O 

log K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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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5. PHREEQC(Ver. 2) 코드로 계산한 KURT 지하수에서 넵투늄의 용해도  주 용해화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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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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6. Ternary species를 고려하여 계산한 KURT 지하수에서 넵투늄의 주 

용해화학종

(4) 아메리슘 용해도  주 용해 화학종

아메리슘의 용해도  주 용해 화학종을 계산하기 한 SLSP로서 

Am(OH)3(am)와 AmOHCO3(am)를 사용하 다. 산화/환원 의 향을 보기 하

여 여러 Eh값에서 계산하여 그 결과를 표 3.1.7과 그림 3.1.11에 나타내었다. 표 

3.1.7에서 보듯이 Am(OH)3(am)와 AmOHCO3(am)로부터 용해되어 나온 아메리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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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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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도를 결정하나, 그 pH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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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Am(OH)3(am) 자체가 아메리슘의 농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두 고체로부터 계산된 주 용해 화학종의 비(%)는 동일하 다. 아메리슘 역시 약 

pH 10.5 까지는 지하수내 주 용해 화학종이 탄산화합물이나, 그 이상에서는 수산화

물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pH Eh (V)

SLSP

Dominant species 

(%)

Am(OH)3 

(am)

AmOHCO3

(am)

Concentration (mol/L)

8.1 0.3, 0, -0.2 3.9×10
-5 8.2×10-7 AmCO3

+
      66

Am(CO3)2
-    31

8.5 0 8.6×10
-6 4.7×10-7 Am(CO3)2

-
    52

AmCO3+      45

9.5 0.3, 0, -0.2 2.8×10
-7 2.1×10-7

Am(CO3)2
-    81

AmCO3
+
     10

Am(OH)2
+
     7

9.5 -0.4 2.1×10
-7 1.9×10-7

Am(CO3)2
-
    77

AmCO3
+
      11

Am(OH)2
+     10

10.5 0 5.9×10-9
1.3×10

-7 Am(CO3)2
-    50

Am(OH)2
+
     36

11.0 0.3, 0, -0.2 1.4×10-9
2.2×10

-7 Am(OH)2
+     50

Am(OH)3      37

11.5 0 7.2×10-10 1.×10-6
Am(OH)3      69

Am(OH)2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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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H)2
+
      4

12.5 -0.4 5.2×10-10
7.0×10

-5 Am(OH)3      96

Am(OH)2
+      4

13.5 0 4.8×10-10
1.0×10

-2
Am(OH)3      99 

표 3.1.7. PHREEQC(Ver. 2) code로 계산한 KURT 지하수에서 아메리슘의 

용해도  주 용해화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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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SLSP로서 Am(OH)3(am)와 AmOHCO3(am)를 가정하여 

PHREEQC(Ver. 2)로 계산한 KURT 지하수에서의 아메리슘의 농도.

(5) 루토늄 용해도  주 용해 화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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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Pu(III)이 우세하고, 성  알칼리 역에서는 Pu(IV)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3.1.6].

루토늄의 용해도  주 용해 화학종을 계산하기 한 SLSP로서 

Pu(OH)4(am)와 PuO2(am, hyd)가 언 되나[3.1.6, 3.1.9], Pu(OH)4(am)의 열역학데이

터 값이 KAERI와 SKB 사이에 무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KURT 지하수에 

루토늄의 용해도 계산을 하여 PuO2(am, hyd)만을 사용하 다. 그러나 이 값도 

성이나 알칼리성 용액에서는 부 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3.1.4]. 한, pH 

8이하의 용액에서 Pu2(CO3)3(am)를 SLSP로 선정한 문헌도 있다[3.1.10]. 루토늄에 

해서는 본 연구실에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우라늄, 토륨과 동일조건의 KURT 

지하수 조건에서 계산하 으며, 그 결과를 표 3.1.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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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에서 보듯이 KURT 지하수에서 PuO2(am, hyd)의 용해도가 다른 악틴족

의 우라늄, 토륨, 넵투늄, 아메리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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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된다.

SLSP pH
Eh

(V)

Concentration

(mole/L)

Dominant

Species
(%)

PuO2(am, 
hyd)

8.1 -0.2 3.3×10
-10

Pu(OH)3CO3
-
 

Pu(OH)2(CO3)2
2-

Pu(OH)4(aq)

82

13

4

9.8 -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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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0
-11

Pu(OH)4CO3
2-

Pu(OH)3CO3
-
 

Pu(OH)4(aq)

64

16

16

표 3.1.8. PHREEQC(Ver. 2) code로 계산한 KURT 지하수에서 루토늄의 

용해도  주 용해화학종, SLSP로서 PuO2(am, hyd)가 사용됨

다. 타 연구결과와의 용해도 비교  논의

McKinley 등[3.1.11]은 고 폐기물의 성능평가를 한 각국의 용해도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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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들 용액에서 몇 가지 핵종들의 용해도 결과  주 용해화학종을 수록하 다

(표 3.1.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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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외국의 근계에서 고려하는 기  SL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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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0. 결정질 암반에서 외국의 표 지하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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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 외국의 표  벤토나이트 공극내 지하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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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 외국에서 고려하고 있는 방사성핵종들의 용해도 표 값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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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3. 외국의 근계에서 고려하는 지하수내 기  주 용해화학종

(1) 우라늄

KURT 지하수에서 겉 표면에 기와 에 의한 약간의 U3O8가 포함된 

UO2(cr) 분말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PHREEQC를 이용하여 실험조건에서 계

산한 결과를 국 Drigg 처분장의 지하수에서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하여 그림 

3.1.12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지화학코드로 계산한 값의 표시는 SLSP로서 

UO2(s)로부터 얻은 체 역의 값이 무 넓은 범 를 차지하므로 심값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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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UO2(am, hyd)로부터 얻은 값과의 역을 막 로 표시하 다. 한, 25°C

에서 사용후핵연료 혹은 simfuel, UO2를 넣고 화강암 지하수에서 얻은 외국 실험값

들을 표 3.1.14에 나타내었다.

그림 3.1.12. 다양한 pH에서 우라늄의 용해도에 한 본 연구  문헌치와의 

결과 비교(본 연구의 측정값과 지화학코드 결과를 각각  와  로 표시함).

표 3.1.14. 다양한 용액조건에서 우라늄 용해도에 한 문헌값들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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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라늄의 용해도는 외국 결과와 본 실험결과 

모두 유사한 역에서 나타났다. 그림 3.1.13에서 pH = 11.4, Eh = -0.4 V 역에서 

계산치보다 조  낮게 나타났으나, 용해도가 반응기간에 따라 조  증가하는 경향

을 감안한다면 외국의 실험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 연구원에서 

원지하수(J-1)와 유성지하수(K1, K2, K3) 조건에서 지화학 코드 MUGREM을 이

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우라늄의 농도가 1.46×10
-5
∼3.58×10

-4
 mol/L로 매우 크게 나

타났는데, 이는 탄산농도가 2.72×10-4∼1.26×10-3 M, pH가 9.1∼10.1, Eh가 -0.13∼

-0.23 V를 고려한다고 해도 본 실험값  외국의 데이터보다도 큰 값에 해당한다. 

본 실험결과  지화학코드를 이용한 계산결과, 그리고 외국의 문헌값 등을 고려해 

볼 때 pH가 8.1∼11.4와 Eh값이 -0.2 V 이하인 KURT 지하수 조건에서 UO2로부터 

용해되어 나온 우라늄의 농도는 1×10
-7
 mol/L 이하로 단된다. 그림 3.1.13의 

shaded area에서 탄산이온과 sulfate 농도와 각각 67.5, 108 mg/L인 지하수에서 

PNNL 결과도 우라늄의 농도가 1×10-7 mol/L 이하로 보고되었다[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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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O2(CO3)3
4-
와 UO2(CO3)2

2-
 같은 U(VI)

 
탄산화물이 주를 이룬 반면, pH = 11.4, Eh 

= -0.4 V와 같이 강환원 조건과 강알칼리 용액에서는 수산화물이 주 화학종으로 나

타났다. 이는 MUGREM 계산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그림 3.1.13. 우라늄의 pH-Eh Diagram[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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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륨

KURT 지하수에서 ThO2(cr) 분말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PHREEQC를 이

용하여 실험조건에서 계산한 결과를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하여 그림 

3.1.14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지화학코드로 계산한 값의 표시는 우라늄과 같은 

방식으로 SLSP로서 ThO2(s)로부터 얻은 토륨 농도의 심값과 ThO2(am, hyd)로

부터 얻은 값과의 역을 막 로 표시하 다. 본 실험결과는 실제 ThO2(cr)를 사용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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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도가 

우라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탄산이온이 포함되지 않은 외국데이터보다 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은 토륨이 Th(OH)x(CO3)y
4-x-2y

 형태의 ternary 용해성 화합물

을 형성하는 것으로 단한다. 만약 이 ternary 화합물의 열역학데이터 없이 계산하

을 경우, KURT 지하수 조건에서 토륨의 용해도는 1×10-8 mol/L 이하로 나타났

다. 약 알칼리 용액조건에서의 주 용액화학종으로서 Th(OH)3CO3
-
는 MUGREM 계

산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용액  탄산농도의 증가는 토륨의 용해도를 

높일 것으로 상한다. 그러나 pH = 11.4, Eh = -0.4 V와 같이 강한 환원조건과 강

알칼리 용액에서는 우라늄과 유사하게 수산화물이 주 화학종으로 나타났다.

실험  계산결과, 그리고 외국 데이터와의 비교로부터 토륨산화물로부터 용해

된 토륨의 농도는 Eh값이 -0.2 V 이하이고, 탄산농도가 1 mM 부근인 이온강도가 

낮은 화강암 지하수 (일반 인 국내 심부 화강암 지하수 조건)에서는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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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5)[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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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다양한 pH에서 토륨의 용해도에 한 본 연구  문헌치와의 결과 

비교(본 연구의 측정값과 지화학코드 결과를 각각  와  로 표시함).

그림 3.1.15. pH와 탄산농도 변화에 따른 토륨 용해도 변화[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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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넵투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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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조건에서 계산한 결과를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하여 그림 3.1.16에 나

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지화학코드로 계산한 값의 표시는 OECD/NEA와 Nagra/PSI

의 Np(OH)4(aq)와 NpO2(am, hyd)의 용해상수 값에 한 열역학 데이터 값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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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반응상수  문헌 [3.1.7]

과 [3.1.8]의 값을 선택하여 계산한 결과를 표시하 다. 한, 각 용액조건에서 NpO2 

혹은 NpO2를 함유한 유리고화체에서의 용해에 의한 외국의 실험결과를 표 3.1.15에 

나타내었다.

그림 3.1.16. 다양한 pH에서 넵투늄의 용해도에 한 본 연구  문헌치와의 

결과 비교(본 연구의 측정값과 지화학코드 결과를 각각  와  로 표시함;  

는 LSC의 검출한계(5×10
-9
 mol/L) 이하를 나타냄).

그림 3.1.16에서 외국의 결과는 탄산농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알칼리 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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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

0.01 M일 때 pH가 증가함에 따라 넵투늄의 용해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은 본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 다. 표 3.1.15에서는 탄산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넵투늄의 용해도가 증가하는 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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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RT 용액  탄산이온의 농도가 1.3 mM를 감안할 때, 표 3.1.15에 나타난 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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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역에서의 심부 화강암지하수의 경우 넵투늄 산화물로부터 용해된 넵투늄의 농

도는 1×10
-7
 mol/L 이하로 상된다. 그러나 처분공에 완충재 혹은 콘크리트 구조

물이 존재하면 탄산이온 농도가 증가하여 용해도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용액
Eh

(V)
pH

Np 
concentration 

(mol/L)
Reference

Glass/bentonite/water

-0.5 9.5 10
-7
∼10

-8
[3.1.14] 

-0.4

-0.4

7.71

11.2∼12.9

1.0×10-8

< 5.0×10
-9 [3.1.15] 

Cement suspensions
10∼13 8×10-9 AERE Reort 

R-1975

8.5∼12.5 3×10-9 M.I. Pratopo 

0.5 M NaClO4

0.5 M NaClO4

0.5 M NaClO4 +2.5 mM CO3
2-

0.5 M NaClO4 +1.0 mM CO3
2-

0.5 M NaClO4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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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표 3.1.15. 다양한 용액조건에서 넵투늄 용해도에 한 문헌값들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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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hydroxocarbonate의 ternary 화학종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 화합물의 존재에 

해서는 아직 확실히 밝 진 바가 없을뿐더러 그들의 열역학 데이터도 문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OECD/NEA[3.1.4]에서는 이들에 한 열역학데이터의 선정을 미루

었다. 그러나 표 3.1.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ternary 화학종의 고려없이 지화학코드



- 68 -

로 계산한 결과들이 1×10
-8
 mol/L 이하로 유사한 조건에서 실측한 값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용액  탄산농도의 향으로 단되며, 결국 ternary 화학종의 존재

를 간 으로 시사한다. MUGREM 지화학코드를 이용한 넵투늄 용해도의 탄산농

도에 의한 민감도 계산결과에서도 넵투늄 용해도가 탄산농도에 의존한다고 주장하

다[3.1.6].

pH
Eh

(V)

Concentr
ation of 
CO3

2-

(mM)

Concentr
ation of 

Np

(mol/L)

Dominant 
species

Remark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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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3/6

[3.1.16], 

[3.1.17]

6∼12 <-0.2 2.81 3×10-9 Np(OH)4(aq)
 Calculated, 
EQ3NR

[3.1.18]

8 -0.28 8 4×10-9 Np(OH)4(aq) Calculated [3.1.19]

11 -0.46 - 8×10-8 Np(OH)5
- Calculated [3.1.19]

7.66 -0.18 4.72 1×10
-10 Np(OH)5

- Calculated, 
MINEQL/PSI

[3.1.11]

7.8 -0.35 2.0 2×10-9 Np(OH)4(aq)
Calculated, 

EQ3/6
[3.1.11]

8.74 -0.28 6.9 2×10-12 Np(OH)4(aq)
Calculated, 

EQ3/6
[3.1.11]

6.9 -0.2 3.61 2×10-9 Np(OH)4(aq)
Calculated, 

EQ3/6
[3.1.11]

8.2 -0.3 2.0 4×10-9
Np(OH)4(aq)

Np(OH)5
-

Calculated, 
PHREEQC

[3.1.11]

11∼14 -0.4
∼0 and 

10
< 5×10-9 Np(OH)4(aq) Measured [3.1.15]

9.5 -0.5 -
1×10-8 

∼1×10-7
Np(IV) Measured [3.1.14] 

9.2 -0.4 2.5 3×10-8 Np(IV) Measured [3.1.8]

9.2 -0.4 10 7×10-8 Np(IV) Measured [3.1.8]

11.2 -0.4 1 1×10-8 Np(IV) Measured [3.1.8]

표 3.1.16. 환원조건에서 넵투늄의 용해도에 한 실험값과 지화학코드 

결과들과의 문헌값 비교



- 69 -

(4) 아메리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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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조건에서 계산한 결과를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하여 그림 3.1.17에 나

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실험으로부터 얻은 측정농도가 Duro 등[3.1.20]의 결

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그림에서 아메리슘의 용해도가 pH 값이 약 10까

지는 SKB 혹은 Nagra/PSI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정성 화합물과 유사하 으

나, pH 11이상에서는 결정성보다 높은 비결정성 화합물 쪽으로 용해도가 이동하

다. PHREEQC를 이용한 계산결과도 외국의 비결정성 화합물에서와 유사한 값을 나

타냈으나, 본 실험에서 얻은 값보다 1 승수정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메리슘의 

경우는 비결정성 화합물 기 으로 계산하면 보수 인 용해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라 기 되는데, 본 연구의 실험결과  코드 계산결과 그리고 외국 데이터를 고려

할 때 pH 8.1 이상의 KURT와 유사한 조성을 갖는 지하수에서 아메리슘의 용해도

를 1×10-6 mol/L로 선정하면 다소 보수 인 값에 해당된다고 단된다.

그림 3.1.17. 다양한 pH에서 아메리슘의 용해도에 한 본 연구  문헌치와의 

결과 비교(본 연구의 측정값과 지화학코드 결과를 각각  와  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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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루토늄

당 실험실에서는 루토늄을 이용하여 얻은 실험결과가 없으므로, 단지 우라늄 

용해도 실험과 동일한 조건의 KURT 지하수에서 PuO2(am, hyd)가 용해되었다고 

가정하고 PHREEQC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하

여 그림 3.1.18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의 계산결과는 외국의 실험

결과와 매우 유사하 으며, Grambow 등[3.1.21]이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 뿐 아니라, Haschke 등[3.1.22]의 결과(그림 3.1.19)와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 그러나 J-13 지하수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그림 3.1.20)[3.1.9]와는 상당한 차

이를 보인다.

그림 3.1.18. 다양한 pH에서 넵투늄의 용해도에 한 본 연구   

문헌치와의 결과 비교(본 연구의 지화학코드 결과를 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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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 낮은 이온강도 용액에서 Pu(OH)4(am) 용해 연구로부터 얻은 

정상상태에서의 루토늄의 농도변화[3.1.22](pH와 Eh의 향을 각각 solid, 

open symbols로 나타냄).

그림 3.1.20. pH 6, 7, 8.5에서 J-13 지하수의 루토늄 용해도에 

한 온도의 향[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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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도를 좌우한다고 알려진 Pu(OH)4(am)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KAERI의 

열역학데이터[3.1.23]를 사용할 경우 약 1 승수만큼 낮은 용해도 값을, SKB의 열역

학데이터[3.1.20]를 사용할 경우 1×10
-7
 mol/L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한, SKB

의 열역학데이터 값의 범 가 무 크므로 어느 값을 취하느냐에 따라 루토늄의 

용해도 값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OECD/NEA[3.1.4]와 Nagra/PSI[3.1.5]

에서는 Pu(OH)4(am)의 용해반응에 한 열역학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

서 KURT 지하수에서 루토늄의 정확한 용해도를 얻기 해서는 향후 이 화합물

에 한 보다 정확한 열역학 데이터  실제 실험결과가 필요한 실정이다.

주 용해화학종에 한 계산 결과는 MUGREM으로 계산한 화학종과 매우 유사

하 다[3.1.23].

4.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고 방사성폐기물을 심부지하에 처분하 을 경우 지하환경에

서 방사성 핵종들의 거동 측을 하여 새로이 구축한 방사성물질 사용 실험실에 

성능이 향상된 러 박스를 설치하 다. 이 러 박스 내에서 심부지하환경에서 

고 핵종들의 거동을 측하기 해 기화학  방법으로 지하수의 산화/환원

를 조 하여, 이들 변화에 따른 악틴족 원소들의 용해도를 측정하 다. 한, 이 

실험과 동일조건에서 PHREEQC 지화학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용해도와 비교하

으며, 주 용해화학종을 계산하 다. 실험  계산 결과로부터 얻은 악탄족 원소들의 

값들을 유사한 조성을 갖는 국내외 문헌 값들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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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결정성 산화물 혹은 수산화물로 계산한 농도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성 이상의 용액에서는 이들의 용해도가 결정성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 것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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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화강암 지하수) 조건에서 UO2(cr), ThO2(cr), NpO2(cr)로부터 용해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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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늄, 토륨, 넵투늄의 농도는 1×10
-7
 mol/L 이하로 나타났으며, 루토늄의 농

도는 이들보다 1∼2 승수 낮을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처분공에 콘크리트 구

조물이 존재하여 탄산이온 농도가 증가할 경우 pH 8∼11 사이에서 4가 악틴

족 원소의 농도가 훨씬 증가할 수 있다.

KURT 지하수에서 아메리슘의 용해도를 1×10
-6
 mol/L로 선정하면 다소 보수

인 값에 해당된다고 단된다.

Th(IV), Np(IV), Pu(IV)에서 hydroxo-carbonate의 ternary 화학종을 고려하지 

않고 지화학코드로 계산한 결과들은 1×10-8 mol/L 이하로서 유사한 조건에서 

실측한 값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용액  탄산농도의 향으로 단되며, 

결국 ternary 화학종의 존재를 간 으로 시사한다. 그러나 이 화학종의 존재

여부  열역학 데이터가 문헌에 따라 매우 다르므로 이에 한 연구가 더 필

요하다.

pH가 8 이상이며 Eh값이 -0.2 V 이하인 KURT 지하수 조건에서 아메리슘은 

3가, 토륨, 넵투늄, 루토늄은 4가, 우라늄은 4가와 6가의 산화수를 가진 화학

종이 주 용해화학종으로 존재하 다.

Eh가 -0.2∼-0.3 V이며 약알칼리 역에서는 탄산화합물 혹은 ternary 화학종

이 주 용해화학종인 반면,  pH = 11.4, Eh = -0.4 V와 같이 강환원 조건의 강

알칼리 용액에서는 수산화물이 주 화학종으로 계산되었다.

루토늄의 정확한 용해도를 얻기 해서는 향후 Pu(OH)4(am)에 한 정확한 

열역학 데이터가 필요하며, 실제 지하수 조건에서 실측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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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심부처분환경에서 고 핵종들의 수착 특성 규명

1. 연구 개요

지하환경에서 방사성핵종은 장기간 동안 제거되지 않고 이동하므로 생태환경 

안 성의 측면에서 수용액- 물계면에서 미량 유해물질의 반응은 요하게 다루어

져야 할 부분이다. 특히, 방사성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핵종은 반감기가 상

당히 길기 때문에 생태계에 노출될 경우 그 향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

다. 따라서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방사성폐기물로부

터 안 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있어서 폐기물 자체, 

인공방벽 그리고, 천연방벽의 3  다 방벽 개념에 의해 방사선의 해로부터 안

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인공방벽은 핵종유출을 막기 하여 폐기물의 주 를 공학

 설계로 포장  뒷채움재를 보강한 것이고, 이를 근계 역(near-field)이라고 한

다. 반면에 천연방벽은 처분장이 치한 지하매질, 즉 처분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천연 물을 말하고 이를 원계 역(far-field)라고 한다[3.2.1].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심부 지하 환경, 즉 원계 역에서 방사성핵종이 유출될 

경우, 천연방벽에서 이들 핵종은 모암층 단열의 지하수 흐름에 따라 이동을 하여 

지하 환경의 토양층을 거쳐 최종 으로 인간에게 노출될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

분장과 핵종 유출에 한 모식도를 그림 3.2.1에 나타내었다. 방사성 핵종이 유출되

면, 천연방벽에서는 물과 지하수 그리고, 방사성 핵종이 상호반응을 하며 생태계

로 이동하는 경로가 되므로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 성 평가 측면에서 천연방벽에서

의 핵종의 반응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정부 주도 하에 고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안 성 평가에 한 연구

를 시작하 다. 안 성 평가에 있어서 필수 항목 의 하나는 핵종들의 수착특성을 

고려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원계 역(far-field)에서 핵종이동을 측하고 평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계 역에서의 수착연구는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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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있어서 매우 요한 요소이다[3.2.2].

그림 3.2.1. 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부터 유출된 방사성핵종의 이동 개념도.

핵종들의 거동을 평가하기 해서 주로 이동모델을 사용하여 지하수에서 핵종

의 이동을 이류와 분산의 물리  과정으로 이해한다. 다수 핵종들의 경우, 지하 

환경에서의 이동은 착화반응(complexation), 침 과 용해,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 등

의 화학반응에 많은 향을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 부분의 반응 이동모델에서는 

오염물질의 이동 지연 상을 평가하기 하여 착화반응이나 수착 상 등을 고려하

지 않은 분배계수를 주로 사용한다[3.2.3, 3.2.4].

수착은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안 성 평가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핵종이동의 지

연에 요한 역할을 하므로 유출된 핵종이 생태계에 끼칠 수 있는 해를 감시키

는 역할을 한다. 즉, 지하매질에서 핵종의 수착은 지하 환경에서 지표권으로 핵종이 

이동하는 것에 한 지연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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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3.2.2, 3.2.5]. 따라서 물에 한 핵종의 수착 상을 이해하는 것은 방사성폐

기물 처분 안 성 확보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수착 상의 요성을 인식하여 1997년부터 경제 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산하 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 NEA)의 주최로 수착 로젝트를 수행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장기안

정성 평가에 있어서 수착 상을 보다 잘 이해하기 하여 열역학  수착모델의 이

용 가능성에 한 연구들을 수행하 다. 제 1단계는 1997년부터 1998년의 2년간 수

행되었으며, 수착모델링을 이용한 자연유사(natural analogue) 연구에 주로 을 

두었다. 한, 안정성평가를 하여 타당성 있는 분배계수 선정을 한 열역학  수

착 모델에 한 보고서를 발간하 다[3.2.6]. 제 2단계는 2000년부터 5년간 수행되어

졌으며, 복합 물에 한 열역학  수착모델링에 한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었다

[3.2.7].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열역학  수착모델 련분야의 연구는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처분 안 성 평가에 사용될 입력인자인 암석, 즉, 한국원자력연

구원 부지 내 건설된 지하연구시설인 KURT에서 채취한 화강암에 한 고 핵종

들의 수착분배계수를 생산하고, 열역학  수착모델을 이용하여 고 핵종들의 수

착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고 핵종의 수착분배계수를 생산하기 하여 국내 

처분시스템과 유사한 환경이 조성된 KURT에서 세 종류의 화강암을 채취하여 수착

매질로 사용하 다. 한 KURT 심부 지하수를 이용하여 우라늄, 토륨, 넵투늄, 그

리고, 아메리슘 등의 고 핵종들에 한 수착 분배계수를 측정하 다. 처분시스템

의 지화학  조건 변화에 한 핵종 수착을 평가하기 하여 지하수의 pH와 산화/

환원  변화에 따른 고 핵종들의 수착분배계수를 측정하 다. 아울러, 핵종과 

물의 수착실험은 모든 지화학  조건을 고려한 실험이 실 으로 어렵기 때문에 

열역학  수착모델을 이용하여 화강암에 한 핵종의 수착을 평가하고자 하 다. 

화강암의 표면의 기  특성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비정 기  모델을 용하여 우

라늄의 수착을 평가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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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URT 화강암에 한 고 핵종들의 수착 특성

가. 연구 개요

수착(收着, sorption)은 흡착보다 의 인 의미로서 고체의 표면에 어떠한 물질

이 축 되는 과정을 의미하며[3.2.8] 표면화학의 기 가 된다. 수착에 향을 주는 

요인은 pH, 수착 되는 물질의 화학  특성, 경쟁 이온의 농도와 특성, 그리고, 수착

부하 등이 있으며, 이 요인들에 의해 수착 되는 이온과 수착 (sorption site) 사이

의 분배가 결정된다. 고체의 표면에서 수착이 일어나면 수착은 수용액과 입자상 물

질 사이에서의 어떤 물질의 분배에 향을 주어 궁극 으로 다양한 수용체로 물질

의 이동에 향을 다. 한, 수착은 부유입자나 콜로이드입자의 기  특성에 

향을 주며, 매질 표면의 반응성에 향을 주기도 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부터 유출되어 나온 핵종들의 이동 경로는 주로 지하

수에 의해 결정된다. 유출된 핵종들은 암반내의 균열에 존재하는 지하수를 따라 이

동하게 된다. 따라서, 심부처분환경에서 지하수 흐름을 통한 방사성 핵종들의 이동

을 평가하기 해서는 주변 암반과 균열 내 충 물질에 한 핵종들의 수착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일반 으로 핵종의 수착은 핵종들의 고체매질과 용액사이의 평형  분배를 묘

사하는 상학  는 경험 인 값인 분배계수(distribution coefficient)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3.2.1)

여기서, Cs(mol/g)와 Cq(mol/cm3)는 각각 고체상  용액 상의 핵종농도, 그리

고, Kd(cm
3
/g)는 분배계수를 의미한다. 고체상에서의 핵종 농도, 즉, Cs는 다음과 같

이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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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2)

여기서 C0(mol/cm
3
)는 핵종의 기 농도, V(cm

3
)는 용액의 부피, 그리고, M(g)

은 수착매질로 사용된 고체의 무게를 의미한다. Kd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3.2.3)

고체표면에서의 수착반응을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다.

⇌․ (3.2.4)

여기서, SOH는 고체 표면의 수착 , M은 수용액에 존재하는 이온 M, SOH․

M은 이온 M이 수착된 매질 표면의 작용기를 의미한다.

식(3.2.1)의 Kd는 아래와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
(3.2.5)

여기서, [SOH․M]은 이온 M이 수착 되어 있는 수착 의 농도이고, [M]T는 수

용액에 녹아있는 이온 M의 총 농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식(3.2.5)은 다음과 같은 선

형의 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3.2.6)

Kd는 경험 인 변수로서 그 값은 측정되는 특정 조건에서 의미를 가진다. 과거

에 다양한 범 의 핵종들에 한 값들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많은 수착연구들이 수

행되어 졌으며[3.2.9∼3.2.12], 개의 경우 표면  측정을 한 분쇄된 암석 등을 이용

한 회분식 수착실험들이 행하여져 왔다[3.2.13]. 한, 일련의 Kd 자료는 방사성폐기

물 처분안 성 평가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이동모델 등에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 수

착의 요성을 인식하여 원자력을 사용하는 국가( : 캐나다, 핀란드, 독일,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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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들은 Kd에 한 D/B를 사용하기도 한다.

나. 실험방법  재료

(1) 지하수 채취  이동

지하수는 DB-1 시추공에서 지하 200 m 지 의 지하수를 패커시스템으로 채취

하 다. DB-1 시추공 지하수는 Eh가 약 -390 mV로 환원상태로, 장에서 지하수 

채취 용으로 제작한 50 L 알루미늄 용기에 외부공기와의 을 최소화 한 상태

에서 즉시 장하 다. 이 용기는 지하수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하여 내부를 

아노다이징 공법으로 코 처리 하 으며, 지하수 채취 에 고순도 질소(99.999%)

를 이용하여 10분 이상 flushing 하여 질소로 충 된 상태에서 지하수를 채취하

다.

단열 충 물에 한 넵투늄의 수착실험은 DB-1 시추공의 지하 200 m 지

에서 채취한 지하수와 YH3-1의 시험공에서 채취한 암반 단열 유동 지하수를 사용

하 다. YH3-1 시험공 지하수는 산화상태로 환원상태의 DB-1 시추공 지하수와 산

화/환원  변화에 따른 실험결과를 측정하고자 하 다. 표 3.2.1에 KURT 시추공

인 DB-1의 지하수 성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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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이  온 농도 (mol/L)

양이온

Na+ 7.2E-04

K
+

9.8E-06

Ca
2+

4.3E-04

Mg2+ 7.1E-05

Sr
2+

7.1E-06

Al
3+

3.6E-07

Ni2+ 2.9E-08

Pb
2+

1.4E-08

Mn
2+

2.6E-06

As(total) 1.5E-08

Fe(total) 1.6E-05

Cu(total) 7.9E-08

U(total) 4.4E-08

음이온

Cl
-

6.2E-05

SO4
2-

7.3E-05

NO3
- 3.7E-06

F
-

1.8E-04

HCO3
-

1.3E-03

SiO2 6.9E-04

 기타

pH 8.10

온도 15.4°C

산화/환원  -384 mV

기 도도 159 μS/cm

용존산소 0.02 mg/L

표 3.2.1. KURT 시험공 DB-1의 지하수 성상

(2) 수착매질

KURT 화강암에 한 고 핵종들의 수착 분배계수 측정을 하여 KURT 시

추공 YH1-1, KP1-20, 그리고, KP1-32 암반코어를 수착 매질로 사용하 다. 각 시

추공 시료는 햄머분쇄기로 1차 분쇄한 후 디스크타입 분쇄기로 2차 분쇄하 다. 분

쇄된 화강암은 입자 크기별로 체분리 하여 0.15 ≤ Φ < 0.3 mm 크기의 화강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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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사용하 다. 분쇄화강암에서 철성분의 용출로 인한 철산화물 형성 등을 방지

하기 하여 입자크기별 분리  세척은 건식으로 수행하 다.

단열충 물에 한 고 핵종들의 수착분배계수 측정을 하여 녹니석과 

Na-몬트모릴로나이트를 사용하 다. 녹니석은 KURT에서 채취한 녹니석 모암을 분

쇄한 후 체거름하여 0.075 mm 이하 크기의 녹니석 분말을 사용하 다. KURT에서 

채취한 녹니석은 XRD 분석결과 녹니석 외에 일라이트와 펌펠리아이트도 일부 함

유하고 있다(그림 3.2.2). Na-몬트모릴로나이트(SWy-2)는 American Mineralogical 

Society's Source Clay Deposit에서 제공된 시료를 사용하 다. 녹니석  Na-몬트

모릴로나이트는 분쇄 후 체거름 하여 녹니석과 동일하게 0.075 mm 이하 크기의 분

말을 사용하 다.

그림 3.2.2. 실험에 사용된 시료의 XRD 분석결과.

(3) 로 박스(Glove box)

모든 수착실험은 기조건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2인용 로 박스에서 수행하

다. 산소제거장치를 설치하여 로 박스 내부의 산소농도를 10 ppm 이하 유지

하 으며, CO2 농도는 0.1 ppm 이하로 유지하 다. 로 박스 내부의 기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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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9%의 고순도 알곤은 이용하여 알곤 분 기를 유지하 다. 로 박스 외부에

는 실시간 산소분석기를 연결하여 주기 으로 로 박스 내부의 산소 농도를 지속

으로 측정하 다. 따라서 로 박스 내부의 기조건 변화에 의한 지하수의 지

화학  조건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단된다.

(4) 고 핵종

수착실험에 사용한 우라늄과 토륨은 시약용으로 제조한 UO(NO3)2․6H2O  

Th(NO3)4․5H2O의 형태로 Merck Co.로부터 제공되었다. 0.001 M HClO4에 용해된 

10
-3 

M 의 우라늄 는 토륨 용액을 희석하여 10
-4 

M  10
-5 

M로 조제하여 사용

하 다. 넵투늄은 시약용으로 제조한 시약이며, NpO2(IPL Co., USA)의 형태로 진한 

질산용액에 용해된 시약을 사용하 다. 5×10-5 M의 stock solution으로 조제하여 

기 농도가 10
-6 

M이 되도록 하여 수착실험을 수행하 다. 아메리슘은 시약용으로 

제조한 시약이며, AmCl3(IPL Co., USA)의 형태로 진한 질산용액에 용해된 시약을 

사용하 다. 50 μCi/mL의 stock solution으로 조제하여 기 농도가 약 2×10-11 M

이 되도록 하여 수착실험을 수행하 다.

(5) 수착실험

분쇄화강암에 한 고 핵종들의 수착실험은 pH와 산화/환원 의 의 향

에 하여 회분식으로 수행되었다. 모든 수착 실험은 25±2°C에서 수행되었으며, 실

험 용액은 18.3 MΩ-cm 의 항도를 가진 순수(Milli-Q, Millipore)를 이용하여 

제조하 고, AR 등 의 시약들을 사용하 다. 0.5 g의 분쇄 화강암을 15 mL의 폴

리 로필  용기에 칭량하여 담았다. KURT 지하수에 이온강도 조 제, Na2S2O4를 

당량 첨가하여 기 산화/환원 를 -400∼+200 mV의 범 로 조 하 다. 수용액

의 pH  산화/환원 는 Thermo Scientific 사의 Orion 5-star 멀티미터를 사용하

여 측정하 으며 산화/환원 는 상 값(RmV)으로 기록하 다. 분쇄화강암이 

담긴 용기에 산화/환원 가 조 된 DB-1 지하수를 10 mL 씩 첨가하 다. 이 용

액의 pH는 0.1 M  0.01 M HClO4 는 NaOH를 용액을 이용하여 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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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가 안정화되었을 때 고 핵종의 stock solution을 일정량 첨가하여 원하는 

기농도를 10
-6
∼2×10

-11
 mol/L의 범 로 조 하 다. 로 박스 내에서 25±2°C를 

유지하며 100 rpm 속도로 교반시키며 핵종에 따라 5∼15 일간 수착 반응시켰다. 수

착반응 후에 용액의 최종 pH를 측정한 후 상등액을 약 5 mL를 취하여 0.2 μm 기

공 크기를 가진 필터를 이용하여 부유물을 제거한 후, 여과액은 ICP-MS로 우라늄 

농도를 분석하 다. 모든 수착실험은 3번 반복으로 수행하 으며, 핵종별 실험조건

에 하여 표 3.2.2에 요약하 다.

항목
핵종

우라늄 토륨 넵투늄 아메리슘

기 핵종농도(M) 10
-6
∼10

-7
10

-6
∼10

-7
10

-6
2×10

-11

반응시간(일) 5 5 5 15

KURT 화강암
암석코어명 : YH1-1, KP1-20, KP1-32

분쇄입자 크기 : 0.15 ≤ Φ < 0.3 mm

고체/액체비(g/L) 50

지하수 KURT DB-1 시추공 지하수(심도: -200 m)

pH pH 3.0∼9.0으로 조

Eh -0.38 V, +0.2 V로 조

실험온도 실온(25±2°C)

기타 로 박스에서 수행

표 3.2.2. 핵종별 실험 조건

다. KURT 화강암 특성분석

화강암에 해 박편을 제작하여 편  미경 찰  모달분석을 실시하여 

물학  특성을 조사하 다. 실험에 사용한 화강암의 물학  조성은 편 미경

(Nikon, DPTIPHOT-POL)을 이용하여 모달분석을 수행하 으며, 각 시료당 2,500 

개소를 찰하 다(표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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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물조성(%)

YH1-1 KP1-20 KP1-32 

석 46.96 9.12 33.48

사장석 19.28 26.84 7.68

K-장석 18.24 48.64 38.64

미사장석 0 3.76 15.84

녹니석 14.28 8.64 2.52

흑운모 0.28 2.28 1.12

표 3.2.3. 수착실험에 사용한 KURT 화강암의 물조성

편 미경을 이용한 모달분석 방법으로 수착매질들의 조성을 분석한 결과, 실

험에 사용한 KURT 화강암은 형 인 화강암의 특성을 보여주며, 주 구성 물로

는 석 (quartz), 사장석(plagioclase), K-장석(K-felsdpar) 그리고, 미사장석

(microcline) 등이 있으며, 미량 구성 물로는 녹니석(chlorite), 흑운모(biotite), 백운

모(muscovite), 그리고, 스핀(sphene) 등이 존재한다(그림 3.2.3). 미량구성 물  

핵종의 수착 친화도가 상 으로 높은 녹니석의 함량은 YH1-1 > KP1-20 > 

KP1-32의 순으로 찰되었다(그림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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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ite

Plagioclase

K-feldspar

Quartz

Quartz

Chlorite

그림 3.2.3. KURT 화강암의 박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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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그림 3.2.4. KURT 화강암의 편 미경 사진: 화강암시료의 녹니석의 분포.

가) YH1-1, 나) KP1-20, 다) K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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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 핵종들의 수착 특성

(1) 우라늄과 토륨의 수착특성

(가) 산화/환원 의 향

기 산화/환원 가 -0.38 V 일 때, KURT 화강암에 한 우라늄의 Kd는 pH 

9.30∼9.35에서 17.3∼69.5 mL/g의 범 를 나타내었으며, pHavg = 9.32±0.03 일 때, 

Kd의 평균값은 43.7±26.1 mL/g 이었다. 반면에 지하수의 기 산화/환원 분 기가 

산화조건(Eh = +0.2 V)일 때, Kd는 pH = 9.13±0.01에서 18.5∼34.2 mL/g의 범 를 

나타내었으며, 이때의 평균값은 26.6±7.9 mL/g 이었다. 토륨은 지하수의 기 산화/

환원 가 -0.38 V 일 때, KURT 화강암에 한 Kd가 pH 9.14∼9.37에서 94.3∼

170.0 mL/g의 범 를 나타내었으며, pHavg = 9.22±0.13 일 때, Kd의 평균값은 

130.8±37.9 mL/g 이었다. 산화조건(Eh = +0.2 V)일 때, 토륨의 Kd는 pH = 

9.21±0.04에서 902.5∼1336.1 mL/g의 범 를 나타내었으며, 이때의 평균값은 

1439.3±595.2 mL/g 으로 측정되었다(표 3.2.4).

핵종
기농도 

(mol/L)
기 Eh
(V)

매질
최종 
pH

Kd

(mL/g)
pH 평균

Kd  평균
(mL/g)

우라늄 ∼10
-7

-0.38

YH1-1 9.30  69.5 

9.32±0.03 43.7±26.1KP1-20 9.35  44.4  

KP1-32 9.31  17.3  

0.2

YH1-1 9.12  34.2  

9.13±0.01 26.6±7.9KP1-20 9.13  27.1  

KP1-32 9.13  18.5  

토륨 ∼10
-7

-0.38

YH1-1 9.14  170.0  

9.22±0.13 130.8±37.9KP1-20 9.37  128.2  

KP1-32 9.15  94.3  

0.2

YH1-1 9.17  902.5  

9.21±0.04 1439.3±595.2KP1-20 9.21  2079.3  

KP1-32 9.25  1336.1  

표 3.2.4. 산화/환원  변화에 따른 KURT 화강암에 한 우라늄과 토륨의 

수착분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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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종 농도의 향

KURT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한 핵종 농도의 향을 표 3.2.5에 나타내었

다. 기 우라늄 농도가 10
-6 

M 인 경우, pH 9.09±0.04에서 우라늄의 Kd는 7.1±3.8 

mL/g이었다. 기 우라늄 농도가 10-7 M로 감소할 경우, Kd는 pH 9.13±0.01에서 

Kd = 26.6±7.9 mL/g으로 3배 이상 증가하 다. 이러한 경향은 우라늄이 단핵

(mononuclear) 표면 착물을 형성하는 것을 시사한다[3.2.14]. 즉, 화강암 표면의 수

착  농도가 과량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우라늄 농도가 낮을 경우 우라늄이 다핵

(polynuclear) 화학종을 형성한다면 우라늄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우라늄 수착도 증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라늄 농도가 증가 할수록 Kd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므로 단핵 표면 착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단된다.

기농도 
(mol/L)

기 Eh
(V) 매질 최종 pH

Kd

(mL/g) pH 평균
Kd 평균
(mL/g)

∼10
-6

+0.2

YH1-1 9.04  11.1  

9.09±0.04 7.1±3.8KP1-20 9.10  6.7  

KP1-32 9.13  3.4  

∼10
-7

YH1-1 9.12  34.2  

9.13±0.01 26.6±7.9KP1-20 9.13  27.1  

KP1-32 9.13  18.5  

표 3.2.5. 핵종 기농도 변화에 따른 KURT 화강암에 한 우라늄의 수착분배계수

(2) 넵투늄의 수착특성

(가) 산화/환원 의 향

KURT 화강암에 한 넵투늄의 Kd는 산화/환원 가 -0.38 V 일 때, 109.4∼

256.2 mL/g의 범 를 나타내었으며 이때의 평균값은 177.1±74.1 mL/g이었다. 반면

에 산화/환원 가 +0.36 V일 때, Kd는 8.4∼22.2 mL/g의 범 로 측정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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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평균값은 14.8±6.9 mL/g으로 측정되었다. 지하수의 기 산화/환원 가 

+0.2 V일 때, Kd는 8.4∼22.2 mL/g의 범 를 나타냈으며, 이때의 평균값은 pH 

8.70±0.08일 때 14.8±6.9 mL/g으로 측정되었다(표 3.2.6).

기농도 
(mol/L)

기 Eh
(V) 매질 최종 pH

Kd

(mL/g) pH 평균
Kd  평균 
(mL/g)

∼10
-6

-0.38

YH1-1 8.56 256.2 

8.56±0.04 177.1±74.1KP1-20 8.61 165.6 

KP1-32 8.53 109.4 

∼10
-6

+0.2

YH1-1 8.77 22.2 

8.70±0.08 14.8±6.9KP1-20 8.62 13.8 

KP1-32 8.71 8.4 

표 3.2.6. 산화/환원  변화에 따른 KURT 화강암에 한 넵투늄의 수착분배계수

(나) pH의 향

pH 3.5∼8.5의 범 에서 pH 변화에 따른 KURT 화강암에 한 넵투늄의 수착

향을 측정하 다. pH 3.46±0.54에서 넵투늄의 Kd는 32.7±2.2 mL/g으로 측정되었으

며, pH 5.69±0.44에서 65.2±4.1 mL/g으로 측정되었다. 한, pH 8.55±0.02에서 

KURT 화강암에 한 넵투늄의 수착이 격히 증가하여 수착분배계수는 

182.8±103.8 mL/g으로 확인되었다. 넵투늄의 화강암 수착에 한 pH 향은 pH가 

증가함에 따라 Kd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산화/환원 의 향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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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농도
(mol/L)

기 Eh
(V) 매질 pH

Kd

(mL/g) pH 평균
Kd  평균 
(mL/g)

∼10
-6

-0.38

YH1-1 3.84 34.3 
3.46±0.54 32.7±2.2

KP1-32 3.07 31.1 

YH1-1 5.38 68.1 
5.69±0.44 65.2±4.1

KP1-32 6.00 62.3 

YH1-1 8.56 256.2 
8.55±0.02 182.8±103.8

KP1-32 8.53 109.4 

표 3.2.7. pH 변화에 따른 KURT 화강암에 한 넵투늄의 수착분배계수

(3) 아메리슘의 수착특성

(가) 산화/환원 의 향

KURT 지하수 조건에서 KURT　화강암에 한 아메리슘의 Kd는 산화/환원

의 향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 산화/환원 가 약 -0.38 V 일 때, 

아메리슘의 화강암에 한 Kd는 pH 8.05∼8.25의 범 에서 4.1∼15.2 m3/kg의 범

로 측정되었으며, 이때 평균값은 pH 8.13±0.11에서 11.2±6.2 m
3
/kg으로 찰되었다. 

기 산화/환원 가 +0.2 V 일 때, 아메리슘의 화강암에 한 Kd는 pH 8.44∼

8.73에서 3.6∼8.9 m3/kg의 범 로 측정되었으며, 이때 평균값은 pH 8.59±0.15에서 

6.3±2.6 m
3
/kg으로 찰되었다. 아메리슘은 환원환경에서의 Kd 값이 산화환경 보다 

2배 정도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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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농도 

(mol/L)

기 Eh

(V)
매질 pH

Kd

(m3/kg)
pH 평균

Kd 평균

(m3/kg)

∼2×10
-11

-0.38

YH1-1 8.09 15.2

8.13±0.11 11.2±6.2KP1-20 8.25 4.1

KP1-32 8.05 14.3

∼2×10
-11

+0.2

YH1-1 8.73 8.9

8.59±0.15 6.3±2.6KP1-20 8.60 6.2

KP1-32 8.44 3.6

표 3.2.8. 산화/환원  변화에 따른 KURT 화강암에 한 아메리슘의 수착분배계수

(나) pH의 향

KURT 화강암에 한 아메리슘의 Kd는 pH가 증가함에 따라 격히 증가하다

가 알칼리 역에서 약간 감소하 다. pH 3.04∼3.14에서 아메리슘의 Kd는 32.9×10
-3

∼51.3×10
-3
 m

3
/kg의 범 으며, 이때의 평균값은 pH 3.08±0.05에서 39.4±10.3×10

-3
 

m3/kg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pH 5.79∼6.11 범 의 성 역에서 아메리슘의 수착

은 격히 증가하여 5.6∼2.0 m
3
/kg 이었으며, 평균값은 pH 6.07±0.26에서 14.4±7.7 

m
3
/kg로 확인되었다. 수용액의 pH 8.13±0.11의 알칼리 역에서는 성 역과 비슷

한 Kd = 10.8±5.9 m
3/kg을 나타내었다(표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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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농도

(mol/L)

기 Eh

(V)
매질 pH

Kd

(m3/kg)
pH 평균

Kd  평균

(m3/kg)

∼2×10
-11

-0.38

YH1-1 3.14 32.9×10-3 　

3.08±0.05

　

39.4±10.3×10
-3KP1-20 3.05 33.9×10-3

KP1-32 3.04 51.3×10
-3

YH1-1 6.11 19825.5 

6.07±0.26　 14.4±7.7KP1-20 6.30 17833.5 

KP1-32 5.79 5640.0 

YH1-1 8.09 15226.0 

8.13±0.11　 10.8±5.9KP1-20 8.25 4063.1 

KP1-32 8.05 13103.8 

표 3.2.9. pH 변화에 따른 KURT 화강암에 한 아메리슘의 수착분배계수

(4) 단열충 물에 한 핵종 수착 특성

KURT에서 수행할 장 용질이동실험에 한 기 자료를 생산할 목 으로 

KURT 암반 단열 충 물에 한 넵투늄, 루비듐, 그리고, 니 에 한 수착 분배

계수를 측정하 다(표 3.2.10). 넵투늄의 기농도가 약 10
-6
 M 일 때, DB-1 시추공 

지하수(Eh = -0.39 V)에서 Na-몬트모릴로나이트에 한 넵투늄의 수착분배계수는 

26.6 mL/g (pH 8.71)으로 측정되었으며, YH3-1 시험공 지하수(Eh = +0.56 V)에서 

최종 pH 8.77 일 때 수착분배계수는 13.9 mL/g으로 측정되었다. Na-몬트모릴로나

이트에 한 수착분배계수 평균값은 pH 8.74±0.04에서 20.2±9.0 mL/g으로 평가되었

다. 환원상태의 DB-1 시추공 지하수에서 pH 8.93 일 때, 녹니석에 한 넵투늄의 

수착분배계수는 99.2 mL/g 인 반면, 산화상태의 YH3-1 시험공 지하수에서 pH 8.68 

일 때, 22.9 mL/g이었으며, 녹니석에 한 수착분배계수 평균값은 pH 8.81에서 

61.1±53.7 mL/g으로 확인되었다. 넵투늄의 경우 환원조건에서의 수착분배계수가 높

게 나타났으며 Na-몬트모릴로나이트보다 녹니석에 한 수착분배계수가 높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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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단열충 물 지하수  pH
Kd

(mL/g)
pH 평균

Kd 평균

(mL/g)

넵투늄

Na-몬트모릴로나이트
DB-1 8.71 26.6

8.74±0.04 20.2±9.0
YH3-1 8.77 13.9

녹니석
DB-1 8.93 99.2

8.81±0.18 61.1±53.7
YH3-1 8.68 22.9

루비듐

Na-몬트모릴로나이트
DB-1 8.51 2.3

8.63±0.17 1.7±0.9
YH 8.75 1.1

녹니석
DB-1 8.65 7.9

8.70±0.06 9.9±2.8
YH 8.74 11.8

니

Na-몬트모릴로나이트
DB-1 8.59 <192.20

8.64±0.06 <192.20
YH 8.68 <192.20

녹니석
DB-1 8.7 <192.20

8.73±0.04 <192.20
YH 8.75 <192.20

표 3.2.10. 단열충 물에 한 넵투늄과 루비듐의 수착분배계수

루비듐의 기농도가 약 10
-6
 M 일 때, DB-1 지하수에서 Na-몬트모릴로나이트

에 한 넵투늄의 수착분배계수는 pH 8.51에서 2.3 mL/g이었으며 YH3-1 시험공 

지하수에서 1.1 mL/g 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녹니석에 한 루비듐의 수착분배계수

는 DB-1 지하수에서 7.9 mL/g(pH 8.65), YH3-1 지하수에서 11.8 mL/g(pH 8.74)으

로 확인되었으며, 이때의 평균값은 pH 8.70±0.06에서 9.9±2.8 mL/g으로 측정되었다. 

루비듐도 넵투늄과 마찬가지로 산화조건보다 환원조건에서 그리고, Na-몬트모릴로

나이트 보다 녹니석에 한 수착분배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Na-몬트모릴로나이트와 

녹니석에 한 니 의 수착분배계수는 모든 수용액 조건에서 192.20 mL/g 이상으

로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마.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한 구성 물의 향

KURT 화강암에 한 토륨과 아메리슘의 수착 분배계수는 비교  높게 측정되

어 구성 물의 향을 실험오차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핵종 수착에 한 구성

물의 향을 직 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수착분배계수가 비교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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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된 우라늄과 넵투늄에 한 구성 물의 향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구성 물 

 녹니석의 함량변화에 따라 핵종의 수착분배계수도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화강암의 구성 물  녹니석이 핵종 수착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

으로 찰된다[3.2.15]. 한, 단열충 물에 한 핵종수착 실험 결과에서도 보듯

이 녹니석이 Na-몬트모릴로나이트와 같은 토 물보다 수착 친화도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3.2.10). 따라서, 고  핵종의 수착에 하여 KURT 화강암의 

구성 물  녹니석의 향이 가장 클 것으로 단된다.

녹니석은 주로 변성암이나 화성암 등의 일차 물에서 기인하거나, 각섬석

(hornblende), 흑운모(biotite), 는 기타 철-망간 물의 변형된 산물로 생성되기도 

하는 (Mg,Fe,Al)6[AlSi3O10](OH)8의 구조식을 갖는 2:1:1 구조의 표 인 토 물

이다[3.2.16]. 수착실험에 사용한 KURT 화강암들의 녹니석 분포는 YH1-1(14.28%) 

> KP1-20(8.64%) > KP1-32(2.52%)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2.3).

우라늄의 경우, 기농도가 약 10
-6 

M이고, 기 산화/환원 가 -0.38 V 일 

때, YH1-1에 한 수착분배계수는 69.5 mL/g 이다. 그러나, 녹니석의 함량이 감소

할 수록 수착분배계수도 KP1-20의 경우 44.4 mL/g, KP1-32의 경우 17.3 mL/g으

로 뚜렷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 산화/환원 가 

+0.2 V 일 때도 유사하게 확인되었다(그림 3.2.5).

그림 3.2.5. KURT 화강암의 미량구성 물 구성 변화에 따른 우라늄 수착분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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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투늄의 경우도 우라늄과 마찬가지로 녹니석의 분포 변화에 따라 Kd가 다르게 

나타났다. 넵투늄의 기농도가 약 10
-6 

M이고, 산화/환원 가 -0.38 V 일 때, 

YH1-1에 한 Kd는 256.2 mL/g 이다. 그러나, 녹니석의 함량이 8.64%(KP1-20)  

2.52%(KP1-32)로 차 감소함에 따라 넵투늄의 Kd도 각각 165.6 mL/g  109.4 

mL/g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기 산화/환원

가 +0.2 V 일 때도 유사하게 확인되었다(그림 3.2.6).

그림 3.2.6. KURT 화강암의 미량구성 물 구성 변화에 따른 

넵투늄 수착분배계수.

천연복합 물인 화강암의 핵종 수착에 한 녹니석의 향을 평가하고자 화강

암과 녹니석의 함량을 각각 다르게 하여 우라늄 수착에 한 녹니석의 향을 평가

하 다. 화강암과 녹니석의 함량을 비표면 의 비로 각각 100:0, 80:20, 그리고, 

70:30으로 혼합하 을 때, 혼합 물에 한 우라늄의 Kd를 그림 3.2.7에 나타내었다. 

우라늄의 화강암에 한 Kd는 녹니석이 없을 때 pH 5.5 까지 증가하다가 pH 7 부

근에서 감소하 다. 그러나, 녹니석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pH 7에서 우라늄 수착이 

뚜렷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녹니석이 없을 경우 pH 7.0에서 Kd는 38 

mL/g 이었으나, 화강암과 녹니석의 혼합비가 70:30 일 때의 Kd는 158.5 mL/g 으로 

약 4배 증가하 다. 이 결과는 녹니석의 우라늄에 한 수착친화도가 화강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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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등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Aksoyoglu는 수착된 우라늄의 일부는 화강암과 강한 

결합을 이루기 때문에 화강암의 우라늄 탈착이 비가역 이라는 실험결과를 보고하

다[3.2.17]. 이는 화강암에 미량 함유되어 있는 녹니석과 같은 토 물들과의 반

응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2.16].

그림 3.2.7. 화강암과 녹니석의 혼합물에 한 우라늄의 수착 분배계수.

녹니석의 우라늄 수착이 크게 나타나는  다른 이유로는 녹니석에 함유되어 

있는 철 성분에 의한 수착을 가정할 수 있다[3.2.18]. 녹니석은 일라이트(illite)와 같

은 2:1 토 물에 비하여 비표면 과 양이온교환능이 음에도 불구하고, 구리, 니

, 크롬, 비소 등의 양이온들에 한 친화력이 훨씬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3.2.19, 

3.2.20]. 이는 녹니석에는 고 핵종과 친화도가 높은 철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

기 때문에 이들 철 성분이 녹니석의 구조에서 용출되어 철산화물을 형성할 경우, 

수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2.8에 녹니석의 철산화물 형성에 

한 투과 자 미경 사진을 나타내었다. 수용액 속에서 녹니석에 함유되어 있는 

철 성분이 용출되어 새로운 철 산화물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 철 

산화물은 고  핵종을 다량 수착하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 3.2.9의 녹니석에 

한 유로퓸 수착의 EPMA(Electron Probe Micro Analyzer)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

듯이 녹니석에 수착된 유로퓸은 부분 녹니석의 철 성분의 분포와 잘 일치한다. 

녹니석의  다른 수착 메커니즘으로 미세균열 는 미세공극에 한 확산을 생각



- 97 -

할 수 있다. 즉, 기 수착과정에서 우라늄은 녹니석의 표면에 수착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녹니석의 미세균열이나 미세공극 등의 내부 수착 으로 확산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3.2.21].

그림 3.2.8. 녹니석의 철산화물 형성 투과 자 미경 사진.

그림 3.2.9. 녹니석의 유로퓸 수착 EPMA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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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한 열역학  수착모델 용

가. 표면착화반응 모델

표면 착화반응 모델은 정 기  수착 개념을 도입한 기 이 층 모델(electric 

double layer model, EDL)로서 매질 표면의 하 특성과 계면에서의 와 하 

계를 표 하는 것이 요하다. 기 이 층 모델에서는 수용액과 한 고체 매

질 표면의 양 는 음 하가 수용액 상에서 정 기  를 형성하고, 이 정 기

 는 수착제로부터 멀어질수록 격히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물 표면의 반

하를 띤 이온들이 매질 표면에 근 하여 있으며, 수착제 표면과 동일한 하를 

띤 이온들은 매질 표면으로부터 먼 곳에 존재하여 양이온과 음이온의 균형을 이룬

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표면 착화반응 모델은 분자수 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배계수나 등온식 보다 용범 가 넓다.

물-용액 계면은 기 이 층의 에서 표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 층은 

선택 으로 수착된 이온들이 할당된 표면층(surface layer)과 용액에서 상 이온들

로 구성된 확산층(diffuse layer)으로 되어 있다. 확산층에서 이온들의 분포는 

Gouy-Chapman 방정식에 의해 표 될 수 있다고 가정하며, 표면 하와  사이

의 계식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3.2.7)

여기서, σ : 표면 하 도(coulombs/m
2
)

I : 해질 농도(mol/L)

z : 해질의 차

Ψ  : 표면 (volts)

F  : Faraday 상수(96,480 coulombs/mol)

R : 이상기체 상수(8.314 J/mo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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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온도(K)

표면 하는 표면의 결합 (binding site)의 수에 의해 제한된다. 이 층 이론에 

의해 고정된 Coulombic 항은 pH의 함수로 표면의 명목  산도 상수(apparent 

acidity constant)에서 연속 인 하를 모델링하기 해 사용된다. 이것은 한 양

이온과 음이온의 표면 착화반응을 표 하는 물질수지식에도 포함되어 있다. 

Coulombic 는 정 기  항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3.2.8)

여기서, Δz : 표면화학종의 하변화

F  : Faraday 상수(96,480 coulombs/mol)

R : 이상기체 상수(8.314 J/mol․K)

T : 온도(K)

매질 표면으로부터 떨러진 곳으로 이동한 이온의 활동도(activity)의 변화는 

기  일로써 표면 착화반응 모델에서는 지수형식의 Boltzmann 계식을 이용하여 

정 기  항을 고려한 활동도의 변화를 설명한다[3.2.22]. 수착 과정에서 활동도 계

수(activity coefficient)는 Boltzmann 상수항과 동일하다고 본다[3.2.23].




 (3.2.9)

여기서, Z  : 이온 M의 하

{MS
Z
} : 표면에 근 한 하 z를 띤 이온 M의 활동도

{M
Z
} : 표면 하에 향을 받지 않는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 M의 활동도

Ψ  : 층의 정 기  차(volts)

표면 결합 (SOH)의 protonation과 deprotonation을 고려함으로써 정 기  항

을 표 할 수 있다.

SOH0 + H
+
 ⇌ SOH2

+
 : protonation (3.2.10)

SOH0 ⇌ SO
-
 + H

+
   : deprotonation (3.2.11)



- 100 -

여기서, SOH, SOH2
+, 그리고 SO-는 각각 성, 양성, 그리고 음으로 하 된 표

면의 작용기이다. 표면 하에 가변 인 명목  산도상수(apparent acidity constant ; 


 ,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3.2.12)


 

｛｝
   (3.2.13)

여기서, [ ]와 { }는 각각 농도와 활동도를 나타낸다. 표면화학종들에 한 활동도 

계수들이 같다고 가정하면, 질량작용식(mass action equation)에서 표면 결합 의 

활동도는 농도로 치할 수 있다.

이온들이 구배(potential gradient)에 의해 표면으로 이동하기 해서 에

지가 필요하므로 
 와 

 는 일정하지 않고 표면의 하에 의존 이다. 이론

인 표면반응의 총 자유에 지의 변화(
 )는 표면 하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유

화학 작용의 항(
 )과 하의 변화에 따른 가변 인 기  항(

 )으로 구

성된다.


 

 


(3.2.14)


 는 기  일에 한 항으로 Morel은 다음과 같은 이론  표 을 유도하

다[3.2.23].


  (3.2.15)


 과 Δ는 다음과 같이 표 되므로,


  (3.2.16)

따라서, 식(3.2.14)는 다음과 같이 다시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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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7)

여기서, Kint는 표면 하에 독립 인 고유평형상수(intrinsic equilibrium constant)

이다. 표면에서의 protonation과 deprotonation의 Kint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






 (3.2.18)


 

 


｛｝



   (3.2.19)

동일한 방법으로 2+ 하를 띤 양이온 M
2+
가 표면에 수착 되었을 때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SOH0 + Ms
2+
 ⇌ SO-M

+
 + Hs

+
 (complexation, 

 

)  (3.2.20)

여기서, SOH0는 하를 띠지 않는 표면 수착 을 의미한다.  반응식에서 평

형상수는 일반 으로 수착(sorption) 는 결합(binding) 상수라 한다. 음이온의 수

착도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용될 수 있다. Boltzmann factor 항을 치환하면,


　 　｛｝

　․｛｝



 (3.2.21)

표면 착화반응 모델은 일반 으로 표면의 기  특성에 한 가정에 따라서 

표 으로 일정용량 모델, 확산 이 층 모델, 그리고, 삼 층 모델의 세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일정용량 모델과 확산 이 층 모델은 물-물 계면에서 단일층이 존

재한다고 가정하며 삼 층 모델은 3개의 층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델

은 모두 속이온과 물표면의 착화물 형성 반응은 속이온의 수용액 에서의 

착화물 형성 반응과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 외에 표면의 기  특성을 

배제한 비정 기  모델 등이 있다. 표 3.2.11에는 일정용량 모델, 확산 이 층 모

델, 그리고, 삼 층 모델에서의 표면 반응과 모델 입력 인자들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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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M CCM TLM

Protolysis 

Reaction

SOH + H+ ⇌ SOH2
+         K+

SOH ⇌ SO
-
 + H

+
            K

- Same as DLM Same as DLM

Surface

Complexation

Reactions

SOH + Me
2+
 ⇌ SOMe

+
 + H

+
  KMe 

SOH + L- ⇌ SL + OH-       KL
Same as DLM Same as DLM

Ion-pair

complexes
Not Allowed Not Allowed

SOH + Cat
+
 ⇌ SO

-
-Cat

+
 + H

+
   KCat

SOH + An
-
 + H

+
 ⇌ SOH2

+
-An

-
  KAn

Charge-potential

relationship

-σo = σd = -0.1174 sinh(zFψd/2RT)

ψo = ψd
σo =Fψo

σd = -0.1174 sinh(zFψd/2RT)

σo =C1(ψo - ψβ)

σo  + σβ  =C2(ψβ  - ψd) = -σd

Adjustable

model parameters
K
+
, K

-
, Ns K

+
, K

-
, Ns, C1 K

+
, K

-
, Ns, Kcat, KAn, C1, C2

여기서, K
+
, K

-
 : surface protonation and deprotonation constant

C1, C2 : capacitance of inner- and outer-layer capacitance of mineral surface

Ns    : surface site density(sites/nm
2
)

표 3.2.11. 표면 착화반응과 모델 입력 인자[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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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용량 모델(Constant capacitance model)

일정용량 모델은 1) 모든 표면 착화물들은 inner-sphere 착화물을 형성하고, 2) 

바탕 해질의 이온들은 매질 표면에서 착화물을 형성하지 않으며, 3) 매질 표면은 

하를 띤 한 개의 층(o-plane)이 존재하며, o-plane의 표면 하에 의하여 모든 이

온들이 수착 된다고 가정한다. 일정용량 모델은 용액의 이온강도가 높거나, 표면

가 낮은 조건에 용되는 확산 이 층 모델의 특별한 경우로 간주된다[3.2.24]. 일

정용량 모델에서 체 표면 하(σ)는 표면 (ψ)에 비례하게 되어 표면 하의 

계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3.2.22)

여기서, C는 표면의 하용량이다.

일정용량 모델은 이온강도에 상당히 의존 인 경향이 있으며, 확산 이 층 모델

에 비하여 입력 인자가 하나 이상 더 필요하다. 일정용량 모델의 하와 의 상

계를 그림 3.2.10에 나타내었다.

그림 3.2.10. 일정용량 모델의 고체-수용액 계면의 구조  하  상 계.



- 104 -

(2) 확산 이 층 모델(Diffuse double layer model)

확산 이 층 모델에서 물표면 o-plane의 (Ψo)는 확산층인 d-plane의 

(Ψd)와 동일하다(Ψo = Ψd). 즉, 일정용량 모델과 확산 이 층 모델은 물 표면의 

하(σo)는 반  하를 띤 확산층의 하(σd)와 균형을 이루며, o-plane에서 이온이 

수착 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일정용량 모델과 확산 이 층 모델에서 수착된 이온

은 물 표면의 하(σo)를 결정한다. 확산 이 층 모델에서는 1) 모든 표면 착화물

들은 inner-sphere 착화물을 형성하고, 2) 바탕 해질의 이온들은 표면 착화물을 형

성하지 않으며, 3) 고체 표면에 하를 띤 두 개의 층이 있다고 가정한다.

o-plane과 d-plane에서의 하 도에 한 표  즉, σo 와 σd에 한 계는 다

음과 같이 주어진다.

    (3.2.23)

따라서, 식(3.2.23)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3.2.24)

확산 이 층 모델은 이온강도(I)가 0.1 mol/L 이하인 경우에 용 가능하다. 이 

모델의 장 은 단순하여 모델에 필요한 데이터가 어지므로 모델 결과의 불확실도

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확산 이 층 모델의 하와 의 상 계를 그림 

3.2.1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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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확산이 층 모델의 고체-수용액 계면의 구조  하  상 계.

(3) 삼 층 모델(Tripple layer model)

산화물-수용액에 한 삼 층 모델은 Davis 등[3.2.25]에 의해서 개발되었으며, 

inner- 는 outer-sphere 착화반응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다[3.2.26, 3.2.27]. 

삼 층 모델에서는 1) 수소이온과 수산기 이온은 매질 표면 inner-sphere 착화물을 

형성하고, 2) 이온의 흡착은 inner-sphere 는 outer-sphere 착화물을 형성하며, 3) 

바탕 해질의 이온들은 outer-sphere 착화물을 형성하고, 4) 매질표면은 세 개의 

하를 띤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매질 표면의 각 층은 고유의 

하와 를 띠게 된다. 삼 층 모델에서 매질 표면 각 층의 표면 하(σ), 정 용량

(C), 그리고, 표면 (ψ)의 계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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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σo, σβ, σd는 각각 o-, β-, d-plane의 하를 의미하고, C1, C2는 각각 

o-, β-plane과 β-, d-plane 사이에서의 하용량을 의미하며, ψo, ψβ, ψd는 각각 o-, 

β-, d-plane에서의 를 의미한다. 삼 층 모델의 표면 하 특성에 한 모식도

를 그림 3.2.12에 나타내었다. 삼 층 모델에서 수착은 강한 화학결합과 정 기  

인력에 의한 결합으로 나 어 설명하기 때문에 일정용량 모델이나 확산 이 층 모

델 보다 용성이 넓은 장 이 있는 반면, 계산해야 할 변수가 증가하므로 불확실

도가 커지는 단 이 있다.

그림 3.2.12. 삼 층 모델의 고체-수용액 계면의 구조  하  상 계.

(4) 비정 기  모델(Non-electrostatic surface complexation model)

정 기  항을 고려하는 표면 착화반응 모델들은 표면의 하특성을 고려하기 

하여 어도 하나 이상의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언 한 세 가지의 표

면 착화반응 모델과는 다르게 비정 기  모델은 표면의 하는 표면에서의 착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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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한다[3.2.28]. 이러한 단순성 때문에 표면의 하특

성을 고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정 기  모델은 최근 들어 많은 연구가 수행

되고 있다[3.2.29, 3.2.30]. 특히, 이 모델은 표면의 기  특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복합 물의 수착특성을 해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3.2.31].

나. 실험방법  재료

(1) 수착실험

분쇄화강암에 한 우라늄의 수착실험을 pH와 탄산염 농도의 함수로 회분식으

로 수행하 다. 모든 수착 실험은 25±2°C에서 수행되었다. 실험 용액은 18.3 MΩ

-cm 의 항도를 가진 순수(Milli-Q, Millipore)를 이용하여 제조하 고, AR 등

의 시약들을 사용하 다. 수용액의 이온강도를 하게 유지하기 하여 당한 

농도의 NaClO4 용액을 기본 해액으로 사용하 다.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한 이온강도의 향을 찰하기 하여 1 g의 분쇄 

화강암을 30 mL의 폴리 로필  용기에 넣고 여기에 0.01 M NaClO4 용액 20 mL

를 첨가하 다. 이 용액의 pH는 0.1 M  0.01 M HClO4 는 NaOH를 용액을 이

용하여 조 하 다. pH가 안정화되었을 때 0.001 M UO2(NO3)2․6H2O를 20 µL 첨

가하여 기 우라늄의 농도를 10-6 M로 만들었다.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한 탄산염 농도의 향을 찰하기 하여 1 g의 분

쇄 화강암을 30 mL의 폴리 로필  용기에 넣고 여기에 바탕 해질로 0.01 M 

NaClO4 용액 20 mL를 첨가하 다. 이 용액의 pH는 1.0 M  0.01 M HClO4 는 

NaOH를 용액을 이용하여 원하는 pH로 조 하 으며, pH가 안정화되었을 때 0.001 

M UO2(NO3)2․6H2O를 20 µL를 가하여 기 우라늄의 농도를 10
-6 

M로 조제하

다. NaHCO3(Sigma-Aldrich, Co.)를 이용하여 수용액의 탄산염 농도를 0.0001, 

0.001, 는 0.01 M이 되도록 조 하 다. 탄산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하여 

모든 실험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1 ppm 이하로 유지되는 러 박스에서 수행하

다. 우라늄은 UO2(NO3)2․6H2O(Merck)의 형태의 시료를 사용하 고, 우라늄의 농

도는 ICP-MS(varian, Ultramass 700)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 108 -

(2) 분쇄화강암

실험에 사용된 화강암은 덕정화강암이며 화강암 모암을 분쇄하고 체거름하여 

입자 직경이 0.15 mm 보다 크고 0.3 mm 보다 작은 입자들만 분리하여 비하 다. 

화강암 입자들은 실험 에 증류수를 이용하여 반복하여 세정하고, 체거름하여 습

식으로 다시 분리하여 사용하 다.

직경이 0.15 mm < Φ < 0.3 mm 인 분쇄된 화강암 입자들의 비표면 은 

Quantachrome Autosorb Automated Gas Sorption System(Quantachrome Co.)을 

이용하여 BET 방법으로 측정하 다. 화강암의 비표면 이 매우 작으므로 일반 으

로 많이 사용하는 질소 가스 신에 크립톤(Kr) 가스를 이용하 으며, 분쇄 화강암

의 비표면 은 약 0.0846 m
2
/g으로 측정되었다.

실험에 사용한 화강암의 박편시료를 제작하여 편  미경 찰  모달분석을 

실시하여 물학  특성과 물조성을 규명하 다. 표 3.2.12에 모달분석에 의한 화

강암의 물조성 결과를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실험에 사용된 화강암 모암은 조립

질 화강암의 형 인 특성을 보여주며 주구성 물로는 석 (quartz), 사장석

(plagioclase), K-장석(K-feldspar), 흑운모(biotite)가 있고, 부구성 물로 각섬석

(hornblende)과 스핀(sphene) 등이 존재한다. 구성 물들은 비교  신선한 물 입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간혹 견운모로 심하게 변질된 장석 물 입자들이 찰되

기도 한다(그림 3.2.13).

물 조성(%)

석 (Quartz) 44.2

장석(Plagioclase) 25.4

K 장석(K-feldspar) 11.5

흑운모(Biotite) 14.7

각섬석(Hornblende) 2.1

스핀(Sphene) 0.8

기  타 1.3

합  계 100

표 3.2.12. 분쇄화강암의 물학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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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Pl

a)

Sp

Pl

Qzb) c)

Bt

M

그림 3.2.13. 화강암 박편의 편 미경 사진.

(×115, Bt: biotite, Pl: plagioclase, Sp: sphene, Qz: quartz, M: microcline)

다. 수용액 상에서 우라늄의 화학반응과 화학종

(1) 열역학  반응  반응상수

우라늄은 퇴 암에서 2.2∼15 μg/g 의 농도범 로 분포하며, 평균 1.2∼1.3 μg/g

의 농도로 존재한다[3.2.32, 3.2.33]. 우라늄은 4+, 5+, 6+ 3가지 형태의 산화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5+ 산화상태의 우라늄은 간생성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계

에서 우라늄의 거동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요하다. 특히 지표 는 지하수상에서 

산화된 우라늄은 주로 6+의 형태의 우라닐이온(UO2
2+
)이나 착화물의 형태로 이동하

며[3.2.34], 탄산 착화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6+ 산화상태의 우라늄의 화학  특성에 

한 이해를 함으로써 지하수 환경에서 우라늄의 수착특성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  말부터 우라늄의 다양한 조건에 한 수용액상의 화학반응에 하여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으며, 우라늄의 화학종 형성에 한 연구결과가 Hostetler와 

Garrels에 의해 발표되었다[3.2.35]. 충분한 열역학  자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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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결과는 우라늄이 두 개 는 세 개의 탄산염과 결합하여 상당히 안정한 화

합물을 형성하여 이동한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1978년에 Langmuir는 우라늄의 수

용액상의 화학반응이 지하수나 지표수 등에 매우 요한 요소임을 강조하 다

[3.2.32]. 1980년  말에 OECD/NEA의 주도 하에 500여 개 이상의 연구논문 등을 

평가하여 재 다 지고 있는 우라늄의 열역학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 다[3.2.36]. 

OECD/NEA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에[3.2.37∼3.2.39] 의하여 물의 우라늄 수착

에 한 열역학  상수에 목할 만한 진 이 있었으며, 이러한 열역학 인 진보는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우라늄 수착을 측하는 모델링의 진보를 가져왔다.

우라늄의 수착을 이해하고 열역학  모델을 용하기 하여 리 사용되고 있

는 OECD/NEA에서 수집한 우라늄 열역학 자료들을 사용하 다. 우라늄의 화학종 

수용액상에서의 반응과 그에 따른 형성상수(Formation constants)를 표 3.2.13과 

3.2.14에 나타내었다.

Reactions log K (I=0)

UO2
2+ + H2O – H+ ⇌ UO2(OH)+   -5.25a)

UO2
2+
 + 2H2O – 2H

+
 ⇌ UO2(OH)2 (aq)  -12.15

a)

UO2
2+ + 3H2O – 3H+ ⇌ UO2(OH)3

-  -20.25a)

UO2
2+
 + 4H2O – 4H

+
 ⇌ UO2(OH)4

2-
 -32.40

a)

2UO2
2+ + H2O – H+ ⇌ (UO2)2(OH)3+   -2.70b)

2UO2
2+
 + 2H2O – 2H

+
 ⇌ (UO2)2(OH)2

2+
  -5.62

b)

3UO2
2+ + 4H2O – 4H+ ⇌ (UO2)3(OH)4

2+  -11.90b)

3UO2
2+
 + 5H2O – 5H

+
 ⇌ (UO2)3(OH)5

+
 -15.55

b)

3UO2
2+ + 7H2O – 7H+ ⇌ (UO2)3(OH)7

-  -32.20a)

4UO2
2+
 + 7H2O – 7H

+
 ⇌ (UO2)4(OH)7

+
 -21.90

b)

UO2
2+ + CO3

2- ⇌ UO2CO3
0 (aq)    9.94a)

UO2
2+
 + 2CO3

2-
 ⇌ UO2(CO3)2

2-
  16.61

a)

UO2
2+ + 3CO3

2- ⇌ UO2(CO3)3
4-   21.84a)

3UO2
2+
 + 6CO3

2-
 ⇌ UO2(CO3)6

6-
  54.00

a)

2UO2
2+ + CO3

2- + 3H2O - 3H
+ ⇌ (UO2)2(CO3)(OH)3

-   -0.86b)

3UO2
2+
 + CO3

2-
 + 3H2O - 3H

+
 ⇌ (UO2)3(CO3)(OH)3

+
   0.65

a)

11UO2
2+ + 6CO3

2- + 12H2O - 12H
+ ⇌ (UO2)11(CO3)6(OH)12

2-   36.40b)

a) Guillaumont 등 (2003)[3.2.38]

b) Grenthe 등 (1992)[3.2.36]

표 3.2.13. 수용액상에서 우라늄 화학종의 형성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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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s log K (I = 0)

UO2
2+ + H2O – 2H+ ⇌ UO3(am) (gummite) -10.41a)

UO2
2+
 + 3U

4+
 + 7H2O(l) – 14H

+
 ⇌ U4O7 (c) 12.6

a)

UO2
2+
 + 3H2O – 2H

+
 ⇌ UO3·2H2O (schoepite) -5.37

b)

UO2
2+ + H2O – H+ ⇌ UO2(OH) (s) -5.00a)

UO2
2+
 + 2H2O – 2H

+
 ⇌ UO2(OH)2 (s) -4.94

a)

UO2
2+
 + CO3

2-
 ⇌ UO2CO3 (c) 14.47

c)

UO2
2+ + 2NO3 + 3H2O(l) ⇌ UO2(NO3)2·3H2O (c) -3.73a)

UO2
2+
 + 2NO3 + 6H2O(l) ⇌ UO2(NO3)2·6H2O (c) -2.24

a)

UO2
2+
 + 3Na

+
 + 2H2O(l) – 4H

+
 ⇌ Na3UO4 (c) -56.27

a)

UO2
2+ + Na+ + H2O(l) – 2H+ ⇌ NaUO3 (c) -8.34a)

UO2
2+
 + 2Na

+
 + 2H2O(l) – 4H

+
 ⇌ Na2UO4 (c) -30.03

a)

2UO2
2+
 + 2Na

+
 + 3H2O(l) – 6H

+
 ⇌ Na2U2O7 (c) -22.6

a)

2UO2
2+ + 2Na+ + 6H2O(l) – 6H+ ⇌ Na2U2O7·3H2O (c) 26.94c)

UO2
2+
 + 4Na

+
 + 3CO3

2-
 ⇌ Na4UO2(CO3)3 (c) 26.94

a)

a) Bond 등(1997)[3.2.40]

b) Dpeiaz와 Grambow (1998)[3.2.41]

c) Grenthe 등 (1992)[3.2.36]

표 3.2.14. 우라늄(VI)의 고체화학종의 형성상수

(2) 화학종 계산  분포

수용액- 물 계면에서 우라늄의 이동성은 물에 한 우라늄의 수착경향이나 

침 물의 형성 등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지화학 인 조건에 따라서 우라늄은 수

착이 되지 않는 강한 화학종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우라늄의 이동성이 

증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를 들면, 강한 알칼리 조건에서 우라늄은 우라닐 탄산 

착화물을 형성하여 물에 한 수착이 매우 약한 경향을 나타낸다[3.2.42].

우라늄은 다른 악티늄 계열 원소 는 이 속 원소와 마찬가지로 수용액상에

서 pH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이온 는 침 물의 형태로 존재 하며, 분포하는 화학

종의 형태에 따라 매질에 수착 되는 경향도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표 3.2.13과 

3.2.14에 나타낸 우라늄의 반응  열역학  자료를 토 로 환경시스템에 한 지화

학  평가 모델 로그램인 MINTEQA2[3.2.43]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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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늄 농도가 10
-5
 M  10

-6
 M 일 때, 그리고, 탄산염 농도가 기조건(PCO2 = 

10
-3.5

 atm), 0.0001 M, 0.001 M, 그리고, 0.01 M 일 때, 25°C, I = 0.01 M 조건에서 

pH 변화에 따른 우라늄 화학종의 분포를 구하 다. 우라늄 농도  탄산염 농도 변

화에 따른 우라늄 화학종 분포를 그림 3.2.14∼3.2.19에 나타내었다. 그림 3.2.14와 

3.2.16에는 탄산염이 없을 경우, 우라늄의 농도가 각각 10
-5
, 10

-6
 M일 때, 우라늄의 

화학종 분포를 나타내었다. 우라늄은 농도가 높을 경우, (UO2)3(OH)5
+, (UO2)3(OH)7

- 

등의 다핵 우라늄 화학종을 형성하지만, 우라늄 농도가 10
-6 

M로 감소하면 UO2OH
+

와 UO2(OH)3
-
 등의 단핵 화학종의 분포가 증가한다.

우라늄은 부분의 경우 자연계에서 용존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탄산착화물을 

형성한다. 지하환경에서 우라늄은 강한 탄산 착화물을 형성하여 물과의 반응성을 

감소시켜 지하수를 통한 이동성을 증 시키므로 우라늄 탄산 착화물은 우라늄과 

물간의 반응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Hsi 등은 산화철 물과 수용액에서

의 우라늄의 분배에 탄산염이 결정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 다[3.2.44]. 그

림 3.2.14에 나타내었듯이 우라늄은 이산화탄소의 향을 받지 않을 때, pH 5 이하

의 산성조건의 수용액상에는 주로 UO2
2+
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pH 6∼8의 성 역

에서는 UO2
2+의 분포는 감소하고 UO2OH

+, (UO2)3(OH)5
+, UO2(OH)2 등의 우라늄 화

학종이 형성되며, pH 8 이상의 염기성 역에서 우라늄은 주로 (UO2)3(OH)7
-
, 

UO2(OH)3
-
의 형태로 존재한다. 반면 그림 3.2.15에서 보여주듯이 [U(VI)] = 10

-5 
M, 

25°C, I = 0.01 M NaClO4의 조건에 이산화탄소가 일반 으로 기 에 존재하는 

분압인 10
-3.5

 atm으로 존재할 경우, 수용액상의 우라늄 화학종 분포는 확연한 차이

를 보인다. pH 5 이하의 산성 역에서 우라늄은 이산화탄소의 향이 없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UO2
2+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우라늄은 탄산염과 강하게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3.2.45] pH 6∼8의 성 역에서 UO2OH
+
의 수화물 외

에 (UO2)2(CO3)(OH)3
-
의 우라닐 탄산 화학종의 형태로 존재한다. pH 8 이상의 염기

성 조건에서 우라늄은 UO2(CO3)3
4-의 형태로 존재하며 수산화물 형태의 우라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특히, 그림 3.2.16∼3.2.19에 나타내었듯이, 우라늄은 

탄산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수착친화도가 낮은 UO2(CO3)(aq), UO2(CO3)2
2-
, 그리

고, UO2(CO3)3
4- 등의 우라늄-탄산염 착화물을 형성하여 우라늄의 수착을 감소시키

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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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 2)3(OH)5
+

(UO 2)4(OH)7
+

(UO 2)3(OH)7
-

(UO 2)3(OH)4
2+

UO 2(OH)2 (aq)

그림 3.2.14. pH에 따른 수용액상의 우라늄(VI) 화학종([U(VI)]tot = 10
-5 

M, 

[CO3
2-
] = 0 M, I = 0.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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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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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2OH+

UO2(OH)2 (aq)

(UO2)2(OH)2
2+

(UO2)3(OH)5
+

UO2CO3 (aq)

(UO2)2(CO3)(OH)3
-

UO2(CO3)2
2-

UO2(CO3)3
4-

(UO2)4(OH)7
+

그림 3.2.15. pH에 따른 수용액상의 우라늄(VI) 화학종([U(VI)]tot = 10
-5 

M, CO2 = 

10-3.5 atm. I = 0.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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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2)2(OH)2
2+

(UO2)3(OH)5
+

(UO2)4(OH)7
+

(UO2)3(OH)7
-

UO2(OH)4
2-

그림 3.2.16. pH에 따른 수용액상의 우라늄(VI) 화학종([U(VI)]tot = 10
-6 

M, [CO3
2-
] 

= 0 M, I = 0.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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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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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V

I)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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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 O 2
2+

U O 2O H +

U O 2(O H )2 (aq)

U O 2(O H )3
-

(U O 2)2(O H )2
2+

(U O 2)3(O H )5
+

U O 2CO 3 (aq) (U O 2)2(CO 3)(O H )3
-

U O 2(CO 3)2
2-

U O 2(CO 3)3
4-

UO2(OH)4
2 -

그림 3.2.17. pH에 따른 수용액상의 우라늄(VI) 화학종([U(VI)]tot = 10
-6 

M, [CO3
2-
] = 

0.0001 M NaHCO3, I = 0.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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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pH에 따른 수용액상의 우라늄(VI) 화학종([U(VI)]tot = 10
-6 M, [CO3

2-] = 

0.001 M NaHCO3, I = 0.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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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pH에 따른 수용액상의 우라늄(VI) 화학종([U(VI)]tot = 10
-6 M, [CO3

2-] = 

0.01 M NaHCO3, I = 0.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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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복합 물에 한 열역학  수착모델의 용  해석

(1) 회분식 수착실험 결과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한 탄산염의 향을 평가하기 하여 NaHCO3의 농

도를 0.0001, 0.001 그리고, 0.01 M의 농도로 변화시키며 수착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3.2.20에 나타내었다. 탄산염이 존재하지 않을 때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은 pH 6.59에서 약 90% 이상이었으며, 이때의 Kd는 216 mL/g로 나타났다. 그

러나, 수용액의 탄산염 농도가 증가할수록 수착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pH가 낮아지

고 수착되는 양도 히 감소하여 탄산염의 농도가 0.01 M 일 때, pH 5.83에서 수

착량은 75%(Kd = 54 mL/g)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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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0. 탄산염 농도변화에 따른 분쇄화강암의 우라늄 수착([U(VI)]tot = 

10-6 M, I = 0.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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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농도가 10-6 M이고 탄산염이 없을 때 에 나타내었듯이, 우라늄은 주로 

우라닐이온(UO2
2+
)이나 수산화 우라닐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은 화강

암 표면 작용기와 쉽게 반응하여 탄산염의 향이 있을 경우보다 수착이 잘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그림 3.2.16). 반면에 탄산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우라닐 탄

산 착화물 형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화학종 분포 계산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림 3.2.17∼3.2.19에서 보여주듯이, 탄산염이 증가할수록 UO2OH
+
, (UO2)3(OH)5

+
, 

UO2(OH)2(aq), 그리고, UO2(OH)3
- 등과 같은 수산화 우라닐 이온은 큰 폭으로 감소

한다. 반면에 수용액의 탄산염 농도가 증가할수록 UO2CO3와 UO2(CO3)2
2-
, 그리고, 

UO2(CO3)3
4-
 등의 우라닐 탄산 착화물이 차 증가하여, 탄산염 농도가 0.01M 일 

때, 수산화 우라닐 이온의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pH 6 이상의 알칼리 

역에서 수착이 낮게 평가되는 것은 물에 한 수착친화도가 낮은 우라닐 탄산 

착화물의 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한 pH 6 이상의 높은 pH 역에서 일

부 우라늄이 수착된 것은 우라닐 탄산 이온이 수착친화도가 낮지만, 일부는 물-

우라늄-탄산염의 3성분 착화물의 형성에 의해 물과 우라늄이 반응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3.2.46, 3.2.47].

(2) 비정 기  모델  표면 화학종

일반 으로 핵종의 수착을 평가하기 한 표면 착화반응 모델은 매질 표면의 

하에 의한 정 기  항을 고려한 정 기  확산 이 층 모델을 주로 사용하여 왔

다. 정 기  이 층 모델은 매질의 표면 산도상수 등의 매질의 표면 특성에 련

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일 물들은 그 기  특성이 비교  잘 알려져 있

으므로 일반 으로 확산 이 층 모델을 용하여 우라늄의 수착을 해석한다.

그러나 복잡한 조성을 지닌 복합 물은 표면의 하특성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

므로 정 기  모델을 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특

성을 이해하기 하여 정 기  항을 배제한 비정 기 (non-electrostatic) 표면 착

화반응 모델을 용하 다. 표면의 하특성을 설명하기 하여 하나 는 그 이상

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 기  모델과는 달리 비정 기  모델은 표면의 하특

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3.2.29] 표면 특성이 잘 알려진 표면에 합하지 않으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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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복잡하고 표면 특성 분석이 어려운 복합 물의 경우에 유용한 방법이다

[3.2.31]. 따라서 다른 표면 착화반응 모델과는 달리 비정 기  모델은 표면의 하

는 표면 착화반응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므로[3.2.28] 복잡한 조성을 가진 

천연 복합 물의 하나인 화강암의 수착해석에 비정 기  모델을 용하 다.

수착평가 모델을 단순화하기 하여 용한 비정 기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

은 사항을 고려하 다. 첫째, 표면 수착  농도는 Davis와 Kent[3.2.14]가 제안한 

3.84 µmol/m2을 용하 다. 둘째, 연속화학추출법을 이용한 화강암 구성 물의 수

착기여도 평가 결과에서 보여주듯이[3.2.13],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은 일부 구성 물

의 수착기여도가 큰 을 감안하여 표면 수착 은 강한 결합을 하는 수착 과 약한 

결합을 하는 수착 의 두 종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 다. 셋째로 모델 모사를 단순

화하기 하여 화강암 표면의 반응은 3개 는 그 이하의 화학종이 반응하는 것으

로 가정하 다. 넷째, Sener[3.2.48]  Ishido와 Matsushima[3.2.49]에 의하면 화강

암의 제타 는  pH 역에서 (-)를 나타내므로, 양으로 하 된 화강암 표면 작

용기(SOH2
+
)와 우라늄과의 반응은 고려하지 않았다.

Bargar 등[3.2.46]의 XAS와 FTIR 연구결과와 Ulrich 등[3.2.50]의 

EXAFs(Extended X-ray Absorption Fine-Structure Spectroscopy) 연구결과에 의

하면 우라늄은  탄산염이 있을 때 < 물 표면 작용기-우라늄-탄산염>의 3성분 착

화물을 형성한다. 탄산염과 철석을 이용한 실험에서 다핵 우라늄 표면 화학종이 

형성되는 것을 찰하 으나, 이는 pH 8.0∼8.5의 좁은 구간에서 우라늄의 수착이 

높게 나타났을 때에 국한된 것이므로[3.2.46]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은 비교  많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핵 우라늄 화학종 형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화강

암 표면과 반응하는 우라늄의 화학종은 UO2
2+
, UO2OH

+
, UO2CO3

0
(aq), 그리고, 

UO2(CO3)2
3-의 4가지로 가정하 다. 표 3.2.15에는 화강암 표면에 한 우라늄의 착

화반응에 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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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표 면 반 응

1 SOH + UO2
2+
 ⇌ SOUO2

+
 + H

+

2 SOH + UO2
2+
 + H2O ⇌  SOUO2OH + 2H

+

3 SOH + UO2
2+
 + CO3

2-
 ⇌ SOUO2CO3

-
 + H

+

4 SOH + UO2
2+
 + 2CO3

2-
 ⇌ SOUO2(CO3)2

3-
 + H

+

* 여기서, SOH는 우라늄과 반응하는 분쇄화강암의 표면 작용기를 의미한다.

표 3.2.15. 비정 기  표면 착화반응 모델에 고려한 우라늄의 표면반응

(3) 비정 기  모델의 용

두 자리 수착 을 가정하여 비정 기  모델을 용하는 것은 계산해야 할 변

수가 증가하여 불확실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 자리 수착 을 가정하여 표 

3.2.15에 언 한 화강암에 한 우라늄의 반응 에서 최 의 우라늄 표면 반응 조

합을 구하여 두 자리 수착  비정 기  모델의 우라늄 표면반응으로 고려하 다. 

한 자리 수착  비정 기  모델에서는 SOUO2
+
와 SOUO2CO3

-
의 두가지 표면 화학

종을 가정하 을 때 실험결과와 모델 모사결과가 가장 잘 일치하 다. 그림 3.2.19

의 우라늄 화학종 분포는 pH 4.5∼6.0의 역에서 UO2CO3(aq)가 지배 으로 분포

한다. 따라서 탄산염이 존재할 경우, 화강암 표면, 우라늄, 그리고, 탄산염의 3성분 

반응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3.2.47].

SOH + UO2
2+
 + CO3

2-
 ⇌ SOUO2CO3

-
 + H

+

복합 물은 포함되어 있는 일부 산화철 물이나 일부 친화도가 높은 토 물

이 우라늄 수착에 많은 향을  수 있다. 따라서, 천연복합 물인 화강암의 우라

늄 수착을 설명하기 하여 두 자리 수착  비정 기  모델을 용하 다. 한 자

리 수착  모델을 통하여 얻은 표면화학종을 상으로 하여 강한 수착 (SsOH)와 

약한 수착 (SwOH)의 두 가지 표면 수착 을 가정하여 모델 평가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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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수착  농도에 한 강한 수착  농도를 정하기 하여 강한 수착 을 

체 수착  농도의 0.1, 0.2, 0.5, 1, 10, 그리고, 20%로 가정하여 모사결과의 양호도를 

평가하 으며, 강한 수착 은 체 수착 의 1%로 가정하 을 때 모사결과의 양호

도가 가장 좋게 평가되었다(표 3.3.6). 이는 동일한 시료로 연속화학추출법으로 화강

암 구성 물의 우라늄 수착에 한 기여도 평가에서 녹니석이 1% 미만으로 포함되

어 있지만 우라늄 수착기여도는 체 화강암 구성 물  20% 정도로 매우 높게 

평가된 결과와 일치한다[3.2.13]. 녹니석은 비표면 이 1.57 m2/g으로 화강암의 

0.0846 m
2
/g보다 18배 이상 크며, 연속화학추출법에서 화강암  녹니석의 함량은 

최고 1%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비표면 을 고려하면 이론 으로 녹

니석이 차지하고 있는 강한 수착 은 체 수착 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모델의 양호도 평가는 강한 수착 이 체의 1%일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우라늄이 토양에 수착될 때, 수착 친화도가 높은 

물의 체에서 수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의 가장자리(edge) 부분과 우라

늄이 주로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3.2.51].

순번 강한 작용기 / 체 작용기(%) 합도(SOS / DF)

1 0.1 N.C.

2 0.2 N.C.

3 0.5 N.C.

4 1 0.07

5 10 N.C.

6 20 N.C.

표 3.2.16. 체 표면 작용기에 한 강한 표면 작용기 비의 변화에 따른 

FITEQL 합도 계산 결과

표 3.2.17에 탄산염의 농도가 0.01 M 일 때, 고려한 우라늄과 화강암의 표면 반

응  모델을 용하여 구한 착화물 형성상수를 나타내었다. 표 3.2.15에 고려한 반

응 외에 SOUO2OH, SOUO2(CO3)2
3-, SO(UO2)2CO3(OH)3 등의 여러 가지 반응들도 

모델에 고려하 으나,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그림 3.2.20에는 화강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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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라늄 수착실험결과와 비정 기  모델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실험결과와 

모델 결과는 비교  잘 일치하 다. 한 강한 수착 에서 15%이상 수착되는 것으

로 평가되어 표면의 하 특성을 알기 어려운 화강암에 한 우라늄 수착은 2 자리 

비정 기  착화반응 모델로 설명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 다. 그림 3.2.21에서 보이

듯이, 비정 기  착화반응 모델을 용할 경우, 화강암의 우라늄 분배계수를 비교

 정확하게 측이 가능하 다. 한 그림 3.2.22에 나타내었듯이 비정 기  모델

로 계산한 우라늄의 표면 화학종  수용액의 화학종 분포를 통하여 pH 7.0 이상의 

역에서 UO2(CO3)3
4-
 형태의 우라닐 탄산 화합물의 형성은 우라늄의 화강암 수착

을 감시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pH  탄산염 등의 지화학  조건이 우라늄 

화학종 분포를 변화시키고, 이는 지하환경에서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과 이동에 결

정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3.2.42, 3.2.44].

순번   표 면 반 응
형성상수(log K)

(I = 0.01 M)

1 SsOH + UO2
2+ ⇌ SsOUO2

+ + H+ 3.24

2 SwOH + UO2
2+
 ⇌ SwOUO2

+
 + H

+
0.39

3 SsOH + UO2
2+
 + CO3

2-
 ⇌  SsOUO2CO3

-
 + H

+
12.32

4 SwOH + UO2
2+
 + CO3

2-
 ⇌ SwOUO2CO3

-
 + H

+
9.58

* 여기서, 표면 작용기의 총 농도는 3.84 µmol/m2, SsOH  SwOH는 각각 강

한 작용기와 약한 작용기를 의미한다.

표 3.2.17. 두 자리 수착 , 비정 기  표면 착화반응 모델을 용 표면 반응  

그에 따른 형성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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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분쇄화강암에 한 우라늄 수착 실험  모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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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분쇄화강암의 우라늄 수착 분배계수에 한 모델 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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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 수용액  수착된 우라늄 화학종 분포.

4.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 성 입력자료로 활용할 목 으로 지화학

 조건 변화에 따른 고 핵종의 수착특성을 평가하 다. 지하연구시설에서 채취

한 화강암과 심도 200 m에서 채취한 지하수를 이용하여 산화/환원 와 pH 변화

에 따른 우라늄, 토륨, 넵투늄, 그리고, 아메리슘에 한 수착분배계수를 측정하

다. 한, 열역학  수착모델, 즉 비정 기  표면 착화반응 모델을 용하여 화강

암에 한 핵종의 수착특성을 평가하 다.

수착매질로 사용한 KURT 화강암은 시추코어 YH1-1, KP1-20, KP1-32를 

쇄하여 사용하 으며, 이들의  주 구성 물은 석 , 장석, K-장석, 미사장석이

며, 미량 구성 물로는 녹니석과 흑운모 등으로 확인되었다. 미량구성 물  



- 124 -

핵종의 수착 친화도가 상 으로 높은 녹니석의 함량은 YH1-1 > KP1-20 > 

KP1-32의 순으로 찰되었다.

Eh = -0.2 V 이하의 KURT 지하수 조건에서 우라늄의 수착분배계수는 

43.7±26.1 mL/g 인 반면, 산화조건에서는 26.6±7.9 mL/g으로 확인되었다. 토륨

의 수착분배계수는 환원조건에서 130.8±37.9 mL/g 이었으며, 산화조건에서 

1439.3±595.2 mL/g으로 측정되었다.

넵투늄의 수착분배계수는 환원조건에서 177.1±74.1 mL/g으로 확인되었으며, 

산화조건에서는 14.8±6.9 mL/g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지하수의 pH를 각각 

3.5, 5.5, 8.5 등으로 조 하 을 때, 수착분배계수는 32.7±2.2 mL/g, 65.2±4.1 

mL/g, 그리고, 182.8±103.8 mL/g으로 pH가 증가할수록 화강암에 한 넵투늄

의 수착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아메리슘도 넵투늄과 마찬가지로 산화조건보다 환원조건에서 화강암에 한 

수착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이때의 수착분배계수는 각각 11.2±6.2 m
3
/g과 

6.3±2.6 m
3
/g으로 확인되었다. KURT 화강암에 한 아메리슘의 수착분배계수

는 pH가 증가함에 따라 격히 증가하다가 알칼리 역에서 약간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pH 3.0에서 수착분배계수는 39.4±10.3×10
-3
 m

3
/kg로 측정되

었으며, pH 5..5와 pH 8.0에서는  각각 14.4±7.7 m
3
/kg와 10.8±5.9 m

3
/kg로 확

인되었다.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한 탄산염 농도의 향을 열역학  수착모델을 

용하여 평가하 다. 화강암에 한 우라늄의 수착은 강한 수착 과 약한 수착

의 두 자리 수착 을 가정하여 비정 기  수착 모델을 사용하여 우라늄 수

착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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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처분 안 성평가를 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착 D/B 구축

1. 연구 개요

악틴족 원소들은 pH가 부분 성  약알칼리 역의 지하수에서 용해도가 

매우 낮고, 콜로이드를 형성하는 등 지하매질에 따라 매우 다양한 성질을 가지므로 

지하수 조건에 따라 실험 으로 화학종을 상세히 찰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간

단한 용액조건에서 각 악틴족 원소들에 한 열역학데이터를 측정하여 이를 토 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지하수에서 악틴족 원소의 화학종과 용해도를 측하기 한 

지화학코드가 개발되었다. 지화학코드를 이용한 계산결과는 서로 유사한 지하수의 

유사한 조성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용해도  화학종이 수천 배까지 차이를 나타낸

다. 이는 악틴족 원소들의 용해도가 지화학 조건에 한 강한 의존성을 나타내며, 

각 연구에서 용된 열역학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환경에서 핵종의 

화학종과 용해도, 반응특성을 정량 으로 모델링하기 하여 각 기 과 국가에서는 

추구하는 목 에 따라 다양한 D/B를 확보하려고 한다. 한, 각국의 천연지하수에

는 서로 다른 조성의 음이온이 존재하는데, 이 이온들의 효과 한 무시할 수 없다.

재 알려진 D/B는 독립 으로 활용되는 D/B와 지화학코드에 통합되어 있는 

D/B로 양분된다. OECD/NEA의 열역학데이터[3.3.1]는 표 인 독립  D/B로서 개

별화학종의 Gibbs 에 지, 생성반응상수, 열용량, 엔트로피, 엔탈피 데이터도 포함하

고 있다. 한, 이 데이터는 다양한 문헌과 문가들의 평가에 의해 선정되었기 때

문에 재 가장 신뢰성 있는 열역학 D/B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다. 스 스의 

Nagra/PSI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한 지화학 모델링을 하여 열역학 D/B를 구

축하 다[3.3.2]. 이 D/B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정성 평가를 한 데이터들로만 구성

되어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일본의 JAEA도 2003년에 DATABASE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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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13c2.tdb 을 공개하 으며[3.3.3], SKB도 OECD/NEA 데이터와 Nagra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근에 D/B를 연구보고서로 발간한 바 있다[3.3.4]. 한, 국내에서도 지하

수  핵종의 용해도  용해화학종을 계산할 목 으로 개발한 지화학반응 해석용 

컴퓨터 코드인 MUGREM을 하여 열역학데이터를 수집한 바 있다[3.3.5, 3.3.6]. 한

편, 컴퓨터 코드와 통합된 D/B로는 EQ3/6[3.3.7], MINTEQ2[3.3.8]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코드내에 포함된 D/B는 코드 활용 차원에서만 공 되므로 그 신뢰성이 떨

어지는 편이다. 이러한 D/B는 핵종들의 용해도 한계를 구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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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계수를 얻어내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을 지하에 처분하 을 때 지하 환경에서 방사성핵

종의 수착거동에 한 자료를 조사/검토하여 이를 활용하기 한 D/B도 구축하

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 성평가에 활용되는 분배계수(Distribution Coefficient, 

Kd)로 정의하는 평형분배상수는 동력학 으로 빠르고 가역 인 수착을 평가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Kd는 측정된 실험 조건에 한하여 그 수치가 유효하므로 기

존에 측정된 Kd를 방사성폐기물처분의 안정성 평가에 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물, 즉, 고체의 종류와 양, 수용액의 조성, pH, 산화/환원 , 이온강도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수착은 향을 받는다[3.3.9].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지화학 조건에

서 핵종의 수착자료를 실험 으로 얻어 내거나, 문헌을 통하여 자료를 추출해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기도 한다. 따라서 다양한 실험조건에서 측정된 방 한 수

의 Kd 값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용 가능한 Kd 값을 추출해내는 새로운 방법

론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방 한 양의 Kd를 제공하는 NEA 수착 

D/B(Sorption Data Base, SDB)가 OECD/NEA에서 구축되었다[3.3.10]. 그러나 SDB

가 포 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상의 어려움과 데이터를 하게 분석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없었기에 D/B의 사용에 한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

하고 한국형처분시스템에 합하도록 국내에서 생산된 Kd의 D/B를 구축하기 하

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조건에서 다양한 핵종의 Kd를 추출하기 하여 

OECD/NEA의 수착자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자체 생산한 수착 자료를 검색하

고 조건별로 추출할 수 있는 핵종 수착 D/B(Sorption Database-21C, SDB-21C)를 

개발하 다[3.3.11, 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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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우리나라의 SDB-21C, 독일의 RES3-T[3.3.13], 그리고 일본의 JAEA-SDB 

[3.3.14] 등의 다양한 핵종 수착 D/B 로그램들이 개발되어왔다(표 3.3.1). 그러나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 성 평가 측면에서 볼 때, 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수착 D/B의 원활한 근  검색이 가능해야하고 검색한 

수착 D/B 정보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수

착 D/B의 근  검색이나 통계정보는 재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수착 

D/B를 정확하고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는 방법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요한 악틴족 원소들의 

기본 성질과 각국의 열역학 데이터를 상호 비교하여 선정하 으며, 온도와 이온강

도에 따른 열역학데이터 보정방법을 소개하 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심핵종인 주요 핵분열생성물의 열역학데이터도 조사하 다. 한, 기존 수착 D/B 

로그램의 리/검색 기능을 분석  보완하고, 사용자들에게 보다 효율 인 방법

으로 수착 D/B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웹(web)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수착 D/B 

시스템(웹기반 SDB)을 갖추고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 다(그림 

3.3.1).

그림 3.3.1. 웹 기반 핵종 수착 D/B 로그램 개발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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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
명칭 년도 데이터수 비      고

일본/

JAEA
JAEA-SDB 1999 24,000

- 2003년 MS Access 버 공개

- 2009년 웹기반 버  서비스 실시

- 22개 주원소1)  추가원소2) 수록

독일/

FZK
RES3-T 2003 -

- 열역학  수착모델을 한 D/B

- 6종류의 열역학  수착 모델 데이터 수록3)

- 데이터가 어 활용에 한계

스 스/

Nagra
- 1996 -

-   고 핵종으로 구분하여 보

고서 형식으로 발간

- 매질을 시멘트, 근계 역, 벤토나이트, 모

암4) 등으로 구분하여 분배계수를 분류하여 

수록

NEA NEA-SDB 1991 14,000

- 1991년에 NEA 주 하에 참여국별로 핵종 

수착 자료 취합

- 1991년 이후 자료 업데이트 되지 않음

한국/

KAERI
SDB-21C 1998 16,000

- 2,000여개의 자체자료 수록

- parametric model 구

- 2009년 웹기반 SDB 구축

1) Ni, Se, Zr, Nb, Tc, Pd, Sn, Sb, Cs, Sm, Pb, Bi, Po, Ra, Ac, Th, Pa, U, Np, 

Pu, Am, Cm

2) Ag, Ce, Co, Eu, Fe, Sr

3) Non-Electrostatic Model, Diffuse Double-Layer Model, Constant Capacitance 

Model, Triple-Layer Model, Basic Stern Model, CD-MUSIC

4) Granite, Marl, and Opalinus clay

표 3.3.1. 국내외 핵종 수착 D/B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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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D/B 구축

가.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특성

(1) 우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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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pH, Eh  탄산농도의 향을 매우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

라늄 4∼6가의 반응에 한 반응상수를 열역학데이터에 나타내었다.

지하처분장의 환원조건에서 지하수에 의한 우라늄의 용해도를 결정하는 고체 

(Solubility Limiting Solid Phase, SLSP)로서 UO2가 SKI, SKB, YJT, PNC와 

AERE에서 고려되었다[3.3.15]. UO2는 크게 UO2(am, hyd), UO2(fuel)와 

UO2(cr)(uraninite)로 나 어지는데, [3.3.16]는 사용후핵연료(UO2(fuel))의 용해도가 

UO2(am, hyd)와 UO2(cr)의 간단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 다. 한, 비결정성 

UO2가 오랜 기간이 경과하면 결정성을 갖는 uraninite 침 물로 변화될 수 있는데, 

산소가 차단된 지하수에서 벤토나이트와 한 과량의 우라늄을 함유한 모의 붕규산

유리고화체 페기물로부터 용출되어 나온 우라늄이 벤토나이트와 고화체 면에서 

수년이 경과한 후 uraninite가 생성됨을 확인한 바 있다[3.3.17]. 이러한 결정성 

uraninite는 pH 4 이하의 산성용액에서 비결정성 UO2보다 침 /용해 반응상수가 6

∼7 승수 차이가 난다. 그러나 pH 4 이상의 성이나 알칼리 용액에서 uraninite와 

UO2의 용해도 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3.3.2], 이는 기에 uraninite 실험을 

하여도 기에 용해된 우라늄이 결정질 표면에 재침 되면서 결정질 표면에 비결정

질 고체가 표면층을 이루면서 실제로는 비결정질과 용액이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3.3.18]. 따라서 U(IV)의 용해도를 결정하는 침 물로 

uraninite 보다는 비결정질인 UO2를 가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다[3.3.19]. 

Nagra/PSI에서는 pH 6 이상의 지하수에서 우라늄의 용해도 계산을 하여 

uraninite와 UO2(am)를 구별하지 않는 UO2(s)를 주장하 다. 같은 논리가  T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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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IV)  Pu(IV) 침 물에도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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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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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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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규소 농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 다[3.3.5]. 규소 농도가 3×10
-5
 mol/L 이

상이면 soddyite가, 그 이하면 schoepite가 더 안정한 침 물로 존재한다고 하 다. 

본 실험실에서도 uranyl silicate 화합물인 uranophane을 발견한 바 있으나[3.3.17], 

실제로 Eh 값이 낮은 심부지하 환원환경에서 이들이 생성될지는 보다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Soddyite + 4H
+
 = 2UO2

2+
 + SiO2(aq) + 4H2O(aq) (3.3.1)

 반응식의 평형상수를 [3.3.20], [3.3.21], [3.3.22]가 실험 으로 측정한 결과, 각

각 5.74±0.21, 3.9±0.7, 2.98±0.29를 얻었다. 이 게 값이 다른 것은 soddyite의 용해

도 결정이 매우 복잡하고 고체의 결정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3.21]

은 실리카 농도가 6.3×10-5 M 이하일 경우 우라닐 실리 이트 이온(UO2SiO(OH)3+)

이 주 용해화학종이 될 수 없다고 보고하 다(그림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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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할 수 있다[3.3.1, 3.3.23]. 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존재할 경우 시멘트 지하수에

서 우라늄과 칼슘 화합물인 CaUO4(s)[3.3.23]와 becquerelite(Ca(UO2)6O4(OH)6 

·8H2O) [3.3.24∼3.3.26], 그리고 국 Drigg 처분장에서 산화조건의 탄산수에서 존재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상하는 CaMgUO2(CO3)3(swartizite)와 Ca2UO2(CO3)3 

(liebigite)[3.3.27]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이들의 존재와 열역학 데이터는 향후 더 연

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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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실리카 농도에 따른 용액  우라늄 용해 화학종의 분포.

(가) U(VI) hydroxide complexes

pH가 2∼5 사이의 용액에서 10
-4
 M 이상의 우라늄 농도를 갖고 많은 실험이 

수행되었는데, 이 경우 polymeric U(VI) 화합물이 주요 화학종이다[3.3.2]. 그러나 

부분의 우리나라 화강암 지하수의 경우 pH가 성에서 약 알칼리성으로서 우라

늄 농도가 낮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polymeric U(VI) species에 한 조사를 생

략하 다. 성과 약 알칼리성 용액에서 U(VI) species는 난용성 uranate 침 물과 

UO2(CO3)2
2-, UO2(CO3)3

-4가 형성되는 등 복잡해진다. 매우 낮은 농도의 우라늄 용

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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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나) U(V) hydroxide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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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높은 농도의 UO2
+
 hydroxide species가 존재하기 어렵다[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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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IV) hydroxide complexes

그림 3.3.3와 같이 높은 pH에서 우라늄의 용해도 증가를 설명하기 하여 도입

된 U(OH)5
-
는 [3.3.23]이 U

4+
 + 5H2O = U(OH)5

-
 + 5H

+
 반응에 하여 평형상수 

log K = -16.54를 주장하 다. 그러나 U(OH)5
-가 pH 12 이하의 용액에서 재까지 

실험 으로 확인되지 않아서 이 화학종의 존재에 하여 회의 이므로[3.3.2, 3.3.4, 

3.3.27], 이 데이터를 무시하 다. 이 화학종은 OECD/NEA, SKB  Nagra/PSI에서

도 고려하지 않았다. pH가 11 이상이며 약한 환원용액에서 UO2(s)의 용해도 증가는 

U(OH)5
-
의 생성보다는 높은 pH에서 우라늄의 산화수가 4가에서 6가로 산화되어 용

액  UO2(OH)3
-
와 UO2(OH)4

2-
의 존재 때문이라 생각된다[3.3.4]. U6(OH)15

9+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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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으므로 이 데이터 역시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3.3.3. 실험과 OECD/NEA와 Nagra/PSI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UO2(s)의 용해도 비교.

그림 3.3.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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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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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 게 서로 다른 상을 설명하기 하여 pH에 따라 사용하는 열역학데이터

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상은 Th(IV)와 같은 다른 4가의 악틴

족에서도 발견되었다. Nagra/PSI에서는 UO2-H2O 시스템뿐만 아니라 

UO2-H2O-CO2 시스템에도 용가능한 넓은 오차를 갖는 log Ks,0 값을 제시하 다.

그림 3.3.4. UO2-H2O계에서 용해도 데이터[3.3.2].

(2) 토륨

토륨은 천연지하수 조건에서 Eh의 향은 받지 않고 4가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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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물 처분장 지하수는 pH가 6 이상이며, 이온강도가 해수보다 작을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약간의 인산, 황산, 불산 이온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용액  토륨의 

가장 요한 화학종은 수산화물과 탄산화물일 것이다. 토륨 산화물과 수산화물의 

용해도와 결정화도(crystallinity)는 이들이 성 pH 역에서 콜로이드를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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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크므로 많이 변할 수 있다. 이것이 Th(OH)4(s)의 용해도가 문헌마다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이다[3.3.4].

(가) Hydr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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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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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그림 3.3.5와 같이 산성에서는 결정성과 비결정성의 ThO2에 따라 용액  토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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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8]은 ThO2(s)의 표면에 형성된 비결정성의 수화층 때문으로 설명하 다.

그림 3.3.5. pH에 따른 ThO2의 용해도에 한 문헌값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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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arbonate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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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종임을 XAS(X-ray Absorption Spectroscopy)로 찰하 다[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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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h(CO3)5

6-
 + 2H2O  log Ks,50 = 39.7±0.4 (3.3.2)

탄산농도가 0.1 M 이하의 경우 hydroxide carbonate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는

데 이 화합물의 정확한 성질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다만 [3.3.30∼3.3.32]에서는 

측정된 용해도를 모델링하기 하여 Th(OH)3CO3
-
를 제안한 반면, [3.3.29]는 분 학

 방법을 통해 Th(OH)2(CO3)3
4-를 주장하 다.

ThO2(s) + CO3
2- + H+ + H2O = Th(OH)3CO3

-  log Ks,13  = 6.77±0.21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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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Th(OH)3CO3

-
, Th(OH)2(CO3)3

4-
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사용하 을 경우 그림 3.3.5에 보이는 바와 같이 실험값과 잘 일치하 다[3.3.4]. 

[3.3.33]은 Th(OH)3CO3
-와 Th(OH)2(CO3)3

4-와 같은 ternary 화합물의 생성을 가정할 

때, 그림 3.3.6와 같이 [3.3.34]와 [3.3.25]의 실험데이터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었다. 

이 화학종과 그들의 안정도 상수값은 [3.3.32]의 실험 데이터로부터 얻어졌다. V. 

Neck 등[3.3.34]은 새로운 ternary 화합물(Th(OH)2(CO3)2
2-)을 추가하 다.

그림 3.3.6. 서로 다른 실험조건에서 ThO2․2H2O(am)의 

용해도 계산값과 실험값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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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넵투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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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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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환원 조건의 지하수가 존재할 경우, Np(III) 화학종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

으로 천연지하수의 Eh와 pH 범 에서 넵투늄은 4가 혹은 5가로 존재하는데, 심

부 지하수와 같이 mild한 환원조건의 경우는 넵투늄이 Np(IV)로 존재할 것이다.

넵투늄의 용해 화학종은 그림 3.3.7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pH와 Eh에 큰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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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합물이 안정하다. 산화상태가 되면 안정한 수용액상의 화학종은 5가의 수산화물

이나 탄산화물로 변한다. 탄산농도 한 넵투늄 화학종에 매우 큰 향을 다. 그

림 3.3.7을 보면 pH 5.5∼10.5 범 에서 탄산농도의 증가와 함께 안정한 화학종은 

Np(OH)4(aq)에서 Np(OH)3CO3
-
로 변한다[3.3.5]. MUGRAM으로 계산한 국내 지하

수 조건에서 넵투늄 용해도는 3.1×10
-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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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그러나 Np(OH)3CO3

-
와 같은 

ternary 화학종의 존재여부  열역학데이터의 신뢰도는 보다 검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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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수용액에서 넵투늄의 화학종 분포.

(4) 아메리슘

수용액 에서 아메리슘은 강산화 조건에서 AmO2
+
 혹은 AmO2

2+
로 존재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 부분 산화수가 3가 이온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고 방사성폐기

물 처분을 한 심부지하수를 고려할 때 Nagra/PSI와 같이 우리도 주로 Am(III)만

을 고려하 다. 아메리슘의 용해도  용해화학종은 용액의 산화/환원 에 거의 

향을 받지 않는다.

3가 악틴족과 란탄족 원소의 경우 화합물과 용해화학종이 비슷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상은 용액  그들의 배 화학(coordination chemistr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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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 형성반응에서는 잘 일치함을 의미한다. 열역학 데이터와 반응상수가 이온반

경에 따라 달라지는데, Nd(III)와 Eu(III)는 Cm(III)과 Am(III)와 유사한 반경을 가지

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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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Å으로 유사

하다[3.3.35]. 따라서 이들의 활동도 계수  이온반응상수의 차가 무시할 정도이다

[3.3.30, 3.3.36, 3.3.37]. Isostructural solids의 용해상수 차이는 상당한 반면, 유사 수

화화합물(aqueous complexes)의 생성상수 역시 부분 시험오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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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

(가) Aqueous americium hydroxide complexes

Am(OH)n
3-n

 에서 pH = 13∼14까지도 n이 4이상인 음이온 수산화물의 형성을 

찰할 수 없었다[3.3.39].

(나) Solid americium oxides and hydroxides

[3.3.40]은 pH 12.5∼13.1과 탄산농도 0.07 M인 용액에서 AmOHCO3(cr)와 

Am(OH)3(aq)의 평형상수로부터 아메리슘의 농도를 1×10
-7
 mol/L로 측하 으나, 

[3.3.39]와 [3.3.1]의 검토로부터 기 고체가 보다 안정된 Am(OH)3(cr)로 바뀔 것으

로 상되며, 이 조건에서 더 낮은 용해도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3.3.40]이 

측정한 3.2×10
-8
∼7.9×10

-10
 mol/L 역에서의 아메리슘 농도로 잘 설명된다.

Am(OH)3(s)의 용해도는 결정정도, 즉 숙성시간(aging time)에 의존하며, 입자의 

크기  방사선량(알 선, 특히 Am-241의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3.3.1]. 그러나 이 

결정성과 비결정성 Am(OH)3의 차이는 과도하게 단순화된 모델이기 쉽다. 왜냐하면 

X-선 데이터는 bulk 구조에 한 정보를 주지만 실제 용해도는 표면 구조에 좌우

되기 때문이다. [3.3.41, 3.3.42]의 실험결과는 pH에 따라 결정성과 비결정성 모델값

들을 넘나든다(그림 3.3.8). 기에 침 된 Am(OH)3(s)는 회 을 나타내기에 무 

작은 결정들의 덩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숙성과정을 거쳐 회 을 나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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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아메리슘의 self-irradiation에 의해 결정화가 방해받을 수도 있다[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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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그림 3.3.8. 298.15 K에서 0.1 M NaClO4와 NaCl 용액에서 aged 

Am(OH)3(s)[3.3.42]와 결정성 Am(III) hydroxide[3.3.53]의 용해도 비교. (Solid 

곡선은 log K
0
s,0 (Am(OH)3, cr) = (15.6 ± 0.6)와 이온강도 0.1 mol/L로 환산된 

계산값이며, 선은 95%신뢰도의 불확정성 역을 표시하고, dashed line은 

[3.3.39]에서 사용된 상수로부터 계산된 값임)

(다) Carbonate compounds and complexes

높은 농도의 탄산용액에서 Am(CO3)4
5-
의 생성이 주장되었으나[3.3.38], 이 화학

종의 존재에 한 실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3.3.2], 주장된 데이터 값의 차

이도 커서 선택하지 않았다[3.3.1].

[3.3.39]는 Am(III)-bicarbonate 화합물도 실험 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3.3.2]는 보다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3.3.37]은 CmHCO3
2+
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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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얻은 후, 이 값을 Am(III)에 용시켜 AmHCO3
2+
의 생성상수로 사용하 다

[3.3.4]. AmHCO3
2+
의 생성상수는 AmCO3

+
의 생성상수보다 약 5 승수 낮으므로 1기

압 이상의 높은 CO2 부분압 조건을 제외하곤 약한 탄산 화합물이 주 용해이온이 

될 수 없다[3.3.1]. 따라서 일반  처분환경에서는 주 이온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표 3.3.2. pH 11∼13 역의 용액에서 Am(III)의 용해도에 한 문헌값들

(라) Am(III) hydroxide-carbonate complexes

AmOHCO3(cr) ⇌ Am3+ + OH- + CO3
2- (3.3.4)

 반응에 하여 [3.3.39]의 데이터는 [3.3.43]과 [3.3.44]의 데이터에서 큰 차이

(a) Solutions were centrifuged but not filtered. As discussed in [3.3.39], the high americium 

concentration is probably caused by the presence of colloidal particles.

r.t. :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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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이므로 신뢰성이 떨어지며, Am(III) hydroxide-carbonate 화합물의 존재에 

한 몇몇의 문헌은 단지 carbonate 혹은 hydroxide complexes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 다[3.3.45∼3.3.47]. 특히, TRLFS(Time-Resolved Laser Fluor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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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8∼3.3.50]는 넓은 범 의 pH와 carbonate 농도에서 실험하 으나, 용해되어 있

는 ternary hydroxide-carbonate 화합물 형성에 한 증거를 얻지 못하 다. 따라서 

Am(III)-hydroxide-carbonate 화합물도 역시 배제되었다[3.3.1, 3.3.38]. 그러나 아래 

반응에서 용해상수 log K
0
s,0 = −(22.6 ± 1.0)은 [3.3.43], [3.3.40], [3.3.46], [3.3.51]이 

측정한 용해도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 다.

AmCO3OH․0.5H2O(cr) = Am3+ + CO3
2- + 0.5H2O + OH

-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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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을 정도의 충분히 낮은 이온강도를 갖는 용액에서 CO2의 부분압에 의존한다. 

[3.3.5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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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마) Phosphorous compounds and complexes

아메리슘과 phosphate 화합물에 한 문헌에 발표된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을

뿐더러, 부분의 연구가 낮은 pH 역에서 그리고 꽤 높은 인산염 조건에서 이루

어 졌다[3.3.2]. Nagra/PSI D/B에서는 Am
3+
과 H2PO4

-
와의 데이터만을 사용하 으

나, SKB에서는 3가 악틴족  란탄족 원소의 유사성으로부터 1차와 2차 

phosphates, 그리고 hydrogenphosphates 등의 열역학 값을 추정하 다[3.3.4].

(바) Silicon compounds and complexes

Am
3+
 + SiO(OH)3

-
 = AmSiO(OH)3

2+
     log ß = 8.1±0.2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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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은 pH 3.0∼3.8사이에서 얻어진 유일한 실리 이트와의 반응데이터로서 다

른 데이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3.3.2].

(5) 루토늄

루토늄은 심부 지하수 조건에서 3가 혹은 4가 상태로 존재한다. 산성 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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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한 역은 pH  Eh가 작을수록 커진다. 루토늄 화학종도 다른 악틴족 원소와 

비슷하게 탄산농도에 매우 민감하다. 탄산농도가 증가할 때 알칼리 역에서는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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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III)의 수산화화합물이 넓은 범 의 탄산농도에 걸쳐 안정하다[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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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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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3.3.4]. Pu(III)-carbonate 화합물 형성에 한 실험  문헌데이터가 거의 없다

[3.3.56].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 속용기의 부식 등에 의해 강환원조건이 형성되어 

Pu(III)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 히 배제할 순 없다[3.3.4]. Pu(III)의 성질을 모사하기 

하여 다른 원소, 즉 3가 란탄족 원소를 사용하기도 한다. [3.3.57]은 PuCO3
+
의 안

정성이 Pu(OH)4(am)의 용해도에 요한 향을 다고 보고하 다. [3.3.2]는 

Pu(III) 모델링을 하여 아메리슘 사용을 제안하 다. 강환원조건에서는 Pu(III) 고

체에 의해 루토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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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에

서 4가로 변하는 역으로, 루토늄의 경우는 략 Eh = -0.3 V 근처에서 용해도

의 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3.3.58]과 [3.3.59]는 Eh = -0.3 V, 28°C에서 반응 기 

Pu(OH)3(s)가 후에는 Pu(OH)4(s)로 변하는 것으로 단된다[3.3.4]. 4가 화학종만이 

안정하게 존재하는 조건에서 용해도는 Eh에 거의 무 하다. 한편 탄산농도가 증가

하면 용해도도 약간 증가하는데, 이는 안정한 용액  화학종이 Pu(OH)4(aq)에서 

Pu(OH)3CO3
-
로 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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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IV)(cr)에 의한 용해반응에 한 열역학데이터는 매우 신뢰하기 힘들다. 왜

냐하면 실제 용해되는 표면은 bulk한 결정상태와 다르기 때문이다[3.3.1]. PuO2(am, 

hyd)에 한 [3.3.1]의 데이터를 선택할 경우, 용해도 계산값은 실험데이터보다 조  

낮긴 하지만 체로 잘 일치한다(그림 3.3.9). [3.3.60]에 의해서 보고된 아래 반응의 

용해도 상수도 유사한 값을 나타낸다(그림 3.3.9에서 선).

Pu
4+
 + 4H2O = Pu(OH)4(am) + 4H

+
    log Ks= -0.80±1.30 (3.3.7)

그림 3.3.9. PuO2(am)의 용해도에 한 실험값과 계산값의 비교.

나.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D/B

본 열역학 데이터는 2002년 당 부서에서 발간한 열역학데이터[3.3.5] 뿐만 아니

라 OECD/NEA[3.3.1], Nagra/PSI[3.3.2], JAEA[3.3.3], 그리고 SKB[3.3.4]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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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역학 데이터들은 표 화를 하여 표 상태 (25°C, 1 atm, 이온강도 = 0 M)를 

기 으로 수록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 값들을 비교․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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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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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되

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외국의 데이터를 인용하 다. 다만, 본 과제에서 수행된 용

해도 실험을 통해 얻어진 실험값과 지화학코드로부터 얻은 계산값이 크게 다른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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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8]은 Np(IV)  Pu(IV)의 hydroxo-carbonate 화

합물을 LIBS(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로 찰하 고, 이 화합물은 

성  알칼리 역에서 안정 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화학종

의 생성에 한 열역학 데이터가 문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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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3.3.23]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험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 화합물의 실험  증거는 개의 경우 과포화 상태의 potentiometric 정 실험으

로부터 측정된 것이다. 그러나 과포화 상태의 실험조건에서 다핵 착화물이 잘 형성

될 것이라는 것에도 다소 의문이 있다. 아마도 실험 으로 찰된 그 화합물은 콜

로이드의 한 종류로 단된다. 한, 실제 처분장 원계 지하환경에서 악틴족 원소의 

농도가 높지 않아 이들 화합물이 잘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Nagra

의 열역학 D/B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다핵 화합물을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열역학 으로 타당성 있는 용해도를 구하기 해서는 주어진 조건에서 

SLSP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 요하다. 일반 으로 화강암계 지하수에서는 악

틴족 원소들의 hydroxide, oxide  carbonate 형태가 가장 안정한 화합물로 알려져 

있는데, 본 보고서에는 외국에서 주로 SLSP로서 고려하고 있는 고체를 기 으로 

이들의 지화학반응상수 데이터를 수록하 다. 따라서 악탄족 고체화합물  질화물

이나 황화물 등 처분조건에서 존재하기가 힘든 화합물에 한 열역학데이터는 수록

하지 않았으며, 산화물, 수산화물, 탄산화물에 해서는 열역학데이터 외에도 더 자

세히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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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틴족 원소의 용액반응과 그 생성상수, 그리고 주요 심 고체물질의 평형상수

를 각 원소별 표 3.3.3∼3.3.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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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질 경우 값의 신뢰성이 높을 것으로 단되어 굵은 자로 표기하 다. 그러나 데

이터 간 서로 값들이 상이하거나 다른 연구결과에서 고려하지 않은 열역학데이터는 

신뢰성이 낮으므로 가는 씨체로 표시하 다. 이 표들에서 지화학반응식은 일반 

화학식 표기방법이 아닌 향후 지화학코드에 사용이 용이하도록 PHREEQC에서 사

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내었다. 한, 산화수별 악틴족 원소의 안정도 상수가 유사할 

것으로 단되어 이들 값들을 표 3.3.8∼3.3.10에 비교하 으며, 악틴족 원소와 유기

물과의 반응도 표 3.3.11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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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우라늄 화합물의 반응에 한 열역학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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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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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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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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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토륨 화합물의 반응에 한 열역학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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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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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넵투늄 화합물의 반응에 한 열역학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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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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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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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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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아메리슘 화합물의 반응에 한 열역학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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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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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루토늄 화합물의 반응에 한 열역학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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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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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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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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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Consta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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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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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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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CO3
2- + 

4H
+ = An(CO3)5

6- + 2H2O
log *Ks,50

37.6 (I=0)

-19.4±0.5

(1 M NaClO4)

33.8 34.85 33.32

An4+ + 4CO3
2- = 

An(CO3)4
4- log β40 35.22±1.25

36.69±1.11

34.3±1.13

34.5

An4+ + 5CO3
2- 

= 
An(CO3)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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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3
2- + H+ 

+ H2O = An(OH)3CO3
- log Ks,13

6.11±0.19

6.78

AnO2(am) + 2HCO3
- = 

An(OH)2(CO3)2
2- log Ks,22 -4.8 -4.44 -4.75

표 3.3.8. 4가 악틴족의 수화물  탄산염의 안정도상수 비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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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n

3+ 
+ 

3H2O
17.0 17.6

An2(CO3)3(cr) = 2An3+ + 3CO3
2- -33.4 -35.0

An(OH)CO3(cr) = An3+ + OH- + 

CO3
2- -21.2 -21.7

An
3+ 

+ H2O = AnOH
2+
 + H

+
-6.8 -6.9 -7.3 -7.6

A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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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2 -15.1

A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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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23.7

A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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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2

An
3+ 

+ CO3
2- 

= AnCO3
+

7.8 8.1

An
3+ 

+ 2CO3
2- 

= An(CO3)2
-

12.3 12.1

An
3+ 

+ 3CO3
2- 

= An(CO3)3
3-

15.2

표 3.3.9. 3가 악틴족의 수화물  탄산염의 안정도상수 지수값들의 비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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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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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2A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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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6.3 -7.5

3A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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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3A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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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6 -17.1

3AnO2
2+  

+ 7H2O = (AnO2)3(OH)7
-
 + 7H

+
-31

4A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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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10. 6가 악틴족의 수화물  탄산염의 안정도상수 지수값들의 

비교(Nagra/PSI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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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1. 몇가지 유기물(oxalate, citrate, ethylenediaminetetraacetate(EDTA), 

α-isosaccharinate)과 악틴족과의 반응에 한 선택된 NEA 열역학 데이터

다. 열역학데이터의 보정방법

일반 으로 열역학데이터는 표 상태(25°C, 1 atm, 이온강도 = 0 M)의 데이터 

값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온강도가 ‘0’인 용액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표 상태의 

데이터는 유한값의 이온강도를 가지는 용액으로부터 구한 반응상수를 외삽하여 구

한다. 본 에서는 용액의 이온강도나 온도 등에 한 향을 보정하기 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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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수록하 다.

(1) 이온강도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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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질 용액에 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별된다. 자의 표 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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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tzer 방정식이 있다[3.3.56].

(가) 묽은 용액에서 활동도 계수 측

용액에서   이온의 활동도 는 농도()와 활동도 계수()의 곱으로 나타낸다.

  ∙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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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사이의 long-range 정 기(electrostatic) 작용만을 고려할 경우, 는 다음과 같

이 표시된다.

    ∙
 ∙ (3.3.9)

여기서 는 상수로 25°C, 0.1 MPa에서 0.510 kg
1/2
․mol

-1/2
 이며, 는 핵종 의 

이온 하, 는 이온강도를 나타낸다. 이온강도 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 (3.3.10)

이러한 Debye-Huckel limiting law식은 1:1 해질의 경우   = 0.01 M,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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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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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bye-Huckel equation)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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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3.11)

여기서 는 25°C, 0.1 MPa에서 0.328․10
10
 kg

1/2
․mol

-1/2
 이며, 는 수화된 이

온의 ion-specific 직경으로서   이온의 유효직경(혹은 이온-크기 라미터)으로 알

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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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3.12)

와 는 순수한 염 용액들에서 측정된 활동도들에 함수를 입함으로서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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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언 되어 있다.

한, 아래와 같은 Davies 방정식이 활동도계수를 계산하는데 리 사용되고 있

다.

    ∙
 ∙    ∙

 ∙ ∙  (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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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n-specific 라미터는 이온의 하이므로,   혹은 와 를 알지 못하는 이온에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고농도 해 용액에서 활동도 계수 측

SIT (Specific ion Interaction Theory)

묽은 해질 용액에서 활동도계수를 나타내는 식에서 가장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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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러나 진한 해질 용액에서는 short-range 상호작용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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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lectrostatic 상호작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보통 Debye-Huckel 식에 이

온강도에 의존하는 항을 추가함으로써 가능하다.

    ∙
 ∙   ∙  ∙ (3.3.14)

여기서 ∙  = 1.5 kg
1/2․mol-1/2로 가정된 것이고, 가 수용액 핵종 와   

사이에 specific short-range 상호작용을 묘사하는 항이다. ∑는 용액  모든 화학종

까지 확장한다. 고농도의 이온 미디움(1:1 salt NX)에서 SIT 식은 다음과 같이 간

소화할 수 있다.

    ∙
 ∙   ∙   ∙  (3.3.15)

여기서 M은 양이온이다. 동일한 방법으로 음이온 Y에 해서도 상호반응계수 

(interaction coefficient) 가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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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사용되어 왔다. 편리성을 하여 Nagra에서는 와 (reaction)의 요약  

화학  유사성에 기 한 측치를 구하 는데, 표 3.3.12에 그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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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므로 활동도계수가 ‘1’로 나타난 반면, WATEQ Debye-Huckel 함수(식(3.3.12))에

서는 이온세기와 련한 한 항이 남아있다. PHREEQC에서는 모든 온도에서 모든 

성 화학종에 하여 default로서    ∙ 을 사용한 반면, MINEQL-type 코

드에서는    을 사용하 다. 이것은 두 코드로 계산한 화학종에 해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SIT 함수는 가 동일한 부호의 이온간이나, 성 하의 화학종에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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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반발하기 때문에 short-range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로 한다. 

이것은 성 하의 화학종에 해서도 동일하게 용한다. 그러나 실제 으로 

CO2(aq), H2S(aq), UO2CO3(aq)는 어도 ‘0’이 아니며, 이 값에 의해 반응의 평형상

수가 조  달라질 수 있다.

일반 으로는 이온 상호작용 상수는 이온강도의 함수이다. 그러나 3.5 M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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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이온강도의 용액 의 1:1, 1:2, 1:3 형태의 이온들에 해서는 그 향이 매우 

작기 때문에 자주 무시된다. 농도 의존성은 4보다 큰 하량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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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편하고, 상수 값을 구하는데 필요한 실험의 양도 매우 지만, SIT 모델은 매우 높

은 이온강도를 갖는 용액에서 활동도계수를 구하는 데는 부 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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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2. Nagra/PSI에서 계산된 , (reaction)와 화학  유사성에 기 한 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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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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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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 Pitzer 상 식에 한 자세한 설명은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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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핵종의 

거동 등을 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Pitzer 방정식 매개변수의 실험  도출을 한 열역학  이론은 다음과 같다. 

단일용매와 임의의 용질로 이루어진 액체용액에 한 Gibbs 에 지는 아래와 같이 

표 된다.

     (3.3.16)

 식에서 는 용매의 몰수이며 는 용질 의 몰수이다. Gibbs 자유에 지 

(화학 포텐셜)는 아래와 같이 표 상태에서 활동도 식으로 표 될 수 있다.

 
   (3.3.17)

 식에서 는 용매와 용질 모두에 해당될 수 있다.

용매의 경우에는 표 상태가 순수상태의 용매로 설정되며 활동도에 있어서는 

라울의 법칙이 용된다.

   (3.3.18)

 식에서 는 용액 내의 용매의 몰분율을, 그리고 는 농도기 의 활동도계

수를 각각 나타낸다. 하나 이상의 해질을 포함하는 용액에서는 용매의 몰분율이 

아래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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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

는 해질 화학식량 한 단  당 발생하는 이온의 개수를 나타낸다(즉, 비 해

질은   = 1). 해질 용액에서는 몰랄농도 기 이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식(3.3.19)은 아래와 같이 표 되기도 한다.

 





(3.3.20)

몰랄농도는 용매 kg당의 몰수를 나타내며, 용액 내에서의 용매의 몰랄농도는 

용액의 조성과 상 없이 일정하다. 물의 경우에는

   
  ․ 
 ․ 

(3.3.21)

활동도계수는 용액 내에서의 각 성분마다의 Gibbs 자유에 지의 변화를 나타낸

다. 용매의 활동도계수 는 용액에서 용질의 농도가 낮을 경우 그 민감도가 떨어진

다. 삼투인자는 용액 내에서 이상용액의 거동과 실제용액의 거동간의 편차를 강조

하기 한 목 으로 정의된 변수이다. 한 부류의 삼투인자()는 아래와 같은 식으

로 표 된다.

   (3.3.22)

한 다른 부류로서는




  




 
(3.3.23)

의 두 식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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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4)

에서 와 는 모두 무차원의 특성치이다. 는 ‘실용 삼투인자’ 라하며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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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부분 사용되므로 일반 인 삼투인자는 실용삼투인자를 의미한다.

이상용액에서 모든 성분의 활동도계수는 1의 값을 보이며 몰랄농도기 에서의 

삼투인자는 아래와 같이 유도된다.

  


 (3.3.25)

삼투인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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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을 아래와 같이 변형시키면

 





(3.3.26)

  




 


 





 
(3.3.27)

무한희석용액으로 근하면서  식의 첫 번째 항만을 제외한 나머지 항은 모

두 소거되며 식(3.3.25)는 아래와 같이 변형된다.

lim
→
 






  (3.3.28)

용매의 활동도계수와 동일하게 는 무한희석용액의 경우 한계값을 갖게 된다. 

식(3.3.28)은 화학양론 으로 몰랄농도에 기 하여 유도된 식이며, 이 식은 용액 내

에서 용질과 용매 사이의 화학반응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만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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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내에서 가수분해와 같은 용질-용매간에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식(3.3.25)와 

같이 몰랄농도의 항이 없이 단지 몰분율만을 기 으로 한 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러한 경우 무한희석용액에서의   값은 1이다. 그러나 몰랄농도에 기 한 식에 의거

하여 계산하면 무한희석용액에서의 는 1 보다 큰 값을 보이게 된다.

만일 이상용액이 용질에 한 몰랄농도를 기 으로 정의되면 모든 활동도계수

는 1이 되며,    값도 1이 된다.  용액내의 용매의 활동도는 상  퓨가시티에 의해 

주어진다.

  
 (3.3.29)

의 식에서 
는 용액과 같은 온도상태, 그리고 순수용매의 증기압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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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이다. 

Isopiestic 실험방법은 두 개 이상의 상이한 용액 사이에서 각 용액에 있는 각각의 

용매가 서로 같은 활동도를 갖게 되는 이른바 평형을 이룰 때까지 각각 용액  용

매의 증기가 상호 이동하는 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용액들  하나 

이상의 용액에서 용매의 활동도가 직 인 방법으로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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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액내의 용

매는 동일한 활동도를 갖게 된다.

   (3.3.30)

평형상태에 놓인 각각의 용액에서는 부분의 경우 기 용액으로서 2성분 용액

이 선택된다. Isopiestic 실험에서 2성분 기 용액과 평형을 이루는 임의의 해질 

용액과의 계는 아래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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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1)

의 식에서 * 표시는 기 용액을 의미한다.

삼투인자의 정의를 규명하는 식(3.3.23)에 의거하면  식은 아래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3.3.32)

 식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isopiestic 평형을 한 기본식이 얻어진다.








(3.3.33)

식(3.3.33)을 통해 기 용액과 평형을 이루는 임의의 용액 의 용매에 한 삼

투인자를 구할 수 있으며, 임의의 용액의 몰랄농도에 해당하는 삼투인자를 얻을 수 

있다. Isopiestic 실험은 보통 수용액에서 이루어지며, 그  부분은 해질 용액

에서 수행된다. Isopiestic 기 용액으로는 보통 NaCl, KCl, H2SO4, CaCl2 등이 사용

된다.

연구 상 수용액에 한 isopiestic 실험을 각 농도별로 수행한다. Isopiestic 실

험을 통하여 얻어진 평형상태에서 우선은 연구 상 수용액의 몰랄농도와 표 용액

의 몰랄농도를 측정한 후, 식(3.3.27)을 통하여 연구 상 수용액의 삼투인자를 산출

한다. 수용액의 몰랄농도와 이에 따른 삼투계수를 바탕으로 회기분석을 통하여 

Pitzer 매개변수를 산출하 다. 단일 해질 수용액의 경우 농도와 삼투계수의 상

계는 단일 해질 용액의 경우 아래 식으로 표 된다.

  
 



 

  (3.3.34)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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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5)


  ′


′


 ′ (3.3.36)


 


  (3.3.37)

 다른 Pitzer 함수를 이용하는 설명으로서 [3.3.62]는 273.15와 373.15 K에서 

Na2SO4 + NaCl의 수용액  열역학 성질을 계산하기 해 Pitzer’s model을 사용하

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활동도와 활동도계수, 엔탈피와 같은 열역학 성질이 excess Gibbs energy로부

터 유도될 수 있다. 식(3.3.8)과 식(3.3.17) 같은 형태로부터   이온에 한 partial 

molar excess Gibbs energy, 
는

(3.3.38)

여기서 는 물 1 kg을 포함하고 해질 용액의 excess Gibbs energy이다. 순수한 

물의 chemical potential은

(3.3.39)

물의 활동도는 늘 삼투압 계수로 표시된다.

(3.3.40)

 식에서 
  : 이상용액(ideal solution)에서 물의 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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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질화학종의 총 몰농도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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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투계수는 다음과 같이 로 표시할 수 있다.

(3.3.41)

Heat effect data(용해, 희석, 혼합 등)는 excess enthalpy()와 연 되며, 물 1 

kg을 포함한 용액  은 다음과 같이 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3.3.42)

Pitzer[3.3.63, 3.3.64]는 수화 해질 용액의 에 한 일반식을 제시하 다. 이 

식에서 는 이온간의 long-range 상호작용의 효과를 나타내는 Debye-Huckel 

term과 용매에 녹아있는 다른 성분들(solute species) 사이의 short-range 상호작용

을 나타내는 이차항의 합으로서 표시된다. 다성분 계에서 양이온과 음이온들의 활

동도 계수와 삼투계수에 한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

(3.3.43)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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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

(3.3.45)

여기서

 식에서 함수 g와 g'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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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tivity of species 

  : Debye–Huckel slope for enthalpy

  : Debye–Huckel term associated with Pitzer’s model for the osmotic 

coefficient

  : universal parameter with the value 1.2 kg1/2 mol-1/2

cal : calculated

  : adjustable binary parameter for Pitzer’s model

  : excess Gibbs energy of an electrolyte solution containing 1 kg of 

water

  : ionic strength in the molality scale

  : solubility product of solid species 

  : excess enthalpy of a solution containing 1 kg of water

  : molality of solute species   in an electrolyte sol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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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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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k letters

  : equal to 2.0 kg1/2
․mol

-1/2
 for 1-1, 1-2 and 2-1 electrolytes

  : adjustable binary parameter for Pitzer’s model

  : adjustable binary parameter for Pitzer’s model

  : activity coefficient of specie   in the molality scale 


  : standard Gibbs energy of dissociation of solid species 

  : molar dissolution enthalpy


∞  : molar dissolution enthalpy at infinite dilution

  : adjustable parameter accounting for interactions between ions of like 

sign

  : chemical potential of species 


  : chemical potential of species   in the hypothetical molal ideal solution 

(unsymmetrical convention)


  : chemical potential of pure liquid water (unsymmetrical convention)


  : partial molar excess Gibbs energy of species 

  : stoichiometric number of ionic species 

 : osmotic coefficient of the sol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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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를 기 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이 

처분된 심부 지하환경은 방사성 물질의 붕괴열에 의해 온도가 상승할 수 있다. 이

게 표 상태가 아닌 온도를 보정하기 한 평형상수는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  ∙  

여기서 A, B, C, D, E는 상수이고, 는 온도를 나타낸다. 일정 압력에서 

반응에 한 열용량의 변화는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   ∆∆∙∆ 

부분의 반응에 해 일정 압력에서 ∆ 의 값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런 경우 온도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 ∆ 는 일정하다고 가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온도 에 한 반응상수는 기 온도( )에 하여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   ∙  ∙   

 식은 MINEQL, PHREEQC 등과 같은 지화학 코드에서 사용되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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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식과 강 해질에서의 용성 등에 한 자세한 설명은 [3.3.2]에 수록되어 있다.

라. 기타 주요 핵종들의 열역학 데이터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련 악틴족 외에 여러 가지 주요 심 핵종들의 열역

학데이터도 부가 으로 조사하 는데, 그  Tc, Ni, Se의 열역학데이터를 각각 표 

4.2.12∼4.2.14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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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3. 테크네슘 화합물의 반응에 한 열역학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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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4. 니  화합물의 반응에 한 열역학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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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5. 셀 늄 화합물의 반응에 한 열역학 데이터

3. 고 핵종들의 수착 D/B 구축

가. 웹 기반 수착 D/B 시스템 개발

(1) 개요

기존 핵종 수착 D/B 시스템의 CS(클라이언트-서버) 로그램으로는 추가  

변경된 수착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달하는 방법에 어려움이 있었다. 웹기반 핵종 

수착 D/B 시스템은 기존 로그램을 개선하여 사용자가 인터넷 웹 라우 를 이용

하여 KAERI 수착 D/B 시스템(http://sdb.kaeri.re.kr)에 속하므로 사용자 컴퓨터에 

별도의 로그램 설치 없이 홈페이지에 속하여 수착 데이터 검색  장이 가능

하다. 이러한 웹 기반 D/B를 운 하기 해 D/B 서버 시스템이 필요하며 한국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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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연구원 내부에 D/B 서버를 설치하 다.

(2) D/B 서버 시스템 사양

웹기반 핵종 수착 D/B 소 트웨어를 운 하기 한 D/B 서버는 다음과 같은 

사양을 가지고 있다.

(가) 하드웨어

CPU : Intel Xeon Processor X5405 (Quad-Core, 2 GHz)

Mainboard : Supermicro X7DVL-L

RAM : 4 GB

HDD : SATA2 500GB × 2 ea (RAID)

(나) 운 체제

Linux Fedora 10

(다) DBMS

MySQL

(3) 웹기반 핵종 수착 D/B 시스템 구성

앞 에 살펴본 D/B 서버는 그림 3.3.10과 같은 형태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원

자력 련 종사자  일반인(내․외국인)들에게 핵종 수착 D/B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핵종 수착 D/B 리자가 새로운 수착자료를 D/B

에 추가하면 사용자는 웹에서 변경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

스템의 장 은 종 의 시스템과 달리 사용자의 컴퓨터에 추가 인 로그램을 설치

하지 않아도 되며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자가 별도로 갱신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최

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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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웹 기반 수착 D/B 시스템 연결도.

나. 웹기반 핵종 수착 D/B 소 트웨어 기능  사용

(1) 개요

웹기반 핵종 수착 D/B 소 트웨어는 기존 핵종 수착 D/B 소 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고 추가하여 새롭게 Web 기반으로 구 하 다. 웹기반 핵종 수착 D/B 소

트웨어는 사용자가 KAERI 핵종 수착 D/B 시스템(http://sdb.kaeri.re.kr)의 웹페이지

에 속하고 로그인을 통해 핵종 수착 D/B 서버에 속하고 핵종 수착 D/B의 기

본 검색, 사용자 기본 검색, 사용자 상세 검색과 검색 결과 차트, 통계 값을 확인하

는 기능들이 설계되고 구 되었다. 다음은 구 된 화면과 함께 기능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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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기반 핵종 수착 D/B 소 트웨어 기능  사용법

웹기반 핵종 수착 D/B 소 트웨어의 기능은 사용자 로그인 기능, 회원 가입 기

능, 아이디  비  번호 찾기 기능, 기본 정보 검색 기능, 사용자 기본 검색 기능, 

사용자 상세 검색 기능, Scatter Plot 차트 기능, Index 차트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

다. 웹기반 핵종 수착 D/B 소 트웨어의 각 기능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로그인 기능

웹기반 핵종 수착 D/B 홈페이지(http://sdb.kaeri.re.kr)에 속하면 그림 3.3.11

과 같은 첫 화면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화면을 클릭하면 그림 3.3.12와 같이 로그인 

기능으로 들어가게 된다. 로그인 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처음 핵

종 수착 D/B 웹페이지에 들어온 사용자는 회원가입 기능을 실행하여 아이디를 만

들고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3.11. 웹기반 핵종 수착 D/B 웹페이지 첫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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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웹기반 핵종 수착 D/B 로그인 화면.

(나) 회원가입 기능

처음 사이트에 들어온 사용자는 로그인 화면 하단에 ‘Membership join’ 버튼을 

르고 회원가입 페이지로 들어간다. 회원가입 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아이디, 이

름, 비 번호, E-mail, 소속, 기타 사항을 입력한 후 확인을 르면 ‘등록 되었습니

다’ 는 메시지 창이 나온다. 그 다음 로그인 화면으로 가서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아

이디와 비 번호를 입력하면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이 완료된다(그림 3.3.12∼3.3.14).

그림 3.3.13. 회원가입 페이지.

그림 3.3.14. 아이디  비 번호 찾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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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이디  비 번호 찾기 기능

사용자가 이 에 입력한 아이디와 비 번호와 잃어버린 경우 그림 3.3.12의 

‘ID/Password Find’ 버튼을 러 아이디  비 번호 찾기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그림 3.3.14와 같이 아이디  비 번호 찾기 페이지로 들어오면 아이디와 비 번호 

 한 가지를 선택하고 회원 가입 시 사용한 이름( 는 아이디), E-mail 주소를 입

력한 후 ‘Search’ 버튼을 르고 등록된 사용자가 있으면 그림 3.3.15와 같은 결과를 

보여 다. 회원 등록 후 리자가 이를 승인하면, 아이디와 비 번호를 입력하여 자

료를 열람할 수 있다.

그림 3.3.15. 아이디 검색결과.

(라) 자료 열람  자료 검색 기능

일반 사용자들은 리자가 제공하는 데이터 검색식 이외의 별도 검색식을 사용

해서 열람을 원하는 데이터를 직  검색하여 수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핵종 

수착 D/B의 검색은 기본 검색과 사용자 기본 검색, 사용자 상세 검색으로 크게 나

뉜다.

기본 검색(Data List 검색)

기본 검색(Data List 검색)은 리자가 일반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되는 검색 핵

종의 검색식을 미리 설정해 놓은 것으로 리자 모드에서 설정이 가능하다. 그림 

3.3.16의 화면상에서 Title, Content, Index Name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원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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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선택하고 해당하는 ‘Data View’ 버튼을 르면 그림 3.3.17과 같은 데이터 

리스트 화면이 나타난다.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Chart View’ 버튼을 르면 그

림 3.3.23과 같이 Chart 보기화면으로 넘어간다.

한 사용자가 직  선택한 데이터는 상단의 ‘Excel download’ 버튼을 르면 

그림 3.3.17과 같이 열기, 장, 취소의 버튼이 있는 메시지 창이 나타나고 ‘열기’ 버

튼을 르면 그림 3.3.18과 같이 Microsoft Excel 이 기동되어 스 드시트 상에 

선택한 데이터가 표시된다. 그림 3.3.17에서 ‘ 장’ 버튼을 르면 일 장을 한 

일반 인 차를 밟게 된다.

그림 3.3.16. 기본검색 자료화면.

그림 3.3.17. 검색자료 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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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 Excel 데이터 연동화면.

사용자 기본 검색(Basic Search)

사용자 기본 검색 화면에서는 해당 원소에 해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르면 

그림 3.3.19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우측의 비어있는 창으로 선택한 원소가 이동되고 

좌측 창에서는 없어진다. 하단에 ‘OR’, ‘AND’ 체크 상자는 선택조건을 변경하여 데

이터 검색 시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 다.

이 게 선택한 원소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해 ‘확인’ 버튼을 르면 그림 

3.3.20과 같이 Solid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원하는 Solid 에 표시되어 있는 

체크 상자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르면 그림 3.3.21과 같이 사용자 기본 검색 

결과 화면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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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 기본검색 화면.

그림 3.3.20. Solid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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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사용자 기본 검색 결과 화면.

사용자 상세 검색(Detail Search)

사용자 기본 검색을 실시한 후 보다 상세한 검색을 원하면 그림 3.3.21의 우측 

상단에 있는 ‘Detail Search’ 버튼을 러 상세 검색 기능을 수행한다. ‘Detail 

Search’ 버튼을 르면 그림 3.3.22와 같은 사용자 상세 검색 입력 화면이 보이고 

원하는 선택 범 를 입력 후 확인을 르면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에서의 상세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상세검색에서는 사용자가 기본검색의 결과에서 특정 조건에 한 수착 분배계

수를 추출해 내기 하여 pH, 산화/환원 , 온도, 반응시간, 수용액/고체비, 이온

강도, 용존유기물  수용액 구성 이온농도(Ca
2+
, Na

+
, K

+
, Mg

2+
, F

-
, Cl

-
, NO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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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4
2-
, Fe(total), HCO3

-
)등에 한 제한 검색을 수행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실

험조건에서의 분배계수를 추출할 수 있다.

그림 3.3.22. 사용자 상세 검색 입력 화면.

(라) 차트기능(Chart View)

차트기능은 사용자가 검색한 자료를 그래  형태의 결과물로 보여주는 기능이

다.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차트는 크게 두 가지이다. 그  첫 번째는 Scatter Plot 

차트이고 두 번째는 Index 차트이다. 한 이 두 가지 형태의 차트는 Y축을 다시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선형 스 일(Linear scale)과 로그 스 일

(Logarithmic scale)로 표 이 가능하다. 화면상에서 ‘로그 스 일 보기’ 체크 상자

를 선택하면 Y축을 로그 스 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지화학  조건에서 다

양한 수착분배계수를 나타내는 특성을 고려하여 핵종 수착 D/B에 반 한 것이다. 

사용자가 로그인 후 ‘Data View’ 버튼을 러 검색을 요청한 데이터가 나오면 원하

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Chart View’ 버튼을 러 그림 3.3.23, 3.3.24와 같이 검색 데

이터를 그래 로 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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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 Scatter plot chart 화면.

Scatter Plot Chart

그림 3.3.23의 앙 상단에 ‘X축 설정하기’ 콤보 상자의 화살표를 르면 pH 

START, pH END, Eh START, Eh END, Ionic Strength(IS), HCO3(Carbonate), 

Dissolved Organic Carbon(DOC) 목록이 나타난다. 이는 핵종 수착에 향을 주는 

주요 요소에 한 결과를 X축에 정의함으로써 사용자가 체범 에 해서 수착경

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다. 이  한 가지를 선택하여 X축을 설정 할 수 있으

며, Y축은 선형 스 일과 로그 스 일로 설정하여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3.3.65, 

3.3.66].

Index Chart

Index chart는 Scatter Plot chart의 지화학  향요소를 특정 구간별로 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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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화면 상단에 pH, Eh, Ionic Strength(IS), HCO3(Carbonate), 

Dissolved Organic Carbon(DOC)  하나를 르면 Scatter Plot chart에서 Index 

chart로 변경된다.

화면상의 ‘로그 스 일 보기’ 체크 상자를 선택하여 Y축을 선형 스 일과 로그 

스 일로 설정하고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한 그림 3.3.24와 같이 Index chart의 

하단부에 ‘구간별 모평균 95% 신뢰구간’ 테이블을 표시하여 검색 결과 데이터에 

한 신뢰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 하 다. 로그램에서 구 된 신뢰도

는 표본의 크기가 작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는 신뢰정도가 정확하

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본 크기가 n ≧ 30일 때는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르

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 할 수 있게 된다[3.3.67].

그림 3.3.24. Index chart  구간별 모평균 95% 신뢰구간 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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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착 D/B 활용방법

기존에 수착 D/B 로그램인 SDB-21C[3.3.12]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이 미비했던 이유는 국내 처분환경에 부합되는 자료의 미비함을 그 첫째로 들 

수 있다. SDB-21C에 수록된 수착자료는 주로 OECD/NEA 자료가 부분이었다. 

따라서, 국내 처분환경에 부합되는 수착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웠다. 웹기반 수

착 D/B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지하시험시설(KURT)을 이용하여 심부 처분환경에서 

처분환경에 부합하는 핵종 수착 자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재 웹기반 수착 D/B

에는 31개 핵종에 하여 12,000 여 개의 국내외 수착자료를 수록하고 있다(그림 

3.3.25).

그림 3.3.25. 웹기반 핵종 수착 D/B에 포함된 핵종  데이터.

두 번째 제약은 D/B에 한 근성을 들 수 있다. SDB-21C는 로그램을 개

인 컴퓨터에 복사하여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D/B 근성에 한 제약이 많이 따

랐다. 운 시스템 한 Windows XP 이 에 개발된 것이므로 최신의 운 시스템에

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기존 D/B의 세 번째 제약 은 꾸 한 유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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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측면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단 들을 극복하기 하여 웹기반의 D/B를 개발

하 다. D/B를 웹기반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수정 는 보완된 

핵종 수착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한 리자는 인터넷 망을 통하여 원격에서 

D/B 로그램을 수정  보완 할 수 있으므로 그 활용성을 극 화 시켰다.

기존 수착 D/B 로그램인 SDB-21C의 제약 을 극복하고 수착 D/B의 활용성

을 개선하기 하여 웹기반 수착 D/B를 개발하 고, 2009년 10월부터 인터넷을 통

하여 서비스를 시작하 다.

수착 D/B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 처분 련 연구자, 인허가 련 

기   방사성폐기물 처분 사업자에게도 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웹기반 수

착 D/B를 이용하면 특정 핵종에 하여 특정 조건에 한 검색자료를 얻을 수 있

다. 그림 3.3.26과 그림 3.3.27에는 단일 물에 한 우라늄의 수착특성에 한 웹기

반 수착 D/B의 검색 활용에 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3.3.26. 침철석의 우라늄 수착에 한 pH 향(Scatter plot chart).

검색 상 핵종으로 우라늄을 선정하 고, 수착 매질로는 KURT의 단열 충

물로 존재하는 침철석으로 선정하 다. 즉, 기본검색에서 핵종은 우라늄을, 고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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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침철석을 선택하여 차트 그리기를 할 경우, 그림 3.3.26과 같은 scatter plot 

chart를 얻을 수 있다. 일반 으로 산화철 물에 한 우라늄 수착은 pH에 매우 민

감하므로 X축을 최종 pH로 선정하고 로그 스 일로 표시하도록 설정하 다. 그림 

3.3.26에서 볼 수 있듯이 침철석의 우라늄 수착은 pH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index chart로 표시하면 특정 pH 구간 별로 수착 분배계수의 

분포를 확인 할 수 있다(그림 3.3.27).

그림 3.3.27. 철석의 우라늄 수착에 한 pH 향(Index chart).

4. 결과 요약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요한 악틴족 원소들의 지하환경에서 기본 성질

을 조사하 다. 한, 2002년 당 부서에서 발간한 열역학데이터 뿐만 아니라, 

OECD/NEA, Nagra/PSI, JAEA, SKB 데이터  최근 문헌에 발표된 지화학반응에 

한 열역학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들의 열역학 데이터를 상호 비교하 다. 이 선택

된 열역학 데이터는 본 장의 제 1 에서 용해도 계산에 사용되었다. 한편, 이 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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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데이터들은 표 상태(25°C, 1 atm, 이온강도 = 0 M)를 기 으로 기록하는데, 실

제 처분장에서는 지하수를 구성하는 이온들의 이온강도와 처분장의 온도가 표 상

태가 아니므로 이를 보정하는 방법을 소개하 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심핵종인 주요 핵분열생성물의 열역학데이터도 조사하 다. 본 연구에서 얻은 열

역학데이터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핵종 수착 D/B를 개발하기 하여 기존에 개발된 수착 D/B 로그램인 

SDB-21C를 분석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 하여 일반인이 쉽게 근할 수 있

는 웹기반 수착 D/B를 개발하 다. 웹기반 수착 D/B의 수착자료는 OECD/NEA  

한국원자력연구원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웹기반 수착 D/B는 재 개발이 완료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국내 지하수와 같은 성 혹은 알칼리 역에서 실험 으로 악틴

족 원소의 지화학 반응에 한 열역학데이터를 얻기 한 실험이 거의 수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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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용해도 실험을 통해 얻어진 실험값과 지화학코드로부터 얻은 계산값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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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반응에 해 상세히 기술하 다.

(UO2)2CO3OH
+
 혹은 (UO2)2(PuO2)(CO3)6

6-
와 같은 다핵 화합물은 실험  증거

가 확실치 않고, 실제 처분장 원계 지하환경에서 악틴족 원소의 농도가 낮아 

이들 화합물이 잘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D/B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반 으로 화강암계 지하수에서는 악틴족 원소의 hydroxide, oxide  

carbonate 형태가 가장 안정한 화합물로 알려져 있는데, 외국에서 주로 용해도

를 결정하는 고체(SLSP)로서 고려하고 있는 고체를 기 으로 이들의 지화학

반응상수 데이터를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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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표

기한 반면, 데이터 간 서로 값들이 상이하거나 다른 연구결과에서 고려하지 않

은 열역학데이터는 신뢰성이 낮으므로 가는 씨체로 표시하 다.

웹기반 수착 D/B 개발(기존 수착 D/B 로그램 분석, 웹기반 D/B 서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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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램 구 )을 통해 핵종 수착자료에 한 웹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속주소 “http://sdb.kaeri.re.kr”를 통하여 재 구축된 웹기반 수착 

D/B에 속하여 핵종 수착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 다.

웹기반의 수착 D/B 로그램은 인터넷으로 사용자가 수착자료의 검색  특

정 지화학  조건에서 추출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갖고 있다. 한 세계 최 로 

핵종 수착 D/B 로그램에 확률론  통계기법을 용함으로써 기 개발된 국

내외 D/B 보다 한층 더 신뢰성 있는 핵종 수착 자료를 제공하도록 설계하

다.

재 웹기반 수착 D/B에는 Am, Ba, C, Ce, Sc, Eu, I, Mn, Ni, Np, Pm, Pu, 

Ra, Ru, Sb, Se, Sr, Tc, Th, U, Zn, Zr 등 총 31개 핵종에 한 12,000여 개의 

수착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향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해

외 자료들이 꾸 히 수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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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암반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확산특성 평가

1. 연구 개요

지하 심부에 처분된 방사성핵종은 장기간에 걸쳐 지하수와 하면서 용해되

어 결국은 지하수를 타고 암반균열사이를 통해 이동하게 된다. 핵종은 암반균열 평

면과 다양한 물리화학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수착성 핵종의 경우에는 암반표

면 물에 수착하여 이동이 지연되는 반면, 비수착성 핵종은 상호작용없이 지하수와 

같이 이동하므로 장반감기 음이온이나 악틴족복합물의 경우 처분안 성평가에 주요

심핵종으로 부각된다. 다행히, 결정질암반의 경우 공극률이 0.003 정도 수 으로 

아주 작지만 이 암반공극내로 핵종이 확산해 들어가 상당한 이동지연효과를 나타내

게 된다. 로, 1 m3 부피 암석내로 확산해 들어갈 수 있는 핵종의 양은 약 3 L 수

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핵종이 매질 내 확산을 통해 이동 지연될 수 있으며, 이

런 에서 확산 메커니즘이 핵종이동 안 성평가에 가장 요한 인자로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다[3.4.1∼3.4.3].

방사성핵종들의 확산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통확산(through-diffusion) 

과 내부확산(in-diffusion)으로 나  수 있는데, 통확산은 핵종이 매질을 통해서 

맞은편으로 확산해 나갈 때 확산해 나온 핵종들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 측정해서 확

산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간단한 확산모델을 용하기 해 이 방법에서는 원

액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이며, 핵종확산계수를 구하기 해 가장 표

화된 방법으로서 이론 으로 잘 정립되어있는 방법이다.

한편 내부확산(in-diffusion)은 큰 부피의 지하매질내로 핵종이 확산해 들어가게 

하고 장시간이 경과한 후 지하매질을 여러 부분으로 단해서 핵종농도분포를 구하

는 방법이다[3.4.5∼3.4.7]. 통확산실험을 수행하기 어려운 토양이나 토층에서 핵

종확산계수를 구하는데 많이 쓰이고, 암반층에서 확산깊이를 측정하는데도 이용된

다. 이 방법은 통확산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농도분포측정을 하기 해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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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쳐야할 뿐 아니라 실험장치 특성별로 다양한 경계조건을 반 해야하기 때

문에 복잡한 수학  모델수립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자기방사분석

(autoradiography), X-선 단편분석(X-선 tomography)등 첨단 기기를 사용해 암석

내부에 확산해 들어간 방사성핵종들의 농도를 검출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어, 내부확

산실험을 수행한 후에 암석이나 토양을 단에서 핵종농도 분포와 물과 핵종 간 

결합형태 찰 등 다양한 미세 물리화학  반응연구도 수행 가능 해졌다[3.4.8].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수년간 암석에 해 통확산실험을 심으로 확산

계수측정이나 핵종확산특성을 분석해 왔으며, 2007년도부터 암반에서 핵종의 확산

깊이연구를 시작해, 실험장치 설계  제작, 실험방법개발 등을 완료한 후, 2008년

부터 확산실험을 개시하 다. 실험은 표 3.4.1에 요약한 바와 같이 실험 상 암석

은 지하연구시설(KURT)에서 채취한 신선화강암과 풍화화강암을 선정하 다. 실험

상핵종은 비수착성 핵종으로 삼 수소수(THO, tritiated water)와 유기염료인 우

라닌(uranine, Na-fluoroscence)를 사용하 고, 수착성 핵종으로는 Np, Co, Sr, Cs, 

U, Eu, Th 등을 사용하 다. 확산실험기간은 풍화암은 확산속도가 상 으로 빠르

므로, 일 년 이내, 신선암은 2년 이상으로 잡고 있다.

암석 핵종 실험기간

Fresh granite

  r = 2.48

  e = 0.006

Set #1 : THO

Set #2 : Np, uranine,

        Co, Sr, Cs, U, Eu, Th

2007.11 ∼  2009.11 (2yr)

2007.11 ∼  2009.11 (2yr)

Weathered granite

 r = 2.25

 e = 0.023

Set #1 : THO

Set #2 : Np, uranine,

        Co, Sr, Cs, U, Eu, Th

2008.4 ∼ 2008.12 (8 month)

2008.4 ∼  2009.1  (9 month)

표 3.4.1 확산 깊이 측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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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상 암석  기  물성 측정

가. 실험 상 암석  가공

암석은 KURT에서 신선한 화강암과 풍화가 많이 진행된 화강암류 두 종류를 

채취하여 가공하 다. 그림 3.4.1에 두 암석시료 사진을 실었는데, 외 상으로도 풍

화에 따라 물이 변화된 모습을 찰할 수 있다. 풍화암은 물변성이 많이 일어

나고, 물리  강도도 약하며, 신선암에 비해 공극률이 10배정도 큰 것으로 미루어, 

상당량의 물들이 지하수에 용해되어 빠져나간 것으로 단된다. 실험에서는 풍화

에 따른 암석물성변화와 핵종확산에 미치는 향을 확산실험을 통해 평가하 다.

그림 3.4.1. 실험 상 신선암( )  풍화암(아래) 코아 사진.

표 3.4.2은 신선화강암  풍화암의 화학조성을 비교해 본 것인데, 화학조성에서

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단지 암석 풍화  용해에 따라 공극률이 커지고, 이 공

극속에 물이 채워져 공극수함량이 풍화암에서 상 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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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SiO2 Al2O3 Fe2O3 CaO MgO K2O Na2O TiO2 MnO P2O5 Igloss

weathered 69.26 15.57 2.57 3.24 0.59 2.68 3.23 0.29 0.06 0.12 2.08

Fresh 70.35 15.81 2.55 3.39 0.59 2.47 3.42 0.29 0.06 0.10 0.65

표 3.4.2. 신선암  풍화암의 화학조성

그림 3.4.2는 풍화 화강암의 박편사진으로 장석이 풍화되어 견운모(sericite)화 

되어 있다. 화강암 주 물 에서 장석이 가장 빨리 풍화되며, 이차 물로 변질된다. 

그림 3.4.3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흑운모가 풍화되면서 내부에 함유된 Fe(II)가 용해

되어 이동하다가 산화되어 미세균열에 흡착 는 침 되어 이차 산화물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풍화가 진행되면서 미세균열의 분포  크기가 차 발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4.2. 풍화화강암 편 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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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풍화화강암 편 미경 사진.

나. 기 물성 측정

기 측정인자들로서 공극률, 비 , 비표면  등을 측정해야하는데, 실험 상 화

강섬록암들의 공극률은 수포화법(water saturation method)을 이용하 다. 이 방법

은 먼  일정한 형태의 부피의 암석시료를 증류수로 완 히 내부까지 포화되게 한 

후 그 무게()를 잰 다음, 건조기에 넣고 그 무게의 감소를 측정한다. 무게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으면 이 때 암석 내 세공에 들어있던 물이 모두 증발된 것으로 간

주하고 이 때 무게()를 측정한다. 공극률은 이들의 무게차이로써 계산할 수 있다. 

즉, 공극률은 식(3.4.1)과 같이 이들의 무게차이로써 계산할 수 있다[3.4.1, 3.4.9]. 즉,

 




 


 
(3.4.1)

비 은 다음과 같이 앞의 공극률 결정시 사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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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측정한 비  값은 신선화강암은 약 2.48, 풍화화강암은 약 2.25 g/cm
3 
수 이었

다. 즉, 풍화암의 경우, 물이 풍화되고, 성분이 용해되면서, 매질 내를 빠져나가 

공극률이 커지고, 비 이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암반 종류 공극률()  비 (),  g/cm3

 신선암 0.006 2.48

 풍화암 0.023 2.25

표 3.4.3. 시료 상 암석의 기  특성 측정 결과

3. 실험장비 설치  확산실험

가. 실험장치 설계  제작

암석에 핵종을 함유한 용액이 하게 되면 용액 내 핵종의 자유운동

(Brownian motion)과 농도차이에 의해 핵종이 암석 내 공극을 통해 암석내로 확산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 확산실험장치 설계에서 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은 6 

개월 이상 장기간 확산실험 수행에 지장이 없게 장치의 내구성과 지화학  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다. 부분의 자연물에서는 느리지

만 지속 으로 일어나는 물리화학  상호작용으로 인해 서서히 물성이 변하게 된

다.

확산실험장치 설계도면의 를 그림 3.4.4에 실었다. 제작 시 유의사항은 장치단

부품들을 조립할 때, 물이 부품 간 틈사이로 스며들지 않도록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이다. 특히 암석과 실험장치 벽면간 단면을 착 할 때, 체 

면에 착제가 골고루 분포하고 경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 물 폐기능이 완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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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 실험 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으나, 이후에는 암석공극이외에 암석과 실

험장치 벽면으로 물이 통과해 갈 수 있는 통로가 서서히 발달하여, 나 에는 암반 

내를 확산하는 핵종만이 아니라 이외 통로로도 핵종이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장기간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원액부분의 농도 감소가 무시할 수 있는 수  이

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장치를 설계해야한다. 이를 해 원액 농도 장조를 실험

용액 장장치와 연결하여 실험  원액농도감소가 략 2% 수  이상으로 일어나

지 않도록 한다. 즉, 실험용질의 총량이 확산량에 비해 1,000배 이상 커서 확산으로 

인한 용액 농도감소가 무시되도록 한다. 실험장치에 지하수나 용액을 넣고 3주일 

정도 유지시켜 암석세공이 물로 포화되면서 혹시 암석에 균열이 있거나 착이 완

벽하지 않아 물이 세는 경우가 있는지 지속 으로 찰한 다음, 완벽한 시스템만을 

확산실험에 사용하 다.

이런 폐개념으로 설계한 실험장치를 조립한 개념도를 그림 3.4.5에 실었다. 암

석코어를 한쪽 면만을 핵종들이 확산해 들어갈 수 있도록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

은 모두 2 cm 두께 아크릴로  경화 시켰다. 그 후 이 아크릴포장암석을 회분식 

실험용기에 넣고 지지 로 고정시킨다. 다음으로 실험용액을 용기에 넣고, 두껑을 

닫아 외부와 완 히 차단한 다음, 상부 마개를 통해 잔여공기를 제거하고, 필요시에

는 용액의 화학  물성을 측정한다. 이 실험장치도 1년 이상 장기간 동안 외부와 

더 완벽한 차단효과를 주기 해 그림 3.4.6과 같은 폐장치에 넣고, 질소농도가 일

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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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확산실험장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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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확산깊이 측정장치 개념도.

그림 3.4.6. 확산깊이 측정장치  폐장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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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폐장치에 확산 실험장치를 장착한 모습.

그림 3.4.8. 폐장치(Glove Box)에 확산 실험장치를 장착한 모습.

나. 확산깊이 측정실험

확산깊이 측정실험 수행을 해서는 먼  실험 상 핵종을 원하는 농도로 지하

수 용액에 용해시키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에 안 성평가에서 고려해야할 

핵종들로서는 음이온인 Tc, I, C 등이 있고, 화학  물성이 단순한 K, Co, Sr,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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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양이온이 있고, 가장 실험하기 까다로운 악틴족 U, Th, Am, Np, Pu 등이 있다. 

실험에 사용할 용액 제조에 있어서 유의할 은 6개월 이상 장기간동안 용액의 지

화학  물성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다. 특히 악틴족 원소 핵

종의 경우, 조그만 환경변화에도 민감하게 용해도, 수착 특성 등이 변하므로 특히 

주의해야한다[3.4.10]. 그래서, 이들 핵종들을 사용시에는 물성유지를 해 확산에 

향을 미치지 않는 범 에서 완충용액(buffer solution)이나 안정제를 첨가하 다

[3.4.11].

한편, 실험조건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않고 암석과도 화학반응을 일으키지않

는 비수착성 추 자를 사용해 기본 물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유기염료인 우라닌

(uranine, Na-fluoronine)과 삼 수소수(tritiated water, THO)를 이 용도에 사용하

다. 그래서 실험장치는 표 3.4.4에 보듯이 비수착성핵종, 수착성핵종, 풍화암, 신선

암 종류별로 각각 실험장치를 제작해 별도 실험하 다.

암반 종류 상핵종 실험기간(년)

신선암

Set #1 : THO > 2

Set #2 : Am, Np, uranine, Co,

         Sr, Cs, U, Eu, Th
> 2

풍화암

Set #1 : THO 1

Set #2 : Am, Np, Uranine, Co,

         Sr, Cs, U, Eu, Th
2

표 3.4.4. 암반 내부확산  확산깊이 측정 실험 조건  상 핵종

본격 인 확산실험을 수행할 단계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방사성핵종을 함유한 

추 자용액을 그림 3.4.6 실험장치내 원액부분에 넣고, 장치를 잘 한 다음, 이를 

그림 3.4.7이나 그림 3.4.8과 같은 폐시스템에 넣고 외부와 차단시킨다. 그 후로 

실험용액이 정체되어 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농도구배를 없애주기 해 실험용액

을 아주 느린 속도로 펌 를 사용해 순환시키거나, 자석혼합기(magnetic stirrer)를 

사용해 느린 속도로 교반시킨다. 실험용액은 아주 느린 속도로 실험기간 내내 순환

시킬 수도 있지만 펌 에 무리를  수도 있으므로 간헐 으로 일정 시간 동안만 

순환시켜도 별 지장이 없다. 실험기록유지를 해 추 자를 용액에 주입한 시간을 

기록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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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확산후 암석 가공

2008년 12월 20일에 풍화암에 한 트리튬 확산 실험장치를 폐시스템에서 꺼

내 해체하고, 화강암 실험시료를 꺼내 그림 3.4.9  3.4.10과 같이 단 가공하 다. 

실험기간은 2008년 4월 24일부터 2008년 12월 20일까지 약 8개월간이었다. 실험장

치는 격리된 방사성실험시설에서 방사능 오염방지를 해 격리된 방사능실험실내 

장조에서 분해하고, 암석  용액을 회수하 다. 다음 작업으로 암석내로 확산해 

들어간 핵종의 농도를 악하기 해, 암석시료를 그림 3.4.10과 같이 확산깊이 방

향으로 단하여 양분하 다. 단한 한쪽 면은 자기방사분석을 해 암실로 옮기

고, 나머지 한쪽 면은 다시 깊이 별로 1cm 단 로 단하 다. 깊이별 각 시료에 

함유되어있는 농도를 측정하기 해 화학추출을 시행하게 된다. 암석코어는 풍화암

인 계로 암석 단 시 쉽게 손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느린 속도로 단작업을 

수행하 다. 그림 3.4.10에 암석조직이 약해 단 시 일부가 손되어 균열이 생긴 

모습이 찰된다.

그림 3.4.9. 암석 단작업 모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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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0. 암석 코어를 길이방향으로 양분한 단면 사진.

라. 시료분석 방법

시료농도는 핵종의 물리화학  특성별로 다음의 기기를 사용해 분석하 다. 유

기발 염료인 우라닌은 HP 8452A Diode Array Spectrophotometer로 장 524 nm

의 세기를 분석하고, Br
-
, Cl

-
 등 음이온은 Orion 940 Ion-analyzer로, 삼 수소수

(tritium), Sr-90, Np-237, Am-241 등 베타선방출핵종은 섬 계수기(Packard 1900 

TR Liquid scintillation counter)로, Cs-137, Co-60등 감마선방출핵종의 방사선세기

는 2″ × 2″ NaI detector와 MCA system으로 측정하 다.

, 상기의 베타선방출핵종이나 Np-237등 알 선방출핵종은 low-background 

,   counter로도 측정할 수 있다. 방사능 오염 염려가 없는 화학시약  U, Th, Eu 

등의 경우는 Varian 사의 ICP-MS(Induced Coupled Plasma Mass Spectroscopy)를 

사용하 다. 시료 분석시 유의사항으로 핵종들이 용기벽면에 수착하거나 지하학  

조건변화로 침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보정도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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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방사분석

자기방사법(自己放 法, autoradiography)은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필름에 감 시켜 상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암석내로 침투한 방사성물질을 검출

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는 방사성 동 원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을 사진 필름에 여서 방사선이 지나간 자리에 감 유제(emulsion)가 표백이 되게 

하여 이것을 상하게 되면 방사선이 지나간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시료 속의 

방사성물질의 분포를 사진유제막(film)에 직  기록하는 기술로서 방사선자동사진법

이라고도 한다. 선․선 등의 하 입자에는 사진유제를 감 ․흑화(黑化)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X-선 등의 자기 도 2차 자를 방출함으로써 같은 작용을 한다. 

자기방사분석은 이 작용을 이용하여 시료 표면에 유제건 을 착시켜 노출을 하

고, 시료 속에 있는 방사성동 원소의 치나 양을 기록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 방

법은 검출감도가 매우 높고 치결정의 정 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자세한 실험

과정은 별도 기술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간략히 서술하고자한다.

가. 자기방사분석 차

자기방사분석을 해 이 에는 필름감 을 통한 수동 이고 복잡하며 정성 인 

분석방법을 활용했으나, 최근에 새로운 방사분석방법과 기기들이 고안되어 자동화

되고 mm 이하 수 으로도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량 인 계산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방사성핵종 이동연구에 활용할 목 으로 도입한 cyclone 

storage phosphor system 을 가지고 실험하 다.

이 장치는 그림 3.4.11.과 같이 phosphor screen 분석장치와 이를 정량 으로 분

석하고 상을 만드는 컴퓨터시스템으로 나눠진다. 이 기기에서는 분석시료에서 나

오는 방사선을 storage phosphor screen 을 사용하여 사용한다. 이  사진 필름형태

와 별되게 향상된 은 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화학시약으로 감 시킬 필

요가 없으며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이다. 원래 자기방사법에서는 방사성 물질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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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해 X-선 필름이나 원자핵건  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

를 이용하여 방사성 물질의 분포와 세기를 측정하는 방법이므로 자기방사사진

(autoradiograph)을 얻기 해서는 필름이나 건 을 방사성물질이 있는 표본의 단면

에 나란히 맞 어 놓아야 한다. 그러면, 방사선이나 하 입자가 표본의 표면에서 방

출되어 나오면서 스크린에 반응해 자취를 남기면 이를 상으로 표 하게 된다.

그림 3.4.11. 자기방사분석에 사용한 Packard cyclone.

나. 트리튬 자기방사분석

그림 3.4.12와 같이 암석을 확산길이 방향으로 단한 다음, 이 암석을 그림 

3.4.13과 같이 암실 장비 안에 넣고, 이 면에 해 그림 3.4.14와 같이 암석면 에 

tritium sensitive phosphor screen을 치시킨다. 이 때 스크린 면에 암석면에 닿게 

되면 방사선오염이 발생하고 방사선검출에 오차가 발생하므로 조심하여야하고 , 

암석면에서 일정한 거리로 스크린 면이 치하도록 조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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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 자기방사분석에 사용한 암석코어 모습.

Phosphor screen 을 피폭시키는 시간을 정하는 것도 요한데, 시간이 무 짧

으면 제 로 된 상을 얻기 힘들고, 시간이 무 길면 상간섭 상 때문에 해상

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핵종농도와 스크린의 감도와 계되기 때문에 실험

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 피폭시간을 1시간, 5시간, 24시간, 3일, 1

주일 등의 시간간격으로 측정하여 해상도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암석에 남아있

는 핵종 농도가 낮아 3일이나 일주일 사이로 피폭시켜야 당한 상을 얻을 수 있

었다.

그림 3.4.13. 자기방사분석에 사용한 암실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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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 암석면 에 phosphor screen 을 장착한 모습.

그림 3.4.13과 같은 암실장치 내에서 일주일간 스크린에 피폭시킨 다음, 이 스크

린을 빛을 차단한 상태로 그림 3.4.11의 사이클론 드럼에 장착시킨다. 그런 다음, 사

이클론과 연결된  컴퓨터에서 OptiQuant 로그램을 사용해 상을 분석하 다. 그

림 3.4.15는 최종 으로 구한 트리튬의 자기방사분석 상이다. 상을 분석해 보면, 

핵종확산 방향으로 뚜렷한 농도분포가 보이지 않고, 부분 으로 농도가 높은 부분

이 찰된다.

이는 트리튬이 비수착성 핵종이여서, 암석표면에 수착하지 않고 암석 내 공극에

만 물에 용해되어 존재하므로 농도가 높지 않고, 이 한 암석 단과정에서 냉각

수에 의해 일부 씻겨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 농도 분포가 보이지 않고 암석표면 

반에 골고루 펴져있는 모습은 이미 8개월 확산과정동안 암석 반에 걸쳐 모두 

침투해 들어갔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부분 으로 농도가 높은 부분은 지하수 잔

존량이 상 으로  많은 공극부분으로 단된다.

그림 3.4.15. 화강암내 확산된 트리튬의 자기방사분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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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p-237 자기방사분석

Np-237의 자기방사분석을 해 이번에는 phosphor screen을 super-sensitive 

screen 과 multi-sensitive screen 을 사용하여 트리튬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실행

하 다. 상결과는 두 스크린에 해상도가 차이를 악하기 힘들었으며, 알 , 베타

선을 내는 방사성핵종의 상을 분석하기 해 둘 다 합당하게 쓸 수 있었다. , 

피폭시간은 약 일주일 정도가 당하 다. 그림 3.4.16의 이미지는 풍화화강암에 

Np-237이 확산해 들어간 것을 자기방사분석으로 분석한 일차 상이다. 상하에 있

는 가로 은 암석 코어와 아크릴 외부 보호면과 경계면에서 암석 단 가공시 오염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4.16. 화강암내 확산된 Np-237의 자가방사분석 흑백 상.

이것을 보기 좋게 하기 해 OPtiQuanta 로그램에서 천연색으로 바꾸고 방향

도 환하면 그림 3.4.17과 같은 이미지가 구해진다.



- 221 -

그림 3.4.17. 화강암내 확산된 Np-237의 자기방사분석 천연색 상.

그림 3.4.17에는 순수 암석면뿐만 아니라 암석을 둘러싸고 있는 아크릴면도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해 로그램에서 암석 역만을 심 역으로 

설정해서 다시 편집하여 그림 3.4.18의 상을 얻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Np-237 는 

약 깊이 2∼3 cm 이내에 주로 수착되어 있고, 약 5 cm 정도까지 침투해 들어간 모

습이 찰된다.

그림 3.4.18. 화강암내 확산된 Np-237의 자기방사분석 천연색 상.

한, 상이미지를 정량화된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데, 이는 로그램에서 

심 역이미지에 메뉴에서 grid 역설정을 하고, grid template parameters 에서 원

하는 가로, 세로 칸 수를 입력한다. 칸 수가 많을수록 정 도가 높아진다. Cell 

menu에서 칸 모양을 원이나 사각형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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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3.4.19는 사각형으로 설정한 모양이다. 부분의 경우 grid 크기와 

image 크기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cursor를 사용해 원하는 역과 일치시킨

다. 그림메뉴에서 report를 르면 각 grid 별로 정량화한 수치값이 표형태로 정리

되어 나타난다. 이 값이 lotus-1-2-3 file 로 장된다. 표 3.4.5는 이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는 실제 암석 내 핵종농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여 특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그림 3.4.19. Np-237의 자가방사분석 상을 그리드로 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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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 자기방사분석 장치를 이용한 Np의 암석 표면 방사선량 분석방법: 각 

설정된 구획에 한 방사능 농도의 정량화 결과

5. 순차  화학추출

그림 3.4.12와 같이 길이 방향으로 양단한 암석을 이제는 깊이별로 약 1 cm 단

로 단면 단 한 후, 각 편별로 순차  화학추출(sequential chemical 

extraction)을 실시하 는데, 그 목 은 암석에 확산  수착되어 있는 핵종 농도를 

악하고, 핵종별 결합방식 악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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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학추출 실험 차

① 방사성핵종이 함유된 암석 편과 지하수를 그림 3.4.20과 같은 폐용기에 넣

고 2주일정도 암석 내 존재하던 핵종들이 지하수에 탈착되어 나오게 한다.

② 앞 과정에서 실험한 암석시료를 용기에서 꺼내어, 0.5 M CaCl2 용액에 옮겨 

넣고 같은 방법으로 핵종들이 Ca2+ 이온과 치환되어 나오게 한다.

③ 암석을 꺼내어 0.5 M KCl 용액에 넣고 같은 방법으로 핵종들이 K
+
 이온과 

치환되어 나오게 한다.

④ 암석을 꺼내어 0.1 M potassium tetraoxalate + hydroxylamine hydrochloride 

(KTOX) 용액에 넣고 같은 방법으로 핵종들이 치환되어 나오게 한다.

⑤ 암석을 꺼내어 1 M HCl + HNO3 용액에 넣고 같은 방법으로 핵종들이 치환

되어 나오게 하고 한다.

⑥ 각 단계별 편별 용액의 농도 는 방사선세기를 측정한다.

그림 3.4.20. 화학추출 실험용기.

나. 핵종별 확산 침투 깊이

각 화학추출 단계별, 암석 깊이에 다른 편 별 농도 분석 결과를 표 3.4.6과 그

림 3.4.21, 그림 3.4.22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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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자기방사분석 결과에서 본 것과 같이, 트리튬은 이미 20 cm 길이  암석을 

확산해 들어갔고, 비수착성인 계로 암반 공극 내에만 존재해 단 작업 시 소실

되는 부분도 있어, 깊이별 농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Cs, Eu, U 은 5 cm 이내

에서 암석과 결합되어 있고, Sr과 Co는 확산 첨두(migration front)가 10 cm 에 육

박하 다.

Depth

(cm)

THO

(µCi/cc)

C/Co (%)

Np-237 Co Sr Eu Th U Cs

1 1.644 0.193 0.210 0.250 0.350 0.137 0.190 0.509 

2 0.802 0.109 0.154 0.213 0.180 0.009 0.173 0.245 

3 1.186 0.070 0.130 0.191 0.031 0.008 0.150 0.014 

4 0.966 0.085 0.089 0.187 0.011 0.005 0.016 0.002 

5 0.898 0.060 0.026 0.051 0 0.003 0.002 0

6 1.017 0.027 0.022 0.043 0 0.003 0.001 0

7 1.407 0.003 0.016 0.032 0 0.002 0.001 0

8 1.090 0.002 0.010 0.020 0 0.001 0.001 0

9 1.412 0.001 0.007 0.015 0 0.001 0.001 0

표 3.4.6. 확산깊이 별 핵종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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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 확산깊이 별 핵종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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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 확산깊이에 따른 수착성 핵종의 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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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종별 암석과 결합 메커니즘

각 핵종별로 암석구성 물과 결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특정 물과 선택

수착(specific sorption)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순차  화학추출법을 통해 각 단계

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악하는데 목 이 있었다.

암석이 지하수와 하는 동안 가역 으로 결합되어 있던 핵종들이 빠져나오

는데, 주로 물리  수착(Physisorption)되어 있던 핵종들이다.

CaCl2 용액에 탈착되어 나오는 핵종들은 Ca
2+
 이온과 치환되어 나오는데, 주로 

암석표면 물과 이온결합되어 있던 핵종들이다.

KCl 용액에 탈착되어 나오는 핵종들은 K
+
이온과 치환되어 나오는데, 주로 암

석표면과 층간에 강하게 이온결합되어 있던 핵종들이다.

KTOX 용액에 치환되어 나오는 핵종들은 주로 철과 망간 산화물/산수소화물

(Fe/Mn Oxides/Oxyhydroxides)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던 핵종들이다.

최종 으로 왕수에 치환되어 나오거나 암석에 그 로 결합되어 있는 핵종은 

암석구조 내 구성성분으로 치환해 들어가 있는 핵종이다.

확산침투 깊이별로 다음 표 3.4.7과 3.4.8에 실험결과를 정리하 고, 그림 3.4.23

에 이를 나타내었다. 이를 각 핵종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코발트(Co)

코발트는 침투깊이에 따라 아주 특이한 경향을 보 는데, 그림 3.4.22에 잘 나타

나 있듯이 암석 표면 가까이에서는 이온교환이 주를 이루다가, 깊이 침투해 들어갈

수록 철/망간산화물과 강하게 결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확산깊이가 깊어질수

록 농도가 낮아지므로 코발트가 암석내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우선 으로 먼  철/

망간산화물과 강하게 결합하고 그 이후에는 농도가 높아지면서 암석구성 물과 이

온교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그림 3.4.3의 암석 미경사진에서 찰되듯이, 

암석 내에서 Fe(II)가 용해되어 이동하다가 산화되어 미세균열에 흡착 는 침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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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차 산화물을 많이 형성하고 있는 것과 계된 것으로 여겨진다.

(2) 넵투늄(Np)

넵투늄은 반 으로 암석과 약한 결합으로 물리  흡착과 이온교환을 주를 이

루고 있으며, 이는 Ittner[3.4.10]가 보고한 바와 같은 경향이다. 그러나 깊이별 특성

에서는 코발트와 정반 의 경향을 보 다. 그림 3.4.23a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깊이 1 

cm에서는 철망간산화물과 결합이 주종을 이루었다가 차 이 비율이 작아지고 이

온교환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농도가 높을 때에는 철망간산화물과 결합이 

수착능이 커서 주로 산화물과 결합하지만 농도가 낮은 때에는 이온결합이 우선 으

로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코발트와 넵투늄이 서로 반 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그림 3.4.25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서로 선택 으로 우선 결합하는 수착메커

니즘이 다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스트론튬(Sr)

Sr(II)는 이온교환이 항상 90% 이상으로 독 으로 일어나며, 상 으로 낮은 

수착능, 가역  수착 등으로 인해 가장 멀리 침투해 들어가 침투 첨두가 10 cm 에 

육박하 다. 그림 3.4.26에 나타내었듯이 확산깊이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온

교환 에서도 물층간 깊이에 침투해 들어가는 K
+
 이온으로 치환되어 나오는 비

율보다도 물표면에 주로 수착하는 Ca2+ 이온과 치환되어 나오는 것이 주종을 이

루는 것으로 보아 Sr
2+
 이온은 주로 물표면과 이온교환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단된다.

(4) 유로퓸(Eu)

Eu(III)는 그림 3.4.22에 보듯이 확산깊이가 3∼4 cm 수 으로 세슘과 더불어 

가장 낮은 침투수 을 보여 주 다. 일반 으로 수착능을 회분식으로 측정하면 토

륨, 우라늄과 비슷한 수 인데 확산깊이가 차이가 나는 것은 토륨과 우라늄보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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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성 화합물 형성경향이 약해 주로 표면 가까이에서 이온교환방식으로 결합 하

는 것으로 악된다. 이는 신선화강암을 사용한 통확산실험에서 토륨과 우라늄보

다 훨씬 낮은 확산능을 보이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3.4.5]. 한 그림 3.4.27에 보듯

이 확산깊이에 따른 수착메커니즘에 차이도 거의 없었다.

(5) 토륨(Th)

Th(IV)는 그림 3.4.28에 보듯이 철/망간산화물과 선택 으로 결합하면서 Sr 보

다 농도는 낮지만 확산 첨두 깊이가 10 cm에 육박하 다. 이는 일반 으로 고수착

성 악틴족들은 유로퓸과 세슘처럼 주로 침투암석표면에 분포할 것으로 상하는 것

보다 확산유동성이 큼을 나타낸다. 확산깊이에 따른 수착 메커니즘 차이도 크지 않

다.

(6) 우라늄(U)

우라늄도 코발트와 유사하게 그림 3.4.29에 보듯이 암석 표면 가까이에서는 이

온교환이 주를 이루다가, 깊이 침투해 들어갈수록 철/망간산화물과 강하게 결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우라늄은 철산화물과 선택 결합력이 높은 것으로 여러 연구자들

이 보고하 다[3.4.12]. 그러므로 우라늄은 철산화물과 우선 으로 결합하지만 농도

가 높아지면 산화물과 결합이 포화에 도달된 후 이온교환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악된다.

(7) 세슘(Cs)

세슘은 유로퓸과 더불어 암석표면에 강하게 수착하면서 확산깊이가 가장 낮은 

3∼4 cm 수 이었다. 수착 메커니즘은 이온교환과 물구조에 결합해 들어간 물

화가 주된 수착기구이다(그림 3.4.30 참조). 특히 암석 구성물질  운모(mica)와 견

운모(sericite)에 선택 으로 강하게 결합하며 물격자내로 치환해 들어가 물구성

성분 일부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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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entration ratio in section #1 (침투깊이 1 cm)

Section 1 Np-237 Co Sr Eu Th U Cs

Physisorp 0.152 0.259 0.145 0.068 0.007 0.144 0.074 

IonEx-Ca 0.025 0.598 0.794 0.658 0.059 0.460 0.224 

IonEx-K 0.025 0.056 0.044 0.123 0.015 0.103 0.303 

Oxides 0.746 0.037 0.009 0.068 0.837 0.117 0.052 

structure 0.051 0.050 0.009 0.082 0.082 0.177 0.347 

total 1C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4.7. 확산침투 깊이별 핵종결합비율

 Concentration ratio in section #2 (침투깊이 2 cm)

Section 2 Np-237 Co Sr Eu Th U Cs

Physisorp 0.364 0.020 0.016 0.064 0.109 0.031 0.011 

IonEx-Ca 0.159 0.795 0.912 0.640 0.109 0.431 0.054 

IonEx-K 0.159 0.098 0.071 0.193 0.109 0.227 0.281 

Oxides 0.205 0.040 0.001 0.013 0.543 0.239 0.087 

structure 0.114 0.047 0.001 0.896 0.130 0.072 0.567 

total 2C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oncentration ratio in section #3 (침투깊이 3 cm)

Section 3 Np-237 Co Sr Eu Th U Cs

Physisorp 0.358 0.020 0.016 0.080 0.077 0.015 0.067 

IonEx-Ca 0.134 0.708 0.920 0.400 0.154 0.083 0.067 

IonEx-K 0.134 0.106 0.063 0.400 0.154 0.239 0.133 

Oxides 0.224 0.119 0.000 0.040 0.538 0.602 0.067 

structure 0.149 0.048 0.001 0.080 0.077 0.062 0.667 

total 3C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oncentration ratio in section #4 (침투깊이 4 cm)

Section 4 Np-237 Co Sr Eu Th U Cs

Physisorp 0.344 0.017 0.019 0.000 0.012 0.062 0.000 

IonEx-Ca 0.279 0.501 0.916 0.000 0.025 0.068 0.000 

IonEx-K 0.279 0.132 0.065 0.000 0.025 0.056 0.000 

Oxides 0.062 0.301 0.000 0.000 0.889 0.757 0.000 

structure 0.036 0.049 0.000 0.000 0.049 0.056 0.000 

total 4C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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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entration ratio in section #5 (침투깊이 5 cm)

Section 5 Np-237 Co Sr Eu Th U Cs

Physisorp 0.779 0.988 0.981 1.000 0.997 0.740 1.000 

IonEx-Ca 0.442 0.642 0.060 1.000 0.979 0.479 1.000 

IonEx-K 0.105 0.558 0.000 1.000 0.962 0.375 1.000 

Oxides 0.058 0.049 0.000 1.000 0.034 0.010 1.000 

structure 0.058 0.049 0.000 0.000 0.034 0.010 0.000 

total 5C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oncentration ratio in section #6 (침투깊이 6 cm)

Section 6 Np-237 Co Sr Eu Th U Cs

Physisorp 0.795 0.993 0.988 1.000 1.000 0.910 1.000 

IonEx-Ca 0.436 0.636 0.100 1.000 0.997 0.820 1.000 

IonEx-K 0.077 0.523 0.000 1.000 0.994 0.730 1.000 

Oxides 0.064 0.047 0.000 1.000 0.032 0.009 1.000 

structure 0.064 0.047 0.001 0.000 0.032 0.009 0.000 

total 6C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oncentration ratio in section #7 (침투깊이 7 cm)

Section 7 Np-237 Co Sr Eu Th U Cs

Physisorp 0.868 0.995 0.988 1.000 1.000 0.948 1.000 

IonEx-Ca 0.474 0.582 0.075 1.000 1.000 0.896 1.000 

IonEx-K 0.079 0.460 0.001 1.000 0.994 0.844 1.000 

Oxides 0.013 0.047 0.001 1.000 0.055 0.010 1.000 

structure 0.013 0.047 0.001 0.000 0.055 0.010 0.000 

total 7C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oncentration ratio in section #8 (침투깊이 8 cm)

Section 8 Np-237 Co Sr Eu Th U Cs

Physisorp 1.000 0.982 0.970 1.000 1.000 0.997 1.000 

IonEx-Ca 1.000 0.801 0.303 1.000 1.000 0.717 1.000 

IonEx-K 1.000 0.683 0.001 1.000 0.995 0.714 1.000 

Oxides 1.000 0.005 0.001 1.000 0.010 0.051 1.000 

structure 0.000 0.005 0.001 0.000 0.010 0.051 0.000 

total 8C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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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a. 순차  화학추출 단계에 따른 핵종별 수착유형간 비율, 1 cm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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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b. 순차  화학추출 단계에 따른 핵종별 수착유형간 비율, 2 cm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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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c. 순차  화학추출 단계에 따른 핵종별 수착유형간 비율, 3 cm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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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d. 순차  화학추출 단계에 따른 핵종별 수착유형간 비율, 4 cm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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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e. 순차  화학추출 단계에 따른 핵종별 수착유형간 비율, 5 cm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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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f. 순차  화학추출 단계에 따른 핵종별 수착유형간 비율, 6 cm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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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g. 순차  화학추출 단계에 따른 핵종별 수착유형간 비율, 7 cm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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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h. 순차  화학추출 단계에 따른 핵종별 수착유형간 비율, 8 cm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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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두께 Bq/ml 지하수로 탈착후 농도 

mm THO Np-237 Co Sr Eu Th U Cs

1 10 2.91 0.3 0.78 0.84 0.05 0.05 0.407 3.7

2 20 1.42 0.16 0.134 0.222 0.05 0.05 0.258 0.26

3 30 0.7 0.24 0.087 0.2 0.01 0.01 0.14 0.1

4 40 0.71 0.95 0.05 0.231 0.005 0.005 0.055 0.05

5 50 1.59 0.38 0.02 0.128 0.001 0.001 0.05 0.01

6 60 0.8 0.16 0.01 0.068 0 0 0.01 0.005

7 70 2.49 0.01 0.005 0.05 0 0 0.005 0.002

8 80 17.7 0.001 0.12 0.3 0 0 0.001 0.001

표 3.4.8. 화학추출단계에 따른 핵종들의 깊이별 농도분포

순번 두께 CaCl2 로 탈착후 농도

mm Np-237 Co Sr Eu Th U Cs

1 10 0.05 1.8 4.6 0.48 0.43 1.3 11.2

2 20 0.07 5.2 12.8 0.5 0.05 3.6 1.3

3 30 0.09 3.1 11.6 0.05 0.02 0.8 0.1

4 40 0.77 1.5 11.3 0.02 0.01 0.06 0.05

5 50 0.58 0.6 6.2 0.01 0.005 0.05 0.01

6 60 0.28 0.54 5 0.005 0.001 0.01 0.005

7 70 0.03 0.45 3.9 0.001 0 0.005 0.002

8 80 0.01 1.2 6.6 0.001 0 0.11 0.001

순번 두께 KCl  로 탈착후 농도

mm Np-237 Co Sr Eu Th U Cs

1 10 0.05 0.168 0.252 0.09 0.112 0.292 15.2

2 20 0.07 0.64 1 0.151 0.05 1.9 6.8

3 30 0.09 0.464 0.8 0.05 0.02 2.3 0.1

4 40 0.77 0.395 0.8 0.02 0.01 0.05 0.05

5 50 0.58 0.145 0.398 0.01 0.005 0.02 0.02

6 60 0.28 0.17 0.56 0.005 0.001 0.01 0.01

7 70 0.03 0.132 0.318 0.001 0.001 0.005 0.005

8 80 0.01 0.78 3 0.001 0.001 0.001 0.001

순번 두께 KTOX로 탈착후 농도

mm Np-237 Co Sr Eu Th U Cs

1 10 1.47 0.11 0.05 0.05 6.1 0.33 2.6

2 20 0.09 0.26 0.01 0.01 0.25 2 2.1

3 30 0.15 0.52 0.005 0.005 0.07 5.8 0.1

4 40 0.17 0.9 0.001 0.001 0.36 0.67 0.05

5 50 0.08 0.88 0 0.01 0.27 0.07 0.02

6 60 0.01 0.72 0 0 0.3 0.08 0.01

7 70 0.005 0.45 0 0 0.17 0.08 0.005

8 80 0.001 4.5 0 0 0.19 0.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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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두께 잔여농도 ( 물화) 

mm Np-237 Co Sr Eu Th U Cs

1 10 0.1 0.15 0.05 0.06 0.6 0.5 17.4

2 20 0.05 0.31 0.01 0.07 0.06 0.6 13.7

3 30 0.1 0.21 0.01 0.01 0.01 0.6 1

4 40 0.1 0.147 0.005 0 0.02 0.05 0

5 50 0.1 0.085 0.003 0 0.01 0.002 0

6 60 0.05 0.071 0.003 0 0.01 0.001 0

7 70 0.001 0.051 0.003 0 0.01 0.001 0

8 80 0 0.033 0.005 0 0.002 0.02 0

Sorbed Np-237

 s1 s2 s3 s4 s5 S6 S7 S8

Gw 0.8477 0.6364 0.642 0.656 0.779 0.795 0.868 1.000 

CaCl2 0.8223 0.4773 0.507 0.377 0.442 0.436 0.474 1.000 

KCl 0.7970 0.3182 0.373 0.098 0.105 0.077 0.079 1.000 

KTOX 0.0508 0.1136 0.149 0.036 0.058 0.064 0.013 1.000 

structure 0.0508 0.1136 0.149 0.036 0.058 0.064 0.013 0.000 

표 3.4.9. 핵종별 확산깊이에 따른 농도분포

Cobalt

s1 s2 s3 s4 s5 S6 S7 S8

Gw 0.7407 0.9795 0.980 0.983 0.988 0.993 0.995 0.982 

CaCl2 0.1423 0.1849 0.273 0.482 0.642 0.636 0.582 0.801 

KCl 0.0864 0.0871 0.167 0.350 0.558 0.523 0.460 0.683 

KTOX 0.0499 0.0474 0.048 0.049 0.049 0.047 0.047 0.005 

structure 0.0499 0.0474 0.048 0.049 0.049 0.047 0.047 0.005 

Strontium

S1 s2 s3 s4 s5 S6 S7 S8

Gw 0.8550 0.9842 0.984 0.981 0.981 0.988 0.988 0.970 

CaCl2 0.0608 0.0726 0.065 0.065 0.060 0.100 0.075 0.303 

KCl 0.0173 0.0014 0.001 0.000 0.000 0.000 0.001 0.001 

KTOX 0.0086 0.0007 0.001 0.000 0.000 0.000 0.001 0.001 

structure 0.0086 0.0007 0.001 0.000 0.000 0.001 0.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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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ium

S1 s2 s3 s4 s5 S6 S7 S8

Gw 0.9315 0.9304 0.920 1.000 1.000 1.000 1.000 1.000 

CaCl2 0.2740 0.2340 0.520 1.000 1.000 1.000 1.000 1.000 

KCl 0.1507 0.0237 0.120 1.000 1.000 1.000 1.000 1.000 

KTOX 0.0822 0.0097 0.080 1.000 1.000 1.000 1.000 1.000 

structure 0.0822 0.0097 0.080 0.000 0.000 0.000 0.000 0.000 

Thorium

S1 s2 s3 s4 s5 S6 S7 S8

Gw 0.9931 0.8913 0.923 0.988 0.997 1.000 1.000 1.000 

CaCl2 0.9342 0.7826 0.769 0.963 0.979 0.997 1.000 1.000 

KCl 0.9188 0.6739 0.615 0.938 0.962 0.994 0.994 0.995 

KTOX 0.0823 0.1304 0.077 0.049 0.034 0.032 0.055 0.010 

structure 0.0823 0.1304 0.077 0.049 0.034 0.032 0.055 0.010 

Uranium

S1 s2 s3 s4 s5 S6 S7 S8

Gw 0.8561 0.9691 0.985 0.938 0.740 0.910 0.948 0.997 

CaCl2 0.3966 0.5384 0.902 0.870 0.479 0.820 0.896 0.717 

KCl 0.2934 0.3111 0.664 0.814 0.375 0.730 0.844 0.714 

KTOX 0.1767 0.0718 0.062 0.056 0.010 0.009 0.010 0.051 

structure 0.1767 0.0718 0.062 0.056 0.010 0.009 0.010 0.051 

Cesium

S1 s2 s3 s4 s5 S6 S7 S8

Gw 0.9261 0.9892 0.933 1.000 1.000 1.000 1.000 1.000 

CaCl2 0.7026 0.9354 0.867 1.000 1.000 1.000 1.000 1.000 

KCl 0.3992 0.6540 0.733 1.000 1.000 1.000 1.000 1.000 

KTOX 0.3473 0.5671 0.667 1.000 1.000 1.000 1.000 1.000 

structure 0.3473 0.5671 0.667 0.000 0.000 0.000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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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4. 확산깊이에 따른 코발트(Co)의 수착유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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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5. 확산깊이에 따른 넵투늄(Np)의 수착유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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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6. 확산깊이에 따른 스트론튬(Sr)의 수착유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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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7. 확산깊이에 따른 유로퓸(Eu)의 수착유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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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8. 확산깊이에 따른 토륨(Th)의 수착유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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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9. 확산깊이에 따른 우라늄(U)의 수착유형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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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0. 확산깊이에 따른 세슘(Cs)의 수착유형 변화.

6. 확산계수 결정

가. 확산이동 모델

핵종이 암석내의 공극을 따라 깊이 방향으로 확산해 들어가는 시스템에서 지배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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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착성 핵종에 해 선형수착 계 ∙를 만족하고, 국부  화학평형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식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표 할 수 있다.



- 243 -

2

2

x
C

D
t

C p
a

p

∂
∂

=
∂
∂

(3.4.4)

여기서 는 겉보기확산계수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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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에 기조건과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이 가정할 수 있다.

     (3.4.6)

        (0 ≤ x < l) (3.4.7)

        (t ≥ 0) (3.4.8)

이 시스템에 해 원액농도부에서 핵종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

다고 가정하고, 확산깊이가 반무한 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해를 구할 수 

있다[3.4.13].

물론 이 가정은 실제 시스템과 차이를 가지므로 어느 정도의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것은 추후에 시스템을 좀 더 정확히 모사한 수치해석과 비교할 정이

다.

)
2

(
tD

xerfc
C
C

ao

= (3.4.9)

여기서 erfc 함수내 인자를  


 라고 설정하고 실험에서 구한   값

과 확산깊이 x와 상 계를 를 이용해 핵종별로 그래 로 그려서 그림에서 선형

계곡선을 구하면, 그 기울기에서 겉보기확산계수 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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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산깊이를 통한 확산계수 결정

핵종별로 그래 로 그려서 그림 3.4.31∼3.4.37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Eu와 Cs

는 확산깊이가 4 cm 이상을 넘지 않는 계로 그 이하에서만 계산하 고,   값이 

략 2.8이하에서는 핵종농도가 높아 데이터 신뢰도가 크나, 2.8 이상에서는 핵종농

도가 낮아 분석 오차가 크고 따라서 선형곡선계산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구간이다. 

계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Eu와 Cs는 겉보기확산계수가 10
-12
 m

2
/s 수 이고, Co, 

Sr, Th 는 10-10 m2/s 수 으로 가장 크고, Np, U은 그 간 값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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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1. 코발트(Co)의 확산깊이에 따른 확산 농도  확산계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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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2. 넵투늄(Np)의 확산깊이에 따른 확산 농도  확산계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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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3. 스트론튬(Sr)의 확산깊이에 따른 확산 농도  확산계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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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4. 유로퓸(Eu)의 확산깊이에 따른 확산 농도  확산계수 결정.

0 2 4 6 8 10

2.2

2.4

2.6

2.8

3.0

3.2

0 2 4 6 8 10

2.2

2.4

2.6

2.8

3.0

3.2

Z 
in

 e
rf

c(
z)

Diffusion Depth, x (cm)

 Th
 Linear Fit
 Upper 95% Confidence Limit
 Lower 95% Confidence Limit

y = 2.3 + 0.1065  x

그림 3.4.35. 토륨(Th)의 확산깊이에 따른 확산 농도  확산계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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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6. 우라늄(U)의 확산깊이에 따른 확산 농도  확산계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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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7. 세슘(Cs)의 확산깊이에 따른 확산 농도  확산계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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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래 로 계산한 겉보기확산계수값을 아래 표 3.4.10에 정리하 다. 비교를 

해 국산 신선 화강암  외국의 화강암 실험자료와 같이 비교하 다. 표에서 보

듯이 풍화암은 구성 물들이 변질되고, 용해되어 빠져 나간 성분이 많아 신선암에 

비해 공극률이 10배 정도 큰데, 이것이 유효확산속도가 신선암에 비해 1,000배 이상 

큰 차이를 보여주는 주된 요인으로 단된다.

Nuclide 

  (m
2
/s) 

(Weathered

 granite)

ε = 0.023

  (m
2
/s)

(Domestic 

fresh granite)

 ε = 0.003 [3.4.5]

  (m
2/s)

(Foreign 

fresh granite)

THO > 1.0×10-10 5.7×10-10 2.87×10-10 [3.4.6]

Np 8.66×10-11 3.3×10-15 [3.4.10]

Th 1.06×10
-10

1.1×10
-14

5.0×10
-19

Eu 3.96×10
-12

3.2×10
-17

-

U 3.35×10
-11

1.7×10
-13

4.7×10
-13
 [3.4.14]

Co 1.67×10
-10

4.8×10
-16

4.8×10
-16
 [3.4.2]

Sr 2.21×10-10 6.4×10-14 1.4×10-14 [3.4.2]

Cs 5.46×10-12 7.3×10-15 7.2×10-15 [3.4.2]

표 3.4.10. 풍화 화강암에서 핵종들의 겉보기확산계수()의 비교

7. 실험결과 요약  결론

KURT에서 추출한 풍화화강암으로 약 9개월간의 확산침투깊이 실험을 수행한 

결과 비수착성 핵종인 트리튬은 이미 20 cm 길이의 암석 체로 골고루 확산해 들

어갔다. 수착성 핵종  Eu와 Cs는 확산깊이가 4 cm 수 이었고, Co, Sr, Np, Th, 

U 등의 핵종들은 약 9 cm 깊이까지 확산첨두가 침투해 들어갔다.

이들은 자기방사분석방법으로 THO와 Np-237의 암석 내 핵종농도분포 상을 

분석하여 확산깊이를 검증하 다. Np-237의 경우 암석 내 깊이 2∼3 cm 이내에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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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주로 수착되어 있고, 약  5 cm 이상에서는 농도는 낮지만 확산첨두는 더 깊이 

침투해 들어간 모습이 찰된다. 계산한 겉보기확산계수()는 Eu와 Cs는 10
-12
 

m
2
/s 수 이고, Co, Sr, Th 는 10

-10
 m

2
/s 수 으로 가장 크고, Np, U은 그 간 값

을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값들은 신선화강암에서의 확산계수값들과 비

교해서 핵종에 따라 약 102∼104 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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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지하연구시설(KURT)에서 핵종 이동  지연특성 규

명

1. 연구 개요

가. 연구배경

사용후핵연료 혹은 고 방사성핵종을 포함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이들 

방사성폐기물을 생태계로부터 안 하게 격리하기 하여 내부식성 용기에 담아 지

하 수백 m의 심부 암반층에 안 하게 처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속용

기가 장시간동안 지하환경에 노출될 경우 용기가 부식되어 내용물이 지하환경에 유

출될 수 있다. 지하환경으로 유출된 핵종들은 처분장의 인공방벽을 거쳐 심부 암반

의 균열면에서 지하수 흐름을 따라 이동한다. 이 때 핵종들은 이류, 분산, 확산 등

의 이동과정과 수착, 침 , 암반확산 등의 화학  는 물리  지연과정에 향을 

받으며 지하환경에서 복잡하게 거동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핵종이동  지연 상을 

규명하기 하여 실험실규모의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3.5.1, 3.5.2]. 그러나, 

실험실 규모의 연구로는 장규모의 실제 지하환경과 동일한 조건에 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장규모의 심부지하 환경에서 핵종의 이동  지연 상에 한 이해를 하여 

다양한 기 에서 여러 시험조건에서 다양한 장 용질이동 시험이 수행되어져 왔다

[3.5.3, 3.5.4]. 용질이동 시험의 이동 거리도 작게는 십 m 이내에서 길게는 수백 m

의 범 에서 다양한 목 을 가지고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 표 3.5.1에는 재까지 

수행하 거나 수행되어지고 있는 장용질이동 시험에 한 사례를 나타내었다

[3.5.5]. 다양한 기 에서 다양한 장 용질이동 련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으나, 

그 에서도 재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스웨덴의 Äspö HRL (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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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Laboratory)[3.5.6]와 스 스의 GTS(Grimsel Test Site)[3.5.7]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질이동 시험이다.

치 이동거리 목 주요 활동

Finnsjön

(스웨덴)
150∼200 m

지하수 흐름  이동특

성 악

- 지질학 , 지구물리학 , 지구화

학 , 지반역학 , 수리학  조사

El 

Berrocal

(스페인)

15∼25 m
지하수 흐름과 용질의 

이동경로 규명

- 지질학 , 구조 , 물학 , 지

구화학 , 수리지화학  연구

Kamaishi

(일본)
< 10 m

화강암 단열면에서 유

체흐름  물질이동 

련 연구

- 단열시스템의 지질학 -기하학

 특성규명

- 단열시스템의 수리  특성 규명

- 추 자 시험

Stripa 

Mine

(스웨덴)

10∼60 m

지질학  처분을 한 

부지 특성규명 기술  

방법론 개발

- 3차원 추 자 이동시험

- SCV 추 자 이동시험

Whiteshell

(캐나다)
10∼50 m

물질 이동 결정질 암반 

단열에서 물질 달 규

명

- 지하수 유동모델의 개발  규명

- 10∼50 m 규모의 추 자 실험

Äspö

(스웨덴)
10∼100 m

단열망에서 핵종의 확

산, 수착 등의 이동  

지연 상 평가

- 핵종 이동  지연에 한 다양

한 모델의 유용성 검증

- 핵종 이동  지연에 한 장 

데이터 축

Grimsel

(스 스)
5∼10 m

핵종의 이동  지연

상에 한 콜로이드의 

향 평가 련 장 

실증

- 핵종을 이용한 장 이동 실험

- 핵종/콜로이드 복합물의 장 

이동 실험

- 용질이동 모델의 검증

표 3.5.1. 해외 시험시설에서 수행한 장 용질이동 시험 사례

우리나라도 장규모의 실험을 하여 지난 2006년도에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 지하연구시설(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을 건설하 다

[3.5.8, 3.5.9]. 지하연구시설은 총 연장 255 m이며, 재 다양한 방사성폐기물 처분

련 장연구가 진행 이다.

KURT의 결정질 암반에서 용질의 이동  지연특성을 이해하기 하여 장 

용질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 장 실험을 목 으로 지하수 유동이 있는 단열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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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하여 시험공 시추  시험공 단열 특성을 평가하 으며, 장 용질이동 

시험장치를 설계  설치하 다. 한 우라닌, 에오신, 롬 등의 비수착성 추 자 

 루비듐, 네오비움, 지르코늄, 사마리움 등의 수착성 추 자를 이용하여 장 용

질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3.5.1에 장 용질이동 실험 개요를 도식화하여 나

타내었다.

그림 3.5.1. 장 용질이동 실험 개요도.

나. 연구목

KURT에서 암반단열을 통한 핵종이동  지연특성 규명을 해 KURT 장에 

용질이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수착성 용질을 이용하여 균열면 유동지하수의 흐름

특성을 분석한다. 한, 단순수착성  다가수착성 용질을 추 자로 하여 암반단열

을 통한 핵종의 이동  지연특성을 규명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시험공을 시추하고 암반 단열 특성을 규명하여 상 시험공을 선

정한다. 장 용질이동 실험을 하여 KURT 장 용질이동 실험장치를 설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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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며 장 용질이동 실험 해석 모델을 개발한다. 한, KURT 장 용질이동 

실험 시스템을 개선하고, 암반단열을 통한 비수착성  수착성 용질이동 장실험을 

수행한다.

2. 장 용질이동 시스템 설치  운

가. 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구성  성능

(1) 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구성

장 용질이동 시스템은 비방사성물질을 추 자로 주입  회수하여 지하수 흐

름이 있는 암반 균열면에서 용질의 이동특성을 규명하기 하여 지하연구시설의 말

단부에 치하도록 설치하 다. 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설치 치를 그림 3.5.2에 

나타내었다. 장 용질이동 시스템은 심부 지하환경에서 모의핵종의 이동  지연

상에 한 장 실증을 한 목 으로 제작하 다. 장 용질이동 시스템은 주입

부, 회수부, 그리고, 데이터 처리부로 구성하 다. 주입부는 주입 시험공의 압력을 

모니터링하고, 모의핵종을 주입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하 다. 회수부는 주입

한 추 자를 포함하는 지하수를 일정 시간동안 일정 유량으로 회수하며 분석용 시

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시료분취기  추 자 농도 분석기 등으로 구

성하 다. 한 회수부에서는 암반 단열 유동 지하수의 물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

도록 하여 지하수의 산화/환원 , pH, 용존산소, 기 도도, 온도 등을 측정  

기록하도록 설계하 다. 회수부에서 측정되는 자료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부

를 구성하 다. 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각각의 구성부의 사양을 표 3.5.2에 정리하

으며, 장치 구성도를 그림 3.5.3에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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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장 용질이동 시스템 설치 치.

구성부 구성요소 용   도

주입부

추 자  지하수 장용기 추 자  지하수 장

주입펌 추 자 주입

수 센서 실시간 지하수  기록

가스 분배시스템 패커 가스 주입  가스압 유지

회수부

수 센서 실시간 지하수  기록

가스제거 유닛 지하수 함유 가스 제거

지하수 모니터링 유닛 실시간 지하수 물성 감시

회수펌 추 자  지하수 흡입․토출

시료 분취기 분석용 시료 분취

시료 분석기 추 자 농도분석

데이터처리부
컴퓨터 측정 데이터 기록․처리

원격제어시스템 시스템 원격제어

표 3.5.2. 장 용질이동 시스템 구성부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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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장 용질이동 시스템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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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성능  사양

(가) 주입부

시료 주입부는 주입시험공에 치하며 추 자  지하수를 일정 유량으로 주입

하고 이때의 압력  유량 등을 일정하게 유지할 목 으로 설치한다. 주입부는 추

자  지하수 장용기, 추 자 주입펌 , 압력 측정센서, 패커 가스 분배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구성부의 사양과 성능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사양을 표 3.5.3

에 나타내었다.

① 추 자  지하수 장용기 : 추 자  지하수 장용기는 내부식성  내마

모성을 갖는 라스틱 재질 는 스테인 스 스틸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추

자의 주입용량  회수시간을 고려하여 장용기는 최소 40 L 이상의 용기

를 사용한다.

② 추 자 주입펌  : 추 자 주입펌 는 암반 균열면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의 

압력 즉, 수두를 최소 50 psi까지 견딜 수 있는 무맥동 정량 주입펌 를 사용

한다(그림 3.5.4).

③ 수  측정센서 : 추 자  지하수 주입시 암반단열 유동 지하수의 수  변화 

측정을 하여 추 자 주입 시험공에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한 수  측정 

센서를 설치한다. 수 측정 센서의 사용 가능 온도범 는 -20∼80°C이며, 측

정 데이터의 최소 장단 는 1  이상 되도록 하여 50,000 개 이상의 자료를 

축 할 수 있도록 하며 수 측정 자료는 용 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

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수  측정센서는 고압을 견딜 수 있으며, 내부식

성  내마모성을 갖는 스테인 스 스틸 재질로 제작한 별도의 이싱에 장

착하여 설치한다(그림 3.5.5, 3.5.6).

④ 가스 분배시스템 : 추 자 주입 시험공에 설치하는 이 패커의 압력을 일정하

게 유지하기 하여 패커가스 분배시스템을 설치한다. 모든 배   밸 류는 

내마모성/내부식성을 갖는 스테인 스 스틸의 재질로 제작한다(그림 3.5.7).

⑤ 이 패커 : 주입공  회수공의 특정 심도 구간에서 추 자의 거동특성을 

악하기 하여 이 패커를 사용하며 패커는 부식이 되지 않는 스테인 스 스

틸의 재질로 제작한다(그림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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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상세사양

장용기 - Nalgene
- 용량 : 50 L

- 재질 : 폴리 로필

주입펌 M930 린기기

- 유속범  : 0.001∼20.0 mL/min

- 유속정확도 : 2%

- 최 내압 : 6000 psi

- 외부출력 : RS232C

수 측정센서 LevelTroll300 In-Situ Inc.

- 사용온도 : -20∼80°C

- 장용량 : 50,000 개 데이터

- 장간격 : 1  이상

- 압력센서 : silicon strain gauge

- 정확도 : ±0.1% (15°C)

- 사용 압력범  : 30 psi(10.5 m)

- 용 로그램 : Win-Situ®5

  Ver. 5.6.2.10

패커 가스분배

시스템
- 노블가스

- 사용가스 : 질소

- 사용압력범  : 0∼40 기압

- 사용가능 패커 : 3개

- 배 /밸  : 스테인 스 스틸

이 패커 - 이우시스템

- O-링 : 3 ea × 2

- 규격 : Φ45 × Φ65 × 10T

- 재질 : 스테인 스 스틸

- 내압 : 20 기압 이상

표 3.5.3. 주입부 장비 상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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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추 자 주입펌 를 이용한 형 염료 주입.

그림 3.5.5. 실시간 지하수  자동측정센서  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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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 실시간 수  측정기를 이용한 수  측정 장면.

그림 3.5.7. 패커 가스 분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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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 이 패커 규격도.

(나) 회수부

회수부는 주입시험공에서 주입한 추 자를 회수할 목 으로 설치하며, 회수된 

시료를 분취하며, 지하수의 성상을 실시간으로 악할 수 있도록 한다. 시료  지

하수 회수부는 회수 시험공에 치하며 지하수 압력 측정센서, 지하수 가스제거 유

닛, 지하수 모니터링 유닛, 회수펌 , 시료분취기, 시료분석기 등으로 구성한다. 각 

구성부의 상세사양을 표 3.5.4에 나타내었다.

① 수압 측정센서 : 회수부의 수압 측정센서는 주입부의 센서와 동일한 성능  

사양의 센서를 사용한다.

② 지하수 가스 제거 유닛 : 암반 단열 유동 지하수에 존재할 수 있는 가스를 제

거하기 하여 가스 제거 유닛을 설치한다. 가스 제거 유닛은 내부식성이 있

으며, 가스  불순물의 존재여부를 단하기 하여 10 mm 두께의 투명한 

아크릴 재질을 사용한다(그림 3.5.9).

③ 지하수 모니터링 유닛 : 회수부에서 추출되는 암반단열 유동 지하수의 물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목 으로 pH, 산화/환원 , 용존산소, 기 도도, 온

도, 유량 등을 측정하여 데이터 처리부에 송할 수 있도록 하 다. 지하수 

모니터링 유닛 이싱  유닛의 상세사양을 각각 그림 3.5.10∼3.5.12와 표 

3.5.5에 나타내었다.

④ 회수펌  : 펌  자체의 가스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며, 최고 토출 유량은 

29 psi의 압력에서 시간당 32 L을 토출할 수 있는 용량의 펌 를 사용한다(그

림 3.5.13).

⑤ 시료 분취기 : 회수펌 를 통하여 추출된 암반단열 유동 지하수  추 자를 

일정 간격으로 분취하기 하여 시간별 는 용량별로 시료를 모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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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분취기를 회수펌 에 연결되도록 설치한다(그림 3.5.13).

⑥ 시료 분석기 : 형 물질을 추 자로 사용하는 경우, 회수된 시료의 농도를 측

정하기 하여 분 도계 등의 시료분석기를 설치한다(그림 3.5.14).

⑦ 이 패커 : 주입부의 이 패커와 동일한 사양의 것을 사용한다.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상세사양

압력측정센서 LevelTroll300 In-Situ Inc.

- 사용온도 : -20∼80°C

- 장용량 : 50,000 개 데이터

- 장간격 : 1  이상

- 압력센서 : silicon strain gauge

- 정확도 : ±0.1%(15°C)

- 사용 압력범  : 30 psi(10.5 m)

가스제거유닛 - 이우시스템
- 재질 : 아크릴(10T)

- 용량 : 0.6 L

지하수

모니터링셀
- 이우시스템

- 재질 : 아크릴(10T)

- 용량 : 1.2 L

회수펌 Gamma/L
ProMinent 

Inc.

- 최 입자크기 : 15 μm

- 도 : 최  200 cPs

- 최 유량 : 32 L/hr(29 psi)

시료분취기 Foxy 200 ISCO Inc.

- 모드 : 시간, 방울수, 용량 등

- 분취시간간격 : 1 ∼100시간

- 분취시료갯수 : 288개(12∼13 mm)

시료분석기 DR4000 Hach Inc.

- 장범  : 190∼1,100 nm

- 해상도 : 0.1 nm

- 램  : Tungsten/Deuterium 램

- 시료투과깊이 : 100 mm

표 3.5.4. 회수부의 장비 상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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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상세사양

지하수 측정기 Orion 5 star

Thermo

Scientific 

Inc.

- pH, 산화/환원 , 용존산소, 

기 도도, 온도 등 실시간 측정

- 자동 는 수동 pH 보정

- 자동 는 수동 온도 보상

- 자동 기압 보상

- 200개 데이터 장 가능

유량 센서 MP5W
Autonics 

Co.

- 원 : 110-240 VAC, 50/60 Hz

- 정확도 : ±0.01%

pH 극 9107BNMD

Thermo

Scientific 

Inc.

- pH/Reference/ATC probes

- pH 범  : 0 to 14

- 온도범  : 0～90°C

- 커넥터 타입 : BNC

도도 극 013005MD

Thermo

Scientific 

Inc.

- 측정범  : 1 µS/cm～200 mS/cm

- 장  실험실 측정용

- 재질 : 에폭시/흑연

산화/환원  

극
9678BN

Thermo

Scientific 

Inc.

- 사용온도 : 0～80°C

- 커넥터 타입 : BNC

- 재질 : 에폭시

용존산소 극 083010MD

Thermo

Scientific 

Inc.

- 측정 최소 유속 : 10 cm/sec

- 산소소모 : 0.006 µg/h(20°C)

- 온도범  : 0～50°C

- 극수명 : 180일

표 3.5.5. 지하수 모니터링 유닛의 상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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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가스제거 유닛 사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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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5.11. 회수부의 가스제거 유닛(a), 지하수 모니터링 유닛(b).

그림 3.5.12. 실시간 지하수 특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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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5.13. 회수부의 시료 회수펌 (a)와 시료분취기(b).

그림 3.5.14. 형 물질 추 자 분석을 한 UV-Vis 분 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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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데이터 처리부

회수부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지하수 물성  시료분석기를 통하여 취득한 

추 자의 농도 등을 기록하기 하여 인텔사의 Intel Core
TM

2 의 컴퓨터를 설치

하여 회수부에서 측정되는 자료를 실시간으로 장하고 경향을 리자에게 보여  

수 있도록 용 로그램인 KAERI-IMS, Ver. 1.0을 구동시키도록 구성하 으며, 원

격제어 로그램인 RADMIN Ver. 3.2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시스

템에 한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고안하 다. 한 실시간으로 주입공  회수공

의 수 를 측정하기 하여 수  측정센서를 인식하고 데이터를 송받을 수 있도

록 하는 수  측정센서 용 상용 로그램인 Win-Situ®5 Ver. 5.6.2.10을 설치하

여 상 시험공 단열면 유동 지하수 를 측정  기록할 수 있도록 하 다.

KAERI-IMS, Ver. 1.0

① 용분야 : 데이터 수집  분석

② 특징 : 지하수 모니터링 장치를 통하여 지하수의 물성치를 실시간으로 기록 

 장하여 리자에서 각 항목에 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표 하는 

로그램

③ 주요기능 :

- 지하수의 온도, pH, 산화/환원 , 용존산소, 기 도도, 유량 등의 측정 

자료를 실시간으로 취득  축

- D/B분석을 통해 표나 그림으로 지하수 특성을 실시간 제공

- D/B에 장된 data를 Excel 는 text 일로 변환 장

④ 사용방법 :

- Delphi 7.0 설치

- IMS, ver. 1.0 설치 후 setup 화면에서 H/W설정

⑤ 사용기종  권장 OS : Windows 9x 이상

⑥ 사용언어 : DELPHI 7.0

⑦ 필요한 로그램 : DELPHI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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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MIN Ver. 3.2

① 용분야 : 데이터 송  원격 제어

② 특징 : TCP/IP 로토콜을 사용하여 최  8회선에서 동시 속 가능한 원격

제어 로그램

③ 주요기능 :

- 원거리의 여러 컴퓨터에서 속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격 제어 

 원격 속 소 트웨어

- TCP/IP 로토콜을 사용한 원격제어

- 일 송

④ 사용방법 :

- RADMIN Ver. 3.2 설치

- 서버가 되는 PC에 RADMIN server 로그램 설치

- 원격제어 PC에 RADMIN viewer 로그램 설치

⑤ 사용기종  권장 OS : Windows 9x 이상

Win-Situ®5 Ver. 5.6.2.10

① 용분야 : 데이터 송  수  센서설정

② 특징 : TCP/IP 로토콜을 사용하여 최  8회선에서 동시 속 가능한 원격

제어 로그램

③ 주요기능 :

- 시작, 정지, 멈춤, 재시작 등의 설정기능

- 시작  멈춤 시간 설정 기능

- 다단계 양수시험기능

- 실시간 데이터 디스 이

④ 사용방법 :

- Win-Situ®5 Ver. 5.6.2.10 설치

- 수 센서를 이블로 연결한 후 Win-Situ®5 Ver. 5.6.2.10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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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Situ®5 Ver. 5.6.2.10 로그램 상에서 장치 연결, 설정,  부가기능 사

용

⑤ 사용기종  권장 OS : Windows 9x 이상

나. 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설치  운

(1) 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설치

(가) 설치  설치장소

① 설치시 비물

고순도 질소 : 순도 99.999% 이상

주입  회수라인 : Φ = 6 mm

시료 분취용 튜  : Φ = 12/13 mm

장 용질이동 시스템 보 함 : 4,100 mm(L) × 2,800 mm(W) × 2,450 mm(H)

※ KURT 내부의 작업환경은  습도가  높고 터 상부  미세균열의 유동 지하수에 

의한 낙수 등이 발생하므로, 장  용질이동 시스템은 그림 3.5.15와 같이 별도의  

보 함을 두어 그  내부에 설치한다.

② 설치장소 : 지하연구시설(KURT) 막장부

장 용질이동 시스템은 반드시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KURT 침수사고를 고려하여 모든 기 지는 KURT 바닥에서 최소 30 cm 

이상 되도록 설치한다(그림 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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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5. 장 용질이동 시스템 보 함 규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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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6. 장 용질이동 시스템.

(나) 설치방법

① 이 패커에 사용할 질소가스는 Φ = 6 mm 배 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② 가스배 , 연결부 , 패커 등에서 가스 출 검사를 실시한다.

③ 가스 출이 없음을 확인한 후 패커에 가스압이 16 bar가 되도록 주입한다.

④ 실험장치에 각종 기 배선을 연결한다.

⑤ 지하수 모니터링 유닛의 측정 극들에 한 보정을 실시한다.

⑥ 모든 장비의 설치가 완료된 후, 주입펌 와 회수펌 를 가동하여 주입부와 회

수부의 각 부 별로 수가 있는지 확인한다.

※ 주의

가. 가스 주입시 가스압이  20 bar이상이  될 경우, 패커에서 가스 출이 있을  

수  있으니 가스압은  최  18 bar 이상이  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나. 가스 출이 발견될 경우, 별도로 제작한 가스 출 검사 수조를 이용하여  

출부 를 확인하고  한 조치를 취한다.

※ 특이사항(그림 3.5.17 참조)

가. 실험실로 사용되고  있는  장 용질이동 시스템 보 함은  지하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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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T) 막장 끝부분 약 3 m 방지 에 설치한다.

나. 보 함  내부에는 용질이동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험장비와 공구함을  

구비하여  실험   장비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다. 각종 실험라인 설치, 유지/보수를  하여  보 함 후면부 앙, 좌측면부 양 

끝단에 지름 4 cm 크기로 천공한다.

라. 도  폭발 등의 가스 안 사고를 방지하기 하여  가스분배시스템은 보

함 외부에 설치한다.

마. 터  내의 습기로부터  시험장비의 성능을 보호하기  하여  제습기를 시험

장비 보 함 내부에 설치하여 보 함 내부의 습도를 50% 이하가  되도록  

유지한다.

(a)

작업테이블

작업테이블

공구대

IMS (I)

IMS (II)

IN

WITHDRAWAL

WASTE

가스분배시스템

실험준비 테이블

제습기

공기
청정기

(b)

그림 3.5.17. 장 용질이동 장치 보 함  장치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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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운

(가) 사  검사항

① 장치 운  사 에 패커 가스 분배시스템의 압력게이지를 항상 확인한다. 가스

출이 있을 경우 한 조치를 취하여 가스 출이 없도록 한다.

② 장 용질이동 시스템은 실험의 특성상 주입부와 회수부의 밸 가 많이 있으

므로 유로를 필히 숙지하고 체 유로의 개폐유무  배 부 가스발생 여부

를 확인한 후 장치를 작동시킨다.

③ 지하수 장용기  추 자 장용기의 수 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나) 장치의 운

① 용질이동 시스템의 주 원을 연결한다.

② KAERI-IMS Ver. 1.0을 구동시킨다.

③ KAERI-IMS Ver. 1.0 메인화면을 더블 클릭한 후 비 번호 입력창이 나오면 

비 번호를 입력한다(그림 3.5.18).

④ KAERI-IMS Ver. 1.0 화면의 좌측 메뉴창이 활성화 되면 Start를 클릭하여 

pH, 용존산소, 산화/환원 , 기 도도, 온도 등의 지하수에 한 실시간 

측정 자료를 송받는다(그림 3.5.19∼3.5.21).

⑤ 수  측정센서 용 로그램인 Win-Situ®5를 구동하여 수  변화를 측정  

기록한다(그림 3.5.22).

⑥ 지하수   유량이 안정화되면 펄스 형식으로 추 자 주입을 실시한다. 이때 

회수 유량  회수 시간이 과도하게 장기화가 되지 않도록 주입하는 추 자

의 농도, 주입유량  주입시간을 비 실험을 통하여 산정한다.

⑦ 추 자 주입과 동시에 시료분취기를 가동시켜 일정 시간동안 일정 용량의 지

하수를 회수하도록 하여 차후 농도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분취되는 

시료는 최소 5 mL 이상 되도록 한다(그림 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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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가. 주입  회수펌 는 추 자 주입 2일 에  가동시켜  주입  회수공의 지

하수 가  충분히 안정화 된 후에 추 자를  주입한다.

나. 회수펌 는  추 자가 충분히  회수되도록  회수율을 산정하여 회수시간을 정

하도록 한다.

다. 수착성 는 비수착성 용질을  추 자로  사용할 경우, 암반층과 반응이 

으며 취   분석이 용이한 형 염료 등을 추 자로  하여  주입   회수 

유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비실험을  수행한다.

그림 3.5.18. KAERI-IMS Ver. 1.0 주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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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9. KAERI-IMS Ver. 1.0 실시간 지하수 측정화면.

그림 3.5.20. KAERI-IMS Ver. 1.0 지하수 물성 차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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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1. KAERI-IMS Ver. 1.0 설정 변경화면.

그림 3.5.22. Win-Situ®5를 이용한 수  센서 설정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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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5.23. Uranine을 추 자로 한 추 자 주입  시료분취기를 

이용하여 회수된 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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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유지  보수

(가) KAERI-IMS의 데이터 송 문제 발생시 조치사항

장 용질이동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측정 데이터를 축 하도록 고안되어져 있

기 때문에 측정장치와 데이터 수신부의 기  신호 수신 오류가 표 인 유지  

보수상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장치 연결문제를 확인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장치 

연결 확인  측정장치의 통신 시험이 필요하다.

① 장치연결 확인

실시간 지하수 물성 측정 데이터의 송은 com port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com 

port 연결장치는 USB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Orion 5 star로부터 측정 

데이터가 용 로그램인 KAERI-IMS을 통하여 PC로 송되지 않을 경우 장치

리자에서 port 인식을 확인하는 차가 필요하다.

확인 방법은 PC의 도우 시작에서 제어  → 시스템 → 하드웨어 탭 → 장치

리자 → 포트 확인에서 수행한다.

② Orion 5 star 통신 시험

실시간 지하수 물성 측정 데이터는 송이 되지만, KAERI-IMS에서 오류가 발

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차를 이용하여 조치를 취한다. 그림 3.5.24에 통신테스트 

로그램 실행화면을 나타내었다.

1) 통신 test 로그램 실행

D:\NEMO \Program \5_star_test \5_star.exe 실행

2) 사용가능한 Comp port를 선택한다.

( 시)

- Com port 3 : 5 star No. 1.

- Com port 4 : 5 star No. 2.

- Com port 5 : Flow sensor

3) 로그램 좌측 메뉴바의 Set을 클릭한다.

4) 로그램 좌측 메뉴바의 Open을 클릭하여 데이터 송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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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가. 반드시 IMS 로그램을 stop 한  후 5_star.exe를 실행한다.

나. 5_star_test 폴더 내의 MP5W는  flow sensor에 련한 로그램이다.

다. 다른  com port의 데이터 송여부  확인시  close 클릭 후  다시 com port

를 지정한 후, 메뉴바의 open을 클릭한다.

그림 3.5.24. 실시간 지하수 측정을 한 데이터 송수신 시험 로그램.

(나) 추 자 선정

장 용질이동 실험은 미량의 추 자를 주입하고 회수하여 암반 단열을 통한 

용질의 이동  지연특성을 측정하는 실험으로 추 자 선정에 다음과 같은 기 을 

정하여 사용한다[3.5.10].

① 단열면의 암반층  실험장비와의 반응성이 없어야 한다.

② 화학 으로 안정하며 자연상태의 지하수 조성에 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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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독성이 없어야 하고 환경 으로 안 하여야 한다.

④ 량으로 사용하여도 취 이 용이하여야 한다.

⑤ 은 양으로도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⑥ 일반 인 방법으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⑦ 자연상태의 지하수 조건에서 측정한계가 충분히 낮아야 한다.

(4) 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사용시 주의사항

장용질이동 실험은 물이 많은 환경에서 수행되며, 가스를 이용하여 실험환경

을 조성하기 때문에 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사용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하여 주

의하도록 한다.

(가) 가스 용기의 도  폭발

장용질이동 시스템은 질소가스를 사용하므로 폭발의 험성은 없으나, 도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방지를 하여 거치 를 설치하도록 하

며, 패커의 가스압을 매일 확인하여 가스의 출이 없는지 체크한다.

(나) 실험장비 보 함 내부 장치 기과열로 인한 화재

KURT는 습도가 높고 낙수에 의한 물의 유입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장 용질이

동 실험 자체가 물을 다루는 실험이므로 에 의한 안 사고에 유의 하도록 한

다. 이를 하여 1차 으로 기분 함에서 과 압을 차단하고, 시험장비 보 함 내

부에 2차 으로 기를 차단할 수 있는 분 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기 안 사고를 

방지하도록 한다.

과부하 방지를 하여 장시간 운 이 필요한 경우, 불필요한 장비의 가동을 방

지하고자 타이머를 부착하도록 한다. 한 실험장비에 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네트

워크 제어 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사무실에서 수  장치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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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수펌  센서 오작동  정 으로 인한 침수 사고

장 용질이동 시스템은 KURT에서 높이가 가장 낮은 막장부분에 설치되었으

므로 KURT 지하수 집수정의 배수펌  센서 오작동  정 시 배수펌  단에 의

한 침수사고를 방하도록 한다. 이를 하여 용질이동장치 보 함은 바닥에서 10 

cm 이상 높게 설치하 으며, 각종 기 연결부 는 바닥에서 50 cm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 최소 24시간동안 배수펌 가 작동하지 않아도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한다.

3. 시험공 시추  단열특성 악

가. 연구 개요

장 용질이동 실험 수행을 목 으로 지하수 유동이 있는 단열로 연결된 시험

공을 확보하기 하여 시험공을 시추하 다. 시험공 시추는 지층의 성상과 각 지층

의 지반공학  특성과 기반암의 분포상태  풍화도 등을 악하고 시료를 채취  

시추공 상촬 을 실시하여 지반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시험공 시추 

조사항목  내용에 하여 표 3.5.6에 요약하 다.

조 사 항 목 시험장비 조사내용

시추조사 유압형 회 수세식 시추기
시험용 시추공 확보 

지층 황 악

수압시험 Double Packer 수압시험 장비 불연속면의 투수특성 악

시추공 상촬

(BIPS)

RG-Videologger2,

Optical Televiewer

(RG사, 국)

시추공내 불연속면의 방향성 

특성 악

결과분석  검토   시추공내 단열면 상 성 분석

표 3.5.6. 시험공 시추조사 항목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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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추조사

(1) 조사방법

시험공 시추를 하여 회  수세식(Rotary wash type) 시추기를 사용하여 시추

구경 Φ = 76 mm의 규격으로 시추하 다. 암반시료 채취는 D-3 Core Barrel  

Diamond Bit를 사용하 다. 채취된 암석 코어는 육안 찰에 의하여 암석내 분포된 

불연속면과 충 물 등을 악하고 리의 분포상태, TCR(Total Core Recovery), 

RQD(Rock Core Designation) 등의 암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하여 

시추 주상도에 기재하 다. 채취된 시료는 시료상자에 공번, 심도, 지층명, 색상 등

을 기재하여 보 하 다. 시험공 시추 순차도를 그림 3.5.25에 나타내었다. 그림 

3.5.26과 3.5.27에는 시험공 시추장면과 암반시료 채취 장면을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3.5.25. 시험공 시추 순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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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6. 회 수세식 시추기를 이용한 시험공 시추.

그림 3.5.27. D-3 Core Barrel을 이용한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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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추결과 요약

KURT 장 용질이동 실험을 하여 실험에 한 지하수 유동이 측된 지

역에 총 5개의 시험공을 총 2회에 걸쳐 시추하 으며 지하수 유동 가능성을 확인하

기 하여 시추과정에 수압시험을 병행하 다. 1차 시추는 KURT 우측 연구모듈에 

노출된 단열면을 기 으로 2공의 시추공을 시추구경 76 mm로 하여 17∼20 m의 깊

이로 시추하 으며, 1차 시추와 병행한 수압시험에서 지하수 유동을 확인할 수 없

었다. 2차 시추는 KURT 막장 말단부에 3공의 시추공을 시추구경 76 mm로 하여 8

∼11 m의 깊이로 시추하 으며, 이때 병행한 수압시험에서 지하수의 유동을 확인하

다. 시추조사에 한 내용과 시추결과를 각각 표 3.5.7과 표 3.5.8에 요약하 다.

시험공 시추 치
시추깊이

(m)
경사각 시추방향

수압시험

(회)

BIPS

(구간, m)

YH1 우측모듈 20.00 하향 20° 15 9 ( 수없음)

YH2 우측모듈 17.60 하향 20° 342 9 ( 수없음)

YH3 막장 말단 8.18 수평 216 - 1.6∼8.0

YH3-1 막장 말단 11.10 하향 10° 216 - 1.5∼10.5

YH3-2 막장 말단 11.25 하향 10° 209 - 1.5∼11.0

표 3.5.7. 시험공 시추 요약

시험공
시추깊이

(m)
TCR RQD 비고

YH1 20.00 100 65∼100 6.7, 13.2, 16.8, 18.2 m 부근 쇄 리 발달

YH2 17.60 100 55∼100 2.8, 9.8, 15.0 m 부근 쇄 리 발달

YH3 8.18 100 49∼100 4.0, 8.1 m 부근 쇄 리 발달

YH3-1 11.10 100 54∼100 7.5, 9.1 m 부근 쇄 리 발달

YH3-2 11.25 100 79∼100 10.0 m 부근 쇄 리 발달

표 3.5.8. 조사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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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암의 투수성  암질상태를 악하고 수리 도도와 Lugeon 값을 산출하여 

수리특성을 평가할 목 으로 수압시험을 수행하 다(그림 3.5.28). 시험방법은 단일

패커를 이용하여 하향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으며, 압력의 증감은 5∼

9단계, 즉, 1, 3, 5, 7, 9, 7, 5, 3 kgf/cm2로 실시하여 각 단계에서 주입압력별로 10

분간 가압시간을 유지하여 정확한 주입수량을 측정하 다. 수리 도도  Lugeon 

값  산출공식은 아래 식과 같다[3.5.11]. Lugeon 값은 공경 76 mm의 시추공 압력 

10 kgf/cm2로 주수한 경우 주입길이 1 m 당 주입량을 리터 단 로 나타낸 것이다. 

수압시험 결과 1차 시추한 YH1과 YH2 시험공에서 지하수 유동이 확인되지 않아 

수리 도도를 측정할 수 없는 반면, 2차 시추한 YH3 시험공에서 지하수 유동이 확

인되었으며 이때 수리 도도  Lugeon 값은 각각 4.38×10-6 cm/sec  0.410으로 

측정되었다.




∙


(3.5.1)

여기서, K : 수리 도도(cm/sec)

Q : 주입유량(l/min)

H : 총 수두(cm)

r : 시험공 반경(cm)

L : 시험구간(cm)

∙
∙

(3.5.2)

여기서, Lu : Lugeon 값

P : 주입압력(kfg/c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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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8. 수압시험 모식도(좌)  수압시험(우).

다.  시험공 단열분포 특성

(1) 조사방법

기반암의 불연속면 특성 즉, 방향성, 리상태 그리고 충 상태 등을 악하기 

하여 지하수 유동이 확인된 YH3, YH3-1, 그리고, YH3-2 시추공에 하여 상

촬 을 실시하 다. BIPS(Borehole Image Processing System)을 이용한 시추공 

상촬 은 국 RG사의 RG-Videologger2, Optical Televiewer를 이용하 다. 시추공 

상촬 은 시추공 벽을 장비에 장치된 반사경을 통하여 반사된 상을 CCD 카메

라로 기록하는 것이다. 취득된 자료에는 3성분 자력계에서 측정한 지자기 정보와 3

성분 경사계에서 측정된 시험공의 경사각 정보가 포함된다. 상촬  자료 취득  

임의의 경사를 띈 불연속면이 존재할 경우, 불연속면은 Sine 커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지자기 북극을 기 으로 정렬된 상단면으로부터 불연속면을 분석하고, 분석

된 불연속면의 Sine 커 에서 최소 에서의 방향이 불연속면의 경사방향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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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 불연속면의 Sine 커  폭과 공경으로부터 불연속면의 경사각을 결정하게 된

다(그림 3.5.29).

그림 3.5.29. 시추공 상촬  원리 모식도 (좌)와 상촬  (우).

  

(2) 단열분포 특성 조사 결과

BIPS를 이용한 YH 시추공의 상촬  결과를 그림 3.5.30∼3.5.43에 나타내었

다. 시험공 YH3은 4.96 m 지 에서 폭이 2 mm 정도 되는 균열이 있으나 장 실

험에 600 mL/min 이상의 유량 확보가 필요한 반면, YH3 시추공은 단열의 유동 지

하수 유량이 20 mL/min 이하로 실험에 합하지 않았다. 한, 8.00 m 지 까지 

상촬  한 결과 장실험에 합한 단열을 확인할 수 없었다(그림 3.5.31∼3.5.33). 

한편, YH3-1 시추공은 7.28, 7.80, 7.97, 그리고, 9.32 m 지 에서 간극 2∼3 mm의 

쇄 리가 찰되었으며 단열 유동지하수 유량이 600 mL/min 이상으로 장 실험

에 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그림 3.5.34∼3.5.38). YH3-2 시추공은 YH3 는 

YH3-1 시추공 보다 단열 형성이 잘 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3.01, 8.51, 

9.27, 9.86, 그리고, 10.08 m 지 에서 간극 2∼4 mm의 쇄 리가 찰되었으며, 

단열 유동 지하수 유량이 충분하여 장 실험에 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추공

상촬 을 통한 YH3, YH3-1, 그리고 YH3-2 시추공의 불연속면에 한 특성을 

표 3.5.9∼3.5.11에 요약하 다.



- 288 -

시추공 상촬  결과를 바탕으로 YH3, YH3-1, 그리고, YH3-2 시추공의 단열 

연 성 분석을 수행하 다. YH3 시추공은 단열면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다른 

두 시추공과의 연결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YH3-1 시추공의 깊이 

9.32 m 단열면과 YH3-2 시추공의 깊이 8.51 m 단열면이 상호 연 성이 높은 것으

로 추정되었다(표 3.5.12).

깊이(m) 경사 방 각
리간극

(mm)

리간격

(mm)
리형태

1.89 86 203 - - B

3.12 79 29 - 1234 B

3.25 58 22 - 125 B

3.79 61 189 - 543 B

3.97 17 262 - 178 B

4.03 72 11 - 62 B

4.60 45 268 - - C

4.96 76 89 2 924 A

5.25 80 200 - 290 B

5.40 38 268 - 153 B

5.61 59 266 - - C

5.68 78 36 - 276 B

5.75 52 41 - - C

6.06 81 31 - 385 B

6.52 78 95 - - C

6.95 84 28 - 888 B

7.39 66 55 - 437 B

7.49 77 93 - - C

7.59 89 72 - 201 B

7.91 27 183 - 321 B

7.91 82 24 - 4 B

* A : 쇄 리, B : 미세 리, C : 엽리,맥

표 3.5.9. 시추공 YH3에 한 불연속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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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m) 경사 방 각
리간극

(mm)

리간격

(mm)
리형태

1.53 57 319 - - C

1.82 68 190 - - C

2.62 80 4 - - B

2.64 14 359 - 24 B

3.24 90 190 - 603 B

3.27 80 5 - 22 B

3.41 73 221 - 149 B

3.71 27 207 - 295 B

3.79 48 31 - 80 B

3.99 24 229 - 196 B

4.47 76 358 - 489 B

4.96 45 66 - 482 B

5.43 71 28 - 477 B

5.51 32 17 - - C

6.26 78 98 - 823 B

6.94 70 196 - 688 B

7.27 51 256 - - C

7.28 77 60 3 333 A

7.37 87 16 - 89 B

7.65 88 230 - 282 B

7.80 81 185 2 154 A

7.97 86 39 2 169 A

8.18 87 207 - 210 B

8.46 85 16 - 283 B

8.52 63 113 - 54 B

9.12 84 101 - 606 B

9.32 82 187 3 195 A

9.35 83 188 - 27 B

9.38 42 264 - 36 B

9.53 28 249 - 150 B

9.70 68 190 - - C

9.86 66 183 - 325 B

10.71 59 358 - 850 B

10.80 59 356 - - C

표 3.5.10. 시추공 YH3-1에 한 불연속면 자료



- 290 -

깊이(m) 경사 방 각
리간극

(mm)

리간격

(mm)
리형태

2.35 60 192 - - C

2.60 77 192 - - B

3.01 86 186 3 413 A

3.15 68 13 - 137 B

3.84 89 95 - - C

4.15 27 44 - - C

4.28 84 269 - - C

4.41 76 159 - - C

4.65 49 61 - - C

4.95 71 24 - - C

5.38 72 84 - 2230 B

6.13 67 203 - - C

7.07 87 271 - - C

7.49 62 270 - - C

7.73 62 270 - - C

8.04 66 210 - 2668 B

8.16 89 51 - 116 B

8.21 64 188 - 49 B

8.51 84 197 2 299 A

8.62 83 221 - 116 B

8.73 66 264 - - C

9.00 69 270 - - C

9.27 82 233 4 646 A

9.44 81 198 - 172 B

9.86 72 192 3 418 A

9.87 48 261 - 12 B

9.94 68 224 - 70 B

10.08 66 199 2 140 A

10.28 65 174 - - C

* A : 쇄 리, B : 미세 리, C : 엽리,맥

표 3.5.11. 시추공 YH3-2에 한 불연속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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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3 YH3-1 YH3-2
비     고

심도(m) 방향성 심도(m) 방향성 심도(m) 방향성

4.96 76/89 7.28 77/60 3.01 86/186

․OPEN JOINT

․방향성

 (Dip/Direction)

- - 7.80 81/185 8.51 84/197

- - 7.97 86/39 9.27 82/233

- - 9.32 82/187 9.86 72/192

- - - - 10.08 66/199

* 음 으로 처리된 단열이 방향성  심도 분석결과 서로 연결된 것으로 단

표 3.5.12. 단열 연결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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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0. 시추공 상촬  결과(YH3, 깊이 1.60∼3.1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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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1. 시추공 상촬  결과(YH3, 깊이 3.10∼4.6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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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2. 시추공 상촬  결과(YH3, 깊이 4.60∼6.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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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3. 시추공 상촬  결과(YH3, 깊이 6.00∼8.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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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4. 시추공 상촬  결과(YH3-1, 깊이 1.50∼3.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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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5. 시추공 상촬  결과(YH3-1, 깊이 3.00∼4.5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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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6. 시추공 상촬  결과(YH3-1, 깊이 4.50∼6.5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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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7. 시추공 상촬  결과(YH3-1, 깊이 6.50∼8.5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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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8. 시추공 상촬  결과(YH3-1, 깊이 8.50∼10.5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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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9. 시추공 상촬  결과(YH3-2, 깊이 1.50∼3.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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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0. 시추공 상촬  결과(YH3-2, 깊이 3.00∼5.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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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1. 시추공 상촬  결과(YH3-2, 깊이 5.00∼7.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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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2. 시추공 상촬  결과(YH3-2, 깊이 7.00∼9.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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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3. 시추공 상촬  결과(YH3-2, 깊이 9.00∼11.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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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용질이동 실험

가. 상 시험공  단열 선정

(1) 시험방법

시추공 상촬  분석결과 YH3-1 시추공 단열면(9.32 m)과 YH3-2 시추공 단

열면(8.51 m)이 상호 연 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YH3-2 시추공의 8.51 m 

깊이의 단열에서 지하수 유동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YH3, YH3-1, 그리고, 

YH3-2 시추공에서 장 용질이동 실험에 합한 상호 연결된 단열을 찾기 하여 

패커시험을 수행하 다. 패커시험은 YH3-2 시추공을 시험공으로 설정하고 YH3  

YH3-1 시추공을 측공으로 하여 시험을 수행하 다. YH3-2 시추공에 한 조사

를 완료한 후, YH3-1 시추공을 시험공으로 설정하고, YH3  YH3-2 시추공을 

측공으로 하여 패커시험을 수행하 다. 패커시험 순서를 그림 3.5.44에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패커시험 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① 시험공(YH3-2)에 이 패커를 설치하고, 측공(YH3, YH3-1)에는 싱  패커

를 설치한다. 시험공  측공에는 자동압력측정기를 설치하여 압력변화를 

측한다. 가능하면 Flow Cell을 이용하도록 하며, 측공 내부의 압력 변화

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1.8 m의 더블패커를 조립하여 시험공(YH3-2)에 끝까지 삽입한다. 더블패커 

삽입 후 패커를 가압시키고, 1.8 m의 시험구간을 기와 격리하는 밸 를 설

치한다. 밸 를 잠그고, Flow Cell 내부의 자동수 측정기를 이용하여 실시간

으로 수  안정화 여부를 단 한다(그림 3.5.45).

③ 시험공의 수압이 안정화 되면, 시험구간의 압력을 상쇄시키기 해 밸 를 개

방하여 시험공의 수  변화를 유발시킨다. 이 때 측공 압력 변화에 한 실

시간 측이 요구된다. 측정의 압력 변화를 실시간 측한 후 측정의 압

력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안정 상태에 도달하면 한 구간의 시험을 종료한다.

④ 시험공(YH3-2)의 모든 구간에 한 시험이 완료되면, 시험공을 YH3-2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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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측공을 YH3  YH3-1로 하여 ①∼③의 과정을 시험구간별로 반복하여 

패커시험을 수행한다.

⑤ ①∼④의 패커시험을 완료한 후, 시험공과 측공의 압력변화가 가장 큰 구간

을 선정하여 패커시험을 수행한다.

그림 3.5.44. 패커시험 흐름도.

그림 3.5.45. 패커시험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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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결과

YH3-2 시추공을 시험공으로 하여 수  변화를 유발하 을 때, 3.28∼5.10 m, 

5.10∼6.92 m, 6.93∼8.75 m의 시험구간에서 측공인 YH3, YH3-1 시추공에서는 

수 변화가 거의 찰되지 않았다. 이는 YH3-2 시추공의 3.28∼8.75 m 구간에 존

재하는 단열이 YH3 는 YH3-1 시추공의 단열들과 연 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3.5.46∼3.5.48). 반면에 YH3-2 시추공의 8.75∼10.57 m 구간에 

존재하는 단열에 존재하는 지하수 를 하강 시켰을 때, YH3과 YH3-1 시추공에서 

수  변화가 찰되었다(그림 3.5.49).

YH3-1 시추공을 시험공으로 하여 수  변화를 유발하 을 때, 3.06∼4.91 m, 

4.91∼6.76 m, 그리고, 6.75∼8.60 m의 시험구간에서 측공인 YH3, YH3-2 시추공

에서는 수 변화가 거의 찰되지 않았다. 이는 YH3-2를 시험공으로 패커시험을 

수행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YH3-1 시추공의 3.06∼8.60 m 구간

에 존재하는 단열이 YH3 는 YH3-2 시추공의 단열들과 연 성이 거의 없는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그림 3.5.50∼3.5.52). 한편 YH3-1 시추공의 8.6∼10.45 m 구간

에 존재하는 단열의 지하수  변화에 YH3과 YH3-1 시추공에서 수 변화가 찰

되었다(그림 3.5.53).

YH3-1과 YH3-2 시추공의 수리시험 결과 YH3-1 시추공의 8.60∼10.45 m 구간

과 YH3-2 시추공의 8.75∼10.57 m 구간에 존재하는 단열의 연 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5.10의 YH3-1 시추공의 불연속면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YH3-1 

시추공은 8.60∼10.45 m 구간에서 지하수 유동이 있는 단열은 9.32 m의 단열 뿐이

다. 이를 바탕으로 YH3-2 시추공의 상 단열면을 선정하기 하여 수압시험을 수

행하 다. 수압시험은 YH3-1 시추공의 9.06∼9.60 m 구간에서 인 으로 지하수

를 주입하여 압력변화를 유발시킬 때 YH3-2 시추공의 7.89∼10.63 m 구간에서의 

압력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수행하 다(표 3.5.13). 수압시험 결과 YH3-1 시추공

의 9.32 m의 단열과 YH3-2 시추공의 9.51∼10.63 m 구간의 단열 연결성이 가장 좋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YH3-1 9.32 m 단열과 YH3-2의 9.86 m  10.08 m 단

열과의 연 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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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6. YH 시추공 수리시험 결과(시험공 : YH3-2, 시험구간 : 3.28∼5.10 

m).

그림 3.5.47. YH 시추공 수리시험 결과(시험공 : YH3-2, 시험구간 : 5.10∼6.9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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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8. YH 시추공 수리시험 결과(시험공 : YH3-2, 시험구간: 6.93∼8.75 m).

그림 3.5.49. YH 시추공 수리시험 결과(시험공 : YH3-2, 시험구간 : 8.75∼10.57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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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0. YH 시추공 수리시험 결과(시험공 : YH3-1, 시험구간 : 3.06∼4.91 

m).

그림 3.5.51. YH 시추공 수리시험 결과(시험공 : YH3-1, 시험구간 : 4.91∼6.7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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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2. YH 시추공 수리시험 결과(시험공 : YH3-1, 시험구간 : 6.75∼8.60 m).

그림 3.5.53. YH 시추공 수리시험 결과(시험공 : YH3-1, 시험구간 : 8.60∼10.4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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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공(YH3-2)
깊이(m)

압력

(kg/cm2)

측정압력

(Psi)

유량

(L/min)

10.63∼10.05
0 3.35 1.15

5 12 2.15

10.05∼9.51
0 4.8 1.15

5 10.2 1.99

9.51∼8.97
0 4.9 N.D.

5 11.3 N.D.

8.97∼8.43
0 N.D. N.D.

5 N.D. N.D.

8.43∼7.89
0 N.D. N.D.

5 N.D. N.D.

* 시험공 : YH3-1, 시험구간 : 9.06∼9.60 m

표 3.5.13. YH3-2 시험공 수압시험 결과

패커시험 결과와 수압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YH3-1의 9.32 m 단열과 YH3-2의 

9.86 m  10.08 m 단열과의 연결성 확인  수리특성을 측정하기 하여 YH3-1 

시추공의 9.0∼9.8 m 구간과 YH3-2 시추공의 9.6∼10.2 m 구간에 한 수리시험을 

수행하 다(그림 3.5.54, 3.5.55). 수리시험 결과 YH3-1 시험공의 깊이 9.32 m의 단

열과 YH3-2 시험공의 깊이 9.86, 10.08 m의 단열이 상호 연결된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이 단열들을 장 용질이동 실험에 한 상 단열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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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4. YH3-2 시험공의 단열 연결성 시험 결과.

* 시험공 : YH3-2, 시험구간 : 9.6∼10.2 m

* 측공 : YH3-1, 측구간 : 9.0∼9.8 m

그림 3.5.55. YH3-1 시험공의 단열 연결성 시험 결과.

* 시험공 : YH3-1, 시험구간 : 9.0∼9.8 m

* 측공 : YH3-2, 측구간 : 9.6∼10.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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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량계수  수리 도도 산출은 지하수 흐름이 방사상 층류라고 가정하여 

Moye의 공식을 사용하 다[3.5.12]. 암반단열에서 지하수는 주로 방사상 유동을 나

타내며, 시험결과 차원분석법으로 구한 해와 Moye 공식의 해가 비교  잘 일치하

기 때문에[3.5.13] 이를 용하 다. 수리시험 결과 YH3-1 시험공의 깊이 9.0∼9.6m 

구간의 투수계수는 1.46×10
-5
 m

2
/sec, 수리 도도는 1.17×10

-5
 m/sec로 측정되었으

며, YH3-2 시험공의 깊이 9.6∼10.2 m 구간의 투수계수는 4.9×10-6 m
2
/sec, 수리

도도는 2.7×10-6 m/sec로 측정되었다(표 3.5.14).



 
  (3.5.3)

여기서, K : 수리 도도(m/sec)

T : 투수량계수(m
2
/sec)

Q : 유량(m3/sec)

H0 : 압력(m)

L : 측정구간 길이(m)

Dw : 시험공 직경(m)

시험공
시험구간

(m)

단열깊이

(m)

투수량계수

(m2/sec)

투수계수

(m/sec)

YH3-1 9.0-9.6 9.32 1.46×10
-5

1.17×10
-5

YH3-2 9.6-10.2 9.86, 10.08 4.9×10
-6

2.7×10
-6

표 3.5.14. YH3-1, YH3-2 시험공의 수리  특성

나. 장 용질이동 실험

(1) 실험방법

단열 연결성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YH3-1 시추공 9.32 m 깊이의 단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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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3-2 시추공의 9.86  10.08 m 깊이의 단열을 용질이동 실험 구간으로 선정하여 

간격이 약 50 cm 되도록 이 패커를 설치하 다. YH3-1을 주입공으로 하고 

YH3-2를 회수공으로 하여 염료  음이온 등의 비수착성 용질과 수착성 용질을 추

자로 이용한 장 용질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 주입  회수 상 단열은 

YH3-1의 9.32 m와 YH3-2의 9.86 m  10.06 m 의 단열을 각각 사용하 다. 주입

공에서 20 mL/min의 유량으로 시험기간 동안 지하수를 주입하 고, 추 자 주입은 

3  밸 를 이용하여 일정시간동안 주입하 다. 약 1.5 L/min의 유량으로 YH3-2 

시추공에서 지하수를 회수하여 일정 시간 간격으로 시료를 확보하 다. 자세한 시

험조건  방법에 하여 표 3.5.15에 나타내었다.

항 목 설  정 비고

주입공 YH3-1  9.32 m

회수공 YH3-2  9.86 m, 10.08 m

추 자

 비수착성  Fluorescein Sodium (Uranine), Eosin B, KBr

 수착성  Rb, Sm, Zr, Ni

주입유량 
(mL/min)

20 mL/min  주입시간: 20∼40 min

회수유량 
(mL/min)

1,300∼1,500 
mL/min  회수시간 : 25시간∼60일

표 3.5.15. 장 용질이동 실험 조건

(2) 실험결과

(가) 비수착성 용질 주입  회수

에오신 주입  회수시험은 20 mL/min의 유량으로 약 36분간 주입하 다. 에오

신을 기 농도 1,100 ppm로 주입하고, 1,500 mL/min의 유량으로 회수하 을 때, 

기농도에 한 유출농도비(C/C0)의 최고값은 추 자 주입 후 약 1.7 시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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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
-4
로 나타났으며, 하루 동안 총 회수율은 약 10%로 확인되었다(그림 3.5.56). 

우라닌의 주입  회수시험은 기 우라닌 농도를 2,000 ppm으로 하여 20 mL/min

의 유량으로 약 30분간 주입하고, 1,300 mL/min의 유량으로 회수할 때 유출농도비 

 총 회수율을 측정하 다. 기농도에 한 유출농도비(C/C0)의 최고값은 추 자 

주입 후 약 1.8 시간 뒤에 4.8×10
-4
로 나타났으며, 하루 동안 총 회수율은 약 11%로 

확인되었다(그림 3.5.57). 롬화합물 회수 시험은 기 롬 농도를 20,000 ppm으

로 하여 20 mL/min의 주입유량으로 30분간 주입하 다. 1,420 mL/min의 유량으로 

회수하여을 때, 기농도에 한 유출농도비(C/C0)의 최고값은 추 자 주입 후 약 

1.7 시간 뒤에 7.9×10-5로 나타났으며 약 8일 동안 롬의  회수율은 45%로 확

인되었다(그림 3.5.58). 에오신, 우라닌, 그리고, 롬화합물 등의 비수착성 용질을 

추 자로 이용한 장 이동 실험에서 암반 단열면과 반응이 거의 없기 때문에 2시

간 이내에 유출이 확인되었다.

그림 3.5.56. Eosin B를 추 자로 한 장 용질이동 실험 과곡선  회수율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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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7. Fluorescein Sodium을 추 자로 한 장 용질이동 실험 과곡선  

회수율 곡선.

그림 3.5.58. Br
-
를 추 자로 한 장 용질이동 실험 과곡선  회수율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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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착성 용질 주입  회수

수착성 용질이동 실험을 하여 산화수가 (+1)∼(+4)인 핵종들을 추 자로 사용

하 다. +1가 핵종으로 루비듐, +2가 핵종으로 니 , 그리고, +3, +4가 핵종들로 사

마리움과 지르코늄을 각각 사용하 다. 각각의 추 자를 2,000 ppm의 기농도로 

칵테일의 형태로 조제하여 20 mL/min의 유량으로 30분간 주입하 으며, 1,500 

mL/min의 유량으로 회수하 다. 회수공에서 수착성 용질은 루비듐을 제외하고 검

출되지 않았다. 루비듐의 경우, 주입 후 약 2시간 후에 기농도에 한 유출농도비

(C/C0)의 최고값이 1.96×10
-6
으로 나타났다. 루비듐의 경우 비수착성 용질의 최고농

도 유출시간이 1.7∼1.8 시간인데 비해 유출속도가 약간 느린것으로 나타났으며, 니

, 사마리움, 그리고, 지르코늄 등의 다가핵종들은 유출부에서 매우 낮게 확인되었

는데, 이는 부분의 수착성 핵종들이 용질이동 실험 구간의 단열충 물과 반응

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다) 실험실 실험과 장 실험결과 비교

수착실험을 통하여 얻은 루비듐과 니 의 수착분배계수와 장 용질이동 실험

을 정성 으로 비교하여 처분환경에서 수착성 핵종의 이동  지연에 한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 다. 수착성 핵종들은 결정질암반 단열면의 지하수 유동을 따라 이

동하게 되는데 암반단열 충 물과 핵종들의 수착반응은 이들의 이동  지연에 

큰 향을 다. 제 1 장, 제 2 에 언 하 듯이 KURT 암반 단열충 물인 

Na-몬트모릴로나이트와 녹니석에 한 니 의 수착분배계수가 루비듐 수착분배계

수보다 20배 이상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핵종들이 암반 단열면을 따라 이

동할 때 단열 충 물에 수착반응이 잘 되는 핵종의 이동이 지연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KURT 단열 충 물에 한 루비듐의 수착분배계수는 5.8±5.8 mL/g으로 

니 의 수착분배계수 192.20 mL/g 이상 보다 매우 낮으며, 따라서 암반 단열에서 

루비듐의 이동성이 니 보다 빠를 것으로 측할 수 있다. 표 3.5.16의 실험실 실험

과 장실험 결과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장 용질이동 실험에서 루비듐을 

주입한 후 약 2시간 후에 최고농도는 3.88 ppm로 측정되었다. 반면에 니 은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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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약 3시간 후에 최고 농도에 도달하 으며, 이때의 농도는 2.38 ppm으로 측정되

었다. 루비듐은 단열충 물과의 반응성이 어 891시간의 장 용질이동 실험 후 

총 회수율이 6.95×10-13%로 니 의 총회수율인 3.57×10-13%보다 약 2배정도 높게 나

타났다.

실험실 연구결과와 장실험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단열 충 물과 반응성이 

높은 핵종들은 유출속도가 느리고 회수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이는 암반단열을 구성하고 있는 물들과 핵종들의 반응, 즉 수착반응이 핵종의 

이동특성에 많은 향을 주는 것임을 시사하여 다. 그러나, 장 실험 조건의 지

하수 수 는 지표수 의 향을 받으며 심도가 낮아 지하수가 산화상태이므로 실험

실 실험결과와 장 실험결과를 직 으로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

다 정확한 비교를 하여 향후에 지하수의 수  변화가 고 환원상태의 지하수 이

동이 있는 심도가 깊은 곳에서 장 실험이 수행 되어져야 할 것이다.

핵종
최고농도

(μg/L)

최고농도달시간

(hr)

총 회수율

(%)

Kd 평균

(mL/g)

루비듐 1.96E-06 2.0 6.95E-13 5.8±5.8

니 1.19E-06 2.9 3.57E-13 <192.20

표 3.5.16. 루비듐과 니 의 수착분배계수와 장 용질이동 실험 비교

다.  SIMIGF 로그램을 이용한 이동모델개발  평가

(1) SIMIGF 로그램의 구성

SIMIGF은 지하매질에서 오염물질이 흘러가는 흐름장의 생성  정의, 그리고, 

이 흐름장에서 지하수 유동  오염물질 이동 등을  계산할 수 있도록 

FORTRAN90으로 작성한 로그램이다. 핵종 이동 평가 로그램인 SIMIGF는 체 

순서를 제어하는 몸체(Main body)와  계산데이타를 제공하고 시스템을 정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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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부, 계산결과를 출력하고, SURFER, Origin, Techplot 등의 다른 그래픽 로그

램과 연동시키는 출력부, 그리고, 실제 계산을 수행하는 계산부 등으로 구성된다(그

림 3.5.59).

그림 3.5.59. SIMIGF 로그램 구성  연계도.

계산부는 흐름장정의부(Field characterization), 지하수유동부(Groundwater 

Flow Subroutine), 그리고, 용질이동계산부(Solute transport subroutine) 등으로 구

성된다. 흐름장 정의부는 가변단열폭 국부통로 모델을 용한 지리통계  추계모델

(Geostatistical stochastic model)을 활용하여 흐름장을 생성하거나 수리 도자료

(hydraulic data)를 활용해 흐름장을 정의한다. 다음으로 지하수유동부에서는 앞에서 

정의한 흐름장에서 시스템 경계를 결정하고 이 흐름장을 임의에 하부 MxN 격자로 

나  다음, 체 시스템에서 물질수지식을 세워 체를 선형식으로 만들어 이를 메

트릭스 형태로 변형해 수렴시켜 해를 구하는 시스템이다. 그 결과로 각 지 에서 

흐름벡터, 압력분포, 유동경로(flow stream)등을 계산해낸다. 다음으로 용질이동계산

부에서는 입자추 법(Particle tracking method)을 사용해 오염물질의 이동을 기술

하는데, 용질의 물리화학  이동특성에 따라, 이류(advection), 분산(dispersion), 매



- 322 -

질내 확산(matrix diffusion), 수착(sorption)등의 이동메커니즘을 입력부를 통해 반

해 계산한다. , 오염물질 이동은 출구에서 유출곡선, 유출곡선이나 임의 시

간에 흐름장에서 오염물질의 분포상황 등을 계산할 수 있다.

데이터입력부는 크게 분석 상시스템을 정의하는 요소들과 이동분석에 요구되

는 각종 매개변수 값들을 설정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5.17). 시스템 

정의를 해, MAG는 흐름장의 단열분포를 수리 도값 측정을 통해 악할 것 인

지[option 1 :  subroutine HYDRAUT], 아니면, 지리통계  방법을 이용해 생성

할 것인지[option 2 :  subroutine GEN2D]를 결정한다. XLX, WY 는 분석 상으

로 삼을 흐름장 시스템의 크기로 X, Y 좌표상 meter 나 cm 단 로 표 하며, 데이

터 입력부의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다. NX, NY 는 X, Y 좌표를 몇 등분으로 나

어 계산할 것인지 결정한다. 시스템 분석을 해 체를 유한차분법(Finite 

Difference Method)과 같이 그리드로 나 어 계산을 수행한다. 흐름장이 단일단열 

평행  같이 단순한 시스템에서는 그리드 개수를 20개 이하로 나 어도 충분하지만 

복잡한 불균일 흐름장에서는 묘사심도에 따라 갯수를 늘린다. Xin, Yin, Xout, Yout

은 용액주입부(In)와 용액유출부(out, withdrawal)의 X, Y축상의 좌표 값이고,  Pin 

Pout 은 마찬가지로 입력부와 유출부에서 압력 값으로 N/m2 나 dyne/cm2 등 단

로 나타낸다. Qin, Qout은 입력부와 유출부에서 부피유속(volumetric flow rate)으로

서, ml/min 이나 ml/hour 로 나타낸다. MH는 시간단 로서 [1: minute, 60 : hour]

를 사용하며, MP 는 압력단 로서 [1 : dyne/cm2, 2 : N/m2 = Pascal, 5 : Bar = 

0.987 atm = 10
5
 Pascal ] 을 사용한다. MAV, MS, MP, MQ는 계산결과 출력형태

를 결정하는 인자들로서, 각각 각 지 에서 단열분포, flow vector, 압력분포, 유속

을 나타낸다. [ 1: matrix, 2: column, 9 : No Print, 11 : print & stop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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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7. 입력자료부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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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단계 입력자료들은 모두 용질이동과 입자추 법에 련된 것들로서, 

MT 는 입자추 유형을 결정하는데 쓰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① matrix로서 임의 시간에 흐름장내에 분포하고 있는 용질의 농도와 분포상황

을 계산한다.

② Column, 시간별 흐름장내 농도분포를 Graphic 등 다음 단계와 연동시키기 

해 시간별 column으로 계산해 장한다.

③ 10 particles, particle tacks, 핵종들이 인입구에서 시작해 이동해나가는 궤

을 추 한다. 보통 10개 입자를 상으로 이동궤 을 따라간다.

④ BH plume, 이동경로상 한 지 에서 핵종들이 시간에 따라 농도가 변하는 양

상을 추 해 계산한다.

⑤ Out RTD(Residence Time Distribution, 체류시간분포)는 유출구에서 시간에 

따라 핵종들이 유출해 나오는 농도를 유출곡선이나 과곡선 형태로 계산한

다.

⑥ RTD column은 체류시간분포를 다음단계 계산과 연동시키기 해 칼럼형태

로 데이터를 장한다.

MDL은 핵종 이동메커니즘에 한 것으로 확산과 분산양태를 선정한다.

① V, Advection only, 핵종이 암반매질과 아무런 상호작용없이 지하수와 함께 

이류(advection)작용으로만 이동한다

② V+Ds(tr=tr*2*ran), 이류와 분산작용으로 핵종이 이동하며, 핵종의 분산정도는 

단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무작  통계기법(random number generation)으로 

결정한다.

③ V+De, 이류와 매질 내 확산으로 핵종이 이동과 지연작용을 갖는 경우이다.

④ V+Ds+De, 핵종이 이류, 분산, 매질 내 확산작용을 가지면서 흐름장 내를 이

동해 가는 시스템이다.

RF는 핵종의 이동지연인자 로서 지하수와 핵종간의 이동속도의 비이며, 보통 

회분식으로 평형분배계수(Kd, Equilibrium Distribution Coefficient)를 측정하여 다음 

계식을 이용해 이동지연인자를 계산한다.

  


(3.5.4)

NNP(Number of Particles)는 입자추 법에 사용할 입자 개수, 보통, 핵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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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장내에서 이동궤 을 추 할 때에는 10개 정도 사용하고, 핵종들의 이동상황을 

략 으로 평가할 때에는 1,000개 정도 사용하며, 정 한 계산을 할 때에는 10,000

개 정도를 사용한다. VOLS(Volume of sample vial)는 실험시 단  시료당 부피로

서 ml 단 로 표 한다. VOLT(Total Volume of the tracer)는 시험에 사용한 핵종

의 체 부피로서 ml 단 를 사용한다. De(Effective Diffusion Coefficient)는 핵종

의 유효확산계수로서, 비수착성핵종이 암반공극내 물리  항으로 인해 Dv 보다 

지연되는 효과를 나타내며, 수착성핵종의 경우에는 여기에 분배계수값을 계산해 겉

보기확산계수(Da, Apparent Diffusivity)를 계산해 도입한다.

표 3.5.18은 SIMIGF 로그램의 몸체 반부를 실었다. 반부에 구성은 체

로 자료입력부에서 분석시스템을 정의하는 입력 값들을 받은 후에 이를 토 로 시

스템을 구성하는 작업을 우선 으로 수행한다. 즉, 분석 상 흐름장의 크기와 좌표, 

그리드 수를 입력하면, 각 그리드별 좌표값들을 계산하고, 오염물질주입부와 출력

부, 주변 경계조건등을 결정한다. 다음 단계는 흐름장단열분포, 수리특성, 핵종이동

등 실제 계산을 수행하는 주요구성부에서 어떤 계산을 수행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 

계산결과를 어떤 형태로 출력하고 다음단계로 넘길 자료형태를 결정한다. 이를 토

로 각 단계마다 필요한 하부 로그램(subroutine)들을 불러내 필요한 계산을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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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8. 핵종이동 평가 로그램 SIMIGF 의 반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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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계 통계기법을 이용한 암반단열장 생성

지하수흐름과 핵종이동의 에서 보면, 암반단열틈 사이로 지하수가 흐르므로 

이 단열틈의 특성이 지하수흐름이나 핵종이동의 특성에 지배 으로 작용한다[3.5.12, 

3.5.13]. 단열표면은 공간 으로 거칠고 단열틈의 기복이 심하므로, 단열표면에서 단

열틈의 변화는 공간 상 길이와 단열틈 도분포 함수로 특성지울 수 있다. 이것은 

단열면 내에서 상 길이보다 작은 거리에서 단열틈 값은 분포함수 내에 존재하지

만, 상 거리보다 더 먼 곳에서 단열틈 값들은 서로 상 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가변 단열틈 분포의 수학  모형을 만들기 해 단열평면을 작은 평면으로 

나 고 각 평면에 다른 단열틈 값을 지리 통계 방법으로 생성해 입한다. 이 연

구에서는 단열평면을 M x N으로 나 고 단열폭은 로그정규분포를 갖고, 단열틈은 

공간공변함수(spatial covariance)로서 지수함수를 설정하 다. 로그정규분포로 단열

틈 값을 설정하기 해 행렬분해법(matrix decomposition method)을 사용하 다. 

이 과정을 수식을 사용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  로그정규분포함수를 정규분포함수형태로 바꾼다.

Y = log b (3.5.5)

Y값은 다음 식에서 구한다.

Y = L·ε   + ν (3.5.6)

여기서 ν은 Y의 평균이다. ε  는 평균이 0이고 표 편차가 1인 벡터 N[0,1]의 값이

고, L은 다음의 공변행렬(covariant matrix)로 정의된다.

A  = L L
T

(3.5.7)

식(3.5.6)은 생성과정을 나타내며, 평균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Y] = L E[ε] + ν  = ν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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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 ]는 기 치를 나타내는 기호이이며, 공변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Y-ν)(Y-ν)
T
] = L E[εε

T
] L

T
 = L L

T
 = A (3.5.9)

공변함수로서 다음의 지수함수를 사용하 다.

A  = σ 
2
 exp(-α  r) (3.5.10)

여기서 σ2  는 Y의 편차(variance)이고, r은 이웃한 두 지 간의 거리이며, σ2  는 거

리 역수의 차원을 갖는 상호연 (autocorrelation) 매개변수이다.

식(3.5.10)의 지수형태는 2/σ 범  거리 내에 있는 양을 나타내며 서로 상호 연

되어 있으므로 상호연 길이 λ는 2/σ 로 나타낼 수 있다. 식(3.5.10)은 선택한 공

변함수가 등방성임을 나타낸다. 윗 식들을 사용해 평면에서 단열틈의 분포를 생성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식(3.5.10)을 사용해 임의 지 들에서 공변행렬를 

만든다. 두 번째로, 행렬분해법을 이용하여 행렬 L을 계산한다. 세 번째로, 벡터 ε을 

분포벡터 N[0,1] 으로부터 생성시킨다. 벡터 ε의 집합은 컴퓨터 부 로그램을 사용

해 난수를 발생시켜 구한다. 그러므로, 난수를 발생시키기 한 기 씨앗값을 달리

하여 다른 벡터 ε의 집합을 얻는다. 최종 으로 벡터 Y를 식(3.5.6)으로부터 계산한

다.

KURT내 지하수가 흐를 수 있는 단열층을 악한 다음, 이를 근거로 흐름장의 

크기를 결정하고 시추결과를 토 로 단열틈 평균크기를 결정한 후, 지 까지 설명

한 방법으로 흐름장을 생성하 다. 그림 3.5.60에 로그정규분포를 갖는 단열틈 도

함수의 평균값이 0.2 mm, 표 편차는 0.7, 상 길이는 0.9인 경우 단열틈분포를 나

타내었으며. 표 3.5.19에는 SIMIGF 로 계산한 결과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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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0. 암반층내 균열층생성  균열크기분포.



- 330 -

표 3.5.19. KURT 흐름장 생성  균열크기분포 계산결과

상 길이는 단열평면에서 선분상의 분율로써 나타내었다. 그림상의 숫자는 단열

틈  흐름장 설정경계 값을 cm단 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5.57의 아래 그림은 단

열틈크기분포를 등고선 형태로 나타내었고,  그림은 삼차원 입체표면 형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y축은 이해의 편의를 해서 과장되게 확 한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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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에서 보듯이 기하학  형태가 복잡하여 서로 단순하게 연결된 구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복잡흐름계 암반단열에서 수문학  특성

그림 3.5.60과 같은 단열 내에서 지하수흐름을 분석하기 하여 주입속도와 배

출속도가 일정하고, 한, 체 흐름장에서 압력분포가 일정하다고 가정하 다. 정

상상태에서 층류흐름(lamina flow)을 가질 때, 평행한 단열의 상하면을 따라 흐르는 

유량은 다음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3.5.14, 3.5.15].

Q   =   
1

12 μ
 
b 3 W
L

 ΔP (3.5.11)

여기서, ΔP 는L 과 W  에 걸쳐서 형성되는 압력의 차이이며, μ 는 도 g/cm․sec 

이다. 윗 식은 흐름장 단열평면을 임의 M x N격자로 잘라서 각 사각형평면에 용

시킨다. 만약 (node) i에서 j로 흐르는 유속을 Qij  ,라하면,  i에서 j까지 걸

리는 압력차는 다음과 같다.

     















 





 


 



  (3.5.12)

여기서, Pi는  i에서 압력이며 dynes/cm
2
, Δx 와 Δy는 단 사각형에서 x와 y 

축상의 길이이다. 유속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ij  =  (Pi - Pj  ) / Rij (3.5.13)

여기서, Rij[cm
2․sec/g]는   i와 j 사이의 흐름 항을 의미한다.

Rij   =      6μ 
Δx
Δy

  (
1

b3i
 + 

1

b3j } (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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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에서 물질수지식은 다음 식으로 쓸 수 있다.

∑
j
 Qij  =   ∑

j
  (P i - P j )/ Rij =  Ei (3.5.15)

여기서, Ei 는  i에서 주입량 는 추출량이며, j는  i에서 이웃한 네 면을 

나타낸다. 각 에서 압력은 미지수이며 윗 식을 사용해 반복 수치해법으로 구한

다. 이웃한 두 지 에서 흐름은 식(3.5.13)으로 구한다. 모든 에서 유속벡터를 

구한 후 이 흐름장에서 핵종이동을 모사할 수 있다. 그림 3.5.61은 단열면에서  압

력분포를 계산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인입선에서 압력이 가장 높고 배출면 쪽으로 

갈수록 압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합리 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인입구에

서는 지하수를 강제로 압력을 가해 어 넣는 계로 압력변화가 크고, 강하게 빨

아 당기는 유출구에서는 넓은 범 에 걸쳐 미치는 힘이 큰 탓으로 압력변화가 심하

지 않았다.

그림 3.5.61. 흐름장에서 압력분포, 단  : Pascal(N/m2).

그림 3.5.62는 단열 내에서 지하수흐름을 식(3.5.13)을 이용해 벡터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화살표 크기는 상 인 흐름의 세기를 나타내는데 인입구 쪽에서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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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곧장 유출구 쪽으로 향하지 않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양을 나타내고, 유출구쪽

에서는 사방에서 지하수가 모이는 것이 찰된다. 그래서 흐름은 인입면에서 배출

면까지 직선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흐름 항이 상 으로 작은 경로를 택해 곡선형

태로 이동하는 것으로 악된다. 한 주된 이동경로가 크게 몇 갈래로 나눠짐을 

알 수 있다. 의 압력 분포  흐름 포텐설 분포를 바탕으로 반 인 흐름장의 특

성을 묘사하면 그림 3.5.63과 같다. KURT 흐름장에서 구체 인 경계조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방면이 모두 열린 시스템으로 가정했을 때 실험시스템에서의 수문학

 특성을 묘사한 것이다.

그림 3.5.62. 흐름장에서 흐름포텐살 는 각 지 에서 흐름방향분포.

그림 3.5.63. 흐름장에서 수문학  특성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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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자추 법을 사용한 핵종이동 모사

그림 3.5.60과 같이 단열폭이 일정치 않은 흐름장에서 핵종이동을 모사하는 데

에는 입자추 법이 효과 이다. 단열내에서 방사성핵종의 이동은 임의의 입자들로 

가정하 다[3.5.14]. 주어진 유체의 부피내에서 방사성핵종의 무게를 나타내는 이 입

자는 주어진 유체의 부피 내에서 두가지 형태의 운동을 하며 이동한다. 하나는 평

균흐름방향을 따라가는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확률함수로 결정 지워지는 불규칙운

동이다. 인입구에서 임의로 정한 개수의 입자를 투여하면 입자들은 각 방향의 흐름

통로로 유속에 비례하는 확률과 같이 분포할 것이다. 여기서는 10,000개의 입자들을 

사용하 다. 입자들은 출구에 도달할 때까지 에서 으로 단계 으로 이동한

다고 가정한다.

비수착성핵종의 경우 단 면에서 체류시간은 단 면의 부피와 흐름총량과의 비

를 평균값으로 하여 이동메커니즘에 따라 분포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 다. 고려한 

이동메커니즘은 다음 다섯 가지의 경우를 들 수 있다[3.5.16, 3.5.17].

① 지하수이동과 함께하는 이류만 있는 경우

② 이류에 수문학  분산이 있는 경우

③ 이류에 매질로의 확산이 있는 경우

④ 이류에 분산  매질로의 확산이 있는 경우

⑤ 이류, 분산, 매질내 확산, 매질에 수착이 있는 경우

여기서, 수문학  분산이란 단  이동통로에서 생기는 분산을 의미한다. 그러므

로 체 이동계에서 국부통로이동에 의해 나타나는 분산을 의미하지 않는다. , 각

각의 경우, 계수값은 기  측정자료를 심으로 다양한 변 를 주어 이에 한 

향도 살펴보았다.

유출된 입자의 체류시간은 이 입자가 지나온 단  단열면들에서 체류시간을 모

두 합하 다. 시간에 따라 출구로 빠져나오는 입자들의 양을 계산하면 이것이 유출

곡선이 되고, 임의의 정해진 시간에 단열 내에 분포하고 있는 입자들의 분포를 

악하면 이것이 이동흐름이 된다.

그림 3.5.64∼3.5.67은 입자들의 단열 내에서 이동궤 을 시간에 따른 분포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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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것이다. 각 지 에서 시간에 따른 입자 개수를 체 주입한 입자 개수로 나

어서 정규농도에 응되도록 하 으며, 그림상의 숫자는 정규화한 농도이다. 이동궤

을 살펴보면 그림 3.5.62의 지하수흐름분포에서와 같이 핵종들이 입구와 출구를 

잇는 직선만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넓게 분포하면서 이동 항이 작은 쪽으로 뭉쳐

서 이동하는 것이 찰된다. 그림 3.5.64는 이동실험 시작 20분 후 흐름장에서 핵종

농도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핵종들 부분은 유입구쪽에 모여 있지만 일부는 이미 

흐름장내 반 으로 넓게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림 3.5.65는 이동실험

시작 40분후 흐름장에서 핵종농도 분포인데, 핵종 부분은 인입구근방에서 유출구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유출구와는 반 방향으로도 일부 이동했는데, 이들은 직

선경로근처를 이동하는 주된 흐름보다 상당히 느린 속도로 흐름장내를 완만하게 우

회하며 천천히 이동해 나 에 유출곡선에서 긴 꼬리(tail) 부분을 이룰 것으로 여겨

진다. 그림 3.5.66은 이동실험시작 80분 후 흐름장에서 핵종농도 분포를 보여주는데, 

주된 핵종이동에 상당비율은 이미 유출구에 도달했지만 아직도 상당비율은 아직 유

입구근처에 머물고 있는 상이 찰된다. 그림 3.5.67은 이동실험 시작 80분 후 흐

름장에서 핵종농도 분포를 입체 으로 모사(Surface plot)한 것이다. 주된 이동궤

은 인입구와 유출구 직선경로 근처를 지나가고 있지만, 상당비율은 흐름장내를 폭

넓게 분포하면서 이동하며, 군데 군데 섬처럼 분리된 핵종군체들은 유출곡선에서 

다 우리(multi-peak)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3.5.18∼3.5.20].

그림 3.5.64. 이동실험시작 20분 후 흐름장에서 핵종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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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5. 이동실험시작 40분 후 흐름장에서 핵종농도 분포.

그림 3.5.66. 이동실험시작 80분 후 흐름장에서 핵종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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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7. 이동실험시작 80분 후 흐름장에서 핵종농도 분포 입체 모사.

(5) 핵종이동 실험 결과와 비교

그림 3.5.68은 이동메커니즘에 따른 비수착성핵종의 유출곡선 형태를 KURT 흐

름장에서 모사한 것이다. 우선, 우라닌이나 에오신처럼 비수착성 핵종이 암반 단열

면과 아무런 상호작용없이 이류작용만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유출곡선의 정 은 

략 1시간 정도 후에 나오고 크기 C/Co = 0.00175 수 이 되었다. 3시간 이후에는 비

교  작지만  다른 정 들이 나타났는데, 이는 핵종이동이 한 가지 경로만을 통

해 이동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해 천천히 이동하는 비율도 존재할 때 나타나는 

양상이다. 이동메커니즘 향을 악하기 해 핵종이 암반매질내로 매질확산이 일

어나는 경우, De = 3×10
-12 m2/s,  De = 3×10

-12 m2/s 일 경우에 해서도 같이 유출

곡선을 계산에 그림에 나타내었다. 결과 유출곡선 정 크기는 0.001 이하로 었고 

분산효과도 커졌으며, 긴 꼬리를 형성하 다. 그림 3.5.69는 이동 메커니즘에 따른 

비수착성 핵종의 이동을 과곡선 형태를 나타낸 것인데, 시간에 따른 핵종의 회수

율을 쉽게 악할 수 있다. 이류만으로 이동할 때에는 5시간 후 회수률이 0.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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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확산계수가 De = 3×10
-12 

m
2
/s 일 때에는 0.82 수 , De = 3×10

-12 
m

2
/s 일 때

에는 0.75 수 으로 매질확산이 커질수록 시간에 따른 회수율이 감소하 는데, 이는 

핵종들이 매질 내로 확산해 들어갔다가 천천히 재확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을 나타낸다. 이로 미루어, 실험으로 구한 우라닌  에오신의 유출곡선을 살펴보

면, 정 크기가 0.0017 이하 수 이고, 유출곡선 꼬리가 길며, 30시간 이후에 작은 

정 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KURT 흐름장에서 핵종들이 단일 경로를 이동하지 않

고, 일부는 상당거리를 우회해서 30시간 이후 천천히 유출흐름 역(withdraw 

region)에 진입한 것으로 악된다. 회수율이 0.47 이하인 은 일부 우회한 핵종들

이 유출흐름 역에 들어오지 못하고 외부 흐름장(background flow) 역에 포섭된 

가능성도 존재한다. , 회수율과 정 분산도가 큰 으로 보아 매질내 확산도 상당

부분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0 1 2 3 4 5
0.0000

0.0005

0.0010

0.0015

0.0020
0 1 2 3 4 5

C
/C

o

Time(hr)

 V(Advection)
 V+De(3x10-12m2/s)
 V+De(3x10-11m2/s)

그림 3.5.68. 이동메커니즘에 따른 비수착성핵종의 유출곡선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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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9. 비수착성 핵종의 이동 메커니즘에 따른 과곡선 형태.

5. 결과 요약

KURT의 결정질 암반에서 용질의 이동  지연특성을 이해하기 하여 장 

용질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 장 실험을 목 으로 지하수 유동이 있는 단열면을 

확보하기 하여 시험공 시추  시험공 단열 특성을 평가하 으며, 장 용질이동 

시험장치를 설계  설치하 다. 한 비수착성  수착성 추 자를 이용하여 장 

용질이동 실험을 수행하 으며, 실험결과 해석을 하여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 다.

심부 지하환경에서 모의 핵종의 이동  지연 상에 한 장 실증을 한 

목 으로 장 용질이동 시스템을 제작하 다. 장 용질이동 시스템은 주입

부, 회수부, 그리고, 데이터 처리부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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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용질이동 실험 수행을 목 으로 지하수 유동이 있는 단열로 연결된 시험

공을 확보하기 하여 시험공을 시추하 다. KURT 우측모듈 2공  막장부

에 3공 등 총 5공의 시험공을 시추하 으며, 수압시험과 시추공 상촬  등을 

통하여 시추공의 단열특성을 악하 다.

장 용질이동 실험 상 단열을 선정하기 하여 상호 연 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YH3, YH3-1, 그리고, YH3-2 시험공에 하여 패커시험을 수행하 으 

며, YH3-1 시추공의 9.32 m 깊이에 분포하는 단열과 YH3-2 시추공의 9.86 

m, 10.08 m 깊이에 분포하는 단열을 실험 상 구간으로 선정하 다. 수리시

험 결과 YH3-1 시험공의 깊이 9.0∼9.6 m 구간의 투수계수는 1.46×10
-5
 

m
2
/sec, 수리 도도는 1.17×10

-5
 m/sec로 측정되었으며, YH3-2 시험공의 깊이 

9.6∼10.2 m 구간의 투수계수는 4.9×10-6 m2/sec, 수리 도도는 2.7×10-6 m/sec

로 측정되었다.

우라닌, 에오신, 롬화합물 등의 비수착성 용질과 루비듐, 니 , 사마리움, 지

르코늄 등의 수착성 용질을 이용한 장 용질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 단열 충

물과의 반응이 거의 없는 비수착성 용질의 경우, 추 자 주입 후 1.7∼1.8

시간 이내에 유출이 시작되었다. 한편 수착성용질은 루비듐의 경우 2시간 후에 

유출이 시작되었으며, 니 , 사마리움, 지르코늄 등의 다가 수착성 핵종들은 유

출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자체개발한 SIMIGF 로그램을 사용해 KURT에서 추 자 이동실험을 모사하

고 결과를 분석 해본 결과, 흐름시스템이 주  환경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추

자들이 인입구와 유출구를 연결하는 직선경로만으로 이동하지 않고 상당히 넓

은 범 에 걸쳐 분산되며 이동하는 것으로 악된다. 한, 핵종이 주 환경으

로 분산해 나가는 비율도 크며, 암반매질내로 확산해 들어갔다가 서서히 재확

산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SIMIGF 로그램을 이용하여 KURT 실험과 같이 흐름장을 잘 정의할 수 없

는 장실험(in-situ test)을 해석하기 하여 흐름장을 생성하고, 압력분포, 흐

름벡터분포, 물질이동궤  등을 성공 으로 모사할 수 있엇다. 한, 핵종 이동 

메커니즘 별로 이동양태를 모사하고 이를 실험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추 자들

의 이동형태를 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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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공동연

구

1.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우리나라는 1980년부터 1996년까지 ·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안

성 연구를 수행하 고,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한 연구는 1997년에 원자력진

흥종합계획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착수되었다. 재 고 폐기물 

처분과 련해서는 아직 어떠한 국가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 즉, “wait 

and see”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의 측면에서는 략 2040년에 고

폐기물 심지층 처분시설 운 을 시작한다는 가정  목표 하에 원자력연구원을 

심으로 단계별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 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 사업

에서는 “고 폐기물처분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국내외 자료를 종합, 분석해 한국

형 처분개념을 수립하고 비성능평가 등을 수행하 다[3.6.1]. , 국내 지질에서 

시추를 통해 각종 지질, 지하수자료를 확보하고, 실험실수 에서 수착, 확산, 이동 

등의 각종 실험을 수행하고 자료를 생산하여 안 성평가에 활용하 다. 2007년도부

터 제 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고 폐기

물 장기 리 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고 폐기물 처분 련 연구를 국가  지원 하

에 지속 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2006년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고

폐기물 처분기술 실증  처분시스템 거동 실증 연구를 한 지하연구시설(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을 완공함에 따라 실험실 규모에서 수행한 

연구수 을 벗어난 장 규모의 실증 연구들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3.6.2,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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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주요 선진 국가들에서는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지하 심부 지층에 건설하기 해 다양한 기술 개발

과 처분장 운 방안에 한 실증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한 종합 실증 연

구시설로서 지하연구시설(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는 URF, 

Underground Research Facility)을 운 하거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실험실 수  

연구와 이론  측을 바탕으로 스웨덴은 Äspö HRL(Hard Rock Laboratory), 스

스는 Grimsel Test Site(GTS), 미국은 Yucca Mt. 등을 건설해 다양한 장 실증실

험을 수행 이며, 일본은 최근에 Mizunami, Honorobe 등에 심부지하시험시설

(URL)을 건설해 고 폐기물 처분개념의 실증을 한 장실험을 본격  시작하

는 단계이다[3.6.4].

지하연구시설에서는 고 폐기물 처분장의 주요 구성요소인 공학  는 천연

방벽의 성능 검증  실증을 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처분장의 건설, 운   

폐쇄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실증시험을 수행한다. 이러한 다양한 실증시험에서 얻

어진 각종 실험 결과에 한 실제 처분 환경에서의 검증은 고  방사성폐기물 처

분의 안 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주민들로부터 처분장 운 과 처분장 안 에 

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3.6.5].

특히,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과학기술 인 문제에 국

한되지 않는 정치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해서는 국민  

공감   사회  수용성에 한 공론화를 필요로 하는 범국가  차원의 문제라 하

겠다. 아울러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은 한 국가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 주변 

국가들  국제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해외 원자력 선진국  주변 국가들과

의 국제 력  공동연구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의 요성

고  방사성폐기물과 같이 장기간 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인간생태계와 격

리시키기 해 지하심부에 처분하는 방안에 해 세계 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3.6.6, 3.6.7]. 이러한 심지층 처분에서 가장 큰 건은 인간 환경에 해 충

분히 안 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 폐기물에서부터 이동을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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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 다  방벽을 포함하여 생태 환경에 이르기까지 처분 시스템 반에 걸친 장

기  안 성 평가가 매우 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3.6.8]. 이러한 장기  평가

는 다  방벽에 한 열  수리 조건, 구조  요인과 각 방벽 요소에 한 물리 

화학  특성, 방벽 간 물질 달 등, 처분된 폐기물에서 유출될 수 있는 물질이 상

호작용 하여 방벽 간  자연 환경으로 이동하는 상을 주요 상으로 이루어진

다.

고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 방사성폐기물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

우 다르다. 먼  고 핵종의 경우 환경  인간에 한 험성이 매우 큰 핵종들

이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일반 으로 방사성핵종들은 방사능 붕괴를 하기 때문에 시

간이 지남에 따라 독성이 어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론 으로는 방사

능이 완  붕괴할 때까지 방사성핵종들을 환경과 격리시킨다면 그 이후에는 더 이

상 리할 필요성이 없다. 반감기가 수년 이내로 짧은 핵종들은 그 양이 아무리 많

더라도 처분 에서는 요하지 않으며, 악틴족 핵종들처럼 반감기가 수 만년에

서 수 백 만년에 달하는 핵종들이 주요 심 상이 된다.

그러나 더 큰 험은 이러한 고 핵종들이 심지층 처분환경에서 매우 복잡하

게 거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 핵종들의 지하매질을 통한 이동특성이

나 지하매질들과의 상호작용 등의 거동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 자료를 획득하지 

못하고서는 처분장의 안 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 선진국들은 

처분안 성 연구에 있어 이러한 고 핵종들의 환경 거동특성에 한 연구를 최우

선으로 수행해 왔다[3.6.9].

처분장에서 출된 방사성핵종들은 부분 지하수를 따라 천연방벽인 암석 등

을 통해 생태계까지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방사성 핵종들은 이동경로를 따라 이들 

암석매질과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한 암석매질, 암석균열의 충

물, 지하수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들(콜로이드, 유기물, 미생물 등), 지하수의 

지화학 조건 등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

한 상호작용의 수천 년 는 수십만 년에 이르는 고 폐기물 처분장의 리기간

에 걸쳐 장기 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와 련한 연구 한 매우 장기  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 수행되는 연구들은 이들 상호작용을 어떻게 수학  

모델을 이용하여 정량 으로 측 평가하고, 그 불확실성을 일 것인가에 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 핵종들이 처분장에서 유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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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방벽  자연환경을 따라 이동하는 상  매질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지연

상 등에 한 연구는 처분 안 성을 평가하는데 핵심 인 요소이다.

특히, 1980년  반 이후로 지하매질을 통한 핵종이동을 가속화 시키는 것으

로 알려진 콜로이드와 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방사성 콜로이드

의 발생, 지하수 콜로이드로 특성  이들 콜로이드의 방사성 핵종에 한 수착 특

성, 콜로이드의 이동 특성  방사성 핵종 이동에 미치는 향 등 매우 다양한 분

야들에 한 연구들이 꾸 하게 진행되어져 왔으며, 그 요성은 부분의 연구자

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 처분장 안 성 평가에는 여 히 극 으로 반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험실 인 연구보다는 실제 처분장 조건에 부합

하는 장기 장실증 실험을 통해 콜로이드의 역할과 요성에 해 확인할 필요성

이 두되었다.

다. 연구의 필요성  목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6년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 한국형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KRS, Korean Reference System for HLW Disposal)의 장실

증  다양한 처분기술의 확보를 한 소규모 지하연구시설인 KURT가 건설되었

다. 2003년부터 건설계획  설계를 시작하여 시설의 설계와 련 인허가 작업을 

2004년에 완료하 으며, 2005년 1단계 건설공사가 착수되어 2006년 후반부터 실험 

장비들을 설치하 고, 2007년도부터 본격 인 연구를 시작하 다[3.6.2]. 그러나 

KURT는 지하 약 100 m 수 으로 심도가 낮고, 방사성 물질을 이용할 수 없는 단

들을 가지고 있다.  실제 처분장 수 의 URL을 국내에 당장 건설하기는 상당

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들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해서는 해외의 

지하연구시설을 극 활용하는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은 투자로 국내에서 필

요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재 20기의 원자력발 소를 운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고 폐기물 처분연

구에 필수 인 세계 인 지하연구시설을 이용한 국제공동연구에 아직도 공식 인 

트 나 력기 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 고 폐기물 처분에 

해 연구개발 단계인 우리나라는 화강암 지역을 처분시설이 치할 잠정 인 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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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스 스 Nagra(National Cooperative for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에서 운  인 알 스 산맥에 치한 GTS가 화강암 암반층에 

한 다양한 장실증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3.6.10].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해 2008년 11월 스 스 Nagra와 

Grimsel Test Site Phase VI 연구 로그램에 한 포  약인 Umbrella 

Agreement에 한 약을 체결하 고, GTS에서 수행 인 국제공동연구인 

CFM(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참여를 한 실험 약(Experiment 

Agreement on Collaboration in the 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Project, 2008

∼2013)을 체결하 다.

CFM 로젝트는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에서 벤토나이트 완충재로부터의 벤

토나이트 콜로이드 발생과 발생된 콜로이드의 암반 균열을 통한 핵종이동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한 처분조건에서의 장기 장 실증실험이다. 처분에서 콜로이드

의 역할  요성을 실제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요한 연구로 일본, 

스 스,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의 많은 연구기 들이 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

며 재 지하연구시설에서 진행 인 핵종이동과 련한 국제공동연구  가장 

표 인 국제공동연구 의 하나이다. CFM은 재 2004년부터 진행된 1 단계 연구

가 종료 되었으며, 2008년부터 2 단계 연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지하처분연구시설들의 시설 황  핵종  콜로

이드 이동에 연구 황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종  콜로이드 이동에 

국제공동 참여 타당성을 분석하 다. 이러한 참여 타당성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 스 Nagra의 지하연구시설인 GTS에서 수행 인 CFM 국제공동연구 참여하게 

되었고, 국제공동연구 참여에 따른 연구배경, 연구 황  주요 연구결과 등을 정리

하여 향후 보다 효율 이고 국제공동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 다. 한 

KURT에서 수행된 연구결과와 국제공동연구의 결과를 상호비교를 통해 국내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특히 GTS는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실험환경을 갖추고 있어, 어떠한 핵물질이나 방사성 물질도 사용할 수 없

도록 규제된 본원의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의 방사성폐기물처분에 한 실증연구

의 보완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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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종  콜로이드 이동 특성

가. 핵종이동 연구개요

일반 으로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치하는 지하 500 m 정도의 심지

층 처분환경은 매우 복잡한 지화학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 핵종들 한 복

잡한 화학  거동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방사성핵종들은 이동하는 동안에 계속 방사

능 붕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성이 어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론 으로 방사능이 완  붕괴할 때까지 방사성핵종들을 환경과 격리시

킨다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리할 필요성이 없다. 반감기가 수년 이내로 짧은 핵

종들은 그 양이 아무리 많더라도 처분 에서는 요하지 않으며, 일부 악틴족들

처럼 반감기가 수 만년 이상에 달하는 핵종들이 주요 심 상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고 핵종들이 처분장에서 유출되어 천연방벽  자연환경을 

따라 이동하는 상  매질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지연 상 등에 한 연구는 처분 

안 성을 평가하는데 핵심 인 요소이다. 각국에서는 자국의 지하매질에 한 핵종

들의 상호반응을 실험 찰하고 정량 으로 평가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실험

실에서 수착(sorption), 확산(diffusion), 이동(migration) 등의 단 상을 찰하고, 

련매개변수 값을 측정해왔지만, 장조건에서 용성이 요하므로, 1980년 부터 

캐나다 URL을 시작으로 실제 처분장 규모의 장실험으로 연구의 심이 이동하고 

있다.

나. 처분장에서 핵종이동 특성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스템의 다  방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에서도  

천연 방벽으로서 처분장 모암의 기능이 요하다. 즉 처분장의 장기 안 성 측면에

서 폐기물 고화체와 이를 보호하는 인공 방벽이 궁극 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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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층 처분의 최후 방벽으로서 역할과 방사성물질의 이동경로 부분을 암반균

열층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반층에서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암반 매질은 투수계수가 매우 낮아 지하수가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고 보며, 신 

이들 매질이 포함하고 있는 불규칙한 균열들을 통해 오염물질이 주로 이동하는 것

으로 이해하고 있다[3.6.11].

오염물질은 처분장 주변의 암반 균열에서 일반 으로 그림 3.6.1과 같이 이류

(advection)와 분산(dispersion) 과정에 의해 지하수를 따라 이동하게 되지만, 지하매

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균열표면에 수착하고 암반매질 내로 확산해 들어가 지하수

의 이동에 비해 그 이동이 지연된다. 한, 지화학  조건에 따라 악틴족 핵종들의 

경우 매우 다양한 화학종들을 가지며 때로는 콜로이드를 형성하거나 암반균열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사작용에 포함되기도 하여 복잡한 이동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하매질에서 방사성핵종의 이동 상을 수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3.6.1)

여기서, 는 이동속도이고, 는 분산계수, 는 방사능 붕괴상수, 는 지연인

자(retardation factor)로서 핵종과 지하수와 상 인 이동속도차이를 표시하는 단

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6.2)

여기서, 는 지하수 이동속도, 은 핵종 이동속도, 는 비 , 은 균열폭

(aperture), 는 비표면  계수, 는 분배계수(distribution coefficient)이다.

  

지하수에 용해되어있는양
암반 단위무게당수착한양

(3.6.3)

부분 경우, 분배계수 는 실험실에서 회분식(batch)으로 측정하며, 이를 통

해 지연인자를 계산한다. 장 이동실험을 통해 핵종 지연인자와 분배계수를 측정

한다면 좀 더 실 인 값을 구할 수 있고, 실험실 측정치의 타당성도 평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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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3.6.1. 암반균열에서 핵종이동 상 개념도.

다. 콜로이드의 요성

지난 수 십 년 동안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심부지하에 존재하는 자연콜로이드

에 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한 콜로이드의 발생과 안정성에 한 

실험실  연구들과 핵종들과의 결합 등에 한 통 인 회분식 실험들이 보고되었

고 요한 자료들이 이미 구축되어 존재하고 있다. 일반 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

장의 장기 성능에서 처분장 암반에서 방사성 핵종들의 콜로이드에 의해 가속화된 

이동이 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해서는 콜로이드 사다리(colloid ladder)라고 불

리는 5개의 주요 요구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그림 3.6.2 참조)[3.6.12].

최근에 GTS 5단계에서 수행된 CRR(Colloid and Radionuclide Retar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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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를 포함하는 몇몇 연구들에서 측된 바와 같이 처음 4개의 질문들에 한 

답은 체로 정 이다(그림 3.6.2 참조). 그러나 심지층 고  방사성폐기물 처

분장 주변에서 콜로이드 가속화된 핵종이동에 한 어떤 결론이 있기 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 들이 언 되어야 할 것이다[3.6.12]. 첫째, 방사성핵종의 콜로이드

와 결합의 비가역성에 한 마지막 질문이 범 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를 

들면, 비가역성이 콜로이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둘째, 이것과 콜로이드 

사다리에서 정의된 다른 과정들이 타당한 처분장 시스템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

다.

그림 3.6.2. 콜로이드의 요성에 한 ‘콜로이드 사다리’.

비록, 재까지 수행된 장(in-situ) 연구들이 실험실 로그램에서 일반 으로 

가능한 것보다는 시간 으로 더 길고 공간 으로 더 넓지만, 지하수의 흐름 속도는 

실제 처분장 암반에서 기 되는 것보다 10
4
∼10

8
배 정도 더 크다. 이것은 재  

세계 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실험에서 보편 인 문제이며 단순한 실제성(즉, 타당

한 시간 와 산 범  내에서 장실험을 수행하는 것)에 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 실  실험들이 이동과정들과 메커니즘 이해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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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타당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계에까지 진행되었고, 처분장 는 처분장 주

변의 조건들에 더 잘 맞기 해서는 미래의 작업은 지 까지 진행되어 온 것보다 

더 긴 시간 를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다[3.6.13].

라. URL을 이용한 용질이동 실험 특성

보편 으로 처분 련 연구는 실험실에서 소규모로 단 상들에 한 찰  

자료측정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여건이 성숙하게 되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여 

련연구를 진행하는데, 이들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표 3.6.1과 같다. 즉, 실험실에서

는 심분야별로 다양한 실험장치를 구비해 단 실험들을 수행하고, 다양한 실험환

경을 조성해 매개변수들의 민감도를 분석하는 등 범 에 걸쳐 폭넓은 연구를 수

행해 처분안 성평가나 처분장설계 등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다. 그러나 실험실 

자료들은 실제 처분장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한 상태에서 측정한 것이 아니므로 자

료의 검증과 신뢰도 확보가 요해진다. 이런 필요성과 공학  규모에서 처분시스

템의 성능평가를 해 지하연구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시스템 장 단

실험실 측정

- 실험조건 조 가능

- 세부 단 상 찰

- 방사성핵종 사용가능

- 심부지하조건 조성 난

- 측정자료 신뢰도 미약

지하연구시설

- 처분조건과 유사

- 실규모/장기간 실험

- 복합이동 상

- 이동모델/기술 실증

- 방사성물질 사용제한

- 실험조건 조 불가

- 고액의 연구투자비

- 복합자연 상해석 난제

표 3.6.1. 지하실험시설을 이용한 용질 이동실험의 장․단

지하연구시설에서는 보통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같은 지하 환경을 조성해 실

험하므로 측정 자료가 실 이란 이 가장 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URL은 많은 

투자비가 든다는  이외에 환경문제가 요한 사회  갈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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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를 실험자와 환경당국, 주민들이 과학 인 평가

와 합리 인 논의과정을 거쳐 부분 방사성핵종을 사용해 실험하고 있다.

지하연구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기 으로 연구활동을 분류한다면, 개방계

(open system)와 폐쇄계(closed system)로 양분할 수 있다. 개방계는 실험장치와 실

험용액이 그 로 자연과 연결된 상태로 실험하는 것인데, 두 시추공 사이 암반균열 

내 이동실험이 표 이다. 용액 주입구로부터 들어간 추 자가 암반균열을 타고 

생태계 어느 곳으로라도 이동해 갈 수 있다. 실제 실험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차단

하기 해 다양한 차단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를 들면 주된 지하수 두 이동경로 사이를 실험구간으로 정하고, 토출유속을 

입력유속보다 매우 빠르게 함으로써 주변 지하수들이 유출구로 모이게 하고, 반감

기가 짧은 핵종을 사용하여 실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환경에 미치는 해도가 무

시되도록 하며 실험추 자량을  환경허용치 이하로 사용함으로써 문제 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폐쇄계는 실험장치를 자연과 분리/격리한 상태로 실험하여 방

사능 오염이 실험장치내에서만 이 지도록 하여 자연에는 오염가능성이 생기지 않

도록 한다. 이상을 요약하여 실험시스템별 특징을 표 3.6.2에 정리하 다.

항목 폐쇄계  개방계

 특징
- 환경과 독립

- 장조건 인  유지

- 장지하수 사용

- 환경과 연결

- 거시/장기 상 찰

 실험용액 - 완 회수 가능 - 완 회수 의문

사용

추 자

외국
- 안정화학시료

- 방사성핵종/악틴족 원소

- 안정화학시료

- 방사성핵종/악틴족 원소

한국
- 안정화학시료

- 유기염료

- 안정화학시료

- 유기염료

표 3.6.2. 실험시스템 분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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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지하처분연구시설  연구 황

가.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정의  목

지하처분연구시설이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지하에 건설하는데 필요한 기술

개발, 시험, 운  방안에 한 실증 등을 실시하기 해 지하에 건설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는 몇 년 동안 규모 연구 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

도록 주어진 목 에 맞게 설계, 건설되거나 는 특정조사만을 하여 기존의 지하

공간을 활용하거나 확장해서 건설할 수도 있다. 지하처분연구시설을 건설하는 심도

는 처분장 건설에 합한 것으로 고려되고 있는 화강암, 암염, 토층 는 화산암

과 같은 지하 심부 암반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얕은 지반에 설치할 수도 있다.

지하처분연구시설을 통해 처분장에서 사용되는 공학  방벽과 자연방벽의 성능

과 련되는 수리 , 열 , 역학 , 화학 , 생물학  특성  이들 상호 간의 향

에 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한 처분장의 건설, 운 , 폐쇄에 필요한 

기술 개발  이들 기술에 한 시연을 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는 공학  방벽의 장기  성능과 감시 리 체계

(monitoring system) 등을 확증할 수 있으며 폐기물 회수에 련된 기술을 시험할 

수 있다. 특히 지표면에서 실시된 실험을 처분장 환경에서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지하처분연구시설이 건설되면 처분장 건설과 련된 연구개발, 시연 로그램 등에

서 핵심 인 역할을 하게 되며 한 국제공동연구의 장이 되기도 한다.

지하처분연구시설은 체 처분 로그램 안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한 목 을 가

진다.

부지선정과 처분시스템 설계 : 처분장 부지선정, 지질환경에 합한 처분용기

의 개발, 견실한 공학  방벽의 개발

과학 , 공학  연구 : 처분시스템의 설계  성능 평가를 한 과학 , 공학  

연구 로그램의 수행

안 성 평가 :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한 처분장 안 성 평가를 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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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개발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수행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특성평가: 모암의 지질, 구조, 수리, 지구화학  역학  물성을 악하기 한 

장조사  해석․평가

시험: 처분장 개발에 필요한 공학  재질  채굴법에 한 시험과 처분장 성

능평가에 사용될 개념 모델  수치 모델의 시험

기술 개발: 처분장 건설, 폐기물 거치  회수, 공학  방벽의 건설, 처분장 폐

쇄 등과 련된 장비  기술의 개발

시연: 처분환경에서 실재 규모 는 축소된 규모로 처분개염,   폐기물 

거치기술, 회수 기술 등을 보여

나. 세계의 지하처분연구시설 황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해 다양한 규모의 지하처분연구시설이 건설될 

수 있다. 표 3.6.3에는 세계의 지하처분연구시설에 해 정리한 것으로 표에서 처분

부지 연 성이란 처분장 후보부지 는 그 부근에 건설하는 시설로 부지특성 자료

를 수집하는데 주목 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실험 시 주 환경  기반암

이 손상되지 않도록 실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연구용 지하처분연구시설의 경우 실제 처분장 후보부지가 아닌 곳에 

설치되는 경우로서, 수집된 자료를 실제 부지에 직  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

나 기반암의 손상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실험을 설계할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지하처분연구시설을 건설하고 독자 인 는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처분 암반과 지

하수, 완충제를 비롯한 공학 방벽, 굴착을 포함한 처분기술에 한 연구를 하고 있

다. 다음은 세계 주요국에서의 지하처분연구시설 황  계획에 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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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치 시설형태/이름 모암 운 기간
처분부지

연 성

Belgium MOl
HADES

+ PRACLAY
Plastic clay since 1980 Yes

Canada Pinawa URL Granite since 1984

Finland Olkiluoto Research Tunnel Granite since 1993

France

FANAY
Test galleries

in U mines
Granite 1980∼1990

Amelie
Test galleries 

in K mine
Bedded Salt 1986∼1994

Germany

Asse
Test galleries

in K/salt mine
Salt dome 1977∼1995

Gorleben
Exploration

galleries
Salt dome since 1997 Yes

Konrad
Test galleries 

in iron mine
Shale since 1980 Yes

Japan

Tono
Test galleries 

in U mine
Sandstone since 1986

Kamaishi
Test galleries

in Fe-Cu mine
Granite 1988∼1998

Sweden

Stripa
Test galleries

in iron mine
Granite 1980∼1990

Äspö

HRL

(experimental)
Granite since 1990

HRL(prototype) Granite 1998-2005

Switzerland
Grimsel

GES

test galleries
Granite since 1984

Mont Terri Test galleries Shale since 1995

USA

Climax SFT Granite 1978∼1983

Nevada G-Tunnel Volcanic tuff 1979∼1990

Carlsbad WIPP Bedded salt since 1982 Yes

Yucca Mt. ESF Volcanic tuff since 1993 Yes

Yucca Mt. Busted Butte Volcanic tuff since 1997

표 3.6.3. 해외 지하처분연구시설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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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ripa Mine (스웨덴)

1977년에 화강암반의 Stripa 폐철 산에 지하연구시설에 만들어지고 1992년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1980년까지는 미국과의 공동연구가 진행되었다가 

1980년부터 1992년 동안에는 OECD/NEA 후원 하에 국제공동연구로 발 하 다. 

기 연구에서는 화강암의 열-역학  물성, 지화학  물성들을 측정 물리탐사가 실

시되었으며, 완충재로 사용될 벤토나이트와 뒷채움재로 사용될 모래-벤토나이트 혼

합물을 상으로 실험들이 이루어졌다. 1983∼1987년 동안의 2단계 연구에서는 화

강암의 지하 수리 연구와 균열망에서의 핵종이동, 지하수의 화학  특성, 균열망의 

악기법 개발, 벤토나이트를 이용한  등에서 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1986∼

1992년 동안의 3단계 연구에서는 손상되지 않은 화강암체에서 과거에 얻은 경험들

을 용, 수학  모델과 장 측정값을 비교, 재로서 벤토나이트와 시멘트에 

한 추가 연구가 있었으며 1992년에 운 이 종료되었다.

(2) Äspö HRL (스웨덴)

스웨덴의 SKB(Swedish Nuclear Fuel and Waste Management Co.)는 Stripa 

로젝트의 후속사업으로 CLAB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이 있는 오스카샴 Äspö 

섬에서 부지 실측조사를 한 새로운 로젝트를 1980년 말부터 구상하여 1990년  

반에는 본격 으로 진행하 다. 1992년부터 수직터  공사가 착수되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지하 램 (ramp) 공사가 함께 추진되었다. 1994년 진입터 이 최종 목표

인 지하 450 m에 도달하 다. 이 지하시설물의 총길이는 약 3,600 m로서 마지막 

400 m는 TBM(Tunnel Boring Machine)을 사용하여 직경 5 m의 터 을 굴착하

다. 그림 3.6.3에 Äspö HRL의 개 도  실험시설들의 치를 나타내었다[3.6.14].

Äspö에서는 주로 캐나다, 핀란드, 랑스, 독일, 일본, 스 스, 국 등 7개 국가

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Äspö에서 수행되는 주요한 연구로는 지하수 유동 모

델링, 모암에서 발생하는 손상과 공동의 뒷채움  기법의 실증, 처분공의 굴착 

 용기 거치와 회수, 처분용기의 수명과 련되는 지하수의 화학  조성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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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등 인공방벽  천연방벽에 한 매우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3.6.5]. 

스웨덴에서는 2002년 에 Forsmark(Östhammar 지역)와 Simpevarp/Laxemar 

(Oskarshamm 지역)에 한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장을 한 부지조사를 착수하

여 2007년 부지조사를 마무리하 으며, 2009년에 포스마크를 최종 구 처분장 부

지로 확정하 다. 2010년에 최종처분장 건설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2011년 말

에 건설에 착수하여 2020년부터 상용 처분장 운 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6.3. 스웨덴 Äspö URL 개념도  연구시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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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iteshell URL (캐나다)

캐나다 AECL(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는 마니토바주 니펙시 북동

쪽 120 km 지  Whiteshell 연구지역에 그림 3.6.4와 같은 지하처분연구시설을 건

설하 다. 이 지하처분연구시설은 화강섬록암반에 치하는데 지하처분연구시설 건

설을 해 1980년부터 부지평가가 실시되었으며 1983년부터 시작된 지하 시설 건설

은 1990년에 완료되었다. 심도 240 m와 420 m에 연구를 한 터 들이 굴착되었으

며 130 m와 300 m에 shaft station이 설치되었다.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운 은 1989

년부터 실시되었으며 미국, 일본, 스 스, 독일 등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가 수행

되었다.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수행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3.6.15].

수리실험: 쇄암에서의 용질 이동 실험, 굴착 향지역 실험, in-situ 확산실험

역학시험: 원형터  주 에서 괴확장, 완충재/용기 시험, 열-수리 시험, 

isothermal 실험, 그라우 , 굴착 향지역에서의 투수계수, 가열 상태에서의 

괴시험, 터  안정성 연구, 터  

지응력 측정: 수압 쇄, overcoring, 역해석

장기 암석강도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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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 캐나다 Whiteshell URL의 모식도  장실험 치들.

(4) ESF (미국)

미국에서는 Yucca Mt. 처분후보부지에 ESF(Exploratory Studies Facility)를 건

설하기 해 1993년 발 공법으로 입구에서 60 m의 터 을 굴착하 으며 1994년부

터 TBM 굴착을 시작하여 1997년 4월 ESF 건설을 완료하 다(그림 3.6.5 참조). 이 

시설은 상용 처분시설 건설인허가용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성격이며, 처분터 들은 

지하 약 300 m 불포화 응회암(tuff)에 치하게 되며 수층은 이보다 약 100 m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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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래에 분포하게 된다. ESF에서는 부지특성 조사를 해 암반자료 분석, 매질시

료분석, 그리고 지하수 유동에 한 지표조사와 심부 지질환경 등을 포함한 지하 

시험, 그리고 암반과 유체  기체 시료 등 지하에서 얻어진 여러 시료를 지하 실

험실에서의 분석 등이 실시되었으며 재는 갱도(drift) 규모의 장 열시험이 진행 

에 있다[3.6.5].

그림 3.6.5. 미국 Yucca Mt.의 Exploratory Studies Facility.

(5) Mizunami  Horonobe URL(일본)

일본 JAEA(Japan Atomic Energy Agency)는 미주나미(Mizunami)와 호로노베

(Horonobe) 두 곳에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1995년 발표된 미주나미 

지하실증시설 계획에서는 화강암반에 6 m 직경의 수직갱을 지하 1,000 m까지 굴착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3.6.16]. 이 게 만들어진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20년에 걸쳐 

조사단계, 건설단계, 운 단계별로 지구과학분야의 다양한 연구가 계획되어 있다. 

조사단계에서는 심부 시추공에서 지질구조, 수리지질, 지구화학에 한 연구가 주로 



- 360 -

수행될 계획으로 있다[3.6.17]. 재 1,000 m 시추공 4개소에서 시추조사를 하 으며 

이들 시추공에서 수리시험, 지하수 채취, 지응력측정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1500 

m 까지 연장하는 조사․연구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그림 3.6.6 참조).

건설단계에서는 암석역학, 지질학, 수리지질학, 지구화학 연구들이 포함될 것이

며 수직갱에서 뻗어나가는 수평터 을 통해 쇄 (fracture zone)와 같은 지질구조

의 조사가 실시된다. 한 조사단계에서 상되었던 상들에 한 검증이 실시되

며 이에 따라 련 연구들이 조정될 것이다. 운 단계에서는 주로 운반, 암석역학, 

지진활동, 공학  기법들에 한 내용의 연구가 수행될 계획으로 있다. 암석역학  

측면에서 뿐 아니라 수리 , 지구화학  에서 굴착 향지역이 연구되며 필요시 

굴착 향지역의 쇄 방안에 한 연구가 수행될 것이다. 그 외에도 지응력 측정

과 심부에서의 괴 상 규명에 한 연구가 수행될 것이다. 2009년 12월 25일 

재 주갱도는 419 m, 환기갱도는 440 m 정도 굴착이 진행되었다.

그림 3.6.6. 일본 미주나미 URL 시설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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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홋가이도 북부 호로노베에 계획 인 지하 500 m 퇴 암에 설치되는 호

로노베 지하처분연구시설의 개요도를 그림 3.6.7에 나타내었다. 이 URL은 2000년도

에 정부로부터 건설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 으며, HURC(Horonobe 

Underground Research Center)가 이 시설의 건설  연구를 주 하고 있다. 이 

URL은 20년 계획으로 3단계로 나 어 건설공사와 연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할 계획

이다[3.6.16].

Phase 1: 지표면 조사(6년)

Phase 2: 심부지하 조사  건설(6년)

Phase 3: 지하시설을 이용한 연구(9∼12년)

2009년 11월 재 약 200 m 정도 굴착이 진행되었다.

그림 3.6.7. 일본 호로노베 URL 시설 개요도.

(6) Asse 암염 (독일)

독일에서는 1960년   심지층 처분에 합한 지층선택을 한 연구가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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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965년에 Asse 암염 을 매입하여 1967년부터 1978년에 걸쳐 실증시설과 

폐기물 처분시설로 활용되었다(그림 3.6.8 참조). 1967년부터 1978년에 걸쳐 연

구를 해 124,500 드럼의 폐기물과 1,300 드럼의 폐기물이 거치 되었

으며 그 후에는 방사성폐기물을 사용하지 않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sse 암염  

내 지하 실증시설은 30년 동안 독일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연구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 다. 그 동안 이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는 폐기물의 취 과 처분기술의 개발

과 함께 열과 방사능 조건에 따른 암염의 거동에 한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

다. 이 지하시설에서 열을 받은 암염의 거동연구가 2000년에 수행되었다.

그림 3.6.8. 독일 Asse 암염  사진

(7) Mont Terri(스 스)

토층에 건설된 Mont Terri 지하처분연구시설은 실제로 동일한 매질내에 고

폐기물 처분이 실시될 경우에 비하여 수리지질학 , 지화학 , 암반 역학 인 

특성을 조사하기 해 설치되었다. 터 은 300 m 깊이의 암반에 치하여 터 의 

높이는 4.6 m, 넓이는 4.5 m로서 발 에 의해 굴착되었다(그림 3.6.9 참조). 1996∼

1997년 동안에는 합한 굴착기술과 측정방법에 한 단순한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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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층에 한 특성 규명이 이루어졌다. 1997∼1999년에는 인  터 의 굴착에 따

른 토층의 변화를 찰하는 실험이 수행되었다.

한 처분장의 안 성 평가를 한 암반의 특성연구를 해, 단층 나 단열내의 

지하수 조성이나 정체 공극수에서의 확산 등 지하수 유동  핵종 이동에 한 주

된 메커니즘, 공극율, 확산계수  물조성과 같은 인자들이 규명되었다. 처분장 

건설이 암반에 미치는 향 연구를 해 굴착 향지역에서의 수리 도도, 굴착 향

지역의 self-healing 상이 토질 물의 팽윤에 의한 것인지 시간 의존 인 변형

거동(creep)에 의한 것인지 등이 연구되었으며 토의 열  특성  열에 의한 변화

와 같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3.6.5].

그림 3.6.9. 스 스 Mont Terri URL 개요도.

(8) Grimsel Test Site(스 스)

Grimsel Test Site(GTS)는 스 스 알 스 산맥의 해발 1,730 m의 지표면에서 

약 450 m 깊이의 결정질 화강암반에 치한다(그림 3.6.10 참조). GTS는 3억년 

에 마그마로부터 형성된 지층(12∼13 km)에 치하며, 화강암반은 2억년 동안은 안

정 이었지만(그림 3.6.11 참조) 4천만년에 변형이 있었던 지질학  역사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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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재도 매년 0.5∼0.8 mm 정도의 융기가 진행되고 있다[3.6.18].

GTS는 지역 수력발  회사인 Kraftwerke Oberhasli AG(KWO)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건설된 지하 처분 연구 시설로 직경 3.5 m의 TBM으로 굴착되었다. 이 

시설에서는 1983년부터 처분장의 설계와 여러 가지 장실험 결과의 해석에 련된 

연구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처분장의 건설  운  시에는 필요한 경험 습득  

처분장의 안 성에 련된 물리   화학 인 과정을 조사하기 한 연구들이 수

행되었다. 이 지하실증시설에서의 연구에는 독일, 랑스, 일본, 스웨덴, 스페인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하 다.

그림 3.6.10. 스 스 Grimsel Test Site 개요도.

그림 3.6.11. GTS의 지질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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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운 을 시작한 이후로 GTS에서는 매우 요하고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

되어져 왔다. 각 단계별로 주요 수행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단계(1983∼1990): 16개 과제를 심으로 포  조사 연구

3단계(1990∼1993): 수력학 , 지구화학 , 물리  상 연구

4단계(1994∼1996): 안 성 평가에 요한 연구

5단계(1996∼2004): 처분개념의 실증  부지 특성 조사 연구

6단계(2004∼2013): 고 폐기물 처분장에 타당한 조건에서 처분개념 연구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수행된 지난 5단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다[3.6.19].

FEBEX II : bentonite 인공방벽 Engineering  실험

GAM(Gas Migration in shear zone)

GMT(Gas Migration Test in the interface): 부식  미생물에 의한 기체발생

과 two phase flow

HPF(Hyper-alkarine Plume in Fractured Rocks): Repository cement의 알카

리성분이 핵종거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로 Jordan high alkarine 역에

한 Natural Analogue와 병행

CRR(Colloid and Radionuclide Retardation): 독일 INE 주도, 콜로이드 이동 

요성 부각

EFP(Effective Field Parameters): Hydrology and Rn migration

FOM(Fiber Optic Measurement): Repository monitoring과 련해 측정장비 

개발  장기간 안정성 확보방안

그리고 2004년부터 정식으로 시작된 6단계(2004∼2013)에서는 다음과 같은 로

젝트들이 수행되고 있다[3.6.20]. 그리고 GTS에서 수행 인 로젝트들의 치를 그

림 3.6.12에 도시하여 나타내었다.

LCS(Long-Term Cement Studies): 심지층 처분환경에서 그라우  물질의 장

단기  거동특성을 이해하기 한 연구

FEBEXe(Full-scale Engineering Barrier Experiment-extension): 고 폐기

물 처분장 완충재의 열-수리-역학-화학  과정들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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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RED Module #4(Low pH Shotcrete Technology): 콘크리트로 처분터 을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TEM(Test and Evaluation of Monitoring technologies at GTS): 장실험에

서 측정되는 신호를 원격  무선으로 기록하는 기술 개발

C-FRS(CRIEPI Fractured Rock Studies): 일본 앙 력연구소(CRIEPI)에서 

수행하는 균열암반에서 용질이동  균열특성 조사 실험

FUNMIG(Laboratory and in-situ investigations on radionuclide migration in 

crystalline host rock): EU 연구 일환으로 수행 인 로젝트 핵종이동에 한 

연구

LTD(Long-Term Diffusion): 핵종의 암반확산 장기 실증실험

CFM(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암반과 완충재 경계에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발생  이동, 핵종이동에 미치는 향을 장기 실증하는 연구

그림 3.6.12. GTS의 주요 연구 시설 치.

(9) Onkalo URL(핀란드)

핀란드에서는 결정질 암반의 특성을 규명하고 처분장 선설에 따른 기술을 실증

하기 한 지하처분연구시설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핀란드는 이미 스웨덴의 Str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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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Äspö 로젝트와 같은 해외 지하처분시설 로젝트에 기부터 극 으로 참

여하여 지하수 유동 모델링 연구, 실험장비 개발  용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

으며 이와 병행하여 1990년  부터는 올킬루오토에 치한  방사성폐

기물 처분장 내에 사용후핵연료 처분공을 모사하기 해 지하 50 m에 폭 7 m 길

이 50 m 규모의 소규모 연구 터  로젝트를 추진하여 사용후핵연료 처분공 굴착

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실증하는 연구를 마쳤다.

핀란드에서는 2001년 5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올킬루오토에 건설하는 것에 

해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상용 처분시설건설 인허가 목 의 지하처

분연구시설을 건설할 목 으로 2003∼2004년 상세 지질조사를 수행하 으며, 2006

년도엔 처분심도에서의 조사를 실시하 다[3.6.21]. 최근 2009년 3월 12일 핀란드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자인 Posiva는 Lovisa 원자력발 소 3호기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에 한 원칙결정(Decision-in-Principle)을 정부에 신청하

다. 따라서 올킬루오토 처분장에 처분될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기존의 9,000 톤에서 

12,000 톤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핀란드의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의 주요 일정은 

2012년에 처분장 건설 인허가를 신청하여 2020년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착수할 

정이다[3.6.22].

재 올킬루오토 암반에 굴착 인 온칼로(ONKALO) URL은 2004년 6월에 착

수하여 2009년 12월 18일 재 383 m 심도에 4,018 m 까지 굴착되었다(그림 3.6.13 

참조). 최종 처분 깊이인 420 m에는 2010년 반에 도달할 정이다. 420 m 처분심

도에서는 최종 처분시설의 굴착기술과 방법의 용성 등이 조사될 정이다. 아울

러 처분 터 의 요구사항이나 요 항목들을 시험하고 검증하기 한 터 들이 추

가로 굴착될 정이다. 계획된 굴착들은 2011년 말에 완료될 정이고, 최종 깊이는 

437 m에 도달할 것으로 상된다[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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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3. 핀란드 Onkalo URL 개요도.

(10) HADES URL(벨기에)

벨기에 북동쪽의 Mol-Dessel 원 부지에 범 하게 분포된 토층이 조사 

상으로 선정되어 1974년부터는 정부로부터, 그리고 1976년부터는 

CEC(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유럽공동체 원회)로부터 자 지

원을 받아서 벨기에 북동쪽에 치한 Mol-Dessel 원  부지에 범 하게 분포된 

신생  3기층의 Boom Clay 내 230 m 깊이에 HADES(High Activity Disposal 

Experimental Site) URL을 건설하 다(그림 3.6.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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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4. 벨기에 Mol URL의 개요도  내부사진.

이 지하연구시설은 토층 230 m 깊이에 지하결빙공법(Ground-freezing 

technique)으로 건설되었으며, 1983년부터 시작된 연구에서는 처분모암으로서의 

토층의 원 치특성에 한 연구들이 있었다. 1987년에는 동결시키지 않은 토층에 

새로운 실험용 터 을 굴착하여 실험을 수행하기 시작하 고, 이를 통해 동결굴착

법을 쓰지 않고도 규모 처분장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 장 

부식 실험, 터  건설에 따른 수력학  특성 변화, 토 기반의 뒷채움재 용성, 

토층 내 핵종 이동 특성실험 등이 수행되었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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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Bure URL( 랑스)

랑스에서는 랑스 동부지역의 Bure에 있는 1억6천만년 에 퇴 된 토층

(Callovo-Oxfordian formation) 지하 490 m에 지하처분연구시설을 건설하기 해 

2002년에 직경 6 m의 수직터 을 천공 발  기법으로 굴착하 다[3.6.23]. 지하 445 

m에는 소규모의 수평터 을 굴착, 실험 수행  측공을 시추하게 되며 490m 깊

이에는 비 처분개념에서 고려 인 처분터  크기의 1/2, 1/6 크기인 4 m 직경의 

원형터 이 건설될 정이다(그림 3.6.15 참조).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는 (1) 수리측

정,  (2) 수직터  조사, (3) 지하수 샘 링, (4) 추 자시험(tracer test), (5) 토층

의 수리-역학  거동, (6) 열시험(thermal test), (7) 굴착 향지역 조사 등이 실시되

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2005년 종합보고서로 작성되었다.

그림 3.6.15. 랑스 Bure URL 개요도  내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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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용  인허가용 지하처분연구시설의 비교

일반 으로 지하처분연구시설에는 처분장 부지로 상되는 부지특성을 가진 지

역에 건설한 시험시설로 처분장의 건설  운 을 실증하고 시험하기 한 방법  

기술개발에 을 맞추고 있는 연구용 지하처분 연구시설(Site specific 지하처분연

구시설)의 두 종류가 있다. 표 3.6.4는 이 두 종류의 지하처분연구시설을 비교 요약

한 것이다.

연구용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는 지하구조물 건설기술, 모델시험, 측정기술과 같

은 일반 인 경험과 처분장 모암으로 고려되고 있는 암반에 한 이해  정보획득

을 한 목 으로 건설된다. 연구용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종류는 처분장 개발 로

그램의 단계에 따라 결정되는데 스 스의 경우 부지나 모암이 선정되기 이 에 

GTS에 한 일반 인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그 후 20년 동안 국제 공동연구에서 핵

심 인 역할을 했다. 반면 Mont Terri의 경우, 토층이 모암 후보로 고려되면서 

조사가 실시되었다. 지하처분연구시설의 건설을 해서는 지하구조물의 굴착, 건설, 

유지와 련된 간 시설에 한 막 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NEA 가입국가 

부분은 지하처분연구시설을 기존의 산이나 터 을 연장, 확장하는 개념으로 건

설하고 있다. 기존의 지하구조물을 이용할 경우 기 굴착  간  시설의 이용 측

면에서 유리하며 인허가 측면에서도 신규 부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용이하다. 표 

3.6.5는 NEA 국가가 기존의 지하구조물을 이용해서 지하처분시설을 건설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지하구조물을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용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처분장 

모암으로 고려 인 암반에 설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굴착, 건설에 따른 모든 비용

의 지출이 추가 으로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건설  상태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는 장 이 있다. 표 3.6.6은 지하처분연구시설 목 으로 새로이 건설된 연구용 지하

처분연구시설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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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지하처분연구시설 인허가용 지하처분연구시설

특징

상 처분장과 동일한/유사한 부지특성을 가진 지

역에 건설한 시험시설로 처분장의 건설  운 을 

실증하고 시험하기 한 방법  기술개발에 

을 맞추고 있음

실제 처분장 부지가 아니므로 기반암이 손상되는 

시험(invasive test)까지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얻

은 데이터를 실제 부지에 용하는 데는 부지특성

의 변환과정이 요구됨

처분장의 후보부지 는 그 부근에 건설한 시

험시설로 부지특성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주요 

목 이 있음

실제 처분장이 건설될 부지로 주 환경  기

반암이 손상되는 시험을 할 수 없는 제약조건

이 있음

목

처분개념 개발

특성평가  감시를 한 시험방법

near field 거동을 나타내는 묘사 이고 개념 인 

모델과 수치 인 모델간의 연결기법 개발

시추공(기본 으로 1D)에서 측정 자료의 특성평가 

인자들과 지하처분연구시설(2D  3D)에서 측정

된 것들과의 연결 기법 개발

측정된 특성 인자들의 변화에 따른 암반 성능의 

민감도에 한 이해도 증진

건설 컴포 트  건설 기법의 개발과 시험

실제조건에서 처분시스템의 컴포 트들을 시험

처분  운 상의 선택사항들에 한 시험

기술 인 신뢰도 구축

상용 규모의 실증과 개발

국가 이고 다  훈련을 한 의 구축

경험  노하우 보

국제공동연구 진

부지의 평가  확정(confirmation)

처분장에 바로 인 한 지질환경(geosphere)의 

특성평가

암반 블록 크기의 성 확인과 상 세 설계 

 처분장 배치

추가 인 장 데이터 수집  모델들의 평가

모델에서 고 의 보수성 제거

규제 목 으로 처분장의 near filed 응답을 감시

처분 기술  기법(최근의 시험  해석 기법을 

유지보완)의 실증

운  측면에서 상세 설계  시험

공공의 신뢰도 구축

다소의 환경 향평가 문제  악

처분장 건설  지상에서 수행한 조사의 지속

처분장 설계  설계의 유연성 시험

수행

업무

특성 

 

제약

조건

필히 연구를 기본으로 하는 로그램일 것

특성평가 기법  R&D의 트 이님을 한 기회

건설기법들 간의 실증에 한 선택 허용

시험 기법들의 개발

일반 D/B 개발

특성화  R&D를 한 간 인 방법 허용

안 성 평가 모델 시험

감시 략 시험

Baseline conditions을 확정하고 건설  지질환

경 감시 시스템을 치시킴

처분장 개념과 다른 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된 

URF의 건설

모암의 특성 평가

모암의 특성 련 데이터 수집

모암의 교란을 최소화

인허가를 한 안 성 평가 요구조건을 특성

으로 연결하는 로그램

필히 비-연구 인 로그램일 것

설계

에 

고려

할 

요소

1차 으로 연구시설임

과학 으로 흥미가 있고 모델링이 가능한 부지 선

정

과학 인 개발이 강조됨

방법론이 개발하고 시험하는데 필요한 내용

지상에서 수행하는 R&D로부터 얻을 수 없는 일

반 데이터를 얻는데 필요한 것들

아이디어  개념에 한 의견교환  실증을 하

는데 아주 유용

처분장 후보부지가 아닌 지역

실제 부지의 처분시스템

지질환경 교란을 최소화

엄격한 품질보증 로그램

처분장 개념에 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한정

된 건설

지상에서 수행한 조사에 한 불확실성을 최소

화하기 해 설계된 과학 인 로그램

상세 설계  인허가 된 안 성평가와 련된 

데이터 수집

실제 규모로 실증하고 처분기법을 최 화함

표 3.6.4. 연구용과 인허가용 지하처분시설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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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처분연구시설 모암 종류 치  심도 참여국가

Asse mine 암염
독일

(490 m, 800 m, 950 m)
랑스, 네델란드, 스페인

Tono 퇴 암 일본 스 스

Kamaishi 화강암 일본 스 스

Stripa mine 화강암 스웨덴(360∼410 m)
캐나다, 핀란드, 일본, 

스페인, 스 스, 국, 미국

Grimsel test site 화강암 스 스(450 m)
Czech Rep., 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덴, 미국

Mt. Terri 토층 스 스(400 m)
벨기에, 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Olkiluoto

연구터
화강암 핀란드(60∼100 m) 스웨덴

Climax 화강암 미국(420 m)

G-tunnel 응회암 미국(> 300 m)

Amelie 암염 랑스

Fanay-Augeres 화강암 랑스

Tournemire 퇴  토 랑스(250 m) 독일

표 3.6.5. 기존의 지하공간을 활용한 연구용 지하처분연구시설

지하처분연구시설 모암 종류 치  심도 참여국가

High-Axtivity Disposal 

Experiment site 

Underground Research 

Facility (HADES-URF)

Boom clay
벨기에

(230 m)

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Whiteshell 화강암
캐나다

(240∼420 m)

랑스, 헝가리, 일본, 

스웨덴, 국, 미국

Mizunami 화강암 일본 스 스

Horonobe 퇴 암 일본

Äspö Hard Rock Lab. 화강암
스웨덴

(200∼450 m)

캐나다, 핀란드, 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스 스, 국, 미국

Busted Butte 응회암
미국

(100 m)

표 3.6.6. 처분 연구를 목 으로 건설된 연구용 지하처분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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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후보지가 정해지면 인허가용 지하처분연구시설이 추진되어 부지에서의 정

보  경험 획득에 사용될 수 있다. 지하처분연구시설은 상 처분 장내나 인근에 

건설된다. 이때 건설된 수직터 은 처분장의 주 근 통로 는 보조 근 통로로

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지하처분시설은 모암의 합성 확인, 부지를 고려한 처

분장 설계, 부지 조선에서의 다양한 기술의 시연과 같은 목 으로 활용된다. 인허가

용 지하처분연구시설의 경우 향후 처분장의 안 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가 있다. 표 3.6.7은 인허가용 지하처분 연구시설을 보여 다.

결론 으로, 어떤 형태의 지하처분연구시설이 추진되건 지하처분연구시설은 처

분장 로그램에서 주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지하처분연구시설 건설비의 경우 1억

불 규모 이상으로 일단 시작이 되면 처분 로그램의 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처분 연구 단계에서 가장 한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선정,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 지하처분연구시설의 건설은 고비용에 많은 시간이 소

요되기 때문에 국제 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 국제 력을 통한 경험  지식

의 공유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보다 양질의 연구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지하처분연구시설 모암 종류 치  심도 참여국가

ONKALO 화강암 핀란드(500 m)

Meuse/Haute Marne 셰일 랑스(450∼500 m) 일본

Gorleben 암염돔 독일(> 900 m)

Konrad 석회암 독일(800 m)

Morsleben 암염돔 독일(> 525 m)

Mecsek Mountain 토층 헝가리(1,000 m)

WIPP 암염 미국(655 m)

벨기에, 캐나다, 

랑스, 독일, 일본, 

스웨덴, 국

ESF(Yucca Mt.) 응회암 미국(300 m)

표 3.6.7. 인허가용 지하처분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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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종  콜로이드 이동 련 국제공동연구 참여 타당성 분석

가.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

고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지하 심부 지층에 건설하기 해 다양한 기술 개발과 처

분장 운 방안에 한 실증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된 시설

로서 지하연구시설(URL 는 URF)을 운 하거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연구

시설에서는 고 폐기물 처분장의 주요 구성요소인 공학 방벽  천연방벽의 성

능과 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처분장의 건설, 운   폐쇄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실증시험을 수행한다[3.6.24]. 실제 처분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수행된 다

양한 실증시험에서 얻어진 각종 실험 결과들은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안 성

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주민들로부터 처분장 건설  운 에 한 신뢰성을 확보

하는데 매우 요하다. 지하연구시설은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부지조사, 시

험, 기술개발, 그리고 실증 등의 순서로 수행되며, 실제 규모의 URL 건설, 운 에는 

통상 20년 정도의 기간이 요구된다[3.6.24].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6년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 한국형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KRS)의 장실증  다양한 처분기술의 확보를 한 소규모 지

하연구시설인 KURT가 건설되었다[3.6.2, 3.6.25]. 2003년부터 건설계획  설계를 

시작하여 시설의 설계와 련 인허가 작업을 2004년에 완료하 으며, 2005년 1단계 

건설공사가 착수되어 2006년 후반부터 실험장비를 설치하 고, 2007년도부터 본격

인 연구를 시작하 다. 그러나 KURT는 지하 약 100 m 수 으로 비교  심도가 

낮고, 방사성 물질을 이용할 수 없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실제 처분장 수 의 

URL을 국내에 당장 건설하기는 부지와 산확보 등 상당한 어려움이 상된다. 따

라서 이러한 문제 들을 극복하고 효과 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해서는 해외

의 지하연구시설에서 수행하는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필요한 연구를 수행할 필

요가 있다[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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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지하연구시설들 에서도 스웨덴의 Äspö와 스 스의 GTS에서는 방사

성핵종을 사용할 수 있는 실험시설로서 화강암을 모암으로 하고 있고, 재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시설이고, 한국 실정과 가장 부합되는 연구내용들

을 가지고 있어 핵종  콜로이드에 한 국제공동연구를 하기에 가장 합한 지하

연구시설이기에 이들 시설에서 수행 인 로젝트들에 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

았다.

나. 스웨덴의 Äspö HRL

스웨덴 SKB에서 운 인 Äspö HRL는 1995년에 완공한 사용후핵연료(S/F) 

처분을 한 연구시설로 그림 3.6.16와 같이 지하 500 m 깊이로 동굴을 굴착하여 

실제처분과 유사한 조건에서 각종 실험 수행하고 있다. 재 방사성핵종을 사용해

서 실험할 수 있는 최상의 URL로서 선진 9개국이 공동연구형태로 다양한 방면에 

참여 이며 연구항목은 다음과 같다[3.6.14].

그림 3.6.16. Äspö HRL의 시험내용  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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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차원 추 자 이동실험(Tracer Retention Understanding 

Experiments, TRUE)

그림 3.6.16에 보이는 500 m 심도 실험시설 내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시추를 하

여, 암반균열분포를 종합 으로 한 다음, 서로 연결된 이동통로를 설정해 한 시추공

에서 추 자를 주입하여 이동하는 양태를 다공(Multipole)에서 계속 찰하여 3차원 

흐름장(flow field)에서 수리 도도(K)와  방사성핵종 이동을  악하는 실험이다. 

장 이동실험 장치는 그림 3.6.17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 TRUE 실험의 치  실

험 범 를 그림 3.6.18에 나타내었다.

이 로젝트는 3 분야로 나 어 여러 기 에서 공동연구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데, 실험실에서 암반물성, 기  입력인자값 측정 등을 수행하는 , 장에서 핵종

이동 실험을 수행하는 , 실험을 해석하고 측하기 한 이동모델을 개발하는 

으로 분반해서 연구하고 있으며, 스웨덴 SKB 주도하에 핀란드 Posiva, 랑스 

Andra, 일본 JNC와 같은 기 들이 참여하고 있다. 1단계 연구(TRUE-1, 1996∼

2002)를 거쳐, 2단계 연구(BS2, True Block Scale Continuation Project)가 진행되어 

2007년에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었다[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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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7. 수착성 용질을 이용한 TRUE Block Scale 실험 장치의 추 자 

주입장치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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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8. TRUE 실험의 치  실험 범 의 정의.

(2) 장기 암반매질내 확산실험(Long Term Diffusion Experiment, LTDE)

오염물질들이 암반균열 내를 이동할 때, 일부는 암반매질내로 확산해 들어가게 

된다. 확산량은 암반의 공극(pore)에 크게 좌우되는데 심부결정질암반의 경우 개 

0.003 수 이다. 1 m3 부피 암반에서 오염물질이 공극을 통해 확산해 들어간다면 약 

3 L의 물질이 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염물질이 암반표면에 수착하지 않더라도 

확산만으로도 상당한 수 으로 이동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확산에 해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요하다. 실험은 그림 3.6.19에서 보이는 것처럼 암반균열이 없는 

면에 시추를 하고 그 시추공 안에 추 자를 집어넣고 장기간 확산과정이 일어나게 

한다. 그 후, 정해진 시간에 시추공 주변을 크게 추출하여 추 자들이 확산한 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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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여, 확산 깊이와 확산계수를 구하는 실험이다[3.6.6, 3.6.27].

그림 3.6.19. 장기간 암반내 확산실험을 한 시추 모습.

(3) 핵종이동 미시  측정실험(Radionuclide Retention Experiments with 

CHEMLAB)

스웨덴 Äspö HRL에서 수행한 실험으로 균열을 포함한 약 20 cm 크기 암석을 

채취/가공하여 이동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장시추공에 다시 삽입한 다음 장 조

건에서 주로 악틴족 핵종들을 상으로 CHEMLAB 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3.6.7]. 

그림 3.6.20에 보이는 특별한 실험시스템을 이용하여 핵종과 암반 균열 표면과의 상

호작용에 한 미시  찰, 회분식으로 구한 수착  이동자료의 검증 등에 해 

가치 있는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 실험은 스웨덴 SKB와 독일 INE 

(Institut für Nukleare Entsorgung)가 공동으로 수행하 는데, 한국(KAERI)도 일부 

연구 분석에 참여하여 실험결과 해석에 일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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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0. CHEMLAB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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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콜로이드 이동실험(Colloid Project)

스웨덴 Äspö HRL에서 수행한 실험으로 그림 3.6.21에 개략 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2.5 m 구간 간격으로 시추공을 뚫고 지하수가 이동하는 암반 균열 를 찾아

서 이공실험(dipole test)으로 콜로이드의 이동성과 안정성을 찰하는 실험인데, 콜

로이드 물질로는 심부 지하 조건에서 생성되는 유기물, 미생물들과 핵종 착화물들 

뿐만 아니라 지하 처분 시 인공방벽으로 사용할 정인 벤토나이트도 포함한다

[3.6.27]. 벤토나이트는 장기간 지하수에 하는 동안 극미세 입자로 유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성핵종들이 이 입자들에 수착하여 장거리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

므로 이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림 3.6.21. 콜로이드 이동 실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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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 스의 GTS

그동안 GTS에서는 매우 요하고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핵종  

콜로이드 이동과 련된 주요 연구항목은 다음과 같다[3.6.18, 3.6.19].

CRR(Colloid and Radionuclide Retardation): 지난 GTS 5단계 연구에서 수행

된 로젝트로 독일 INE 주도로 수행된 벤토나이트 완충재와 암반단열 경계

에서의 핵종  콜로이드 이동 장실험으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발생과 

요성이 부각된 연구이다.

EFP(Effective Field Parameters): GTS 5단계 연구에서 수행된 로젝트로 

장 실험으로부터 지하수의 수력학  유동  핵종 이동과 련된 변수들을 구

하는 방법론에 한 연구이다.

C-FRS(CRIEPI Fractured Rock Studies): GTS 6단계에서 수행하도 있는 

로젝트로 일본 앙 력연구소(CRIEPI)에서 수행하는 균열암반에서 용질이동 

 균열특성을 조사하기 한 실험이다.

FUNMIG(Fundamental Processes of Radionuclide Migration) Project: EU 

Framework의 일환으로 수행된 로젝트로 연구내용  일부를 FEBEX 장치

를 활용하여 핵종이동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LTD(Long-Term Diffusion): GTS 6단계에서 수행하도 있는 로젝트로 핵종

의 암반확산 장기 실증실험으로 장 2단계 연구를 수행 이다. 자연유사연구

와 연계한 연구도 수행 이다.

CFM(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GTS 5단계에서 수행된 CRR 로젝

트의 후속 로젝트로 암반과 완충재 경계에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발생 

 이동, 핵종이동에 미치는 향을 장기 실증하는 연구로 재 2단계 연구가 

진행 이며, KAERI도 2008년도부터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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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FM(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로젝트

스 스 GTS에서 수행하고 있는 CFM 로젝트는 벤토나이트에 기 한 공학

방벽인 압축된 벤토나이트 완충재로부터 콜로이드 발생을 연구하고, 발생된 콜로이

드가 이류흐름 조건에서 균열 암반에서 방사성핵종 이동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해 타당한 처분장 조건  GTS의 자연  지하수 유속 조건에서 장

기  장실험이 수행될 것이다. 로젝트의 장실험 부분에 한 특별한 타당성

은 실험 치선정 과정과 장기 장 추 자 시험을 한 경계조건들을 정의하는 것

이다. 한 이 로젝트는 지 에서 콜로이드에 의해 가속화된 핵종이동에 한 성

능평가에 사용될 컴퓨터 코드들과 D/B들을 검증  개선하려는 의도로 수행되고 

있다. 아울러 CFM 로젝트는 다양한 장  실험실  연구들을 통해 방사성핵종

의 화학종 규명과 련해서 핵종과 콜로이드의 상호작용 같은 지화학  문제를 조

사하는 목 도 가지고 있다[3.6.18].

재 진행 인 CFM 로젝트는 1단계(2004∼2007) 연구를 거쳐 재 2단계

(2008∼2013) 연구를 수행 이며, KAERI에서도 2단계부터 CFM 로젝트에 참여

하고 있다[3.6.13]. 1단계 연구에서는 주로 기 자료 생산과 최종 시험 치 선정, 

시험 치 사  비 활동, 수력학  모델링, 실험실  연구 로그램들의 계획  

착수, 이동모델링의 착수, CFM 로젝트의 계획  진행 등에 한 일들이 주로 

진행되었다. 2단계 연구에서는 1단계 연구를 바탕으로 한 동족체(homologue) 시험, 

실험실  실험  mock-up 시험, 그리고 실제 장실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 터 패커(tunnel packer)가 터  체에 설치되어 시험 이며, 조

만간 동족체 추 자 시험을 수행할 정이다[3.6.20]. 그림 3.6.22에는 CFM 로젝

트의 장실험에 한 개념을 도식 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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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2. CFM 로젝트의 장실험 개요.

(2) LTD(Long-Term Diffusion) 로젝트

스 스 GTS에서 수행하고 있는 장기 암반 확산 장실험인 LTD(Long-Term 

Diffusion) 로젝트는 암반 기공의 가시화(visualization)와 장 암반체 확산

(matrix diffusion)에 한 조사를 목 으로 하는 규모 장기 장 실험이다[3.6.26]. 

암반확산은 균열을 따라 흐르는 용질이 서로 연결된 미세균열 는 기공들을 통해 

주변 암반으로 통하고, 암반체(rock matrix)로 확산 이동하는 과정이다[3.6.28]. 방

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에서 암반체 확산의 요성은 암반체 확산이 이동하는 핵

종들과 하는 암반 표면의 면 을 매우 크게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암반확산이 흐름 경로의 표면으로부터 암반체의 큰 부분까지 핵종들을 

지연시킬 수 있는 체 기공부피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3.6.26].

LTD 로젝트의 1단계(2004∼2008)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실험실  연구, 

측모델링 등이 주로 수행되었고, 장 암반체 확산 정도와 기공형태를 결정하기 

한 많은 기술들이 시험되고 검증되었다. 실제로 LTD의 작업은 크게 다음과 같은 4



- 386 -

개의 작업으로 나 어서 진행되고 있다: 1) 장 확산 단일공(monopole) 실험과 모

델링 작업, 2) 기공 특성 규명을 한 장 시험, 3) 장기 확산 과정들에 한 증거

들을 설명하기 한 자연 추 자 연구(Natural Tracer Study, NTS), 4) 균열의 흐

름 경로  암반체 확산 경로 특성 등을 조사하기 한 연구(Diffusion Processes 

Study, DPS). 재 2단계(2009∼2013) 연구가 착수되어 장 시험공을 굴착하여 확

산 특성을 조사하고 안 성평가 확산 모델을 개선하기 한 연구들을 진행되고 있

다[3.6.27]. 그림 3.6.23은 LTD 로젝트의 장실험에 한 개념  장실험 사진

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6.23. 스 스 GTS의 Long-Term Diffusion(LTD) 로젝트의 실험개요  

실험장치들.

라. 국제공동연구 참여

에서 조사된 해외의 지하시험시설에서의 핵종  콜로이드 이동 련 연구동

향들을 바탕으로 선정된 스웨덴의 Äspö  스 스의 GTS에서의 국제공동 의를 

해 상  연구기   시설들을 방문하여 향후 국제공동연구 참여 가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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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방안 등에 해 의하고 검토하 다. 참여 가능한 국제공동연구 로젝트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일반 인 고려 사항들을 주로 고려하 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08년도부터 참여가능한가?

연구분담 이나 투지 재원에 비해 우리가 얻을 정보나 지식이 충분한가?

연구시설이나 연구담당자의 자질 등이 충분한가?

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떠한가?

향후 국내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들의 비교검증이 가능한가?

우선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해 

국제공동연구 황을 조사․분석하고, 해외 지하연구시설을 방문하고 정보  자료

를 수집하여 국제공동연구 참여 타당성을 분석하 다[3.6.10]. 이러한 타당성 분석 

결과, 스 스 Nagra에서 운  인 GTS가 가장 합한 것을 단되었다.  해외

의 많은 지하연구시설 에서 우리나라에서 처분시설이 치할 잠정 인 암반층으

로 고려되고 있는 화강암 지역에 치한 스 스 Nagra에서 운 인 GTS가 가장 

활발하게 다양한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핵

물질과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실험환경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도부터 CFM 로젝트 2단계 연구가 시작할 정이었기에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기엔 합한 시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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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4.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국제공동연구 참여타당성 분석보고서.

이러한 고려사항을 근거로 스웨덴의 Äspö와 스 스의 GTS에서의 국제공동연

구 참여를 해 진행된 의내용을 아래에 정리하 다.

(1) 스웨덴 Äspö의 국제공동연구 참여

스웨덴 Äspö의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하여 2007년 6월에 스웨덴 SKB의 Äspö 

시설을 방문하여, SKB 측과 Äspö HRL에서의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를 진행하 다.

Äspö HRL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동향 악

KAERI의 처분연구  KURT 련 연구동향 소개

KAERI의 공동연구 의 내용  심분야 등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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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Force, IJC(International Joint Committee)등의 운 , 참여가능성, 동향 

등에 한 의견 교환

상호방문  자메일 등을 통한 SKB와 의를 통해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한 다음과 같은 주요 결론들을 도출하 다.

① Groundwater Flow Task Force의 참여 가능성(Annual Fee: 70,000 SEK 정

도)  운 황, 우리가 얻게 될 이  등에 한 논의한 결과, Task Force는 

해당 분야에 한 운 원회에서 주요 안건  향후 수행 계획을 결정하지

만(SKB는 거의 여 안함) 실험결과  해당 분야의 정보의 공유는 제한 이

다. 그리고 재로는 Task Force의 운 이 활발하지 못한 느낌을 받았다.

② 실질 으로 Äspö에서 수행되는 모든 실험들은 IJC(International Joint 

Committee)에서 결정되는데, ANDRA( 랑스), BMWi(독일), CRIEPI(일본), 

JAEA(일본), NWMO(캐나다), POSIVA(스웨덴) 등이 재 참여하고 있다

(Annual Fee는 약 1,000,000 SEK cash + 2,000,000 SEK in-kind). IJC에 참

여하면 재 진행 인 모든 실험에 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모든 

정보  기술 공유가 가능하다.  매년 5월에 Forum을 개최하여 Äspö의 연

구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연구진행 등에 해 논의  결정하게 된다. Äspö

에서의 포 이고 극 인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해서는 IJC 참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③ 재 KAERI의 황  상항에 해 설명하 고, SKB 측에서 검토 후 

KAERI가 참여가능한 로젝트에 한 제안서를 제출하 다. 2가지 가능한 

참여 형태를 제시하 는데 하나는 “Task Force on Modelling of 

Groundwater Flow and Transport of Solutes”의 참여이고 다른 하나는 IJC

의 참여이다.

④ Äspö Task Force는 균열암반에서의 지하수 유동  용질이동의 개념  수

치  모델링 분야에서의 Äspö HRL 로젝트들을 지원하기 한 포럼 형태

의 조직이다. 특히 Task Force는 로젝트에서의 이러한 작업들을 제안하고, 

검토하고, 평가하고, 기여한다. 그리고 Task Force는 참여국들에게 심있는 

분야들에서 Äspö HR에 한 실험  모델링을 수행하는데 책임있는 주요 연

구자들과 상호 계를 가진다.

⑤ SKB의 Proposal을 받은 이후에 실  문제, 우리의 참여 가능범 , 국제 공

동연구 기참여의 부담감, 연구 산 등을 고려하여 IJT 참여보다는 Task 

Force 참여가 실 이며, 향후 참여를  확 해 가는 것으로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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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Force의 참여는 비록 실제 장실험 등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Task 

Force 운 원회 참석  정보공유 등을 통해 국제 력의 platform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⑥ Task Force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SKB 측의 내부 인 행정 차 

 참여국들의 동의과정이 재 진행 이며, 참여를 한 기본 Agreement를 

체결한 후에 2008년도부터 본격 참여하는 것으로 서로 의하 다.

이러한 상호 의 과정을 거쳐 2008년 6월에 약을 맺고(그림 3.6.25 참조), 

Task force on modeling of GW flow and transport of solutes (Task 7)에 다음과 

같이 참여하 다.

참여기간: 2008. 7. 1∼2009. 6. 30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함)

참여분담 : 약 12,000,000원 (70,000 SEK)

재 핀란드의 Olkiluoto 고 폐기물 처분장을 상으로 한 역 지하수 체

계를 모델링하는 Task 7이 진행 이므로 이에 참여하기로 함

KAERI는 DFN(Discrete Fracture Network) 모델을 이용한 핀란드의 

Olkiluoto의 역 지하수 유동실험 결과 해석에 기여하기로 함

그림 3.6.25. SKB와 KAERI 간의 Äspö 모델링 Task Force 참여 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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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 스 GTS의 국제공동연구 참여

CFM 로젝트 참여를 해 2006년 6월 스 스에서 열린 GTS ISCO Meeting

에 참여하여고, 이 회의에서는 GTS Phase VI Project들의 주요 로젝트들에 한 

연구 진행 상황  결과보고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KAERI는 GTS에서 수행 인 

로젝트  심 있는 분야(CFM 로젝트 등)에 한 의견 제시  공동연구 참

여의 의사 표명을 하 고, 향후 공동연구 참여 추진방안  제반 문제  등에 한 

보다 구체 인 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 다.

이러한 GTS의 방문 의 후에 2007년 11월에 Nagra의 새로운 GTS Manager인 

Dr. Ingo Blechschmidt를 청하여 한국의 GTS 로젝트 참여에 해 폭넓게 논의

하 고, 이 결과 CFM Project까 2008년 5월부터 새로운 2단계 연구를 시작할 정

이므로 KAERI 측이 참여하기엔 가장 합한 시기임을 확인하 다. 아울러 로젝

트의 연구내용, 참여시기, 참여국, 산 등 다각 인 검토를 통해 CFM 로젝트가 

가장 합한 로젝트임을 확인하 다.

Dr. Blechschmidt는 KAERI의 입장을 최 한 반 하여 KAERI가 CFM Project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표명하 다. 그리고 이를 해 KAERI 측이 

CFM 2단계에 참여에 고려해  것을 제안하고 Nagra측이 이를 수용하는 공식 서

한을 서로 교환하 다(그림 3.6.26 참조). Nagra측은 KAERI 측이 CFM 2단계에 무

리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1단계 연구진행의 주요 황  연구내용, 실험 내용 등

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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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6. CFM 로젝트 참여를 해 KAERI-Nagra 간에 주고받은 서신.

그림 3.6.27. CFM 로젝트 참여를 한 상호방문  의.

2008년부터는 KAERI의 CFM 참여를 한 실질 인 문제들(참여 분담   실

험계획 등)에 한 논의들이 진행되었고, CFM 로젝트의 2단계 참여 분담   

참여 기 들에 한 의가 진행되었다(그림 3.6.27 참조). 이러한 의를 거쳐 최종

으로 스 스 Nagra, 스웨덴 SKB, 독일 FZK/INE, 일본 JAEA, 일본 CRIEPI, 한

국 KAERI, 핀란드 Posiva Oy 등 7개 기 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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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참여분담 (Cash contribution)은 각 기  당 매년 85,000 CHF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KAERI는 2008년 11월에 일본 동경 CRIEPI HQ에서 개최된 CFM 

로젝트 트  미 에 참여하 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08년도의 외환사태로 

환율의 격한 증가에 따라 외화 부담 이 무 커지게 되어 결국, 트  미 을 

통해 2008년도의  분담 을 60,000 CHF으로 감면 받게 되었다. 단, 2009년도부

터는 참여 분담 을 액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CFM 로젝트 참여를 한 행정 처리를 해 KAERI는 Nagra와 GTS 로젝

트 참여에 한 Umbrella Agreement를 체결하 다(2008년 11월 10일 최종 서명

함)(그림 3.6.28 참조). 이에 따라 KAERI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지하연구시

설에 한 공식 인 트  자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해외 지하연구시설에

서의 공동연구 참여의 요성을 인정받아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 다(서울경제신문 

9월11일자, 그림 3.6.29 참조).

한 Umbrella Agreement의 체결로 KAERI는 GTS의 ISCO(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 Organization)에 트  자격으로 참여하여 GTS에서 수행 인 

모든 실험내용  산 등에 한 의결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2009년 1월에는 

구체 인 의를 통해 CFM 로젝트 2단계 연구 참여를 한 Experimental 

Agreement를 다음과 체결하여 공동연구 참여를 한 행정 인 차를 마무리 하

다(그림 3.6.30  첨부 1 참조).

2단계 연구 기간: 2008년 1월∼2013년 12월

참여기 : KAERI(한국), Nagra(스 스), CRIEPI(일본), FZK/INE(독일), 

JAEA(일본), SKB(스웨덴), POSIVA Oy(핀란드)

참여분담  : 약 100,000,000원(CHF 85,000/년)

그리고 2009년 4월 15∼1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트  회의에서 한

국원자력연구원의 의견 개진하 으며, 2009년 6월 23∼24일 스 스 Brienz에서 개최

된 제 7차 GTS 운 원회에 공식 트  자격으로 공식 참석하 다. 2010년 에는 

한국에서 CFM 회의를 개최하기로 트 들과 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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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8. Nagra/GTS Phase VI programme 공동연구 약서.



- 395 -

그림 3.6.29. GTS의 CFM 로젝트 참여 련 언론 홍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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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0. Nagra와 KAERI 간의 GTS에서 CFM Phase II 국제공동연구 참여 

약서.

5. CFM 국제공동연구

가. CFM 로젝트 개요

(1) 연구 배경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여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 

부분의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계개념에 있어 방사성폐기물은 속 처분용기

(canister)로 포장되어 지하 수 백 미터에 치하는 지하매질의 처분공에 정치되는

데, 이 때 처분용기와 처분공 벽 사이의 공간은 인공방벽시스템(Engineered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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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EBS)을 구성하는 완충재(buffer) 물질인 토물질로 메워지고, 처분 터

은 뒷채움재(backfill)로 채워지게 된다. 많은 국가들에서  낮은 침투성, 높은 수착

능, 자체 특성, 자연에서의 내구성 등으로 인해 벤토나이트(bentonite) 토가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한 지하처분장의 완충재 물질로 고려되어 왔다

[3.6.29].

처분공에 정치된 고압축된 벤토나이트 블록은 낮은 기 수분 함량(약 10 

wt.%)으로 인해 물과 하게 되는 경우 매우 큰 팽윤능을 가지게 된다. 암반으로

부터의 수분 공 과 압축된 벤토나이트의 팽윤특성은 벤토나이트가 암반의 열린 균

열로 들어가게 만든다. 이것을 보통 침투(intrusion)라고 한다. 그리고 이 게 이동

하는 벤토나이트의 끝단(front)은 매우 부드러운 특성을 가지는 벤토나이트 겔(gel)

을 형성하게 된다. 벤토나이트의 침투 속도는 벤토나이트의 도와 균열의 폭에 의

존하지만 토 겔의 침식은 균열에서의 지하수 유량뿐만 아니라 단응력(shear 

stress)에 의존하게 된다[3.6.30]. 이러한 침투는 수분 함수에 따른 팽윤과 벽면마찰

(wall friction) 효과에 의한 지연 등의 두 가지 다른 메커니즘의 순수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6.31은 벤토나이트의 암반균열로의 침투과정을 해 도시 으로 설

명하고 있다.

그림 3.6.31. 압축된 벤토나이트의 암반균열로의 침투과정에 한 도시  설명.

만약 압축된 벤토나이트가 지하수와 하여 도가 매우 낮아지게 되면, 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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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토 평 들(platelets)이 서로 떨어지게 되고 벤토나이트 토의 거시  거동은 

겔처럼 된다. 이러한 벤토나이트 겔이 지하수 흐름에 노출되면 각각의 평 들이 자

유롭게 되고 수평으로 흐르는 물에 의해 표면으로 떨어지게 되거나 자유입자로써 

확산해 나가게 될 것이다(그림 3.6.32  3.6.33 참조). 이러한 입자들의 물에서의 자

유 확산도는 Stokes-Einstein 계식에 의해 주어지게 되고 일반 용질들의 값보다 

백배에서 천배 정도 작다.

그림 3.6.32. 지하수 흐름에 의한 견인력(drag force)에 노출된 벤토나이트 겔의 

침식과정에 한 미시구조  설명.

그림 3.6.33.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침식과정에 한 도시  설명(E: 침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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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이드가 환경에서 오염물질의 이동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

려져 있고 수많은 문가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핵실험 지역에

서 악틴족 원소 핵종들의 장거리 이동이 콜로이드에 의한 이동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3.6.31∼3.6.34]. 지 까지 암반에서 자연 지하수 콜로이드가 방사성핵

종의 이동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3.6.35∼

3.6.39]. 그러나  완충재와 암반의 경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콜로이드에 해서는 별

로 심이 없었다[3.6.12, 3.6.40, 3.6.41].

압축된 벤토나이트 내부에서는 주목할 만한 농도로 존재하는 콜로이드는 거의 

기 할 수 없다. 사실, 공극수(pore water)는 회합(aggregation)을 유발하는 매우 높

은 염도(salinity)와 일반 으로 부분의 콜로이드들이 그들의 PZC(point of zero 

charge) 값을 가지는 pH인 7과 9 사이에  존재한다(보통 PZC에서 콜로이드들은 매

우 불안정하고 회합한다). 1.65 g/cm
3
로 압축된 벤토나이트 완충재(FEBEX 벤토나

이트)에서 무기콜로이드들이 부분 여과되었다는 사실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3.6.42].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와 암반의 경계(즉, 벤토나이트가 지하수와 하

는 지역)에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발생은 무엇보다도 방사성핵종들이 벤토나이

트에 강하게 수착되기 때문에 방사성핵종의 이동에 있어 매우 요하다고 하겠다.

압축된 MX-80 벤토나이트로부터 콜로이드 형성에 한 최근의 연구가 이미 존

재하지만[3.6.43] 이 연구는 실제로 2∼50 μm 사이의 크기를 가지는 입자들에 

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일반 으로 콜로이드는 1 μm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입자들

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결과가 콜로이드의 향을 고려하 다고 보기는 어

려울 것이다. 한 최근에 Missana 등은 압축된 벤토나이트로부터 콜로이드의 발생 

메커니즘과 유동성에 해 분석하고 각기 다른 화학  환경에서 콜로이드의 안정성

에 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3.6.40]. 연구결과 벤토나이트와 암반의 경계에서 벤

토나이트 콜로이드가 발생됨을 확인하 고 이러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들의 속도론

 회합 특성을 각기 다른 화학  조건에서 찰하 다.

(2) CFM 로젝트의 목

CFM 로젝트는 벤토나이트에 기 한 공학  방벽시스템으로부터의 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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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을 연구하고, 발생된 콜로이드가 이류흐름(advective flow) 조건에서 균열 암반

에서 방사성핵종 이동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는 것이다(그림 3.6.34 참조). 이를 

해 타당한 처분장 조건  GTS의 자연  지하수 유속 조건에서 장기  장실험을 

수행하는 것이다. 로젝트의 장실험 부분에 한 특별한 타당성은 실험 치선

정 과정과 장기 장 추 자 시험을 한 경계조건들을 정의하는 것이다. 한 이 

로젝트는 지 에서의 콜로이드 가속화된 핵종이동에 한 성능평가에 사용될 컴

퓨터 코드들과 자료들을 시험하고 개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CFM 

로젝트는 장  실험실 연구에서 방사성핵종의 화학종 규명 기능과 련해서 악

틴족 원소와 콜로이드의 상호작용 같은 지화학  문제를 조사하는 목 도 가지고 

있다[3.6.13].

따라서 CFM 로젝트의 목 은 다음과 같다[3.6.13].

장 조건에서 공학 방벽시스템(EBS: Engineered Barrier System)과 암반 경

계에서 콜로이드 발생율과 발생 메커니즘에 한 조사하는 것

타당한 처분장 흐름 시스템에서(즉, 매우 낮은 유량과 유속) EBS에서 발생된 

콜로이드의 지하수가 흐르는 단열을 통한 장거리 이동 거동을 평가하는 것

EBS와 암반 경계에서 방사성 핵종들의 장기 지화학거동(이동성, 물화, 콜로

이드 형성 등)을 연구하는 것

콜로이드로의 방사성핵종의 포획에 한 가역성을 조사하는 것

처분장 근계에서 방사성핵종/콜로이드의 장기 모니터링의 경험을 획득하는 것

처분장 성능평가를 개선에 결과를 활용하고, EBS 설계를 최 화하고, 모니터

링 논쟁에 기여하는 것

이러한 연구 목 들은 실험실  연구  Mock-up 시험, 장 실험 등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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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4. CFM 로젝트의 개념.

(3) CFM 로젝트의 참여국  조직

CFM 로젝트는 2004년에 Andra(Agence nationale pour la gestion des 

déechets radioactifs, 스페인), JAEA(Japan Atomic Energy Agency, 일본), 

FZK/INE(Forschungszentrun Karlsruhe, Institut für Nukleare Entsorgungstechnik, 

독일), Nagra(National Cooperative for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스 스) 

등이 참여하여 1단계 연구가 시작되었다. 나 에 AIST(Research Center for Deep 

Geological Environments,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일본), 

SKB(Svensk Kärnbränslehantering AB, 스웨덴), CRIEPI(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일본) 등이 1단계 후반에 추가로 참여하

다. 재 2008년부터 시작된 2단계에서는 우리나라의 KAERI 포함하여 스 스 

Nagra, 스웨덴 SKB, 핀란드 Posiva Oy, 독일 FZK/INE, 일본 JAEA, 일본 CRIEPI  

등 6개국 7개 기 이 참여 이다.

CFM  로젝트는 Partner 들로 구성되는 운 원회(ISCO)가 있고, 그 에 

로젝트 매니 와 실험 이 있다. 여러 실험들은 각 실험 주제별로 참여자를 신청

받아 Leader를 선정하여 수행한다.  별도로 실험 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장실험 결과를 측하고, 장실험을 설계하기 한 모델링 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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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M 로젝트 트 들은 자동으로 CFM 로젝트의 운 원회 뿐만 아니라 

GTS의 운 원회의 회원이 된다. 이는 로젝트 참여분담 에 GTS 운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GTS에서 수행 이 로젝트에 참여하기 해서는 

로젝트에 한 Experimental Agreement를 체결하기 에 먼  Nagra와 GTS에 

한 Umbrella Agreement를 체결하여야 한다. 그림 3.6.35에는 CFM 로젝트의 

조직에 하여 도시하 다.

CFM  로젝트는 트  미 , 실험  회의, 실험  모델링  회의 등 1년에 

약 3회의 미 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6월에는 GTS 체 로젝트들을 상으로 

운 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GTS 운 원회에서는 각 로젝트들의 연구

황을 보고하고, 참여국들의 연구동향  황을 소개하므로 트 가 아닌 

Observer 자격으로 참여하는 기 들도 많다. 운 원회에서는 새로운 로젝트를 

제안하거나 GTS 운 에 한 주요 안건을 의결하기도 한다.

그림 3.6.35. CFM 로젝트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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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FM 로젝트 1단계 주요 수행 내용  결과

GTS 6단계 연구와 함께 시작된 CFM 로젝트의 지난 1단계(2004∼2007)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CFM D/B 생산과 최종 시험 치 선정 과정

지질학  mapping을 포함하는 수력학 으로 “제어된” 지역의 생산을 한 시

험 치 사  비 활동

자료의 감시와 수력학  모델링 

실험실  로그램들의 계획  착수

이동모델링의 착수

이러한 1단계 연구수행을 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

GTS의 AU96 지역에 MI 단 (shear zone)의 선정(그림 3.6.36 참조)

단  표면의 비  장비 설치

기존 시추공들의 수력학  시험  자료 획득 시스템(DAS: Data Aquisition 

System)의 설치

기존 모니터링 체계의 확장을 한 CFM 06.001과 06.002 등 두 개의 새 시추

공의 시추  시험(그림 3.6.37 참조)

단 로부터 흐름 감소에 의한 hydraulic gradient의 제어를 한 개념의 

개발  실행(그림 3.6.38 참조)

흐름 감소에 반응하는 단   주변 암석의 특성 조사

Hydraulic gradient와 함께 체류시간의 변화를 확인하기 한  물질 보 인 

추 자 시험의 실행

약 9시간이 peak 이동시간을 가진 6 m 이상의 거리에 한 콜로이드/유사물

질 추 자 시험의 실행

1단계 연구에서는 주로 CFM 장 실험을 한 치 선정과 이와 련된 수력

학  특성 조사, 실험 수행을 한   모니터링 장비 설치 개념 개발  설치, 

결과 해석  측을 한 실험실  연구들에 을 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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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1단계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본격 인 장 실험을 한 비를 

마무리하고 장시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3.6.36. AU96과 AU100 사이의 MI 단 의 지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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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7. CFM 장실험을 한 블록 모델(기존 시추공(검은색)과 새로 

시추한 시추공(빨간색)).

그림 3.6.38. CFM 실험 치의 표면 을 한 메가 팩커(Mega packer)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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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FM 로젝트 2단계 주요 연구 결과  황

2008년부터 시작된 CFM 로젝트 2단계 연구는 기본 으로 1단계 연구의 연장

선상에 있으며, 재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들에 한 연구를 수행 에 있다.

방사선 차폐

벤토나이트 선원의 형태

벤토나이트 선원의 크기

추 자 문제

모니터링 문제

터  팩커 설치

(1) 방사선 차폐

Nagra는 재 GTS에서 두개의 방사선 허가(license)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LTD(Long-Term Diffusion) 단공(monopole)과 C-14 수지(resin) 주입 실험에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GTS에서 수행된 장 실험들에서 나온 암석들을 한 

장실에 한 것이다. 따라서 CFM 장 실험을 해서 Swiss Federal Office of 

Public Health(BAG)로 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장 실험을 해 방사성 핵종을 선택할 때는 다음의 몇 가지 경계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실험 기간(핵종의 반감기)

실성의 정도(즉, 처분장에 타당한 핵종들)

방사성 핵종들의 용해도와 수착 특성

방사성 핵종들의 면제 한계(일반 으로 방출되는 방사선의 종류와 련됨)

CFM 실험에 한 허가를 취득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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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핵종들의 회수성( 를 들면, 시추공의 회수  overcoring 등을 통해

서)

회수할 수 없는 방사성 핵종들의 규명과 환경에 한 향(반감기와 용해도 

련)

방사성 핵종을 주입하는 동안  만약 벤토나이트가 방사성 핵종으로 선추가

(pre-doped) 되었다면 벤토나이트의 정치 동안에 오염을 방지하기 한 측

들

만약 방사성 핵종이 벤토나이트 정치 후에 주입 된다면 주입과 이송은 스테인

리스 스틸(stainless steel) 용기(vial)를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방사성 핵종이 

첨가된 벤토나이트 선원에 해 이것은 이송  해체 동안 충분히 차폐하고 방사성 

핵종의 어떠한 유출도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하는 수제(tailor-made) 이동 덮게

(casing)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테인리스 스틸 용기로부터 방사성 핵종의 

주입이 벤토나이트 정치 시추공으로 방사성 핵종을 주입하는 실행성의 에서 유

리할 것이다.

(2) 벤토나이트 선원의 형태

CFM 로젝트에서는 우선 으로 벤토나이트 선원이 압축된 실린더 블록으로 

시추공에 정치될 것으로 상된다. 우선 선택된 벤토나이트는 Febex 벤토나이트이

고, 건조 도는 1.6 Mg/m
2
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벤토나이트의 암반 균열로의 사

출(extrusion)과 콜로이드 발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더 큰 건조 도의 사용이 제안

되기도 하 다.  실제로 KBS-3, H12, Febex 등에서 더 큰 건조 도를 사용하

다. Febex Mock-up 시험에서 측정된 벤토나이트 블록의 팽윤압(swelling pressure)

은 축방향(axial) 9 MPa, 방사방향(radial) 7.5 MPa, 선방향(tangential) 9 MPa 이

었다.

선원지역(Source zone)을 한 2개 시추공의 배치 옵션으로는 다음의 2가지 옵

션을 고려 이다(그림 3.6.39 참조).

① 옵션 1: 팩커 끝에 벤토나이트 선원을 치하는 방법

② 옵션 2: 팩커 사이에 선원을 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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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1과 옵션 2에 한 특성을 표 3.6.8과 표 3.6.9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표 

3.6.10에 옵션 1과 옵션 2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3.6.39. 선원지역을 한 시추공 배치방법.

표 3.6.8. 선원 시추공에 한 옵션 1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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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9. 선원 시추공에 한 옵션 2의 특성

표 3.6.10. 각기 다른 선원 시추공 배치방법의 비교

(3) 벤토나이트 선원의 크기

벤토나이트 선원의 크기에 해서는 재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 이다. 길

이는 0.3∼1.0 m 정도, 내부 직경은 40 mm로 거의 고정이고, 외부 직경은 86∼200 

mm로 가변 이다. 선원의 크기가 커지면 포화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핵종 사

용량의 증가 등으로 비용도 증가한다. 표 3.6.11에 고려 가능한 선원지역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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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된 선원의 질량과 부피에 한 고려사항들이 정리되어 있다.

한 여러 가지 선원 크기들에 한 선원과 암반사이의 간격에 한 벤토나이

트 선원의 건조 도와 최종 부피 도의 향을 계산하여 검토하 다. 그 결과를 그

림 3.6.40에 나타내었다.

표 3.6.11. 가능한 선원지역 크기  평가된 선원의 크기와 부피



- 411 -

그림 3.6.40. 여러 가지 선원 크기들에 한 선원과 암반사이의 간격에 

한 벤토나이트 선원의 건조 도와 최종 부피 도의 향.

(4) 추 자

CFM 로젝트에서는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이동 특성  방사성핵종 이동에 

미치는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향을 규명하기 하여 방사성 핵종 추 자 는 

다른 종류의 추 자들을 사용할 정이다. 벤토나이트 선원에 추 자를 결합하여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GTS 지하수에 자체 으로 발생하는 콜로이드와 벤토나이트 선원에 의해 발생

되는 콜로이드를 구별하기 하여

선원 정치 후에 선원의 침식을 가시화(visualization)하고, 실험동안 선원의 침

식을 측정하기 하여

선원으로부터 방사성 핵종의 이동을 조사하기 하여

GTS 지하수에서 콜로이드의 농도는 약 20 ppb  정도이다. 이  측정에서 평균 

크기는 약 200 nm이고, 농도는 약 0.005 mg/L인 것을 측정된 바 있다. 벤토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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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자를 사용하는 방법  하나의 옵션으로  Eu가 첨가된 hectorite를 사용하는 방

법이 제안되었다.

 벤토나이트의 침식을 측하기 해 형  라텍스 콜로이드 입자(fluorescent 

latex colloid)를 이용하는 것이 SKB/AECL mock-up 시험에서 제안되었다. 이 실험

에서는 200 nm 크기의 0.04 wt.%의 형  라텍스 콜로이드가 정치 후 침식을 가시

화하는데 가장 합하다고 보고하 다.

콜로이드와 결합된 방사성 핵종의 이동에 한 연구를 수행하기 한 추 자 

사용 방법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옵션이 가능하다.

① 벤토나이트가 혼합된 물을 첨가하는 방법

② 방사성 핵종 추 자 칵테일(cocktail)을 주입하는 방법

두 가지 옵션의 장단 을 표 3.6.12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GTS의 제한된 지

역에서 다음과 같은 핵종들이 사용된 바 있다.

Migration Experiment(MI): 
3
H, 

4
He, 

22
Na, 

24
Na, 

82
Br, 

85
Sr, 

86
Rb, 

99m
Tc, 

123
I, 

137Cs

Excavation Project(EP): 60Co, 75Se, 113Sn, 152Eu, 234U, 235U, 237Np

Colloid and Radionuclide Retardation Project(CRR): 85Sr, 99Tc, 131I, 137Cs, 

232
Th, 

233
U, 

238
U, 

237
Np, 

238
Pu, 

242
Pu, 

244
Pu, 

241
Am, 

243
Am

Hyperalkaline plume in Fractured rocks(HPF): 
58
Co, 

131
I, 

134
Cs, 

152
Eu

표 3.6.12. 벤토나이트 선원과 방사성 핵종 추 자를 결합시키는 두가지 방법의 

특성 비교.

아울러 벤토나이트 선원의 장 포화에서 벤토나이트 선원의 포화에 따라 추

자를 주입하는 방법에서도 두 가지 옵션이 가능하다. 그림 3.6.41에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여 도시 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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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벤토나이트 선원 정치 후 바로 추 자를 주입하는 방법: 만약 방사성 핵종들

이 벤토나이트 정치 에 혼합되지 않았다면, 먼  선원에 추 자를 주입하고 

정치 후에 벤토나이트를 포화시키는 방법이다. 이 때 벤토나이트 선원의 포화

를 증진하기 해 물 주입 시 overpressure를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의 문제 은 방사성 핵종 추 자들이 벤토나이트 선원에 불균질하게 분

포한다는 이다.

② 추 자 주입 뒤에 벤토나이트 선원을 포화시키는 방법: 만약 벤토나이트 선원

이 포화된 후 추 자를 주입한다면 벤토나이트 선원의 침식 끝단(erosion 

front)에 가깝게 주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의 문제 들은 벤토나이

트 선원의 사출(extrusion)과 침식에 의해 방해된다는 , 침식 끝단에 상

인 주입 치가 불확실하다는 , 벤토나이트에 의해 주입시스템의 막힘이 가

능하다는 , 포화된 벤토나이트에서 핵종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된다

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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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1. 벤토나이트 선원의 장 포화에서 벤토나이트 선원의 포화에 따라 

추 자를 주입하는 방법의 도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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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니터링

여기에서는 단 (shear zone)에서 장실험을 모니터링 하기 한 재의 계

획을 기술하고자 한다. 한 터  팩커, 표면  시추에 한 추가 인 모니터링도 

요구된다.

(가) 단

단 에 한 모니터링 개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지역(zones)을 고려하고 

있다.

선원 지역: 선원 시추공과 련된 모니터링

근계(Near-field): 선원 시추공 벽면과 가까운 시추공

원계(Far-field): 시추공과 표면 팩커들의 네트워크

근계 지역은 선원으로부터 약 20∼30 c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벤토나이트가 

암반 균열로 사출되고, 지하수의 혼합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여기에서는 혼합지역의 

지화학  특성이나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특성이 매우 요하다. 주기 인 시료 

채취는 in-line 측정에 의해 지원되고, pH,  redox, 기 도도 등 지화학  변수들

이 모니터링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니터링 시추공의 존재가 선원 주변의 지하수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원계 모니터링은 기존의 56 mm  86 mm 직경의 표면 팩커들을 이용하여 이

루어진다. 시료 채취는 콜로이드, 핵종, 지하수 화학 등이고, on-line 측정은 염도

(salinity)와  fluorimetry  등이고, 수압도 측정된다. 그림 3.6.42는 CFM 06.002을 벤

토나이트 선원 시추공으로 선택할 때의 가능한 모니터링의 기하학  배열을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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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2. CFM 06.002 시추공 주변의 가능한 모니터링 시추공의 배열.

(나) 새로운 시추공에 한 옵션

재 CFM 06.002 시추공이 벤토나이트 선원 지역에 치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따라서 2009년까지 단  내 선원 지역 치에 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계

획이다. 그러나 선택 인 선원 지역 치들과 추가 인 모니터링 치들을 확인하

기 한 추가 인 시추공들이 고려되고 있다. 가능한 새 시추공들의 치가 그림 

3.6.43과 3.6.44에 나타나 있다.

그림 3.6.43. 가능한 새 시추공 치에 한 가능한 단  면의 도식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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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4. 가능한 새 시추공 치에 한 3차원 시각( 단 를 따라).

(다) 최종 overcoring과의 상호작용

장 실험이 종료된 후, 벤토나이트 선원을 굴착하기 에 방사성 핵종들을 고

정화하고 단 와 선원을 안정화하기 해 수지(resin)를 주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단 에 한 overcoring 방법이 그림 3.6.45에 설명되어 있다. 이 방법은  

GAM(Gas Migration in shear zone) 로젝트에서 사용했던 방법이다. CFM 로

젝트의 overcore의 기하학  배열은 벤토나이트 선원의 기하학  배열과 단 에 

한 상 인 방향에 의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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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5. GAM과 EP 로젝트를 해 개발된 개선된 시추 기술들을 이용한 

overcore 시추의 기하학  배열: a) 시추 계획, b) 시추  CoGAM 98-05(암석으로 

된 바깥쪽 층이 제거되었음) 내부 고리는 4″, 최종 overcore는 6″임, c) 시추 

로젝트: 수지주입과 overcore의 지하학  배열, d) 단 와 형  수지를 

보여주는 EP 암석  시료.

(6) 터  팩커 설치

CFM 로젝트 1단계에서 구상하 던 터  팩커가 성능시험 결과 지하수의 

수가 발생하며 부 합한 것으로 결정되어, 2단계에서는 새로운 터  팩커를 도입비

하기로 결정하 다. 이에 따라 도넛(donut) 팩커 형태의 터  팩커가 제안되었다. 

라이 의 내경은 118″이고, 외경은 120″이다(그림 3.6.46 참조). 재 도넛 팩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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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설치한 후에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 잘 작동되는 것으로 명되었다.

그림 3.6.46. 새로 도입된 터  팩커(도넛 팩커).

라. CFM 로젝트의 향후 연구계획

CFM 로젝트 2단계 수행과 련하여 2009년도 이후에 수행 정인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연도별 Milestone을 표 3.6.13에 정리하 다.

벤토나이트 선원을 지하수 유동 단열에 치하는 정치 시추공에 도입될 정

이다. 정치공과 주변 암반의 간극은 내구성을 가진 비반응성의 물질로( , 수

지)로 될 정이다.

벤토나이트 선원과 주변 암반의 간극에는 벤토나이트 포화를 한 라인,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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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율, 압력, 온도 등), 벤토나이트와 암반 경계에 주입되는 추 자 주입라인

( 는 선택 으로 벤토나이트 정치 에 추 자가 선주입될 수도 있다). 등이 

설치될 정이다.

지하수 유동 단열의 흐름방향 아래쪽 방향으로 각기 다른 거리에 측공들을 

시추할 정이다. 이러한 측공들은 측공에서 흘러나가는 콜로이드들을 포

획하기 하여 주입 치로부터 각기 다른 거리에 치하도록 배열된다.

벤토나이트와 암반 간극으로 추 자를 도입하고, 콜로이드 이동과 벤토나이트 

도입에 따른 단열에서의 지화학  환경 변화를 장기 모니터링을 시작할 정

이다.

벤토나이트 정치 이후 2년 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으

로 상된다. 장실험을 종료하고 벤토나이트 선원을 굴착하는 것은 로젝트

의 주어진 시간과 산 하에서 측공에서의 반응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기

하여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따른 벤토나이트 선원의 굴착이 수행될 것이다. 한 암반과 벤

토나이트 경계에 한 조사도 함께 수행될 것이다.

CFM 장 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른 암반들에 한, EBS 설계  최종

으로는 처분장 성능평가에 한 최종입력에 한 어느 정도 과정들과 메커니

즘에 한 설명과 입증이 수행될 것이다.

시기 수행 내용

2009년 반
∙ 장실험에 한 최종 설계(선원  모니터링)에 한 수용

과 규제기 으로 제출

2009년 후반 ∙방사성 핵종 도입에 한 규제 기 의 허가

2009년 말

∼2010년 
∙벤토나이트 선원 정치  모니터링 단계 시작

2012 
∙선원지역에 한 굴착 여부 결정

  (선택 으로 모니터링을 더 지속할 수도 있다)

표 3.6.13. CFM 2단계 연구수행 Milestone



- 421 -

6. 결과요약  결론

고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의 안 성 확보와 평가를 해서는 실제 처분시설

의 조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다양한 실증실험을 수행하여 실질 인 자료를 확보하

고, 실험실에서 생산한 자료들과 개발도구들의 실제 용성을 확인하기 한 실증

연구가 필수 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스웨덴, 스 스, 랑스, 독일 등 주요 원

자력 선진국에서는 실제 처분시설과 유사한 환경을 가진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여 

다양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국내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고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장 때 지하

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문제를 미리 연구하고자 지난 2006년 11월 지하 100 m 깊이

에 지하연구시설(KURT)을 건설하 다. 이곳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심으로 여

러 연구기 이 참여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KURT는 지표에

서 100 m 정도로 비교  심도가 낮고, 어떠한 방사성 물질도 사용할 수 없기에 다

양한 방사성핵종의 실질 인 이동 특성을 연구할 수 없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서는 해외의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 의 달성을 해  세계의 주요 지하처분연구시설들에 한 황을 

분석하여 재 국내 상황에서 참여 가능한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수행 인 로젝

트에 한 기술 황을 분석하 다. 이러한 분석에 기 하여 스웨덴 SKB의 Äspö와 

스 스 Nagra의 GTS를 직  방문하여 국제공동연구 참요  력에 한 의를 

수행하고,  련 시설의 문가를 청하여 구체 인 참여시기  방안 등에 

해 논의한 결과 다음의 두 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도출되었

고, 2008년부터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스웨덴 SKB가 운 하는 Äspö의 Task Force on Modelling of Groundwater 

Flow and Transport of Solutes

스 스 Nagra가 운 하는 GTS의 CFM(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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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 스 Nagra에서 운 인 GTS에서의 CFM 국제공동연구는 화강암 암

반층에서 다양한 실증연구를 국제공동연구 형식으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실험환경

을 갖추고 있다. 특히, GTS 국제공동연구 참여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지

하연구시설에 공식 인 트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GTS에서 국제공동연구로 참여한 CFM 로젝트는 실제 심부 지하 처분환경에

서 실행되는 장기 실증연구로, 방사성 물질의 이동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콜로이드에 의한 방사성 물질 이동 향을 규명하고 안 성 평가를 한 실

증 자료 확보를 목표로 수행되는 연구이다. 본 로젝트의 연구 상 물질은 처분장

의 안 성 확보를 해 사용하는 인공시설물의 하나인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로부

터 발생되는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FM 로젝트의 개

요와 지난 1단계(2004∼2007)에서 수행된 연구내용  결과들을 조사 분석하 고, 

2008년도부터 시작된 재 참여 인 2단계(2008∼2013)의 주요 연구 진행사항  

재까지의 연구결과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 다.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 인 력을 통해 

해결해 가야할 문제이므로 련 분야에 한 국제 력  국제공동연구의 참여는 

매우 요하다. 이러한 원자력 국제사회에 한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

라의 국가  상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고 폐기물 처분에 한 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의 국제공동연구 뿐만이 

아니라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으로 국제 력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GTS와 같은 세계 인 지하연구시설에서 수행되는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

는 것은 고 폐기물 처분에 한 국내 기술의 기술력을 검증하는 좋은 기회가 되

었고, 해외 유수의 연구기 들과 긴 한 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아

울러 이러한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고 폐기물 처

분에 련된 선진 경험  기술 등을 효과 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한 국제공동연구 참여에 따른 국내 기술력의 인정을 통해 고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안 리에 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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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심부처분환경에서 핵종/ 물/미생물 복합반응 특성 규

명

1. 연구 개요

가. 연구 목   필요성

원자력발 의 부산물인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문제는 원자력발 을 에 지로 사

용하는 나라들의 공통 인 심사이다. 원자력에서 필연 으로 발생되는 방사성폐

기물을 처분하는데 가장 안 한 방법 의 하나가 결정암질 암석의 지하심부에 처분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부분의 원자력 선진국들이 수용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련 연구들을 수행하여 왔다[3.7.1∼3.7.4]. 하지만, 아직 지하심부 핵종들의 

장기거동, 핵종이동 지연 특성, 그리고 안정성 확보는 쉽지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수백, 수천 년 이상 지하환경 조건의 핵종 지화학작용  거동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그 게 오랜 세월동안 지하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환경을 

안 하게 리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는 것도 여간 어렵지 않다.

일반 으로 지하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방사성폐기물 용기가 물리  인공방벽

에 의해 일차 으로 보호되고 이차 으로 주변 암석에 의해 차단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물리  인공방벽은 주로 벤토나이트 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폐기물로부터 

용출되어 나올 수 있는 방사성핵종들을 흡착  확산 지하는데 주 목 이 있다. 

인공방벽을 통과한 핵종들은 주 의 천연방벽인 암석  물과 하면서 흡착 

 침  등의 반응이 일어난다. 지 까지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인공방벽 벤토나

이트 물질 혹은 자연 물과 핵종과의 상호반응에 해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왔

다[3.7.5∼3.7.7]. 하지만, 최근들어 지하미생물들의 핵종거동에 한 향이 매우 크

고 범 하다는 사실들이 밝 지면서 지하미생물들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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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7.8, 3.7.9].

방사성폐기물 지 처분시 고려되어야 할 많은 요소들 에 지 까지 간과되어온 

것 의 하나는 지하미생물의 작용  역할일 것이다. 지하미생물은 지표면의 토양

에서부터 지하 수 km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생명체이다. 지하미생물의 가장 

큰 특징 의 하나는 지하수의 산화/환원력(redox potential)을 쉽게 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다. 산화/환원 변환과정은 핵종 원소들의 거동에 매우 

요한 향 인자 의 하나이다. 한, 미생물은 자가복제(self-reproduction)를 통해 

개체수를 기하 수 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편모를 사용하여 원하는 곳으로 이

동할 수 있다. 지하미생물들의 이러한 특이한 능력은 오랫동안 장기보   장될 

방사성폐기물에 매우 큰 향을 끼칠 수 있다.

지하미생물 에서 속환원미생물이라고 일컫는 기성미생물들은 지하 깊숙

한 곳에 생존하고 있으며, 이들은 속 혹은 핵종원들을 환원시켜 용존상태의 핵

종이온들을 황화 물  기타 속 물로 물화시킬 수 있다. 우리들의 심은 우

라늄과 같은 핵종들이 미생물에 의해 물화되고 낮은 용해도로 인해 지하수를 따

라 원거리로 이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획기 으로 감소되는 부분이다. 이는 고

폐기물의 장기 안 성과 매우 한 련성이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KURT 지

하심부에 생존하는 속환원미생물과 외국의 속환원미생물 등을 실험실에서 배양

하여 우라늄과의 반응을 통해 핵종원소와 미생물과의 상호반응  용존핵종 제거 

기작에 한 실험결과  의의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방사성폐기물처분에서의 미

생물의 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향후 이들의 효과 인 이용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생지구화학 반응

환경에서 생물체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존재한다. 환경의 미생물은 가혹하고 

범 하게 변화되는 환경에 순응된 상태이므로 실험실에서 유지되거나 임상 으로 

분리된 미생물과는 근본 으로 다르다. 환경미생물학에서 미생물은 원핵생물

(prokaryote) 는 진핵생물(eukaryote)로 분류된다. 가장 작은 생물체는 원핵생물인 

세균(bacteria)이고, 크고 복잡한 생물체들은 진핵생물인 진균(fungi), 조류(al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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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동물(protozoa)이다.

(1) 세균의 특성

세균은 원핵세포이며 미생물 세포들  가장 단순하다. 본질 으로 세균은 고정

된 구조 는 세포 외피 내에 포함된 세포 원형질로 구성되어 있다. 세균은 지구상

에서 발견되는 가장 일반 이고 편재되어 있는 생물체이다. 를 들면 1 g의 토양

이 10
10
의 세균을 포함하기도 한다[3.7.10]. 세균은 다양하고도 극한의 환경에서도 발

견된다.

세균의 첫 번째 큰 특징은 작다는 것이다. 물론 작다는 것이 상  개념이지만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작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부분의 세균은 0.5∼1 μm

의 직경에 1∼2 μm의 길이를 갖는다. 개 세포들은 독자 으로 존재하지 않고 세

균 집락(colony)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모여있다. 세균 군집은 한 (agar)과 특별한 

양분이 들어있는 페트리 평 (petri plate)에서 배양하여 쉽게 찰될 수 있다. 

으로 볼 수 있는 집락 안의 세균 개체수가 100만개 정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요하다. 세균 세포 모양은 다양하며, 구형 세균은 구균[cocci(복수), coccus(단수)]이

라 불리고 막 형 세균은 간균(rod)이라 불린다. 다른 세균으로 긴 나선형은 나선균

(spiral)으로 알려져 있다. 형태가 잘 규명되지 않은 세균은 다형성(pleomorphic)이

라 불린다.

모든 세균 세포는 세포 외피와 세포막, 세포물질, 리보솜, 핵양체(nucleoid)를 포

함하는 원형질로 구성된다. 일부를 제외하고 부분의 세균은 세포벽을 갖고 있다. 

편모나 필리 같은 종류도 흔하지만 모든 세균이 다 갖고 있지는 않다.

세균과 련된 세포벽의 기본 인 두 가지 종류는 그람 양성(gram positive)과 

그람 음성(gram negative)으로 알려져 있다. 그람 음성 세포벽은 그람 양성 세포벽

보다 훨씬 복잡하며 내부 세포막과 외막(outer membrane)의 두 막을 갖고 있다. 이 

두 가지 막은 모두 인지질로 이루어지는데 내막은 균일한 구조로 되어있지만 외막

의 외부는 한 지질다당류(lipopolysaccharide, LPS)를 포함한다. 따라서, 때때로 외

막은 LPS층 이라고 한다. 그람 음성 세포벽은 외막과 내막 사이의 공간이 넓다는 

것으로 이를 주변세포질 공간(periplasmic space)이라 한다. 주변세포질 공간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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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흡수에 요한 효소를 가진다.

내부 세포막은 세포질막(cytoplasmic membrane)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이 막은 

얇고 탄력성이 있는 구조이며 직경은 약 5 nm로 완 히 세포주 를 둘러싸고 있다. 

막의 일반 인 조성은 인지질(30∼40%)과 단백질(∼60%)을 포함한 지질 이 층이

다(그림 3.7.1).

그림 3.7.1. 세균 세포막의 구조. 인지질은 안쪽으로 향한 소수성 부분과 막 외부로 

향한 친수성 부분을 갖고 있다. 소수성 단백질은 막 체를 통해 박  있으며 

막을 통과하는 분자이동을 도와 다.

막은 물질이 세포 안으로 유입되거나 방출되는 것을 조 하므로 요하다. 물을 

포함하여 비극성의 작은 분자들은 막의 지질층을 통해 통과할 수 있지만 부분의 

분자들은 막 체에 걸쳐 묻  있는 단백질 통로를 통해 능동 으로 수송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세포막은 세포 내부와 환경 사이를 연결해주는 결정 인 울타리 역할

을 한다.

세포 종류에 상 없이 모든 세균은 생장과 사에 특정한 필수 요소들을 요구

한다. 독립 양세균(autotrophic bacteria)은 무기물로부터 탄소와 에 지를 공 받는

다. 탄소는 이산화탄소를 통해 얻어진다. 독립 양체는 무기 양물질의 순환에 

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로 암모니아를 질산염으로 변화시키는 질화세균과 메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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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는 메탄생성균이 있다.

종속 양세균(heterotrophic bacteria)은 이미 형성된 유기물질을 효소 으로 분

해함으로써 탄소를 얻는다. 화학종속 양체(chemoheterotroph)는 호흡에 의한 유기 

화합물의 산화를 통해 에 지를 얻는다. 산화 과정  기질로부터 제거된 자는 

자 달계를 거쳐 최종 자수용체(terminal electron acceptor, TEA)로 이동된다. 

호기성 생물체(aerobic organism)에서 TEA는 산소이고 기성 생물체(anaerobic 

organism)에서 TEA는 유기 사물질, CO2, NO3
- 는 SO4

2- 같은 산소의 복합형태 

는 Fe
3+
 같은 산화된 속이다.

(2) 황 순환

황은 지구의 지각에서 열 번째로 풍부한 원소이다. 황은 세균 세포 건조질량의 

략 1%를 차지하는 생물체의 필수 원소이다. 황은 황산염(sulfate, SO4
2-)의 +6가에

서 황화물(sulfide, S
2-
)의 -2가의 산화상태 사이를 순환한다. 최종 자수용체로 황산

염이 사용될 경우 이화  황산염환원(dissimilatory sulfate reduction)이라 한다. 황

산염을 최종 자수용체로 사용하는 다음의 속(genus)은 환경, 특히 수환경의 기

성 퇴 토, 물로 포화된 토양, 동물의 장에서 리 발견된다: Desulfobacter, 

Desulfobulbus, Desulfococcus, Desulfonema, Desulfosarcina, Desulfotomaculum, 

Desulfovibrio. 이러한 미생물을 황산염 환원세균(sulfate-reducing bacteria, SRB)이

라 한다. 이 미생물은 자공여체로 H2를 이용하여 황산염을 환원시킬 수 있다.

4H2 + SO4
2-
 → S

2-
 + 4H2O

H2는 메탄생성균도 선호하는 자공여체이기 때문에 황산염 환원세균은 이용 

가능한 H2를 상으로 메탄생성균과 경쟁한다. 부분의 황산염 환원세균은 이산화

탄소를 고정할 수 없기 때문에 H2 산화가 화학독립 양의 과정은 아니라는 것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신 이들 세균은 아세트산이나 메탄올과 같은 분자량의 화합

물로부터 탄소를 얻는다. 황 환원세균과 황산염 환원세균 모두  기성의 화학

종속 양성 미생물이며, 아세트산, 젖산, 피루 산, 분자량의 알코올과 같은 크기

가 작은 탄소 기질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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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염 환원의 최종 산물은 황화수소이다. 이 화합물은 어떻게 되는가? 황화수

소는 화학독립 양생물 는 독립 양생물에 의해 흡수되어 다시 산화될 수 있으

며, 기로 휘발되거나, 속과 반응하여 속의 황화물을 형성할 수 있다. 황산염 

환원세균의 활성과 황화수소의 생성은 지하의 속  부식과 직 인 련이 있

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황화수소는 제일철(ferrous iron)과 반응하여 더 많은 황화

철을 생성한다.

(3) 세균과 속원소

(가) 개념

속과 세포외부 물질과의 결합은 속을 고정화하여 세포 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한다(그림 3.7.2). 음이온인 세포 표면과 속의 결합은 카드뮴, 납, 아연, 철 등 

많은 양이온 속에서 일어난다. 를 들면, 조류의 표면은 속과 강하게 결합하는 

카르복실기, 아미노기, thio, 수산기  수산-카르복실기를 포함하고 있다. 한 세

균의 외부 막에 있는 지질다당류의 인산기와 인지질이 양이온 속과 강하게 결합

한다.

그림 3.7.2. 미생물과 속원소와의 상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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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외부에서의 결합은 개 액층 혹은 탄수화물과 다당류  경우에 따라 

핵산과 지방산으로 구성된 세포외 합체(exopolymer)에서 일어난다. 세포외 합

체 혹은 세포외 합체 물질(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 EPS)은 자연환경에 

리 존재하며, 납, 카드뮴, 우라늄과 같은 속과 결합하는데 특히 효율 이다. 

세포외 합체의 작용기는 일반 으로 음 하를 띠며, 결과 으로 세포외 합체와 

속의 결합 효율은 pH에 의존 이다.

세균에서 세포 내부의 속 내성 기작은 명확하게 밝 지지 않고 있다.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기작은 속결합성 단백질(metallothionein) 혹은 유사한 단백질에 

의한 속의 결합이나 격리와 같은 것이다. 속결합성 단백질과 결합한 속은 세

포 내에 축 되어 세포 매질 내에 고 도 자 부 를 형성하기 때문에 찰될 수 

있다.

(나) 상호작용

호기성 환경 하에서 호기성 미생물은 산소를 자수용체로 사용하여 자공여

체인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작용을 하는 반면, 기성 환경 하에서는 산소 신에 

NO3
-, SO4

2-, Fe3+, Mn4+, U6+, Cr6+ 등의 여러 무기이온을 자수용체로 이용하여 신

진 사작용을 진행 할 수 있다[3.7.11]. 이들 미생물은 유기탄소를 산화시켜 이산화

탄소를 생성시키며 이때 내놓은 자를 철 등 이 속에 공 하여 철과 산화/환원

에 민감한 속의 환원 역할을 하는 등 무기물과 유기물의 순환에 향을 미치며 

탄산염 물의 형성에도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최근에 수행되어 졌다[3.7.12]. 이

러한 신진 사작용으로 우라늄과 같은 무기물질이 환원되면 6가 우라늄이 

biotransformation되어 4가의 우라늄인 UO2 등을 형성하므로 미생물이 독성과 이동

성이 강한 6가 우라늄의 환원  침 에 여하므로 무기  방사성원소로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와 핵물질의 와 고  핵폐기물 장에서 핵물질의 확산에 응용

할 수 있다. 한 미생물의 신진 사작용 동안 미생물 배지 는 지하수내 용존 상

태로 존재하는 양이온 등을 흡수(bioaccumulation)하므로 이를 이용한 오염된 환경

의 복구에 그 이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생물의 세포벽은 주로 카르복실

기(COO-), 인산기(PO4
3-)  수산기(OH-)가 분포되어 있어 음(-) 하를 띠므로 토

양 공극수, 지하수 는 지표수에 존재하는 주로 용존 양이온을 세포벽에 흡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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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orption)으로서 용존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속오염물질 는 방사성 오염물질

을 흡착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그림 3.7.3). 이러한 미생물의 표면 특성은 독성의 

속 는 방사성원소를 고착시키는 흡착제로서 오염물질 복구와 핵물질의 확산방

지에 이용될 수 있다.

그림 3.7.3. 미생물의 표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화학  기작.

미생물 벽이 양이온의 흡착장소로 활용되어 양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차 

물의 생성을 한 물성장의 핵 역할을 하여 물의 형성에 기여하므로 미생물이 

세포벽 밖에서 이차 물을 형성한다. 형성된 이차 물의 종류는 용액 내 존재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 를 들면 철(Fe
2+
 or Fe

3+
) 양이온이 

존재할 때 어떤 종류의 음이온 즉 황산이온, 인산이온, 탄산이온이 존재하느냐에 따

라 형성되는 철 물( : FeS, FePO4, FeCO3)이 달라진다. 이러한 미생물에 의한 

물형성(biomineralization)은 독성의 속 는 방사성원소를 공침시키거나 는 

속 는 방사성원소와 음이온이 반응하여 고상의 물을 침 시켜 미생물에 의

한 생 화작용을 지하수 내 오염물질의 고정에 이용될 수 있다.

(4) 지화학 반응

미생물에 의한 지하심부에서의 지화학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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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림 3.7.4).

첫째로 용해를 들 수 있는데,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용해되거나 풍화된다. 그 에서 미생물에 의한 용해를 들 수 있다. 미생물은 필요

한 양분  에 지를 얻기 해 물질을 용해시킨다. 물질에는 미생물이 필요

로 하는 다양한 미네랄  양소가 있다. 특히, 인과 같은 무기질은 미생물에게 

요한 무기원소이며, 미생물의 성장에 필수 원소이다. 한, 철이나 망간을 가지고 

있는 물들은 자공여체 혹은 자수용체의 역할을 하며 미생물의 생장에 도움을 

다. 따라서, 암석을 구성하는 물 에 미생물이 필요로 하는 양소  원소를 

가지고 있는 물들은 쉽게 용해 될 수 있다.

둘째, 미생물은 용액상의 원소  물질 원소들의 화학종을 변화시킬 수 있다. 

미생물은 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속과 같은 원소들

이 주변에 존재할 때 미생물에 의해 화학종이 변화될 수 있다. 표 으로 Fe를 들 

수 있는데, 미생물에 의해 Fe는 제일철 혹은 제이철로 변하면서 미생물에 의한 

자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마지막으로, 미생물에 의한 침 상을 찰할 수 있다. 미생물은 산화/환원을 

조 하고 탄산염 물의 형성에 여한다. 를 들어, 황산염환원 미생물은 황산염

을 환원시키면서 황화 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지하심부에는 황철석과 

같은 미생물 기원의 황화 물들이 다량 분포하기도 한다. 한, 지하심부에는 다량

의 탄산염 물들이 존재하는데, 용존상태에 있는 탄산 성분이 미생물에 의해 다른 

양이온과 쉽게 결합되면서 탄산염 물들이 만들어진다.

그림 3.7.4. 미생물 활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지화학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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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환원미생물의 가장 큰 특징 의 하나는 속성 원소들의 자가를 변화시

켜 다른 하를 갖는 원소로 변이 시킨다는 사실이다(그림 3.7.5). 철 혹은 망간과 

같은 자연계에 흔하게 할 수 있는 주요 원소들의 자가를 변화시킬 뿐만아니라, 

우라늄과 같은 핵종원소들의 자가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핵종들의 자가의 변화

는 방사성폐기물처분 에서 매우 요하다. 그 이유는 산화된 핵종들은 매우 독

성이 강하고 용해도가 높으며 이동성이 좋다. 따라서, 방사성 핵종원소들이 산화된

다면 쉽게 확산되어, 자연 생태계가 매우 험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환원상태의 

핵종원소 리가 매우 요하며, 여기에 속환원미생물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림 3.7.5. 속환원미생물에 의한 속  핵종원소들의 환원.

속환원미생물은 주요 이 속 뿐만아니라 방사성폐기물의 주요 핵종들을 환

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3.7.10∼3.7.12]. 우라늄과 

같이 방사성폐기물에 다량 포함되어 있는 원소는 속환원미생물에 의해 U(VI)에서 

U(IV)로 환원될 수 있으며, 이 과정 에 우라니나이트(uraninite)라는 우라늄 물 

등으로 변환되어 우라늄의 안정성이 매우 높아진다. 방사성 핵종원소들을 환원시켜 

물로 변환하면 매우 안정한 물질이 될 수 있으며, 리도 매우 용이해 진다.

(5) 바이오막(Biofilm)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들은 개별 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바이오막

(biofilm)이라고 하는 colony 형태의 군집을 형성하며 존재한다(그림 3.7.6). 지하심

부 미생물들은 단열 와 같은 균열면에 기생하며 바이오막을 형성한다. 바이오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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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미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거나 외부의 격한 환경변화에 처할 수 있도록 

형성된 보호막과 같은 물질이다. 바이오막이 요한 이유는 구성하는 물질의 특성

에 따라 다양한 핵종들이 수착될 수 있고 지하수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크게 성

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바이오막의 종류에 따라 수착할 수 있는 핵종의 종류

가 달라지고 산화/환원반응에 따른 지하수의 안정화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와 같이 지하심부에 균열이 많은 결정질 암반은 각기 다른 바이오막이 다양하게 발

달할 수 있으며 포획할 수 있는 핵종들의 종류나 특성이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7.6. 바이오막의 형성과정.

(6) 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에의 요성

고 방사성폐기물을 지하심부에 처분하기 해서는 터 을 뚫고 지하 500 m 

이하의 심부로 내려 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 의 산소도 같이 지하터 을 따

라 지하심부까지 도달하게 된다. 폐기물을 지하에 장하고 매립하는 과정에서 다

량의 산소들이 지하심부에 그 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 경우, 지하심부의 환경이 환

원조건이 아닌 산화조건을 형성하게 되고 다량의 방사성폐기물들이 산화반응으로 

용출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하심부에 생존하는 속환원미생

물과 같은 기성미생물들은 지 에 존재하는 산소를 제거하여 이산화탄소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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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다(그림 3.7.7). 즉, 지 의 산소를 소모하여 환원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

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수 개월 이내에 완료될 수 있으며, 미생물에 의해 지 환경

이 보다 안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림 3.7.7. 미생물에 의한 지 산소의 고갈.

지하심부에 처분되는 폐기물은 여러 생지화학  반응을 겪게 될 것이다[3.7.13]. 

그 에서 미생물학  향도 같이 받을 수 있는데, 장   단 이 상존할 수 있

다.

(가) 지하미생물의 정  측면

① 지하수 화학작용 조

지하미생물은 지하수 화학에 크게 향을 주며, 환경조건에 맞게 매우 빠르게 

변화한다. 지하수의 산화/환원 변화에 해서 무엇보다도 크게 향을 끼치며, 지하

심부의 환원분 기를 주도한다. 특히, 단열 에 존재하는 지하수의 산소를 빠른시간

내에 감시켜 단열 의 화학  안정성을 도모한다. 지하심부의 미생물들은 산소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 일부 미생물들은 지 에 산소가 존재하면 죽는 개체도 있

다. 하지만,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은 만일 지 에 산소가 유입되면 이를 소모하면서 

생존할 수 있음이 밝 졌다(그림 3.7.8)[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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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8. 지하심부에 처분되는 폐기물과 미생물과의 계.

② 핵종 침 물  물 형성

바이오-산화철 물은 주로 철을 함유한 환원지하수가 산소를 하는 환경에서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게 만들어진 바이오-산화철은 핵종  미량원소들

을 탁월하게 수착한다. Äspö HRL 실험결과에 의하면 바이오-산화철은 무기 산화

철에 비해 탁월하게 미량원소들을 수착할 수 있음이 밝 졌다[3.7.15]. 산화되어 이

동성이 활발한 액티나이드 핵종원소들은 기성미생물에 의해 환원되면서 용해도가 

감소하고 미세 콜로이드  바이오 물로 형성되면서 침 된다(그림 3.7.8).

③ 강한 생존력  핵종 수착력

미생물들은 토 물질 내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데, 를 들어 MX-80과 

같은 상업용 벤토나이트 내에 황산염환원 미생물이 다량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 미생물은 Desulfovibrio africanus라는 미생물로 고온  높은 염농

도를 견딜 수 있다. 한, 미생물은 표면이 음 하를 띠고 있어서 부분의 양이온

성 핵종들이 쉽게 미생물 표면에 수착될 수 있다. 이러한 핵종 수착이 진행되면서 

미생물의 내부  외부에서 핵종들의 물화가 차 진행되는 과정으로까지 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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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생물의 부정  측면

인공방벽 내에 존재하는 벤토나이트 버퍼층  구리용기의 부식에 해 미생물

 향에 한 연구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다. 토 버퍼층을 지나 구리용기 주변

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은 구리 용기의 부식을 가져올 수 있다. 구리용기 표면에 바

이오막을 형성하거나 황화물을 형성하여 구리용기의 부식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벤토나이트의 주 구성 물인 몬모릴로나이트의 일라이트화 작용이 철환원 미생

물 존재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음이 최근 보고되었다. 한, 폐

기물과 같이 유기물  양분이 많은 폐기물인 경우, 미생물의 분해작용에 의해 

CO2의 발생이 지속 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2. KURT 미생물 특성 분석

가. KURT 기성미생물 동정

(1) KURT 지질

시추코아 분석에 의하면 장석류는 시추코아 심도와 계없이 견운모화 되어 있

는 양상을 흔하게 보이며 흑운모의 녹니석화 작용도 흔하게 찰된다(그림 3.7.9). 

지표에서부터 심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단열 가 다수 발달해 있으며 이러한 

단열 를 심으로 다양한 변질양상을 보이고 있다. 변질   단열 에서는 방해

석, 불석  녹염석 세맥이 발달해 있으며 이러한 변질구간에서는 흑운모가 찰되

지 않고 녹니석화 되어 있다. 한, 일부구간의 신선한 화강암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장석이 견운모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일부 석 맥이 산출되는 구간

에서는 황철석  몰리 데나이트 등의 석 물이 산출되는 것으로 보아 국지 인 

화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단된다[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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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7.9. KURT 화강암. (A) 화강암이 변질되어 부분 으로 녹니석화 되어있는 

모습. (B) 편 미경으로 찰한 박편사진으로 일부 흑운모 물들이 녹니석으로 

변질되어 있는 모습(Bt: biotite, C: chlorite).

지하처분연구시설 지역의 기 를 형성하고 있는 암종은 편마암질 화강암이며, 

흑운모화강암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편마암질 화강암은 암맥과 면이나 지질구

조선 주변을 제외하고는 체 으로 풍화나 변질을 거의 받지 않은 매우 신선한 상

태를 나타낸다. 편마암질 화강암과 함께 혼재되어 나타나는 흑운모화강암은 담홍색

이며 편마암질 화강암과의 부는 복잡한 양상으로 매우 단단하게 합되어 있

고, 때로는 이 인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암상상태는 암맥과의 면이나 

지질구조선 주변을 제외하고는 체 으로 풍화나 변질을 거의 받지 않아 매우 신

선한 상태를 나타낸다. 암맥의 체 인 경사 방향은 45NW이며 암맥의 진폭은 노

두나 시추공에서 확인한 결과 0.3∼5.0 m 내외이다. 상부 구간에서는 화강암 면

의 상태가 불량하고 변질되었지만 하부 구간은 화강암 상태가 매우 단단하고 

신선하므로 진입터  입구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암맥이 동굴안정성에 미치는 향

은 크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국지 단열 는 진입 터 을 사교하는 NW 방향군과 

NE 방향군으로 존재한다[3.7.8]. 부분 인 단층 는 쇄 로 인해 진입터  굴착

시  부근의 지역은 다소 불량한 암질이 분포되어 있으며, 입구부에서 약 100 m 정

도 되는 지 에 폭 10 m 이내의 경사도가 한 쇄구간이 존재한다. 그러나 연구

모듈이 치하는 진입터  종  부근은 양호한 암질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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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URT 지하수 특성

미생물 동정에 사용된 지하수는 KURT 막장의 좌측모듈에서 시추된 시추공으

로부터 채수되었으며, 지하 약 140 m 부근의 지하심부 단열 를 따라 이동하는 지

하수를 채수 하 다. 채수된 지하수의 지화학  조건  화학성분들을 표 3.7.1에 

나타내었다[3.7.18]. 표 3.7.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채수된 지하수의 pH는 약 8.5 정도

로 알칼리 조건이며 Eh는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약 -90 mV 정도로 약 환원상태이

며, 지표수의 유입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징으로는 칼슘의 

농도가 높은 편이며, 황산염의 농도는 상당하여 황산염환원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하수 기본 특성 미량 화학성분

Borehole TB-4 원소 농도 (μg/L)

Temp (°C) 14.6 Al 278.5

Eh (mV) -90.6 Fe 59.3

pH 8.5 Mn 2.4

EC (μS/cm) 142.6 Sr 111.8

DO (mg/L) 3.5 Li 7.6

TDS (mg/L) 117 V 2.3

주요 화학성분
Cr 1.4

Co 0.2

원소 농도 (mg/L) Ni 1.1

SiO2 18.3 Cu 6.5

Na 7.4 Zn 9.8

Ca 16.5 As 1.3

K 1.2 Rb 5.0

Mg 1.3 Mo 13.8

Cl- 2.23 Cs 0.2

SO4
2- 6.84 Ba 73.5

NO3
-

0.90 Pb 2.1

F
-

1.34 U 52.0

HCO3
-

60.0 Th 0.041

표 3.7.1. KURT에서 채수된 지하수의 기본 특성(200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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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미생물 채취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하연구시설(KURT)의 지하수 내 부존하는 미생물의 종 

다양성과 속환원미생물을 농화배양하기 하여 KURT 내 140 m 아래 지하로 부

터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 다(그림 3.7.10). 기성 미생물의 종 다양성 분석을 하

여 지하수 시료는 1 L Serum bottle을 이용하여 채취하 다(그림 3.7.11). 채취즉시 

기성 상태를 유지하기 하여 Head Space없이 고무마개(Rubber Stopper)로 

Serum Bottle을 한 후 Ice Box를 이용하여 실험실로 옮겼다. 채취된 지하수의 

pH는 8.5정도로 약 알칼리이며 Eh는 약 -80 mV로 나타났다.  한, 일부 지하수는 

장에서 미리 비한 serum bottle 배양액에 곧바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하

으며, 그 이후 serum bottle 배양액은 아이스박스에 넣어 실험실로 옮겨 상온보 되

었고 미생물의 성장을 찰하 다. Serum bottle 배양액은 Fe-citrate를 자수용체

로 갖는 배양액과 sulfate를 자수용체로 갖는 배양액 2종류로 비하 다.

그림 3.7.10. KURT 지하수 채수 모습과 채수된 지하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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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1. KURT 미생물 장 주입 모습. 배양액이 들어있는 serum bottle들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KURT 지하수 주입 모습과 serum bottle들이 담겨있는 

아이스박스.

 

(4) 지하미생물 유 학  조사

(가) 지하수 미생물 Metagenomic DNA 추출

약 2 L의 지하수 시료를 0.22 μm filter를 통한 미생물회수법을 이용하여 균체

를 확보하 다. 이 게 확보된 균체를 포함한 filter를 N2-Grinding법을 통하여 

DNA(RNA) 추출․정제하 다. 한 심해 퇴 물 5 g과 Extraction Buffer 18 mL

를 잘 섞은 후 65°C water bath에서 incubation을 한 후 최종 2%가 되도록 SDS를 

넣은 후 30분 동안 shaking incubation을 실시 한 후 1,8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수확하 다. 얻어진 상층액에 PCI  CI 처리한 이후, 최종 얻어진 

상층액에 0.6 volume의 propanol을 첨가하여 5,000 rpm으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직  DNA pellet을 얻어내었다. 이 후 gelase 반응을 통하여 DNA를 정제하 다. 

각각 얻어진 DNA(RNA)를 -20°C에 분주  보 하면서 필요할 경우 꺼내어 사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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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수 미생물의 분자생태학  분석

정제한 DNA로부터 PCR 기법을 이용하여 Archaea, Eubacteria 16S rRNA  

Eukaryotic 18S rRNA 유 자를 각각 증폭한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을 따랐다. 1 μ

L template DNA와 1 μL 16S, 18S rRNA의 10 pmol primer Forward  Reverse

를 넣고 0.1 μL Taq polymerase (5 unit/μL,TAKARA), 2 μL 10× PCR buffer, 1 μ

L dNTP을 넣고 최종 20 μL 반응 혼합물을 만들어지도록 멸균증류수로 채웠다. 

Archaea, Eubacteria의 16S rRNA, Eukaryotic 18S rRNA 일부를 PCR로 증폭했다. 

PCR은 94°C에서 5분간 기 변성화 시킨 후 94°C에서 30 간 denaturation, 55°C

에서 30 간 annealing, 72°C에서 1분 30 의 extension 과정을 35회 반복하 고 최

종 extension은 7분 실시하 다. PCR 증폭 산물은 1% Agarose gel electrophoresis 

과정을 수행한뒤 ethidium bromide에 stain한뒤 PCR product 생성여부를 확인 후 

Solgent 社에 sequencing을 의뢰하여 분석하 다.

(다) 16S rRNA 유 자의 염기서열 비교 분석

농화배양된 균으로부터 DNA를 분리하여 미생물의 조성을 조사하 다. 분리한 

균의 1 μL tamplate DNA와 1 μL 10 pmol eubacteral univesal primer 27F 

(5'-AGA GTT TGA TCM TGG CTC AG-3'), 1492R (5'-TAC GGY TAC CTT 

GTT ACG ACT T-3') 0.1 μL Taq polymerase (5 unit/μL,TAKARA), 2 μL 10× 

PCR buffer, 1.6 μL dNTP등의  20 μL 반응 혼합물을 만들어 세균의 16S rRNA 의 

일부를 PCR로 증폭했다. PCR은 94°C에서 5분간 기 변성화 시킨 후 95°C에서 1

분간 denaturation, 50°C에서 1분간 annealing, 72°C에서 extension 과정을 35회 반

복하 고 최종 extension은 5분 실시하 다. PCR 증폭 산물은 1% Agarose gel 

electrophrosis 과정을 수행한뒤 ethidium bromide에 stain한뒤 PCR product 생성여

부를 확인하 다. 이 PCR 산물은 다시 GC clamp가 붙은 primer를 이용하여 증폭

한 후에 DGGE를 실시하 다. DGGE상의 band를 추출하여 sequence 분석을 수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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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URT 지하수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종 다양성

미생물의 rRNA gene만이 증폭이 되어 Eukarya나 Archaea에 비해 우 하고 있

어 이에 한 연구에 을 맞추었다. 미생물 클론의 분석결과 그림 3.7.1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크게, Proteobacteria, Actinobacteria, Nitrospina에 속하는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alpha-, beta-proteobacteria가 주요 미생물로 

단되었다.

알려진 clone을 분석하여 보면 부분 기성 지하에서 발견되는 clone들로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료의 특징과 반 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거의 모

든 clone들이 기존에 배양된 미생물과는 상이한 종들로 명이 되었다. 이에 한 

정확한 생리  특성은 앞으로의 배양실험이 추가되어야 알 수 있다.

특징 인 clone들을 분석해보면 우라늄 오염된 지하수, 철의 산화  환원에 

여하는 몇 종의 미생물이 발견되어 앞으로 이들에 의한 연구가 주로 되어져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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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2. KURT 미생물 종류. KURT지역의 지하수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종 

다양성을 16S rRNA gene을 이용한 분자생태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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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철환원 미생물 농화배양 후 생존 미생물 분석

 농화 배양한 미생물의 종다양성을 알아보기 하여 유 자 분석을 하 다. 

KURT 지하수에 존재하는 속 환원 련 미생물의 조성 분석 결과 그림 3.7.1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DGGE profile을 알 수 있었다. 크게 몇 가지의 주요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조건에 따라 비슷한 조성의 미생물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7.14의 경우 DGGE결과로 나온 band의 sequence를 분석한 후 동정한 

그림이다. 주요 band의 경우 Proteobacteria, Actinobacteria, Firmicutes로 알려진 

미생물들이다. 주로 기성환경에서 발견되는 미생물들과 근연 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하수에서 직  분석한 것과 농화배양 후에 분석한 것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배양 조건에 따라 특정 속 환원 미생물이 농화가 됨을 

알 수 있다. 한, 농화 배양 후 나온 clone들은 지하수에 비해 기존에 배양된 미

생물과 더욱 근연 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근연 계에 있는 미생물의 문헌

상의 특성과, 농화 배양된 미생물을 표미생물로 선정하여 속 환원 미생물의 

특성을 연구하여 비교 분석하 을 경우, KURT지역의 지하 환경에서의 속 

사 련 미생물의 특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 미생물을 이

용하여 미생물- 속이온 간의 상호작용 연구가 필요하다.

농화배양한 속환원미생물은 다음과 같다.

① Pseudomonas sp(DQ295934)[from salt marsh]와 유사한 미생물 존재

② Actinobacteria(AJ229241)[isolated from anoxic bulk soil of rice paddy 
microorganisms]와 유사한 미생물 존재

③ Fusibacter paucivorans(AF491333)[an anaerobic, thiosulfate-reducing 
bacterium from an oil-producing well]와 유사한 미생물 존재

④ Desulfuromonas michiganensis(AF357915)와 유사한 미생물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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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3. KURT 미생물 16S rRNA PCR-DGGE 사진.

17번. Metal-reducing bacteria enriched using acetate as an E-donor and 

Fe(III)-citrate as an E-acceptor

18번. Metal-reducing bacteria enriched using glucose as an E-donor and 

Fe(III)-citrate as an E-acceptor

19번. Metal-reducing bacteria enriched using lactate as an E-donor and 

Fe(III)-citrate as an E-acce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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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4. 그림 3.7.13의 각각의 band에 해당하는 미생물 동정. 미생물의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하여 미생물의 종 동정.

Band 4-Similar to Pseudomonas sp(DQ295934) from salt marsh

Band 9-Similar to Actinobacteria(AJ229241) isolated from anoxic bulk soil of 

rice paddy microorganisms

Band 12-Similar to Fusibacter paucivorans(AF491333), an anaerobic, 

thiosulfate-reducing bacterium from an oil-producing well

Band 18-Similar to Desulfuromonas michiganensis(AF35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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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URT 미생물의 특성 분석

(1) 미생물 농화배양

(가) 농화배양용 미생물 성장배지 제조

KURT 지하수 내 생존하는 미생물과 속이온간의 상호작용 연구를 하여 제

조한 기본성장배지의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다(그림 3.7.15).

① 삼각 라스크에 증류수 1000 mL를 넣는다.

② 삼각 라스크에 표 3.7.2와 같은 화학약품을 넣는다. 동시에 삼각 라스크를 핫

이트에 올린 후 Stir bar를 돌리면서 가열하여 표 3.7.2의 화학약품을 용해

시킨다. 동시에 질소가스로 퍼징을 하여 기성 조건을 유지하면서 가열하여 

미생물성장배지 내 용존 산소를 제거한다. 이때 미생물 성장배지의 pH는 7.5∼

8.0의 값이 되도록 한다.

③ Serum bottle에 질소를 퍼징하여 기성상태를 만들어  후 성장배지 100 

mL serum bottle에 넣고, 마개를 닫는다.

④ 멸균 테이 를 붙이고 고압멸균기를 이용하여 121°C에서 멸균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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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7.15. 미생물 성장배지 제조과정. (a) 삼각 라스크에 증류수를 넣고 

핫 이트에서 교반  열을 가해 일부 산소를 제거하는 과정. (b) 질소로 

퍼징하면서 산소를 제거하고 미량원소  비타민을 주입하는 과정. (c) Serum 

bottle들에 배양액을 주입하고 butyl rubber로 막은 후 알루미늄 캡으로 운 모습. 

(d) 배양액이 담겨진 serum bottle들을 고압멸균기에서 121°C로 가열하여 잔여 

세균을 멸균.

화학약품  g/L or mL/L

 NaHCO3  2.5 g

 CaCl2․2H2O 0.08 g

 NH4Cl 1.0 g

 MgCl2․6H2O 0.2 g

 NaCl 10 g

 HEPEs(30 mM) 7.2 g

 Yeast Extract 0.5 g

 Trace mineral 10 mL

 Vitamins 1 mL

표 3.7.2. 미생물 농화배양을 한 미생물 성장배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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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공여체  수용체

① 자공여체

1) Pyruvate (10 mM)

2) Glucose (10 mM)

3) Lactate (10 mM)

4) Acetate (10 mM)

② 자수용체

1) Fe(III)-citrate

2) Akaganeite(ß-FeOOH)

3) 갈색의 Manganese oxide(MnO4)

4) 검은색의 Manganese oxide(MnO4)

③ 농화배양

제조한 미생물 성장 배지와 자 공여체 는 자 수용체를 주입하여 KURT 지하

수 내 부존하는 미생물을 농화배양 한다(그림 3.7.16). 농화배양은 상온에서 실시하며 

Shaking Incubator를 이용하여 일정한 온도(25°C)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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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6. KURT 지하수의 속환원미생물 증식  활성화.

(2) 특정 원소/ 물별 미생물 농화배양

(가) 철산화물 이용 미생물 배양

기본 농화 배양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철산화물 환원 미생물 배양을 해 자

공여체(Lactate, Acetate, Glucose) 3가지와 자수용체(Akaganeite)를 이용하여 미

생물- 속이온 상호작용 실험을 실시한 후 고체상태의 자수용체를 회수하여 

XRD  자 미경 분석을 실시하 다.

미생물에 의한 철 산화물의 환원 실험결과, 3가지 자공여체(Lac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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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ate, Glucose)를 이용하여 3가 철(Akaganeite)의 환원 실험결과에 따르면 

Lactate를 자공여체로 사용 시 색의 3가 철(Akaganeite)이 갈색의 철로 변화

됨을 확인 하 으며, magnetite로의 상 이가 이루어졌다(그림 3.7.17과 3.7.18).

그림 3.7.17. 철환원미생물에 의한 akaganeite의 magnetite로의 물 이 

자 미경 사진.

그림 3.7.18. Akaganeite의 magnetite로의 물 이 XRD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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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망간산화물 이용 미생물 배양

기본 농화 배양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망간산화물 환원 미생물 배양을 해 

자공여체(Lactate, Acetate, Glucose) 3가지와 자수용체(Akaganeite)를 이용하여 

미생물- 속이온 상호작용 실험을 실시한 후 고체상태의 자수용체를 회수하여 

XRD  자 미경 분석을 실시하 다.

망간 산화물의 환원 실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가지 자공여체(Lactate, Acetate, Glucose)를 이용하여 갈색의 망간 환원 

실험결과에 따르면 3개의 자공여체(Lactate, Acetate, Glucose)를 모두 이

용하여 갈색의 망간산화물을 환원시켜 rhodochrosite 물의 상 이가 이루

어졌다(그림 3.7.19와 3.7.20).

3가지 자공여체(Lactate, Acetate, Glucose)를 이용하여 검정색의 망간 환

원 실험결과에 따르면 1개의 자공여체(Glucose)를 이용하여 검정색의 망간

산화물을 환원시켜 hausmanite  rhodochrosite 물의 상 이가 이루어졌

다(그림 3.7.21과 3.7.22).

Glucose를 자공여체로 이용하여 검정색의 망간 환원 실험결과에 따르면 1

개의 자공여체(Glucose)를 이용하여 검정색의 망간산화물을 환원시켜 물

의 상 이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이용한 TEM 시료 비  분석결과에 따

르면 미생물 세포내 는 세포벽에는 망간 물의 침 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생물 외부에서 물의 상 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그림 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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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9. 망간환원미생물에 의한 산화망간의 rhodochrosite로의 물 이 

자 미경 사진.

그림 3.7.20. 산화망간의 rhodochrosite로의 물 이 XRD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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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1. KURT 망간환원미생물에 의한 MnO2의 rhodochrosite  

hausmannite로의 물 이 자 미경 사진.

그림 3.7.22. KURT 망간환원미생물에 의해 형성된 hausmannite  

rhodochrosite XRD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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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3. 망간환원미생물 주변의 망간환원결정체의 투과 자 미경 사진  

화학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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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미생물 복합 반응 특성

가. 주요 물들의 특성

(1) 흑운모

(가) 흑운모의 구조

흑운모의 구조를 살펴보면 미생물과의 반응에 주로 참여하게 될 Fe(II)의 치

가 흑운모의 팔면체 (octahedral sheet)에 놓이며, Mg 혹은 Al과 동형치환되어 존

재한다(그림 3.7.24). Fe(II)의 함량이 높을수록 물의 용해도는 증가하며, 쉽게 다

른 물로 이될 수 있다. 흑운모의 층간은 K+가 존재하면서 물의 하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지하수의 다른 이온들( : Na 혹은 Ca)에 의해 이온교환될 수 있다. 

흑운모가 용해되거나 Fe(II)가 산화 혹은 용탈되면서 질석(vermiculite)이라는 다른 

물로 변이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물의 층간이 팽창되는 팽창성 물로 이

된다.

그림 3.7.24. 흑운모 물의 내부 결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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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URT에서 찰되는 흑운모

흑운모는 결정질 암석에서 주요 물로 존재하며, 쉽게 변질되는 물 의 하나

이다. 화강암반의 주요 물 의 하나인 흑운모는 구조안에 Fe(II)를 가지고 있어서, 

만일 물과 하여 용해가 발생하면 구조안의 Fe가 빠져나가면서 물의 부식이 

진된다(그림 3.7.25). 한, 이 속원소인 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환원미

생물과의 한 반응이 상되는 물이다.

그림 3.7.25. KURT 화강암에서 찰되는 흑운모의 확 사진 모습. 흑운모가 

지하수와 하거나 풍화가 되면 구조내에 존재하는 Fe(II)가 빠져나오거나 산화됨. 

한, 물이 풍화되면서 표면에 이차침 물이 형성되거나 팽창성 물로 변형됨.

(다) 실험에 사용된 흑운모 시료의 특성

미생물과의 반응실험에 사용하게 될 흑운모는 순수한 흑운모이며, 물량이 충

분해야 한다. 하지만, 자연계의 화강암에서 흑운모만을 따로 모아서 실험하기에는 

물량도 부족하고 샘 마다 물의 화학성분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순수한 결

정성 흑운모를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흑운모의 구조화학식을 얻기 해 자 미분석기(EPMA)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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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흑운모 시료를 분석하 다. 분석된 화학분석값을 흑운모 구조에 맞추어 구

조화학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K1.92Na0.13(Mg3.57Fe1.95Ti0.24Mn0.08)(Si5.92Al1.94Fe0.14)O20(OH)4

구조화학식을 보면 철의 함량이 마그네슘 함량에 비해 다소 은 편이다. 그리

고, 철의 분포가 팔면체  뿐만아니라 사면체 (tetrahedral sheet)에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흑운모 시료는 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막자사발로 물을 쇄하기에 당

하지 않다. 따라서, 날카로운 가 를 사용하여 최 한 작은 입자로 쇄하 으며, 

최종 으로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흑운모를 분쇄하 다(그림 3.7.26). 분쇄된 입자의 

크기는 3 mm 이하 다.

그림 3.7.26. 흑운모 입자를 최 한 고운 가루로 만드는 과정.

흑운모 입자의 비표면 을 알기 해 Asap 2010(Micromeritics) 기기를 이용하

여 BET(Brunauer-Emmett-Teller) 표면 을 측정하 다. 측정조건은 N2 가스를 이

용하 으며 4시간 동안 고온(약 300°C)에서 탈가스화 시켰다. 측정된 흑운모 입자의 

비표면 은 0.2666 m
2
/g의 값을 보여주었다.

한, 흑운모의 철의 2가와 3가 구분을 해 Mossbauer spectroscopy 장치를 

이용하여 Fe(II):Fe(III)의 비를 측정하여, Fe(II):Fe(III) = 70:30(atomic %)의 값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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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철석(goethite)

(가) 침철석의 구조

침철석은 야외에서 찰되는 산화철 물들 에 주된 물로써, 방사성핵종원소

와 히 상호반응하는 물질이다. 결정질 암석에 존재하는 철함유 물들( : 흑운

모)이 용해되거나 풍화되면서 구조내에 포함되어 있던 Fe(II) 원소가 용출되어 나오

고 산화된 지하수에 녹아들면서 Fe(III)으로 산화된다. 이 게 산화된 철은 콜로이드 

형태의 철산화물을 형성하고 페리하이드라이트(ferrihydrite, Fe5HO8․4H2O)라는 약

한 결정질의 물을 형성한다. 이러한 물이 시간이 흐르면서 결정화 과정을 거치

고 침철석(α-FeOOH)이라는 물로 이된다.

침철석의 구조는 기본 으로 FeO3(OH)3 팔면체가 이 으로 나란히 배열되면서 

edge-sharing하는 구조를 가고 있다(그림 3.7.27). 한, 나란히 배열된 팔면체들이 

corner-sharing하면서 터 구조를 형성한다. 이 터 구조는 단지 수소이온 정도의 

원소만을 통과시킬 수 있는 작은 형태이다.

그림 3.7.27. 침철석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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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URT에서 찰되는 침철석

KURT 지하암반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철을 함유한 흑운모 외에 일부 변성작용

을 받아 철을 함유한 녹니석 등이 발달되어 있다. 이 게 철을 함유한 물들이 

KURT 암석내에 상당량 존재하고 있으며 시간에 따른 변질  풍화 등의 요인에 

의해 Fe(II)가 용출되어 나와 산화철을 형성함으로써 침철석과 같은 철산화물들이 

암석표면  단열면 등에 다량 분포하고 있다(그림 3.7.28).

그림 3.7.28. KURT 풍화암석 시료에서 찰되는 침철석의 자 미경 

이미지.

KURT 침철석은 주변에 방해석  토 물이 일부 포함되어 찰되며, 침상모

양의 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침상의 크기는 발달되는 정도에 

따라 다르며, 찰되는 침철석의 형태는 주로 작은 크기의 입자들이었다. KURT의 

소규모 단층에서 다량 분포하고 있으며, 풍화된 화강암의 내부에 국지 으로 발달

되어 있다.

(다) 실험에 사용된 침철석 시료의 특성

실험에 사용된 침철석은 실험실에서 합성하여 사용하 다. 합성의 방법은 

Fe(NO3)․9H2O 40 g을 500 mL의 증류수에 녹인 후, 330 mL 1 M KOH 용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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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떨어뜨리면서 흔들어 주었다. 질산화철 용액을 다 소모한 후, 라스크를 흔

들어 주고 원심분리하 고 약 3번 정도 증류수로 씻어 주었다. 얻어진 고체시료는 

oven에 건조하여 다음 실험을 해 보 하 다(그림 3.7.29).

그림 3.7.29. 실험에 사용된 침철석.

합성된 침철석은 다른 불순 물이 없는 거의 순수한 침철석 물로 구성되었

다(그림 3.7.30).

그림 3.7.30. 합성된 침철석의 XRD 사진(좌)과 주사 자 미경 사진(우).

 

합성된 침철석의 XRD 패턴에서 보듯이 다른 불순 물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XRD peaks가 체로 뚜렷하여 침철석의 결정성이 좋은 것으로 단된다. 한, 주

사 자 미경 찰시 뚜렷한 수 백 nm의 침상구조를 가진 침철석 입자가 잘 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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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생물에 의한 우라늄 제거 특성

(1) 실험방법

(가) 미생물

실험에 사용된 미생물은 한국원자력연구원 KURT에서 지하 140 m 지 의 지

하수를 시추공을 통해 채수하 고, 멸균처리 한 무산소 serum bottle 100 mL에 소

량 주입하 다. 그림 3.7.31에서 보듯이, 다양한 종류의 자공여체  자수용체를 

갖는 조건에서 KURT 미생물을 배양하 다.

그림 3.7.31. 다양한 자공여체  자수용체를 이용하여 KURT 미생물 배양.

이러한 배양조건에서 두 종류의 serum bottle들이 사용되었는데, 하나는 

Fe-citrate(산화철, 액체)가 첨가되어 있는 무산소 용액이고, 다른 하나는 MnO4(산

화망간, 고체)가 소량 들어있는 용액이다. KURT 미생물을 본 용기에서 한 달 이상 

배양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실험은 Fe-citrate에서 키운 미생물(M1)과 MnO4에

서 키운 미생물(M2), 그리고 비교실험을 해 미국의 Shewanella putrefaciens(SP) 

등 총 3 가지의 미생물을 상으로 실험하 다. SP 미생물은 철환원미생물로서, 지

표  바다 뿐만아니라 지하심부의 조건에서도 생존하여 야외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속환원미생물 의 하나이다(그림 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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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2. Shewanella putrefaciens 자 미경 사진.

(나) 우라늄 환원실험

실험조건은 미량원소와 비타민을 포함하는 media를 만들고 media 100 mL에 우

라늄, 물, 그리고 미생물을 투입하여, 미생물에 의한 우라늄 농도의 변화  물

의 향 등을 살펴보았다(그림 3.7.33). 기 우라늄의 농도는 1×10
-5
 M 이었고, 

물은 흑운모(1 g/100 mL)와 침철석(0.03 g/100 mL) 두 종류로 하 다. 흑운모에 비

해 침철석의 투입량이 작은 이유는 침철석의 입자가 훨씬 작아 비표면 이 넓기 때

문에 고액비를 달리 하 기 때문이다. 자공여체로 lactate 혹은 glucose 1 M을 l 

mL 주입하 다. 미생물 주입량은 각 bottle에 0.3 mL 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하

으며, 산소의 침투를 막기 해 butyl rubber로 병 입구를 인하 다. 실험온도

는 25°C, pH는 약 7.5 조건에서 11일간 실험하 다. 실험은 2번 반복해서 실시하

다. 모든 실험은 환원조건에서 실행되었다.

실험기간 동안에 우라늄  용존 무기원소들(K, Fe, Si  Al) 농도 변화를 확

인하기 해 일정한 간격으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1 mL 씩 채취하 고 0.2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ICP-MS로 양이온들의 농도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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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3. 미생물- 물-우라늄을 동시 주입하여 항온진탕기에서 반응시키는 장면.

(2) 실험결과

(가) 습식분석

그림 3.7.34a에서 보는 것처럼, 흑운모가 있는 조건에서 11일의 실험기간 동안 

기 용존하는 우라늄의 농도는 미생물에 의해 계속 으로 감소하 다. 미생물  

SP(Shewanella putrefaciens)의 우라늄 제거능력이 가장 탁월하 고, M2(KURT 망

간환원미생물) 역시 일정기간(4일 후)이 경과한 후 부분의 용존 우라늄의 농도가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속환원미생물에 의한 우라늄 환원작용에 기인된 것으로, 

+6가 우라늄이 +4가로 환원되면서 용해도가 속히 감소하여 침  되었거나 주변 

물 등에 수착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M1(KURT 철환원미생물)의 경우에는 우라

늄의 감소가 미미하 다. 동일한 KURT 미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에 사용된 미

생물의 특성에 의해 우라늄의 환원  제거능력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의 

결과에서는 M2 미생물이 훨씬 효과 으로 우라늄을 제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7.34b에서는 기에 우라늄 농도가 격히 감소되는데, 이는 물질로 넣

어  침철석의 우라늄에 한 탁월한 수착능력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넣어  침

철석 량이 흑운모보다 훨씬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입자크기와 넓은 표면 에 

의해 부분의 용존우라늄이 물표면에 수착되어 제거되었다. 따라서, 미생물에 의

한 우라늄의 제거 특성을 찰하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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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4. 속환원미생물에 의한 용존우라늄의 감소 특성. (a) 흑운모와 (b) 

침철석이 참여 물로 media에 들어 있으며 3 가지의 각기 다른 미생물종에 의해 

우라늄 환원  감소가 진행(M1: KURT 철환원미생물, M2: KURT 

망간환원미생물, SP: Shewanella putrefaciens).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결과는 M1 미생물에 의해 침철석 표면에 수착된 일부 

우라늄의 탈착이 찰될 수 있다(그림 3.7.34b).

이는 우라늄이 수착되어 있는 침철석(α-FeOOH) 표면이 미생물에 의해 Fe(III)

가 Fe(II)로 환원되면서 물구성 성분인 Fe가 용해되고, 공존하던 우라늄도 같이 

용탈되어, 용액 내에 우라늄의 농도가 차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3.7.35).

그림 3.7.35. 침철석에 수착된 우라늄의 미생물 M1에 의한 탈착과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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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6에서 보듯이, 다른 미생물보다 M1 미생물에 의한 침철석의 Fe 성분 

용해가 훨씬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P의 경우, 기에 철이온의 농도 증

가를 가져오고 차 그 추세가 그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M2의 경우, 

기에는 철 이온의 증가가 거의 없다가 일주일 후에 약간의 철이온의 증가를 보여

다. 이는 망간환원을 주된 메커니즘으로 하는 미생물의 경우, 산화철의 환원에 크

게 여하지 않고 오직 용존되어 산화상태로 존재하는 핵종의 환원에 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3.7.36. 속환원미생물의 우라늄 환원시 침철석으로부터 용출되는 용존철의 

농도 변화(M1: KURT 철환원미생물, M2: KURT 망간환원미생물, SP: 

Shewanella putrefaciens).

KURT 철환원미생물은 산화상태의 침철석 물의 표면 일부를 환원시키고 

Fe(II)의 용해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에 침철석 표

면에 수착된 우라늄도 같이 용해되고 용액상의 우라늄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단된다. KURT 철환원미생물에 의한 Fe의 용출이 우라늄의 수착거동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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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 미경 분석

① 흑운모 + 미생물 + 우라늄

흑운모는 자연계 암석에 흔히 존재하는 물질로써, 입자의 결정이 단단하고 용해

속도가 매우 느리다. 본 실험에서 흑운모가 물질로 존재하는 경우 미생물에 의한 

우라늄의 환원작용  수착특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흑운모 물은 상 물로써 넓은 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물 에 미생물

이 쉽게 하여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한, 물의 edge sites 부근에 하여 

물의 깨진 부분에 존재하는 양이온( : Fe(II) 혹은 Fe(III))과 상호작용하거나 층

간에 존재하는 K 이온을 섭취할 수 있다. 일부 미생물은 물에 하여 일차 으

로 물의 구성이온과 반응하거나 이차 으로 수착된 우라늄과 같은 핵종들과 반응

할 것으로 보인다. 흑운모 물은 매우 단단한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의 용해를 통해 빠른 반응을 기 하기는 어렵다. 그림 3.7.37에서 보는 것처럼, 

KURT 미생물이 물표면에 수착하여 차 바이오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규모가 큰 바이오막이 형성될 것으로 사료된

다.

그림 3.7.37. 흑운모 표면에 KURT 미생물이 하여 상호반응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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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wanella와 같은 철환원미생물의 경우 흑운모를 구성하는 Fe성분과 히 

상호작용 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3.7.38). 철환원미생물은 자수용체  자공여체

를 이용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생장하기 때문에 Fe(III)와 같은 자수용체가 존재할 

때 훨씬 빠르게 성장하거나 반응할 수 있다. 습식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Shewanella  미생물의 경우 흑운모와 우라늄이 공존하는 조건에서 가장 빠르게 우라

늄을 제거한다. 하지만, KURT 미생물의 경우, 철환원미생물보다 망간환원미생물의 

우라늄 제거 능력이 훨씬 탁월하 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의 KURT 철환원미생

물이 용존 우라늄의 환원작용 보다는 산화된 흑운모의 환원에 훨씬 많은 참여가 있

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반면, KURT 망간환원미생물은 흑운모의 망간 함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물의 환원과정에 참여하기보다 용존 산화우라늄의 환원과정에 훨씬 

더 많은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7.38. 흑운모 물표면에 Shewanella putrefaciens  미생물 찰.

용존  산화되어 있던 우라늄이 KURT 미생물에 의해 차 환원되어 물화

가 진행된다(그림 3.7.39). 특히 KURT 망간환원미생물은 산화망간을 환원시킬 뿐만

아니라 우라늄과 같은 핵종들도 환원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7.39에서 나노 

크기의 우라니나이트(uraninite) 물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찰된 우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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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는 흑운모의 입자 표면에 수착되어 존재하고 있으며, 서로간에 응집되어 존

재하 다. 조  더 확 한 사진을 보면, 2∼3 nm 크기의 우라니나이트가 만들어 졌

으며 상호 응집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찰된다. EDS 화학분석 결과 우라늄을 함유

한 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KURT 망간환원미생물에 의해 물속에 용존되어 있

던 우라늄이 물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지하수를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우라늄과 같은 핵종들이 in-situ 미생물에 의해 충분히 억제되거나 물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7.39. 우라늄이 환원  물화되어 흑운모 입자 표면에 부착된 모습.

② 침철석 + 미생물 + 우라늄

침철석은 산화철 물로써 흑운모에 비해 결정성이 약하고 용해도가 높은 물

이다. 이 의 습식실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침철석의 Fe(III) 성분은 미생물에 

의해 환원되면서 침철석의 용해가 유도될 수 있다. 속환원미생물은 Fe와 같은 

이 속 성분의 산화 상태를 바꿀수 있고, 이것은 이러한 성분을 함유한 물의 

이  구조를 변형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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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 침철석을 이용한 우라늄 환원실험에서 용존우라늄의 상당 부분이 

침철석 물의 표면에 수착되었음을 ICP-MS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반응 실험 

기에 부분의 우라늄이 침철석 물에 수착되어 미생물과의 반응이 직 으로 

이 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침철석 입자는 매우 작아서(수백 nm 혹은 수 μm 

크기), 표면 이 넓고 우라늄과 같은 핵종을 수착하는데 탁월하다. 따라서, 침철석 + 

미생물 + 우라늄 반응실험시 기부터 활발히 부분의 우라늄이 침철석의 표면에 

수착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7.40에서 보듯이, 작은 침철석 입자들이 서로 엉겨 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침철석의 형 인 형태인 침상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용존 우라늄과의 반

응 이후, 침철석의 표면을 EDS 화학분석한 결과 소량의 우라늄이 검출되었다. Fe 

성분이 주 성분으로 찰되고 있고 media의 일부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 여기에서 

확인되는 우라늄 성분은 용존되어 있던 우라늄이 침철석 표면의 Fe 구조와 반응하

여 표면수착된 것으로 단된다. 이 게 수착된 우라늄은 주변의 미생물에 의해 다

시 Fe와 함께 용액상으로 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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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0. 침철석 입자의 주사 자 미경 사진과 화학성분 분석 EDS 데이터.

③ 유기물의 향

침철석 + 미생물 + 우라늄과의 반응에서 media에 존재하는 상당량의 유기화합

물( : lactate)과 미생물의 분비물(exudates) 등의 향을 찰해 보았다. 물속에 용

존된 유기화합물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다른 성분의 유기물과의 반응을 통해 

다양한 크기  구조를 갖는 유기물로 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기분자들의 

결합에 의해 유기물의 크기는 수 백 nm의 크기로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수용액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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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용존 핵종의 화학  거동에 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림 

3.7.41에서 보듯이, 다양한 형태의 유기물이 침철석 입자와 결합하거나 엉겨 붙어 

매우 큰 복합입자를 구성하고 있다. 침상구조의 침철석과 유기화합물의 강한 상호

작용이 측되며 우라늄의 수착  환원 등의 과정에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

인다. 투과 자 미경으로 확 한 유기화합물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구상형태의 

organic carbon 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침철석과 한데 어우러져 큰 응집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림 3.7.41. 침철석과 유기화합물이 결합된 모습의 투과 자 미경 이미지.

4. 핵종의 생 물화(biomineralization) 반응

지하심부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지하 깊숙이 내려갈수록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 성장하는 기성미생물이 번식하고 있다. 특히, 속환원미생물들이

라고 일컫는 기성미생물들이 지하 깊숙한 곳에 생존하고 있으며, 이들은 속 

혹은 핵종원소들을 환원시켜 용존상태의 이온들을 황화 물  기타 속 물로 

물화시킬 수 있다. 우리들의 심은 우라늄과 같은 핵종들이 미생물에 의해 물화

되고 낮은 용해도로 인해 지하수를 따라 원거리로 이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획기

으로 감소되는 부분이다. 이는 고 폐기물의 장기안 성과 매우 한 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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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이에 본 실험은 지하심부 미생물을 실험실에서 배양하여 우라늄과의 

반응을 통해 바이오-나노우라늄 물의 형성  기작을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통

해 고 폐기물처분에서의 미생물의 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향후 이들의 효과

인 이용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 용존핵종 제거 특성

(1) 실험조건

(가) 세균배양

실험에 사용된 미생물은 Shewanella균(Shewanella putrefaciens  CN32 (ATCC 

BAA-1097))(그림 3.7.42)으로써, 미국 ATCC(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로 

부터 구입하 다.

그림 3.7.42. Shewanella균의 투과 자 미경 이미지.

Shewanella균은 분말상태로 작은 유리캡슐에 담겨 있으며, 유리칼을 이용하여 

캡슐을 단하고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솜덮개를 제거한 후, 곧바로 세균분말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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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액에 털어 넣었다. 실험 배양액은 TSB(tryptic soy broth (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 성분으로 증류수 1 L에 30 g의 TSB를 첨가하여 만들었다. 세

균분말이 포함된 배양액은 곧바로 교반기에 장착하여 120 rpm의 속도로 24시간 흔

들어 주었다. 배양액의 색깔은 맑은 노란색에서 약간 붉은색이 감도는 색으로 변했

으며, 이는 Shewanella균들이 성장하면서 약간 붉은 빛을 띠기 때문인 것으로 단

된다(그림 3.7.43).

성장 배양액을 50 mL의 원심튜 에 분배한 후, 4,000 rpm으로 원심분리 하

다. 상등액은 버리고 가라앉은 Shewanella균을 다시 탄산수소나트륨(NaHCO3) 30 

mM 버퍼용액에 분산시켰다. 이후 다시 원심분리하고 세척하는 과정을 3번 반복하

다. 세척이 끝난 후 Shewanella균을 탄산수소나트륨 버퍼용액에 보 하여 다음 

실험에 사용하 다.

그림 3.7.43. Shewanella균 배양  우라늄 수착실험 사진. (a) 액체배지, (b) 

고체배지에 성장한 Shewanella균, (c) 원심분리된 Shewanella균의 모습, (d) 

우라늄과 미생물과의 반응실험을 한 항온진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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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경용액 제조

100 mL 탄산수소나트륨(30 mM) 용액내 용존산소를 제거하기 해 장시간 질

소가스로 퍼징하 다. 자공여체로 젖산나트륨(Na-lactate)을 10 mM 주입하고 질

소가스로 퍼징한 후 부틸마개로 병의 입구를 막고 알루미늄 캡으로 단단히 고정하

다. 사용된 병은 150 mL serum bottle로써 산소의 투과를 효과 으로 차단하는 

병이다. 이후 약 20분 동안 121°C에서 고압멸균 처리하 다.

지하수 성분과 유사한 용액을 만들기 해 배경원소들을 첨가하 으며, 0.2 μ

m(Advantec cellulose acetate)를 이용하여 다른 불순 세균을 사멸하기 해 여과하

다. 첨가하는 양이온들은 지하수와 비슷한 주요 성분들이며, 주사기와 바늘을 이

용하여 serum bottle에 다음과 같은 양으로 주입하 다.

염화칼슘 : 1.0 mM, 염화칼륨 : 1.0 mM, 염화마그네슘 : 1.0 mM

한, 추가 으로 이 속원소  인 성분 등을 미량으로 주입하 다. 주입방

법은 양이온 첨가방법과 동일하게 0.2 μm(Advantec cellulose acetate)를 이용하여 

불순 세균을 사멸하 으며, 주사기와 바늘을 이용하여 serum bottle에 다음과 같은 

양으로 각각 주입하 다.

염화제일철 : 0.2 mM, 염화망간(II) : 0.2 mM, 인산나트륨 : 0.3 mM

염화제일철의 경우, 소량의 염화제이철을 만들기 해 염화제일철 용액의 뚜겅

에 바늘을 이용하여 약간의 산소를 주입하여 약한 산화환경을 조성하 다. 이러한 

과정에서 용액의 색깔이 투명한 무색에서 은 노란색으로 변색되었으나, 철산화물

의 침 이나 심한 콜로이드화 작용은 찰되지 않았다. 한, 일주일 이상의 실험에

서도 철산화물의 침 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일부 산화

된 Fe(III)가 이온 혹은 미세한 콜로이드 상태로 존재하면서, 응집되거나 큰 물로 

성장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에서 설명한 주요원소  미량원소는 공통 혹

은 개별 으로 주입되어 각기 다른 배경용액을 가진 serum bottle들을 만들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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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존우라늄 제거 실험

철, 망간, 그리고 인 등 미량의 무기원소들을 배양액에 첨가하 으며, 우라늄은 

50 μM의 양을 취하여 0.2 μm 필터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하 다. 주입된 우라늄

은 U(VI)의 산화된 형태로, 산화우라늄은 용해성이 크고 이동성이 있는 우라늄이온

이다. UO2(NO3)2·6H2O(Aldrich) 조성의 우라늄 화합물을 산성 HClO4 용액에 녹여

서 우라늄의 가수분해를 방지하 으며, 우라늄 10
-3 

M stock solution으로 만들어 

실험에 사용하 다.

최종 으로 Shewanella균을 약 8 mg/L 세포단백질량 만큼 주입하 다. 미생물

의 향을 찰하기 해 미생물이 주입되지 않은 동일한 농도의 우라늄이 들어있

는 비교(control) 용액도 만들어 비교실험 하 다. 실험 용액은 약 120 rpm으로 흔

들어 주었으며, 온도는 25°C로 설정하 다. 모든 실험은 환원조건에서 수행하 으

며, 주기 으로 0.2 μm 필터 주사기를 이용하여 약 2 mL의 용액을 채취하여 우라

늄을 비롯한 무기성분들의 농도 변화를 유도결합 라스마 질량분석기(ICP-MS)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라) 주사 자 미경 분석

미생물에 의해 물화된 핵종의 모습  형태를 찰하기 해 계방출 주사

자 미경(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 다(그림 

3.7.44). 사용된 기종은 Hitach S-4700 모델이었으며, 고체의 화학성분  X-선 

mapping을 해 EDS(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Horiba)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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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4. 계방출 주사 자 미경 사진.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는 무산소 N2 가스 환경에서 건조 시킨후 일부 시료를 핀

셋으로 떼어 내어 시료홀더 도성 테이 에 문지른 후, 진공상태에서 Os(osmium)

로 시료를 얇게 코 하여 도성을 띠게 하 다. Os로 코 된 시료를 주사 자 미

경의 진공챔버에 넣고 이미지를 찰하 다.

(마) 투과 자 미경 시편 비

① 시편 처리 작업

1) Fixation/ 2.5% glutaradehyde - for 1 hr at 4°C

(5% glutaradehyde + 0.2 M Na-cacodylate buffer = 1 : 1) - pH 7.3∼7.4

2) Washing/ 1×Na-cacodylate - 10 min (×2)

3) Dehydration (at 4°C)

D.W.          -   10 min(×2)

50% EtOH    -   10 min(×2)

70% EtOH    -   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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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tOH    -   10 min

90% EtOH    -   10 min(×2)

95% EtOH    -   10 min(×2)

100% EtOH   -   10 min(×2)

Propylene oxide - 10 min(×2)

4) Infiltration/ at room temperature

Propylene oxide : Epon mixture = 3 : 1 - 3 hr at R.T.

Propylene oxide : Epon mixture = 1 : 1 - overnight

Propylene oxide : Epon mixure = 1 : 3 - 3 hr

100% Epon - 3 hr (2회 교체)

5) Embedding - (Epon-812 사용)

100% Epon - for 2 day at 60°C (dry oven)

② 박 편(Ultramicrotome) 작업

시료의 두께  편 속도 : 70 nm, 0.8 mm/s

Knife 사양 : Diatome 35°

0.3% Formvar coated 75 mesh Cu-Grid 사용

(바) 투과 자 미경 분석

미생물과 우라늄 핵종과의 반응 실험이 끝난 후 투과 자 미경을 이용하여 일

부 물화된 우라늄과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우라늄을 찰하 다. 찰을 한 시

료 비는 크게 두 가지로 하 는데, 먼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생물 표면

을 찰하기 해 증류수로 한 번 세척한 후 미생물을 증류수에 분산시키고 Cu 

Grid로 건져 올렸다. Cu Grid는 탄소막으로 코 되어 있는 200 mesh 제품을 사용

하 다. Cu Grid에 올라온 시료를 건조시킨 후 곧바로 투과 자 미경으로 상 시

료를 찰하 다.

미생물 내부를 찰하기 해 다음과 같은  다른 샘 비를 수행하 다. 미

생물을 원심분리하여 가라앉힌 후 2.5% 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로 고정화 

시켰다. 카코딜나트륨(Na-cacodylate)으로 씻어  후, 다양한 농도의 알코올 과정을 

통해 수분을 제거하 다. 수분이 제거된 미생물을 Epon-812 진에 집어넣고 6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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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2일간 굳게 하 다. 이 게 만들어진 블록을 다이아몬드 칼(Diatome 35°)

로 50∼70 nm 크기로 단하 으며, 잘려진 시편을 Cu Grid 에 올려 놓았다. 우

라닐아세테이트(uranyl acetate)로 염색하는 과정은 생략하 는데, 이는 이차 인 우

라늄의 시료 교란을 방지하고자 하 다. 투과 자 미경은 JEOL JEM 2100F 모델

(그림 3.7.45)로 200 kV의 가속 압으로 찰하 으며, 화학분석  표면분석을 

해 EDS(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를 사용하 다.

그림 3.7.45. 분석에 사용된 투과 자 미경.

(2) 용존우라늄 제거

50 μM 농도의 우라늄과 Shewanella균이 공존할 때, Shewanella균에 의한 우라

늄 농도의 변화를 찰하 다(그림 3.7.46).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우라늄의 

농도변화는 아주 미약 하 지만, 미생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분의 용존우라늄

이 2주 안에 거의 제거됨을 찰하 다. 한, 용액상에 철, 망간, 그리고 인과 같은 

미량원소들의 존재 여부에 따라 우라늄의 시간에 따른 제거패턴이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인이 첨가되었을 경우, 기에 우라늄의 제거속도가 빨랐으며, 철 



- 480 -

혹은 망간의 경우에는 우라늄의 환원  제거가 조  더디게 나타났다. 하지만, 최

종 으로 우라늄의 제거에 걸린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찰되었다.

그림 3.7.46. Shewanella균에 의한 용존우라늄 농도 변화. 버퍼용액과 

배경원소들 외에 특정원소들(Fe, Mn, P)의 향 조사.

그림 3.7.46으로부터 우리는 미생물의 활동과 우라늄 농도의 감소가 상 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주입한 우라늄의 기 형태는 UO2
2+ 이온으로 U(VI)이

며, 기조건에서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이온이다. 이러한 U(VI)는 용해도  이

동성이 커서 자연계에 출시 주변환경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3.7.19, 3.7.20]

본 실험에서 용액상에 주입된 우라늄 농도의 감소는 기성세균인 Shewanella

균의 우라늄 환원작용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3.7.19∼3.7.21]. 미생물은 자공여체

인 젖산을 소모하고 생산된 자를 자수용체인 산화우라늄에 제공함으로써 우라

늄의 환원을 진시킨다. 이러한 미생물학  기작을 통해 약 2주간의 실험동안 

U(VI)가 U(IV)로 환원되고 부분의 우라늄이 흡착 혹은 물화과정을 겪은 것으

로 사료된다.



- 481 -

나. 우라늄 흡착  물화 특성

(1) 우라늄 물화 작용

용존우라늄이 미생물에 의해 환원되면서 우라니나이트(uraninite)라는 U(IV)를 

갖는 물로 물화된다. 물속에 용존되어 존재하는 부분의 우라늄은 산화우라늄

(U(VI))으로써 용해도가 크고 이동성이 우수하다. 이러한 산화우라늄은 지하심부 

환경에서 지하수를 따라 원거리까지 멀리 이동할 수 있고 환경 인 해를 끼칠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 안 성 측면에서 이러한 산화우라늄을 환원시켜 우라늄의 이동

성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용존우라늄이 미생물의 환원기작에 의해 

U(IV)로 환원되면서 용해도가 감소하고 나노 크기의 작은 입자들을 형성한다. 이러

한 나노입자들이 응집되면서 좀 더 큰 크기의 우라니나이트를 만드는 것으로 단

된다. 그림 3.7.47에서 보듯이, 우라늄 물로 형성된 환원우라늄들이 큰 입자로 구

성되어 있으며, 화학분석결과 부분 우라늄으로 구성된 물질임을 알 수 있다. 

물화되어 응집된 우라늄의 입자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입

자들간의 상호 결합  친화력이 발생하여 좀 더 큰 크기의 입자 혹은 물로 성장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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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7. 우라니나이트 물  화학성분 분석 패턴.

우라니나이트를 고해상도 투과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 3∼5 nm 크기의 기

본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정성이 잘 발달한 기본입자들은 서로간

의 첩  결합에 의해 좀 더 큰 거 입자를 이루고 있었으며 구형의 입자로 존재

하 다. Selected area diffraction pattern으로 우라니나이트 확인  결정성을 확인

한 결과 입자들의 결정성이 체로 잘 발달되어 있고 형 인 우라니나이트의 회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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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8. 우라니나이트의 미세결정구조  회 패턴.

Media에 포함되어 있던 다양한 배경원소들이 무기 으로 혹은 미생물 반응 에 

화학작용에 의해 이차 인 물들로 흡수되었다. 특히, 배경원소 에 Ca 성분들의 

농도가 높으면 탄산칼슘의 물들이 형성될 수 있으며, 본 실험에서 찰된 이차

물은 CaCO3로 구성된 아라고나이트(aragonite)이다. 이 물이 무기 으로 생성되

었는지 혹은 미생물 으로 생성되었는지 형성된 기작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본 

실험에서 생성된 이차 물들 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이차 물로 형

성된 아라고나이트가 미생물  기원이라고 한다면, 물속에 녹아있는 탄산과 칼슘의 

결합이 미생물에 의해 진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는 한 지  CO2 

장방식에 응용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이다. 형성된 아라고나이트는 입자의 크기가 

μm 크기 이상의 매우 큰 결정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며, 입자의 형태는 마

름모 형태를 띠고 있다(그림 3.7.49). 부분 으로 비정질 형태의 아라고나이트도 

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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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9. 아라고나이트(aragonite)  이차침 물.

(1) 우라늄 물화에서 인(P)의 향

(가) 미생물 표면에서의 물화

Media에 첨가된 양이온들(Na, K, Mg, Ca)은 일반 지하수에도 흔히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로써, 실험을 통해 지하수의 특성에 따른 우라늄의 물화 작용을 살펴

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배경이온 외에 인(P)을 첨가하여 P에 의한 우라늄의 

물화 작용의 향을 살펴 보았다. 이 의 습식실험 결과에서도 살펴보았듯이, P가 

첨가되었을 때, 우라늄의 환원작용  제거가 기에 활성화되었다(그림 3.7.46). P

는 미생물의 활동에 필요한 원소로써, 이 원소의 존재 여부가 미생물의 증식  활

동에 어느정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 P는 자체 이온의 결합에 의해 

불용성의 인산염 물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우라늄과 같은 핵종과 

결합했을 때 특징있는 물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는 P의 향에 의해 환원  침 되는 우라늄 물의 생 물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3.7.50은 미생물에 의해 우라늄이 U(IV)로 환원되면서 낮은 용해

도의 물로 변하는 과정을 투과 자 미경으로 찰한 이미지이다. 그림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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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우라늄의 물화가 미생물의 세포벽 외피에 형성되고 있으며, 입자의 크기

가 차 커지면서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7.50. 미생물 외피에 우라늄 물화가 진행되는 과정의 

자 미경 사진.

미생물의 활동은 같은 조건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다. 그림 3.7.50

에서 3개의 다른 미생물들을 볼 수 있는데, 각각 우라늄 물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 우라늄 물화가 미생물 외피 체에 걸쳐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나노

크기의 우라늄 물입자들이 작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성되는 물의 입자 크기가 크게 성장하여 발달한 경우가 찰되며, 특정 부 에 

좀 더 높은 농도의 물화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화가  진행될 수

록 기에 형성되었던 나노 기본입자들이 차 커지면서 미생물의 외피를 감싸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자들의 크기가 커지면서 기존의 입자 에 성장하거나 주변으로 

확 되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라늄 물의 입자가 더 크게 성장하면, 그림에

서 보듯이 미생물 외피가 완 히 물로 뒤덮여 미생물의 흔 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미생물의 외피가 물로 코 되면서 미생물의 활동도는 더 많이 감소할 것으

로 사료된다. 미생물의 양분 흡수  사작용의 감소는 더 이상의 우라늄의 

물화를 지속시키는 것이 어렵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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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이 미생물의 표면에 수착  물화되면서 미생물 표면을 뒤덮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라늄 외에 다른 미량원소들의 참여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우라늄이 미생물의 표면에서 농집되면서 용액속에 미량으로 추가된 P 한 우라늄

과 같이 미생물 표면에 다량의 수착 특성을 보여 다. P가 물화를 이루면 불용성

의 침 물을 형성하고 물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만약, 우라늄과 P가 함께 공존하

면서 물을 형성한다면 장기 으로 안정한 우라늄 물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

림 3.7.51에서 보듯이, P의 분포가 우라늄의 분포와 체로 일치하며 미생물 표면에 

반 으로 발달되어 있다. 우라늄과 P의 공존은 용액상에서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용액상에서 우라늄과 P가 complex를 이루고 이러한 이온 복합체

가 미생물 표면의 수착기와 결합하여 기 물을 형성하는지 모른다. 특히, P는 미

생물의 활동에 필요한 양소로써, 미생물의 흡수작용에 의해 미생물의 표면  세

포 내부에 유입되어 물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3.7.51. 미생물 표면에 형성된 우라늄 물의 EDS 표면화학성분 분석.

그림 3.7.52는 우라늄이 기에 미생물 표면에 어떻게 생성되어 커져가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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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다. 기의 우라늄 생성은 체 으로 미생물의 외피에 골고루 이 지며, 간

혹 특정 부 에서 좀 더 빠른 결정성장이 이 질 수 있다. 입자의 크기는 체로 

일정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미생물의 환원  사작용이 자신의 몸 체에서 

골고루 이 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림 3.7.52. 미생물 표면에 성장하는 우라늄 물의 자 미경 이미지. (A) 

미생물 외피에 기 형성되는 우라늄 물. (B) 이미지 (A)의 확  

사진(삼각형: 기의 기본 우라늄 나노입자들, 화살표: 어느정도 성장한 우라늄 

물들간의 상호결합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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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의 외피에서 기 형성된 물을 확 하여 찰하면 다양한 형태의 입자

들을 볼 수 있다. 그림 3.7.52의 B에서 볼 수 있듯이, 기 우라늄 물에서도 다양

한 크기  형태의 기본입자  성장입자들을 볼 수 있다. 먼 , 삼각형으로 표시된 

입자들은 자 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작은 기본입자들로써, 용액상에 녹

아있는 산화된 우라늄이 미생물의 환원작용에 의해 기 형성되기 시작한 우라늄의 

기본입자인 것으로 보인다. 우라늄 물의 형성이 미생물 표면에서 수∼수십 nm의 

간격을 두고 기에 형성되고 그 크기는 수 nm의 크기임을 알 수 있다. 기에 형

성되는 기본입자들은 계속 으로 우라늄이온들이 수착하거나 결합하여  입자가 

커져나가 그 크기는 수십 nm까지 될 수 있다. 이 게 성장하는 우라늄 입자들은 단

독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주변에서 성장하는 다른 입자들과 하게 되고 이러한 

은 상호 연결을 이루어 보다 큰 결정입자들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생물 

표면에서 성장하여 형성되는 우라늄 물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다 큰 물 

결정체로 형성되며, 결국에는 미생물 표면을 완 히 덮는 정도의 크기로 발 하는 

것 같다.

우라늄의 기본입자를 고해상도 분해능의 이미지로 찰해 보면 2∼3 nm의 기

본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입자들의 크기는 체로 일정하며 다양

한 방향성을 가지며 발달하고 있다. 우라늄 기본입자들이 미생물 표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미생물의 표면에 우라늄을 환원시킬 수 있는 효소가 있어서 수착된 

우라늄의 환원  물화를 가능  하는 것이다. 우라늄의 성장이 기본입자들의 결

합방식에 의해 활성화되고 물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7.53의 회 패

턴으로 부터 형성되는 기본입자들이 결정을 갖는 우라늄 입자들이며, 우라니나이트

라는 우라늄 물을 형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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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53. 미생물 표면의 우라늄 기본입자들의 자 미경 확 사진  

우라니나이트 회 패턴(화살표: 우라늄 기본입자간의 상호 경계면 성장).

지하수 성분과 유사한 배경용액으로 첨가한 칼슘은 우라늄  탄산과 결합하여 

complex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칼슘이 용액상에 첨가되었을 때 우라늄과 

쉽게 결합하고 이는 다른 성분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방해한다. 칼슘-우라늄 

complex가 용액상에 존재할 때, 미생물에 의한 우라늄 환원작용이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 졌다[3.7.22]. 이는 우라늄의 환원되는 속도의 감소를 유발하고 

칼슘이 없는 용액에 비해 몇 배의 시간이 소요되게 한다. 따라서, 용액상의 칼슘의 

존재는 우라늄의 환원을 방해하여 우라늄 물이 신속히 생성되는 것이 억제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3.7.54에서 보듯이 우라늄 물이 칼슘  인을 포함한 물이 

되었을 때, 보다 안정하고 용해에 강한 물이 형성될 수 있다. 자연계에서 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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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의 우라늄 물들은 희토류 원소, 칼슘, 그리고 기타 등의 미량원소들을 

불순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순물의 역할은 기 우라늄의 형성기작에 여할 

뿐만아니라 우라늄이 성장하면서 보다 안정되게 자라게 할 수 있다.

그림 3.7.54. Ningyoite 우라늄 물의 투과 자 미경 이미지  회 패턴.

본 실험에서 찰된 우라늄은 용액상의 칼슘과 인을 흡수하여 ningyoite 

(CaU(PO4)2·H2O)라는 물이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 졌다. Ningyoite는 우라늄 물

에서 용해도에 강하고 보다 안정한 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7.54에서 보이는 

우라늄 물은 수십 nm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 기본 나노입자들이 상호 

결합하여 보다 큰 크기의 우라늄 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알려진 

우라늄의 크기는 기본 입자들의 응집으로 설명되었으나, 장기 인 실험조건  용

액상의 미량원소들의 향에 의해 보다 큰 크기의 우라늄 물들이 형성되는 것으

로 보인다.

(나) 미생물 내부에서의 물화

미생물의 표면에서의 화학반응에 의해 우라늄의 환원  물화를 찰하 고 

이러한 과정이 미생물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 nm 크기로 미생

물을 단하여 내부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미생물은 cytochrome이라는 단백질 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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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우라늄을 U(VI)에서 U(IV)로 환원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미생물 내

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림 3.7.55에서 보는 것처럼, 미생물의 세포벽을 통과

하여 진입한 우라늄 이온들이 미생물의 환원작용에 의해 환원되고 물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라늄 이온들은 환원되고 침 되면서 물화를 형성한다. 그림 

3.7.55에서는 우라늄 물들이 일렬로 나란히 배열되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라늄 물들이 상의 형태로 발달하여 세포막 주변에 정렬되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미생물의 periplasmic layer의 cytochrome의 분포와 련성이 있어 

보인다. 세포 membrane에 존재하는 cytochrome은 단백질 효소로서 철 혹은 망간

과 같은 이 속원소들의 환원작용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우라늄과 같

은 핵종에도 용되며 산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산화우라늄을 환원시키고 물화 시

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우라늄 물이 cytochrome 주변부에 머무르게 

하고 그 주변에서 우라늄 물화가 진 혹은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물들의 

발달은 cytochrome의 치를 알려주는 지시자 역할을 하며, 미생물의 환원작용 

치를 알려주고 있다.

그림 3.7.55. Shewanella균의 표면  내부의 우라늄 물의 투과 자 미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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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내부의 우라늄 발달은 장기의 깊숙한 부 까지 발달되어 있는데, 이는 

우라늄 물이 미생물 장기의 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내부에 발달하는 우라

늄 물들은 일정한 방향성이 없이 massive하게 발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 특정부 를 따라서 개별 으로 우라늄 물이 성장 혹은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

다.

그림 3.7.56은 그림 3.7.55의 화학성분 mapping 이미지로서 우라늄, 칼슘, 그리고 

인의 화학  분포를 보여 다. 화학성분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각 원소들의 

분포는 서로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즉, 우라늄 물화가 이루어질 때, 

우라늄과 다른 원소들간의 긴 한 상호반응이 미생물 표면 체에서 일어났음을 암

시한다. 칼슘  인 원소들의 수착이나 침 이 미생물의 특정부 에서만 일어난 것

이 아니라, 우라늄이 반응하는 치에서 동일하게 칼슘  인 원소들의 참여가 있

었다. 이러한 사실은 배경원소 에 칼슘과 인 원소와 우라늄과의 반응이 이미 용

액상에서 발생하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용액상의 우라늄-칼슘-인의 complex가 쉽

게 형성되고 이러한 무기 complex가 그 로 미생물 표면에 수착되거나 침 되어 

환원되면서 새로운 환원 우라늄 물(ningyoite)을 만드는 것으로 사료된다.

미생물에 의해 환원된 우라늄 이온들은 U(IV) 이온으로 존재하며 서로 결합하

여 우라니나이트라는 물을 형성한다. 이러한 물은 본 실험에서 인을 불순물로 

함유하여 만들어지고 미생물의 내외부에 다양한 크기  배열을 이루며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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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56. 그림 3.7.55의 화학성분 mapping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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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57은 미생물들이 원래의 형태를 잃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

다. 미생물들의 우라늄과의 반응이 끝나고 TEM 시편을 비하는 과정에서 수축되

거나 진공에 의해 일그러지면서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으로 추측된다. 미생물

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우라늄 물들의 분포는 체 으로 우라늄 물들이 미생

물의 표면을 나노크기의 두께로 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분의 미생물

들의 표면이 일정한 두께 이상의 우라늄 물들로 피복되어 있는 것을 찰할 수 

있다. 한, 그림 3.7.57의 이미지에서 찰되는 특징 의 하나는 일부 몇몇 미생물

들의 내부가 우라늄 물들로 가득 채워지거나 높은 도로 분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생물들의 활성도  우라늄 흡수 능력에 따라 많은 양의 우라늄 물들이 

개체별로 다르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내부 우라늄 물들은 데미지를 

입은 세포 밖으로 유출되어 미생물 주변부에도 존재하고 있다.

그림 3.7.57. 미생물 내외부에서 물화된 우라늄의 투과 자 미경 사진.

그림 3.7.58은 미생물  환원작용에 의해 우라늄이 미생물 표면  내부에 침  

 물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투과 자 미경 이미지이다. 우라늄 물이 미생물 

표면의 부분을 감싸고 있으며, 일부 세포벽은 아직 충분히 우라늄 물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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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되지 않은 모습이다. 일부 세포막 내부에서는 우라늄 이온들의 유입이 활발하

여 우라늄 물의 형성이 훨씬 발달되어 있다. 우라늄 물의 미생물 내부 성장은 

아마도 내부 장기의 향을 어느정도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침 되고 물화된 우

라늄 물의 성분은 EDS화학분석 결과 우라늄, 칼슘, 그리고 인의 3성분 양이온들

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값은 앞서 설명한 로, 용액상의 우

라늄-칼슘-인 3성분 complex가 미생물의 환원  물화작용에 큰 향을 미친 것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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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58. 미생물 내외부의 우라늄 물화  화학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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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라늄 물화에서 철, 망간, 인의 복합 향

(가) Fe(II)와 Fe(III)의 우라늄에 한 향

Fe(III) 이온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미생물에 의한 우라늄의 환원실험이 실시되

었다. Fe(III)이 용액상에 존재할 때 미생물에 의한 우라늄의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

았다. 그림 3.7.59에서 보듯이, 우라늄의 감소는 10일 이상동안 진행된 실험에서 거

의 이 지지 않았다. 하지만, 철이 없는 조건에서는 꾸 히 우라늄의 감소가 있었

다. 그리고, Fe(II)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우라늄의 감소가 격하게 나타났다. 철

이 없는 조건에 비해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우라늄의 감소가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Fe가 우라늄의 환원  제거에 큰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특히, 

Fe의 자수가 어떠하냐에 따라 우라늄의 거동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7.59.  철 이온의 종류  첨가 여부에 따른 우라늄 제거 특성. 첨가된 철 

이온 농도는 30 mmol/L(pH 8.1) 탄산수소나트륨 버퍼용액에 0.2 mM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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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60의 사진으로부터, (A) bottle의 색깔이 약한 갈색 혹은 노락색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Fe(II)가 산화되어 Fe(III)로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

낸다. 이 게 산화된 Fe(III)의 존재는 Fe(II)의 존재하에 일부 산소가 침투하여 만

들어진 부산물이지만, ferrihydrite같은 기의 철산화물이나 콜로이드 등이 만들어

지지 않았으며, 침 물의 생성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Shewanella균의 주

입에 의해 기에 존재하던 Fe(III)가 부분 환원되어 Fe(II)로 바 면서 육안으로 

보이는 약한 갈색이 거의 투명무색으로 변하 으며, 그 기간은 약 2주에 지나지 않

았다. 이러한 색 변화는 미생물에 의한 Fe(III)의 환원작용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3.7.23]. 하지만, U(VI)에서 U(IV)로의 환원  우라늄의 감소는  일어나지 않

았다(그림 3.7.59).

그림 3.7.60. Serum bottle의 색 변화. (A) Fe(III)과 U(VI)이 동시에 존재하는 

serum bottle, (B) 약 2주 동안의 Shewanella균의 환원작용 이후의 (A) bottle의 

모습.

(나) 미생물 표면에서의 물화

① 우라늄 물화 특성

Shewanella균에 의한 우라늄의 환원을 살펴보았으며, 배경이온들의 향을 살

펴 보았다. 그림 3.7.61에서 보는 것처럼, 미생물 표면에 공침된 물이외에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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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다량의 우라늄 물들이 형성되었다. EDS 화학성분 분석결과 미생물 주변

에 공침되거나 물화된 물질들은 미생물의 환원작용 혹은 물화된 우라늄의 표면

에 추가 수착된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7.61. Shewanella균에 의한 우라늄 환원  물화와 배경원소들의 공침.

용액상에 배경용액으로 존재하는 Mg, Al, Si 등이 고압멸균 과정에서 일부 

물화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는 이온으로 존재하다가 물화된 우라늄 

물 표면에 수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우라늄 물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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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의 알루미늄-실리카 물이 형성되었다. 이는 미생물의 직 인 에 의해 

형성된 것 보다는 미생물의 환원작용에 의해 자유 자의 달에 의한 용액상에서 

환원  침 에 의해 물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산화우라늄이 Shewanella균에 의해 환원되면서 세균의 표면에 흡착 되거나 침

물을 형성하는 모습이 찰되었다(그림 3.7.62). 미생물의 표면에 침 된 우라늄과 

미생물 주변에 다량의 우라늄 침 물들이 찰되었다. 이는 미생물에 의해 용액상

에 이온상태로 존재하던 U(VI)가 환원되면서 용해도 감소  이온간의 결합이 증

되면서 환원 물화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7.62는 미생물의 일부분을 

EDS로 스캔하여 화학분포를 살펴본 것으로 미생물의 표면에 다량의 우라늄이 침  

 물화되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부 무기이온성분들(철, 망

간, 인)도 미생물 표면에 공침되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라늄의 경우 

미생물 표면 부분에 존재하며, 특히 미생물 가장자리에 부분 으로 높은 농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Shewanella와 같은 철환원미생물은 표면에 효소(enzyme)를 

가지고 있어서 우라늄 환원을 진할 수 있으며, 표면이 음으로 하 되어 있어서 

양이온인 우라늄을 쉽게 끌어당길 수 있다[3.7.24, 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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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62. 철, 망간, 인이 포함된 우라늄의 미생물 흡착  물화.

② 우라늄 물의 성장

우라늄 이온  기타 배경이온들이 공존할 때, Shewanella균의 젖산의 분해에 

따라 발생되는 자들의 수용체가 산화우라늄  산화된 배경이온들에게 달된다. 

본 실험에서 우라늄이 자수용체가 되어 분해된 젖산으로부터 자를 공 받고 환

원되면서 물화가 진행된다. 그림 3.7.63에서 보듯이, 환원되기 시작하는 우라늄 원

소들이 미생물 표면에서 침 되거나 차 물화되고 있다. 지 까지 알려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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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라늄 나노입자들의 성장이 2∼3 nm 정도로 발달하고 더 이상의 성장은 보고

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라늄의 기본 나노입자들은 계속 인   이온들의 추가

에 의해 큰 결정체로의 성장으로 발 될 수 있다. 그림 3.7.63의 확 된 그림을 보

면 성장하는 우라늄 나노결정체들을 볼 수 있다. 기존의 나노결정체들이 차 성장

하면서 작은 크기의 우라늄 물이 차 큰 규모의 우라늄 물로 성장할 수 있으

며, 이는 주변배경용액의 철 혹은 망간 등의 불순 이온들의 역할이 요한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불순 이온들이 같이 공침되면서 우라늄 물의 결정성장을 돕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7.63. Shewanella균 표면에서 성장하는 우라늄 물의 자 미경 사진.

 

미생물은 단일 개체로 존재하기 보다는 집락(colony)을 이루거나 바이오막

(biofilm)을 이루며 생존한다. 그림 3.7.64에서 보는 것처럼, 몇몇 미생물들이 응집형

태로 공존하며 자신들의 표면에 우라늄을 흡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생물 표

면에 흡착된 우라늄의 결정체가 차 커지면서 우라늄 물들은 상호 연결되고 큰 

형태의 물로 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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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64. 표면 흡착된 우라늄 물들과 결합되어 존재하는 Shewanella균들.

(다) 주사 자 미경 분석

① 침 물 분석

미생물의 환원작용에 의해 생성된 우라늄 물 이외에 몇 종류의 이차 침 물

들이 만들어졌다(그림 3.7.65). 특히, Mg, Si, Mn, Fe 등이 포함된 이차 물들이 생

성되었다. 이들 이차 물들은 고압멸균 과정에서 일부 생성된 것으로 단되며, 나

머지는 미생물과의 반응과정 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물의 외형상 형태는 

탄산염 혹은 규소화합물 등으로 이루어진 물들로 단되며, 더 자세한 물감정

은 이 지지 않았다.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침 물들의 양은 상당히 큰 규모

으며, 생성된 이차 물의 입자는 수∼수십 μm 이상의 큰 결정체로 찰되기도 한

다. 이 게 규모로 발달하는 이차 물들은 배경용액에 상당히 고농도로 존재하는 

주요이온들의 향이며, 이러한 이온들은 상호결합에 의해 큰 결정체로 성장하거나 

미생물의 향  유기물들의 향에 의해 물화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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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65. 지하수 성분과 철, 망간, 인의 향에 따른 미생물  이차생성물.

표 3.7.3에서 보는 것처럼, 이차 물들의 구성 화학성분은 인이 과량성분으로 존

재하고 있으며, 상 으로 우라늄의 함량도 높은 편이다. 미생물에 의해 환원되는 

우라늄의 함량은 용존된 부분의 우라늄들이 물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인 성분이 많은 이유는 인이 용존상태로 존재하기 보다는 낮은 용해도로 인해 침

되거나 다른 이온 성분들과 결합하여 이차 물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용액상의 인의 존재가 우라늄의 거동  다른 이온들의 거

동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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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 Weight(%) Atomic(%)

C 11.87 21.70

O 44.59 61.20

Mg 3.29 2.97

Si 1.03 0.81

P 6.99 4.96

Ca 2.19 1.20

Mn 6.93 2.77

Fe 7.53 2.96

U 15.58 1.44

Total 100.00 100.01

표 3.7.3. 그림 3.7.65의 체 물들의 화학성분 정량 분석표

② 인산염 물 생성

용액상의 미량원소  칼슘과 인의 성분이 우라늄 환원과정 에 참여하여 공

침함으로써 새로운 우라늄 물을 형성하 다. 그림 3.7.66에서 보는 것처럼, 우라늄 

물이 형성되면서 구형의 나노입자들이 체로 일정한 크기를 이루면서 만들어졌

다. 그 크기는 수 nm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EDS 화학분석 결과 우라늄-칼슘-인

으로 구성된 물질이었다. 이 의 결과에서도 언 했듯이, 본 주사 자 미경에서 

찰된 구형의 우라늄 물은 ningyoite(CaU(PO4)2·H2O)라는 인과 칼슘을 가지는 우

라늄 물 이었다. 인을 함유하는 우라늄 물은 용해도가 작고 오랜시간 동안 안

정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 에서 매우 요한 물 의 하나이다. 주사 자 미

경 찰하에서 살펴본 ningyoite는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미

생물 주변에 독립 으로 형성되어 모여있는 구조로 찰되었다. 시간에 따라 

ningyoite의 크기가 달라지는지의 여부는 추후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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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66. 미량원소  인과 칼슘이 공침되어 형성된 우라늄 물의 

주사 자 미경 이미지와 화학성분 특성.

표 3.7.4에서 알 수 있듯이, 칼슘과 우라늄의 비율이 비슷하고 인의 함량이 부분

으로 높게 나왔다. 하지만 체로 ningyoite 물의 화학식과 비슷하게 분석되었

으며, Shewanella균에 의해 우라늄이 환원되면서 배경용액에 존재하는 칼슘과 인의 

성분여하에 따라 새로운 우라늄 물이 형성될 수 있음을 알 게 되었다. 특별히 인

의 함량이 높을수록 환원된 우라늄 원소와 결합하여 보다 불용성의 우라늄 물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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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 Weight(%) Atomic(%)

C 15.99 44.58

O 11.35 23.76

P 16.82 18.19

Ca 8.08 6.75

U 47.75 6.72

Total 100.00 100.00

표 3.7.4. 그림 3.7.66 물의 화학성분 정량 분석표

(라) 유기물의 향

미생물은 사과정 에 다양한 유기산 혹은 삼출물(exudates) 등을 내 놓는다

[3.7.26, 3.7.27]. 이러한 분비물들은 거  분자를 이루기도 하고 미생물 혹은 핵종과 

결합하여 커다란 바이오막 등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림 3.7.67에서 보는 것처럼 

Shewanella균으로부터 분비된 유기분자들이 상호 결합하여 거  분자를 이루고 있

으며, 경우에 따라 미생물 혹은 우라늄을 흡착하며 큰 구조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

러한 미생물  분비물은 구성 유기 종류에 따라 크기  유기화학  특성이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7.67. 미생물로부터 분비된 exudates들의 상호결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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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성폐기물처분에의 응용

지하환경에 처분되는 방사성폐기물은 다양한 형태의 핵종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 인 핵종 의 하나인 우라늄 등이 만약 외부로 출되어 지하수를 따라 이동

할 때, 다양한 지화학  반응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 에서 우리가 아직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지화학  반응(biogeochemical reaction)이다. 우라

늄과 같은 핵종들은 지하수와 하며 산화되고 용해도  이동성이 증가하게 된

다. 산화된 핵종들이 환원될 수만 있다면 그 것의 용해도  이동성이 획기 으로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에서 Shewanella균과 같은 철환원 기성미생물들의 역

할이 매우 요하다. 과거 속환원세균에 의해 산화된 핵종이 환원될 수 있다는 

사실이 1990년  에 처음으로 보고되었다[3.7.28].

본 실험에서도 Shewanella균이 우라늄을 환원시키고 더불어 흡착  침 / 물

화를 진행시키면서 용존우라늄의 농도를 획기 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

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Shewanella균을 이용하여 방사성폐기물로부터 용출되어 이

동할 수 있는 산화핵종들의 지하 이동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미세한 

콜로이드 크기의 핵종원소들은 비록 물화가 진행 되었다 할지라도 매우 작은 크

기 때문에 지하수 에 침 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주변에서 

기성세균에 의해 형성되는 핵종 물들은 그 크기가 클 수록 폐기물 안 성 측면

에서 매우 유리하다. 본 실험 결과에서 확인한 바로는 환원  표면 흡착된 우라늄

물들이 미생물들의 상호 응집  유기분비물들의 결합에 의해 수 μm 이상으로 

성장하면서 침 되고, 따라서 핵종의 이동성이 격히 감소됨을 확인하 다(그림 

3.7.68). 이는 Shewanella균과 같은 철환원세균 등에 의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핵종 거동이 크게 향을 받을 수 있으며, 본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장의 환

경에 맞는 미생물학  핵종이동 지연시스템 개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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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68. 지하단열에서의 핵종과 미생물과의 반응 개념도. 지하심부에서 

기성미생물에 의해 우라늄의 환원  물화에 의해 우라늄의 이동성이 

지되는 메커니즘을 설명.

5. 핵종-미생물 산화/환원 반응

가. 미생물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  특성 분석

(1) 실험방법

(가) 세균

실험에 사용된 미생물은 Shewanella균 외에도 Vulgaris(Desulfovibrio Vulg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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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ATCC 7757))와 Desulfuricans(Desulfovibrio Desulfuricans  NCIB 8307(ATCC 

29577)) 등 총 3가지 미생물로써, 미국 ATCC(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사로 부터 구입하 다. 황산염환원 미생물은 같은 Desulfovibrio 속이지만 다른 종

이며, 약간의 특성차이가 있다. 공통 으로는 두 미생물들이 sulfate를 sulfide로 환

원하여 환원 물을 만드는 이다. 이 미생물들은 기성 세균으로서 무산소 환경

에서 서식하고, 황(S)성분이 있는 환경에서 응하며 살며, 주로 산화황을 환원시키

며 필요한 에 지를 얻는다.

ATCC로부터 구입한 두 미생물의 상태는 기에 분말상태로 작은 유리캡슐에 

담겨 있으며, 유리칼을 이용하여 캡슐을 단하고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솜덮개를 

제거한 후, 곧바로 세균분말을 배양액에 털어 넣었다. 이 때, 산소를 해서는 안되

기 때문에 단작업  후속작업은 모두 로 박스(glove box) 안에서 수행되었다. 

로 박스의 환경은 N2:CO2 = 80:20의 비율로 채워진 가스 조건이며, 산소가 없는 

환원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실험을 한 필요한 도구는 표 3.7.5와 같다.

Weighing dish 알루미늄 호일 0.2 μm 필터 주사기(종류별)

질소가스 2통 자 울 핫 이트 마이크로 피펫

serum bottles Stopper Capper 무균 실험

stir bar 비이커 3개 시약 스푼 알루미늄 캡

알코올 램 알코올 스왑 Butyl rubber

표 3.7.5. 미생물 산화/환원 반응에 필요한 기자재

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한 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먼  배양액의 

조성을 비하여야 하고 표 3.7.6과 같이 필요한 시약을 비하 다.

① 삼각 라스크에 각각의 시약을 넣고 stir bar를 돌려 섞는다. 이때 pH는 모두 

7.5로 조 해 주어야 한다. Sodium lactate는 60%의 액체상태이므로 4.2 mL

를 넣어 주었다(60% sodium lactate가 1 mL에 1.25 g이 나왔으므로 sodium 

lactate의 양은 1.25 g - 0.4 g = 0.85 g, 3.5 g을 넣으려면 3.5/0.85 = 약 4.2 

mL).

② 표 3.7.6의 Component I, II, III와 분배할 때 쓰일 serum bottle 10개, sto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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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를 멸균시킨다.

③ 멸균시킬 동안 5% ferrous ammonium sulfate를 serum bottle에 만든다.

- 무게비로 환산하여 95 mL의 증류수에 5 g을 넣어주었다.

- 2가 철은 산화가 빨리되므로 증류수를 미리 30분간 질소로 퍼징한 다음에 

시료를 넣어주었다.

- Ferrous ammonium sulfate의 주입량은 medium 5 mL당 0.1 mL이다.

④ 멸균이 끝나면 무균살균 에서 Component I, II, III를 섞어 주면서 용존산소

를 없애기 해 질소퍼징과 가열을 한다.

⑤ 각각의 serum bottle에 98 mL씩 분배한 다음 ferrous ammonium sulfate를 

0.2 μm 필터를 통해 2 mL씩 주입한다. 그리하여 bottle당 총 100 mL씩의 배

양액을 제조한다.

Component I Component II Component III

증류수 400 mL 증류수 200 mL 증류수 400 mL

MgSO4 2.0 g K2HPO4 0.5 g Sodium lactate 3.5 g

Sodium citrate 5.0 g Yeast extract 1.0 g

CaSO4 1.0 g

NH4Cl 1.0 g

표 3.7.6. 미생물 배양액 조성

이 게 만들어진 배양액에 미생물 균주를 주입하는데, 처음 작업시에는 로

박스 내에서 수행하여 환원조건을 유지하고 다른 세균의 오염을 막는다. 자세한 과

정은 그림 3.7.69에 잘 나와 있다. Serum bottle에 주입된 세균은 항온기에서 이틀

간 배양하 으며 온도는 30°C를 유지하 다. 미생물의 성장 확인은 배양액의 검은 

색으로 별하 다. 배양액의 검은색은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생성된 황화 물이다

(그림 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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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7.69. 황산염환원 미생물 배양액 제조  미생물시료 주입 사진. (a) 

배양액을 제조하여 serum bottles에 분배하는 과정, (b) 로 박스, (c) 

로 박스 안에서 두 종류의 미생물을 분배하기 의 모습, (d) 동결건조 

분말시료를 핀셋으로 꺼내어 배양액에 넣는 장면.

   

그림 3.7.70. 배양된 Vulgaris  황산염환원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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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화/환원 측정실험

100 mL 탄산수소나트륨(30 mM) 용액내 용존산소를 제거하기 해 장시간 질

소가스로 퍼징하 다. 자공여체로 젖산나트륨(Na-lactate)을 10 mM 주입하고 질

소가스로 퍼징한 후 부틸마개로 병의 입구를 막고 알루미늄 캡으로 단단히 고정하

다. 사용된 병은 150 mL serum bottle로써 산소의 투과를 효과 으로 차단하는 

병이다. 이후 약 20분 동안 121°C에서 고압멸균 처리하 다.

황산염환원 세균의 경우에는 Fe(II)-sulfate(2 mM) 용액을 0.2 μm(Advantec 

cellulose acetate)를 이용하여 필터링하면서 주입하 고 우라늄(5×10-5 M)도 동일한 

방법으로 주입하 다. Shewanella의 경우에는 Fe(III)-citrate를 넣은 후 우라늄을 

주입하 다.

미생물 주입량은 배양액에서 성장한 미생물을 1 mL 주입하 으며, 실험은 2주

간 하 다. 시료는 주기 으로 약 3 mL씩을 채취하여 2 mL는 ICP-MS로 U의 농

도변화를 찰하 고 1 mL는 필터링하여 필터에 걸린 입자들을 실체 미경을 통해 

찰하고 무게를 측정하 다. 로 박스에 pH meter를 설치하여 pH  

ORP(oxidation reduction potential)를 측정하 다.

(2) ORP값의 변화

(가) Vulgaris

Vulgaris 미생물이 serum bottle에 주입되면, 용액상에 이온으로 존재하는 

Fe(II), SO4
2-, U(VI) 등이 미생물의 환원기작에 반응하게 된다. Vulgaris  미생물은 

기성 미생물로서, 황산염을 환원시킬 수 있는 미생물이다. 이러한 미생물은 단기

간내에 많은 양의 황산염을 환원시켜 황화 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에서 물속의 용존산소는 차 고갈되고 극환원조건을 이루게 된다. 그림 3.7.71에서 

보는 것처럼, 미생물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차 Eh값의 변화가 나타난다. 

미생물에 의해 환원분 기가 조성되면서 기 -120 mV를 보여주던 Eh값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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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져 약 4일이 지난 후에는 최 인 약 -350 mV까지 떨어진다.

그림 3.7.71. Vulgaris 미생물에 의한 ORP 값의 변화.

그림 3.7.72에서 보는 것처럼, 실험 기에는 용액상의 황화 물 입자들이 약간 

가라앉아 있고 상등액은 체로 맑다. 그리고, ORP 값은 략 -200 mV 미만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생물의 활동도가 높아지고 차 ORP 값이 -300 mV 이

하가 되면서, 황화 물이 속히 만들어진다. 기에 만들어지는 황화 물은 나노크

기의 입자들로써 쉽게 부유하고 미생물과 같이 공존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자의 크기가 차 커지면서 침강하여 bottle의 바닥에 가라앉는다. 의 실험결

과는 미생물에 의해 강한 환원조건이 형성되면 황화 물이 쉽게 만들어지며, 차 

그 크기가 μm 크기까지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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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72. Vulgaris  미생물에 의한 ORP 변화  황화 물 형성. (왼쪽) 

기실험, (오른쪽) 4일째 실험 사진.

 

(나) Desulfuricans

Desulfuricans는 Vulgaris와 같은 Desulfovibrio  속에 속한 황산염환원 미생물이

다. 하지만, 그림 3.7.73에서 보는 것처럼, Desulfuricans에 의한 ORP 값이 큰 폭으

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에 -120 mV에서 시작하여 4일이 지난 후에는 

약 -500 mV 가까이 Eh가 감소하 다. 이는 bottle 내의 산소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강한 환원조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지시한다. Vulgaris의 Eh값과 비

교했을 때, 약 -150 mV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비슷한 계통의 황산염환원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종류에 따라 환원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Desulfuricans는 상 으로 강한 환원능력을 갖는 미생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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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73. Desulfuricans 미생물에 의한 ORP 값의 변화.

그림 3.7.74에서 보는 것처럼, Desulfuricans에 의해 변화된 Eh값이 표시되고 있

으며, bottle의 용액 색깔은 검은색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Bottle의 검은색은 

미생물에 의해 형성된 황화 물(mackinawite)이며, 기에는 입자가 매우 미세하여 

쉽게 부유한다. 이 시 에서의 미생물의 량과 활동성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보인

다.

그림 3.7.74. 로 박스 내에서 Desulfuricans에 의한 ORP 변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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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hewanella

철환원 세균인 Shewanella에 의한 용액의 ORP 변화를 살펴보았다. 실험조건은 

bottle 내에 Fe(III)-citrate를 주입하여 산화된 철이온이 배경이온으로 존재하도록 

하 다. 실험이 진행되면서 Eh값은 계속 으로 변하 으며, 최  -400 mV의 값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값은 황산염환원 미생물인 Vulgaris에 비해 결코 작지 않으며, 

비록 철환원세균이지만 환원능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Eh 값이 최 이 되는 

시기는 황산염환원 세균과 비슷하게 약 4일이 지난 후 이루어졌으며(그림 3.7.75), 

이것은 미생물의 성장곡선과도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7.75. Shewanella  미생물에 의한 ORP 변화.

Fe(III)-citrate가 존재할 때는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을 띠지만 Fe(III)가 Fe(II)

로 환원되면 무색으로 바 다. 그림 3.7.76은 용액의 색이 무색으로 바 는 것을 보

여주며, 미생물에 의해 환원되면서 Eh값도 동시에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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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염환원 미생물과 달리 황화 물이 형성되지 않고, 단지 철의 환원만이 이 진

다. 환원된 Fe(II)는 용해도가 크고 잘 침 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성의 물로 찰

하기 어렵다.

그림 3.7.76. Shewanella  미생물에 의한 Fe(III)의 환원과 색변화.

 

(3) 황산염환원미생물에 의한 황화 물량 변화

황산염환원미생물들의 특징 의 하나는 자신의 황산염 환원 작용에 의해 용액

상의 속과 결합하여 황화 물을 형성시킨다는 이다. SRB(sulfate-reducing 

bacteria) 미생물들은 황을 이용하여 에 지를 얻는데, 자신이 환원시킨 황들은 홀

로 존재하기 보다 다른 속 혹은 핵종들을 끌어당겨 물을 만든다. 이러한 과

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황화 물들이 만들어진다. 황화 물의 종류는 용액상에 용존

되어 있는 속의 종류 혹은 양에 의해 결정된다. 한, 실험시작 이후 시간이 흐

름에 따라 만들어지는 황화 물의 크기  양이 계속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다. 본 실험에서는 두 가지의 SRB 미생물을 이용하여 용액상에서 만들어지는 황

화 물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 518 -

(가) Vulgaris

Vulgaris에 의해 만들어지는 황화 물인 mackinawite의 양은 반응시간이 길어

짐에 따라 차 증가하 다. 그림 3.7.77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에는 물의 양이 

빨리 증가하지 않다가 2일째부터 속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량 측정은 

주사기를 이용하여 반응용액을 채취하여 0.2 μm 필터를 통과시켰으며, 걸러진 물

의 양을 질소로 퍼징하여 건조시켜 무게를 측정하 다.

그림 3.7.77. Vulgaris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mackinawite의 양.

Vulgaris에 의해 생성된 mackinawite 필터 사진을 그림 3.7.78에 제시하 다. 

기에 형성된 mackinawite는 입자가 매우 작고 산화에 매우 민감하 다. 입자가 

작을 수록 산화에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입자의 크기도 커지

고 물의 농도도 증가하 다. 그림 3.7.79는 그림 3.7.78의 시료들을 실체 미경으

로 확 한 사진들이다.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에는 입자가 nm 크기로 작고 

체 으로 입자들이 쉽게 산화되어 있다. 결정성이 약하고 입자구조가 빈약하기 

때문에 산소의 공격에 취약함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장기간동안 성장한 

mackinawite 물의 경우 입자들의 크기가 수십 μm 크기를 갖고 있다. 상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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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한 입자들은 균일한 형태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반 으로 잘 발달되고 큰 입

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큰 입자들은 산소의 공격에도 강하고 잘 산화되어 있지 

않다. 입자의 두께  결정구조가 보다 단단하여 외부 환경에 해 잘 견딜 수 있

는 것으로 보인다.

a b c d

그림 3.7.78. Vulgaris에 의해 생성된 mackinawite 필터 사진. (a) 1일 후, (b) 2일 

후, (c) 7일 후, (d) 11일 후.

a b

c d

그림 3.7.79. 그림 3.7.78의 시료들을 실체 미경으로 확 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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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esulfuricans

Desulfuricans에 의해 형성되는 mackinawite는 기에 속히 생성되다가 차 

정 에 이른다(그림 3.7.80). 하지만, 꾸 한 물의 형성이 계속 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찰된다. 생성 물량은 최  0.4 mg/mL로써, Vulgaris에서 생성되는 물

량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물의 생성량이 산화/환원 의 변화와 매우 유

사한 것으로 보아, 용액의 산화/환원 가 물의 생성과 한 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한, 미생물의 활동  성장과 한 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7.80. Desulfuricans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mackinawite의 양.

그림 3.7.81은 Desulfuricans에 의해 생성된 mackinawite의 필터사진으로써, 시

간이 지남에 따라 물의 농도가 차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물의 양이 을 때

는 필터의 윤곽이 잘 드러나지만, 물의 양이 차 많아짐에 따라 필터의 윤곽은 

감춰지고 검은색의 황화 물이 필터를 메우고 있다. 기의 물은 쉽게 산화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필터 용지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해있다.



- 521 -

a b c d

e f g h

그림 3.7.81. Desulfuricans에 의해 생성된 mackinawite 필터 사진. (a) 2시간 후, (b) 

1일 후, (c) 2일 후, (d) 3일 후, (e) 5일 후, (f) 9일 후, (g) 12일 후, (h) 16일 후.

그림 3.7.82는 실체 미경으로 Desulfuricans 미생물이 만들어낸 mackinawite의 

물을 확 한 사진이다.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입자의 크기가 nm에서 자 

μm 크기로 확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입자들의 경계는 매우 불규칙성을 띠고 있

다. 상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입자간의 분산이 잘 이루어지는 듯 하며, 큰 입자 주

변에 작은 입자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입자들의 성장은 몇몇 입자들을 심으로 

거 하게 성장하며, 다수의 많은 작은 입자들은 느린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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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그림 3.7.82. 그림 3.7.81의 시료들을 실체 미경으로 확 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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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화 물의 특징

SRB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황화 물은 실험시작 2∼3일 내에 형성되기 시

작하며, 그 농도는  짙어진다. 생성된 황화 물을 찰하기 해 실험이 끝난

후, 침 된 황화 물을 따로 모았다. 방법은 다음의 차 로 하 다.

① 증류수를 채운 bottle을 30분 이상 질소퍼징하여 산소를 제거하 다.

② 실험이 끝난 serum bottle의 용액을 50 mL의 원심튜 에 옮기고 10,000 rpm

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 다.

③ 원심분리한 튜 의 상등액을 버리고 무산소 증류수로 채운후 시료를 부유시

킨 후 다신 원심분리하 다.

④ ③의 과정을 다시 한번 한 이후, 두 가지 방법으로 시료를 비하 다. 먼 , 

투과 자 미경 찰을 해 부유시킨 상등액에서 핀셋을 이용하여 Cu Grid

로 미세한 시료를 건져 올리고 건조시켜 보 하 다. 주사 자 미경 찰을 

해 상등액을 피펫으로 피펫 하여 cover glass 에 떨어뜨리고 질소로 퍼징

하여 건조시켜 보 하 다. XRD 찰을 해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버리고 

남은 시료를 질소로 퍼징하여 건조시킨 후 무산소 조건에서 보 하 다. 

한, 황화 물의 내부구조를 찰하기 해 XRD의 건조된 시료를 진으로 굳

히고 다이아몬드 칼로 50∼70 nm로 단하여 Cu Grid 에 올려놓았다.

(가) XRD 찰

SRB 미생물을 이용하여 황화 물을 형성하 고 이 물을 XRD로 찰한 결과 

그림 3.7.83과 같은 XRD 회 패턴을 얻었다. 본 XRD 회 패턴을 검색한 결과 

“mackinawite"라는 FeS 황화 물로 명되었다. Mackinawite는 황철석의 비 물

로써 미생물에 의해 흔히 만들어지는 물이다. 이 물은 용액상의 Fe와 S가 1:1

로 결합하여 형성되는 물이다. 이 물의 특징은 상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미생

물의 환원작용에 의해 물의 크기  결정도가 차 향상된다. 본 실험에서 찰

된 mackinawite는 결정성이 좋고 입자의 크기가 μm 크기 이상으로 잘 성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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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83. Desulfuricans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진 mackinawite XRD 회 패턴.

(나) 주사 자 미경 찰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mackinawite의 모습은 Vulgaris와 Desulfuricans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상 없이 거의 비슷하 다(그림 3.7.84와 3.7.85). SEM 이미지

상으로는 mackinawite의 외형이 종잇장과 같이 다소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입자의 모습은 마치 smectite와 같은 토 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아주 

단단한 결정질 형태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Desulfuricans에 의해 만들어진 

mackinawite의 물 외형이 조  더 일그러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입자의 크

기는 nm에서 μm 크기까지 다양한 크기를 보여 다. 입자들간의 응집성이 좋고 

상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반응면 이 매우 넓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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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84. Vulgaris에 의해 만들어진 mackinawite.

그림 3.7.85. Desulfuricans에 의해 만들어진 mackinaw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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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과 자 미경 찰

투과 자 미경으로 찰한 mackinawite의 모습은 주사 자 미경의 이미지와 

큰 차이는 없다(그림 3.7.86과 3.7.87). 입자들이 상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종잇장과 

같이 쉽게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 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layer들의 개수를 알 수 있는데, 수 개의 layer에서부터 수십 개의 layer

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1개의 layer로 구성된 

mackinawite도 존재하지만 여러겹의 layer들이 동시에 겹쳐서 성장하는 형태를 가

진다. 이는 미생물에 의해 형성되는 mackinawite가 처음에 생성될 때, 여러겹의 

layer들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생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SAD(selected area 

diffraction)으로 찰한 mackinawite는 좋은 결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XRD 회 패

턴과 동일한 d-spacing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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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86. Vulgaris에 의해 만들어진 mackinawite TEM 사진  SAD 패턴.

  

그림 3.7.87. Desulfuricans에 의해 만들어진 mackinawite TEM 사진  SAD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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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종이동  지연 향 분석

(1) Vulgaris

(가) 주사 자 미경 찰

Vulgaris에 의해 형성된 mackinawite의 형태를 찰하고 EDS 화학분석을 실시

하 다. 상과는 달리, Vulgaris  활동에 의한 우라늄의 mackinawite로의 공침이 잘 

찰되지 않았다. 용액상에 존재하는 우라늄의 제거 기작은 크게 둘로 나  수 있

는데, 하나는 자체 인 물화에 의한 우라니나이트의 형성이고, 다른 하나는 주변

에서 만들어지는 황화 물 구조안의 포획이다. 본 실험에서 기 하는 바는 황화

물 내부로 우라늄 이온들의 포획이었으며, SEM 찰결과로는 우라늄의 황화 물로

의 포획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7.88). 이러한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

나, 가장 큰 요인 의 하나는 황화 물 형성에 참여한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우라

늄의 제거 특성이 다르지 않나 사료된다. 일부 시료이기는 하지만, SEM 상에서는 

우라늄 없이 철과 황의 성분만 측되었으며, Vulgaris에 의한 우라늄 황화 물 포

획기작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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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88. Vulgaris에 의해 형성된 mackinawite의 SEM 이미지  화학성분.

(나) 투과 자 미경 찰

주사 자 미경 찰과 마찬가지로 투과 자 미경에서의 mackinawite의 우라

늄 포획은 찰되지 않았다(그림 3.7.89). TEM상의 EDS 분석에서 우라늄은 거의 

검출되지 못하 고 철과 황의 성분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자 미경 분석은 

시료 가운데 일부분만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를 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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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89. Vulgaris에 의해 형성된 mackinawite의 TEM 이미지  화학성분.

(다) EPMA 찰

SEM과 TEM에서 찰하기 힘들었던 우라늄 성분이 EPMA( 자 미분석) 기

기를 이용하여 분석하 을 때, 일부 우라늄이 검출되었다. 그림 3.7.90에서 찰되는 

우라늄은 철과 황의 화학성분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농도는 매우 낮게 측

되고 있다. 일부 농집된 우라늄이 간혹 물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미생물에 

의해 형성되는 mackinawite 물에 우라늄이 같이 공침되어 들어간다는 사실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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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는 것이다. 지 까지는 우라늄이 황화 물에 흡착되는 기작으로 설명되었으나, 

본 실험에서는 은 양이지만 일부의 우라늄이 mackinawite 물내 구조안에 같이 

포함되어 농집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그림 3.7.90. Vulgaris에 의해 형성된 mackinawite의 EPMA 화학분석.

철과 황의 분포도는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Vulgaris에 의해 만

들어지는 mackinawite가 거의 균일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즉, Fe:S = 1:1

의 비율로 잘 형성되어 있으며, 특별히 불균질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2) Desulfuricans

(가) 주사 자 미경 찰

Desulfuricans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진 mackinawite를 주사 자 미경으로 

찰했을 때, Vulgaris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Vulgaris의 경우에는 SEM 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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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의 검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Desulfuricans의 경우에는 상당량의 우

라늄이 검출되었다(그림 3.7.91). 그림 3.7.91의 EDS 화학분석 데이터를 보면, 

mackinawite 표면에 많은 양의 우라늄이 공침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라늄이 단순히 이미 만들어진 mackinawite의 표면 가장자리에 수착된 수 이 아

니라, mackinawite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같이 공침 혹은 구조안에 참여하여 존재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7.91. Desulfuricans에 의해 생성된 mackinawite의 SEM 이미지와 화학성분.

(나) 투과 자 미경 찰

SEM에서 찰한 것과 비슷하게 TEM에서도 우라늄의 검출이 확인되었다. 그

림 3.7.92에서 보는 것처럼, mackinawite 물의 가장자리를 화학분석 했을때,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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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우라늄이 검출되었다. TEM 이미지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라늄의 결정체인 

우라니나이트의 흔 은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부분의 우라늄 이온들이 

mackinawite의 물구조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단된다. 우라늄의 함량은 SEM에

서 찰한 정도의 비율을 보여 다.

그림 3.7.92. Desulfuricans에 의해 형성된 mackinawite TEM 이미지와 화학성분.

우리는 그림 3.7.93에서 mackinawite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의 화학  분포를 

볼 수 있다. mackinawite 물의 체 윤곽과 철, 황 원소들의 분포가 거의 동일하

게 일치하고 있으며, 이미지의 흰색 부분은 고농도의 철 원소들의 분포를 보여 다. 

우라늄의 분포는 철과 황의 분포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라늄이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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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이트라는 입자상의 물 형태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mackinawite 물구

조내에 구성성분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만약, 우라늄이 단독으로 존재한다면 우라

늄의 분포가 국부 으로 발달했어야 할 것이다. 한, EDS mapping에서 알 수 있

듯이, 철과 황의 농도가 높은 곳에 우라늄도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철과 황의 농도와 우라늄의 농도가 상 성 있게 발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mackinawite 기 생성부터 우라늄이 여하여, 물의 성장과 우라늄의 포획

이 비례 으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7.93. TEM에 의한 그림 3.7.92 이미지의 EDS mapping.

(다) EPMA 찰

Desulfuricans에 의해 만들어진 mackinawite를 EPMA 분석을 통해 찰하 다. 

EPMA 분석을 해 시료는 질소가스가 충 된 carrier를 이용하 고 산소환경에 노

출되지 않도록 최 한 주의하 다. 한, EPMA 기기는 매우 정 하게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장치로써, SEM이나 TEM에 비해 우라늄의 분포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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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 찰한 mackinawite 입자는 50 μm 이상의 큰 입자로써, 약 2주동

안 Desulfuricans 미생물에 의해 성장한 물이다. EPMA 화학분석 결과, 이 물

은 거의 철 원소와 황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황 원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그

림 3.7.94). 황원소는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쉽게 산화되어 없어지는 특성이 있다.

그림 3.7.94. Desulfuricans에 의해 생성된 mackinawite 물의 EPMA 화학분석

본 실험에서 찰된 우라늄의 분포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우

라늄의 분포가 mackinawite에 일정하게 분포하고 있지 않고 입자상의 형태로 불규

칙하게 분포하고 있다. 높은 농도의 분포를 보여주는 우라늄들의 가장 큰 형태는 

10 μm 이상의 크기도 존재한다. 우라늄의 포함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기 보다 단속

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미생물에 의해 mackinawite가 만들어지면

서 포함되는 우라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라늄의 분포는 

물의 가장자리 보다는 물 내부에 높은 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물형성 기부터 우라늄의 공침이 계속돼 왔다는 증거를 암시한다. 우라늄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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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이 시간이 지난면서 감소하는 이유는 용액상에 용존된 우라늄의 농도가 감소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변의 작은 입자들에는 우라늄의 포함량이 매우 으며, 

이는 후기에 만들어진 물에는 우라늄이 공침할만한 양이 충분치 않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6. 결과 요약

지하심부에 생존하는 지하미생물들 에 속환원미생물인 Shewanella, 

Vulgaris, 그리고 Desulfuricans 등의 3가지 기성미생물을 상으로 산화핵종의 

환원, 물화  제거 실험을 실시하 다. 한, KURT 지하심부에 생존하는 속

환원미생물을 상으로 동일한 실험을 실시하 다.

먼 , KURT 미생물의 경우, 철  망간환원 미생물들이 다량 생존하고 있으며 

철산화물  망간산화물을 환원시켜 다른 물로 변환시키는 역할도 하 다. 를 

들어, akaganeite 철산화물이 KURT 철환원미생물에 의해 magnetite로 변이되었다. 

한, 우라늄과의 반응실험에서 KURT 철환원미생물은 우라늄 제거에 탁월한 능력

을 보여주지 못하 지만, 망간환원미생물은 수일내에 용존우라늄을 용액상에서 제

거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침철석과 같은 물은 핵종을 쉽게 수착하여 미

생물과의 반응을 방해하 고, KURT 철환원미생물에 의해 침철석이 용해되면서 핵

종의 탈착도 같이 진행됨을 찰하 다.

Shewanella를 이용한 핵종의 물화 연구는 우라늄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우

라늄은 자연계에서 산화상태의 U(VI)와 환원상태의 U(IV)로 주로 존재하고 환원된 

우라늄은 용해도가 낮고 물화를 쉽게 이룬다. 본 실험에서 Shewanella균에 의해 

용존된 우라늄이 제거될 뿐만아니라 환원된 우라늄이 나노크기의 입자로 물화됨

을 확인하 다. 그 크기는 2∼3 nm 크기로 확인되었으며, 기본입자들이 서로 결합

하여 수십, 수백 nm 크기의 우라늄 물로 바 었다. 물화된 우라늄은 우라니나이

트(uraninite)라는 물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원소들을 불순물로 가지는 경향이 있

었다. 우라늄 물에 불순물로 참여한 원소들은 주로 칼슘과 인 등이었으며, 

ningyoite라는 인산염 물을 만들기도 하 다. 이러한, 불순물의 역할은 우라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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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해도를 낮추고 입자의 크기  결정성을 높여 장기 으로 물의 안정성을 도

모하는 것으로 단된다.

우라늄의 물화는 미생물의 표면  내부에서도 진행되었는데, 우라늄의 단순

흡착 뿐만아니라 다른 이온들과의 결합을 통해 큰 결정의 우라늄 물을 형성하

다. 미생물 표면에서 성장하는 우라늄 물들은 미생물간의 연결을 도와 미생물들의 

응집을 통한 핵종원소들의 이동이 감되는 상이 찰되었다. 한, 미생물 내부

에서 발달하는 우라늄 물들은 세포막 부근에서 상의 형태로 성장한다는 것이 처

음으로 확인되었다. 미생물로부터 성장하는 우라늄 물은 기에 나노크기로 시작

하여 다른 입자들과 상호 결합을 통해 큰 형태의 입자로 성장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마지막으로, Vulgaris  Desulfuricans와 같은 황산염환원미생물에 의한 우라늄 

제거  황화 물 형성기작을 살펴보았다. 황산염환원미생물에 의해 제거되는 우라

늄은 단순 우라니나이트라는 우라늄 물로의 형성 뿐만아니라, 주변에서 만들어지

는 황화 물 내부구조로도 포획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한, 우라늄이 황화 물

내로 포획될 때, 미생물의 역할이 요하며 미생물의 개체에 따라 우라늄의 포함되

는 정도가 다름을 확인하 다. 특히, Desulfuricans의 우라늄에 한 황화 물 포획 

능력이 뛰어났으며, 이는 Desulfuricans의 높은 환원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Desulfuricans 미생물의 경우 일주일내에 용액의 산화/환원값을 -500 mV까지 낮추

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속환원미생물은 용액상의 산화상태를 극환원조건

으로 쉽게 바꿀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이러한 과정 에 만들어지는 이차 물 내부로 

용존핵종들을 쉽게 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지하수를 따

라 이동할 수 있는 핵종들의 흡착  침 , 그리고 지연효과에 분명 큰 잇 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지하심부 속환원미생물을 활용한 방사성폐기물 핵종이동 

지연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고 매우 요할 뿐만아니라, 미래 처분장의 안 성 향상

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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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목표달성도

각 연구목표별로 해당 단계의 목표달성도를 기술하 다.

1. 심부처분환경에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과 수착특성 규명 

 안 성평가자료 확보

심부 처부 환원환경(-400 mV 이하) 실험을 한 방사화학 실험실을 신규로 구

축하고, 기존의 로 박스 성능을 개선하여 설치하고, 기환원셀  분 학  측

정이 가능한 신규 로 박스 등을 구매하여 설치하 다. KURT 지하수를 이용한 

고 핵종(U, Th, Np, Am)들의 용해도를 측정하고, 열역학  반응 D/B에 자료를 

추가하 다. KURT 지하수  암석을 이용한 고 핵종들(U, Th, Np, Am)의 수

착분배계수(Kd)를 측정하고, 기존 수착 D/B에 자료를 추가하 다. 아울러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에 의한 화학종 변화  물조성 변화 등에 의한 수착 특성을 

규명하고, pH, Eh, 탄산염 등 지화학변수 향을 규명하 다. 아울러 본 과제에서는 

제한된 산 범 에서 연구장비와 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된 연구결

과를 SCI 에 다수 게재하는 등 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주어진 연

구 목표를 100% 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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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 성평가를 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착 D/B 구

축

주요 고  핵종들(U, Th, Np, Am)  핵분열성 핵종들에 한 지화학반응 

열역학  자료  용해도 D/B를 구축하고 기술보고서를 발간하 다. 한 수착자료

의 활용성 증진을 해 Web 기반 수착자료 D/B 개발하고 수착자료 D/B 구축하

다. 아울러 OECD/NEA Sorption Project와 같은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안 성 

평가를 한 수착자료 활용방법론 개발에 노력하 고, 련 분야의 국내 문가들의 

기술자문  논의를 통해 평가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Workshop을 개최하는 

등 추가 인 노력을 기울 다. 따라서 주어진 목표를 100% 달성하 다.

3. 장 조건에서 암반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확산특성 평

가

KURT 암석을 이용한 내부확산 실험장치를 설계  설치하고, 실험 상 암반

(풍화암  신선암)의 기 특성을 측정하 다. 기  환원 조건에서 다양한 비수

착성  수착성 핵종들의 암반 확산깊이  확산계수를 측정하 다. 아울러 확산깊

이 측정  표면 반응 분석을 한 자기방사분석장치, 연차 추출법, EPMA 등 다양

한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방법론을 개발하 다. 암반 내부확

산 이동모델을 개발하여 확산계수를 평가하고, 처분안 성 평가를 한 자료를 구

축하 다. 따라서 주어진 목표를 100% 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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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URT 장 암반 단열을 통한 핵종 이동  지연특성 규명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지하처분연구시설인 KURT에 장 용질이동 실험시스템

을 설계, 개발하여 설치하 다. 용질이동 실험을 한 암반 단열 특성과 단열연결성 

분석  방법들(BIPS  Water pressure test)을 정립하 다. 이러한 장비와 기술들

을 바탕으로 암반 단열을 통한 비수착성(Eosin, Uranine, Br-)  수착성(Rb, Ni, 

Sm, Zr) 용질을 이용한 다양한 용질이동 실험을 수행하여 암반 단열을 통한 핵종 

이동  지연 특성을 분석하 다.  균열 충 물과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핵

종 이동 지연특성을 규명하여 장 실험결과와 상호 비교 검증하 다. 열린계에서

의 장 용질 이동모델을 자체 개발하고,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검증하 다. 따라서 

주어진 연구목표를 100% 달성하 다.

5.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공동연구

해외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해 우선

으로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연구 황  공동연구 참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기술

보고서 등을 발간하 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스웨덴 Äspö 지하수 유동 

Task Force 국제공동연구에 참여(2008년 5월 약)하여 자체 개발한 DFN 모델을 

용하여 기여하 다. 한 스 스 GTS(Grimsel Test Site)에서 CFM(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II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고(2008년 11월 약) 련된 

자체연구를 수행하여 기여하 다. 이러한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Know-how  

정보를 취득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국제 력  상 제고에 기여하 다. 국내 최

의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국제공동연구 참여의 의의와 요성이 부각되어 언

론(서울경제신문)에 소개되고 홍보되기도 하 다. 따라서 주어진 연구목표를 100% 

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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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부 처분환경에서 핵종/ 물/미생물 복합반응 특성 분석

KURT 지하수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생물을 확인하고(미생물 100여종, 속환원 

미생물 20여종) 기 특성을 규명하 다. 발견된 속환원 미생물들이 방사성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고, 이것이 한겨례 신문, MBC 뉴스 등 국

인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기도 하 다. 물/미생물 복합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미

생물의 핵종 수착에 한 향을 평가하 다. 한 미생물에 의한 핵종 물화

(Bio-mineralization) 상에 한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러한 핵종 물화 과정에 

의한 우라늄 이동 지연 효과를 평가하 다. 아울러 환원 미생물에 의한 지하수  

핵종 산화반응 향  수착 등에 한 미생물의 향을 평가하 다.

본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KURT 지하수 미생물의 특성분석과 핵종/ 물/미생물 

상호작용에 한 연구를 심도 있게 수행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 고, 핵종

거동에 한 미생물 향 분석을 통해 처분안 성 평가의 불확실성 감소에 기여하

다. 해당 연구 분야는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첨단 융합과학 연구 분야로 본 

과제에서는 국내 학의 련 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3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 선

진국의 기술 수 에 거의 도달하 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된 논문들을 SCI 에 

게재하 거나 출 이다. 연구 인력이나 산 비 우수한 실 과 성과를 도출하

다고 단되며, 지속 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주어진 연구목표를 

100% 달성하 다.

제 2  련분야에의 기여도

각 연구목표별로 연구결과들의 련분야로의 기여도를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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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부처분환경에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과 수착특성 규명 

 안 성평가자료 확보

심부 처분환경에서의 핵종거동 특성 규명 연구를 한 방사화학 실험실  실

험장비를 성공 으로 구축하고, 실험  모델링 연구를 수행하여, 고 폐기물 처

분안 성 평가를 한 자료들을 생산하여 제공함으로써 “고 폐기물 장기 리기

술 개발” 과제의 목표달성에 기여하 다. 아울러 심부 처분 환원환경에서의 핵종

거동과 련하여 생산된 분석 기술  자료들은 고 폐기물뿐만 아니라 ․

폐기물 처분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기여하 다. 한 일반환경, 지구화학, 방사

화학 등 타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련 분야의 기술 

발 에 기여하 다. 한 처분안 성을 확보를 한 과학기술  연구 활동  기술 

자료의 확보를 통해 고 폐기물 처분안 성에 한 국민  신뢰성 증진에 기여하

다.

2. 안 성평가를 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착 D/B 구

축

주요 고  핵종들에 열역학  반응 특성 자료(용해도  반응 상수)  수착

자료에 한 국내 자체 D/B를 개발하고 구축함으로써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의 발 에 기여하 다. 이러한 D/B를 국내 기술로 자체 확보하고, OECD/NEA 국

제공동연구(Sorption Project Phase III)에 극 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국내 기술에 한 상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 다. 한 련 분야 국내 문가들

을 상으로 한 Workshop 등을 개최함으로 해당 분야의 변 확   네트워크 구

축에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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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조건에서 암반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확산특성 평가

내부확산 실험장비를 설계  설치하고 KURT 장 시료를 이용한 기  환

원환경에서 확산실험을 수행하 고, 다양한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결과를 해석하고 

평가하여 처분기술 개발  처분안 성 평가자료 구축에 기여하 다. 이러한 암반

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확산계수의 평가는 처분안 성 평가의 핵종이동 모

델의 개선  평가결과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4. KURT 장 암반 단열을 통한 핵종 이동  지연특성 규명

용질이동 실험시스템을 KURT 장에 성공 으로 설계  설치하고, 다양한 용

질을 이용하여 장이동 실험을 수행하고 자체 자료를 생산함으로서 국내 처분기술 

개발에 기여하 다. 국내 최 의 지하처분연구시설인 KURT에서 수행된 용질이동 

장실험 결과는 처분안 성평가를 한 이동모델 검증에 활용될 것이고,  장 이

동 실험시스템 구축 련 기술들은 향후 한국형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장실

증에 필요한 요소기술  기 자료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한 국내에서는 처음으

로 암반 단열을 통한 미시 인 용질이동 장 실험을 수행하여, 개발된 기술과 연

구결과들이 지질학  환경공학과 같은 타 연구 분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한 지하연구시설을 이용한 핵종이동에 한 장실증은 일반 국민들  비 문가

들이 가장 쉽게 처분장의 안 성에 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방사성폐기물 리 사

업의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5.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공동연구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핵종  콜로이드 이동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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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황  참여타당성 분석을 통해 스웨덴 Äspö  스 스 GTS 등 주요 해외지하

연구시설에서의 국제공동에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  지식을 습득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국제 력 증진  국제  상 제고에 기여하 다.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의 국제공동연구 참여는 국내의 부족한 기술과 자료들을 보완하고, 비교검증을 통

해 국내기술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향후 국내 기술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러한 국제공동연구는 국내에서 직  수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자체 수행에 따른 연구비용을 크게 감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국내기술  국가  상을 제고하고 해당 분야의 국제 력에 기여할 것이다.

6. 심부 처분환경에서 핵종/ 물/미생물 복합반응 특성 분석

KURT 지하수 미생물의 특성분석과 심부 처분환경에서 핵종/ 물/미생물 복합

반응 특성 분석 연구결과는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상들에 한 정확한 규명을 통

해 고 폐기물 처분안 성 평가의 불확실성을 감시키고, 환경, 지구화학, 융합

과학 등 타 분야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한 이러한 처분안 성 평가기

술의 향상을 통해, 처분사업 추진에 따른 처분안 성 평가 비용을 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안 성평가의 불확실성 감소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성을 증진

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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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에서의 주요 연구개발 목표들에 한 목표달성도를 표 4.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목표 

달성

도

(%)

기여도

심부처분환경

에서 고 핵

종들의 지화학

반응과 수착특

성 규명  안

성평가자료 

확보

․심부 처부 환원환경(-400 mV 이하) 

실험을 한 방사화학 실험실  

로 박스, 기환원셀 등 장비 구축

․KURT 지하수를 이용한 고 핵종

(U, Th, Np, Am)들의 용해도 측정 

 D/B 자료 추가 

․KURT 지하수  암석을 이용한 고

핵종들의 수착분배계수(Kd) 측

정  D/B 자료 추가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에 의한 

화학종 변화  물조성 변화 등에 

의한 수착 특성 규명

․pH, Eh, 탄산염 등 지화학변수 향 

규명

20 100

실험실  실험

장비를 성공

으로 구축하고, 

실험  모델링

을 수행하여 해

당 D/B에 자료

를 추가하고, 

생산된 연구결

과를 국내외 우

수 논문에 게재

하고, 안 성 

평가를 해 제

공하 음

안 성평가를 

한 고 핵

종들의 지화학

반응  수착 

D/B 구축

․주요 핵종들에 한 지화학반응 열

역학  자료  용해도 D/B 구축

․Web 기반 수착자료 D/B 개발  

수착자료 D/B 구축 

․OECD/NEA Sorption Project 참여

를 통해 안 성 평가를 한 수착자

료 활용방법론 개발 

․국제공동연구 참여  국내 문가 

Workshop 등을 통한 평가자료의 신

뢰도 확보

15 100

해당 D/B를 개

발  구축하

고, 안 성 평

가 활용을 한 

방법론 개발을 

한 국제공동

연구를 수행하

고, 자료의 신

뢰성 확보를 

한 국내 문가 

Workshop 등을 

개최함

표 4.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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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목표 

달성

도

(%)

기여도

장 조건에서 

암반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확산

특성 평가

․KURT 암석을 이용한 내부확산 실

험장치의 설계, 설치  기 특성 측

정

․ 기  환원 조건에서 다양한 비수

착성  수착성 핵종들의 암반 확산

깊이  확산계수 측정

․확산깊이 측정  표면 반응 분석을 

한 자기방사분석장치, 연차 추출

법, EPMA 등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결과 해석

10 100

내부확산 실험

장비를 설계/ 

설치하고, 

KURT 장 시

료를 이용한 실

험을 수행하

고, 다양한 분

석방법을 개발

하여 결과를 해

석/평가하 음 

KURT 장 

암반 단열을 

통한 핵종 이

동  지연특

성 규명

․KURT 장 용질이동 실험시스템 

설계, 개발  구축(균열 길이: 3∼5 

m 규모)

․용질이동 실험을 한 암반 단열 특

성과 단열연결성 분석  방법론 정

립(BIPS  Water pressure test)

․암반 단열을 통한 비수착성(Eosin, 

Uranine, Br
-
)  수착성(Rb, Ni, 

Sm, Zr) 용질 이동 실험 수행  이

동특성 분석

․균열 충 물과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핵종 이동 지연특성 규명

․열린계에서의 장 용질 이동모델의 

자체 개발  검증

30 100

용질이동 실험

시스템을 

KURT 장에 

성공 으로 설

계  설치하

고, 다양한 용

질을 이용하여 

장이동 실험

을 수행하고 자

체 자료를 생산

함으로서 암반

단열을 통한 핵

종이동 실증을 

한 요소기술

들을 확보하

음 

표 4.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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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목표 

달성

도

(%)

기여도

해외 지하시험

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공동연구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연구 황  

공동연구 참여 타당성 분석

․스웨덴 Äspö 지하수 유동 Task 

Force 국제공동연구 참여(2008.5 

약)  자체 개발한 DFN 모델을 

용함

․스 스 GTS에서 CFM(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II 국제공

동연구 참여하고(2008.11 약) 련 

자체연구 수행하여 기여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Know-how  정보를 취득하고, 우

리나라의 원자력 국제 력  상 

제고에 기여

10 100

연구 황  참

여타당성 분석

을 통해 스웨덴 

Äspö  스

스 GTS 등 주

요 해외지하연

구시설에서의 

국제공동에 참

여하여 필요한 

정보  지식을 

습득하고, 우리

나라의 원자력 

국제 력 증진 

 국제  상 

제고에 기여하

음

심부 처분환경

에서 핵종/

물/미생물 복

합반응 특성 

분석

․KURT 미생물 확인(미생물 100여

종, 속환원 미생물 20여종)  기

특성 규명

․ 물/미생물 상호작용에 의한 미생

물의 핵종 수착 향 평가

․미생물에 의한 핵종 물화

(Bio-mineralization) 상 메커니즘 

규명  우라늄 이동 지연효과 평가

․미생물에 의한 지하수  핵종 산화

반응 향  수착 등에 한 미생

물 향 평가

15 100

KURT 지하수 

미생물의 특성

분석과 핵종/

물/미생물 상호

작용에 한 연

구를 심도있게 

수행하여 우수

한 연구성과를 

도출하 고, 핵

종거동에 한 

미생물 향 분

석을 통해 처분

안 성 평가의 

불확실성 감소

에 기여하 음

총계 100 100

표 4.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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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고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한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

핵종들의 이동 특성을 규명하기 해서는 련 기술  자료의 확보가 선행되

어야 한다. 이 게 습득된 기술과 자료들은 폐기물 리방안 수립, 고 폐기물의 

안 성 평가, 처분부지 선정, 처분장 설계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처분의 기

술  타당성  안 성평가의 불확실성 감 등에 기여할 것이다. 본 과제의 결과

물들은 주로 선진핵주기의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안 성 평가에 활용될 것으

로 기 된다. 따라서 구체 인 활용방안을 아래 그림에 도시 으로 나타내었다. 그

림에는 각 연구내용 별 연구결과물들이 안 성 평가의 각 단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1. 연구결과물의 고 폐기물 안 성 평가로의 활용 방안.

고 핵종들의 지하매질과의 상호작용  분자수 에서 미시  상호작용 규명 

기술, 자연환경에서의 나노/바이오 복합작용 해석기술 등은 후행핵연료주기기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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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화학, 생의학 등에서 다가핵종들의 환경  생체 향 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과제의 결과로 제출된 보고서  

논문 등의 연구성과들은 지질학, 생물학, 화학, 환경공학, 화학공학 등 타 연구 분야 

 련 첨단 산업체 등에서 학술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심부 처분 환원환경에서의 핵종거동과 련하여 생산된 분석기술  자료들은 

고 폐기물뿐만 아니라 ․ 폐기물의 처분안 성평가에 직 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일반환경, 지구화학, 방사화학 등 타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1단계 연구를 통해 본 과제에서 생산된 핵종 거동 특성 

해석기술과 자료들은 ․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인․허가에 유용하

게 사용되었고, 신고리 1, 2호기 원자력발 소의 인․허가에도 일부 활용되었다. 향

후 추가 인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원자력발 소의 건설  인․허가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좀 더 장기 으로는 지식경제부에서 한

국방사성폐기물 리공단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 폐

기물 처분 사업의 부지선정, 처분시스템의 성능 평가  안 성 평가 등의 사업 추

진에 필요한 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차원으로는 

고 폐기물 련 국가정책 수립, 원자력 국제 력 추진 등 국가 주도 인 원자력 

진흥계획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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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천연방벽에서의 핵종이동  지연 특성에 한 해외 연구 동향을 기술보고서로 

정리하여 발간하 다(참고문헌 [1.3]). 본 기술보고서에서는 천연방벽에서의 핵종이

동과 련된 다양한 연구 분야에 한 국내  해외의 연구동향과 주요 연구 내용 

 결과들에 해 기술하 다.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착특성 규명  처분안

성 평가 자료 구축과 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수집하 다.

JAEA, DATABASE Version : 011213c2.tdb, Waste Isolation Research 

Division, Waste Management and Fuel Cycle Research Center, Tokai 

Works, Copyright 2003-2004. : 일본 JAEA 발간, 핵종들의 열역학 D/B 수록.

L. Duro, M. Grivé, E. Cera, C. Domènech, J. Bruno, Update of a 

Thermodynamic database for radionuclides to assist solubility limits 

calculation for performance assessment, SKB-TR-06-17, SKB, Stockholm 

(2006) : 스웨덴 SKB발간, 핵종들의 열역학 D/B  해설이 수록.

W. Hummel, U. Berner, E. Curti, F.J. Pearson, T. Thoenen, Nagra/PSI 

Chemical Thermodynamic Data base 01/01, Universal Publishers, 

Florida(2002) pp 564 : 스 스 Nagra에서 후원하여 국제 으로 연구한 핵종들

의 열역학 D/B  해설집.

B. Nolang, E. G. Osadchi, L. O. Ohman, Chemical Thermodynamics of 

Selenium, edited F. J. Mompean, OECD/NEA(2005) pp 851 : OECD/NEA 발

간, 셀 늄의 D/B  해설이 수록.

J. Bruno, D. Bosbach, D. Kulik, A. Navrotsky, Chemical Thermodynamics 

of solid Solution of Interest i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edited F. J. 

Mompean, OECD/NEA, Paris(2007) pp 247 : OECD/NEA 발간, 핵종들과 주

변매질과의 반응에 한 기술 황자료 수록.

MRS Symposium Proceeding Vol. 1193, Scientific Basis for Nuclear Waste 

management XXXIII, edited B. E. Burakov and A. S. A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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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nsylvania(2009) : 2009년 5월 24-29일 러시아 Petersburg에 개최된 방사성

폐기물 련 MRS 심포지움 로시딩.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핵종  콜로이드 이동 공동연구와 련하여 수집한 

자료  정보들을 정리하여 기술보고서로 발간하 다(참고문헌 [3.6.10]). 본 기술보

고서에서는 해외 지하처분연구시설의 황  연구내용에 해 기술하고, 분석하

다. 스 스 Grimsel Test Site에서의 CFM 국제공동연구와 련하여 수집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F.B. Neall, A. Martin, I. Blechschmidt, G.W. Lanyon and A. Möri, 

Considerations for the 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CFM) in-situ 

experiment: The source term, NAB 07-14, Nagra, Wettingen (2007).

• Th. Schäfer and K. Iijima, CFM Phase I - Status report of the laboratory 

programme, NAB 07-41, Nagra, Wettingen (2007).

• G.W. Lanyon and I. Blechschmidt, Hydraulic interference between CFM and 

LTD experiments, NAB 08-11, Nagra, Wettingen (2008).

• I. Gaus and P. Smith, Modellers dataset for the 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project status: End of CFM phase 1, NAB 08-27, Nagra, 

Wettingen (2008).

• P.A. Smith, I. Blechschmidt, V. Cvetkovic, D. Degueldre, I. Gaus, K. Iijima, 

M. Kuentzel, G.W. Lanyon, I. Neretnieks, U. Noseck, A. Pudewills, T. 

Schaefer and P. Reimus, CFM phase I modelling report, NAB 08-31, Nagra, 

Wettingen (2008).

심부 처분환경에서 핵종/ 물/미생물 복합반응 특성 분석과 련해서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서의 미생물 련 연구동향을 조사․분석하여 기술보고서를 발간하

다(참고문헌 [3.7.18]). 특히 미국 워싱턴주 PNNL(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연구소 주변의 세계최  핵무기 제조를 한 핵발 소  핵폐기물 오

염지인 “Hanford” site의 폐기물 분포, 오염 황  분석, 그리고 오염정화과정 등

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책자를(Roy E. Gephart, Hanford - A conversation 

about nuclear waste and cleanup. Battelle Press, Columbus, USA. p.196., 2003) 

입수하여 련 연구에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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