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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방사능 시설 광용발 제염기술 개발

- 실험실 규모 레이저 제염 평가 장치 설계제작하고 1,064 nm, 532 nm 조건에서

오염 재질 및 핵종별 제염 특성과 제염 변수에 따른 제염 성능을 확인하였음

- 비방사성 실험 조건으로 방사성 시편 제염에 적용하여 제염성능을 확인하였으며

제염계수는 약 100 이상을 얻었음

2. 부지 복원 기술 개발

- 장기 숙성 오염된 토양을 자체처분 폐기물화 가능한 동전기세정 제염기술 확보

- 비숙성 오염 및 표면 오염 토양을 자체처분 폐기물화 할 수 있는 응결 침출 제염

기술 확보

- 우라늄 오염 토양 및 TRU 오염 토양에 적영성이 기대되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제염공정 확보

- 부지 복원 건전성 평가에 필요한 핵심 요소기술을 도출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레이저제염, 핫셀제염, 건식제염, 부지복원, 토양제염

영 어
Laser ablation, Hot cell decontamination, Dry

decontamination, Site remediation, Soil decontamination

보고서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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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원자력시설·부지 제염기술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광용발 제염기술 개발

국내 SF 건식 가공 연구시설인 DFDF (DUPIC Fuel Development Facility)의

대대적 보수에 대비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될 파이로 프로세싱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염기술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DFDF는 노후화되어 장비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며 핵주기 시험시설인 조사후시험시설(PIEF)은 20년 이상

가동으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년 이내에 대단위 보수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제염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고방사능의 극한 환경에서

작업자 피폭저감과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공간 선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염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는데, 오염부위의 선택적 제거와 원격제어가 가능한 레이저

제염기술을 개발할 경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부지 제염기술 개발

TRIGA 연구로와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부지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토양을

자체처분 기준 이하로 제염하여 처분 대상의 방사성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한

토양제염기술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자력시설의 해체 후에 부지를 재사용

또는 자연 녹지화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부지를 제염하여 방사성 물질을 충분히

안전한 수준까지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토양 내 오염된 방사성 물질은 토양 내 기공

또는 구조 물질 내 깊숙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제염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특히

토양 내에는 미세 입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화학 세척과 같은 단순한 방법론을

확립하고 비포화대의 핵종 이동 특성을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3. 부지 복원 모니터링기술 개발

원자력시설 부지를 제염한 후에 부지의 복원 건전성 평가는 부지의 방출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복원 건전성 평가의 첫 단계로 부지 내 잔류 방사능 평가한다.

부지의 잔류 방사능 평가는 넓은 오염지역 내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통계학적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대표 시료를 정확하게 채취해야 잔류 방사능 평가를 정확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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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국내 원자력부지의 복원 평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표시료 확보

방법론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염 부지의 수평적 분포뿐만 아니라 수직 분포를 평가하게 되는데, 넓은

지역의 시료를 직접 채취하는 대신에 방사화학의 이론을 접목하여 간접적으로 수직

분포를 평가하면 작업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지 복원 건전성

평가의 또 하나의 인자는 지표면의 핵종이 비포화대를 통하여 지하수 층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표면의 오염 허용치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포화대 내의 강수량을 고려한 핵종이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광용발 제염기술 개발

가. 고방사능 시설 해체제염 기초 특성 평가

- 단위 제염기술 특성 분석

- Lab 규모 단위 제염장치 사양 선정 제작

나. 고방사능 시설 해체제염 단위기술 시험

- 광용발 제염기술 특성 시험

- 제염 생성물 포집기술 특성 평가

다. 고방사능 시설 해체제염 단위 공정 개발

- 광용발 제염 공정 개발

- 제염생성물 포집기술 개발

2. 부지 제염기술 개발

가. 부지제염 단위기술 및 장치개발

- 부지오염 특성 조사

- 동전기세정 부지제염 단위기술 및 장치개발

- 퇴적침출 부지제염 단위기술 및 장치 개발

- 초임계 이산화탄소 제염 단위기술 및 장치 개발

나. 부지제염 장치 개선 및 실증

- 동전기세정 부지제염 장치개선 및 실증시험

- 퇴적침출 부지제염 장치개선 및 실증시험

- 초임계 이산화탄소 제염 장치개선 및 실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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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지 복원 모니터링기술 개발

가. 부지복원 모니터링 요소기술 개발

- 복원공정 모니터링 요소기술 개발

- 부지 샘플링 및 방사선 측정 요소기술 개발

- 비포화대 오염저감 평가 요소기술 개발

IV. 연구개발 결과

1. 고방사능시설 광용발 제염기술 개발

가. 고방사능 시설 해체제염 기초특성 평가

(1) 단위 제염기술 특성 분석

DUPIC 핵연료 제조시험 공정 시설, 파이로 프로세싱 시설 및 PIEF/IMEF

시설에 대한 오염특성 분석을 통해, hot cell은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고 방사능으로

오염되며 원격으로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건식 제염기술 개발이 필수적임을

파악하였다. 11 가지의 후보 건식 제염기술에 대해 적용의 용이성, 이차폐기물 발생량,

제염 성능, 제염 속도, 제염 비용 및 방사선 작업자 방사선 피폭에 대한 기술 평가를

통해 광용발 제염기술이 제염 성능 및 원격 오염 제거가 가능한 효과적인 제염

기술임을 확인하였다. 광용발 제염에 적용할 최적 광원을 확인하기 위해 고체레이저 및

기체레이저의 두 부류의 후보 광원별 파장, 출력, 적용 대상에 대한 기술특성

분석으로부터 Nd:YAG 레이저, CO2 레이저 및 Excimer 레이저를 후보 광용발 제염기술로

선택하였다. 선정된 CO2 레이저, Nd:YAG 연속 레이저, Nd:YAG 펄스레이저의 콘크리트

표면에 대한 식각 특성 평가실험을 수행하였다. Type 304 stainless steel, epoxy paint로

도포된 표면 및 concrete에 대해 Nd:YAG pulse laser가 적용된 부분만 깨끗하게 식각됨을

확인하였으며 광용발 제염에 적절한 레이저로는 단위 pulse 에너지가 큰 Q-switched

Nd:YAG 레이저를 선정하였다.

(2) Lab 규모 단위 제염장치 사양 선정 및 제작

고체레이저 매질은 Nd:YAG crystal을 사용하며, fundamental frequency에서

반복율 20 Hz, 펄스에너지 450 mJ 이상, 펄스폭이 일부 증감하도록 설계하였고

레이저빔의 펄스폭이 7 - 10 ns 사이에서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작된 장치는

Concrete 및 Type 304 stainless steel 시편 표면을 효과적으로 용발 시켰으며

감광지를 사용하여 측정한 레이저 빔 직경은 8 mm, energy meter에 의해 측정된

pulse 에너지는 450 mJ/pulse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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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방사능 시설 해체제염 단위기술 시험

1,064 nm 파장의 Nd:YAG 펄스레이저를 이용하여 Cs+ 이온에 대한 제염

공정 조건 도출 및 첨가제에 따른 제염성능 향상 연구를 수행하였다. 펄스형태의

고출력 (450 mJ/pulse) 레이저 전송을 다관절 광학시스템 (flying optics)으로 해결하여

3차원 적용성을 확보하였고 10 m 전송 시 에너지 손실은 1% 이하로 확인되었다.

레이저 에너지 밀도와 식각 깊이에 대한 관계식으로부터 95% 이상 제염에 필요한

최적 레이저 에너지 밀도, 조사 횟수 조건을 도출하였고 산화 시편의 경우 KOH나

KNO3와 같은 첨가제를 적용함으로서 제염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제염 후

발생하는 입자를 포집하기 위하여 싸이클론과 HEPA filter로 구성된 입자 포집장치를

설계 제작하였고 DOP 입자를 99.9% 이상 제거할 수 있었다.

다. 고방사능시설 해체제염 단위공정 개발

1,064 nm 레이저 파장을 532 nm로 하모닉스하여 레이저 제염 성능을

파악하였다. 532 nm에서 제염실험 결과 용발 제염에 필요한 레이저 에너지 밀도

threshold가 약 4.8 mJ/cm2로 1,064 nm 레이저 (약 57.3 mJ/cm2)에 비해 1/10로

크게 낮아짐을 확인하였으며 제염 속도를 10배 이상 향상 시킬 수 있었다.

또한 Cs-137의 방사성 동위원소로 오염시킨 모의 시편을 사용하여 제염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제염계수는 100 이상을 얻을 수 있었다. 광용발 제염에 의해 생성되는

제염입자의 크기는 SMPS (Scanning Mobility Particle Sizer)로 현장 측정하였으며

20-120 nm의 크기 범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입자는 HEPA filter에 의해 99.4

- 99.9% 포집됨을 알 수 있었다.

2. 부지 제염기술 개발

가. 부지 제염 단위기술 및 장치 개발

연구로 및 우라늄 변환시설 토양의 오염 및 지질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로

토양은 다량의 모래를 함유한 사암 풍화토 층으로 Co 및 Cs가 주요 방사성 핵종인

반면, 우라늄변환 시설 부지는 다량의 모래를 함유한 우라늄 오염의 매립층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연구원 내에 보관중인 오염 토양을 자체처분 하기 위한 부지

제염기술 개발 연구를 통하여 고난이도의 장기 숙성 오염토양을 고효율로 처리하기 위한

동전기세정 제염 공정 장치와 오염 초기 토양의 고효율 처리 실험 평가가 가능한

컬럼형 응결침출 공정 장치를 개발하였다. 또한 우라늄 오염토양이나 북한 핵시설

해체 부지와 같이 고독성 TRU 오염토양에 적용할 수 있는 초임계 CO2 제염 기본

특성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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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지 제염 장치 개선 및 실증 시험

동전기세정 제염장치와 컬럼형 응결침출 제염장치의 성능을 개선하였다. 동전기

세정 장치에서는 내 부식성의 DSA (dimensionally stable anode) 전극을 도입하고,

반응기의 연속 운전성을 개선하였다. 컬럼형 응결침출 장치에서는 침출 용액의 컬럼

체류시간 조절성과 제염 성능 평가가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개선된 장치를 이용하여

공정 변수에 대한 최적 제염조건을 도출하고 방사성 폐기물을 대상으로 제염 성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TRIGA 연구로 부지에서 채취한 방사성 오염 (Cs-137, C0-60)

토양을 자체처분 가능한 수준 (약 80 Bq/kg)까지 제염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임계 CO2 토양제염 공정 연구를 통하여 우라늄 오염 토양을 2차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면서 95% 까지 제염할 수 있는 조건도 도출하였다.

3. 부지 복원 모니터링 요소기술 개발

부지 재활용 기준 평가 모델로 MARSSIM을 연구로 2호기 해체부지에 적용하여

시료 대표성 평가 모델을 검증하였다. 이동형 감마선 핵종분석기(ISOCS)를 이용한

부지 깊이별 방사능 깊이 분포 측정 개념을 도출하였고 복원부지 잔류방사능 현장

측정의 최적 범위로 반경 50 m를 결정하였다. 또한 오염부지 표면에서 지하수

층까지의 핵종 이동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비포화대에서의 핵종 이동 특성을

규명하였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1. 고방사능시설 광용발 제염기술 개발

광용발 제염 공정 연구 결과는 고방사능 핫셀의 제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원격시스템 구축에 활용되고 DUPIC, PIEF 등의 시설 제염기술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는 금속 폐기물의 감용을 위한 제염에도 활용성이 큰

기술이다.

2. 부지 제염기술 개발

동전기 세정 제염기술은 TRIGA 연구로 해체부지에서 발생한 토양을 자체

처분하기 위한 제염기술로 활용할 예정이고, 응결 침출 제염기술은 초기 오염

토양이나 우라늄 오염 토양의 자체처분을 위한 제염기술로 활용할 예정이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제염기술은 우라늄 변환 부지의 오염토양 제염에 적용을

추진하고 향후 북한 핵시설 오염부지의 TRU 제염용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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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지 복원 모니터링 요소기술 개발

부지 샘플링 및 대표시료 확보 방안 연구 결과는 연구로,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부지를 방출하기 위한 잔류 방사능 평가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부지 오염도 수직

분포도 평가 연구는 광역 오염 부지의 수평 분포와 수직 분포를 시료 채취 없이

손쉽게 측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포화대 오염이동 평가 모델

개발 결과는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부지의 제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평가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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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Decontamination Technologies for Nuclear Facilities and Site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a laser ablation decontamination technology for high

radiation facilities

Objective of the project is to secure decontamination technologies for a

decommissioning or a maintenance of highly radioactive facilities such as DFDF

(DUPIC Fuel Development Facility) and PIEF which are related with SF

treatment or recycling. Since DFDF and PIEF have been operated for more than

20 years, some key decontamination technologies are absolutely required in

preparedness of the repairing or refurbishment of their old facilities. In order to

secure the decontamination technologies appropriate for the rapid and effective

reduction of dose level of severely high radiational hot cells, a laser ablation

technology which has some characterizing advantages such as a high decontamination

efficiency and remote controllability, thereby increases the stabilities against radiation

exposure of workers, would be absolutely required.

2. Site decontamination technology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develop soil decontamination technologies

for a reduction of waste volumes to be disposed by decontamination of the

radioactive soil wastes down to a free release criteria. In order to reuse the

nuclear sites or return them into the green fields after decommissioning, it is the

first task to remove the radioactive contaminants completely from the sites.

However, since the contaminants exist deeply inside the pores of the soil matrix

in the case of being weathered for a long time, it is reportedly hard to remove

the contaminants completely and selectively. Furthermore since the soils are

generally composed of fine particles, a simple chemical washing method can not

be used effectively due to a filtering problem.

For this reason, some new and advanced technologies applicable to the complex

decontamination of the radioactive soils would be absolute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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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ite remediation monitoring technology development

The assessment of the radiational safety after remediation of the

decommissioned sites is an important step for a successful site releas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develop basic and key technologies necessary for

an assessment of site remediation such as an assessment of the residual

radioactivities and the radionuclide migration through unsaturated zones. Since

the evaluation of the site residual radioactivity is done by statistical methods,

the representative sample taking is very important for the exact evaluation of

the residual activities. The evaluation of the vertical distributions of the

contaminants is also an essential process for an assessment of site remediation.

Until now, this has been done by taking all samples in every contaminated

positions, which requires tedious and vast amount of tasks. Therefore the

indirect evaluation without taking a sample is importantly required to improve

the process efficiency. Lastly, important process is an assessment of the potential

migration of radionuclides to the underground water zone. This makes possible

to determine the decontamination criteria which allows a radiational safety of

the underground waters.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s

1. Development of a laser ablation decontamination technology for high

radiation facilities

A. An assessment on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decontamination

technologies for a decommissioning of highly radioactive facilities

- Assessment on the decontamination unit technologies

- Determination of detail specifications and fabrication of a laboratory scale

decontamination equipment

B. Experimental study on the decontamination unit processes for a decom-

missioning of highly radioactive facilities

-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laser ablation de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filtration technology for the decontaminated

particles

C. Development of the decontamination unit processes for a decommissioning

of highly radioactiv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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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er ablation decontamination process development

- Decontaminated particle filt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2. Site decontamin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 Development of site decontamination unit technologies and equipments

- Investigation of the site 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 Development of electrokinetic-flushing decontamination unit technologies and

equipments

- Development of heap-leaching decontamination unit technologies and equipments

- Development of supercritical CO2 decontamination unit technologies and

equipments

B. Modification of the site decontamination equipments and their performance

demonstrations

- Modification of an electrokinetic-flushing decontamination equipment and its

performance tests

- Modification of a heap-leaching decontamination equipment and its performance

tests

- Modification of a supercritical CO2 decontamination equipment and its per-

formance tests

3. Site remediation monitoring technology development

A. Site remediation monitoring key technology development

- Remediation process monitoring key technology development

- Sampling and radiation measurement key technology development

- Assessment of contamination decay behavior in the unsaturated zone

IV. Resul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a laser ablation decontamination technology for highly

radioactive facilities

A. An assessment on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decontamination

technology for a decommissioning of highly radioactive facilities

(1) Assessment on the decontamination unit technologies

An analysis of 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on DFDF (DUPIC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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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facility), Pyro-processing facility and PIEF/IMEF facilities was

performed. Since the radioactivity of hot cell is too high to permit the entry of

workers, it was understood that the development of remotely applicable dry

decontamination technology is essential for a cleaning of hot cells. analysis of

aspects such as an easiness of applicability, a generation of the secondary waste,

a decontamination performance, an application speed, a decontamination cost and

radiational exposure of workers were performed for the 11 kinds of candidates

dry decontamination technologies. From the analysis of technical facts, a light

ablation decontamination technology was selected as the most efficient one that

can be applied remotely. Considering the decontamination objects, easiness of the

equipment application and economic point of view of the equipment, the ablation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candidate laser sources of CO2, continuous Nd:YAG

and Pulsed Nd:YAG were evaluated by using a stainless steel and a concrete

which are reportedly main materials of high radiation facilities. From the tests, it

was identified that Type 304 stainless steel, epoxy paint coating surface and

concrete were satisfactorily ablated only by the Nd:YAG pulse laser. For this

reason, it was decided that pulse type laser system is necessary to remove the

1002surface layer of the stainless steel effectively. On the other hand, an excimer

laser system was excluded from the selection of the dry decontamination study,

due to its inappropriate features such as a toxicity and an expensive cost.

As the result, a Q-switched Nd:YAG laser system was selected as the

decontamination equipment to be developed.

(2) Determination of detail specifications and fabrication of a laboratory scale

decontamination equipment

It was designed that a Nd:YAG crystal is used as the solid laser

material, repetition rate in the fundamental frequency is 20 Hz, pulse energy is

higher than 450 mJ/pulse. As the result, a lab scale experimental equipment,

featuring the pulse energy of 450 mJ/pulse, the repetition rate of 10 Hz and the

pulse duration in the range of 10 ~ 20 ns, was successfully fabricated.

B. Experimental study on the decontamination unit processes for a decom-

missioning of high radia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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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contamination process variables were determined for stainless specimens

contaminated Cs+ ion by using a Q-switched Nd:YAG laser of 1064 nm. The transfer

of a high power pulse laser energy (450 mJ/pulse) to a 10 m could be done by

using a flying optics with the energy loss less than 1%, which makes it possible

to apply the system remotely in the hot cells. The laser decontamination

conditions such as laser energy fluences and shot numbers necessary for a

removal efficiency of more than 95% were determined from the relation between

the laser fluence and the ablation depth. In the case of oxidation specimens, the

decontamination efficiencies were found to be improved by applying the chemical

additives such as KOH and KNO3 on the surface of the specimens. In order to

remove the decontaminated particles, a filtering system composed of a cyclone and

a HEPA filter was fabricated and it was confirmed the system could remove up

to 99.9% of the DOP particles.

C. Development of the decontamination unit processes for a decommissioning

of high radiation facilities

The decontamination efficiencies were investigated using a 532 nm Nd:YAG

lase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econtamination threshold of the laser energy

fluence for an ablation was reduced from 57.3 mJ/cm2 to 4.8 mJ/cm2, compared

with the 1,064 nm condition, which could improve the decontamination speed by

10 times. The derived decontamination process conditions were applied to the

radioactive hot tests using the simulated specimens contaminated with the radio

isotope of Cs-137 and the decontamination factor was found to be about 100. The

decontaminated particle sizes could be successfully analysed by SMPS (Scanning

Mobility Particle Sizer) and were found to be in the range between 20 and 120

nm. In order to remove the particles, a filtering system which was composed of

HEPA and ULPA was fabricated and it was proven that 99.9% of the

decontaminated particles could be removed by the system.

2. Site decontamin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 Development of site decontamination unit technologies and equipments

Soil decontamination technologies were developed for a release of the

soils from the TRIGA research reactor and the uranium conversion facility site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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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electrokinetic-flushing technology, an agglomeration-leaching technology

and a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extraction technology were developed for an

alternative application depending on the 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of

radioactive soil wastes. As the results, a vertical electrokinetic-flushing technology

was found to be useful for a decontamination of a radioactive soil waste aged for

a long time and an agglomeration leaching process was effective for a

decontamination of soil wastes with fine particles or in the initial contamination

stage. On the other hand, a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extraction technology was

found to be applied for a decontamination of soil wastes contaminated with alpha

emitting radionuclides such as uranium and plutonium.

B. Modification of the decontamination equipments and their demonstration

The previously fabricated electrokinetic-flushing and agglomeration leaching

equipments were modified for a stable and continuous operation. In the

electrokinetic-flushing equipment, the graphite anode was changed to a DSA

(dimensionally stable anode) which was confirmed to have a much more stability

against a dissolution. In the agglomeration leaching equipment, the functions of

retention time control and decontamination assessment during operation were

attached. Optimum decontamination conditions were determined by using the

modified equipments and their decontamination performances were tested by

using radioactive soil wastes. As the results, the weathered radioactive soil wastes

from TRIGA research reactor, which are contaminated mainly by Cs-137, Co-60 for

a long time could be decontaminated down to about 80 Bq/kg which is a

potential release criteria in Korea. In the mean time, the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extraction process, which has characterizing advantage of a very low

secondary waste generation, was confirmed to remove more than 95% of uranium

from U-bearing soil wastes.

3. Site remediation monitoring key technology development

As a standard model for a site reuse assesment, the MARSSIM was

assessed its applicability to the research reactor site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model could be used for an evaluation of the representative samples from

the site. A measurement concept for the vertical distribution of radionuclide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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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ed by using an ISOCS and the optimum measuring range was proven to

be about 50 m in radius. One-Dimensional Water Flow and Contaminant

Transport in Unsaturated Zone (FTUNS) code was also developed in order to

interpretate the radionuclide migration in the unsaturated zone.

V. Application Plan for the Research Results

1. Development of a laser ablation decontamination technology for high

radiation facilities

The research results could be used for a design of a remote ablation

decontamination system and ultimately applicable for an decontamination of high

radiation facilities such as the DUPIC and PIEF. Furthermore, its utilization

could be extended to the metal waste decontamination for an unlimited release.

2. Site decontamin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 electrokinetic-flushing decontamination technology will be applied to the

decontamination for a free release of the radioactive soil wastes generated from

the research reactor site. An agglomeration leaching technology could be applicable

for a decontamination of the uranium bearing wastes from the uranium conversion

facility site. A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extraction technology seemed to have

an applicability for a decontamination of alpha bearing soil wastes.

3. Site remediation monitoring key technology development

The research results on the representative sample taking strategy will be used

for an evaluation of the residual radioactivities of the research reactor site and the

uranium conversion facility site. The results on the evaluation of vertical distribution

of radionuclides in the nuclear site could be used for an estimation of the

horizontal and contamination distributions of the large contamination sites without

tedious sample takings. A code for assessing the radionuclide migration through an

unsaturated zone of nuclear sites could be used importantly for a determination of

an allowable surface contamination level for a free release of nuclear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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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 과제 개요

본 과제에서는 원자력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해체를 위한 제염기술과 해체 후

부지를 복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원자력시설 제염기술 개발은 DUPIC,

PIEF와 본격적인 기술개발이 예상되는 파이로 시험시설과 같이 SF를 취급 및

재활용하는 고방사능 시험시설을 대상으로 하였고, 부지 제염기술은 TRIGA

연구로와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후 부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토양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1. 원자력시설 제염기술 개발

제염기술 개발의 대상인 SF 취급 및 재활용하는 시험시설의 특징은 고방사선장의

극한 환경이며 밀폐된 시설로서 적용할 제염기술은 제염성능이 우수하고 원격제어에

의해 작업자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2차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기술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량의 2차 폐기물이 발생하는 습식 제염기술보다는 건식 제염기술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방사능 시설의 건식 제염기술은 시설의 특성, 오염

특성에 따라 적용기술이 달라지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비 고착성

오염에 적용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펠렛 분사 제염기술과 유기성 오염에 적용하기

위한 PFC 제염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이번 단계에서는 정전기적으로 부착되었거나

고온 환경에서 고착성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제염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제염기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여러 종류의 건식 제염기술을 대상으로 기술

적용성 평가를 통하여 원격제어가 가능하고 2차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레이저 이용 광용발 제염기술을 선정하여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기술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많은 원자력 선진국에서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최신 기술로서 원자력시설의 유지보수, 해체 및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제염기술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 핵심기술 중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따라서 SF 재활용을

국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꼭 확보해야 할 기술 중의 하나이다. 이

기술은 총 5년에 걸쳐 개발을 완성할 예정이며 이번 단계 3년 동안에는 고방사능

오염 특성을 고려한 레이저 제염 공정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염 목적에

적당한 레이저 광원을 선정하고, 실험실적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는 레이저

제염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제염 공정 조건별 제염 성능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2단계의 추가 연구를 통해 고방사능 핫셀에서 운영이 가능한

원격제어의 광용발 제염시스템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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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력 부지 복원기술 개발

원자력시설의 해체 후 부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오염 부지를 제염

복원하거나 부지의 오염 토양을 현장 밖에서 제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로

및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후 발생하는 방사성 토양을 자체처분하기 위한

제염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방사성 오염 토양을 자체 처분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오염 준위를 잠정적 자체처분 기준인 약 80 Bq/kg 이하로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토양의 복잡한 화학적 성분과 다공성 구조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고효율 제염기술은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토양 세척, 퇴적 침출,

동전기제염 기술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낮은 제염 효율과 2차 폐액 등의 문제가

있어서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 왔다. 특히, 연구로 해체 부지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토양은 Cs-137과 Co-60이 주 오염 핵종이고 20년 이상 장기간 숙성 오염되어

있어서 기존의 토양 세척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기적 작용과 화학적 치환 및 세척을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제염기술 개발을 시도하였다. 즉, 20년 이상 장기 숙성 오염된 연구로 오염

토양제염을 위한 동전기세정 제염기술, 표면 오염이나 비 숙성 오염 토양을 위한

응결침출 제염기술 및 우라늄 오염토양을 제염하기 위한 초임계 이산화탄소

제염기술을 특성화 하고자 하였다. 토양 제염기술은 2년에 걸쳐서 개발하였으며

오염 토양의 특성에 맞는 제염공정 조건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 장치를

제작하여 성능을 입증하였다.

해체 부지 복원의 마지막 단계로 복원된 부지의 건전성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하여 부지 내의 잔류 방사능을 측정하고 방사선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 기술은 원자력시설 해체 경험이 많은 미국, 프랑스 등에서 일부 기술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지만 대표시료의 확보 방법, 수직 분포도 측정기술의 효율성

개선 등의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잔류

방사능의 수평 분포 평가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대표시료 확보 방안의 수립과 수직

분포도를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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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광용발 제염기술

1. 기술 개요

"용발(ablation)"은 기화(vaporization), 파쇄(chipping) 혹은 부식(erosive)

공정에 의해 표면으로부터 재료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용발(laser ablation)은

레이저 빔을 조사시켜 고체(혹은 액체) 표면으로부터 재료를 제거하는 공정이다.

레이저 플럭스(flux)가 낮을 때, 재료는 레이저 에너지를 흡수하여 가열되고 기화

혹은 승화되어 진다. 레이저 플럭스가 높을 때에는 재료는 전형적으로 플라즈마로

변환된다. 보통, 광용발은 펄스레이저를 사용하여 재료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레이저 강도(intensity)가 충분히 높으면 연속파(continuous wave)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용발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입자들이 빛에 의해 표면으로부터 튀어 나가는 현상에 대해 보편적이며 넓게

받아들여지는 전문 용어는 스퍼터링(sputtering)이며 레이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다. 레이저 유도 탈착(laser induced desorption)은 레이저 빔에 의해

표면 조성이나 구조의 변화를 거의 검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입자들이 표면으로부터

튕겨나가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레이저 유도 탈착에서는 전자 여기 및 진동여기

밀도에 정비례하여 입자가 발생되며 표면으로부터 떠나는 입자흐름에 대해 어떠한

기체역학(gas dynamic)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광용발은

스퍼터링 공정이며 레이저에 의해 표면의 구조와 조성이 변화된다. 재료를

제거하는 속도는 펄스 하나 당 표면 재료의 1/10층 (layer) 이상을 변화시킨다.

광용발(laser ablation) 공정에서는 용발 구름(ablation plume, 약하게 이온화되어

있으며 중저준위 밀도의 팽창성 gas cloud)이 형성되며 이 용발 구름은 플라즈마와

표면 사이의 반응, 기체 역학 및 레이저 유도 광화학(laser-induced photochemistry)과

같은 복잡한 현상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레이저 유도 탈착과 광용발은 완전히 다른 현상이 아니다. 표면을

검사(conditioning)하기 위해 낮은 광 집속도(fluence)에 의해 개시되는 레이저 유도

탈착은 광용발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광용발에 의해 표면을 대규모로 파괴시킬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는 펄스 레이저에

의한 막 형성(film deposition) 공정은 잘 조절되고 반복되는 광용발 공정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탈착과 용발에 대한 가장 정확한 관점은 입자가 탈착되는

시점으로부터 표면이 완전히 손상되는 연속 현상에서 끝의 두 점이라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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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1980년대에는 레이저 유도 탈착과 광용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레이저 분광학과 관련된 방법이 연구되었다. 그 결과 레이저

스퍼터링에 대한 열적 묘사만으로는 관찰된 화학종들과 속도 분포를 설명하기에

부적절함을 파악하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레이저 유도 탈착과 광용발의 모든

관점에 있어서 전자들이 주요 역할을 함이 밝혀졌다. 레이저 스퍼터링에 있어서,

다음의 다섯 단계 현상들을 이해하여야 한다[2.1-1].

첫째, 고체의 전자 및 진동 모드의 여기(excitation)를 통한 레이저 광 흡수

둘째, 흡수된 광입자 에너지에 대한 편재화 및 비편재화 모드 사이의 경쟁

셋째, 금속, 반도체, 부도체로부터 레이저 유도 탈착 메카니즘

넷째, 파장 혹은 펄스폭의 함수로서 광 용발 현상학(phenomenology)

다섯째, 광전자, 이온 및 중성 화학종들의 초기에 형성되는 용발 구름(plume)

속에로의 방출

첫째와 두 번째 단계는 조사(irradiation)되는 고체의 광학적 특성 및 물리적

보존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세 번째 단계는 전자 혹은 진동 과정의 변화보다는

충돌에 의해 발생되는 스퍼터링 개념으로 잘 설명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계는 이온이나 전자들의 스퍼터링 보다는 용발 구름에 대한 플라즈마 물리학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 구름의 기체 역학특성에 대해서 보다

광범위한 고찰이 요구된다.

2. 미국

광용발 제염기술을 1990년대 초반부터 국립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하여

왔다. Sandia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Nd:YAG 레이저를 이용하여 304 L

stainless steel에 부착되어 있는 금속 산화물을 제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120

MW/cm2 정도의 레이저 강도 이상이면 산화크롬막을 스테인리스 강 표면에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Hanford에서는 금속과 콘크리트의 제염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오염부위

선택적 광용발 제염공정 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왔는데, Nd:YAG 레이저 및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사용한 원격 레이저 공정이 그 대상 기술의 하나로서 개발

중에 있다. 주된 표면 제염 대상으로는 Hot cell에서 사용되었던 장비 및 부품을

비롯하여 파이프, 덕트, 콘크리트 웅덩이, 금속 마루, 벽, 천장 등을 들 수 있다.

Ames Laboratory에서는 다년간 광용발 제염기술 연구를 수행하여,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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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OE 산하의 INEEL (Idaho National Environmental and Engineering Lab)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염 시스템 구축연구를 수행하였다. 주된 표면제염

대상은 스테인리스강 재질로 된 핵연료 재처리 시설의 건물 벽, 장비, 용기, 탱크

등이다. 레이저 빔의 초점을 원통형 렌즈를 사용하여 조절하였을 때 제염 면적을

보다 크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자들의 재 집적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모사

시편, 방사성 오염 시편 및 원자력 시설의 다 면적 설비에 대한 광용발 제염기술에

대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적용 조건에서 제염효율이 충분히

높고 1064 nm 파장의 레이저가 광섬유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Nd:YAG 레이저를 prototype 장치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NL(Argon National Laboratory)에서도 콘크리트 표면을 제염하기 위해서 1.6 kW

출력의 Nd:YAG 레이저(파장 : 1064 nm)를 사용한 고방사능 시설 해체 제염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LLNL(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100 W 출력을 발생하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건물 벽의 낙서 제거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방법은 유리, 플라스틱, 대리석 등 표면이 매끈하거나 벽돌, 나무,

화강암 등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것 등 재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폭 1.5 m, 길이

180 m 정도의 오염부위를 한 시간 내에 제염시킬 수 있었다.

2010년 현재 DOE의 OSTI(Office of Scientific technical Information) website에

“LADIL(Laser Ablation Decontamination in Liquid)"의 광용발 제염 과제 제안서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가 완료된 상태에서 차후 3년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며,

사용후핵연료 저장 pool을 철거하기 전에 사용후핵연료 저장 pool에 집적되어 있는 고

방사능 물질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제염하기 위한 것이다.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현재 레이저 제염 과 동시에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Laser Plasma Technology for Simultaneous Surface Decontamination

and Characterization)를 수행 중이다. 본 과제에서는 광용발에 의한 표면제염에

대한 기초 과학, 방사성 핵종 혹은 중금속으로 오염된 표면에 대한 동시 제염 및

분석, 고속 제염 공정, 광용발 제염 중 발생하는 입자들에 대한 HEPA filter 포집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한편, 고방사능 시설 해체 제염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microwave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벽면을 미세 분쇄하는 제염기술의 개발 및 콘크리트 구조물들에 대한

고방사능시설 해체 제염기술의 경제성 평가(CONF-950216-127)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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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JAEA에서 1999년 이후 레이저를 이용한 고방사능 시설 해체 제염 연구를

수행하였다. 스테인리스 강과 탄소강에 부착된 금속산화물 층을 제거하는 연구를

Q-switched Nd:YAG 레이저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는데 레이저 제염공정을

적용시키기 전 물유리로 전처리함에 의해 제염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

ILT(Institute for Laser Technology)에서는 펄스폭이 10 ps 정도인 Nd:YAG

레이저를 이용하여 스테인레스강 표면에 20 μm의 두께로 오염된 Zn를 제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원형의 레이저빔이 제염에 적용되었을 경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개의 광섬유 및 대형 광학 렌즈를 함께 사용하여 한쪽이 긴 형태의

레이저빔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한 바 있으며, 레이저 에너지가 106 J/m2, 펄스폭이

20 ps, macropulse의 폭이 10 μs인 Nd:YAG 레이저를 사용하였을 경우 10-12
∼ 10-11

m3/J 정도의 용발 속도를 확인하였다. 일본 동경공업대학(Tokyo Institute of

Technology)의 Plasma Torch(2.1 kW)를 이용한 제염 연구, Kaken Co.의 Micro-wave

heated plasma torch를 이용한 표면 제염 처리 연구, 전력중앙연구소(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s.)의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한 고방사능 시설

해체 제염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4. 프랑스

CNRS 연구소에서 XeCl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하여 표면의 산화물을

제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외선 영역인 레이저 빔(308 nm)을 제염 대상에

효과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step-index silica 광섬유 및 fluorine doped synthetic fused

silica cladding을 사용하였으며, core의 내경은 600～700 micron 이었다.

Framatome사에서는 Nd:YAG 레이저 및 엑시머 레이저를 사용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원자력시설의 증기발생기 제염을 위해 레이저를 기반으로 한 장치를 제안하였고,

COGEMA 사는 Nd:YAG 레이저를 사용하여 핵연료 봉을 cladding 하는 장치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였다. CEA에서는 제염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Q-switched Nd:YAG

레이저의 반복율을 크게 늘리고 pulse duration을 변화시키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Plexiglass 용기를 제염하기 위해 CEA에서는 레이저 제염장치를 개발, 시험하였다.

이 장치는 XeCl 레이저를 사용하며 광전송을 위해 몇 개의 거울을 사용하는 것이다.

증기발생기로부터 채취한 오염시편(스테인리스 강 및 인코넬 강)에 대해 건식 및 증기

세정 상태에서 Nd:YAG 와 KrF 레이저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레이저를 사용하여 TOKAMAK 현장 제염공정(tritium 제거 및 tile 연마)을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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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국가

러시아 TRANSCRIPT와 NIKIET 연구소에서도 레이저를 이용한 오염부위

제염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구 소련시절 침몰된 핵잠수함 내부를 제염하기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유고슬라비아의 Vinca Institute of Nuclear Science에서도 펄스형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이용하여 금속 표면에 오염된 방사성 물질들을 제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064 nm 영역의 Q-switched Nd:YAG 레이저를 사용하여

uranyl nitrate 및 uranium dioxide로 오염된 stainless steel로부터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독일 및 인도에서는 CO2 레이저를 사용한 콘크리트

제염연구를 수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방사능 시설인 SF 건식 재활용 시설(DFDF)의 장기 운영에 따른

설비 고장 등의 우려가 있어서 제염방안의 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SF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이 원자력 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적 프로젝트로 확정되어

연구개발 시설의 유지보수 관련 기술 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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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부지 복원 기술

1. 동전기세정 및 퇴적 침출 제염기술

미국, 유럽 및 일본의 경우,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하여 현장 적용 수준의

부지제염 및 복원후 오염저감 모니터링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복원 효율의

향상을 위해 electrokinetic method, soil flushing, 침출(Leaching), 응결(Agglomeration)

등의 부지제염기술과 제염 후 부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 샘플링 및 방사선

측정 기술 및 오염 저감평가 기술의 고도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가. 국외

(1) 미국

ORNL과 Brown & Root 사는 Fernald 우라늄 오염 부지를 복원하기위해 ABE

(Aqueous Biphasic Extraction) 공정, Carbonate/bicarbonate vat 추출공정, Heap leaching

공정, 그리고 HGMS(High-Gradient Magnetic Saperation) 공정을 선정하여 각 부지

제염기술에 대한 설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경제적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학적

설계공정도를 제시하고 각 기술의 비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DOE에서는 Hanford site,

Nevada site, Rocky flats, Connecticut 주의 Combustion Engineering site, Nebraska의

Hallam 발전소 오염 부지를 대상으로 동전기, Soil washing, 응결기술 등을 실용화

하는 단계에 있으며, 부지 오염도 평가를 위해 비포화대에서의 오염저감평가 기술

및 MARSSIM 에 의한 통계학적 평가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USGS에서는 동전기 제염 시 전극주변에서 발생하는 H+와 OH- 이온을 감소하기위한

NEOCHIM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결과 Zn과 K를 50% 제거 가능하다. 또한, Pilot

규모 동전기 장치를 제작하였으며 비포화 점토 토양내의 우라늄 제거 연구를

수행하여 55일간에 약 70%의 우라늄을 제거했다. 또한, 시카고 대학에서는

동전기적 복원 시 토양습도에 따른 중금속 제거효율을 분석하였다. West Virginia

대학에서는 Silt Loam으로부터 납을 제거하기위해 동전기방법을 사용하여 최적

복원조건을 도출했다. ANL에서는 Soil Flushing 방법으로 토양내의 구리, 납,

아연을 제거하기위한 세정제(Chelating agent)를 개발하였다. 캘리포니아 대학 및

아리조나 대학에서는 Soil washing에 의한 중금속 제거효율을 높이기 위해

Biopolymer 및 Bio-surfactant를 개발했다.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토양내의 우라늄제거를 위한 퇴적침출 기술을 개발한 결과물을 사용한 응집은 높이

366 cm까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Syracuse 대학에서는 토양내의 유기물을

제거하기위해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법을 사용한 결과 96 bar와 23℃에서 87%의

PCBs를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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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캐나다 오염부지의 대부분은 원자력 발전소와 우라늄 광산 및 정련소

부근지역이며, 지금까지 Port Hope, Elliot Lake, Bancroft and Uranium City

부근에서 500개 이상의 부지에 대한 복원 프로젝트를 LLRWMO에서 수행해왔다.

현장부지 제염방법으로는 Concrete Block, Mound, Ravine fills 등을 사용하였고

최근에는 오염토양 특성에 적합한 고착제를 개발하고, 응결기술을 사용하여 광산

중금속 오염 부지를 복원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Concordia 대학에서는 Soil

Washing에 의한 토양내의 오염물질 제거효율을 높이기 위한 세정제를 개발하였다.

(3) 영국

영국에서는 BNFL과 UKAEA에서는 방사성 오염토양을 대상으로 토양복원장치를

제작하여 현장에서 제염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UKAEA에서는 미생물을 사용하여

부지를 복원하는 방법을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사능 오염 부지를 대상으로 한

부지제염 및 오염저감 평가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Newcastle University에서는 Pilot 규모 Geosynthetic electrode를 사용한 동전기

기술을 개발하여 전극에서의 Corrosion현상을 감소하여 오염제거효율을 향상시켰다.

(4)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 대학 및 AUSRIIM을 중심으로 Interpolyelectrolyte

Complex를 이용한 고정화 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 Kurchatov 연구소는 Phytoremediation

기술을 개발 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부지의 복원여부를 개인 방사선량을 근거로

결정하며, 환경모니터링 데이터를 IAC(Information and Analytical Centre)에 보관

관리하는 등 부지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V. G. Khlopin

Institute에서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Stainless steel 표면에 붙어 있는

코발트 제거 실험결과 HFAcAc Ligand 첨가 시 90% 이상의 코발트를 제거하였다.

(5) 호주

호주의 TAG는 1953-63년 영국 점령 하에서 핵탄두 실험을 수행함으로

발생된 호주남부 Maralinga와 Emu의 플루토늄으로 오염된 부지에 대해 1993년도부터

ISV(In Situ Vitrification) 등의 부지제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높은 농도로

오염된 토양을 선별하여 pit에 넣고, 4개의 전극으로 1600∼2000℃로 가열하여

유리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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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벨기에

벨기에서는 원전 및 핵연료주기 개발, 광석의 정련 등으로 인해 주변부지의

방사능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부지제염은 1960년대 Olen과 Kleine Nete 부근의

라듐정련소 부지에 대해 Deep Ploughing 방법에 의한 복원을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SCK/CEN과 IHE(Institute of Hygiene and Epidemiology)가 환경방사능을 조사하고

적합한 부지제염 및 모니터링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7)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FMD(France Ministry of Defence)와 FAEC(French Atomic

Energy Commission)에 의해 1966-96년 사이에 군사기지로 사용된 Mururoa와

Fangataufa 부지에 대한 지중 모니터링 연구 중에 있다. COGEMA 광산부지와

EDF 원전부지 부근의 오염지역에 대한 부지제염 및 제염후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31℃,

73기압에서핵연료로부터 재사용이 가능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였고, TBP

사용 시 플루토늄의 회수율이 우라늄 보다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8) 독일

독일의 Saxony, Thuringia, 그리고 Saxony-Anhalt 등에는 수천 개의 자연

방사능 이상의 준위를 가진 과거의 광산부지가 위치하며, Bavar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는 비포화대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파일로트 규모 동전기장치를

개발하여 실험한 결과 구리 27%, 니켈 66%의 제거효율을 얻었고, LASKA는 800개

이상의 광산부지에 대한 GIS를 이용한 방사선량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9) 덴마크

덴마크에서는 광산 광미 내의 구리를 제거하기 위해 Bipolar electrode를

사용한 동전기방법을 개발했고 실험결과 기존방법에 의해 8%의 제거효율을 42%로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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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제염기술의 세부 기술별 세계 수준>

LEVEL 1 LEVEL 2 LEVEL 3

기술 수준

기

초

응

용
실용화

부지오염

특성평가

부지오염 특성평가

- 부지내 오염분포도 측정

- 오염농도 및 핵종 분석

- 토양 수리파라미터 측정

◯

◯

◯

부지제염기준농도
- 오염경로 시나리오 개발

- 제염기준농도 도출

◯

◯

부지제염기술

물리화학적 기술

- Screening 기술

- Surface caps

- Chemical/solvent extraction

- 동전기공정

- Soil washing

- Soil flushing

- Aqueous biphasic

extraction공정

- Carbonate/bicarbonate

vat 추출공정,

- Leaching 공정

- High-gradient magnetic

separation 공정

- CO2 초임계 공정

◯

◯

◯

◯

◯

◯

◯

◯

◯

◯

◯

고정화 기술

- 부지 Solidification 공정

- 부지 Agglomeration 공정

- Compaction by weight

◯

◯

◯

생물학적 기술
- Phyto-remediation

- 미생물 및 영양소 이용기술

◯

◯

부지오염저감

평가 기술

부지 모니터링

기술

- 지표면 Scanning 기술

- 토양/지하수 샘플링 기술

-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부지방사선측정기술

- Spectroscopic 모니터링 ◯

◯

◯

◯

◯

환경위해도 평가

- 환경파라미터 측정기술

- 피폭경로 수학모델개발

- MARSSIM을 이용한 통계학적

평가 기술

- 위해도 평가 기술

- 비포화대 오염저감평가 기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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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국내에서는 1990년도 중반 난지도와 김포매립지 등의 쓰레기 매립장을

대상으로 부지제염 연구가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산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중금속 오염토양 제염에 대한 기초적 성격의 연구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왔으며

기술의 실용화에는 아직 아주 미흡하다. 특히, 본 연구 대상인 TRIGA 연구로

부지와 우라늄 변환시설 부지 등에 오염물로 존재하는 코발트, 세슘, 우라늄 등의

방사성핵종 제염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KAERI에서는 지난

1988년도에 TRIGA 연구로 부지로부터 이송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 드럼내 방사성

오염토양을 대상으로 현장외 제염기술인 토양세척 장치를 개발한 바 있다. 이번

단계에서는 해체부지의 지질 및 오염특성을 고려한 현장 부지제염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국내에서는 초기 단계의 기술이다. KAERI에서는

TRIGA 연구로 부지로부터 이송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 드럼내 방사능 오염토양을

대상으로 파일럿규모 Soil Washing 장치를 개발하고 3차례의 Washing을 통해

80%이상의 코발트와 세슘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Kaolin clay

내의 코발트와 세슘을 제거하기 위해 100 mL 규모의 원통형 동전기장치를

제작하여 제염실험을 수행한 결과 10일 후 코발트는 90% 그리고 세슘은 50%가

제거되었고, 컬럼의 Kaolin clay 내의 잔류핵종농도 분포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KIST에서는 파일럿규모 Soil Washing 장치를 제작하여 기름으로 오염된 토양을

대상으로 토양내의 기름 제거효율 증가를 위한 Chemical Solvent를 개발하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오염된 점토내의 TCE와 Cd를 제거하기 위한 동전기장치를

개발하여 8일간 20%를 제거했고, 추출된 방출수 처리를 위해 Permeable Reactive

Barrier방법제시 했으며, 오염토양내의 중금속, 유기물, 무기물을 제거하기 위한

전기세척 반응파일 장치를 특허출원하였다. 농업기반공사와 홍익대에서는 철도청

정비창내의 납, 구리, 철 등의 중금속 오염부지를 복원하기 위해 고정화 기술을

개발하고 침출수의 오염농도를 환경기준 이하로 감소시킨다. 우라늄(TRU) 금속에

오염된 토양의 침출 및 정화에 관해 연구한 결과 산의 농도가 0.5 - 10 M 사이에서

효율적이었으며 산의 종류에 따른 변화는 적었다.

경희대에서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방사능 오염 세탁물의 제염과 액체 및

초임계 이산화탄소 내의 F-AOT 역마이셀을 이용한 코발트이온 추출 연구를

수행하였다.

KAIST, 한양대, 광주 과기원 등에서는 동전기-펜톤 공정에서 전해질(NaCl

등)농도가 오염물 제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해질농도 증가 시 전력

소비량 및 오염물 제거효율이 감소한다. 동전기방법 사용 시 음극에서의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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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으로 인한 금속침전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Zeolite와 같은 흡착재를 사용하여

제거효율을 향상하였고, EDTA에 의한 Washing방법으로 토양내의 납 제거효율 약

70%를 확보하였다. KIST와 광운대 등에서는 Field 규모 연속 토양세척공정을 이용한

비소 오염토양 정화기술을 개발한 결과 3단계 세척 시 90%이상의 제거효율을

확보된다.

국내광산 중금속 오염 부지복원을 위한 안정화 및 고정화기술을 개발하려고 계획

중이다. 한양대에서는 비포화 자연토에서의 동전기 영향인자별 정화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지배방정식을 확립하고 유한차분법을 사용하여 납의 잔류농도 예측모델을 개발했고,

포화도 83% 이상에서는 잔류농도 분포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KAIST, ㈜한서 엔진니어링에서는 김포매립지 및 난지도 주변 지하수 오염감소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매립지 주변에 오염방지 차수벽 설치 시의 오염농도

저감분포에 대해 MODFLOW, MT3D등을 이용한 예측 모델링 연구를 수행하였고,

㈜지오그린21, ㈜에코솔루션, 농업기반공사, 서울대 등에서는 철도청정비창내의

중금속오염부지에 대한 오염분포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모델링 기술을 개발하고,

불균질 대수층에서 유선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다수 오염원의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3. 초임계 유체 기술 개발

가. 초임계 유체 기술 현황

(1) 초임계 유체 활용기술 현황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기름 등의 무극성 용매를 용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유기우라늄질의 제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고형폐기물이나 오염된 수용액 내에서의 금속 추출기술까지 연구가 확장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유기물질 추출 및 제거에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커피에서 카페인을 추출하고, 호프에서 맥주 맛 성분을 추출하고 천연물에서

생약성분을 추출하는데 많이 사용되며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상용화되어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다. 이산화탄소에 용해되는 킬레이트제를 같이 이용하면

용액이나 고체폐기물 속의 금속이온을 추출해 낼 수 있다[2.2-2].

BNFL과 Idaho대학의 Wai교수는 핵연료의 재처리에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유기용매로 이용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특허등록하였고, 일본의 미츠비시사는 이

기술 중 일부를 이용하여 교토대학과 함께 SuperDirex라는 재처리법을 개발하고

있다[2.2-3].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물 또는 산으로 역미셀(reverse micell)과

마이크로에멀젼 등을 형성하면 비극성인 이산화탄소의 단점을 보완하여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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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국내에서 초임계이산화탄소로 참기름을 추출하는 상용공장이 세워져 생산에 들어간

상태이고, 반도체 세정, 나노입자 제조, 초임계수 산화에 의한 유기폐기물의 소각처리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2-4].

(2)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토양 제염기술 현황

노후화 된 원자력시설을 많이 갖고 있는 선진국에서 현재 진행되는 제염

및 해체 작업은 매우 많은 폐기물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에서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제염법을 PuO2 오염 토양

제염에 적용하고, 시설 우라늄 제염에도 활용하기 위해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하여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점차 원자력산업에 적용 가능한 환경친화적 제염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실제적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2.2-5].

미국의 Pacific National Laboratory에서 토양 내에 있는 플루토늄(Pu)과 아메리슘(Am)을

β-diketone과 TBP를 이용하여 제염하는 연구를 수행중이며 현재 높은 제염효율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Idaho National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Laboratory에서는

금속과 결합하는 능력을 가진 유기화합물을 함유한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토양 내에 존재하는 금속 방사능 우라늄질인 플루토늄과 아메리슘을 추출

분리하였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금속 자체에 대한 용해도가 없기 때문에 금속과 잘 결합하는

화학물질인 추출제를 넣어주면 금속착화합물을 형성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높은 용해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토양으로부터 금속을 분리해낼 수 있다.

초임계유체와 토양을 분리한 후 압력을 낮추면 이산화탄소는 기체가 되어 분리되고

고체화된 금속 착화합물만이 남는다. 기존의 추출공정과는 달리 초임계 추출공정은

잔류용매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토양을 손상시키지 않아 토양 정화에 매우 적합하다.

(3) 다른 방법을 이용한 토양복원기술 현황

현재까지 계발된 토양제염 방법은 전기 동력학적 방법, 미생물학적

용출기술, 물을 사용한 토양세척기술, 생체흡착기술, 식물을 이용한 복원기술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생물을 이용하지 않는 공정인 전기 동력학적 방법과 물을 사용한

토양세척기술을 비교하면 다음의 장단점이 있다. 전기 동력학적 방법은 토양

입자의 크기에 추출효율이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토양세척기술은 토양 입자의

크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염 후에 전기 동력학적

방법은 토양이 산성화가 되는 문제점이 있고 공정이 진행되는 중 추출 효율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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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제염 공정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염토양은 크기별로 존재하지 않고 여러 크기의 토양이 함께 존재하며

우라늄질도 다양하고 그에 따른 흡착 메커니즘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제염 법을

함께 사용하여야 제염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재처리기술 현황

일본에선 2002년부터 ‘SuperDirexTR’라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재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통산성의 협조 하에 미츠비시(주)와 나고야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SuperDirexTR’공법은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여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환경 친화적으로 추출하여 분리해내는 기술이다.

현재 fuel assembly 1/2정도의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공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성공할 경우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기존의 PUREX공법을 대체하는 대표적 재처리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임계 유체기술의 원자력분야 상용화가

이루어지는 시발점으로 평가된다.

나. 현 기술의 개선방향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하기 위하여 용매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는

비극성 물질이므로 유기물과 같은 극성물질과 금속과 같은 이온성 물질에 대하여

낮은 용해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우라늄

제염공정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라늄 금속과 결합하거나 용해시키는 추출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TBP는 높은 추출효율과 가격이 저렴하여 원자력산업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리간드로 사용되어 왔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TBP 등을 이용하여

우라늄 이온이나 산화물의 추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있다.

그러나 TBP를 이용하여 우라늄을 추출하는 경우 2차 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인(P)은

환경유해물질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어 사용을 제한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TBP의

단점으로 인하여 우라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TBP를 대체하여 환경 친화적인

추출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TBP보다 우라늄의 추출효율이 높은 이산화탄소

친화성 추출제를 개발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개발된 친환경적인 추출제를

사용하여 우라늄을 제염하는 공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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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부지 복원공정 모니터링 개발

1. 부지샘플링 및 측정기술

가. 해외의 연구개발 현황

(1) 부지 복원 모니터링 요소기술 개발

독일의 Institute of Radiation Protection에서는 in-situ 감마핵종 분석기를

이용하여 공기 중에서의 air-kerma와 방사성 세슘의 토양 오염 농도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다. 실험적인 방법과 Monte Carlo simulation을 이용하여

토양 내부에서 산란된 감마선과 비산란 감마선의 비(peak-to-valley ratio)를 평가하여

계산한다. 또한, 자연 방사성 핵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체르노빌

부지에서 시료채취 방법과 비교하여 측정법을 검증한다.

스웨덴의 Lund University에서는 부지 표면 및 내부에서의 환경방사능 재고량을

빠르게 평가하기 위하여 이 동형 감마선 핵종분석 기술을 개발한다. 토양 내부의

Cs-137의 방사능 깊이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peak-to-vally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5 ~ 10분 측정에 대해 약 50%의 불확도 범위 내에서 100 kBq/m2 범위까지 측정할

수 있다.

일본의 NUPEC에서는 부지개방을 위하여 최종 검증 측정방법으로서 토양 중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한다. 이 장비는 4개의 대형

플라스틱 검출기와 중심에 위치한 HPGe 검출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출기를

장착한 장치는 트랙터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측정한다. 측정 위치는 GPS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측정 가능한 범위는 약 200 m2/day 정도이다.

RWE NUKEM에서는 해체 완료된 부지의 최종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휴대용

측정용 장치인 GROUNDHOGTM site survey system과 차량용 장치를 개발한다.

이들 장치는 오염도 측정과 더불어 GPS를 이용하여 측정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규모 원자력시설의 부지 오염도 준위를 mapping할 수 있다.

미국 DOE의 LSDDP로 수행된 BetaScintTM Sensor는 DOE site의 환경복원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Sr-90 또는 U-238로 오염된 토양의 정확한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다. BetaScintTM fiber-optic sensor는 현장에서 오염된

토양을 직접 측정함으로써 기존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실험실 방법보다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검출한계는 약 5분 측정으로 1 pCi/g 정도이다. 또한,

부지 오염도 평가를 위해 비포화대에서의 오염저감평가 기술 및 MARSSIM에 의한

통계학적 평가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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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의 연구개발 현황

(1) 부지 복원 모니터링 요소기술 개발

국내 원자력시설의 해체관련 연구는 TRIGA 연구로 및 우라늄 변환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 연구개발이 수행되어 왔으나, 주로

원자력시설의 해체사업 및 기술현황 분석과 같은 국내 원자력시설의 해체방안

정립에 대한 개념 연구가 주된 내용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원자력연구시설의

제염해체 기반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해체 대상 시설 내부의 바닥

표면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자동 측정 장비와 해체 시 발생되는 배관의 내부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장치의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고준위 시설에서의

오염도 측정을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부지 및 시설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기술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비포화대 핵종 이동 평가 기술

가. 국내기술 개발 현황[2.3-6]

국내에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원자력시설 해체 후 부지 재이용

안전성평가와 관련하여 방사성핵종의 불포화대에서의 이동현상을 모사하기 위해

불포화대에서 오염물질이동에 대한 다중구획모델의 단순근사 방법을 개발하였다.

불포화대에서의 이동현상은 주로 이류(advection), 흡착(adsorption), 분산(dispersion),

붕괴(decay) 메커니즘에 의해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근사방법으로 이류 메커니즘만을 채택하여 근 사해를 구했다.

즉, 불포화대에서의 이동을 단순화하기 위해 이류가 지배적인 비포화조건을 가정하고,

불포화대를 단일구획 및 다중구획으로 설정한 구획모델을 수립하였다.

오염 층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은 강수 중에서 오염층 내부로 침투된 물에 의한 침출

(leaching)현상에 의해 불포화대로 유입되며, 불포화대로 유입된 오염물질은 이류에

의해 궁극적으로 포화대에 유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오염물질의 방사성 붕괴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단순화된 근사방법론은 모델링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불포화대 오염물질 이동현상에 대한 신속한 예측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 유도된, 단방향 구획모델에 대한 일련의 해석하여

향후 방사성붕괴 효과, 구획별로 상이한 오염물질 이동률, 양방향오염물질 이동경로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확장된 다중구획모델에 대한 해석하여 유도하기 위한 기본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



18

나. 국외 기술 개발현황

(1) 미국[2.3-7∼2.3-10]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PNNL)에서는 Multimedia

Environmental Pollutant Assessment System (MEPAS)를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대기, 토양, 물매질에서의 오염물질의 이동과 거동을 해석하는 통합모델이며,

방사성물질과 위해물질에 의한 피폭평가와 건강 위해도 평가를 수행한다.

즉, MEPAS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방출을 시뮬레이션 한다. 대기, 지하수,

지표수, 그리고 육상유출경로를 통한 오염물질의 이동을 해석하며, 노출된 개인과

주민에 대한 먹이사슬과 피폭경로를 통한 전이에 대해 시뮬레이션 한다. 또한, 또한

주민건강을 위해 암 발생 위해도와 비 발암인자에 의한 위해 도를 평가한다.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는 The Multimedia Contaminant Fate,

Transport, and Exposure Model (MMSOILS)을 개발했다. MMSOILS는 유해폐기물

부지로부터 오염물질 방출로 인한 인체피폭과 건강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지하수, 지표수, 토양침식, 대기 내에서의 화학적 이동과 먹이사슬의

축적을 해석하는 다중매체모델이다. 인체피폭경로는 토양섭취, 휘발성물질과 분진

흡입, 피부접촉, 음용수 섭취, 오염토양에서자란 물고기와 식물섭취, 오염 목장에서

목축된 동물의 섭취 등을 고려한다. 다중매체의 피폭을 위해 이 모델은 개별경로를

통한 인체피폭과 고려된 모든 경로들을 통한 연합피폭을 평가했다. 총 피폭 조사량과

연관된 위해도가 화학 독성자료를 근거로 계산된다. RESRAD는 오염물질이동을

해석하기위해 이류와 흡착 메커니즘을 채택하였고, 강수는 연간 강수량(m/year)을

입력한다. 이 모델은 방사성토양 및 콘크리트를 매립에 의해 자체 처분할 때

자체처분 가능한 방사성토양 및 콘크리트의 농도를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 모델만으로는 강수에 의한 불포화대에서의 핵종이동을 정확히 해석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California University에서는 결정론적 동적 모델링방법(deterministic dynamic

modelling approach)을 사용하여 불포화대에서 강수와 증발산이 오염물질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오염물질 이동방정식 즉 강수와 증발산이 여러 이동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예증하기 위해 강수와 증발산을 고려한 동적 표면 경계조건들에

종속된 물 이동을 해석하기 위해 Richards' equation을 사용했다. 자기모순이 없는

연속의 동적 강수와 증발산을 사용하여 롬 토양에서 벤젠, 1,1,2,2-tetrachloroethane,

그리고 메탄올의 이동과 휘발에 대한 실험들을 수행했다. 연구결과 확산, 분산 그리고

대류는 이동구조의 중요한 요소이다. 불포화대에서 휘발 유출량과 잔류화학물질의

일시적이 변이는 강수 동역학과 초기오염기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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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2.3-11]

Tubingen 대학에서는 불포화대에서 오염물질이동 시 정상류와 비정상류

조건을 비교했다. 즉, 정상류와 비정상류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불포화대에서의

오염물질의 이동과 거동을 조사했다. 조사의목적은 정상류 시뮬레이션이 비정상류

조건하의 물질이동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 초점은

유기물질이며 이류, 흡착 그리고 생물학적 분해 과정들이 고려된다. 모델시나리오에서

정상류와 비정상류가 지하수위에서 물질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류이동속도와 관련된 흡착과 분해 동역학이 무차원의 Damkohler Number 즉

분해계수와 흡착계수에 의해 표시되었다. 두개의 오염물질과 두형태의 오염원에대해

조사되었다. 즉 정상류 유입농도(Phenanthrene의 무한 오염원)와 성분분해에 의한

감쇄농도(Lindane의 유한 오염원)이다. 지하수에서의 총 감소 flux 대 총 축적 flux와

유출 구에서의 maximum breakthrough concentration이 평가되었다. 각 오염원에

대한 흡착과 분해의 화합이 확인되었고, 이때, 비정상류 시뮬레이션은 정상류 시뮬레이션

예측 값들과 차이를 보였다. 결과는 maximum breakthrough concentration과 축적 flux가

분해와 흡착 함수에 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인 결과는 정상류유동조건이 대부분

현장시나리오에 적절했다. 단지 극단 침투인 경우, 불포화대에서 침출수의 짧은 시간

거주는 흡착과분해의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비정상류 시뮬레이션에서 좀 더 높은

오염물질 농도를 나타냈다.

(3) 벨기에[2.3-12]

Liege University에서는 백악암반 내의 불포화대에서 오염물질 이동에 관한

모델링연구를 수행했다. 벨기에의 Hesbaye지역의 불포화대에 위치한 백악암반에 물의

함양량조건들을 변화시켰을 때 운송시간이 매우 대조적으로 변함을 실험을 통해

도출하였다. 높은 함양 조건하에서, 추적자는 불포화대의 균열을 통해 높은

수리전도도와 낮은 공극률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했다. 새로운 수학공식이 균열을

가진 백악암반의 비 포화특성을 좀 더 역학적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표시하기위해

제시되었다. 동시에 암반 함수율은 암반의 포화도의 함수로 이동가능 상태와 이동

불가능 상태 사이에 분할된다. 불포화대에서의 지하수 유동과 오염물질이동을

유한차분법으로 해석했다. 불포화대 백악 암반에서 수행된 현장추적자실험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수학/수치모델의 유용성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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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광용발 제염공정 개발

1. 단위 제염기술 특성 분석

가. 국내 고방사능 시설 오염특성 분석

국내 고방사능시설에서 수행되는 단위 공정을 참고하여 오염특성을 평가

하였다. DUPIC 시설은 고온 설비인 산화 환원 및 소결 장치의 경우 고착성 오염이

예상되며 manipulator arm 등 접합 부분에는 윤활제에 의한 오염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파이로 프로세싱 설비는 공정 특성 상 용융염에 의한 고착성

오염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을 고려할 때, hot cell은 인적 접근이 불가능한

고방사능으로 오염되며 원격 오염 및 고착성 오염의 제거가 가능한 건식 제염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임을 파악하였다. 이들 시설에 대해 오염 특성을 표 3.1-1에 수록하였다.

Table 3.1-1. 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of alpha emitting high

radioactiv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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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염기술별 평가

고방사능시설에 적용 가능한 제염기술에 대해 적용의 용이성, 이차폐기물

발생량, 제염 성능, 제염 속도, 제염 비용 및 방사선 작업자 방사선 피폭 등을

평가하여 표 3.1-2에 수록하였다. 제시된 제염기술은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지

않으며 각 제염기술을 혼합 적용시킴에 의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광용발 제염기술의 경우, 펄스 에너지를 높이거나 오염 표면을 처리함에 의해

제염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1-2. Assessment on the decontamination technologies for high

radioactive facility decontamination

다. 광용발 제염기술 선정

광용발 제염기술을 개발대상 건식제염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레이저 별

적용 파장, 출력 및 적용 대상 특징을 표 3.1-3 에 수록하였다. 광용발 제염기술로

활용성이 있는 레이저에 대해 CO2 레이저, Ar 레이저, Nd:YAG 연속 레이저,

Nd:YAG 펄스레이저 및 엑시머 레이저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엑시머 레이저는

실용성이 낮아 CO2 레이저 및 Nd:YAG 레이저를 후보 광원으로 선정하였다. 레이저

에너지 특성에 따른 용발 영역을 도식적으로 분석하여 그림 3.1-1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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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and applicabilities of lasers

레이저 종류 파장(nm) 출   력 적 용 대 상

고

체

레

이

저

YAG
1064

(532, 266)

CW ( ~ 1.5 kW) 절단, 땜납, 에칭

QS (평균출력 ~50 W)

(50 ~ 100 ns)

스크라이빙, 트리밍, 마킹,

풀림, 에칭

Pulse ( ~ 100 J )

( ~ 수십 ms)

구멍 가공,  절단, 용접, 표면

처리

반도체 여기( ~ 10 W) 반도체 소자

Ruby 694
Pulse ( ~ 400 J)

(0.2 ~ 5 ms)
구멍 가공,  스폿 용접

Glass 1062, 1054
Pulse ( ~ 100 J)

( 0.2 ~ 8 ms)
구멍가공,  스폿 용접

Alexandrite 730-780 Pulse( ~ 1 J) 구멍가공, 풀림

기

체

레

이

저

CO2 10640

CW ( ~ 20 kW) 절단, 용접, 표면 처리

Pulse( ~ 10 kW)

(0.1 ms)
구멍 가공, 절단, 용접, 마킹

Ar+ 488, 515 CW ( ~ 40 kW ) 풀림,  패턴형성(의료용)

Excimer

193(ArF)

248(KrF)

308(XeCl)

351(XeF)

Pulse ( ~ 40 W)

Pulse ( ~ 100 W)

Pulse ( ~ 65 W)

Pulse, 100Hz ( ~ 8 W)

에칭, 표면처리, 패턴형성,

제판, Abrasion, 구멍 가공,

마킹

Fig. 3.1-1. Reaction of metal with respect to laser pulse duration and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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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 레이저 광원별 식각 특성 평가 예비 시험

가. 콘크리트 시편에 대한 식각 시험

선정된 CO2 레이저, Nd:YAG 연속 레이저, Nd:YAG 펄스레이저의

콘크리트 표면에 대한 식각 특성 평가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1-2는 epoxy paint로 도포된 콘크리트 시편에 대해 CO2 레이저를 적용시킨

후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여준다. 레이저가 적용된 부분에 대해 epoxy paint는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제거, 콘크리트 표면에서 일부 제거의 두 영역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EPMA에 의한 표면 조성 분석 결과를 표 3.1-4에 수록하였다. 페인트의

주요 성분인 Ti이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CO2 레이저는 에폭시 페인트를 효과적으로

제거시키지 못함을 파악할 수 있다.

Fig. 3.1-2. SEM micrograph of the epoxy coated concrete specimen

after applying CO2 laser

Table 3.1-4. Relative atomic molar percent of concrete surface after applying CO2

laser

Elements
Point

O Na Al Si K Ca Ti Fe Total

S1(original surface) 61.16 0.00 3.73 21.66 0.00 0.00 13.45 0.00 100.00

S2(affected surface) 66.58 0.00 12.87 16.63 1.42 0.00 2.50 0.00 100.00

S4(partially affected surface) 70.22 0.00 0.74 20.10 0.00 0.00 8.94 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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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은 epoxy paint로 도포된 콘크리트 시편에 대해 Nd:YAG continuous

laser를 적용시킨 후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여준다. 레이저가 적용된 부분에 대해

epoxy paint는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제거, 콘크리트 표면에서 일부 제거의 두

영역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EPMA에 의한 표면 조성 분석 결과를 표 3.1-5에

수록하였다. 페인트의 주요 성분인 Ti이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Nd:YAG continuous

레이저는 에폭시 페인트를 효과적으로 제거시키지 못함을 파악할 수 있다.

Fig. 3.1-3. SEM micrograph of the epoxy coated concrete specimen

after applying Nd:YAG continuous laser

Table 3.1-5. Relative atomic molar percent of concrete surface after applying

Nd:YAG continuous laser

Elements

Point
O Al Si Ti Total

S1(affected surface) 43.34 0.00 45.03 11.63 100.00

S2 (original surface) 64.38 1.04 25.82 8.76 100.00

그림 3.1-4는 epoxy paint로 도포된 콘크리트 시편에 대해 Nd:YAG pulse laser를

적용시킨 후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여준다. 레이저에 조사된 콘크리트 표면은

깨끗하며 일부 용융된 모습을 보여 준다. EPMA에 의한 표면 조성 분석 결과를 표

3.1-6에 수록하였다. 페인트의 주요 성분인 Ti이 획기적으로 감소된 것으로부터

Nd:YAG pulse 레이저는 에폭시 페인트를 효과적으로 제거시킴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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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SEM micrograph of the epoxy coated concrete specimen after

applying Nd:YAG pulse laser

Table 3.1-6. Relative atomic molar percent of concrete surface after applying

Nd:YAG pulse laser

Elements
Point

O Na Al Si K Ca Ti Fe Total

S1 (affected surface) 54.58 2.53 6.04 32.81 2.24 0.50 0.65 0.65 100.00

S3 (original surface) 70.49 0.00 0.00 16.96 0.00 0.00 12.55 0.00 100.00

나. Type 304 Stainless steel 시편에 대한 식각 시험

선정된 CO2 레이저, Nd:YAG 연속 레이저, Nd:YAG 펄스레이저의 Type

304 Stainless steel 시편에 대한 식각 특성 평가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1-5는 epoxy paint로 도포된 Type 304 stainless steel 시편에 대해 CO2

레이저를 적용시킨 후의 전자현미경사진을 보여준다. 레이저가 적용된 부분에 대해

epoxy paint 는 Type 304 stainless steel 표면으로부터 제거되었으나 표면이 거칠게

보인다. EPMA에 의한 표면 조성 분석 결과를 표 3.1-7에 수록하였다. 레이저가

조사된 부분에서 Type 304 stainless steel 금속성분이 발견되지만 주요 성분인 Ti

이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CO2 레이저는 에폭시 페인트를 효과적으로 제거시키지

못함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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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SEM micrograph of the epoxy coated Type 304 stainless steel

specimen after applying CO2 laser

Table 3.1-7. Relative atomic molar percent of Type 304 stainless steel surface

after applying CO2 laser

그림 3.1-6은 epoxy paint로 도포된 Type 304 stainless steel 시편에 대해 Nd:YAG

continuous laser를 적용시킨 후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여준다. 레이저가 적용된

부분에 대해 epoxy paint는 Type 304 stainless steel 표면으로부터 제거되지만 많은

부분이 잔존하는 형태를 보여준. EPMA에 의한 표면 조성 분석 결과를 표 3.1-8에

수록하였다. 페인트의 주요 성분인 Ti이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Nd:YAG continuous

레이저는 에폭시 페인트를 효과적으로 제거시키지 못함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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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SEM micrograph of the epoxy coated Type 304 stainless steel

specimen after applying Nd:YAG continuous laser

Table 3.1-8. Relative atomic molar percent of Type 304 stainlesssteel surface

after applying Nd:YAG continuous laser

그림 3.1-7은 epoxy paint로 도포된 Type 304 stainless steel 시편에 대해 Nd:YAG

pulse laser를 적용시킨 후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여준다. 레이저가 적용된 부분에

대해 epoxy paint 는 Type 304 stainless steel 시편 표면으로부터 제거된다. EPMA에

의한 표면 조성 분석 결과를 표 3.1-9에 수록하였다. 페인트의 주요 성분인 Ti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Nd:YAG pulse 레이저는 에폭시 페인트를 효과적으로

제거시킴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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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SEM micrograph of the epoxy coated Type 304 stainless

steel specimen after applying Nd:YAG pulse laser

Table 3.1-9. Relative atomic molar percent of epoxy coated type 304 stainless

steel surface after applying Nd:YAG pulse laser

Elements

Point
O Si Ti Cr Mn Fe Ni Total

S1 (original surface) 42.73 43.20 14.07 0.00 0.00 0.00 0.00 100.00

S2 (affected surface) 2.56 0.00 0.00 23.01 2.71 68.34 3.38 100.00

그림 3.1-8은 Type 304 stainless steel 시편에 대해 Nd:YAG pulse laser를

적용시킨 후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여준다. Nd:YAG pulse laser가 적용된 부분이

깨끗하게 식각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CO2 laser 및 Nd:YAG continuous laser는

Type 304 stainless steel 표면을 식각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PMA에

의한 표면 조성 분석 결과를 표 3.1-10에 수록하였다. 레이저를 적용시킨 표면에

산소 성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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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SEM micrographs of the bare Type 304 stainless steel specimen

after applying Nd:YAG pulse laser

Table 3.1-10. Relative atomic molar percent of bare Type 304 stainless steel

surface after applying Nd:YAG pulse laser

다. 콘크리트와 스테인리스강 시편에 대한 레이저 식각 시험 평가

Bare 및 epoxy paint 가 도포된 시편에 대해 식각 실험 결과를 요약하여

표 3.1-11에 수록하였다. Activation된 스테인리스강을 효과적으로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pulse type의 레이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cimer 레이저는

구입가격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어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보류하였다. 특히, 광용발 제염에 적절한 레이저로 단위 pulse 에너지가 큰

Q-switched Nd:YAG 레이저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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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1. Summary of the evaluation results for candidate laser systems

레이저

발진기

제거효율

구입

가격($)

운전

비용
비고

콘크리트 스테인리스강

Bare
Epoxy

paint
Bare

Epoxy

paint

Continuous

Type Nd:YAG
X O X □

30,000 -

50,000
O

CO2 X O X O < 20,000 O

Pulse Type

Nd:YAG ** O O O O
50,000-

100,000
O 선정

Excimer
*

- - - - >110,000 □
No

Test

주) O 우수, □ 보통, X 불량

* 엑시머레이저에 의해 광섬유가 쉽게 열화

** 가변 파장

3. Lab 규모 단위 제염장치 사양 선정 및 제작

가. 광용발 제염장치 개념 설계 및 제작

(1) 장치 개요

광용발 제염 장치는 방사능에 오염된 금속 및 콘크리트 표면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광용발 과정으로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광용발 제염용 실험 장치로서

고에너지 고 반복 레이저 빔 발생장치이다. 본 장치는 레이저빔 발생장치와 레이저빔

전송장치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레이저빔 발생장치는 flash 램프로 여기되는

고체레이저로서 Q-switch cell에 의해 10 ns 이하의 매우 짧은 레이저빔이 발생된다.

레이저빔 발생장치는 레이저 헤드부, 전원공급장치, 냉각장치, 컨트롤부 그리고

Q-switch driver 등으로 구성되며 레이저 헤드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체형으로

제작된다. 레이저빔 전송장치는 레이저빔을 전송하는 광학계(articulate arm optics)

및 금속표면에 레이저빔을 집속하고 보호가스를 분사하는 노즐부를 포함하는

장치로서 Q-switch 레이저빔이 제염 대상 표면까지 mirrors 및 lens를 통해

효율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체레이저 매질은 Nd:YAG crystal을 사용하며, 직경 6 mm 길이 140 mm 내외의

매질을 사용하여 fundamental frequency에서 반복율 20 Hz, 펄스에너지 450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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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되도록 하며, 공진기 구성은 펄스폭이 일부 증감하도록 설계하여 레이저빔

펄스폭이 7 - 10 ns 사이에서 조절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레이저빔 발생장치는

주변기기와의 호환성을 위하여 전용통신포트, RS-232C 혹은 USB port를 설치한다.

본 장치는 제반 사용특성상 레이저 안전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장치의 각 부분별 제작 내용

(가) 전원 공급 장치 (Power supply unit for Xe lamp 3 KW class)

① Booster and trigger circuit

② Simmer circuit

③ Buck converter circuit

④ Charging CW power module

⑤ Pulse generation switch unit,

⑥ Capacitor bank module

⑦ Noise filtering unit

⑧ Reverse current blocking circuit

⑨ Case, LCD, 각종 S/W, Knob 등

(나) Q-switch driver

① Input

㉮ Trigger : TTL/CMOS 2.5 V to Vin High Impedance

㉯ Pulse width : ≥300 ns to 25 ㎲

㉰ Repetition Rate : Single shot to 20 Hz

㉱ Power : 12 VDC @ 1000 mA

② Temperature 5 to 70℃

③ Output

㉮ Voltage : Up to 4.5 kV factory set

㉯ Load : 20 ㎊ 내외

㉰ Risetime : ≤10 ns

㉱ Recovery : ≥ 3 ms

(다) DI water cooler for flash lamp

① DI water resistance control circuit : 300 ㏀ 이상

② DI water pressure detecting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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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DI water flow sensor unit : On/Off

④ Motor Pump for DI water : 20 ℓ/m, 2Bar 이상 at 20℃

⑤ Heat exchanger for DI water

⑥ Communication circuit

⑦ De-ionizer unit

⑧ Heater unit : 1 kW 이상

⑨ DI water Tank : 3 ℓ 이상

⑩ Case, Terminal, 각종 S/W, Knob 등

(라) Laser head

① Laser chamber [Nd:YAG Crystal, Crystal Holder,

② Tube(filter), Flash Lamp...]

③ Shutter : 1set

④ Optical filter, mirror, photodiode for laser power

⑤ detecting : 1set

⑥ Mirrors for resonator : 1set

⑦ Humidity sensor : 1set

⑧ Pilot beam : Laser Diode[LD] 20 mW class

⑨ Laser dumper : 1set

⑩ Q-switch cell : 1set

 B/W or beam splitter : 1set

 Polarizer, diffuser 등

 Case, Terminal, 각종 S/W, Knob 등

(마) Laser beam transportation system

① Size : Mirror Dia. 25.4 mm X 전송길이 2 m 이상이며 10 m까지 전송 가능

② Mirror : 7 ea

③ Lens : 1 ea

④ case : 두랄루민

⑤ nozzle : 1 ea

⑥ Gas inlet/outlet : 1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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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치의 운전조건

(가) 청결도 : 최소 Class 5,000이하

(나) 실내온도 : 5 ∼ 30℃

(다) 전 원 : 10 KW 이내

(4) 장치 개념도

실험실적 광용발 제염장치 제작 시 성능 요구 사항으로부터 제염장치

개념을 설계하였으며 그림 3.1-9에 도시하였다.

Fig. 3.1-9. Conceptual drawing of light ablatio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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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ab 규모 광용발 제염 장치 성능 시험

제작된 광용발 제염 장치에 대한 사진을 그림 3.1-10에, 장치 성능 실험

상황을 그림 3.1-11에 나타내었다. Q-switch pulse의 폭을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였으며

그림 3.1-12 에 나타내었다.

Fig. 3.1-10. Fabricated laser ablation equipment (overview)

Fig. 3.1-11. Performance test of the fabricated laser ablatio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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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 A pulse shape and duration analyzed by oscilloscope

콘크리트 및 Type 304 stainless steel 시편을 사용하여 제작된 광용발 제염 실험

장비의 용발 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레이저 빔은 시편 표면을 효과적으로 용발

시켰다. 감광지를 사용하여 측정한 레이저 빔 직경은 8 mm, energy meter에 의해

측정된 pulse 에너지는 450 mJ/pulse로 나타났다.

(a) (b)

Fig. 3.1-13. SEM photograph of concrete (a) and a photograph of stainless steel

(b) after applying a fabricated Nd:YAG pulse laser, showing an

ablation for a concrete and metal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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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용발 제염 단위기술 시험

레이저빔 광 전송 장치의 평가 사항을 검토한 결과, continuous wave 레이저

광에는 광섬유의 사용이 적절하나 고 에너지 pulse를 이용하는 본 시스템에서는

광섬유 자체가 pulse 광에 손상되므로 다 관절 반사경만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다 관절 반사경의 끝 부분에 gas 노즐을 달아 제염 적용 중 carrier gas를 주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편 표면을 모의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시킨 후 적용 공정 변수를 변화시켜가며

실험하였다.

가. 광용발 제염장치 성능 개선

Pulse에 취약한 광섬유(250 mJ/pulse 이상에서 손상) 대신 450 mJ/pulse

이상에서 건전성이 보장되는 다 관절 반사경을 광 전송장치로 선정 및 제작하였으며

광용발 제염 system을 그림 3.1-14에 도시하였다. 또한, 3차원 이동 및 10 m

거리에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실험, 광전송에 따른 에너지 손실률 측정, Carrier

gas 주입 및 제염생성물 포집장치와 연동성(vacuum cup 탈부착)을 파악하였고

이를 표 3.1-12에 수록하였다.

Fig. 3.1-14. Light ablation decontamination system (light transmission part, nozzle

type torch and, filter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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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2. Improved items of the light ablation decontamination equipment

요구 사항 장치 성능 비 고

에너지 손실률 < 2% < 0.2% 광섬유: >10%

적용 가능 거리 10 m 10 m

자 유 도 3 차원 3 차원

Pulse 건전성 450 mJ 건전 450 mJ 건전 광섬유: 250 mJ 손상

Carrier gas 주 입 주 입 Vacuum cup

원격적용 원 격 원 격

나. 광용발 제염공정 연구

(1) 1064 nm에서 에너지 밀도에 따른 SUS 304 식각 특성

제작된 광용발 제염장치의 fluence(에너지 밀도) 변화에 따른 SUS 304

시편의 식각 깊이(ablation depth)를 평가하여 그림 3.1-15에 나타내었다. Fluence가

일정한 조건에서 식각 깊이는 shot number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shot

number가 일정한 조건에서는 fluence에 비례하여 식각 깊이는 증가하였다. 식각

깊이와 fluence의 관계는 Y = aX + bX2 형태로 표시할 수 있으며, 상수 a는

식각을 증대시키는 광양자와 관련된 인자이고, b는 레이저 적용 시 역반응

(플라즈마 생성, 깊이변화에 따른 fluence의 미세변화) 진행과 관련된 인자이며 그

값을 표 3.1-13에 나타내었다. SUS 304의 경우 오염 깊이는 수 μm 이며, 그림

3.1-15에서 shot number 1,680회의 레이저를 사용할 경우, 3 μm 깊이로 식각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밀도는 58 J/cm
2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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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5. Ablation depth of SUS 304 specimen against the fluence

Table 3.1-13. Characteristic coeffici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blation

depth and the fluence (Y=aX+bX2)

Shot number

Coefficient
840 1,680 2,520 3,360 4,200

a 0.03 0.06 0.10 0.12 0.16

b X 104 -0.74 -1.44 -2.2 -2.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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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8. SEM micrographs of SUS 304 specimen surface under various

additive conditions (42 shots, upper : before laser irradiation and

lower: after laser irradiation)

(4) 1064 nm에서 콘크리트 제염 특성

Cs+ 이온으로 오염된 콘크리트 시편에 대한 광용발 제염 실험 후 SEM

및 EPMA로 표면을 분석하였으며 제염 전․후 화학 조성을 표 3.1-15에, SEM

사진을 그림 3.1-19에 나타내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갈 및 시멘트 성분이

레이저 광에 의해 용이하게 용발 되었으며 표면과 내부에 존재하는 Cs+ 이온도 표

3.1-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완전히 제거됨을 확인하였다. 콘크리트의 광용발 효율이

금속에 비해 높은 이유는, SiO2의 끓는점이 Fe 및 Cr에 비해 400 K 낮고, 열전도도

및 열 확산계수가 Fe 및 Cr에 비해 낮은데(1/50 이하) 기인한다.

Table 3.1-15. Chemical composition of concrete specimen

성 분
원 소

조 건
O Na Al Si K Fe Ca Mg Ti Cu Cs Total

시멘트
제염 전 61.64 - 2.99 17.60 0.44 3.69 12.82 0.50 0.08 0.15 0.09 100.00

제염 후 59.62 - 8.66 13.59 0.42 0.61 17.03 0.07 0.00 0.00 0.00 100.00

자 갈
제염 전 62.91 0.10 1.19 27.63 0.63 0.00 7.36 - - - 0.18 100.00

제염 후 63.03 0.28 3.43 29.17 2.68 1.41 0.00 - - - 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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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9. SEM micrographs of concrete specimen surface (42 shots,

upper: before laser irradiation and lower: after laser

irradiation)

(5) 1064 nm에서 Epoxy paint coated SUS 304 시편 제염 특성

Cs+ 이온으로 오염된 epoxy paint coated SUS 304 시편에 대한 제염

실험 결과, 그림 3.1-20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면이 매우 깨끗하게 제거됨을 알 수

있다. Coating되지 않은 SUS 304 시편에 비해 제염 표면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고

제염 면적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3.1-20. SEM micrographs of epoxy paint coated SUS 304

specimen surface (42 shots, contaminated with CsNO3

solution, left: before and right: after las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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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64 nm에서 Carrier gas 적용 SUS 304 시편 제염 특성

SUS 304 오염시편에 대한 carrier gas인 N2 기체 주입 실험 결과, 표면의

Cs+ 이온이 완전 제거 (Cs+ 이온 조성 제염 전 5.81%, 제염 후 0%)되었을 뿐만

아니라, crater 경계에 제염생성물 입자가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그림 3.1-21).

Fig. 3.1-21. SEM micrographs of SUS 304 specimen (42 shots shots,

left: no carrier gas and right: with carrier gas)

(7) 1064 nm에서 시편 표면의 반응 특성

레이저 적용 시 Cs+ 이온으로 오염된 SUS 304 표면에 진행되는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 CsCl + KCl 계에 대한 제염 전 후 XPS 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3.1-22).

XPS spectrum 상 일정원소에 대한 농도 분율에 관한 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Cx는 구성 원소의 원자 몰 분율, nⅹ는 시료 1 cm3 당 구성 원소의 원자

수, S는 피크 면적, IⅩ는 일초 당 원자로부터 발생하는 광 전자수를 나타낸다.

제염 전·후 O, Cs, Ni, Fe, Cr 및 K 원소에 대한 피크 크기, 위치 및 형태를 통해

표면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 제염 후 530.3 eV 근처 피크는 산화물에 존재하는

산소 피크이다.

Cs의 특성 피크가 725와 740 eV 에서 발생하고 제염 후 크기가 작아지며 피크

위치가 변하지 않으므로, 대부분 Cs는 용발된 후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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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로 휘발 제거됨을 알 수 있다. Fe 및 Cr 성분의 제염 후 피크가 각각 710.9

및 576.9 eV로 이동하는 것으로부터 시편 표면의 Fe 및 Cr 성분이 고온에서 Fe2O3,

Cr2O3 산화물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등점은 CsCl 1502 K, Cs 944 K, Fe 3023 K, Cr 2945 K로서 Cs 화합물 및 금속

Cs의 비점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용융점은 CsCl 919 K, Cs 575 K, Fe 1808 K, Cr

2130 K 이다. 이들 조건으로부터 오염물 중 제거되는 CsCl는 Fe 및 Cr 성분에 비해

용이하게 용발 및 분해된 후 공기 중에서 반응 중간체가 반응하여 산화물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광용발 반응 : CsCl(s) → CsCl(g) → Cs‡ + Cl‡

공기 중 반응 : 2 Cs‡ + 1/2 O2 → Cs2O(s)

Cl‡ → 1/2 Cl2(g)

여기서, Cs‡ 는 광용발 반응 중간체

SUS 304의 가열된 상태의 Fe, Cr 및 Ni 성분은 용발 제거되지만 일부분은 다음

반응이 진행되어 표면에 산화물(크롬의 경우 Cr2O3, 니켈의 경우 NiO)이 형성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광용발 반응 : 2 Fe(s) → 2 Fe‡

시편표면 반응 : 2 Fe‡ + 3/2 O2 → Fe2O3(s)

Fig. 3.1-22. XPS spectra of SUS 304 surface contaminated with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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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sCl + 0.03 M KCl solution

(8) 단위 제염장치 upgrade 및 파장별 제염특성 비교

1064 nm 파장만 조사시킬 수 있던 실험실 규모 광용발 제염장치를

non-linear crystal을 사용하여 532 nm의 파장도 조사시킬 수 있는 장비로

upgrade를 수행하였다. 1064 nm 및 532 nm에서의 광용발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Cs+ 이온으로 오염된 시편을 사용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1-23에

나타내었다. 1064 nm (57.3 J/cm2) 영역에 비해 532 nm에서는 낮은 에너지

밀도(4.8 J/cm2)에서 제염이 가능하고 SUS 304 시편 표면이 깨끗함을 확인 하였다.

1064 nm 파장에서는 열적 용발에 의해 제염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532 nm파장에서는

열적 용발과 화학적 용발이 함께 진행함으로써 제염 표면이 깨끗하며 보다 넓은

영역의 제염이 가능함을 파악하였다.

Fig. 3.1-23. Comparison of decontamination surface(14 shots/sec, 3

sec), (a) 0.015 M CsNO3 + 0.03 M KNO3, 1064 nm, 81.23

J/cm2, (b) 0.015 M CsNO3, 532nm, 19.1 J/cm2

(9) 532 nm 에서 오염원별 조사 각도에 따른 제염 특성 비교

532 nm 파장에서 각 오염원 별 조사 면에 대해 150 경사진 상태에서의

제염특성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그림 3.1-24에 나타내었다.

조사 각도를 150 변경함에 따라 lump(분홍색 부분)가 조사 반대편에 발생함을

보여준다. 또한 Cs
+
과 Co

2+
이온은 조사 각도 변경전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Eu와 Ce은 조사 각도 변경에 따라 제거 효율이 증대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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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4. SEM micrographs after 84 shots of laser irradiation, 150

inclination from the perpendicular direction (14 shots/sec)

532 nm 파장에서 입자성 오염 (CeO2)의 조사각도에 따른 제염특성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그림 3.1-25에 나타내었다.

조사 각도가 증가됨에 따라 제염면적이 증가하지만 300° 이상의 경사각에서는

조사각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제염 성능은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1-25. SEM micrographs of CeO2 system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irradiation angle (a) before irradiation (1000X), (b) 00°(50X), (c) 150°

(50X), (d) 300° (50X) inclination from the perpendicular direction

(14 shots/sec, 8 ns, 6 sec and 13.3 J/c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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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nm 파장에서 입자성 오염 (Eu2O3)의 조사각도에 따른 제염특성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그림 3.1-26에 나타내었다.

조사 각도가 증가됨에 따라 제염면적도 증가하지만 CeO2 계와 유사하게 300°

이상의 경사각에서는 경사각이 커짐에 따라 제염 성능이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1-26. SEM micrographs of Eu2O3 system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irradiation angle, (a) before irradiation (2000X), (b) 00°(50X), (c)

150° (50X), (d) 300° (50X) inclination from the perpendicular

direction (14 shots/sec, 8 ns, 6 sec and 13.3 J/cm2)

532 nm 파장에서 이온성 오염 (Cs+)의 조사각도에 따른 제염특성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그림 3.1-27에 나타내었다.

SUS 304 시편 표면 Cs
+
의 이온성 오염에 대한 제염 실험결과, 입자성 오염과

유사하게 조사각도의 증가에 따라 제염면적이 증가하였지만 제염 표면이 깨끗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SUS 304 시편에 대해 레이저 광을 수직으로 조사시키면 조사

영역의 가장자리에 crater가 발생함을 파악하였다. 조사각도가 증대됨에 따라

crater는 점차 감소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조사 각도가 300° 이상 넘는 경우,

경사각이 커짐에 따라 제염 성능이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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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7. SEM micrographs of Cs+ ion system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irradiation angle, (a) before irradiation (1000X), (b) 00°(50X), (c) 150°

(50X), (d) 300° (50X) inclination from the perpendicular direction (14

shots/sec, 8 ns, 6 sec and 13.3 J/cm2)

532 nm 파장에서 이온성 오염 (Co2+)의 조사각도에 따른 제염특성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그림 3.1-28에 나타내었다.

SUS 304 시편 표면 Co2+의 이온성 오염에 대한 제염 실험결과, Cs+ 이온성 오염과

유사하게 조사각도의 증가에 따라 제염면적이 증가하였지만 제염 표면이 깨끗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SUS 304 시편에 대해 레이저 광을 수직으로 조사시키면 조사

영역의 가장자리에 crater가 발생함을 파악하였다. 조사각도가 증대됨에 따라 이

crater는 점차 감소됨을 보여준다. 300°를 넘는 경우, 경사각 증가에 따라 제염

성능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Fig. 3.1-28. SEM micrographs of Co2+ ion system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irradiation angle, (a) before irradiation (1000X), (b) 00°(50X), (c) 150°

(50X), (d) 300° (50X) inclination from the perpendicular direction (14

shots/sec, 8 ns, 6 sec and 13.3 J/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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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32 nm 에서 오염원별 에너지밀도 변화에 따른 제염 특성

532 nm 파장에서 CeO2 입자로 오염된 Type 304 stainless steel 시편에

대해 에너지 밀도 변화에 따른 제염특성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림 3.1-29 및

3.1-30에 나타내었다. 전자현미경 30배에서의 사진으로부터, 본 실험 조건에서

에너지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염 표면이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염 후

시편을 1000배 확대하여 관찰한 결과, 본 실험 조건에서 에너지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표면 미세 흠들의 수가 감소하며 표면이 매끄러워 짐을 알 수 있다.

Fig. 3.1-29. SEM micrographs of CeO2 system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fluence, 30X, (a) before irradiation, (b) 7.49 J/cm2, (c) 9.7 J/cm2, (d)

13.26 J/cm2, (e) 19.23 J/cm2, (14 shots/sec, 6 sec, 8 ns)

Fig. 3.1-30. SEM micrographs of CeO2 system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fluence, 1000X, (a) 7.49 J/cm2, (b) 9.7 J/cm2, (c) 13.26 J/cm2, (d)

19.23 J/cm2, (14 shots/sec, 6 sec, 8 ns)

532 nm 파장에서 Co 이온으로 오염된 Type 304 stainless steel 계에 대해 에너지

밀도 변화에 따른 제염특성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1-31에

나타내었다. CeO2 입자로 오염된 Type 304 stainless steel 시편과는 대조적으로 저

에너지 밀도 영역에서의 시편 표면에 agglomeration된 입자들이 형성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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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편을 Co 이온 [Co(NH4)2(SO4)2]으로 오염시킬 때 시약 중에 존재하는

암모늄 이온 및 황산이온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 조건에서도 에너지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염 표면이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1-31. SEM micrographs of Co system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fluence,

30X, (a) before irradiation, (b) 7.49 J/cm2, (c) 9.7 J/cm2, (d) 13.26

J/cm2, (e) 19.23 J/cm2, (14 shots/sec, 6 sec, 8 ns)

532 nm 파장에서 Cs+ 이온으로 오염된 Type 304 stainless steel 계에 대해 에너지

밀도 변화에 따른 제염특성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1-32에

나타내었다. 전 실험 영역에서 타 이온에 비해 제염된 표면이 깨끗함을 파악할 수

있다.

Fig. 3.1-32. SEM micrographs of CO2
+ system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fluence, 30X, (a) before irradiation, (b) 7.49 J/cm2, (c) 9.7 J/cm2, (d)

13.26 J/cm2, (e) 19.23 J/cm2, (14 shots/sec, 6 sec, 8 ns)

532 nm 파장에서 Eu2O3 입자로 오염된 Type 304 stainless steel 계에 대해 에너지

밀도 변화에 따른 제염특성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1-33에

나타내었다. Cs+ 이온으로 오염된 Type 304 stainless steel 계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며 제염된 표면이 깨끗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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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 SEM micrographs of Eu2O3 system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fluence, 30X, (a) before irradiation, (b) 7.49 J/cm2, (c) 13.26 J/cm2,

(d) 19.23 J/cm2, (14 shots/sec, 6 sec, 8 ns)

532 nm 파장에서 이온성 오염원(Co, Cs)과 입자성 오염원(Eu, Ce)에 대해 shot

number를 변화시켜가며 제염성능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1-34에

도시하였다.

제염효과는 Co = Cs > Eu > Ce 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온성 오염이 입자성

오염보다 쉽게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s+과 Co2+ 이온은 42 shot의

조사에 의해 완전 제거된 반면, Eu3+과 Ce4+ 이온은 시간경과에 따라 서서히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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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4. Removal efficiency versus number of laser shots for 4

kinds of simulated radioactive specimens (14 shots/sec

and 11.54 J/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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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nm 파장에서 이온성 오염원(Co, Cs)과 입자성 오염원(Eu, Ce)에 대해 에너지

밀도를 변화시켜가며 제염성능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1-35에

도시하였다.

제염효과는 Co = Cs > Eu > Ce 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온성 오염이 입자성

오염보다 쉽게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Cs+과 Co2+ 이온이 비교적 용이하게

제거되는 반면 CeO2 계는 덜 제거됨을 보여준다. 모든 모사 방사성 핵종에 대해

95% 이상의 제거율을 보여준다. 에너지 밀도가 13.26 J/cm2일때 제염효과가

우세함을 보여주며 그 이상의 에너지 밀도에서 제염효과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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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5. Removal efficiency versus the fluence for 4 kinds of simulated

radioactive specimens (14 shots/sec and 6 seconds)

(11) 방사성핵종 오염 시편에 대한 광용발 제염실험

Co-60 및 Cs-137을 함유한 동위원소 용액을 사용하여 금속 시편 표면을

오염, 건조시킨 후 광용발 제염실험을 수행하였다.

(가) 시편별 제조 조건

시편 1은 Type 304 stainless steel로서 EDTA + N2H4 혼합용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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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워진 환원 분위기의 autoclave 내에서 320℃, 110 기압의 조건으로 120시간 동안

산화막을 형성시켰다. 이 산화막에 동위원소 용액을 첨가시킴으로서 방사성 시편

(오염부위: ～ 1 mm2)을 제조하였다.

시편 2는 Inconel 600 으로서 EDTA + N2H4 혼합용액이 채워진 환원 분위기의

autoclave 내에서 320℃, 110 기압의 조건으로 120시간 동안 산화막을 형성시켰다.

산화막 상단에 동위원소 용액을 첨가시킴으로서 방사성 시편(오염부위:～1 mm2)을

제조하였다.

시편 3,4는 Type 304 stainless steel로서 Co 이온을 함유한 용액으로 시편 표면을

오염시킨 후 580℃의 전기로 내에서 4시간 동안 산화막을 형성시켰다. 이 산화막에

동위원소 용액을 첨가시킴으로서 방사성 시편(오염부위:～1 mm2)을 제조하였다.

시편 5, 6은 Type 304 stainless steel로서 Cs 이온을 함유한 용액으로 시편 표면을

오염시킨 후 580℃의 전기로 내에서 4시간 동안 산화막을 형성시켰다. 산화막 상단에

동위원소 용액을 첨가시킴으로서 방사성 시편(오염부위:～1 mm2)을 제조하였다.

(나) 시편별 제염 조건

시편 1은 Type 304 stainless steel로서 오염 부위 내부와 오염부위

근처의 8 points를 질소기체 통과 조건에서 레이저 조사시켰다. 총 제염 적용시간은

3분(14 shot/sec) 이었다.

시편 2는 Inconel 600 으로서 직사각형 형태(적용 면적:～0.5 cm2)로 질소기체 통과

조건에서 레이저를 적용 시켰다. 총 제염 시간은 10.3분(14 shot/sec) 이었다.

시편 3은 Type 304 stainless steel로서 시편 2의 직사각형 형태 대신에 직선

형태로 레이저를 적용시켰다. 총 제염 시간은 3분(14 shot/sec)이었다.

시편 4는 Type 304 stainless steel로서 오염부위의 한 점(～1.5 mm2)에 대해

집중적으로 레이저를 9초간(14 shot/sec) 적용시켰다.

시편 5은 Type 304 stainless steel로서 오염부위 부근에 대해 일정 간격을 두고

레이저를 조사시켰다.

시편 6은 Type 304 stainless steel로서 오염부위의 한 점(～3 mm2)에 대해

집중적으로 레이저를 9초간 (14 shot/sec) 적용시켰다.

(다) 제염 후 시편 사진

시편 1의 제염조건을 적용시킨 후의 사진을 그림 3.1-36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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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부분이 완전히 제거되고 레이저를 조사시킨 부위의 근처에 검은색으로

그을린 부분이 보인다.

Fig. 3.1- 36. Type 304 stainless steel specimen after laser irradiation

(8 points decontamination)

시편 2의 제염조건을 적용시킨 후의 Inconel 600 시편 사진을 그림 3.1- 37에

수록하였다. 모재가 흰색이고 광택이 나는 반면에 레이저 광이 조사된 부분은

약간의 황토색을 띄며 광택이 없이 보인다. 조사된 부위에는 요철이 발생하였다.

Fig. 3.1-37. Inconel 600 specimen after laser irradiation (rectangular

type decontamination)

시편 3, 4, 5, 6의 제염조건을 적용시킨 후 시편 사진을 그림 3.1-38에 수록하였다.

시편의 크기는 5 mm X 5 mm이며 레이저 광이 조사된 부분은 이미 동위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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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으로 오염시킨 부위이다.

Fig. 3.1-38. Type 304 stainless steel specimens after laser irradiation

(4 kinds of decontamination)

(라) 광용발 제염공정 평가

일본의 Kameo[3.1-1] 등은 Stainless steel 및 carbon steel 표면을

Co-60로 오염시킨 후 광용발 제염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오염된 표면에

sodium silicate gel을 도포시키고 레이저를 적용시킴에 의해 보다 높은 제염계수를

얻을 수 있었다. Nd:YAG pulse laser를 사용하여 10 W /cm2의 에너지 밀도로

레이저를 1회 2분간씩 3회 적용시킴에 의해 100 이상의 제염 계수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실험 결과로부터, 금속 표면에 존재하는 Fe2O3가 Fe(OH)3로

변화되는 것이 표면 산화물 층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Nilaya[3.1-2] 등은 Q-switched Nd:YAG laser의 harmonics에 따른 파장

변화와 제염효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Stainless steel 표면을 Cs-137

방사성 동위원소 용액으로 오염시킨 후 광용발 제염 연구를 수행하였다. 1064, 532,

355 및 266 nm의 파장에 대해 ～ 500 mJ/cm2의 에너지 밀도로 레이저를 30

shots를 적용시킴에 의해 266 nm에서 제염계수 60을 얻었다. 레이저 조사 초기에는

1064 nm의 파장에서 높은 제염효과를 얻은 반면에 단 파장 영역에서는 레이저

조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염효과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비

흡착성 이온성 입자(LiF)를 사용한 실험으로부터, 높은 파장 영역에서의 방출력

(expelling force)이 제염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Delaporte[3.1-3] 등은

XeCl excimer laser를 사용한 광용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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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의 증기발생기로부터 채취한 Type 314 stainless steel 및 Inconel

시편을 사용하였는데 주요 방사성 핵종은 Co-60, Ni-60 및 Fe-60 이었다.

2.5 J/cm2의 에너지밀도로 조사수 1000회 적용시켰을 때 최대 97%의 제거율을

얻었다. 초기 수백회의 조사수에서 제염 효율이 높은 반면에 제염효율은 서서히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광용발 제염 공정을 적용시키기 전 방사능의 양과 제염

후 방사능의 양을 정리하여 표 3.1-16에 수록하였다. 광용발 제염 공정의 적용

조건에 따라 각 원소 당 제염계수는 6.8에서 158.9까지 큰 범위에서 변화됨을

보여준다.

질소 기체를 통과시킴에 따라 제염효과가 증가하였으며, 높은 에너지 밀도로

보다 많은 면적을 적용시킴에 따라 제염 효과가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실험에서

Co-60에 비해 Cs-137에 대한 광용발 제염효과가 높았다.

광용발 제염 공정은 현재까지 수행된 기타 제염공정에 비해 제염효과가 크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격으로 제염 공정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레이저

장치 자체에 오염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2차 폐기물의 발생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원격으로 방사능을 제염함에 따른 에너지 밀도의 미세 조절이 어려웠으며,

수동으로 방사성 시편을 이동시킴에 따른 정확한 위치 제어의 어려움과 시간

손실이 있었다. 차후, 이에 대한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Table 3.1-16. Radioactivity of specimens and decontamination factor

Radioactivity(Bq) D.F.

Before After Individual Average

1
Co-60 1857 57 32.6

40.7
Cs-137 2412 48 50.3

2
Co-60 952 15 63.5

96.7
Cs-137 1271 8 158.9

3
Co-60 181 13 13.9

13.9
Cs-137 235 17 13.8

4
Co-60 79 6 13.2

13.4
Cs-137 109 8 13.6

5
Co-60 86 4 21.5

30.3
Cs-137 96 2 48.0

6
Co-60 122 18 6.8

5.12
Cs-137 152 16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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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염 생성물 회수기술 개발

가. 광용발 제염 생성물 회수기술 특성평가

(1) 제염생성물 물리·화학적 특성 파악

광용발 제염 시 발생되는 입자들의 EPMA에 의한 성분 분석결과, 표

3.1-1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산소 성분을 함유하고 있음을 볼 때 입자는 산화물

형태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Table 3.1-17. Chemical composition for particles from laser ablation

decontamination

원소 O Cl Cr Fe Ni Cs Total

조 성 53.22 10.82 1.85 30.38 3.02 0.71 100.00

광용발 제염 생성입자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오염조건을

모사하여 제조한 시편표면에 대해 광용발 제염 후 입자가 생성된 시편을 SEM으로

분석한 후 image analyser를 이용하여 평균입자 크기를 평가하였다. 이때 사용한

오염시편은 SUS 304와 콘크리트를 주요 모재로 사용하였고, Co(Co(NO3)2)와

Cs(CsNO3, CsNO3+KNO3, CsNO3+KOH, CsNO3+KCl)의 이온성 오염과 Eu(Eu2O3)와

Ce(CeO2)의 입자성 오염을 SUS 304 표면에 각각 침적시켜 금속성 모사오염 시편을

제조하였으며, 콘크리트 시편은 자갈과 시멘트의 표면에 Co(Co(NO3)2)와 Cs(CsNO3)를

오염시켜 제조하였다. 이와 함께 순수한 모재에 대해서도 광용발 제염 후 발생된

오염입자 크기 분석을 수행하였다. SEM 사진 촬영 후 얻어진 화상을 image

analyser를 사용하여 생성입자의 물리적 크기를 분석한 결과, 그림 3.1-39와 같이

10-50 μm 범위의 크기를 나타내어 예상보다 큰 크기의 입자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발생된 입자들은 HEPA filter에 의해 제거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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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9. SEM photography for particles from laser ablation decontamination

(2) 제염생성물 포집장치 제작 및 DOP 포집 성능시험

(가) 제염생성물 포집 장치 제작

제염생성물의 발생과 동시에 포집함으로써 오염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광용발 제염 시스템과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생성물 입자크기를 기준으로

제염생성물 포집장치를 설계․제작하였으며, 그림 3.1-40과 같이 vacuum cup, cyclone,

HEPA filter 및 fan으로 구성하였다.

Fig. 3.1-40. Particles collection system from laser ablation de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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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OP 포집 성능시험

제염생성물 포집장치의 성능 실험은 미국 기계학회 발간 ‘원자력발전과

유지에 대한 국가 표준 방법’인 ANSI N 510(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Testing of Nuclear Air Cleaning System)을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그림 3.1-41과

같이, DOP(Dioctyl phthalate) 발생기를 통해 표준 물질인 0.3 μm 크기의 DOP

입자를 발생시켜 압력 강하가 20-50 mm w.g인 되는 조건에서 HEPA filter를

통과시켜 여과효율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표 3.1-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포집

장치는 여과효율 99.97%의 여과 효율을 나타내어 계획한 포집 성능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3.1-41. DOP test equipment (a) DOP decector (b) DOP generator (c)

down stream sample port

Table 3.1-18. Design requirements and performance data for particles collection

system

요 구 사 항 성 능 참 조

압력 강하 0 ～ 250 mm w.g 0 ～ 250 mm w.g 20 ～ 50 mm w.g

여 과 체 HEPA HEPA 19 X 19 X 7.5 cm3

여과 효율 > 95% > 99.97%
0.3 μm DOP,>

99.97% at 0.8 m/s

흡입 용량 ≒ 3.0 m3/min 3.2 m3/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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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염생성물 포집특성 파악

0.05, 0.3 및 3.0 μm의 세 종류 크기의 alumina powder 2.0 g씩을

전처리 filter인 cyclone과 HEPA filter에 연속 통과시켜 포집 전 후의 여지 질량을

측정정도가 0.01 mg인 analytical balance로 측정하여 각각의 장치에 의한

포집효율을 평가하였다. 그림 3.1-42에서 보듯이 0.05 mm 입자의 경우 cyclone에

의해서는 전혀 제거되지 않았고 HEPA filter에 의해서만 100% 제거되었으며, 0.3

mm 입자의 경우 cyclone에 의해서는 4%만이 제거되었으며 거의 대부분(96%)

HEPA filter에 의해서 제거되었고, 보다 큰 3 mm 입자의 경우 cyclone과 HEPA

filter에 의해 각각 27%, 73% 제거되었다.

Fig. 3.1-42. Collection effeciency of HEPA filter and cyclone for 0.05,

0.3 and 3.0 μm standard alumina particles

나. 제염 생성물 회수기술 개발

(1) 광용발 제염 생성입자의 SMPS 정밀분석

제염 후 제염 생성입자의 입도분석을 위한 제염 시편의 SEM 사진분석은

대상 입자의 선별이 부정확하고 분석시간까지 주변 환경에 의해 오염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정밀한 방법으로 UCPC (Ultra-fine condensation particle counter, TSI model

3025A)와 DMA(long differential mobility analyser, TSI model 3081)로 구성된

SMPS (Scanning mobility particle sizer, TSI model 3936)를 사용하여 광용발 제염과

동시에 발생 입자의 크기와 입자의 수농도 등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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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J/cm2의 fluence 조건에서 이온성 오염과 입자성 오염에 대한 광용발 제염

생성입자의 크기분포를 조사한 결과, 그림 3.1-43과 같이 Co와 Cs의 이온성 오염에

대한 광용발 제염생성 입자의 기하학적 평균크기가 약 70 nm로 거의 유사하였으며,

Eu 와 Ce의 입자성 오염도 약 80 nm로 거의 동일한 제염생성 입자 크기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온성 오염에 비해 입자성 오염으로부터 3배 이상 많은 양의

입자가 발생되었는데 이는 입자성 오염의 비점(Eu2O3 : 4118℃, CeO2 : 3500℃)이

이온성 오염의 비점(CoCl2 : 1049℃, CsCl : 1209℃)에 비해 높아서 본 실험 광용발

조건에서 입자로 존재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3.1-43. PSD for 532 nm laser ablation on various radionuclides

embedded SUS 304 at 18 J/cm2

그림 3.1-44에 나타낸 fluence의 크기에 따른 Co와 Cs 오염으로부터 발생한 입자

크기분포 결과로부터 Co와 Cs 오염 모두 fluence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 평균크기는

동일한데 반해 입자의 발생량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입자 발생량에 대한 fluence

영향은 Co 오염보다는 Cs 오염이 컸다. 또한 Eu와 Ce의 입자성 오염에 대한

fluence의 영향을 나타낸 그림 3.1-45에서 알 수 있듯이 fluence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발생량 또한 약간 증가하였지만 입자의 평균 크기는 두 핵종 모두 fluence

변화에 대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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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4. PSD for 532 nm laser ablation on ionic nuclides embedded SUS

304 at a fluence of 18 J/cm2 and 6 J/cm2

Fig. 3.1-45. PSD for 532 nm laser ablation on insoluble nuclides

embedded SUS 304 at a fluence of 18 J/cm2 and 6 J/cm2

Eu와 Ce의 입자성 오염과 달리 Co와 Cs의 이온성 오염의 경우 모재인 SUS 304의

광용발 제염 생성입자와 거의 유사한 입자 크기분포와 입자 발생량을 나타내는

것을 그림 3.1-46으로부터 알 수 있다. 평균 입자크기는 SUS 304의 경우 약 72

nm인 반면 Co와 Cs 오염의 경우 약 80 nm 크기를 나타내어 약간 큰 입자 크기를

보여주었다.

제염효과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SUS 304 표면에 Cs 이온과 함께 KNO3, KCl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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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 등을 각각 혼합하여 제조한 이온성 오염시편에 대한 입자 크기분포 결과를

그림 3.1-47에 나타내었다. 화학제 첨가시 입자 크기는 순수 Cs 오염의 입자크기 80

nm에 비해 약간 작은 70 nm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또한 순수한 Cs 오염에 비해

화학제를 첨가한 경우 2배 이상 많은 양의 입자가 발생한 것은 순수 Cs오염에 비해

화학제 첨가 오염의 경우 K이온이 많이 존재하므로 광용발 제염조건에서 쉽게

증발되어 산화물을 형성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화학제를 첨가한 경우 발생

입자량은 KNO3 > KOH > KCl의 순이었다. 이는 산소성분이 없는 KCl에 비해

광용발 에너지에 의해 KNO3나 KOH로부터 분해된 산소가 Cs가 결합하여 Cs

산화물을 형성함으로써 제염효과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생성입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1-46. PSD for 532 nm laser ablation on SUS 304 and ionic

nuclides embedded SUS 304 at 18 J/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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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7. PSD for 532 nm laser ablation on cesium embedded SUS

304 at 18 J/cm2

자갈과 시멘트 표면에 형성된 Co와 Cs 오염의 광용발로부터 생성된 입자의

크기분포는 그림 3.1-48과 그림 3.1-49에서 알 수 있듯이, 자갈과 시멘트 모재의

종류에 상관없이 70-90 nm 범위의 평균 입자크기와 20-120 nm의 크기분포를

나타내었다.

또한 콘크리트 모재에 대한 fluence의 영향을 나타낸 그림 3.1-50에서 알 수

있듯이 fluence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발생량이 40-70% 크게 증가하였지만

입자의 평균 크기는 두 핵종 모두 fluence 변화에 대해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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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8. PSD for 532 nm laser ablation on gravel and ionic

nuclides embedded g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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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9. PSD for 532 nm laser ablation on cement and ionic

nuclides embedded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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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0. PSD for 532 nm laser ablation on concrete at a fluence of

18 J/cm2 and 6 J/cm2

모의 알루미나 입자를 사용한 입자 포집실험 결과와 정밀한 입도분석방법인 SMPS

결과에 근거할 때 광용발 제염을 통해 3 μm 이상 크기를 갖는 입자는 거의 존재치

않으므로, 3 μm 이하 입자에 대한 포집효율이 매우 낮은 cyclone은 본 포집시스템

구성에서 제외함으로써, 고방사선 분위기의 핫셀 내 제염작업을 고려한 장치의

소형화 및 단순화를 위한 포집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였다.

(2) 모의 Nano-size 제염생성물 입자 포집특성 실험

Nano-size의 NaCl 분산체(0.2 M NaCl 수용액을 분무발생기에 채워

NaCl 액적을 분무 발생시킨 후 확산건조기를 거쳐 입자만 공급)를 HEPA

filter(여지:PALL Model type A/E)에 통과시켜 포집 전후의 입자 수 농도를

SMPS로 측정하여 포집효율을 평가하였다. 예상한 대로 그림 3.1-51 에서 보듯이,

약 110 nm 입자크기에서 포집효율이 약 97%로 가장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입자크기에 따라 확산, 차단 및 관성충돌의 포집 메카니즘이 다른데 기인하여

주어진 필터와 면속도에서 최저 포집효율을 나타내는 입자크기와 면속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그림에서 큰 입경의 입자에 대한 포집효율 값이 변동이 있는 것은

NaCl 나노 입자의 낮은 농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20 nm 이하에서 포집효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측정 장비의 오차이며 실제로는 효율이 증가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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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95

96

97

98

99

100

10 100 1000
Particle size, nm

C
ol

le
ct

io
n 

ef
fic

ie
nc

y,
 %

Fig. 3.1-51. Collection efficiency of HEPA(PALL Model type A/E) for

NaCl nano-particles

(3) 광용발 제염생성물 현장 HEPA filetr 포집특성 실험

SUS 304와 콘크리트 모재를 사용, Co와 Cs의 이온성 오염 및 Eu와

Ce의 입자성 오염을 SUS 304 표면에 침적시킨 금속성 오염시편과, 자갈과

시멘트의 표면에 Co와 Cs을 오염시킨 콘크리트 시편에 레이저 빔을 직접 조사시켜

발생된 광용발 제염 생성물 입자를 포집시스템의 HEPA filter (여지: PALL Model

type A/E)에 통과시켜 포집 전․후의 입자 수 농도를 SMPS로 측정하여 광용발

제염생성물의 현장 포집 효율을 평가하였다.

광용발 제염 생성입자에 대한 HEPA filter의 포집효율을 측정한 그림 3.1-52에서

알 수 있듯이 이온성 오염과 입자성 오염 모두 fluence의 증가에 따라 포집효율이

약간 증가하여 6 J/cm
2
의 fluence에서는 99.20 - 99.93%의 포집율을 나타낸 반면,

18 J/cm2 fluence에서는 99.36 - 99.94%의 포집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SUS 304 표면에 Cs 이온과 함께 화학제를 첨가한 오염에 대한 포집율을

화학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그림 3.1-53에 나타내었다. 화학제를

미첨가한 Cs 오염의 포집율이 99.36%인데 반해 KNO3, KOH 및 KCl 등을 첨가한

오염의 포집율은 각각 99.76, 99.73 및 99.66%를 나타내어 발생 입자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포집율이 증가하였으며, 화학제 미첨가한 경우에 비해 보다 높은

포집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3.1-54에서 알 수 있듯이 자갈 모재와 자갈에 형성된 오염의 광용발 제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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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생성된 입자에 대한 HEPA filter의 포집효율은 99.56 ∼ 99.87%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시멘트 모재와 여기에 형성된 오염에 대한 포집효율은 99.73 ∼

99.92%을 나타내어 비교적 높은 포집율을 나타내었으며, 자갈 모재를 제외하고는

발생 입자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포집율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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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2. Collection efficiency of HEPA(PALL Model type A/E) for

decontamination particles on SUS 304 and radionuclides

embedded SUS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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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3. Collection efficiency of HEPA(PALL Model type A/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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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ntamination particles on cesium embedded SUS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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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4. Collection efficiency of HEPA(PALL Model type A/E)

for decontamination particles on concrete and ionic

nuclides embedded concrete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모재종류와 오염특성에 상관없이 99.4 ∼ 99.9%의

포집율 범위를 나타내어 당초 목표한 99% 이상의 효과적인 포집성능을 얻을 수

있었지만 나노크기의 입자를 발생시키는 광용발 제염의 특성에 적합한 포집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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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 광용발 제염생성물 입자 포집시스템의 제염생성물 입자 포집특성 실증시험

(가) 개선 제염생성물 입자 포집장치 설계 및 제작

그림 3.1-55와 같이 주 포집시스템으로 HEPA filter를 구성하고, 가장

포집이 어려운 100 nm 범위 크기의 입자포집에 효과적인 ULPA filter를 HEPA

filter의 후처리 filter로 구성한 후, 이들 고효율 filter를 보호하고 사용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전처리 filter로서 medium filter를 고효율 filter 전단에 설치된

개선 입자포집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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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5. Flow diagram of advanced filtration system for nano-particles

from laser ablation de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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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6. Fabrication drawing of advanced filtration system for

nano-particles from laser ablation decontamination

Table 3.1-19. Design specification for components of advanced filtration system

No. 구성 장치명 사 양

1 SUCTION-HEAD
재질: Aluminium

최대포집용량: 0.2648 m3/min

2 FLEXIBLE-TUBE
재질: STS316

규격: ∅10.7(내경) x ∅12.7(외경)

3
MEDIUM-FILTER

(외형:150x150x50)

재질: Micro Glass Fiber

용량: 0.72 m
3
/min, 최대풍속:1.2 m/sec

압력손실: 초기⇒ 12 mmAq,

말기⇒ 30 mmAq

4
HEPA-FILTER

(외형:150x150x50)

재질: Micro Glass Fiber

용량: 0.48 m3/min, 최대풍속:0.8 m/sec

압력손실: 초기⇒ 25.4 mmAq,

말기⇒ 50.8 mmAq

5
ULPA-FILTER

(외형:150x150x50)

재질: Micro Glass Fiber

용량: 0.48 m
3
/min, 최대풍속:0.8 m/sec

압력손실: 초기⇒ 25.4 mmAq,

말기⇒ 50.8 mmAq

6 RING-BLOWER

동력: 0.4 Kw(삼상)

Pressure: 1,200 mmAq

처리용량: 2.2 m
3
/min

7 INVERTER 동력: 0.75 Kw(삼상)

8 MANOMETER
형식: 아나로그방식

규격(측정범위): 0~500 mmAq

9 FLOW-METER

형식: 오리피스 & 플로트식 유량계

규격: 32A

사용압력: 10 Kgf/cm2G 이내

사용범위: 0.2~1.0 m3/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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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72㎥/min

2 HEFA-FILTER 150x150x50 1 0.48㎥/min

3 ULFA-FILTER 150x150x50 1 0.48㎥/min

4 FILTER-CASE 1 STS304 1

5 FILTER-CASE 2 STS304 2

6 FILTER-CASE 3 STS304 1

7 SPRING STS304 12

8 상부GASKET 5T 발포RUBBER 3

9 하부GASKET 5T 발R포RUBBE 3

10 CASE잠금장치 STS3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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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DIUM-FILTER 1500x150x50

Fig. 3.1-57. Fabrication drawing of filter assembly for nano-particles from

laser ablation decontamination

SUCTION-HEAD AL 1

SUSTION-ADJUST COVER AL 1

COVER고정BOLT M4x10 STS304 2

55 42

97

97

?3
0
.2

?4
5

?5
2

?5
8

?6
2

?6
6

?6
0

?32

3
2

4
4

Fig. 3.1-58. Fabrication drawing of Suction head(I) for nano-particles from

laser ablation de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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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9. Fabrication drawing of Suction head(II) for nano-particles from

laser ablation decontamination

Fig. 3.1-60. Photo on advanced filtration system for nano-particles from laser

ablation de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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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 포집시스템의 제염생성물 입자 포집특성 실증시험

개선된 입자 포집시스템의 설계․제작 후 밀폐 및 성능시험 후 광용발

제염장치와 연동시켜 광용발 제염생성입자 포집실증시험을 수행하여 개선 시스템에

대한 포집효율의 향상을 확인하였다. 그림 3.1-61, 62, 63, 6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존 HEPA filter만을 사용한 생성입자 포집효율(99.9%의 포집효율 및 제염계수

103)에 비해 HEPA-ULPA로 구성된 개선 포집시스템을 사용한 생성입자 포집효율은

약 99.99%(제염계수 104)를 나타내어 100-200nm 크기의 입자제거에 취약한 기존

포집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 포집시스템의 포집효율 향상은

생성 입자크기에 따라 포집율을 나타낸 그림 3.1-65, 66, 67, 68, 69의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선된 포집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고방사능 핫셀내에서의

광용발 제염 시 오염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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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1. Collection efficiency of advanced filtration system for

decontamination particles on radionuclides embedded SUS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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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2. Collection efficiency of advanced filtration system for

decontamination particles on SUS 304 and radionuclides

embedded SUS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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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3. Collection efficiency of advanced filtration system for

decontamination particles on gravel and radionuclides

embedded gravel



76

cement Cs/cement Co/cement

포
집
율
(%
)

100

99

99.994
99.929

99.996
99.925

99.992
99.918

HEPA
HEPA+ULPA

cement Cs/cement Co/cementcement Cs/cement Co/cement

포
집
율
(%
)

100

99

99.994
99.929

99.996
99.925

99.992
99.918

HEPA
HEPA+ULPA

Fig. 3.1-64. Collection efficiency of advanced filtration system for

decontamination particles on cement and radionuclides

embedded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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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5. Comparison on collection efficiency of HEPA filter and

HEPA-ULPA filter for decontamination particles on SUS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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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6. Comparison on collection efficiency of HEPA filter and

HEPA-ULPA filter for decontamination particles on cerium

embedded SUS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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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7. Comparison on collection efficiency of HEPA filter and

HEPA-ULPA filter for decontamination particles on

corrosion product embedded SUS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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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8. Comparison on collection efficiency of HEPA filter and

HEPA-ULPA filter for decontamination particles on

g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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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9. Comparison on collection efficiency of HEPA filter and

HEPA-ULPA filter for decontamination particles on

cobalt embedded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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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부지 제염기술 개발

1. 동전기세정 제염기술 개발

원자력시설 주변 지하에 매설된 폐액저장 탱크들과 연결 관들이 장기간

가동으로 인해 콘크리트와 관의 부식으로 인한 방사성폐액의 누출로 인해 주변

부지가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 가능하며, 장기간 원자력 시설 운영 중 방사성

오염물의 유실과 때때로 발생하는 오염사고로 인해 각 원자력 시설마다 매년

일정량의 방사성 오염토양이 발생되고 있다. 이 오염토양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처분 시 처분비용이 매우 고가이므로 제염 가능한 토양에 대해서 제염시켜

처분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개발된 토양제염기술로는

방사성핵종 제거효율이 매우 낮으므로 국내 원자력시설 부지 오염특성에 적합하고

방사성핵종 제거효율이 높은 오염토양 제염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 오염토양제염기술은 주로 주유소, 유류저장시설, 화학공장 주변의 유류 및

유기물 오염토양기술을 개발해왔고, 중금속 및 방사성핵종 오염토양 제염기술은

매우 미비한 상태이며, 한편, 기존의 유류 및 유기물 오염 토양 제염 기술로는

방사성 핵종 제거효율이 낮다. 최근 휴·폐광산, 기차정비창, 군부대 등의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인근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므로 중금속 오염토양제염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며, 향후 본 기술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는 핵실험 부지, 우라늄 광산, 그리고 원자력

해체부지 등의 오염부지에서의 방사성핵종 제거를 위한 동전기, magnetic separation,

heap leaching, aqueous biphasic extraction등 신기술을 활발히 개발 중이고

미국에서는 DOE, ORNL을 중심으로 Fernald, Hanford, Nevada 방사성 핵종 오염

지역을 제염시키기 위한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토양으로부터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여러 기술 중에 토양을 굴착 없이 현장에서 제염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동전기 방법은 투수계수가 낮은 토양에서 높은 제거효율을

나타내므로 오염토양 제염방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전기방법은 주로 무기물과

핵종을 토양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3.2-1].

동전기기술에 있어서 오염물을 이동시키는 주요 원인은 이온물질의 전기이동과

전기삼투이며 전기이동은 투수계수가 큰 토양이나 이온물질의 농도가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다[3.2-2]. 음극은 비극성 화하여 수산화물의 형성을 방지해야한다. 선정된

세정용액은 토양 내에서 유리한 pH를 유도하고 중금속이동이 원활하도록 중금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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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Remidiation methods to decontaminate radioactive soil near

nuclear facilities

반응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3.2-3].

전기이동과 전기삼투에 의한 이동속도의 크기는 전위구배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제염효율은 양수에 의한 전위구배의 증가를 통해 향상될 수 있다. 최근 이 방법을

지중오염물질을 제거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지에 관해 연구되어왔고 미세토양을

동전기제염 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왔다[3.2-4∼3.2-6].

한편, 최근 토양내의 오염물질이 탈착과 용해에 의해 액체 상태로 제거되는 토양

세정 기술이 개발되어 왔다. 물, 산, 염기, 킬레이트제, 알코올, 다른 첨가제가

세정용액으로 고려되어 왔다[3.2-7∼3.2-8]. 실제로 산이나 킬레이트제를 이용한

세정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며[3.2-9∼3.2-10], 최근에는 동전기 제염 시 토양내의

금속제거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해용액으로 초산[3.2-11]이나 sodium dodecyl

sulfate[3.2-12]를 사용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대부분 단단한 사암 위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주변 오염토양은 많은 모래를 포함하여 투수계수가 높다.

본 연구는 특별히 TRIGA 해체부지와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부지를 복원하기 위해

부지오염 특성에 적합한 부지제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먼저 해체부지의

오염특성을 분석한 후 TRIGA 연구로 부지의 풍화토층은 2 m 이상의 굴착이

가능하므로 동전기세정장치를 개발하여 적용하며, 단단한 사암 위에 50 cm 이하로

오염된 표토층은 퇴적침출 제염장치를 개발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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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라늄변환시설이 위치한 매립층에 대해서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제염장치를

개발하여 토양 내의 우라늄을 제거 할 것이다(Fig. 3.2-1). 한편 개발된 실증규모

제염장치는 오염 부지에서 굴착한 방사성 토양을 이용하여 실증제염장치의 제거효율

및 토양폐액 발생량 등을 실증할 것이다.

동전기세정 제염장치 개발 분야는 수리전도도가 다소 높은 원자력 시설 주변

토양으로부터 코발트와 세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동전기세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펌프가 달린 동전기세정장치와 펌프가 없는 동전기장치가

제작되었다. 우선, 토양특성에 적합한 최적 화학제를 선정하기위하여, 펌프가 없는

장치를 이용하여 네 가지의 다른 화학제로 네 번의 실험을 수행했다. 다섯 번째

실험에서는 비 포화된 오염토양을 선정된 화학제를 전극 칸에 넣어 실험했다. 여섯

번째 실험에서는 동전기 제염 시 펌프에 의한 세정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포화된 오염토양을 선정된 화학제로 제염실험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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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TRIGA 및 우라늄변환시설 부지오염특성조사

(1) TRIGA 부지오염특성조사

한국은 국내에 약 20개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 중이다. 그들은 대부분

단단한 사암층에 위치하므로 주변토양의 수리전도도는 높다. TRIGA 부지 방사능

측정은 Survey meter를 사용하였고, 주오염원은 코발트(100-1,000 Bq/kg)와

세슘(100-3,000 Bq/kg)이며, 세슘의 오염농도가 높았다. 오염된 부지는 다량의

모래를 함유한 모래풍화토층이며, 토양의 수리전도도가 크고, 주로 불포화층에

오염되었고, 포화도는 약 25%이며, pH는 약 6.5이고, 토양의 주성분은 SiO2 이다.

토양 수리 변수는 Table 3.2-1과 같고, 토양성분비는 Table 3.2-2와 같으며,

토양입도 분포비는 Fig. 3.2-2와 같다.

Soil properties Value
Saturation degree(pH)
 Surface
 10cm depth
 30cm depth
 40cm depth
 50cm depth
Porosity
Bulk density
Hydraulic conductivity

32.2% (6.9)
27.3% (6.9)
25.4% (6.1)
23.7% (5.9)
24.4% (5.9)

0.40
1.57 g/cm3

1.8x10-3 cm/sec

Table 3.2-1. Hydraulic properties of TRIGA soil

Component Content(%)

SiO2 65.2

Al2O3 16.7

K2O 8.3

Fe2O3 3.2

P2O5 1.63

CaO 1.5

Na2O 0.97

MgO 0.21

Table 3.2-2. TRIGA soil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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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Particle size distribution curve of TRIGA soil

(2) 우라늄변환시설 부지오염특성조사

우라늄변환시설부지의 부지의 주오염원은 우라늄(100-10,000 Bq/kg)이며,

오염부지는 다량의 모래를 함유한 모래 매립층이며, 토양의 수리전도도가 크고,

주로 불포화층에 오염되었고, 포화도는 약 25%이며, pH는 약 7.0이고, 토양의

주성분은 SiO2 이다. 토양 수리 변수는 Table 3.2-3과 같고, 토양 입도 분포비는 Fig.

3.2-3와 같다.

Soil properties Value
Saturation degree(pH)
 Surface
 10cm depth
 30cm depth
 40cm depth
 50cm depth
Porosity
Bulk density
Hydraulic conductivity

31.2% (7.5)
26.2% (7.4)
23.7% (6.8)
22.8% (6.6)
22.4% (6.7)

0.43
1.50 g/cm3

2.9x10-3 cm/sec

Table 3.2-3. Hydraulic properties of U conversion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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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Particle size distribution curve of soil near U conversion

facility

나. 동전기세정 부지제염단위기술 및 실증장치 개발

(1) 동전기세정 부지제염단위기술 개발

두개의 장치가 실험을 위해 제작되었고, 첫 번째 장치는 아크릴 토양셀,

두개의 전극실, 두개의 저장조와 전원장치로 구성된다(Fig. 3.2-4).

오염토양이 들어 있는 아크릴 토양 셀의 크기는 5.7x4.4x14.3 cm이다. 여과막이

전극실과 오염토양 사이에 위치하여 오염토양으로부터 이동하는 공극수에 포함된

토양입자의 방출을 방지한다. 저장조는 화학용액을 토양셀로 공급한다. 전극실은

여과막에 의해 토양으로부터 분리되고, 티타니움으로 만들어진 전극은 전극실에

위치한다. 전극실의 위쪽 구멍은 강산을 첨가하거나 생성된 가스를 방출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두 번째 장치는 아크릴 토양셀, 두개의 전극실, 두개의 저장조,

전원장치 그리고 펌프로 구성된다(Fig. 3.2-5, Fig. 3.2-6). 펌프는 토양공극내의

화학용액을 압력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펌프는 아래 방정식과 같이 토양을

통과하는 세정용액의 양을 증가시킨다.

CDCpkkkj hmo Ñ-Ñ+Ñ+= 2])[(
t

f

여기서 j는 molar flux of species이고, ok 는 electroosmotic permeability이며, mk 은

electromigration coefficien, kh는 hydraulic permeability, p는 압력이고, C는 molar

concentration, D는 diffusion coefficient, 그리고 t 는 non-dimensional tortuosit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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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Design diagram of the electrokinetic remediation equipment

Fig. 3.2-5. Design diagram of the electrokinetic- flushing remediation

equipment

Fig. 3.2-6. Eelectrickinetic-flushing and electrokinetic experiment picture

여러 실험 시 사용하는 토양시료의 동등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토양을 No. 200 sieve(75

㎛)와 No. 10 sieve(2000 ㎛)로 체분리하여 75～2000 ㎛ 크기의 토양을 사용하였다.

EDTA는 비교적 비싸며 제염해야할 토양이 수 백 톤이나 되므로 제염 비용이

비싸다[3.2-13]. EDTA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으며, 사염기산이므로 H4Y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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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CH2C   ＼  N-CH2-CH2-N   /
  CH2COO

H
HOOCH2C 

   
/   ＼

  CH2COO
H

표시되며 4-6자리배위자이다. EDTA는 6개 구역으로 금속에 접근할 수 있다.

각 아세테이트 그룹과 두개의 질소는 동등결합에 필요한 자유전자쌍을 가진다. 이

성분의 용해와 착화 능력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특히, 다양한 중금속에 대해

강한 킬레이트 능력을 보인다[3.2-14].   

또한, citric acid는 비교적 값싸고 취급하기 쉽고 알칼린 토양금속(Ca, K, Mg)과

친화력이 작기 때문에, 토양세정을 위한 최적후보이다[3.2-15]. 질산과 염소는

토양에서 금속이온을 추출하기 위한 상당한 능력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사용은

토양의 물리, 화학, 그리고 생물학적 특성을 교란 시킨다[3.2-16]. 토양의 수리

전도도가 10-6 m/s 보다 작을 때 in-situ에 의한 토양세정방법은 부적절하며, 오히려

오염토양을 굴착하여 세정하는 방법이 가능한 대안이다[3.2-17]. 착화물은 보통 하나

이상의 주요원자나 금속과 그들을 둘러싼 리간드 즉 많은 이온과 분자로 구성된다.

어떤 리간드들은 하나의 금속에 다중결합을 형성한다. 이 착화물을 킬레이트라고

부르며, 이것은 단일결합을 가진 금속-리간드보다 좀 더 안정하다[3.2-18].

이것은 동전기 처리 시에 좀 더 적합한 킬레이트를 만든다. 옥살산은 생분해

가능하고, 저렴하며, 안정한 금속 착화합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토양으로부터 금속

추출제로 고려되고 있다[3.2-19]. 더욱이 옥살산은 강한 유기산이기 때문에 수산화물을

용해할 수 있다[3.2-20]. Citric acid는 Tri-carboxylic acid 그룹을 가지며, 취급이

용이하며, 비교적 저렴하고 환경 친화적이므로 토양내의 금속제거시 사용되어

왔다[3.2-21].

Shiau등은 citric acid는 오염된 목재폐기물로부터 구리를 80%까지 제거할 수

있음을 보였다[3.2-22]. 초산은 탄소원자 2개 산소원자 2개, 수소원자 4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알갱이이며, 생화학적으로 토양내에서 분해되기 쉽다. 동전기세정실험에

적합한 최적세정제를 선정하기 위해 12개의 세정제를 각각 0.01 M 농도로 모사

오염토양에 대한 토양세정실험을 수행하여 4개의 후보 세정제 즉 EDTA, oxalic

acid, citric acid, 그리고 acetic acid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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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전기세정 최적세정제 선정 실험

국내 원자력시설 부지의 오염양 특성에 적합한 최적 세정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토양복원 시 사용되는 12개의 세정제를 사용하여 토양세정실험 결과는

Fig. 3.2-7과 같다. 이중 코발트와 세슘제거효율이 높은 EDTA, Oxalic acid, Citric

acid, Acetic acid를 후보세정제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이 4개의 후보 세정제를 사용하여 동전기 실험을 통해 최적 세정제를

결정하였다. 기존의 동전기장치와 같은 구조인 첫 번째 장치(Fig. 3.2-4)로 최적세정제

선정 실험을 수행했다. 즉, 건조한 모사오염토양은 물과 함께 오염시켰고, 4개의 다른

산이 전극실 내의 정화용액으로 사용되었다. 최적 세정제는 제거효율에 의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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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Decontamination efficiencies for Co and Cs from a simulated

contamination soils by washing with various chemical reagents

Table 3.2-4.는 각 실험 조건 및 결과로 제염제, Co2+와 Cs+제거효율, 제염시간,

토양폐액 유출량, 토양포화도 등을 나타낸다. 전원장치로부터 29 V의 전압이

가해졌고, 전류는 시간경과와 함께 증가했다. 정화용액인 EDTA, oxalic acid, citric

acid, 그리고 acetic acid의 농도는 1x10-2 M이므로, 양쪽 전극실의 pH는

3부근이었다. 전극에서 전해반응 즉 양극에서는 H+가 음극에서는 OH-가 생성되므로,

음극칸 용액의 pH는 12까지 증가했다. 양쪽 전극실에서 용액의 높이는 수두경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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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을 피하기 위해 같은 높이를 유지하여 세정용액은 전기삼투에 의해 토양셀

내에서 이동하도록 하였다. 603 g의 건조된 오염토양을 물로 포화시킨 후 약 360

cm3 토양셀 내부에 채워 넣었다. 실험기간 동안 전류, 용액 이동속도, 용액내의

핵종농도, pH등이 측정된다. 만일 음극에서의 pH가 상승하면 토양의 제타

포텐셜이 증가하여 전기삼투의 흐름방향이 바뀔 수 있고 코발트와 세슘에 대한

탈착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HCl를 넣어 음전극실에서의 pH를

6이하로 조정했다. 또한, 15일간의 실험이 끝난 후 동전기 제염실험에 의한

토양내의 코발트와 세슘 제거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토양셀 내의 토양을 6등분하고

3일 이상 건조시켰다. 각 건조토양 5 g과 질산 원액 약 10 mL을 섞어 150℃로 Hot

plate에서 3일간 가열시킨 후 0.2 ㎛로 여과 및 희석하여 50 mL로 만들어

AA(AAnalyst 300)로 희석용액내의 코발트와 세슘의 농도를 측정했다.

Reagent Experiment
time

Removal efficiency Effluent
volume(L/S)

EDTA
(0.4 L, 0.01 M)

15
Co(%)
Cs(%)

83.5
57.9

871 mL
(1.4)

Oxalic acid
(0.4 L, 0.01 M)

15
Co(%)
Cs(%)

90.5
81.9

966 mL
(1.6)

Citric acid
(0.4 L 0.01 M)

15
Co(%)
Cs(%)

86.9
67.1

1179 mL
(1.9)

Acetic acid
(0.4 L, 0.01 M)

15
Co(%)
Cs(%)

93.2
82.7

984 mL
(1.6)

Table 3.2-4. Co2+ and Cs+ removal efficiency and outflow volume for the

electrokinetic remediation with different reagent

전극실에 주입한 세정용액의 농도가 0.01 M이므로 초기 전극실에서의 pH는 3

부근이었다. 그러나 시간경과에 따라 전해반응 때문에 양극에서는 H
+
가 생성되어

pH는 2.5 부근으로 떨어졌고, 음극에서는 약 1일 경과 후부터 OH-가 생성되어

pH는 상승했다. 음극에서의 pH가 10이상으로 상승하면 토양내부에 수산화물이

생성되어 세정용액의 이동속도가 저감함으로 황산을 음극 전극실에 주기적으로

첨가하여 음극칸의 pH를 6이하가 되게 조절했다. 토양 셀내의 pH는 2.5-3.5이고

초산일 때 pH가 가장 높다(Fig. 3.2-8).

Fig. 3.2-9는 음극칸으로 유출되는 세정용액 이동속도를 시간경과에 따라 측정한

것이다. Test I에서의 세정용액 이동속도는 주로 전기삼투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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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pH variation in soil cell after completion of vertical

electrokinetic remediation versus reagent

세정용액의 일별 이동 속도는 초기에는 빨랐지만 제염시간의 경과와 함께

감소했다. 세정제로 EDTA를 사용하였을 때의 평균유출속도는 58.1 mL/day이며,

옥살산을 사용하였을 때의 평균 유출 속도는 64.4 mL/day이며, citric acid를

사용하였을 때의 평균 유출 속도는 78.7 mL/day이며, 초산을 사용하였을 때의

평균유출속도는 65.6 mL/day이다. 또한 Table 3.2-2에서 보여 주듯이 같은 부피의

토양을 제염할 때 토양폐액 발생량은 soil washing 방법을 사용했을 때 보다 약

1/20이상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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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 Flow rate variation with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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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과 Fig. 3.2-11에서는 15일 동안 동전기제염시 일별 제거효율을

보여준다. 코발트는 10일 이전에 약 80% 제거되지만, 세슘은 좀 더 서서히 제거되었다.

초산사용 시 15일 동안 코발트는 약 93.2%가 제거되고, 세슘은 약 82.7%가 제거되어

가장 높은 제거 효율을 나타내어 초산을 최적 제염제로 선정하였다.

Fig. 3.2-12에서는 동전기제염 15일 경과후의 토양내의 잔류한 코발트의 농도를

양극에서의 정규거리에 대해 나타내었다. 세정제로 EDTA를 사용하였을 때 코발트의

평균 제거 효율은 83.5%였으며, 옥살산을 사용하였을 때 코발트의 평균 제거 효율은

90.5%였으며, citric acid를 사용하였을 때 코발트의 평균 제거 효율은 86.9%였으며,

초산을 사용하였을 때 코발트의 평균 제거 효율은 93.2%였다. 그러므로 초산을

사용하였을 때 토양내의 코발트 제거 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3.2-13에서는 동전기제염 15일 경과후의 토양내의 잔류한 세슘의 농도를 양극에서의

정규거리에 대해 나타내었다. 세정제로 EDTA를 사용하였을 때 세슘의 평균 제거

효율은 57.9%였으며, 옥살산을 사용하였을 때 세슘의 평균 제거 효율은

81.9%였으며, citric acid를 사용하였을 때 세슘의 평균 제거 효율은 67.1%였으며,

초산을 사용하였을 때 세슘의 평균 제거 효율은 82.7.2%였다. 그러므로 초산을

사용하였을 때 토양내의 Co2+와 Cs+ 제거 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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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 Co cumulative removal efficiency with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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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 Cs cumulative removal efficiency with day

이상과 같이 4가지의 세정제를 사용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동전기제염 결과로부터

초산을 사용하였을 때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이 가장 높으므로 동전기제염을

위한 최적 세정제로 초산을 선정하고 이 세정제를 사용하여 최적 제염조건 도출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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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 Co removal efficiency with normalized distance

after 1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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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3. Cs removal efficiency with normalized distance

after 15 days

(나) 동전기세정 최적실험조건 도출 실험

앞의 실험에서 최적 세정제로 선정된 초산을 사용하여 기존의 동전기

방법과 새로 고안한 동전기세정 방법에 의해 토양제염실험을 수행하고, 코발트와 세슘

제거효율 및 세정폐액 유출량을 측정하여 동전기세정 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10일간의 제염실험 중 염산을 음극 전극실에 주기적으로 첨가하여 음전극실의 pH를

6이하가 되게 조절했다. Fig. 3.2-14는 음전극실로 유출되는 세정용액 이동속도를

시간경과에 따라 측정한 것이다.

Experimental
condition

Experiment
time(day) Removal efficiency Effluent

volume(mL/g)

Potential 

gradient(V/cm)
Horizontal E-F
(0.4 L, 0.01 M)

10
Co(%)
Cs(%)

91.3
63.5

534 mL
(1.3)

2

Horizontal E-F
(0.4 L, 0.01 M)

10
Co(%)
Cs(%)

97.4
65.4

965 mL
(2.4)

2

Horizontal E-F
(0.4 L, 0.01 M)

15
Co(%)
Cs(%)

97.9
86.9

1472 mL
(2.4)

2

Horizontal E-F
(0.4 L, 0.05 M)

15
Co(%)
Cs(%)

98.8
83.7

1332 mL
(2.2)

2

Horizontal E-F
(0.4 L, 0.01 M)

15
Co(%)
Cs(%)

98.3
94.8

1471 mL
(2.4)

4

Table 3.2-5. Co2+ and Cs+ removal efficiency and effluent volume for the

horizontal electrokinetic remediation with different experiment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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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기제염 시 세정용액 이동속도는 주로 전기삼투에 기인하지만, 동전기세정제염시

세정용액 이동속도는 전기삼투와 양수압력에 기인한다. 동전기제염 시에서 세정용액

평균 유출속도는 53.4 mL/day이며, 동전기세정제염시에서는 평균 유출속도는 95.6

mL/day이었다. 동전기세정제염 실험시 토양이 초산으로 포화되고 펌프에 의한 압력

때문에 토양셀 내의 세정용액의 유출속도가 빨랐다.

Fig. 3.2-15는 10일간의 실험 중 토양 셀로부터 매일 제거되는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을 표시한 것으로 코발트는 초기에 제거효율이 높았고 세슘은 좀 더 천천히

제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제염시간을 연장시키면 세슘의 제거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제염기간 초기 4일간 동전기세정 제염의

세정효과가 매우 커서 동전기제염 보다 제거효율이 평균 20%이상 상승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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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4. Effluent flow rate with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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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6은 10일 간의 동전기제염 후 토양셀 내에 잔류한 코발트와 세슘의

농도를 양극에서의 정규거리에 대해 나타내었다. 동전기제염에서는 코발트의 평균

제거 효율은 91.3%였고, 세슘의 평균제거효율은 63.5%였다.

동전기세정제염 I에서는 코발트의 평균 제거 효율은 97.4%였고, 세슘의 평균제거

효율은 65.4%였다. 그러므로 동전기세정제염 시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을 각각

약 6%와 2%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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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6. Co2+ and Cs+ distribution vs. distance in

soil cell after remediation completion for 10

days

Fig. 3.2-17은 15일간의 실험 중 토양 셀로부터 매일 제거되는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을 표시한 것이다. 동전기제염 시 코발트의 평균 제거 효율은 93.2%였고,

세슘의 평균제거효율은 82.7%였다. 동전기세정제염 I에서는 코발트의 평균 제거효율은

97.9%였고, 세슘의 평균 제거효율은 86.9%였다. 그러므로 동전기세정제염 시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이 평균 약4.5% 향상됨을 알 수 있다. Fig. 3.2-18은 동전기세정제염

시 초산농도를 0.01 M로부터 0.05 M로 증가시켰을 때의 토양 셀로부터 매일

제거되는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을 표시한 것이다. 초산 0.01 M을 사용했을 때

코발트의 제거 효율은 97.9%였고, 세슘의 제거효율은 86.9%였다.

반면에, 초산 0.05 M을 사용했을 때 코발트의 제거 효율은 98.8%였고, 세슘의

제거효율은 83.7%였다. 그러므로 초산농도를 증가시켰을 때 코발트의 제거효율은

증가하지만 세슘의 제거효율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Fig. 3.2-19는 동전기세정제염

시 토양 셀의 전압구배를 2 V/cm로부터 4 V/cm로 증가시켰을 때의 토양 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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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제거되는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을 표시한 것이다.

토양 셀의 전압구배를 4 V/cm로 증가시켰을 때 코발트의 제거 효율은 98.3%였고,

세슘의 제거효율은 94.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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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7. Increase of removal efficiency by horizontal

electrokintic-flushing remediation

그러므로 전압구배를 4 V/cm로 증가시켰을 때 토양셀 내의 코발트와 세슘의 평균

제거효율이 약 4.2%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수평형 동전기세정장치의

최적실험조건으로 수평형 동전기세정장치를 사용하여 초산 0.01 M을 사용하고

전압구배를 4 V/cm를 가하며 초산을 2.4 mL/g으로 주입하면, 15일 후 코발트는

98.3% 제거되고, 세슘은 94.8% 제거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Table 3.2-6은 수평형

동전기세정장치를 사용한 제염실험 결과를 보여 준다. 이 결과를 통해 동전기세정

장치의 최적제염조건을 도출할 수 있었고, 실증규모 수직형 동전기세정장치 제작에

필요한 설계인자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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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8. Removal efficiency versus acetic acid concentration

during electrokintic-flushing re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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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9. Removal efficiency versus acetic potential gradient during

electrokintic-flushing re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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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최적실험조건 및

설계인자
항목 최적실험조건 및 설계인자

최적세정제 초산(0.01-0.05 M) 전극

양극:Dimensionally Stable
Anode
음극:티타니움 전극 사용
(30V:스텐레스스틸 전극녹음,

50V: 티타니움전극 녹음)

장치 길이 15-20 cm 포화조건 세정제로 포화시킴

세정제주입
량

Effluent Reservoir
높이 조절

제염기관rks
토양셀 길이에 비례함
(14.5 cm:15일)

세정제주입
방법

Solution Reservoir
통해 주입 하며
초기 4일간 많게

동전기세정시
최대제거효율

코발트:98.3%
세슘:94.8%

세정제주입
량

L/S:2.1-2.5 펌프주입량
동전시제염시 발생한
토양폐액 방출량의 0.5배

발생기체
방출방법

전극실 위에 방출관
설치

세정제 농도5배
증가시

평균 제거효율 코발트는
증가하고, 세슘은 감소함

음극pH조절
방법

주기적으로
HCI첨가

전압 2배
증가시

평균 제거효율 4.2%증가

Table 3.2-6. Optimum experiment conditions and design factors for vertical

electrokinetic-flushing

(다) 10 L규모 수직형 동전기세정장치 개발 및 성능평가

국내 방사성 오염토양은 많은 모래를 포함하여 투수계수가 높다. 따라서

국내 원자력시설 주변 오염 토양에 적합한 제염방법으로는 동전기방법과 토양 세정

방법의 장점을 살린 동전기세정 방법이 이 토양의 특성에 적합한 기술이라고 사료되므로

동전기세정장치를 제작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동전기장치는 거의 수평형으로 제작되어

왔다. 그러나 수평형 동전기장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 즉, 토양셀 내부의

pH변화에 따라 제타포텐셜이 상승하여 양의 값으로 변하므로 전기삼투 흐름방향이

역류되어 양전극실 내의 용액이 방사능으로 오염된다.

또한, 세정제의 주입을 위해 펌프사용 시 24시간 가동이 어렵고 토양 투수능에 따라

펌프용량을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토양셀 중앙부에 불포화층이 형성되어 제거효율이

감소하고 불 균질 하다. 즉, 수평형 동전기세정장치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토양셀 내부의 pH변화에 따른 제타포텐셜 변화로 인해 전기삼투 흐름방향이

역류되어 양극 전극실 내의 용액이 방사능으로 오염된다.

- 세정제 Flushing을 위해 펌프사용 시 24시간 가동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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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투수능에 따라 펌프용량을 교체해야 한다.

- 토양셀 중앙부에 불포화층이 형성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수직형 동전기장치를 개발하고 있고

Jing-Yuan Wang 등(2007)은 음극에 축척된 오염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해 수직형

동전기장치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 장치는 윗쪽에 음극을 설치하여 세정제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흐르게 하여 오염물질이 토양 위쪽 표면에 모이게 하였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카올린으로부터 중금속을 제거하기 위해 upward 수직형

동전기장치를 사용하였고,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upward 수직형 동전기장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전기세정장치를 수직형으로 제작했다. 수직형 동전기세정장치는

Fig. 3.2-20과 같이 세정제 저장조, 동전기 토양셀, 토양폐액 저장조, 토양폐액

처리장치, 장치지지대, 정량펌프, power suppl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동전기장치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Fig. 3.2-20. Design diagram of 10 L vertical electrokinetic-flushing

remediatio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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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치는 기존의 동전기장치와 토양세정장치를 혼합한 장치이며, 오염토양의

투수능에 따라 동전기 토양셀 양전극실 내의 세정제 수위와 토양폐액 저장조 내

토양폐액 유입지점 사이의 높이 차(수두 차)를 조절하여 동전기 토양셀로 주입하는

세정제 주입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장치는 토양폐액 저장조 높이

조절에 의한 수두 차를 변화함으로서 다양한 투수능을 가진 방사성토양에 대해

단기간 내에 오염물질 제거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본 장치는 수직형으로 제작되었고 제염방향은 downward이며, 음극에서

발생한 수소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음극여과철판을 17°로 기울여서 발생가스가

여과철판을 거쳐 동전기 토양셀 뒤쪽 모서리 부분에 설치된 두 개의 수직 가스

방출관을 통해 제거되도록 하였다.

본 장치는 24시간 가동 가능하고, 동전기 토양 셀에서 발생된 토양폐액은 토양폐액

저장조로 방출되며, 토양폐액 저장조 내의 토양폐액은 토양폐액 처리장치로 적정량씩

이송되어 토양폐액 처리장치에서 처리되어 재사용된다. 수직형 동전기세정장치를

개선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실증규모 수직형 동전기세정장치의 설계도는 Fig.

3.2-21과 같다.

① 가스방출관 개선

㉮ 음극: 음극여과철판을 17도로 기울이고 양벽면에 가스방출관 설치

㉯ 양극: 뚜껑 중앙에 가스 방출관을 설치

② 24시간 가동 장치로 개선

㉮ Solution reservoir와 양극실을 연결

㉯ 양극실 뚜껑을 부착하고 수직 가스 방출관 설치

③ 세정제 주입량 조절 가능 개선

㉮ Effluent reservoir의 높이를 조절(토양 투수능에 따라)

수직형 동전기세정장치의 최적제염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Table 3.2-6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새로 제작한 수직형 동전기세정장치를 사용하여 4번의 실험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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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장치명 크기 재료 수량

1 세정제 저장조 18.2 L Acryl 1

2 동전기토양셀 10 L Acryl 1

3 토양폐액 저장조 4.5 L Acryl 1

4 토양폐액 처리장치 9.7 L Acryl 1

5 장치 지지대 STS 1

6 정량펌프 PVC 1

7 Power Supply 1

No 장치명 No 장치명

1 수직동전기세정셀 6 여과지판

2 양극실 뚜껑 7 토양폐액배출구

3 DSA 음극 전극판 8 양극실

4 티타니움 양극 전극판 9 음극실

5 그물형 여과철판

Fig. 3.2-21. Design diagram of the vertical electrokinetic-flushing remediatio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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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는 동전기제염 시의 제염효율을 분석하기 위해 양전극실의 수위와 토양폐액

저장조 폐액투입구의 높이를 일치시켜 단지 전기삼투와 이온이동에 의한 동전기제염실험을

수행하였다. 앞의 실험결과로 선정된 0.01 M의 최적 세정제를 사용하여 건조된

모의오염토양을 포화시킨 후 포화오염토양을 수직형 동전기세정장치의 8.3 L규모의

동전기 토양셀에 채웠다. 동전기 토양 셀의 위와 아래에 위치한 음극과 양극에 power

supply로 전압을 2 V/cm로 가한 후 20일 동안 동전기세정 제염실험을 수행하였다.

동전기 토양셀 음전극실에서는 수소가 발생되며 pH가 증가하므로 주기적으로

HCl을 음전극실에 주입하여 음전극실의 pH가 8이하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주기적으로 토양폐액 저장조로 유출되는 토양폐액 발생량을 측정하고 토양폐액

내의 코발트와 세슘 농도를 AA (AAnalyst 300)로 측정했다.

두 번째로 동전기세정실험 시 토양세정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세정제 주입량을

동전기제염 시 보다 약 1.5배 증가시켜 주었다. 세정제 증가로 인한 동전기제염 시

토양세정의 영향을 분석하기위해 실험기간 동안의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을

측정했다. 세 번째로는 전압구배를 증가시켰을 때의 제염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압구배를 2배로 증가시킨 후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을 분석했다. 네 번째로는

전압구배 4 V/cm하에 세정제 농도를 변화시켰을 때의 제염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세정제 농도를 0.01 M로부터 0.05 M로 증가시킨 후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을

분석했고 기타 실험 방법은 앞과 같다.

위의 실험을 통해 최단기간에 오염토양으로부터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최적제염조건을 도출하고자 했다.

Experimental
condition

Experiment
time(day)

Removal
efficiency Effluent volume(mL/g)

Potential
gradient(V/cm)

Vertical E-F
(8.5 L, 0.01 M)

20
Co(%)
Cs(%)

94.2
83.7

19,730 mL (1.6) 2

Vertical E-F
(8.5 L, 0.01 M)

20
Co(%)
Cs(%)

98.3
88.8

29,596 mL (2.4) 2

Vertical E-F
(8.5 L, 0.01 M)

20
Co(%)
Cs(%)

98.9
96.7

29,592 mL (2.4) 4

Vertical E-F
(8.5 L, 0.05 M)

20
Co(%)
Cs(%)

99.7
93.6

28,359 mL (2.3) 4

Table 3.2-7. Co2+ and Cs+ removal efficiency and effluent volume for the vertical

electrokinetic remediation with different experiment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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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7은 수직형 동전기세정장치를 사용하여 토양제염 시의 결과를 보여준다.

첫 번째 실험결과는 Fig. 3.2-22.와 같이 동전기제염 시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은 각각 94.2%와 83.7%였고, 토양폐액 발생량은 단위 토양 당 1.6

mL/g이었다. 실험조건하에서의 수직형 동전기방법은 토양 세정 방법보다 제거효율은

매우 높고 토양폐액 발생량은 작았다.

두 번째 실험결과 동전기세정방법에 의한 세정제 주입량의 증가로 토양으로부터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은 각각 98.3%와 88.8%였으며, 동전기방법 보다 평균 약

4.6% 제거효율이 증가했고 토양폐액 발생량도 2.4 mL/g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샘플 토양이 모래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전기세정 시의 토양세정에 의해

토양으로부터 좀 더 많은 오염물질이 추출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 실험결과는 Fig. 3.2-23과 같이 동전기 토양 셀의 전압구배를 2배로 증가시켜

4 V/cm를 적용시켰을 때,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은 각각 98.9%와 96.7%로 평균 약

4.3% 제거효율이 증가했고 특히 세슘 제거효율의 증가율이 높았다. 그러므로 전압구배

증가 시 제거효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으나 스텐레스스틸과 티타니움 전극에 전압을

50V이상 가할 경우 음전극이 녹아버리므로 DSA(Dimensionally stable Anode)를

사용해야 하며 그러나 DSA 전극도 50V이상의 전압에서 서서히 녹기 때문에 4V/cm

이상의 전압구배를 주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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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2. Increase of removal efficiency by vertical

electrokintic-flushing remediation



103

네 번째로는 Fig. 3.2-24와 같이 세정제 농도를 변화시켰을 때, 즉 세정제 농도를

0.01 M로부터 0.05 M로 증가시킨 후 제염실험 결과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은

각각 99.7%와 93.6%였다. 즉, 코발트의 제거효율은 상승했지만 세슘의 제거효율은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세정제농도를 증가시켜도 제거효율의 변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최적농도로는 초산 0.01 M～0.05 M로 사료된다.

위 실험결과 최적제염조건으로는 초산 0.01 M～0.05 M을 세정제로 사용하여

동전기토양 셀의 전압구배는 4 V/cm로 주며 제염시간은 20일이다. Fig. 25와같이

수직형 동전기제염 시 토양폐액의 발생량은 초기에 많았으나 제염시간 경과와 함께

감소하였다. 또한, 초산 0.05 M을 사용했을 때 초산 0.01 M을 사용했을 때보다

초기에는 많았으나 시간경과와 함께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새로 개발된 실증규모 수직형 동전기세정장치는 24시간 가동 가능하며,

초산 0.01 M를 사용하여 전압구배 4 V/cm를 주었을 때, 코발트는 98.9% 제거되고

세슘은 96.7%(평균97.8%)제거되었다. 또한, 발생된 토양 폐액의 부피가 극히

작고(토양세정방법의 5%미만), 앞으로 신기술 및 특허로 등록 준비 중 이며 KAERI와

고리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토양 및 콘크리트 페기물에 적용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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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 Removal efficiency versus potential gradient during

vertical electrokintic-flushing re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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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4. Removal efficiency versus acetic acid concentration during

electrokintic -flushing re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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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 론

수리전도도가 다소 높은 국내 원자력 시설 주변 토양으로부터 Co2+와

Cs+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동전기세정 제염기술을 개발하였다.

토양특성에 적합한 최적 세정제를 선정하기위하여, 동전기 장치를 이용하여 네

가지의 다른 세정제로 각각 실험을 수행했다. 동전기 제염시 일별 세정용액

이동속도는 초기에는 빨랐지만 제염시간의 경과와 함께 감소했다. 세정제로 citric

acid를 사용하였을 때의 평균유출속도는 78.7 mL/day로 가장 빨랐고, 동전기제염

시 토양폐액 발생량은 soil washing 방법을 사용했을 때 보다 약 1/20 이상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세정제로 초산을 사용하였을 때 코발트와 세슘의 평균

제거 효율은 각각 93.2%, 82.7%로 제거 효율이 가장 높으므로 동전기세정 실험에

사용할 최적세정제로 선정했다. 한편, 기존 동전기 방법과 새로운 동전기세정 방법에

의해 오염토양을 10일 동안 제염시켰을 때, 동전기세정 방법이 기존의 동전기방법

보다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을 각각 약 6%와 2% 향상시켰고, 투수성이 높은

토양의 경우 동전기세정방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원자력시설 주변 토양복원에 적합한 수직형 동전기세정장치 개발하고, 이장치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원자력시설 주변 토양을 복원하기 위한 최적제염 조건들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초산을 사용하였을 때 토양으로부터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이 가장 높으므로 동전기제염을 위한 최적 세정제로

초산을 선정하였고, 세정제 주입량의 증가로 토양으로부터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은 각각 98.3%와 88.8%로 평균 약 4.6% 제거효율이 증가했고 토양폐액

발생량도 동전기제염의 1.5배인 2.4 mL/g이었다.

동전기토양 셀의 전압구배를 2배로 증가시켜 4 V/cm를 적용시켰을 때,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은 각각 98.9%와 96.7%로 평균 약 4.3% 제거효율이 증가했고 특히

세슘 제거효율의 증가율이 높았다. 그리고 세정제 농도를 0.01 M로부터 0.05 M로

증가시킨 후 제염실험 결과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은 각각 99.7%와 93.6%로

코발트의 제거효율은 상승했지만 세슘의 제거효율은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세정제농도를 증가시켜도 제거효율의 변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실험결과 최적제염조건으로는 초산 0.01 M～0.05 M을 세정제로 사용하여

동전기토양 셀의 전압구배는 4 V/cm로 주며 제염시간은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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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전기세정 부지제염 공정장치 개선

(1) 동전기세정장치 개선

동정기세정장치의 가동 중에 발견된 문제점인 발생가스 방출관, 세정제

주입률 조절기능, 연속가동 기능, 그리고 전극재질 등 동전기세정장치를 개선하였다(Fig.

3.2-26). 양극은 양극실 뚜껑 중앙에 산소가스가 배출되고 세정제 유출 방지를 위해

수직 방출관을 설치하였고, 음극에서는 발생된 수소가스가 배출되도록 음극 여과

철판을 15° 경사가 되도록 하였다. 토양폐액 저장조의 높이를 토양 수리전도도에

따라 조절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세정제 주입은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도록 세정제

저장조와 동전기 양극 실을 연결하였다. 세정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극 실에

뚜껑을 부착하였다. 용액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조와 폐액처리장치에 뚜껑을

부착하였다. 전극은 실험을 통해 스테인레스스틸, 티타늄, 흑연, DSA 전극 중에

높은 전류에도 녹지 않는 전극을 선정하였다.

일체형일체형 센서센서 및및 광섬유를광섬유를 이용한이용한 신호전송신호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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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일체형 센서센서 및및 광섬유를광섬유를 이용한이용한 신호전송신호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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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6. Schematic diagram of the vertical electrokinetic-flushing

decontamination equipment



Fig. 3.2-28. electrode thickness

Table 3.2-8. Improvement contents

항목 필요성 개선내용

발생가스방출관개선

-양극: 세정제 주입 불가능함

-음극:공기층이 형성되어 제
염불가능함

-양극: 양극실 뚜껑 중앙에 산소가스가 배출되고 세정제
유출 방지를 위해 수직방출관을 설치 함

-음극: 발생된 수소가스가 배출되도록 음극여과철판을 15°
경사를 줌

세정제주입률조절
기능개선

제염효율증가를 위해 토양의
수리전도도에 따라 세정액 주
입률의 조절 필요

- 토양 폐액 저장조의 높이를 토양 수리전도도에 따라 조절
할 수 있게 개선 함

- 토양 수리전도도 크면:  토양 폐액 저장조 높이를 낮춤

- 토양 수리전도도 작으면: 토양폐액 저장조 높이를 높임

연속가동기능개선

야간 및 휴일에도 장치가동이
필요 함

- 세정제 저장조와 동전기 양극실을 연결하여 24시간
세정제 주입이 가능토록 함

- 양극실에 뚜껑을 부착하여 세정제가 넘쳐 흐르지 않게 함

- 저장조와 폐액처리장치에 뚜껑을 부착하여 용액증발을
방지함

전극재질개선

동전기셀 내의 전류가 높을수
록 제염효율이 증가하므로 전
류에 강한 전극 필요

실험을 통해 높은 전류에도 녹지 않는 전극을 선정함

- 스테인레스스틸, 티타늄, 흑연, DSA 전극의 용해점을
실험 함

- 장기간 높은 전류에도 녹지 않는 DSA전극으로 선정함

항목 필요성 개선내용

발생가스방출관개선

-양극: 세정제 주입 불가능함

-음극:공기층이 형성되어 제
염불가능함

-양극: 양극실 뚜껑 중앙에 산소가스가 배출되고 세정제
유출 방지를 위해 수직방출관을 설치 함

-음극: 발생된 수소가스가 배출되도록 음극여과철판을 15°
경사를 줌

세정제주입률조절
기능개선

제염효율증가를 위해 토양의
수리전도도에 따라 세정액 주
입률의 조절 필요

- 토양 폐액 저장조의 높이를 토양 수리전도도에 따라 조절
할 수 있게 개선 함

- 토양 수리전도도 크면:  토양 폐액 저장조 높이를 낮춤

- 토양 수리전도도 작으면: 토양폐액 저장조 높이를 높임

연속가동기능개선

야간 및 휴일에도 장치가동이
필요 함

- 세정제 저장조와 동전기 양극실을 연결하여 24시간
세정제 주입이 가능토록 함

- 양극실에 뚜껑을 부착하여 세정제가 넘쳐 흐르지 않게 함

- 저장조와 폐액처리장치에 뚜껑을 부착하여 용액증발을
방지함

전극재질개선

동전기셀 내의 전류가 높을수
록 제염효율이 증가하므로 전
류에 강한 전극 필요

실험을 통해 높은 전류에도 녹지 않는 전극을 선정함

- 스테인레스스틸, 티타늄, 흑연, DSA 전극의 용해점을
실험 함

- 장기간 높은 전류에도 녹지 않는 DSA전극으로 선정함

 

 DSA(Dimensional Stable Anode)전극은 전류(A)에 대한강도가 탁월하여 

용해점이 높으므로 최적 전극으로 선정되었고, DSA (Dimensional Stable 

Anode)은 티타늄을 백금으로 코팅한 전극이며, 용해점(Dissolution point)기준은 

동전기세정 실험 2일 경과 시 전극무게의 30% 감소되는 때의 전류 값이다(Fig. 

3.2-27, Fig. 3.2-28).

Fig. 3.2-27. evaluation of electrod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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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기세정 제염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된 10 L 동전기세정장치를 이용하여

세정제 종류, 장치의 형태, 세정제 주입률, 전류값, 세정제 농도 등의 파라미터를

변화시키며 최대 제염효율을 얻을 수 있는 세정제종류 및 실험조건을 도출하였다.

제염기간은 20일간 수행했고, 토양폐액의 mL/g의 의미는 토양 1 g당 발생된

토양폐액의 부피(mL)를 의미한다. 동전기 토양 셀에는 약 12,330 g의 모의 오염

토양을 투입하였다.

Reagent (M) Remediation
time (days)

Removal efficiency 
of Co & Cs (%)      

Electric Current
(mA/cm2)

Waste-solution
volume (mL/g,12330g)

Saturation 
degree (%)

EDTA 
(10L, 0.01M)

20 Co
Cs

84.6
59.3

2.0 1.5 100

Oxalic acid 
(10L, 0.01M)

20 Co
Cs

91.6
83.2

2.0 1.7 100

Citric acid
(10L, 0.01M)

20 Co
Cs

88.3
68.7

2.0 2.0 100

Acetic acid 
(10L, 0.01M)

20 Co
Cs

94.2
83.7

2.0 1.7 100

Nitric acid 
(10L, 0.01M)

20 Co
Cs

95.5
85.2

2.0 1.7 100

E-Flushing 
(10L, 0.01M)

20 Co
Cs

98.4
89.2

2.0 2.5 100

E-Flushing 
(10L, 0.01M)

20 Co
Cs

99.3
90.0

2.0 5.0 100

E-Flushing 
(10L, 0.01M)

20 Co
Cs

99.0
96.6

4.0 2.5 100

E-Flushing 
(10L, 0.01M)

20 Co
Cs

99.8
99.4

10 2.6 100

E-Flushing 
(10L, 0.05M)

20 Co
Cs

98.6
93.8

4.0 2.5 100

E-Flushing 
(10L, 0.002M)

20 Co
Cs

98.0
95.8

4.0 2.7 100

Soil washing(1.0M)
(4nd Scrubbing)

Co
Cs

98.5
60.0

30

Reagent (M) Remediation
time (days)

Removal efficiency 
of Co & Cs (%)      

Electric Current
(mA/cm2)

Waste-solution
volume (mL/g,12330g)

Saturation 
degree (%)

EDTA 
(10L, 0.01M)

20 Co
Cs

84.6
59.3

2.0 1.5 100

Oxalic acid 
(10L, 0.01M)

20 Co
Cs

91.6
83.2

2.0 1.7 100

Citric acid
(10L, 0.01M)

20 Co
Cs

88.3
68.7

2.0 2.0 100

Acetic acid 
(10L, 0.01M)

20 Co
Cs

94.2
83.7

2.0 1.7 100

Nitric acid 
(10L, 0.01M)

20 Co
Cs

95.5
85.2

2.0 1.7 100

E-Flushing 
(10L, 0.01M)

20 Co
Cs

98.4
89.2

2.0 2.5 100

E-Flushing 
(10L, 0.01M)

20 Co
Cs

99.3
90.0

2.0 5.0 100

E-Flushing 
(10L, 0.01M)

20 Co
Cs

99.0
96.6

4.0 2.5 100

E-Flushing 
(10L, 0.01M)

20 Co
Cs

99.8
99.4

10 2.6 100

E-Flushing 
(10L, 0.05M)

20 Co
Cs

98.6
93.8

4.0 2.5 100

E-Flushing 
(10L, 0.002M)

20 Co
Cs

98.0
95.8

4.0 2.7 100

Soil washing(1.0M)
(4nd Scrubbing)

Co
Cs

98.5
60.0

30

Table 3.2-9. The Co2+ and Cs+ removal efficiencies and the effluent volumes for

the electrokinetic decontamination with different experimental

conditions

최적세정제 선정에 의한 성능개선은 세정제로 1차 년도에서 후보 세정제로 도출된

옥살산, 시트릭산, EDTA, 초산, 질산을 사용하여 동전기세정실험을 수행한 결과

질산사용 시 코발트 제거효율은 95.5% 이고 세슘 제거효율은 85.2%로 제거 효율이

가장 높았고, 질산 세정제 사용 시 전해도가 높아 사용전압을 낮출 수 있어 전력비용

절감할 수 있으므로(40V → 2V(2 mA/cm2)) 질산을 최적 세정제로 선정 하였다(Fig.

3.2-29, Fig. 3.2-30). 수직형 선정에 의한 성능개선은 동전기세정 수직형 장치는 토양

셀의 중앙부의 불포화 및 토양셀 내의 역 흐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평형장치보다 제거효율이 높아 코발트와 세슘 제거효율이 각각 1.8% (98.6%)와

2.6% (95.8%)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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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9. Co2+ Remediation efficiency during vertical

electrokinetic remediation versus re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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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0. Cs+ Remediation efficiency during vertical

electrokinetic remediation versus reagent

수직형 장치는 토양셀 내에서 세정제종류와 pH 변화에 따른 역 흐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전기 양극 실에서의 세정액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토양폐액을

감소시키고 동전기세정장치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Fig. 3.2-31). 최적

주입률 선정에 의한 성능개선은 최적 주입률 선정을 위해 질산 주입률을 1.7 m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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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L/g, 5.0 mL/g으로 변화시키며 동전기세정 시 질산 세정제 주입률이 2.5

mL/g일 때, 코발트와 세슘의 평균제거효율은 3.5% 증가하지만 5.0 mL/g일 때 0.8%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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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 A relation of removal efficiency between electrokinetic-flushing

equipment and vertical electrokinetic-flushing equipment

질산세정제 주입률이 5.0 mL/g일 때 제거효율은 높지만 폐액발생량(세정제주입량)이

많으므로 질산세정제의 최적 주입률을 2.5 mL/g으로 선정하였다(Fig. 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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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 Removal efficiency versus effluent volume



111

최적 세정제농도 선정에 의한 성능개선은 최적 세정제농도 선정하기 위해 질산의

농도를 0.002 M, 0.01 M, 0.05 M로 변화시키며 동전기세정실험을 수행한 결과

질산이 0.01 M 에서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이 가장 높았고, 0.05 M 사용 시 pH

증가와 함께 Zeta Potential이 감소하기 때문에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은 오히려

감소하므로 0.01 M을 최적 세정제농도로 선정하였다(Fig.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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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 Removal efficiency versus concentration of nitric acid

최적전압 선정에 의한 성능개선은 동전기 토양셀내에 최적전압을 선정하기

위해전류 2.0 mA/cm2에서 4.0 mA/cm2, 6.0 mA/cm2, 10 mA/cm2로 증가 시키며

20일간 동전기세정실험을 수행한 결과 코발트와 세슘의 평균제거효율이 4%, 1.4%,

0.4%증가 하였고, 최적전압으로 평균 제거효율이 가장 높은 10 mA/cm2를 선정했다.

한편, 최적 실험조건으로 선정된 질산 0.01 M, 전류 10 mA/cm2, 세정제 주입률 2.6

mL/g, 그리고 20일간 동전기세정 제염 시 코발트 제거효율은 99.8% 이고, 세슘

제거효율은 99.4%이다(Fig.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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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4. Removal efficiency for electric current

(2) 동전기세정 제염공정 개선 결과

최적세정제는 제거효율이 높고 전압사용량이 적은 질산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질산의 최적 몰 농도는 0.01 M 이다. 개선된 수직형 장치는 수평형 장치

보다 세슘 제염효율이 2.6% 증가하였으며, 양극 실에 토양폐액 발생 방지 및 장치를

단순화 하였다. 개선된 수직형 장치에 따른 최적 세정제 주입률은 2.6 mL/g이며,

동전기셀 내에 흐르는 전류가 클수록 제거효율 커지지만 제거효율 증가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전기셀 내의 토양 제염효율은 상부가 하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양폐액 발생량은 초기 발생량이 많으나 시간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발트, 세슘 제거효율은 질산 0.01 M, 전류 10

mA/cm2, 세정제 주입률 2.6 mL/g 조건으로 하여 20일간 동전기세정 제염 하였을

경우 코발트 99.8%, 세슘 99.4%의 제거효율을 보였다. 최종 발생 토양폐액 부피는

극히 작다(2.6 mL/g, 토양세척방법의 10% 미만).

라. 동전기세정 부지제염 실증시험

(1) 방사성토양 입도 및 농도 분포 분석

해체 부지로부터 방사성토양을 채취하여 입도가 다른 여러 Sieve를

사용하여 방사성토양의 입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토양입도는 1.2 mm이며, 0.075

mm이하는 1.9%이고, 0.075-2 mm는 64.5%이고, 2 mm이상은 33.6% 이다. 또한 각

입도별 방사능오염 농도를 MCA로 계측하여 방사능농도를 계측한 결과이다.

전체입자 농도는 코발트가 697 Bq/kg이며, 세슘은 697 Bq/kg로 세슘의 농도가

코발트보다 높다. 그리고 방사능농도는 입도가 작을수록 높다. 또한, 토양입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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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방사능농도는 d <2 일 때, d>2보다 7.4배 증가한다(Fig. 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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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5. Radioactivity concentration according to

the particle size

Soil properties Value

Saturation degree (pH)

Porosity

Bulk density

Hydraulic conductivity

26.3%(6.3)

0.40

1.57(g/cm3)

1.8x10-3 cm/sec

Table 3.2-10. Hydraulic parameters

(2) 방사성토양에 대한 동전기세정장치 제염성능 실증시험

개선된 동전기세정장치와 모의토양을 사용하여 도출한 최적 세정제 및

최적 실험 조건을 근거하여, 세정제, 토양 방사능농도, 토양 입도, 전류 등의

파라미터를 변화시키며 방사성토양을 동전기세정 실증시험 시의 실증시험조건과

동전기세정 제염 결과를 제시한다. 동전기세정 기간은 20일이며, 토양 셀에 가한

전류값은 초기에는 10 mA/cm2 이었으나 제염효율을 높이기 위해 최종 실증

시험에는 20 mA/cm2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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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1. Electrokinetic-flushing decontamination conditions and results

Reagent
(M)

Initial
Conc.

(Bq/kg)

Remediation
time (days)

Removal efficiency
of Co & Cs (%)

Electric
Current

(mA/cm2)

Wastesolution
Volume
(ml/g)

Remark

Acetic acid
( 0.01M)

Co
Cs

72.9
117.4

20
Co
Cs

13.5(81.5)
52.7(55.1)

10 2.4

Nitric acid
( 0.01M)

Co
Cs

59.8
74.7

20
Co
Cs

9.1(84.8)
31.6(57.1)

10 2.5
Different
reagent

Nitric acid
( 0.01M)

Co
Cs

59.8
73.7

20
Co
Cs

6.9(88.5)
19.5(73.6)

10 4.5
Pretreatment
Soil
washing

Nitric acid
( 0.01M)

Co
Cs

1206
1643

20
Co
Cs

17.7(98.5)
640.8(61.0)

10 2.6
High
conc.

Nitric acid
( 0.01M)

Co
Cs

675.7
950.1

20
Co
Cs

12.8(98.1)
387.6(59.2)

10 2.6
Larger
Particle size

Nitric acid
( 0.01M)

Co
Cs

771.6
1052.2

20
Co
Cs

1.8(99.8)
366.2(65.2)

20 2.6
High
Current.

세정제종류 및 전처리 유무에 대한 제거효율 실증은 세정제로 질산 사용 시 초산

사용 시보다 제거효율이 높고, 동전기 토양 셀에 10 mA/cm2 전류를 유지하기

위한 전압이 매우 작아 제염기간 동안 사용되는 전력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저

농도에서 토양 내의 코발트를 동전기세정에 의해 10 Bq/kg 이하로 저감하기

어려우므로 코발트 제거효율이 다소 낮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제거효율이 낮으므로

제거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동전기세정 전에 전처리 과정으로 방사성토양을 2 M

황산으로 세척하여 상당량의 코발트(50%)와 세슘(24%)을 제거한 후 전 처리한

방사성토양에 대해 동전기세정 시 코발트와 세슘 제거효율은 각각 3.7%와 16.5%

증가한다(Fig. 3.2-36).

방사성토양 농도 변화에 따른 제거효율 실증은 저 농도 방사성토양(Co : 60

Bq/kg, Cs : 75 Bq/kg)과 고 농도 방사성토양(Co : 1,210 Bq/kg, Cs : 1,640

Bq/kg)을 각각 동전기세정 시 방사능농도가 높을수록 제거효율은 높았고, 고농도

토양을 동전기세정 시 저 농도 토양보다 코발트와 세슘 제거효율이 각각 13.7%와

3.9% 증가한다(Fig. 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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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6. Removal efficiency for different reagents in a soil cell

and removal efficiency with washing pre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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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7. Removal efficiency along the decontamination elasped time

for different radioactivity concentrations in radioactive soil

방사성토양 입도 변화에 따른 제거효율 실증은 동전기세정 시 방사성토양 입도

변화에 따른 제거효율 실증시험 결과 방사성토양의 입도가 클수록 제거효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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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다. 즉, 전체토양(평균 입도 : 1.2 mm)은 2 mm이하 토양(평균 입도: 0.6

mm)보다 제거효율이 코발트는 거의 비슷하지만, 세슘은 약 2% 증가한다(Fig. 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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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8. Removal efficiency along the decontamination elasped

time for different particle sizes of radioactive soil

동전기 토양셀에 가한 전류값 변화에 따른 제거효율 실증은 동전기 토양셀에 가한

전류값의 변화에 따른 제거효율을 분석하기 위해 DC Power Supply를 이용하여

각각 20 mA/cm2와 10 mA/cm2 적용하여 동전기세정 시, 20 mA/cm2일 때

제거효율은 코발트가 1.3%, 세슘은 4.2% 증가한다. 특히 제거효율이 낮은 세슘의

증가율이 높아져 한편, 1825 Bq/kg토양을 20일간 동전기세정 시 코발트는 99.8%

세슘은 65.2% 제거된다(Fig. 3.2-39). 앞의 실증실험을 통해 얻은 최적 실증시험

조건 즉 0.01 M 질산을 사용하여, 동전기 토양 셀에 20 mA/cm2 의 전류를

가하고, 질산세정제를 약 2.6 mL/g을 주입하며 동전기세정 시 505 Bq/kg 토양은

약 25 일 만에 그리고 1,010 Bq/kg 토양은 약 40일 만에 규제해제기준 이하(약 80

Bq/kg)로 제염된다. 또한, 1825 Bq/kg 토양을 50일간 동전기세정 시 코발트는

99.9% 세슘은 94.3% 제거 되고, 2850 Bq/kg 토양을 60일간 동전기세정 시

코발트는 99.9% 세슘은 96.4% 제거 되어 규제해제기준이하로 제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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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9. Removal efficiency along the decomtamination elapsed time for different 

electric current in a soil cell.

 한편, 원(연)에 보관된 2,000 Bq/kg 이하 토양을 규제해제기준 이하로 제염하기 

위해 평균 약 35-40일 소요되며, 3,000 Bq/kg 이상 방사성토양은 체 분리하여 

농도를 3,000 Bq/kg이하로 낮춘 후 동전기세정을 수행할 것 이다(Fig. 3.2-40).  

Fig. 3.2-40. Decontamination period required for decontaminating 

radioactive soil to a clearance radioactivity concentr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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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양재생폐액 재사용 성능 실증시험

동전기세정 토양폐액을 재사용하기위해 동전기세정폐액에 NaOH 투입

시 pH 10에서 세슘을 제외한 오염물이 98%이상 침전되므로, 토양폐액의 pH가

10이 될 때까지 NaOH를 투입하여 토양폐액 내의 오염물을 침전시켜 재생용액을

제조하였다(Table 3.2-12).

이 재생용액을 방사성토양 동전기세정 실증시험에 재사용하여 방사성토양으로부터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을 측정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5회 반복하며 동전기세정

실증시험을 통해 재생용액의 제거효율을 측정한 결과 각 재생용액의 제거효율은

원액에 의한 제거효율의 95%이상을 유지한다(Fig. 3.2-41).

pH Cs Co Fe Ni

8 18 99.7 98 98.4

10 21 99.9 100 98.6

11 22 99.9 100 98.6

Table 3.2-12. Precipitation ratios of contaminants according to a pH change by

the Na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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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1. Removal efficiency for recycling 5 time

(4) 동전기세정장치 적용 시의 경제성 분석

총 3년간 원(연)에 보관된 방사성토양 2,000 드럼을 규제해제농도 이하로

제염하여 자체처분 할 경우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 약 82%(112억)의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온다(Table 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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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년간 토양 2,000 드럼 제염할 경우

직접 처분비용 동전기세정 토양제염(3년 운영) 후 매립처분

- 드럼당 처분비: 700만원
(고화비용:약 200만원 포함)

- 700만원/드럼 x1,950 드럼
= 1,365,000 만원

- 동전기세정장치 제작비(동전기세정장치, 폐액재생장치, Power Supply, 
DSA 전극, 체분리장치 등):4.8억원

. 400L규모장치(1.5x1.5x0.18m) 1세트 : 1,200 만원

. 1,200 만원 x40 세트 = 4.8억원

- 시약비(질산 등): 2억원

- 전기및 수도료 : 2억원

- 인건비(3인) : 600만원x12x3x3=6.5억원

- MCA 등 분석비 : 1억원

- 공장 랜트 및 운영비 : 300만원x12x3=1.1 억원

- 토양폐액 재생 및 처리비: 5.5억원
.토양폐액 발생량 :5.0x2,000드럼=10,000드럼
.토양폐액 재생비(Alum포함): 3.5억원
.토양폐액처리비(2,000드럼, 증발):2.0억원

- 토양폐액침전물 잔류드럼: 50드럼

- 매립비: 1.5 억원

총비용 : 136.5 억원 총비용 : 약 24.4 억원

약 112억 (약 82 %) 비용절감

총 3년간 토양 2,000 드럼 제염할 경우

직접 처분비용 동전기세정 토양제염(3년 운영) 후 매립처분

- 드럼당 처분비: 700만원
(고화비용:약 200만원 포함)

- 700만원/드럼 x1,950 드럼
= 1,365,000 만원

- 동전기세정장치 제작비(동전기세정장치, 폐액재생장치, Power Supply, 
DSA 전극, 체분리장치 등):4.8억원

. 400L규모장치(1.5x1.5x0.18m) 1세트 : 1,200 만원

. 1,200 만원 x40 세트 = 4.8억원

- 시약비(질산 등): 2억원

- 전기및 수도료 : 2억원

- 인건비(3인) : 600만원x12x3x3=6.5억원

- MCA 등 분석비 : 1억원

- 공장 랜트 및 운영비 : 300만원x12x3=1.1 억원

- 토양폐액 재생 및 처리비: 5.5억원
.토양폐액 발생량 :5.0x2,000드럼=10,000드럼
.토양폐액 재생비(Alum포함): 3.5억원
.토양폐액처리비(2,000드럼, 증발):2.0억원

- 토양폐액침전물 잔류드럼: 50드럼

- 매립비: 1.5 억원

총비용 : 136.5 억원 총비용 : 약 24.4 억원

약 112억 (약 82 %) 비용절감

Table 3.2-13. Economical efficiency analysis

(5) 동전기세정장치에 의한 방사성토양 실증시험 결론

최적 세정제는 제거효율이 높은 질산을 선정 하였다. 토양세척 후

동전기세정 시 세슘 제거효율을 약 15% 높일 수 있다. 세슘 제거효율은 저농도

토양 보다 고농도토양(약 3,000 Bq/kg)에서 제거효율이 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양입도 증가 시 제거효율은 약간(2%) 증가한다. 전류에 따른 제거

효율은 전류 20 mA/cm2 적용 시 10 mA/cm2보다 세슘 제거율이 4.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농도 토양(약 1,000 Bq/kg)은 동전기세정 제염 시 40일 이내에

규제해제기준이하로 제염가능하다. 1825 Bq/kg 오염된 토양은 50일간 동전기세정

시 코발트는 99.9% 세슘 94.3% 제거가능하다. 또한, 2850 Bq/kg 오염된 토양은

60일간 동전기세정 시 코발트는 99.9% 세슘 96.4% 제거가능하다. 동전기세정장치로

원(연)에 보관된 2,000 Bq/kg 이하 방사성토양을 규제해제기준 이하로 제염하기

위해 평균 약 35-40일 소요된다. 3,000 Bq/kg이상의 방사성토양은 습식 체 분리를

통해 토양 방사성농도를 낮춘 후 동전기 세정 제염한다. 폐액 재사용은 NaOH를

투입하여 오염물을 제거한 재생용액을 5회 사용 시 각 재생용액의 제거효율은

원액에 의한 제거효율의 95%이상을 유지한다. 방사성토양 2,000 드럼에 대한

경제성분석은 약 82%(112억)의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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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적침출 제염기술 개발

가. 퇴적 침출 제염기술의 개요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 토양의 제염을 경제적,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퇴적 침출 기술의 이용을 검토하였다. 퇴적 침출은 중금속 오염

토양의 복원처리나[3.2-23∼3.2-26], 귀금속(금, 은)의 추출[3.2-27∼3.2-30], 우라늄

광미로부터의 우라늄 추출[3.2-31～3.2-33]을 위해 이용되어져 왔다. 퇴적 침출은,

시료채취 - 체 분리 - 응결 - 침출 공정을 포함한다(Fig. 3.2-42)[3.2-23, 3.2-24,

3.2-28, 3.2-32]. 제염대상 오염 토양의 입자 크기에 따른 오염도가 다르기 때문에,

입경의 분리를 통한 입경별 오염도를 파악하고, 오염도가 낮아 처리가 불필요한

토양(주로, gravel, coarse sand), 간단한 침출조작으로 처리 가능한 토양, 오염도가

높고 침출조작이 어려운 토양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응결 공정은, 오염 토양

퇴적더미에 침출제를 trickling 했을 때, 토양 미립자에 의한 공극의 막힘 현상의

발생으로 제염이 저해되기 때문에, 미세 입자를 응결제와 혼합, 응결시켜

침출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퇴적 침출 기술의 이용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적 단계로, 응결 조작이 필요한

토양입경, 응결을 위한 최적 응결제 및 그 함량 등을 결정하였고, 침출시험을 통한

침출제의 종류 및 농도에 따른 침출 제거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침출제의 종류 및

농도를 선정하였다. Co 및 Cs의 침출 제염을 평가하기 위해, 토양을 인위적으로

오염시켜 모사 오염 토양을 제조하여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Column test를 통하여

모사 오염 토양의 응결 시료 및 비응결 시료의 Co 및 Cs 제염 효율을 검토하였다.

또한, 토양의 제염성능을 large scale로 실증하기 위해, 10 L 규모의 컬럼형

침출장치를 제작하고 제염 실험을 실시하여 오염 토양의 실제 제염 수행시

고려해야 할 운전인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10 L 규모의 컬럼형 침출 장치의

효율적인 운전을 위하여 24시간 연속 운전이 가능하고, 신속한 제염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치를 개선하였다.

퇴적 침출 제염 기술의 실제 방사성 토양에의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Co-60 및 Cs-137로 오염된 방사성 토양을 이용하여 실증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토양 제염 폐액을 처리하기 위해 potassium ferrocyanide와 알칼리 첨가에 의한

공침 제거 기술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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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2. Schematic flow of heap leaching process

나. 퇴적 침출 제염기술 공정 개발

(1) 모사 오염 토양의 제조

원자력시설(TRIGA) 주변부지에서 토양을 채취하여 낙엽과 식물뿌리 등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토양 특성 분석 결과는 3.2가.(1)에서

서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채취토양을 건조시킨 후, 체분리를 통하여 입도분포를

조사하였다. 토양으로부터 Co 및 Cs의 제염을 평가하기 위해, 채취한 토양 중 4.75

mm이하의 입경에 해당하는 토양에 0.01M의 Co2+ 및 Cs+ 혼합용액을 건조토양에

L/S=0.4의 비율로 혼합하여 주기적으로 교반하면서 건조시켰다. 이 때, 조제된 모사

오염 토양의 Co 및 Cs 함유량은 235.7 mg-Co/kg-soil, 531.6 mg-Cs/kg-soil이었고,

이는 각각 4 mmol/kg-soil에 해당한다. 모사 오염 토양의 Co 및 Cs 함유량은

실험전후의 Co 및 Cs의 제거효율을 계산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폐기물 및 콘크리트 시료중 중금속함유량 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시료 2 g을 100 mL 비이커에 칭량한 다음, 질산을

10 mL 첨가한 후, 시계접시로 뚜껑을 덮은 후, 핫플레이트에서 약 110℃ ± 5℃의

온도로 4시간 이상 가열 분해시켰다. 분해 종료 후, 1% 질산을 이용하여 여과(No.

42)하고 액량을 100 mL로 mass-up하여 AA(AAnalyst 300, Perkin-Elmer co.)를

이용, Co 및 Cs 농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체분리를 통해 오염 토양으로부터 0.075

mm이하의 토양을 분취하였고, 동일한 실험방법으로 0.075～2.0 mm시료와 0.075

mm이하의 시료에 대하여 Co 및 Cs 함유량을 구하여, 원래의 모사 오염 토양의 Co

및 Cs 함유량과 비교하였다(Fig. 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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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3. Comparison of Co and Cs content in the soil samples

그 결과, 의도한 함유량(theoretical)과 측정된 함유량(d<4.75 mm)은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분취시료 중 0.075～2.0 mm 토양은 상대적으로 Co 및 Cs 함유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토양 입자크기에 따른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원래 모사

오염 토양의 Co 및 Cs 함유량에 비해, 응결을 위해 분취한 0.075 mm이하 토양의

경우, Co는 5.7배, Cs는 2.9배 높게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토양입자가

작을수록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응결 필요 입경의 선정

미세토양의 퇴적침출 제염 적용성 확보를 위해 응결 조건을 결정하였다.

퇴적침출을 이용한 토양의 제염을 위해, 기존의 문헌에서 사용된 운전변수인

토양의 투수계수를 조사한 결과, 10-5 cm/sec 이상으로 확인되었다(Table 3.2-14).

따라서 본 연구에서 퇴적 침출을 위한 토양 시료 중 투수계수 10-6 cm/sec 이하를

갖는 시료는 직접 침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응결 후 침출 제염할 필요가

있다.

Fig. 3.2-44에 시료로 사용한 토양의 입경별 (특정 입경 이하) 입도 분포를 보였다.

아래의 식(1), (2)[3.2-34]를 이용하여 각 특정입경 이하 토양시료의 투수계수를

계산한 결과를 Table 3.2-14에 나타내었다. 투수계수가 10-6 cm/sec 이하로 낮아져,

퇴적 침출 적용 시 운전을 방해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토양 시료 중 입경이

0.075 mm 이하의 토양은 응결시킨 후 침출 제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sec  ×
 ∼ (1)

sec  ×
  (2)

k : 투수계수 (cm/sec), D10 : 10% 유효입경(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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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k (cm/sec)

Thiel et al. (2004) [3.2-35] 1.0*10-2

Tampouris et al. (2001) [3.2-24] 8.7*10-4

Majid et al. (2001) [3.2-23] 3.3*10-3 ～ 1.2*10-2

Report (DOE, 1995) [3.2-32] 1.7*10-4

Decker et al. (2000) [3.2-36] 8.2*10-5

Finžgar et al. (2006) [3.2-25] 1.3*10-3

Table 3.2-14. Examples of water permeabilities (k) used for heap leaching

processes for soil remediation

0

20

40

60

80

100

0.0001 0.001 0.01 0.1 1 10 100

Whole size
d<2.0mm
d<0.85mm
d<0.425mm
d<0.25mm
d<0.15mm
d<0.075mm

particle size (mm)

A
cc

um
ul

at
ed

 s
iz

e 
di

st
rib

ut
io

n 
(%

)

Fig. 3.2-44. Particle size distribution in each soil sample with

smaller particles than d

Table 3.2-15에 특정입경이하의 토양시료를 대상으로 투수계수를 구한 결과를

보였다. 퇴적 침출을 위한 토양의 투수계수는 10-5 cm/sec 이상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0.075 mm이하의 토양은 투수계수가 4.8*10-6

cm/sec로 나타나 직접 침출 방법으로 처리하기에는 그 성능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퇴적 침출 공정을 위해, 대상토양의 0.075 mm이상은

직접 침출 방법으로, 0.075 mm이하는 응결 후 침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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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sample k(cm/sec)

Whole size 2.3*10-2

d<2.0 mm 4.9*10-3

d<0.85 mm 2.5*10-3

d<0.425 mm 3.2*10-4

d<0.25 mm 2.9*10-5

d<0.15 mm 1.6*10-5

d<0.075 mm 4.8*10-6

Table 3.2-15. Water permeabilities of the testing soil

samples

(3) 최적 응결제 및 첨가량 선정

전술한 0.075 mm이하 토양의 응결 후 침출 제염을 위해, 적절한 응결제와

그 첨가량을 결정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3.2-23∼3.2-33] 사용된 응결제인 Starch,

Vinyl acetate, Vinyl amide, Acryl amide, Sodium carboxymethylcellulose, Sodium

silicate를 이용하여 토양과의 혼합비를 0.5%, 1%, 2%, 5%, 10%, 20%로 하여 수분을

적당히 가해주면서 응결시켰다. 응결된 토양을 건조시킨 후, 탈이온수 및 HCl 0.1M

용액에 침수시켜 응결 입자의 용해(파괴) 정도를 평가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응결을

위한 최적의 응결제와 그 첨가량을 결정하였다. 또한, 응결시킨 토양을 대상으로

하여, 체분리를 실시하여 입도 분석을 수행하였고, 응결 전후의 토양 입경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Sodium silicate를 2% 비율로 혼합시켜 응결시켰을 때, 응결

입자가 재용해 또는 파괴되지 않는 최소한의 혼합비로 조사되었다(Fig. 3.2-45, Table

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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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5. Dissolution test of the agglomerated soil with sodium

silicate and carboxymethylcellulose salt (1, 2, 5 an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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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ders
addition ratio (wt%)

0.5 1 2 5 10 20

Starch X X X X X X

Vinyl acetate X X X X X X

Vinyl amide X X X X X X

Acryl amide X X X X X X

Sodium carboxymethylcellulose X X X X X X

Sodium silicate X Δ O O O O

Table 3.2-16. Results of dissolution tests for the agglomerated soils with

different binders and addition ratios

0.075 mm 이하 토양에 Sodium silicate를 2% 비율로 혼합시켜 응결시킨 응결

토양을 건조한 후, 입도분포를 조사하여 응결 전후의 입경 변화를 조사하였다(Fig.

3.2-46). 응결 전후의 평균 입경(입도 분포 곡선에서 50%에 해당하는 입경)은 응결

전 0.04 mm에서 응결 후 3 mm로 크게(약 75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적인

입경의 증가에 의해 퇴적 침출 공정시 원활한 투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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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6. Particle size distribution after an agglomeration

of soils with size of less than 0.075 mm



126

(4) 최적 침출제 및 농도 선정

Co 및 Cs의 침출 제염에 효과적인 침출제와 그 농도를 선정하기 위해,

batch scale leaching test를 실행하였다. 모사 오염 토양 10 g에 침출제 종류(d.w.,

HCl, Oxalic, Acetic, Citric)와 농도(0.001, 0.005, 0.01, 0.05, 0.1, 0.5 M)가 다른 용액

100mL(Liquid to solid ratio = 10)을 첨가하여 6시간 동안 교반 침출시키고,

여과하여 Co 및 Cs 농도를 AA(AAnalyst 300, Perkin-Elmer co.)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HCl이 다른 침출제에 비해 2～3배 높은 침출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Co는 0.01 M 이상의 농도로, Cs은 0.1 M 이상의 농도로 침출시키는

것이 제거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Fig. 3.2-47). 또한, HCl 0.1 M 사용시, Co는

99% 침출하지만, Cs는 63% 침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침출제 적용시 Co는 초반에

신속하게 침출 제거되지만, Cs은 Co에 비해 침출 제거되는 속도가 느린 것으로

파악되었다(Fig. 3.2-48).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 내 Co 및 Cs의 침출 제염시

0.1 M의 HCl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을 조사되었다(Table 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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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7. Leaching concentration of Co and Cs after bench scale

leach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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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8. Effect of leaching solution concentration on the removal

efficiencies of Co (a) and Cs (b)

HCl conc. (M)
Removal efficiency (%)

Co Cs

0.01 98.7 52.5

0.05 99.6 60.2

0.1 99.7 63.2

Table 3.2-17. Removal efficiencies of Co and Cs under the

various HCl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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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퇴적 침출 제염 실험

(1) 비응결토양의 제염 실험

Lab 규모 컬럼에서 비응결 토양의 Co 및 Cs 제거를 평가하기 위해,

0.075～2.0 mm 토양 10 g을 직경 20 mm, 높이 150 mm glass column에 충전하여,

HCl 0.1 M을 약 3.0 mL/min의 유량으로 유입시키면서 시간에 따라 유출액을

채취하여 부피와 Co 및 Cs 농도를 측정하였다. 시간에 따른 유출액 중의 Co 및

Cs의 농도 변화는, 약 14.3일 동안, Co는 초기에 많이 용출하고, Cs는 상대적으로

서서히 용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2-49). Co 및 Cs 농도 변화와 샘플링한

유출액 부피로부터 유출량을 계산하고, 초기 함유량으로부터 침출 제거율을 구하면

Fig. 3.2-49 와 같이 되는데, 약 14.3일 동안, Co 99.9%, Cs 96.5% 침출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20

40

60

80

0 0.01 0.1 1 10 100

Time (day)

L
e
a
c
h
in

g
 c

o
n
c
. 
(m

g
/l
)

Co

Cs

Fig. 3.2-49. Leaching concentration of Co and Cs for a column leaching

system with the not-agglomerated soils (0.075 mm < d <

2.0 mm) and 0.1 M HCl

또한, Co의 경우 실험시작 후 30분에 걸쳐 80% 이상 침출 제거되고, Cs는 80%

침출 제거되는데 약 34시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2-50). 이는 Cs의 경우,

Co에 비해 침출 제거되는데 많은 시간과 침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29

0

20

40

60

80

100

0 0.01 0.1 1 10 100
Time (day)

R
em

ov
al

 e
ffi

ci
en

cy
 (%

)

Co

Cs

Target (> 80%)

Fig. 3.2-50. Removal efficiency of Co and Cs with time for a column

leaching system with the not-agglomerated soils (0.075

mm<d<2.0 mm) and 0.1M HCl

또한, 80% 이상 침출 제거되는데 필요한 0.1 M HCl 용액의 양을 산출한 결과,

토양 중량대비 Co는 19배, Cs은 80배(mL/g)의 침출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3.2-51). 이는 10 g의 비응결 토양을 이용했을 때의 결과로, 시료

이용량이 많을수록 침출제 필요량은 저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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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1. Removal efficiency of Co and Cs with accumulated L/S ratio

for a column leaching system with the not-agglomerated soils

(0.075 mm<d<2.0 mm) and 0.1M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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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결토양의 제염 실험

0.075 mm이하 토양 5 g을 Na2SiO3를 첨가하여 응결/건조시킨 후, 직경

20 mm, 높이 150 mm glass column에 충전하여, HCl 0.1 M을 약 1.0 mL/min의

유량으로 유입시키면서 시간에 따라 유출액을 채취하여 부피와 Co 및 Cs 농도를

측정하였다. 시간에 따른 유출액 중의 Co 및 Cs의 농도 변화는, 약 28.8일 동안,

Co, Cs 모두 유사한 침출속도로 용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2-52).

농도변화에 유출액 부피를 계산하여 초기함유량으로부터 침출 제거율을 구하면

Fig. 3.2-53와 같이 되는데, 약 28.8일 동안, Co 97.9%, Cs 81.1% 침출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의 경우 실험시작 후 약 11일에 걸쳐 80% 이상 침출 제거되고,

Cs는 80% 침출 제거되는데 약 28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0% 이상 침출 제거되는데 필요한 0.1 M HCl 용액의 양을 산출한 결과,

토양 중량대비 Co 52, Cs 289배(mL/g)의 침출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토양

단위중량당 침출제 필요량을 비응결 토양(0.075～2.0 mm)과 비교하면 Co 5.5배, Cs

7.2배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3.2-54). 이는 응결조작으로

미세토양의 전체적인 투수성은 향상되어 컬럼 침출에 문제가 없지만, 입자의

응결로 인한 대상성분의 침출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비응결 토양과 마찬가지로, 이 결과는 5g의 응결 토양을 이용했을 때의 결과로,

시료이용량이 많을수록 침출제 필요량은 저감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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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2. Leaching concentration of Co and Cs for a column leaching

system with the agglomerated soils (d < 0.075 mm) and

0.1 M HC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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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3. Removal efficiency of Co and Cs with time for a

column leaching system with the agglomerated soils

(d< 0.075 mm) and 0.1 M HC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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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4. Removal efficiency of Co and Cs with accumulated L/S

ratio for a column leaching system with the agglomerated

soils (d<0.075 mm) and 0.1 M HC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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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 L 규모 실증장치를 이용한 제염 실험

(가) 10 L 규모 실증장치 제작

10 L 용량 실증규모의 침출 컬럼(직경 150 mm, 높이 600 mm acryl

column)을 제작하여 모사 오염 토양의 제거 특성을 조사하였다. Fig. 3.2-55에

나타낸 것처럼, 침출제가 중력식으로 침출 컬럼 상부에 유입되어 충전된 토양층을

통수한 다음 컬럼 하부로 유출되는 형태로 구성된다.

Leaching 
agent

Settling 
tank

Soil column

Pump

Leaching 
agent

Settling 
tank

Soil column

Pump

Fig. 3.2-55. Heap leaching demonstration equipment

(나) 실증장치를 이용한 제염실험

모사 오염 토양(4.75 mm이하)을 체분리하여 분취한 시료 중 0.075

mm이하 응결 토양(5.5%)과 0.075～4.75 mm 비응결 토양(94.5%)를 원래의 조성비로

혼합하여 실증 규모의 침출 컬럼에 충전하였다(Table 3.2-18). HCl 0.1 M을 약 5.0

mL/min의 유량으로 유입시키면서 시간에 따라 유출액을 채취하여 부피와 Co 및

Cs 농도를 AA(AAnalyst 300, Perkin-Elmer Co.)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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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6. Photo of heap leaching column equipment

Table 3.2-18. Large scale column test for Co and Cs removal using the

simulated mixed soil

Items Contents

Column dimension (mm) Ø150*H600

Column volume (L) 10.5

Soil sample
Simulated mixed soil

(agglomerated + not-agglomerated)

Soil amounts (kg) 10.0

Soil packing density (g/cm
3
) 1.43

시간에 따른 유출액 중의 Co 및 Cs의 농도 변화는, 약 11.3일 동안, Co는 초기에

많이 용출하고, Cs는 상대적으로 서서히 용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2-57).

농도변화에 유출액 부피를 계산하여 초기 함유량으로부터 침출 제거율을 구하면

Fig. 3.2-58와 같이 되는데, 약 11.3일 동안, Co 94.0%, Cs 82.8% 침출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의 경우 실험시작 후 약 1일에 걸쳐 80% 이상 침출 제거되고,

Cs는 80% 침출 제거되는데 약 11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0% 이상 침출 제거되는데 필요한 0.1 M HCl 용액의 양을 산출한 결과,

토양 중량대비 Co 1.4, Cs 8.0배(mL/g)의 침출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토양

시료량이 많을수록 침출제사용량은 줄어들어 적은 침출제로 높은 제거율을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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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Fig. 3.2-59). 이는 기존의 토양 침출 공정에서 보고된 폐액발생량 40

mL/g에 비해 Cs 기준으로 약 1/5의 폐액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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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7. Scale-Up test results for a leaching of Co and Cs with a

column packed with 10L of simulated contamination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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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8. Scale-Up test results for a leaching of Co and Cs with a

column packed with 10L of simulated contamination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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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9. Removal efficiency of Co and Cs with L/S (mL of spent

solution/g of soil) ratio in column test with a pilot scale

equipment

(다) 실증 장치의 개선

퇴적침출 부지제염 실증장치에서 침출제 유입이 24시간 제어

가능하도록 전극 센서의 설치 및 펌프와 연동시켜, 컬럼 충전 토양 상부에서

침출제가 일정 수위를 유지하도록 장치를 개선하였다. 또한, 침출 제염 중 제염

중간평가를 위하여 컬럼의 깊이별 12 cm 간격으로 hole(Φ12 mm)을 시공하여,

침출액 및 토양의 sampling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아크릴 컬럼 내로 유입되는

침출제는 HCl 0.1 M이므로 컬럼 상부에 Cover를 설치하게 되는데, 침출제 적용시

컬럼 내의 압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부 Cover에 직경 2 mm의

압력저하 방지용 hole을 시공하였다(Table 3.2-19, Fig. 3.2-61).

항목 필요성 개선 내용

-침출제 유입유량의

제어

-침출제 유입시 24시간

연속 제어 가능

-토양 컬럼의 공극형성을

방지

-침출제 유입부에 수위감지 전극센서

연결

-전극센서에 펌프를 연동하여 일정한

수위가 유지되도록 함

-컬럼 깊이별

모니터링용 hole

-충전토양 깊이별 제염

정도 판단

-12 cm 간격으로 5개의 hole (ID1.5

cm), screw type capping

-컬럼상부 cap에 hole -컬럼 내 압력저하 방지 -컬럼 상부 cover에 hole

Table 3.2-19. Improvement of 10 L scale colum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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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control

PP

Leaching 
agent

Soil 
column

Pump

Sampling 
port

a. 침출제 저장 용기

b. 펌프

c. 수위 조절 장치

d. 전극센서

e. 시료 채취용 hole

f. hole cap (screw)

g. 토양

h. 침출제 유출량 조

절 밸브

i. 컬럼 하부 캡

j. 컬럼 지지 프레임

Fig. 3.2-60. Schematic diagram of the improved equipment

라. 퇴적 침출 제염 실증 실험

(1) 저농도 방사성토양의 제염

자체처분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방사능 토양에 약 10배의 물을 첨가하여

교반하면서 0.075 mm 망 체를 이용, 체분리를 실시하였다[3.2-37∼3.2-38]. 체분리에

의해 초기 토양 중량에 비해 약 20%(미세토양)가 물과 함께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습식 체분리 전후의 방사능 분포는, 토양 시료 20g을 취하여 MC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o의 경우, 59.8 Bq/kg에서 34.9 Bq/kg로 저감되었고, Cs의

경우, 72.5 Bq/kg에서 48.5 Bq/kg로 저감되어, 전체 132 Bq/kg에서 83.4 Bq/kg로

저감되어 자체처분기준에 준하는 방사능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저농도의 방사성토양 (132 Bq/kg)을 대상으로 단순히 습식 체분리에

의해 상대적으로 방사능 분포가 높은 미세 토양을 분리함으로써 자체처분 기준(80

Bq/kg)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3.2-61). IAEA에서 권고하는

자체처분기준은 100 Bq/kg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3.2-39～3.2-41], 국내에서 처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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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80 Bq/kg으로 정하여 실증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는

방사성 토양을 제염할 때, 저농도 토양을 신속하고 간단하게 제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습식 체분리로 물과 함께 분리된 미세토양은 응결 후

침출 제염 공정을 적용하여 제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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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1. Distribution of soil radioactivities (low level) by

wet-sieving

(2) 단기 및 장기 오염 토양의 퇴적 침출 제염 실험

오염 기간이 다른 고농도 방사성 토양을 이용하여 0.1 M HCl 에 의한

침출 제염을 실시하였다. 즉, 단기 오염(1개월) 토양(635, 2,560 Bq/kg)의 응결,

비응결 토양을 침출 제염 후 침출제 사용에 따른 제염정도를 평가하였고, 장기

오염 (20년이상) 토양의 입경별 침출 제염 후 침출제 사용량에 따른 제염정도를

평가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단기 오염 토양과 장기 오염 토양의 Cs 오염 분포 및

제염 효율과의 관계를 예측하였다.

(가) 단기간 오염 토양의 침출 제염 특성

단기 오염(1개월) 토양(635, 2560 Bq/kg)을 0.075 mm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0.075 mm이하 토양의 경우 sodium silicate(5%)를 첨가하여 응결시켰다.

응결 토양과 비응결 토양 30 g을 직경 30 mm, 높이 200 mm glass column에

충전하여, HCl 0.1 M을 적용하여 침출 제염을 실시하였다. 토양 중량 대비 침출제

적용량(mL/g)이 10, 20, 30, 60이 되었을 때, 토양의 방사능 분포를 MC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초기 방사능 대비 제거율을 계산하였다. 응결, 비응결 토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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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 제염 후 침출제 사용량에 따른 제염 정도를 평가하였다 (Fig. 3.2-62). Co의

경우, 30 mL/g에서 대부분 침출 제거되고 (제염 후 토양 중 Co 방사능 = 20

Bq/kg 이하) Cs의 경우, 60 mL/g에서 100 Bq/kg 부근까지 저감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초기 오염 토양의 경우, 퇴적 침출 기술을 적용하여 자체처분기준

이하로 제염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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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2. Decontamination results of radioactive soil with short-term aging

(1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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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기 오염 토양의 침출 제염 특성

장기 오염(20년이상) 토양을 0.075, 0.425, 2.0 mm를 기준으로 4종류로

분류하였고, 0.075 mm이하 토양의 경우 sodium silicate(5%)를 첨가하여

응결시켰다. 응결 토양과 비응결 토양 각 30 g을 직경 30 mm, 높이 200 mm glass

column에 충전하여, HCl 0.1 M을 적용하여 침출 제염을 실시하였다. 토양 중량

대비 침출제 적용량(mL/g)이 10, 30, 60, 100, 200, 300이 되었을 때, 토양의 방사능

분포를 MC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초기 방사능 대비 제거율을 계산하였다.

침출 제염 후 침출제 사용량에 따른 제염 정도를 평가하였다. Co의 경우 모든

토양 시료에 대해 30 mL/g에서 대부분 침출 제거되었다(제염 후 토양 중

Co방사능 = 20 Bq/kg이하) (Fig. 3.2-63(a)). Cs은 입경이 2.0 mm 이상(236 Bq/kg)

토양에 대해 60 mL/g의 침출제 사용으로 80 Bq/kg 부근까지 제염시킬 수

있었다(Fig. 3.2-63(b)). 결론적으로, 장기간(20년 이상) 오염이 지속되고 방사능이

상대적으로 높은 토양이라 하더라도, Co의 경우 침출 제염으로 간단하게 제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오염 토양 중 방사능이 높은 미세 토양의 경우, Cs의

제염에는 많은 양의 침출제의 적용이 필요하고 제염을 위해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증실험에 사용한 토양의 전체 방사능 분포 변화로부터,

방사능 농도가 높고(1620, 3360, 4960 Bq/kg) 입경이 2.0 mm 이하의 토양(0.425-2.0

mm, 0.075-0.425 mm, 0.075 mm이하 응결토양)의 경우에는 침출제 사용량을 200

mL/g 이상을 사용하여 80% 이상의 제염 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Fig. 3.2-6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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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3. Decontamination results of radioactive soil with long-term aging

(more than 2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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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양 입자 내 Cs 존재 형태 모사

침출 제염은 침출 용액 내의 수소 이온과 토양 내 핵종(Cs+, Co2+

등)과의 이온교환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

Cs 치환 반응: R-Cs (S) + H+ (L) ↔ R-H (S) + Cs+ (L)

토양의 오염 기간이 길어지면 weathering에 의해 핵종이 토양 내 미세공으로

확산되며 침출제로 추출하는데 매우 긴 반응 시간이 필요하다. Cs 이온의 미세공

확산도는 10-10 cm2/sec 이하이며 입자 크기가 1 mm 인 경우 확산시간 상수 D/R2

<10 -5/sec 로서 토양 표면까지 확산되는데 110시간 이상 소요된다. 이러한 반응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 오염 토양과 장기 오염 토양의 Cs 제염 결과로부터 오염

형태를 분석하였다(Fig. 3.2-64).

단기 오염 토양의 경우, 96% 이상의 Cs 이 이온교환 가능한 토양 입자의 표면이나

macropore에 존재하며, 장기 오염 토양의 경우 약 34% 의 Cs 이 토양입자 세공

내부로 확산 이동하여 비교환성 또는 난 교환성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3.2-42～3.2-48]. 따라서 퇴적 침출을 이용하여 토양을 제염할 경우, 오염

후 숙성기간이 비교적 짧은 토양의 제염 처리에 우수한 성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96.5%

3.5% 
34.2%

65.8%

Exchangeable (Surface, macropore)

Non-exchangeable (Micropore)

1 month >20 yrs

96.5%

3.5% 
34.2%

65.8%

Exchangeable (Surface, macropore)

Non-exchangeable (Micropore)

1 month >20 yrs

Fig. 3.2-64. Cs 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of soil with short-term (1 month)

and long-term aging (more than 2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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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토양 제염 폐액 처리 기술 개발

(1) Potassium ferrocyanide 및 알칼리 첨가에 의한 공침처리 기술 개요

Potassium ferrocyanide 및 알칼리 첨가에 의한 공침 처리를 이용한

토양제염폐액 처리 반응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다(Fig.3.2-65)[3.2-49～3.2-58].

l K4Fe(CN)6로부터 Cs 선택성이 있는 KaCobFe(CN)6의 생성,

l KaCobFe(CN)6의 Cs 이온교환,

l 알칼리첨가(NaOH)로 Co 침전제거(pH=9이상).

(1) KaCobFe(CN)6 생성 : Co2+ + K4Fe(CN)6 → K+ + Co2+ + KaCobFe(CN)6 ↓

(2) Cs 이온교환 : KaCobFe(CN)6 + Cs+ → Co2+ + KxCoyCsFe(CN)6 ↓

(3) Co 침전 : Co2+ + 2Na+ + 2OH- → Co(OH)2↓ + 2Na+

Fig. 3.2-65. Reactions of co-precipitation using K4Fe(CN)6 and NaOH

폐액교반조

NaOH + K4Fe(CN)6 첨가

침전조
유출수

침전슬러지

탈수/건조,

처분

토양

제염

폐액

(증발or재사용) 

방사능계측

폐액침전조

Fig. 3.2-66. Flow diagram for the treatment of soil decontamination wastewater

Potassium ferrocyanide(K4Fe(CN)6) 및 NaOH 첨가에 의한 Co 및 Cs의 공침

제거공정을 모사 폐액을 이용하여 규명하였다(Fig. 3.2-66). 토양제염 폐액 내 Co 및

Cs 제거 반응기구를 모사하였고, Cs 제거 시 필요한 Co 농도 대비 K4Fe(CN)6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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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비 도출하였다. 방사성 토양 제염폐액에 비방사성 Co 및 K4Fe(CN)6를 최적 반응

몰비(2.42:1)로 첨가하여, KaCobFe(CN)6 의 생성 및 이를 통한 폐액 중 핵종 Cs의

이온교환을 유도하고, 알칼리첨가를 통한 Co 침전제거 후 전체 제거율을

평가하였다. 위 결과를 알칼리 첨가만을 통한 Co 및 Cs 제거율과 비교하여 Co와

Cs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2) Potassium ferrocyanide 및 알칼리 첨가에 의한 공침 실험

(가) Co : K4Fe(CN)6 반응 몰비 도출

Co 초기 농도를 53.9 mg/L, Cs 초기 농도를 52.0 mg/L로 조제한

모사폐액을 50 mL씩 100 mL 용량 비이커에 분취하고, magnetic stirrer를 이용하여

교반시켜 가면서, 각 비이커에 K4Fe(CN)6를 1, 2, 3, 4, 6, 6.5, 7, 8 mg 첨가하여

KCoFC의 생성을 유도하였다. 다음으로, pH를 9에서 10 사이가 되도록 0.1 M

NaOH를 첨가하였다. 신속히 급속 및 완속 교반을 실시한 다음, 30～60분간

정치시키고, 침전이 종료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 비이커 상부의 용액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20 mL씩 샘플링하였다. 각 시료를 0.2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그 여과액의 Co 및 Cs 농도를 AA(AAnalyst 300, Perkin-Elmer

Co.)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Co 초기 농도 53.9 mg/L에 대하여 K4Fe(CN)6 8 mg을

첨가했을 때 Cs 제거가 최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2-67). 이로부터,

Cs 제거 시 필요한 Co농도 대비 K4Fe(CN)6 반응 몰비를 구할 수 있었으며, Cs의

침전 제거율이 최대가 되는 Co2+ : K4Fe(CN)6의 몰비는 2.42 : 1로 조사되었다(Table

3.2-20).

모사폐액량(mL) 50

Co 초기농도(mg/L) 53.9

Cs 초기농도(mg/L) 52.0

K4Fe(CN)6첨가량(mg) 1, 2, 3, 4, 6, 6.5, 7, 8

pH조절제 0.1 M NaOH

교반조건
급속-5분
완속-20분
정치-30～60분

여과 0.2 μm

Table 3.2-20. Experimental conditions for the determination of

mole ratio (Co2+ vs. K4Fe(C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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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7. Results of the experiment for the

determination of mole ratio (Co2+ vs.

K4Fe(CN)6)

(나) 최적 Co 조절 농도 도출

실제 방사성 토양 제염 폐액 중의 Co 및 Cs의 농도는 침전 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비방사능 Co를

첨가해 주어야 한다. 이로써 K4Fe(CN)6를 첨가에 의해 KCoFC가 생성될 수 있고,

Cs이 제거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방사능 폐액에 인위적으로 첨가해 주어야 하는

비방사능 Co의 조정 농도를 실험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Co 초기 농도를 10, 25, 54, 100 mg/L, Cs 초기 농도를 52.0 mg/L로 조제한

모사폐액을 50 mL씩 100 mL 용량 비이커에 분취하고, magnetic stirrer를 이용하여

교반시켜 가면서, 각 비이커에 K4Fe(CN)6를 8 mg씩 첨가하여 KCoFC의 생성을

유도하였다(Table 3.2-21). 다음으로, pH를 9에서 10 사이가 되도록 0.1 M NaOH를

첨가하였다. 신속히 급속 및 완속 교반을 실시한 다음, 30～60분간 정치시키고,

침전이 종료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 비이커 상부의 용액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20 mL씩 샘플링하였다. 각 시료를 0.2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그

여과액의 Co 및 Cs 농도를 AA(AAnalyst 300, Perkin-Elmer co.)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실증 제염폐액 (이온교환, 침전 반응이 어려운 극 저농도)을 처리하기

위한 최적의 비방사능 Co 조정 농도를 25 mg/L로 조절했을 때 Cs의 침전

제거율이 최대가 되었다(Fig. 3.2-68). 따라서 방사능 토양 제염폐액의 처리시,

비방사능 Co를 이용하여 용액 중 Co 농도를 25 mg/L로 조절한 후, K4Fe(CN)6를

첨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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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폐액량(mL) 50

Co 초기농도(mg/L) 10, 25, 54, 100

Cs 초기농도(mg/L) 52.0

K4Fe(CN)6첨가량(mg) 8

pH조절제 0.1 M NaOH

교반조건
급속-5분
완속-20분
정치-30~60분

여과 0.2 μm

Table 3.2-21. Experimental conditions for the determination of

optimum adjusting concentration of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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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8. Results of the experiment for the

determination of optimum adjusting

concentration of Co2+

(다) 방사성 폐액을 이용한 처리 실증시험

방사성 토양 제염폐액(500 mL)을 대상으로, Co2+농도가 25 mg/L가

되도록 비방사능 Co2+를 이용하여 농도를 조절하고, K4Fe(CN)6 160 mg/L (Co2+ :

K4Fe(CN)6 = 2.42 : 1)가 되도록 K4Fe(CN)6 을 첨가한 후 NaOH 이용하여 pH=9로

조절하여 침전 조작을 실시하였다. 침전 종료 후, 0.2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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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과액(20 mL)의 Co 및 Cs 방사능 농도를 MCA로 측정하였다. 또한, NaOH

단독 첨가에 의한 침전 실험을 동일하게 실시하여 0.2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그 여과액(20 mL)의 Co 및 Cs 방사능 농도를 MCA로 측정하였다. 두 가지 침전

실험 결과로부터 Co 및 Cs 제거율을 비교·평가하였다(Table 3.2-22, Fig. 3.2-69).

NaOH 단독 침전에서는 Co의 98%, Cs의 57%만 제거되어, Co의 제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Cs은 알칼리 침전으로는 제거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공침

제거 공정인 K4Fe(CN)6 + NaOH 침전을 통해 폐액 중 Co의 99%, Cs의 99%

제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침전물 발생량은 폐액량 대비 1.2%로, 별도의

공정(농축, 탈수, 건조)을 통해 처리될 수 있으며, 처리수는 토양제염을 위한 침출제

제조를 위해 재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토양제염 폐액량(mL) 500

Co 초기 방사능(Bq/L) 26.6

Cs 초기 방사능(Bq/L) 88.4

Co 조정 농도 (mg/L) 25

K4Fe(CN)6 조정 농도(mg/L) 160

pH 조절제 1 M NaOH

교반조건 급속-5분, 완속-20분, 정치-30~60분

여과 0.2 μm

Table 3.2-22. Experimental conditions of wastewater treatment after

radioactive soil de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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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9. Results of wastewater treatment after radioactive soil

de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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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임계 CO2 제염기술 개발

가. 친이산화탄소성 우라늄 추출제 개발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하기 위하여 용매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는

비극성 물질이므로 유기물과 같은 극성물질과 금속과 같은 이온성 물질에 대하여

낮은 용해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우라늄

제염공정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라늄 금속과 결합하거나 용해시키는 추출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금속이온과 결합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직접 추출할

수 있게 하는 ‘킬레이트 리간드’형 추출제와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금속이온용액의

혼합용액을 만들 수 있는 ‘마이크로에멀젼’형 추출제를 개발하였다[3.2-59∼3.2-62].

본 절에서는 ‘킬레이트 리간드’형 추출제와 ‘마이크로에멀젼’형 추출제의 작용원리

및 합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1) 친이산화탄소성 킬레이트 리간드형 추출제의 개발

(가) 킬레이트 리간드의 작용 및 설계 원리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사용되는 킬레이트 리간드형 추출제는 금속

이온과 착물을 형성하는 금속결합 리간드 영역과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녹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 친화성 영역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한다. Fig. 3.2-7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의 금속과 결합할 수 있는 킬레이트 리간드는 수용액내 금속이온과

금속착물을 형성하여 금속이온을 유기용매로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금속 결합용 킬레이트 리간드를 이용한

착물은 일반적으로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되지 않으므로,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친화성 작용기를 기존의 금속과 결합할 수 있는

킬레이트 리간드에 부착시켜 초임계 친이산화탄소성 금속 결합용 킬레이트

리간드를 합성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친화성 작용기’와 ‘금속 결합 킬레이트

리간드’를 접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질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이산화탄소 친화성 작용기’는 합성이 용이하고 쉽게 구입하거나 구할 수

있어야 하며 경제적으로 저렴해야 한다. 또한 화학적 조작이 가능하여 물성에 따른

구조변경이 간단한 화학적 반응도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서

화학적인 안정성을 갖고 있어야 원하는 추출조건에서도 분해되지 않고 목적하는

바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작용기로는 fluoro, siloxane,

t-butyl, carbonyl, ether, 그리고 acetyl 등을 고려 할 수 있다. ‘금속 결합 킬레이트

리간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금속이온들과 효과적으로 착물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한 금속이온에 대한 선택적으로 착물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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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이 또한 경제적으로 저렴하여야 하고, 합성이 용이하고, 간단한

조작으로 구조변경이 용이해야 한다.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작용기로는 -COOH,

-OH, -NH, -SH, halogen, epoxide, phenyl 등을 고려할 수 있다.

Fig. 3.2-70. The principles of metal complex by chelating ligand for carbon

dioxide applicants

(나) 킬레이트 리간드 TBOD의 합성

친이산화탄소성 금속 결합용 킬레이트 리간드의 설계원리에 따라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우라늄을 제염하기 위한 ‘친이산화탄소성 킬레이트

리간드’형 추출제인 TBOD(Tetrabutyl pentaoxadiamine)를 diglycolyl chloride와

dibutylamine을이용하여 Fig. 3.2-71에나타낸반응 방법에 따라 합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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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1. The mechanism of TBOD chelating ligand

500 mL 둥근 플라스크에 methylene chloride를 약 300 mL 넣은 후 교반하면서

dibutylamine 10.84 mL과 triethylamine 10.33 mL을 넣는다. 얼음수조를 설치한 후

diglycolyl chloride 3.47 mL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서서히 주입하였다. 얼음수조에서

약10분간 반응한 후 상온에서 약 5시간 반응하였다. 층 분리 플라스크를 이용하여

생성물이 있는 methylene chloride에 증류수 250 mL을 가하여 흔들어 준 후 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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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였다. magnesium sulfate를 분리된 methylene chloride에 넣고 여과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진공증발농축기를 이용하여 유기 용매를증발시켜 TBOD를농축하였다.

합성된 TBOD는컬럼을통해정제한후 NMR로 분석하여 TBOD임을 확인하였다.

(2) 친이산화탄소성 마이크로에멀젼형 추출제의 개발

(가) 마이크로에멀젼의 작용 및 설계 원리

친이산화탄소성 마이크로에멀젼형 추출제는 Fig. 3.2-72에 나타낸 것과

같이 극성인 물과 비극성인 이산화탄소가 마이크로에멀젼을 형성하고 금속이온을

마이크로에멀젼의 내부로 용해시켜 금속이온을 추출시키는 원리이다[3.2-63∼3.2-64].

특히 친이산화탄소성 마이크로에멀젼형 추출제는 회수가 가능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재생가능 추출제’라 할 수 있다. 물과 초임계 이산화탄소의 마이크로에멀젼을

효과적으로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와 물 사이의 계면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추출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Fig. 3.2-72. The Principles of microemusions for carbon dioxide applicants

Fig. 3.2-7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친이산화탄소성 마이크로에멀젼형 추출제는 이산화탄소에

잘 용해될 수 있는 소수성 영역과 동시에 물에 대한 친화력이 있는 친수성 영역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발하고자 하는 친이산화탄소성 마이크로에멀젼형 추출제는

ether, fluorine, carbonyl 등과 같은 친이산화탄소성 작용기가 붙어있는 비극성의

꼬리부분과 sulfonic acid, carboxylic acid 및 -OH 등과 같은 친수성 작용기가

붙어있는 극성의 머리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산성수용액 및 다양한 첨가제가

들어가도 안정한 마이크로에멀젼을 형성할 수 있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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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3. The Structure of extractants forming microemusions

for carbon dioxide applicants

(나) 마이크로에멀젼 Proline의 합성

친이산화탄소성 금속 용해용 마이크로에멀젼의 설계원리에 따라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우라늄을 제염하기 위한 ‘마이크로에멀젼’형 추출제인

Proline를 Proline benzyl ester와 Perfluorooctanonyl chloride를 이용하여 Fig.

3.2-74에나타낸반응방법에 따라 합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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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4. The synthesis of microemusions proline

나. 친이산화탄소성 우라늄 추출제의 용해도 측정

(1) 용해도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

우라늄 제염용 추출제의 개발과 선정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대한

추출제의 용해도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이다. 추출제의 용해도를 ‘가변부피

용해도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3.2-75에 가변부피 용해도측정

장치의 구성개요를 나타내었다. 가변부피 용해도측정 장치는 고압에서 내부 부피를

조절할 수 있는 부피조절용기가 있고 사파이어 창을 통해 용기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용해도측정 방법은 용기 내부에 일정양의 추출제를 넣은 후

항온수조를 이용하여 부피조절용기의 온도를 원하는 실험온도로 가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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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산화탄소 정량가압펌프(syringe pump 260D, ISCO)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계속 압력을 증가시키면서 추출제가 완전히 용해되는 압력을 측정한다.

용해도측정 후 부피조절용기의 부피를 변화시켜 용기 내부의 추출제의 농도를

변화시킨 후 다시 연속적으로 용해도를 측정한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추출제의

농도에 대한 이산화탄소의 용해압력을 추출제의 농도에 따라 구할 수 있다.

(1) 이산화탄소 공급용기
(2) 정량가압펌프
(3) 입구밸브
(4) 부피조절용기
(5) 부피조절장치
(6) 모니터
(7) 출구밸브

Fig. 3.2-75. The construction of solubility measurement by extractants for

carbon dioxide

가변부피 용해도측정 장치의 구성개요를 기본으로 하여 Fig. 3.2-76과 같이

‘가변부피 용해도측정 장치’를 제작하여 이산화탄소에 대한 추출제의 용해도 측정에

사용하였다.

Fig. 3.2-76. The device of solubility measurement for carbon d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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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킬레이트 리간드 TBP의 용해도 측정

TBP(Tributyl phosphate)의 화학적 구조를 Fig. 3.2-77에 나타내었다.

TBP는 인(P)를 기준으로 각 3개씩 butyl 사슬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이산화탄소에

잘 녹을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

Fig. 3.2-77. The TBP complexs used chelating ligand

원자력산업에서 TBP는 Table 3.2-23에 나타내 것과 같이 PUREX 공정 등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리간드로 사용되어 왔다. TBP는 높은 추출효율과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라늄 추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물질로

이용되어 왔다[3.2-65]. 1990년대부터 Wai, Meguro와 Enokida 등이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TBP 등의 β-diketones를 이용하여 우라늄 이온이나 산화물의 추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3.2-66∼3.2-73]. TBP와 질산의 화합물은 (HNO3)1.8(H2O)0.6TBP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완전 용해가 가능하다. 또한 UO2,

UO3 및 U3O8 등과 같은 물질과의 착화합물인 UO2(NO3)2(TBP)2의 형태로 초임계

이산화탄소 내에서 용해도가 높다[3.2-74].

Table 3.2-23. The regenerating driving system

Process Organic phase Aqueous phase

PUREX ~ 30% TBP in kerosene or in dodecane HNO3 (0.1 ~ 3 M)

REDOX Hexon (methyl isobutyl ketone)
HNO3 (0.1 ~ 3 M)

containing Al(NO)3

BUTEX Dibutylcarbitol HNO3 (0.1 ~ 3 M)

EUREX TLA (trilaurylamine) HNO3 (0.1 ~ 3 M)

THOEX ~ 40% TBP in kerosene
HNO3 (0.1 ~ 3 M)

containing Al(NO)3

TRIGLY Triglycol dichloride
HNO3 (0.1 ~ 3 M)

containing Al(NO)3

TRUEX 0.2M CMPO+1.2 M TBP HNO3 (0.1 ~ 3 M)

DIAMEX DMDBTDMA HNO3 (0.1 ~ 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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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P는 시약급을 구입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 내 용해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용해도는 Fig. 3.2-78에 나타내었다. 40℃에서 95bar 이상의 이산화탄소 압력에서

TBP는완전히이산화탄소에용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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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8. The solubility of TBP in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3) 킬레이트 리간드 TBOD와 TBOD 착물의 용해도 측정

(가) 킬레이트 리간드 TBOD의 용해도 측정

합성된 TBOD를 20℃, 40℃, 60℃의 다른 온도 조건에서 용해도를

측정하여 Fig. 3.2-79에 용해도를 나타내었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밀도가 감소하여 TBOD의 용해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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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9. The solubility of TBOP by temperature of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나) 킬레이트 리간드 TBOD 착물의 용해도 측정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대한 TBOD-HNO3 착물과 TBOD-(NO3)-UO2 착물의

용해도를 측정하였으며 Fig. 3.2-80에 TBOD의 용해도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TBOD가

HNO3와 결합하여 TBOD-HNO3의 형태의 착물을 형성하였을 때와 TBOD가 HNO3,

UO2와 함께 TBOD-(NO3)2-UO2의 형태로 착화합물을 형성했을 때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대한 용해도는 TBOD 자체의 용해도보다 더 높은 압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대한 TBOD-(NO3)2-UO2의 용해도가 TBOD-HNO3의

용해도보다 압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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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0. The solubilities of TBOD and TBOD comple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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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의 온도에 따른 TBOD-HNO3 착물과 TBOD-(NO3)2-UO2 착물의 용해도를

측정하여 Fig. 3.2-81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의 온도가 상승할수록

물질의 용해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산화탄소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밀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이산화탄소에 대한 용해도가 감소한 것이다.

이산화탄소에 대하여 TBOD-HNO3 착물의 용해도와 TBOD-(NO3)2-UO2 착물의

용해도는 거의 유사하였으나 TBOD-(NO3)2-UO2의 용해도가 TBOD-HNO3 착물의

용해도보다 약간 더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TBOD의 용해도보다 TBOD가 착물을

형성하였을 때높은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금속이온추출시 용해도 제한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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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1. The solubility by temperature of TBOD complexs

(4) 마이크로에멀젼 Proline의 용해도 측정

이산화탄소에 대한 마이크로에멀젼형 추출제 Proline의 용해도 및

마이크로에멀젼 형성능력을 측정하였다. 초임계 이산화탄소의 온도 40℃와 압력

120 bar 이하의 조건에서 Proline이 마이크로에멀젼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측정결과를 Fig. 3.2-8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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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2. The solubility of proline derivatives and microemusions

다. 친이산화탄소성 우라늄 추출제의 특성분석

(1) 킬레이트 리간드 TBP와 TBOD의 우라늄 분배계수 측정

(가) 분배계수 측정 장치 및 측정방법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우라늄의 분배계수를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표본 추출하여 분석하기 위해 분배계수 측정 장치를 Fig. 3.2-83와 같이 제작하였다.

분배계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30 mL의 고압반응 용기내에 1.5 mg의 우라늄

이온을 함유하고 있는 질산 수용액 15 mL를 넣었다. 고압 내 수용액을 순환시킬 수

있는 고압순환펌프(PU-2080 plus, JASCO, Japan)의 작동시켜 수용액의 순환을

확인하고, 정해진 양의 TBOD를 넣고 용기를 잠근다. 그리고 설정된 온도와

압력으로 가온 및 가압한다. 교반 막대기를 이용해서 교반하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수용액상의 안정화를 위해 교반기를 멈추고 고압순환펌프를 5 mL/min으로

작동시킨다. 충분히 순환되었을 때 6방향 밸브에 연결되어있는 표본추출 루프(200

μL)를 통해 샘플을 표본추출용기(1 M 질산 4 mL)에 추출하였다. 루프 제염을 위해

1 M 질산용액 1 mL를 넣어 흘리면서 제염하였다. 이런 과정을 연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압력, 시간, 온도변화에 따른 분배계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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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산화탄소 공급용기
(2) 이산화탄소 정량가압 펌프
(3) 고압반응용기
(4) 고압순환펌프
(5) 6방향 밸브
(6) 표본추출루프(200μL) 
(7) 표본추출용기
(8) 제염용 주사기
(9) 배출압력조절기
(10) 항온조
(11) 교반기
(12) 포집용기

Fig. 3.2-83. The measurement equipment of Ur distribution coefficients in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나) Dodecane과 초임계 이산화탄소의 우라늄 분배계수 측정비교

포집된 표본추출물은 ICP-AES(ULTIM2C, JOBIN YVON/HORIBA)를

이용해서 우라늄의 양을 정량 분석하였다. 우라늄의 분배계수(DU)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q. 1)

여기서, [U]SF는 추출 후 초임계 이산화탄소내 우라늄(U(VI))의 농도이고 [U]aq.0는

추출전 수용액상에서의 우라늄 농도이며 [U]aq는 추출 후 수용액상에서의 우라늄

농도이다. 수용액상에서 질산 농도에 따른 분배계수를 측정하였다. 분배계수와

질산농도의 관계로부터 평형반응식을 추정할 수 있다. 이때 분배계수의 측정범위는

일반적으로 0.1～10까지가 가장 적당하다. Dodecane(1bar, 40℃) 용매와 초임계

이산화탄소(200 bar, 40℃) 용매에서 측정한 질산 농도에 따른 분배계수를 Fig.

3.2-84에 나타내었다. TBOD 0.1 mL를 사용하였고 1시간동안 반응하였다. 우라늄

분배계수는 질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질산 농도에 대한 우라늄

분배계수의 비율은 dodecane과 초임계 이산화탄소에서 각각 1.7, 1.8의 값(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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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의 값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오차를 고려하면 대략 2.0의 값에

근접하고 있다.

a) Dodecane b)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Fig. 3.2-84. The uranium distribution coefficient depending on

different nitric acid concentrations

Dodecane과 초임계 이산화탄소에서의 TBOD의 농도에 따른 우라늄 분배계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BOD의 양을 변화시키면서 질산 농도에 따른 우라늄

분배계수 측정실험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여 Fig. 3.2-85에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측정결과 Dodecane과 초임계 이산화탄소에서 TBOD의 농도에 대한 분배계수의

비율이 로그 스케일로 각각 1.3, 0.9로 약 1.0의 값을 나타내었다.

Fig. 3.2-85. The uranium distribution coefficient depending on

different TBOD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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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과 TBOD의 농도에 대한 분배계수의 비율 결과를 바탕으로 Dodecane

유기용매와 초임계 이산화탄소 용매에 추출되는 착화합물은 UO2(NO3)2(TBOD)로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동적평형 반응식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UO2
+2 + 2 NO3

- ⇔ UO2(NO3)2

UO2(NO3)2 + (TBOD) ⇔ UO2(NO3)2(TBOD)

UO2
+2 + 2 NO3

- + (TBOD) ⇔ UO2(NO3)2(TBOD)

(다) 킬레이트 리간드 TBP와 TBOD의 우라늄 분배계수 측정비교

TBP와 TBOD에 대한 우라늄 추출율을 비교하기 위해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분배계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 3.2-86에 나타내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TBP와 TBOD에 대한 우라늄 분배계수는 공통적으로 TBP와 TBOD의 몰농도가

증가할수록 규칙적으로 증가함을 나타내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TBP에 비해

TBOD의용해에더높은압력이필요하지만 우라늄 분배계수는 TBOD가 TBP에 비해 거의

102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금속이온에 대한 친화력이 TBOD가 TBP보다 높기

때문에 우라늄 분배계수가높은 것으로판단된다.

(a) Ligand (b) Nitric acid

Fig. 3.2-86. TBOD and TBP uranium distribution coefficient comparisons

(2)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TBP-HNO3를 이용한 우라늄 용해실험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TBP-HNO3 착화합물을 이용하여 이산화우라늄을

용해시킨 모습을 Fig. 3.2-8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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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plant of

TBP-HNO3
(b) Starting dissolve (c) Uranium of molten

Fig. 3.2-87. The uranium solution experiment uses TBP-HNO3 in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3)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Proline을 이용한 마이크로에멀젼 형성 실험

TBOD 10 mg과 fluorescein 0.5 mM 수용액 7.2 μL (W=20)를 투시창이

설치된 6.9 mL 용량의 고압용기에 넣은 후 40℃로 온도를 유지시킨 상태에서

압력을 서서히 올려 시료가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완전히 용해가 되어 완전히

한 상을 이루는지를 관찰하였다. 170 bar의 압력에서 반응 용기안의 시료가 모두

용해되어 fluorescein 용액에 의한 형광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Fig. 3.2-88에

나타내었다.

(a) Initial conditions 
(1bar, 40℃)

(b) Formation conditions 
(170bar, 40℃)

Fig. 3.2-88. The formation measurement of TBOD microemusions in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라.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우라늄 추출

(1)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추출제를 이용한 수용액으로부터 우라늄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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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측정한 킬레이트 리간드인 TBP와 TBOD의

용해도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Fig. 3.2-89과 같이 구성된 장치를 이용하여 수용액으로부터

우라늄 이온의 추출실험을 수행하였다. 반응 용기의 부피는 20 mL이며 반응 용기

내부에 우라늄 함유질산용액 5 mL를넣고 교반막대로 지속적으로교반하였다.

동적추출과정으로 이산화탄소와 킬레이트 리간드인 TBP와 TBOD를 지속적으로

흘려주어수용액으로부터우라늄이온을추출하였다.

포집하는 과정에서 유량조절배출관이 이산화탄소 응결에 의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열선을 이용해서배출관의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포집용기에는 1 M 질산 15

mL를 채웠다. 우라늄 함유 질산용액의 농도(3, 4.5, 6, 9 M)에 따른 우라늄 추출률의

변화를측정하였다.

(1) 이산화탄소공급용기
(2) 정량가압펌프
(3) 액체펌프
(4) 예열 튜브
(5) 반응용기
(6) 유량조절 배출관

Fig. 3.2-89. The extraction equipment of uranium ion in aqueous solution used

the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추출실험 후 반응용기 내에 남아있는 우라늄의 농도를 ICP-M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TBOD가 착물을 형성하였을 때 용해도에 제한성이 있으므로 반응 용기

내에서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다. 따라서 TBOD로 우라늄을 추출할 때

TBOD의 농도가 10 mL/L-CO2를 넘지 않게 주의하였다. TBP는 보다 높은 농도(9배)로

우라늄 이온을 추출하였다. 150 bar의 압력과 40℃의 온도 조건에서 100 mL의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경우 TBOD 0.1 mL가 완전히 용해되어 실험 후에 반응용기에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TBOD와 TBP의

양에 따른 우라늄 이온 추출효율을 Table 3.2-24에 나타내었다. TBOD의 우라늄이온

추출률은 83±5%로 9배의 양을 사용한 TBP의 추출률(5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내에서 TBOD의 용해도가 TBP의 용해도보다 낮다는 단점이

있지만, 더 적은 량의 TBOD로 우라늄 이온 추출률이 TBP의 경우보다 좋으며,

이로부터 TBOD가 TBP보다 우라늄 이온과의 결합 친화성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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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Table 3.2-24. Efficiency extractants of uranium ion depending on the

amount of TBOD and TBP

킬레이트 리간드 양 추출효율(%)

TBOD 0.1 mL/100 mL-CO2 83±5

TBP 0.9 mL/100 mL-CO2 59±1

< 온도 : 40℃, 압력 : 150 bar, HNO3 농도 : 6 M >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압력과 질산농도에 따른 우라늄이온 추출률을 구하여

Table 3.2-25에 나타내었다. 압력이 증가할수록 추출률이 증가하고 질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추출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킬레이트 리간드인 TBOD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추출효율이 증가하여, TBOD의 양을 0.1 mL, 0.3 mL로 실험한 결과 각각

87%, 94±1%의 추출효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우라늄이온 추출에

있어 TBOD가 TBP보다 추출효율이 높아 TBOD가 우라늄을 추출하는 리간드로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3.2-25. Extraction efficiency of uranium ion by pressure of carbon dioxide

and concentration of nitric acid(40℃)

압력(bar) 질산농도 (M) TBOD 양(100 mL CO2 기준) (mL) 추출효율 (%)

150 3 0.1 22±2
150 4.5 0.1 84±5
150 6 0.1 83±5
150 9 0.1 83±2
200 6 0.1 87±5
200 6 0.3 94±1

(2)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추출제를 이용한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추출

(가) 우라늄 흡착 모의토양 제조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의 추출분리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비방사성

모의시료를 제조하였다. 토양을 75 μm - 2 mm의 크기로 분리하여 미국 농무성의

토양분류기준에 의한모래 성분을실험용 시료로 하였다. 입자크기를 분리한 토양을 30%

과산화수소 용액에 약 3시간담가둔후 여과하여 토양 내 유기물을 제거하였다. 유기물이

제거된 토양을 6 M 질산수용액에 약 3시간 담가둔 후 여과하여 토양 내 금속성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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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였다. 전처리된 토양 250 g에 비방사성 우라늄이온(Atomic Absortion

Spectroscopy 표준용액, Aldrich, 973 μg/mL) 50 mL와 증류수 200 mL를 혼합한 후

상온에서 1시간동안 방치하였다. 진공회전증발 농축기로 약 60 mmHg의 진공과 60℃의

온도에서 물을 증발시켜 비방사성 우라늄을 토양에 흡착시켰다. 물이 제거된 토양을

다시 자연 건조시켜 비방사성 모의토양시료를 제조하였으며 제조공정을 Fig. 3.2-90에

나타내었다.

Fig. 3.2-90.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non-radioactive soil

(나)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추출제를 이용한 우라늄 추출 실험장치 구성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우라늄 추출제를 이용하여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하기 위한 장치를 Fig. 3.2-91와 같이 제작하였다. 우라늄이 흡착된

토양시료를 넣을 수 있는 추출용컬럼은 내부용량 15 mL와 75 mL의 용량으로 250

bar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추출용 컬럼을 오븐 안에 설치하여 온도를

100℃까지 가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추출제를 넣을 수 있도록 20 mL 용량으로

250 bar까지 사용할 수 있는 추출제 용해용기를 제작하여 오븐 내 추출용 컬럼

전단에 설치하였다. 추출제 용해용기에는 투시창을 설치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추출제가 용해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산화탄소는 정량가압펌프를

이용하여 실험 압력으로 일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출된 우라늄 착물과

이산화탄소가 분리되도록 추출용기를 오븐 외부에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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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1. The uranium extraction system useing the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and the extractants

(다) TBP, TBOD, Proline을 이용한 모의 토양으로부터우라늄추출

비방사성 우라늄이 200 ppm으로 흡착된 토양 약 10 g을 초임계유체

추출용 컬럼에 넣은 후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 분리하였다. 40℃의 온도에서

TBOD-HNO3 또는 TBP와 질산용액을 투시창이 설치된 용해용기에 함께 넣은 후

이산화탄소를 200 bar로 가압하여 20분 동안 교반하면서 형성된 TBOD-HNO3착물 또는

TBP-HNO3 착물을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시켰다.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된

각각의 TBOD-HNO3 착물 또는 TBP-HNO3 착물을 40℃의 온도에서 200 bar의 압력을

유지시키면서 우라늄 추출용기에 40분간 연속적으로 통과시켜 토양에 흡착된 비방사성

우라늄을 추출하여 분리하였다. 추출전후 토양에흡착되어 있는 비방사성 우라늄농도를

ICP로분석하여각각의 제거효율을 평가하였다. 서로다른질산농도에서의 TBOD-HNO3

착물과 TBP-HNO3착물에의한우라늄의추출효율을 Table 3.2-26에정리하였다.

Table 3.2-26. Extraction efficiency of uranium from the soil in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리간드 리간드사용량(mL) 질산농도(M) 질산 사용량(mL) 추출효율(%)

TBP 0.25 6 0.20 92.5

TBOD

0.15
3

0.35 16.6

0.30 3.30 15.2

0.15

6

0.10 30.9

0.30 0.20 29.2

0.60 0.40 38.3

0.90 1.50 57.5

비방사성 우라늄이 200 ppm으로흡착된 토양 약 10 g을 초임계유체 추출용컬럼에넣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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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 분리하였다. 40℃의 온도에서 Proline과 질산용액을

투시창이 설치된 용해용기에 함께 넣은 후 이산화탄소를 120 bar로 가압하여 20분동안

교반하면서형성된 Proline 마이크로에멀젼을먼저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시켰다.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된 Proline 마이크로에멀젼을 40℃의 온도에서 120 bar의

압력을 유지시키면서 우라늄 추출용기에 60분간 연속적으로 통과시켜 토양에 흡착된

비방사성 우라늄을 추출하여 분리하였다. 추출전후 토양에 흡착되어 있는 비방사성

우라늄농도를 ICP로분석하여 각각의 제거효율을평가하였다.

Proline 마이크로에멀젼에 의한 우라늄의 추출효율을 TBOD-HNO3 착물과 TBP-HNO3

착물에 의한추출효율과 함께 Fig. 3.2-92에 그래프로정리하였다.

Fig. 3.2-92. Extraction efficiency of uranium useing the TBP, TBOD and Proline

(라) HFA, Pyridine을 이용한 모의 토양으로부터우라늄추출

비방사성 우라늄이 200 ppm으로흡착된 토양 약 10 g을 초임계유체 추출용

컬럼에 넣은 후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 분리하였다. 40℃의 온도에서 HFA 또는

Pyridine과 물을 투시창이 설치된 용해용기에 함께 넣은 후 이산화탄소를 200 bar로

가압하여 20분 동안 교반하면서 형성된 Proline 마이크로에멀젼을 먼저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시켰다.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된 Proline 마이크로에멀젼을 40℃의

온도에서 200 bar의압력을 유지시키면서 우라늄 추출용기에 60분간 연속적으로 통과시켜

토양에 흡착된 비방사성 우라늄을 추출하여 분리하였다. 추출전후 토양에 흡착되어 있는

비방사성 우라늄 농도를 ICP로 분석하여 각각의 제거효율을 평가하였다. HFA 또는

Pyridine에 의한 우라늄의 추출효율을 TBOD-HNO3 착물에 의한 추출효율과 함께 Fig.

3.2-93에그래프로정리하였다.

Fig. 3.2-93. Extraction efficiency of uranium useing the HFA and Pyri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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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TBOD와 보조추출제를 이용한 모의 토양으로부터 우라늄 추출

비방사성 우라늄이 200 ppm으로 흡착된 토양 약 10 g을 초임계유체

추출용 컬럼에 넣은 후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 분리하였다. 40℃의 온도에서

TBOD-HNO3에 IPA(Isopropyl alcohol) 또는 butanol을 투시창이 설치된 용해용기에

함께 넣은 후 이산화탄소를 200 bar로 가압하여 20분 동안 교반하면서 형성된

TBOD-HNO3와 IPA 또는 TBOD-HNO3와 butanol을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시켰다.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된 각각의 TBOD-HNO3와 IPA 또는 TBOD-HNO3와

butanol을 40℃의 온도에서 200 bar의 압력을 유지시키면서 우라늄 추출용기에 40분간

연속적으로 통과시켜토양에흡착된 비방사성 우라늄을 추출하여 분리하였다. 추출전후

토양에 흡착되어 있는 비방사성 우라늄 농도를 ICP로 분석하여 각각의 제거효율을

평가하였다. TBOD-HNO3와 IPA 또는 TBOD-HNO3와 Butanol에 의한 우라늄의

추출효율을 TBOD-HNO3만의 추출효율과 비교하여 Fig. 3.2-94에정리하였다.

Fig. 3.2-94. Extraction efficiency of uranium useing the TBOD and

subsidize extractants

(3)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추출제를 이용한 우라늄추출의 결과 고찰

원자력 산업에서 용매를 이용한 우라늄의 정련, 분리, 회수, 추출공정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을 분리하는 재생공정은 가장 중심이

되는 공정이다[3.2-75∼3.2-77]. 그러나 용매를 이용한 추출공정은 대량의 액체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으며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우라늄의 추출공정에 사용할 경우 2차 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3.2-78∼3.2-79].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추출공정은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며 방사 화학적으로도

안정적인 공정이다[3.2-80]. 이러한 초임계 이산화탄소의 장점을 바탕으로 킬레이트

리간드와 마이크로에멀젼을 사용하여 우라늄을 추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추출제와 보조추출제를 함께 사용하여 우라늄을 추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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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추출효율을 Table 3.2-27에 정리하였다.

Table 3.2-27. Extraction efficiency of uranium in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대상물질 추출제 보조추출제 추출효율(%)

수용액 TBP 59

수용액 TBOD 83

토양 TBP 92

토양 TBOD 58

토양 TBOD IPA 80

토양 TBOD Butanol 76

토양 Proline 56

토양 HFA 20

토양 Pyridine 15

원자력 산업에서 우라늄의 추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킬레이트 리간드인 TBP를

이용하여 수용액과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하였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TBP를 이용하여 우라늄을 추출하기 위하여 우선 이산화탄소에 대한 TBP의

용해도를 측정한 결과 40℃, 95 bar 이상의 압력에서 용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용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TBP의 양과 질산농도에

따른 우라늄의 분배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TBP-HNO3

착물을 이용하여 이산화우라늄이 용해됨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행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수용액으로부터 우라늄을 약 59% 정도 추출하였으며, 토양으로부터는

우라늄을 약 92% 정도 추출하였다.

TBP를 이용하여 우라늄을 추출하는 경우 열분해에 의해 처리과정 중 P2O4나

H2PO4와 같은 화합물을 발생시키며, 가수분해나 방사분해에 의해 H2MBP나 HDBP

등의 2차 폐기물도 발생시킨다[3.2-81]. 이러한 TBP의 단점으로 인하여 우라늄 추출에

있어서 TBP를 대체할 수 있는 추출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높은 추출효율을 가지는 Diamide 유도체와 새로운 유기인산화합물 등이

새로운 추출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3.2-81∼3.2-82]. Diamide

유도체는 강한 방사성 분위기에서도 안정적이며, 강한 산성용매에 녹아 있는

액티나이드와 같은 금속이온과의 친화성이 매우 강하다. 그리고 C, H, O, N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완전연소가 가능하여 2차 고체폐기물의 발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분비용이나 환경농축에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Diamide 유도체는 강한 무기산 분위기에서 쉽게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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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추출공정에 있어서 TBP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판단된다[3.2-83∼3.2-8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iamide 유도체의 킬레이트 리간드인 TBOD를 합성하여

수용액과 토양으로부터 우라늄 추출효율을 구하여 TBP의 우라늄 추출효율과

비교하여 보았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TBOD를 이용하여 우라늄을 추출하기

위하여 우선 이산화탄소에 대한 TBOD의 용해도를 측정한 결과 40℃, 160 bar

이상의 압력에서 용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TBOD-HNO3 착물과 TBOD-(NO2)3-UO2 착물의 용해도를 측정한 결과 TBOD의

용해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용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Dodecane과 이산화탄소에서의

우라늄의 분배계수를 구하였고 또한 TBOD의 양과 질산농도에 따른 우라늄의 분배

계수를 구하였다. 앞에서 행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수용액으로부터 우라늄을 약 83%

정도 추출하였으며, 토양으로부터는 우라늄을 약 58% 정도 추출하였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수용액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한 경우에는 TBOD가

TBP보다 추출효율이 더 높았으나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한 경우에는 TBP가

TBOD보다 추출효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마이크로에멀젼’형 추출제는 ‘킬레이트 리간드’형 추출제보다도 재생이 용이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에멀젼’형 추출제인 Proline 유도체를 합성하여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하였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Proline 유도체를 이용하여

우라늄을 추출하기 위하여 우선 이산화탄소에 대한 Proline의 용해도를 측정한 결과

40℃, 120 bar 이상의 압력에서 용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Proline이 물과 결합하여 마이크로에멀젼을 형성함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행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약 56% 정도 추출 하였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TBOD나 Proline를 이용하여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하였으나

추출효율이 TBP를 이용한 우라늄의 추출효율보다 낮았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의 추출을 높이기 위하여 또 다른 추출제인 HFA, Pyridine을

이용하여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하였으나 추출효율이 HFA의 경우에는 약

20%와 Pyridine의 경우에는 약 15%로 TBOD나 Proline의 추출효율보다는 훨씬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추출제인 TBOD의 추출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TBOD와 IPA

또는 Butanol을 보조추출제로 사용하여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하였다.

추출 실험결과 TBOD와 IPA를 함께 사용한 경우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약 80%

정도 추출하였으며 TBOD와 Butanol을 함께 사용한 경우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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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정도 추출하였다. 이러한 추출결과는 TBP를 이용한 추출효율보다는 낮지만

TBOD를 이용한 추출효율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TBOD와 IPA

또는 Butanol간의 시너지 효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하기 위한 향후의 연구는

효율적인 친환경 추출제의 개발과 둘 이상의 추출제간 발생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하여도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 상용화 제염장비의 개념설계

(1) 토양의 상용화 제염장비의 공정 운전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추출제를 이용하여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제염장치의 운전조건과 설계인자를 Table

3.2-28 나타내었다.

Table 3.2-28. The operating condition and design factor decontamination

equipment useing the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항 목 제염장치 운전조건 제염장치 설계인자

초임계 온도 최대 40℃ 최대 75℃

초임계 압력 최대 200 bar 최대 220 bar

리간드 종류 TBP, TBOD, 기타 TBP, TBOD, 기타

리간드 주입 추출제 용해 용기 리간드 주입 펌프

질산용액 농도 최대 6 M HNO3 최대 9 M HNO3

(가) 토양의 상용화 제염장비공정 운전조건

① 제염시간 : 1 hr/batch

② 제염운전횟수 : 6 batch/day

③ 제염용기용량 : 300 liter/batch

④ 제염압력 : Max. 200bar

⑤ 제염온도 : Max. 40℃

⑥ 제염장치설치방법 : Container Movable

(나) 토양의 상용화 제염장비공정단계별 운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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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염용기에 토양 투입공정 운전시간 : 10분

② 제염용기에 이산화탄소 주입공정 운전시간(200bar로 가압, 40℃로 가온) : 10분

③ 제염용기에서 토양제염공정 운전시간(200bar, 40℃) : 60분

④ 제염용기에서배출된 이산화탄소의 분리회수 공정 운전시간 : 30분

⑤ 제염용기에서 토양배출공정 운전시간 : 10분

(2) 토양제염공정 설명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추출제를 이용한 토양제염공정의 개요도를

Fig. 3.2-95에 나타내었다. 본 공정은 이산화탄소 저장용기에서 토양제염용기로

이산화탄소를 운전온도와 운전압력까지 이송하는 주입공정, 토양제염용기에서

오염된 우라늄을 추출하여 분리하는 제염공정, 제염 후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공정,

그리고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회수하여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로 이송하는 회수공정

등으로 구성되어지며 세부적인 운전 사항은 다음과 같다.

Fig. 3.2-95. The soil decontamination process useing the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가) 제염용기에 오염된 토양 투입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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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정은 오염된 토양을 제염용기에 투입하는 공정으로 유압 작동에

의한 급속 개폐 방식으로 제작된 제염용기의 뚜껑을 열고 제염하고자 하는

오염대상물을 제염용기에 투입한 후 제염용기의 뚜껑을 다시 닫는다. 뚜껑을 닫은

후에는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제염용기에 채워져 있는 공기를 제거하여 제염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의 오염이나 순도의 변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제염용기에 이산화탄소와 추출제 주입 공정

본 공정은 제염하고자 하는 오염된 토양이 투입된 제염용기에

운전하고자 하는 초임계 상태의 온도와 압력으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공정으로

운전압력까지 이산화탄소를 가압하는 가압 펌프와 가압되는 이산화탄소가

제염용기에 주입되기 전에 운전온도까지 사전에 가열되도록 하는 가열장치로 크게

구성된다. 제염공정에서 추출제의 주입은 이전 제염 대상물 투입 공정에서 오염된

토양과 함께 사용량만큼 주입하거나 별도의 추출제 주입 펌프를 이용하여 주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제염공정이 이산화탄소의 계속적인 주입에 의한 연속식 제염

공정일 경우에는 반드시 주입 펌프를 이용하여 제염에 필요한 비율만큼 추출제를

연속적으로 주입하여야 한다.

(다) 제염용기에서 오염된 토양 제염공정

본 공정은 초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오염된 토양을 직접 제염하는

공정으로 운전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초임계

이산화탄소의 운전 온도와 압력은 각각 40℃와 200 bar로 하였으며, 제염시간은

1개의 제염 용기당 2시간으로 설정하였으나 제염용기를 병렬로 2개 설치하여

운전함으로서 1개의 제염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분리용기에서 이산화탄소와 우라늄의 분리공정

본 공정은 분리용기에서 이산화탄소와 우라늄을 공정으로 분리용기를

20℃ 이상의 온도와 40 bar 이하의 압력에서 이산화탄소를 기화시켜 우라늄을

분리한 후 기화된 이산화탄소는 다음 공정인 이산화탄소 회수공정으로 이송시킨다.

이 공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분리된 우라늄 배출이 용이하도록 분리용기의 하부는

원추형 형태로 제작하여야 한다.

(마) 기화된 이산화탄소 회수 및 저장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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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정은 분리용기에서 우라늄과 분리되어 이송된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액화시켜서 저장용기로 이송하는 공정으로, 기화된 이산화탄소를

액화시키기 위하여 기체가압부스터를 이용하여 가압하면서 이산화탄소의 온도를

저장온도보다 약간 낮은 온도로 냉각시켜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로 이송한다.

(바) 제염용기에 제염이 완료된 토양배출공정

본 공정은 제염이 완료되어 우라늄이 제거된 토양을 꺼내는 공정으로

처음 공정인 제염용기에 오염된 토양 투입공정과 유사하다.

(3) 토양 제염장치의 기본설계

(가) 토양 제염용기의 설계

① 제염용기의 용량산출 및 운전조건

제염용기의 용량은 1회에 약 300 kg 정도의 토양을 제염할 수 있도록

300리터로 설정하였다. 1회에 약 300 kg으로 산출한 근거는 토양의 충진 밀도를 약

1.5 kg/L로 가정하여 제염용기에 약 200 L의 토양을 채우는 것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제염용기의 운전은 실험으로부터 얻은 최대 40℃의 온도에서 최대 200 bar의

압력으로 운전한다. 이 조건에서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840 g/L이며 제염용기에

채워지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250 kg/batch가 된다.

② 설계조건

㉮ 설계압력 : Max. 220 bar

㉯ 설계온도 : Max. 75℃

㉰ 부하형태 : 교환부하

㉱ 부하교환빈도 : 최고 4회/일

㉲ 사용 물질 상태 : 기체-초임계유체

③ 제염용기의 형식

㉮ 형태 : 수직형 원통 용기

㉯ 재질 : SUS 304 TP

㉰ 열교환기 : 분리설치

㉱ 뚜껑개폐방식 : 급속개폐식

㉲ 바닥경판 : 용접식

㉳ 밀봉 : O-ring elastomer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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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염용기의 몸체 두께계산 (한국산업규격 KS B 6734)

  


t : 몸체의 계산두께 (mm)

P : 설계 압력 (kgf/cm2)

R : 몸체의 안쪽 반지름 (mm)

σa : 재료의 설계온도에서의 기본허용응력 (kgf/mm2) (한국산업규격 KS B 6733)

ƞ : 용접이음 품질 계수

여기서, P=220 kgf/cm2

R=250 mm

σa=11.8 kgf/mm2 (한국산업규격 KS D 4115 규격)

ƞ=1 (길이이음 용접 없음)

 ×× ×

×

= 52.5 mm ≑ 53 mm

⑤ 제염용기의 원형 바닥 평경판 두께계산 (한국산업규격 KS B 6734)

  





th : 평경판의 계산두께 (mm)

d : 평경판의 계산에 사용하는 지름 (mm)

C : 평경판의 부착 방법에 의해 정하는 정수

P : 설계 압력 (kgf/cm2)

σa : 재료의 설계온도에서의 기본허용응력 (kgf/mm
2
) (한국산업규격 KS B 6733)

ƞ : 용접이음 품질 계수

여기서, d=500 mm

C=0.13

P=220 kgf/cm
2

σa=11.8 kgf/mm2 (한국산업규격 KS D 4115)

ƞ=1 (길이이음 용접 없음)

  ×

××
×

= 77.8 mm ≑ 7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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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염용기의 평덮개판 두께계산 (한국산업규격 KS B 6712)

  





t : 평덮개 판의 계산두께 (mm)

d : 개스킷 반력 중심의 지름 (mm)

C : 평덮개 판의 계산에 사용하는 계수

P : 설계 압력 (kgf/cm2)

σa : 재료의 설계온도에서의 기본허용응력 (kgf/mm2) (한국산업규격 KS B 6733)

여기서, d=560 mm

C=0.25

P=220 kgf/cm2

σa=11.8 kgf/mm2 (KS D 4115 규격)

  

×
×

=120.9 mm ≑ 121 mm

⑦ 제염용기의 뚜껑 체결용 일체 클램프 설계 (한국산업규격 KS B 6731)

제염용기의 뚜껑의 모양은 제염용기에 토양을 신속히 투입하고

배출하기 위하여 급속 개폐형을 채택하였으며 급속 개폐형 뚜껑의 체결을 위한

일체형 클램프의 개요를 Fig. 3.2-96에 표시하였다.

a : 체결각도,

t1, t2, t3 : 클램프 각 부분에서의 두께

c1 : 용기 외경과 클램프간의 간격여유

c2 : 용기 뚜껑과 클램프간의 간격여유

Fig. 3.2-96. The outline of integrated clamp

㉮ 체결각도,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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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각도 α는 클램프의 개폐와 관련된 것으로서 마찰계수 μ에 의해

결정된다.

μ (steel/steel) = 0.065

tan-1 μ = tan-1 X 0.065 = 3.72∘

체결각도 α가 tan-1 μ 보다 같거나 작으면 내부압력이 수평이동에 미치는 힘보다

마찰력이 더 커서 클램프의 개폐시 자체 결속에 의해 개폐가 용이하지 못하며

체결각도 α가 tan-1 μ 보다 지나치게 크면 클램프의 체결은 용이하지만 클램프의

열림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커져 결속나사를 크게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체결각도 α를 적절히 해주는 것이 좋으며 이때 힘은 클램프 결속나사로 지지한다.

본 설계에서는 체결각도 α를 10∘로 적용하였다.

㉯ t1의 계산

클램프와 뚜껑의 접촉면이 눌림에 의해 변형되지 않으려면 재질의

면내 압력이 누르는 힘에 의한 압력보다 커야 한다.

 ≥ 



 
 


   

    
 cos

Pallow : 열처리한 steel이 교환부하시 갖는 내압력 (120 N/mm2)

c1 : 용기 외경과 클램프간의 간격여유 (3 mm)

Do : 용기외경 (606 mm)

   

 


 
≥



  



 
cos

    
     

따라서 t1은 50 mm로 선정한다.

㉰ t2의 계산

 
 


     

      
 

c2 : 용기 뚜껑과 클램프간의 간격여유 (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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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δallow = 183.3N/mm2

  



 
      

        

따라서 t2은 30 mm로 선정한다.

㉱ t3의 계산

 



σallow : Hotch의 영향을 고려한 재료의 허용응력 (39 N/mm2)

M : 압력에 의한 모멘트

Wm : 저항 응력

  








  




b=π(D0+2t1+2c1)=

 ≥









  




 


×
××

따라서 t3은 5 mm로 선정한다.

(나) 우라늄 분리용기의 설계

① 분리용기의 용량산출 및 운전조건

추출제 분리용기의 운전조건은 실험으로부터 얻은 최대 20℃의

온도에서 최대 40 bar의 압력으로 한다. 1회 제염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 250

kg/batch 상태에서 30분 동안 연속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므로 이산화탄소의 분당

질량 유량은 8.33 kg/min 된다. 이 조건에서 이산화탄소의 밀도가 106 g/L이므로

이산화탄소의 부피유량으로는 78.6 L/min 이다. 우라늄 분리용기의 용량은 우라늄의

부피를 감안하여 150리터로 설정하였다.

② 분리용기의 설계조건

㉮ 설계압력 : Max. 50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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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온도 : Max. 40℃

㉰ 사용 물질 상태 : 초임계유체-기체

③ 분리용기의 형식

㉮ 형태 : 수직형 원통 용기, 원추형 하부

㉯ 재질 : SUS 304 TP

㉰ 열교환기 : 분리설치

㉱ 뚜껑개폐방식 : 볼트 체결식

㉲ 바닥경판 : 용접식

㉳ 밀봉 : O-ring elastomer seal

④ 분리용기의 몸체 두께계산 (한국산업규격 KS B 6734)

  


t : 몸체의 계산두께 (mm)

P : 설계 압력 (kgf/cm2)

R : 몸체의 안쪽 반지름 (mm)

σa : 재료의 설계온도에서의 기본허용응력 (kgf/mm2) (한국산업규격 KS B 6733)

ƞ : 용접이음 품질 계수

여기서 P=50 kgf/cm2

R=200 mm

σa=11.8 kgf/mm2 (KS D 4115 규격)

ƞ=1 (길이이음 용접 없음)

 ×× ×

×
=8.7 mm ≑ 9 mm

⑤ 분리용기의 하부 원추형 몸체의 두께계산 (한국산업규격 KS B 6734)

  


t : 몸체의 계산두께 (mm)

P : 설계 압력 (kgf/cm2)

R : 원추몸체 한점에서의 법선과 몸체의 중심축의 교점까지의 거리 (mm)

σa : 재료의 설계온도에서의 기본허용응력 (kgf/mm2) (한국산업규격 KS B 6733)

ƞ : 용접이음 품질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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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7. The symbols of conical body

Fig. 3.2-97에서 Ra은 원추 축에 수직인 안쪽 반지름 (mm) R 은 원추몸체

한점에서의 법선과 몸체의 중심축의 교점까지의 거리 (mm)

 cos


cos 


 

 ×× ×

×
=9 mm

⑥ 분리용기의 볼트 체결식 평덮개판 두께계산 (한국산업규격 KS B 6712)

  





t : 평덮개 판의 계산두께 (mm)

d : 개스킷 반력 중심의 지름 (mm)

C : 평덮개 판의 계산에 사용하는 계수

P : 설계 압력 (kgf/cm
2
)

σa : 재료의 설계온도에서의 기본허용응력 (kgf/mm2) (한국산업규격 KS B 6733)

여기서 d=450 mm

C=0.25

P=50 kgf/cm
2

σa=11.8 kgf/mm2 (KS D 4115 규격)

  

×

×

=46.3 mm ≑ 46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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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산화탄소 저장용기의 설계

① 저장용기의 용량산출 및 운전조건

추출제 분리용기의 운전조건은 실험으로부터 얻은 최대 40℃의 온도에서

최대 70 bar의 압력으로 한다. 이산화탄소 저장용기의 용량은 제염용기의 1회 250

Kg의 충진량 부피를 감안하여 750리터로 설정하였다.

② 저장용기의 설계조건

㉮ 설계압력 : Max. 70 bar

㉯ 설계온도 : Max. 40℃

㉰ 사용 물질 상태 : 액체-기체-초임계유체

③ 저장용기의 형식

㉮ 형태 : 수직형 원통 용기

㉯ 재질 : SUS 304 TP

㉰ 열교환기 : 분리설치

㉱ 뚜껑개폐방식 : 볼트 체결식

㉲ 바닥경판 : 용접식

㉳ 밀봉 : O-ring elastomer seal

④ 저장용기의 몸체 두께계산 (한국산업규격 KS B 6734)

  


t : 몸체의 계산두께 (mm)

P : 설계 압력 (kgf/cm
2
)

R : 몸체의 안쪽 반지름 (mm)

σa : 재료의 설계온도에서의 기본허용응력 (kgf/mm
2
) (한국산업규격 KS B 6733)

ƞ : 용접이음 품질 계수

여기서, P=70 kgf/cm
2

R=400 mm

σa=13.2 kgf/mm
2

(KS D 4115 규격)

ƞ=1 (길이이음 용접 없음)

 ×× ×

×

=21.9 mm ≑ 2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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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저장용기의 원형 바닥 평경판 두께계산 (한국산업규격 KS B 6734)

  




th : 평경판의 계산두께 (mm)

d : 평경판의 계산에 사용하는 지름 (mm)

C : 평경판의 부착 방법에 의해 정하는 정수

P : 설계 압력 (kgf/cm2)

σa : 재료의 설계온도에서의 기본허용응력 (kgf/mm2) (한국산업규격 KS B 6733)

ƞ : 용접이음 품질 계수

여기서, d=600 mm

C=0.13

P=70 kgf/cm2

σa=13.2 kgf/mm2 (한국산업규격 KS D 4115)

ƞ=1 (길이이음 용접 없음)

  

××

×
=66.4 mm ≑ 67 mm

⑥ 저장용기의 볼트 체결식 평덮개판 두께계산 (한국산업규격 KS B 6712)

  





t : 평덮개 판의 계산두께 (mm)

d : 개스킷 반력 중심의 지름 (mm)

C : 평덮개 판의 계산에 사용하는 계수

P : 설계 압력 (kgf/cm2)

σa : 재료의 설계온도에서의 기본허용응력 (kgf/mm2) (한국산업규격 KS B 6733)

여기서, d=970 mm

C=0.25

P=70 kgf/cm2

σa=11.8 kgf/mm2 (KS D 4115 규격)

  

×
×

=111.7 mm ≑ 11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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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양 제염장치의 용기규격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한 상용화

제염장치에 제작될 압력용기들의 사양을 Table 3.2-29에 정리하였다.

Table 3.2-29. The vessel specification of uranium decontamination equipment

토양

제염용기

우라늄

분리용기

이산화탄소

저장용기

설계압력 (kgf/mm2) 220 50 70

설계온도 (℃) 75 40 40

용량 (Liters) 300 150 750

내경 (mm) 500 400 800

내부길이 (mm) 1600 1200 1500

몸체두께 (mm) 5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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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부지 복원공정 모니터링 기술

1. 부지샘플링 및 측정기술 개발

가. 이론적 배경

(1) 잔류방사능 조사 개요

연구로 1, 2호기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최종 잔류방사선/능 조사를 위해

미국 EPA, NRC, DOE 및 DOE에서 개발한 MARSSIM (Multi-Agency Radiation

Site Survey an Investigation Manual)을 적용하였다. MSRSSIM은 원자력시설의

사용 종료 및 해체완료 후에 해당 부지 및 건물을 개방하는 경우 개인 및 집단이

잔류방사성물질로 인해 허용될 수 있는 기준 이하인지부지 잔류 방사능 조사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각 조사단계별로 계획, 실시 및 결과 평가로

나누어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단계에서는 부지운영이력평가 동안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조사단위를 분류하고 측정 방법, 측정 개수, 측정지점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단계에서는 Hot spot지역 확인을 위한

스캔 측정 및 오염의 평균준위를 결정하기 위한 통계적 측정방법 등에 대한 절차를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오염의 평균 준위가 부지개방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단계에서 적용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잔류 방사능 농도가 부지개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단계로 나누어진다. 구체적인 내용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MARSSIM의 survey 계획 및 실시

원자력시설의 해체완료 후 최종오염상황이 피폭평가에 근거해 결정된

DCGL보다 이하인 것을 증명하기위해 최종현환종사 FSS(Final Status Survey)를

수행한다. 최종현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어떤 근거로, 부지 안과 주변의 어떤

장소를, 오염정도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고, 각 구분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성

있는 샘플 수를 결정하고, 또한 샘플위치를 어떻게 결정하고, 측정기의 종류 및

검출한계를 무엇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근거가 방사선학적/통계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제기관과 충분히 의논한 뒤에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방사선측정 및 부지 조사의 절차(RSSI Process)는 이력조사(HSA : Historical Site

Assessment), Scoping Survey 결과, Characterization Survey 결과, Remedial Action

Support Survey 결과를 근거로 수립되며, 이러한 점검 절차에 따라서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부지의 조사 및 방사선측정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하고, 수집된

정보를 평가하고 최종현황조사의 설계를 수행하는데 있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MARSSIM의 주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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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력조사 HSA (Historical Site Assessment)

이력조사의 목적은 초기에 부지의 영역을 구분하고, 현재의 상황을

결정하여 방사선학적 영향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는데 있다.

- 잠재적 오염의 확인

- 비방서선학적으로 공중의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줄 수 있는지 결정

- 방사성물질의 영향을 받은 지역/받지 않은 지역의 구분

- 계략조사(Scoping Survey) 및 특성조사(Characterization Survey)계획수립을 위한 정보제공

- 오염이 이동 및 확산을 평가를 위한 정보제공

- 추가적으로 잠재적인 오염이 있는 지역에 대한 확인

② 계략조사 SS (Scoping Survey)

계략조사의 목적은 잠재적 오염이 예상되는 부지의 편향된 시료채취를

통한 얻어진 정보를 통해 이력조사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 위해도 평가 수행

- 부지의 부류하기 위한 추가정보 수집

- 비방사선학적 인자의 부지조사 완료하기 위한 정보 제공

- 특성조사(Characterization Survey)계획수립을 위한 정보제공

- 특성조사 및 최종현황조사에 활용하도록 최적화된 조사계획 여부 평가

③ 특성조사 CS(Characterization Survey)

특성조사의 목적은 부지의 물리적 특성의 정보를 고려하여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최종현황조사를 위한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있다.

- 천연 및 확정된 오염의 결정(오염핵종, 범위)

- 부지특성을 반영한 유도농도지침준위(DCGL)의 평가

- 최종현황조사 설계를 위한 정보제공 및 배경 준위 결정

④ 오염제거 지원 조사 (Remedial Action Support Survey)

오염제거 지원 조사는 제염결과의 Survey 데이터를 빠르게 얻거나

제염 필요성 등의 판단을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Survey 항목,

샘플 수로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결과를 제공하고, 최종현황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조사당위(Survey Unit)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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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종현황조사 FSS(Final Status Survey)

최종현황조사의 목적은 시설의 잔류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정해진

개방기준(Releae Criteria)인 선량기준치 및 DCGL 이하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모든 방선학적 인자는 DCGL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학적 검증을 통해 시료의 수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WRS/Sign Test를 수행하고, 시료의 위치를 각각의 조사단위에서 결정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최종현황조사보고서(FSSR)을 규제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위의 일련의

조사계획에서 결정된 다양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규제기관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결과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MARSSIM에서는 Survey 구역의

Background에 평가대상 핵종의 존재 유무에 따라 2종류의 Test형식을 나누고 있다.

- WRS Test : 대상핵종이 Background에 존재하는 경우

  
  Z 



N = 측정지점의 개수 (시료 채취 개수)

   = 결정 Error 에 의한 백분율

   = 결정 Error 에 의한 백분율

 = 측정단위로부터 무작위 측정값이 DCGL 값 이하의 BG의 무작위 측정값을

초과할 확률

- SignTest : 대상핵종이 Background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Z 


N = 측정지점의 개수 (시료 채취 개수)

   = 결정 Error 에 의한 백분율

   = 결정 Error 에 의한 백분율

Sign  = 측정단위로부터 무작위 측정값이 DCGL 이하가 될 확률 고려되는

결정오류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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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 : 오염이 없어도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확률 

Type II: 오염이 있어도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확률 

최종현황조사 계획단계에 각 type error( , ) 값, 및 측정의 불규칙 분포를

고려한 DCGL에 의해 낮은 경계 값의 설정치(LBGR : the Lower Bound Gray

Region)를 결정하다. 통상  , 는 0.05, LBGR은 DCGL의 1/2 값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이동(Relative Shift)는 로 정의된다.

  

 

는 최종현황조사 이전에 실시되어진 Scoping Survey, Characterization Survey

등의 측정결과에서 얻어진 표준오차를 사용한다(양자의 Survey가 실시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 표준오차를 얻기 위한 Survey가 필요하다). 한편 에 대해서는

측정대상의 차이에 따라(건물, 토양 등의 차이) 각각 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BG측정에서 얻어진 와 차이가 있는 경우는 큰 쪽의 값을 사용한다.

Relative Shift가 구해지면, Survey 구역의 측정 데이터의 중앙값(median)이

LBGL과 동일한 경우 DCGL 이하이지만 Background 이상일 확률을 MARSSIM에

제시된 표를 이용하여 구한다.

위의 계산결과를 근거로 시료의 수 N은 아래의 식으로 구한다.


  

    Z  


여기서   ,   는 결정되어진  , 를 갖고 MARSSIM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에서 값을 구한다. 다만, 상기식은 근사식이기 때문에 구한 N의 값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또한 샘플에 대해서도 측정은 했지만 데이터로서 평가시에

사용하지 않고 다만 샘플, 데이터를 분실하는 등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율로서 최저 20% 많은 샘플을 채취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안전율을 20%

이하로 해서 샘플 수를 설정한 경우, 거기에서 충분한 신뢰성이 선택되어지는 것을,

최종조사계획 수립시 규제측이 검토할 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N 값은,

Background 샘플 수도 넣은 값으로, 단순하게는 대상 Survey 구역의 샘플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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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BG 구역의 샘플 수를 N/2로 하면 된다. 최종현황조사를 위해 부지를

조사단위(Survey unit)로 구분해야 한다. MARSSIM에서는 조사단위를 오염의

정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사단위의 등급(Class)이 결정되면 시료의 채취를 위한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Class 1, 2의 경우 Systemic하게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좌표계를 이용하여 측정을

위한 조사단위에서 정사방형, 정삼각형에 일정간격을 정해 Systemic하게 채취

측정지점을 결정한다.

샘플 수 : n

Survey Area 면적 : S의 경우

- 삼각형의 경우

측정간격() :   





- 정방형의 경우

측정간격() :   




로 된다.

구 분 내 용

Class 1

° 잔류오염이 DCGL을 초과하는 지역

° Systemic 시료 채취 구역 설정

° 통계학적 검증을 통해 시료 개수 결정

° 동적조사 100%

° 제한면적 : 2,000 ㎡(부지), 100 ㎡(건물)

Class 2

° 잔류오염이 DCGL을 초과하지 않으나, 오염된 지역

° Systemic 시료 채취 구역 설정

° 통계학적 검증을 통해 시료 개수 결정

° 동적조사 10 ～ 100%

° 제한면적 : 10,000 ㎡(부지), 1,000 ㎡(건물)

Class 3

° 잔류오염이 DCGL의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 함

° Random 시료 채취 구역 설정

° 통계학적 검증을 통해 시료 개수 결정

° 동적조사 : 10%

° 제한면적 없음

Table 3.3-1. Characteristic of survey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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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 시료채취

방사능 측정 대상의 시료채취의 목적은 시료채취 대상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있으며, 그 정보는 모집단을 대표하여야 한다. 그런데 측정 대상은

다양한 형상과 종류이기 때문에 모집단 전체를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시료채취인 것이다.

또한 특히 토양은 수직으로나 수평적으로 불균일성을 갖는 이질성의 자연체이기

때문에 토양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토양시료의 채취 작업은 간단하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료가 그 토양을 대표해야 한다는 점에서 토양시료 채취는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토양 시료의 목적에 따라 채취지점이나 채취량,

채취방법을 다르게 하여야 하며, 특히 분석시료의 채취에 있어서는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료 채취 후에 취급이나 분석을 아무리 정확히

하더라도 시료채취의 오차는 분석과정 오차보다 항상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료채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심해 두고 신중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측정 대상 시료의 방사능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대표시료 채취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가) 표면오염 폐기물

표면에 국한된 방사성오염은 표면이 평탄하고 재질이 매끈한 경우

문지름 법을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방사선측정기를 이용한 직접법을 통해

사전에 대상물의 전체적인 오염도를 사전에 확인한다. 오염대상 표면적 100%를

표면오염도축정계측기의 유효검출면적으로 계측한 측정결과를 적어도 오염표면의

1m2 면적당 1개의 문지름 시료를 채취한다.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여 간접법의

불확실성과 직접법에 따른 불확실성을 보완한다. 표면오염도측정 계측기는 단위

무게당 오염도로 환산한 MDC의 값이 자체처분 제한농도의 10% 이하를 유지한다.

대상 폐기물의 표면상태가 직접법이나 간접법을 이용하여 방사능을 측정하기에

곤란한 경우에는 대상 폐기물 모집단으로부터 일정량을 대표시료로 채취하여

방사능분석을 실시한다.

시료는 모집단 폐기물 약 200kg 마다 도는 매 1m2 면적당 폐기물 표면오염을

대효할 수 있는 약 1kg의 대표시료를 채취하고 시료채취 시에는 대상 폐기물 체적

내 균일하게 시료가 채취될 수 있도록 사전 시료채취계획을 적절히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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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적오염 폐기물

표면오염 폐기물과는 달리 대상 폐기물 내 코어링 등의 방법을 통해

직접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분석을 실시하거나, 체적 내 방사능을 분석할 수 있는

측정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여 방사능 분석을 실시한다. 단,

체적 내 방사능을 분석할 수 있는 측정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는 해당 시스템의

방사능 측정결과가 체적 내 방사능농도를 대표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시료채취에

의한 방사능분석을 실시할 경우, 시료채취는 모집단 폐기물 약 200kg 마다 폐기물

체적 내를 대표할 수 있는 약 1kg의 대표시료를 채취하고, 시료채취 시에는 대상

폐기물 체적 내 균일 하게 시료가 채취될 수 있도록 사전 시료채취계획을 적절히

수립한다.

폐유와 같은 유동성이 있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대상 폐기물에 대해 적어도 매

200리터 마다 1리터의 대표시료를 채취하고, 대표시료의 채취 시에는 모집단

폐기물을 충분히 혼합한 후 상중하의 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집한다.

(다) 방사능 측정의 적절성

① 감마방사능측정

대상 폐기물의 대표시료에 대한 감마핵종분석 시, 측정용 용기 내에

대표시료의 장입률, 밀도, 장입위치 등에 따른 보정이 적절히 수행되었음을

입증한다. 감마핵종분석 MDC는 자체처분 제한농도의 10%이하를 유지한다.

② 알파 및 베타방사능 측정

총 베타/감마계수 또는 총 베타계수, 총 알파 계수는 대상 폐기물 중

특이사항을 보이는 시료군으로 부터 적어도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계수한다.

MDA는 IAEA RE-S-1.7에 제시된 핵종별 농도의 1/10에 해당하는 방사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총 베타, 총 알파계수 시에는 폐기물 시료 내

자체차폐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료의 두께로 인한 영향을 고려한다.

자연계수 값은 시료를 측정하는 빈 플란쳇을 이용하여 계수하며, 10번의

측정결과를 평균한 값을 자연계수 값 이용한다. 대상 폐기물 내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 또는 불순물로 인한 방사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상 폐기물과

유사물질 또는 신규물질의 총 베타 또는 알파계수 율을 자연계수율로 가정하여

대상폐기물의 총 베타/알파계수 율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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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방사능 측정

대상 폐기물의 발생 공정상 3H 및 14C 핵종의 함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핵종에 대한 방사능측정을 수행한다. 이 때 방사능 측정 시 3H 및 14C

핵종에 대한 각각의 에너지 구간이 적절히 구분되어 계수되었음을 입증한다. H-3

및 C-14의 방사능측정 시에는 시료의 색상에 따른 colour quenching을 고려한다.

대상 폐기물 내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방사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상 폐기물과 유사 물질 또는 신규물질의 방사능을 자연계수율로

가정하여 대상폐기물의 방사능을 평가한다. 대상 폐기물 내 기타 방사성핵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한다.

(라) 피폭선량 평가의 적절성

① 입력자료

흡입 및 섭취경로의 선량환산계수는 ICRP-67, 69, 71, 72 또는 최신

ICRP자료에 제시된 값을 적용한다. 외부 피폭경로에 대한 선량환산계수는 미국

ORNL의 DFEXT 코드의 값, 미국 환경청의 연방지침서 12에 제시된 외부피폭

선량환산계수 또는 이와 동등한 자료를 적용한다. 각 피폭 연령군의 나이분포 및

선량환산계수에 적용된 연령은 IAEA Safety Series 115 (1996년)에 제시된 6개 대표

연령군 자료를 적용하며, 4개 연령군을 적용할 경우에는 6개 연령군중 3개월, 5세

15세 및 성인의 자료를 적용한다. 단, 4개 또는 6개 연령군 이외의 연령군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연령군이 피폭대상자를 보수적으로 대표함을 입증한다. 피폭경로를

결정해야 한다, 자체처분 시행 부지특성을 반영한 부지 고유의 피폭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지특성 자료(부지주변 인구분포, 농축수산물 생산량 및 소비량, 수상활동,

대기확산계수 및 희석인자 등)를 검토한다. 피폭선량평가에 필요한 변수값(농산물

생산량, 섭생특성, 거주특성, 차폐특성, 환경전이인자 등)들은 부지특성이 반영된

변수값이 사용될 수 있으며, 부지특성이 반영된 변수 값을 사용하는 경우, 동

변수값을 정하는데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이 해당 부지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자체처분의 시행과정 또는 시행으로 입자형태로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이

있는 경우, 입자크기의 실측자료 또는 관련문헌에 따른 입자크기를 적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1μm AMAD를 기본 입자크기로 고려한다.

② 선원항평가

폐기물내 감마핵종분석으로 측정되지 않는 저에너지 난검출핵종이

함유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핵종들이 확인하여 선원항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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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검출핵종은 해당 핵종에 대한 방사능분석을 통해 확인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허가문서에 평가된 해당 핵종과의 생성비나 해당 원자력시설의 척도인자를

이용하여 생성된 핵종별 비율을 적용한다. 총 베타/감마, 총베타 계수 및 총 알파

계수결과가 자연계수 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이 감마핵종에 의한 것인지

또는 베타핵종 또는 알파핵종에 의한 영향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계수값의

확인결과 베타핵종 또는 알파핵종에 의한 영향이 의심될 경우, 주요 해당 핵종에

대한 방사능 분석을 수행하여 선원항을 평가하거나 또는 해당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순 베타/알파핵종 중 선량환산인자가 큰 핵종을 보수적으로 선정하여

선원항으로 평가한다. 대표시료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시료의

MDC를 충분히 낮춰 감마방사능을 측정한 후, 해당 방사능 값을 적용하여 모집단

폐기물의 평균 방사능 값으로 평가하거나 주요 MDC를 대상 폐기물의 방사능

오염도로 가정한다.

(3) 방사능 현장측정 기술

제염해체 및 원자력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확인하고 방사능을 정량하기 위한 감마선 확인과 분석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들은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염의 유효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그리고 D&D

과정 동안 생성된 물질의 2차 오염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Fig. 3.3-1. ISOCS

그림 3.3-1은 Canberra 사에 의해 개발된 현장 방사능 측정 시스템인

ISOCS(In-situ Object Counting System)인데 방사능 물질의 형태와 양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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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휴대용 Ge 검출기이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방사능을 정량 분석함으로써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비용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미국의 ANL-East (Argonne National Laboratory-East)는 Chicago Pile-5 (CP-5)

연구용 원자로에서 ISOCS의 유용성을 시험하였다. 이는 DOE의 LSDDP(Large

Scale Demonstration and Deployment Project)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ANL의

CP-5 해체에 적용하여 별 다른 문제없이 수행하였다. ISOCS는 현장에서 직접

방사능농도 측정이 가능하며 사용하기가 쉽지만 능숙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현재 현장에서 방사능 농도를 직접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장비들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에 실험실에서 분석할 때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실험실 측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시료채취 시 어려움 : 작업자 안전사고 위험, 고준위 방사능 구역 접근 불가

- 시료채취 및 조제의 장기간의 소요시간

- 효율 교정의 어려움 (측정 시료별 효율 교정)

- 복잡한 구조물에 대하여 측정 불가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휴대용 감마핵종분석기의 경우는 가장 정확한 방사능

농도 측정이 가능하며, 낮은 검출한계(MDA) 및 다양한 핵종 및 고준위 백그라운드

영역에서의 핵종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휴대용 감마핵종분석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측정을 시험하였으며,

대표적으로 Barnwell Fuel Processing Facility에서의 배관 오염도 측정, 아래의

그림 Fig. 3.3-2와 같은 대형 구조물의 Free Release 측정(Tihange NPP, Belgium)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Fig. 3.3-2. Free Release measurement

of larg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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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원공정 모니터링 요소기술 개발

(1) 부지 오염도 mapping 기술 개발

부지의 위치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GPS, 선택된 지점에서 방사선량

율을 측정할 수 있는 NaI(Tl) 검출기 그리고 자료들의 입출력하기 위한 제어

장치를 일체화한 이동형 방사선량율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연구로 해체 부지의

방사선량 율을 실시간으로 mapping 하였다(Fig. 3.3-3).

Fig. 3.3-3. Mapping result of circumferential radiation dosage

ratio in research

측정과정에서 RF(Radio Frequency) 방식을 적용하여 근거리 무선 data를 원격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정한 거리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해 데이터 송/수신

상의 문제점 등의 개선 사항 확인한다. 연구로 부지에 대한 측정결과 대부분의

부지는 배경준위(Background level)의 방사선량율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방사선량율 분포가 배경준위의 1.5배 정도까지의 분포를 보여 그

지역에 대한 상세조사를 통해 오염제거를 위한 복구활용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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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료 대표성 평가 모델 수립 및 검증

연구로 부지에 대하여 사전조사(Scoping Survey) 및 특성조사(Characterization

Survey)를 수행한 결과 Co-60 및 Cs-137 핵종이 일부지역에서 검출되었으나, 그 수준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전체 부지에 대하여 방사선량 분포를 측정한 결과

환경준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 자료를 근거로 연구로

부지의 경우 MARSSIM에서 제시하고 Class를 구분 적용하였다. MARSSIM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지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지침으로써, 대상 부지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 절차, 위치 등의 전반적인 방사능 조사 절차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부지의

잔류방사능 평가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조사단위를 분류하고 측정방법, 개수, 지점 등을

평가한다. 실행단계는 통계적 측정방법 등에 대한 절차를 제시하고 평가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평가단계에서는 수행된 조사 자료를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지개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한다. 연구로 부지의 오염지역 분류는 MARSSIM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침을 적용하여 조사단위(Survey unit)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사단위로

구성될 수 있으며, 부지최종조사를 목적으로 평가된 크기와 형태 등의 부지특성을

고려하여 그 크기를 제한하여 적용하였다. 연구로 건물 또는 부지 지역의 경우

사전조사 및 특성조사를 통하여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Class 3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수적으로 Class 2로 가정하여 측정단위를 나누고 각각의

측정단위에서 측정시료의 개수 및 위치 등을 산정하였다. MARSSIM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부지 및 건물의 최적화된 샘플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LBGR의

설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LBGR 값을 DCGLw 의 1/2값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대이동 값(식. 1)의 범위(0.1≤ △/δ ≤3) 이내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어 연구로

부지의 경우에도 LBGR을 조절하여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시료의 개수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부지 및 건물에서 적절한 샘플의 수와 위치를 구하기

위하여 VSP(Visual Sample Pla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VSP는 통계학적인

계산에 의하여 대상 지역의 Sample 개수와 위치를 나타내주는 프로그램으로 복원

대상 부지 내 샘플링 계획 단계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다. Fig. 3.3-4와

같이 프로그램을 실행 후 대상 부지 및 건물을 설정하여 2-D 및 3-D로

대상지역에서 샘플개수 및 위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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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4. Site and the number of sample of building by use VSP

Table 3.3-2 Input unit of VSP

부지 건물
Test 방법 Sign Test Sign Test

오염지역분류 Class 2 Class 2
DCGLw 0.116 Bq/g 0.680 Bq/g
LBGR 0.02 Bq/g 0.58 Bq/g

Type I Error (α) / Type II Error (β) 0.05(5%) / 0.1(10%)

다. 부지 샘플링 및 방사선 측정 요소기술 개발

(1) 현장 측정 시험

부지에 대한 최종현황조사(FSS : Final Status Survey)를 위해 오염

가능성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고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대표적인 시료의 개수 및

위치를 결정하거나 국부적으로 방사능이 높은 지역(Hot spot)을 고려하여

추가시료의 필요 유/무 및 개수를 산정하고 잔류방사선 조사를 위한 최적화된

시료의 개수 및 위치를 선정하여야한다.

대표 시료의 개수 및 위치는 연구로 부지 중 그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된 자연 증발조 주변에 대하여 수행하였고, 통계학적 방법을 적용한 시료의

개수 산정을 위해 부지개방을 위한 기준(DCGL : Derived Concentration Guideline

Level), 허용오차의 범위 및 오염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MARSSIM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 가정 : 대상 부지를 Class 1로 구분, 측정결과 Cs-137 및 Co-60에 의한 오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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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현황조사를 위한 시료의 개수는 Sign test를 통해 14개로 계산되었음.

• 추가시료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Scan MDC 도출 및 비교수행을 통해

연구로 부지의 경우 추가 10개 시료가 필요함을 도출 (Actual scan survey <

Required scan survey). 단, Scan survey는 2 × 2 inches NaI(Tl) detector를 이용).

• 측정위치는 임의의 지점에서 시작하여 삼각격자(Triangular gird)를 이용하여

선정.

(2) 측정시료의 개수 및 위치의 선정

연구로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과거이력조사(Historic Site Survey),

사전조사(Scoping Survey) 및 특성조사(Characterization Survey)를 수행한 결과

Co-60 및 Cs-137 핵종이 일부지역에서 검출되었으나, 그 수준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전체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방사선량 분포를 측정한 결과

BKG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과거 자연증발조가 설치

운영되었던 주변 부지의 경우, DCGL을 초과하는 오염이 확인되어 제염작업을 통해

오염된 토양제거작업 및 조사작업이 수행되었다. 그래서 자연증발조 주변지역의

경우 Class 1로 구분하여 최종현황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로 주변 대부분의

부지는 Class 2로, 외부지역의 경우 Class 3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건물의 경우

이력조사 및 특성조사를 수행한 결과 오염된 핵종은 부지와 동일하게 Co-60 및

Cs-137이며, 방사성물질을 취급하였거나 오염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실험실 및

핫셀 등은 Class 2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사무실, 강의실 등 방사성물질이

취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Class 3로 구분하여 최종현황조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가) 부지- Class 1 영역

자연증발조가 설치 운영되었던 지역의 경우 DCGL을 초과하는 오염(최대

9.2 Bq/g)이 발견되어 에서 제염활동이 이루어졌다.

우선 이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 10개의 시료 채취 분석(Class 1 :

자연증발조 주면) 분석하였고, 측정위치는 과거 오염제거를 위한 복구활동 등을 근거로

설정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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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The investigation point for detailed

investigation in Class 1

핵종 평균 표준편차(1 )
Co-60 0.0084 0.0062
Cs-137 0.0178 0.0143

- Survey Design을 위한 시료개수의 산정

LBGR의 도출,








(Expected media concentration is 20% of DCGLw)

조합된 Standard deviation 도출,

 









상대이동(Relative Shift) 도출,








Sign Test 적용 : 대상핵종이 Background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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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N = 측정지점의 개수 (시료 채취 개수)

   = 결정 Error 에 의한 백분율

   = 결정 Error 에 의한 백분율

Sign  = 측정단위로부터 무작위 측정값이 DCGL 이하가 될 확률

- 결과 MARSSIM Table 5.5 and COMPASS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시료의 개수

산정 (20%의 추가시료 고려됨)

시료의 개수 : 14개/survey unit (Type Ⅰ (0.05), Type Ⅱ (0.05))

- 추가시료(Additional Sample) 개수 산정

MARSSIM에서는 Class 1 영역에 대하여 Scan MDC를 비교하여 추가시료(Additional

Sample)에 필요여부 및 개수를 산정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선 추가시료의

필요여부는 Required Scan MDC 및 Actual Scan MDC비교를 통해 판단하게 되며,

추가시료의 개수는 새로운 영역인자(Area factor)를 도출하여 계산할 수 있다.

- Required Scan MDC > Actual Scan MDC : 가설 Pass

- Required Scan MDC < Actual Scan MDC : 추가시료 필요(New Area factor

도출 적용)

Scan survey 2" × 2" NaI 이용 (NUREG-1507)

면적 : 1200 m2 (a' = 1200/14 samples = 86 m2 )












 

Scan MDC for Multiple Radionuclides














 

 × × 

Area factor Calculation (Co-60(32%), Cs-1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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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60 and Cs-137

m2 dose[mSv/yr] A.F.

10000 7.49E-01 7.49E-01 1.00E+00

3000 7.28E-01 7.49E-01 1.03E+00

1000 7.11E-01 7.49E-01 1.05E+00

300 6.56E-01 7.49E-01 1.14E+00

100 5.90E-01 7.49E-01 1.27E+00

30 4.55E-01 7.49E-01 1.65E+00

10 3.09E-01 7.49E-01 2.42E+00

1 6.27E-02 7.49E-01 1.19E+01

86 5.74E-01 7.49E-01 1.30E+00

50 5.26E-01 7.49E-01 1.43E+00

Actual Scan MDC > Required scan MDC

-> Actural scan MDC에 상응하는 Area Factor 도출(RESRAD 전산코드 이용)

′





 

추가시료는 1200m2/50m2 는 24개(추가시료 10개)

 

 × × × 

  

(나) 부지 (Class 2)

부지에서 25개의 시료 채취 분석(Class 2 : 연구로 주변)

Co-60 : 0.0062 ± 0.0042 Bq/g (1 )

Cs-137 : 0.0054 ± 0.0047 Bq/g (1 )

LBGR의 도출,








조합된 Standard deviation 도출,

 




  




relative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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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 Test 적용 (Type Ⅰ (0.05), Type Ⅱ (0.05))

결과 MARSSIM Table 5.5 and COMPASS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시료의 개수 산정

(20%의 추가시료 고려됨) : 시료의 개수 : 14개 / survey unit

건물 (Class 2)

연구로 1&2호기 시설내 핵종분석

- KRR-1 : Co-60(68%), Cs-137(32%)

: 42개의 시료를 각각의 실험실 등에서 채취 후 분석

- KRR-2 : Co-60(69%), Cs-137(31%)

: 40개의 시료를 각각의 실험실 등에서 채취 후 분석

전체적으로 핵종분율은 Co-60(69%), Cs-137(31%)로 적용 가능함.

- DCGL for Gross β

   

  

Weighted Efficiency

Ratio E_i E_s*(ISO-7503)

Co-60 0.69 0.53 0.25

Cs-137 0.31 0.34 0.50

0.47 0.33

sigma 의 도출,



 

 








결과 COMPASS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시료의 개수 산정

(20%의 추가시료 고려됨)

시료의 개수 : 15개/survey unit (Type Ⅰ (0.05), Type Ⅱ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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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pth profile 생산 및 평가

해체 부지의 방사능 분포를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기 위하여 휴대용 고순도

Ge 반도체 검출기를 이용한 in-situ objective counting system (ISOCS) 장비를

사용하여 부지 방사능을 현장 직접 측정기 위한 모델을 수립하였다(Fig. 3.3-6).

모델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로 주변에서 ISOCS를 이용한 직접 측정과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최적의 부지 현장 측정

모델링 결과를 도출하였다. 측정 결과 collimator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측정

토양층은 깊이 5 cm, 반경 60 m인 경우가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한 결과와

가장 유사하였다(Table 3.3-3).

Fig. 3.3-6. Site measurement model of ISOCS and

application characteristic test

Table 3.3-3. Compared evaluation of sampling and measurement

측정 지점

시료채취 ISOCS

Co-60

(Bq/g)

Cs-137

(Bq/g)

Co-60

(Bq/g)

Cs-137

(Bq/g)

A 0.012 0.0219 0.135 0.0226

B 0.011 0.007 0.009 0.007

C <MDA <MDA <MDA <M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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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포화대 핵종 이동 평가 기술

가. 비포화대 핵종 이동모델 개발

(1) 비포화대물유동 수학모델개발

(가) 불포화대오염물질이동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식

(나) 지배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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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포화대오염물질이동 수학모델개발

(가) 비포화대오염물질이동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식

(나) 지배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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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포화대오염물질이동 프로그램 개발 및 등록

비포화대오염물질이동 프로그램의 Main flow chart, Water flow chart, Solute

flow chart는 Fig.3.3-7～3.3-9과 같다. 수치프로그램에서 유체유동의 Richards’equation과

오염물질이동의 convection-dispersion equation을 계산하기 위해 Galerkin finite

element technique 을 사용하였다. Galerkin finite element technique는 농도(수두) 에

basis function 을 곱하여 trial solution을 만들고, 지배방정식에 basis function을

곱하여 불포화 층 전체의 영역에 대해 적분한 값을 0으로 놓은 행렬식을 만들고 이

행렬식을 경계 및 초기 조건들과 함께 풀어 각 절점에서의 농도(수두) 값을 구하는

기술이며, 불포화대에서 강수에 의한 유체유동과 오염물질 이동해석이 가능한

One-Dimensional Water Flow Solute Transport in Unsaturated Zone(FTUNS)코드를

개발하고 등록하였다.

Fig. 3.3-7. Main flow chart of FT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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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 Water flow chart of FTUNS

Fig. 3.3-9. Solute flow chart of FT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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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포화대수리파라미터 측정

비포화대이동 코드의 검증을 위해 제작한 오염물질이동 측정 실험 장치에

원자력연구원 주변에서 채취한 토양을 채우고, 개발한 코드의 입력 파라미터인 토양의

수리파라미터를 측정한다.

(1) 용적밀도, 수분함량, 공극률, 입자밀도 측정

용적밀도, 수분함량, 공극률, 입자밀도를 측정한 결과 Table 3.3-4과

같이 각각 1.478, 0.135, 2.4, 0.36이다(Fig. 3.3-9).

Table 3.3-4. Hydraulic parameters

(2) 평형흡착 Freundlich(k) 측정

평형흡착 Freundlich(k) 측정한 결과 Fig. 3.3-10, 3.3-11와 같이 세슘은

7.35이고, 코발트는 0.85로 세슘의 토양으로의 흡착율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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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 Freundlich (k) coefficient of Co

(3) 수리전도도 및 수리분산계수 측정

Fig. 3.3-12과 같이 Column Test를 통하여 150분 동안 유출량은 182

mL이었고, 컬럼 면적은 18.85 cm2 이고, 길이는 19 cm이며 총수두는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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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이었고 측정한 수리전도도는 7.98 x10-4 cm/sec이다. 그리고 Tracer test를 위해

비반응 물질인 NaCl을 추적자로 사용하고 Salt meter로 농도를 계측한 후 Ogata

식을 사용하여 수리분산계수를 측정하였고 측정한 수리분산계수는 3.0 cm 이다.

Ogata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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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포화 특성계수 α와 n산정

Fig. 3.3-13과 같이 KS M ISO 11275방법에 의해 불포화 특성계수 α와

n 산정하였다(Fig. 3.3-14). Fig. 3.3-15와 같은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실험을 통해

시간별 압력수두 h측정하고, 시간별 토양질량 m을 측정하여 아래 식을 이용하여

불포화도 θ를 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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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3. Hydrodynamic dispersion coefficient in soil

Fig. 3.3-14. Estimation of unsaturation factors and n by KS

M ISO 11275 method

불포화수리전도도 k는 아래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불포화 특성계수 α와 n

산정은 θ-h곡선과 θ-k곡선을 이용하여 Van Genuchten 식에 도입하여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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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5. Unsaturation hydraulic conductivity Kij measurement

다. 비포화대오염물질 이동모델 검증을 위한 실험장치(65L 규모) 제작

Fig. 3.3-16과 같이 비포화대오염물질 이동모델 검증을 위해 비포화대

오염물질 이동 실험장치(65 L 규모)를 제작하였다. 표면 토양 5 cm는 코발트와

세슘 0.01 M로 오염시킨 토양이며, Fig. 3.3-16의 노즐을 통해 때때로 강수를

주입하여 표면 오염물질이 밑의 토양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2-3달간 실험 후

깊이별 코발트와 세슘의 농도를 측정하고, 개발된 FTUNS코드로 계산한 깊이별

농도 값과 비교함으로 코드를 검증하였다.

라. 실험을 통한 모델 검증 및 부지 오염저감 평가

(1) 불포화 특성계수에 의한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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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6과 같이 30x30 cm면적을 가진 토양 컬럼의 표면 5 cm 토양을

코발트와 세슘으로 오염시킨 후 때때로 강수를 주입(Table 3.3-5, Fig. 3.3-17)하였고,

일일평균 증발량은 0.08 mm로 측정 됐다. 코발트 농도는 n값이 커질수록 농도가

밀집한다(Fig. 3.3-18). 이동속도는 α값이 커질수록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코발트 농도

역시 밀집한다(Fig. 3.3-19). 세슘의 경우에는 코발트와 마찬가지로 n값이 커질수록

농도가 밀집하며(Fig. 3.3-20), 이동속도 역시 α값이 커질수록 이동 속도가

증가한다(Fig. 3.3-21). 또한, 코발트는 세슘보다 이동속도 8.35배 빠르다(Fig. 3.3-22,

평형흡착계수 : 세슘의 8.35배). 세슘은 α값이 커질수록 이동속도 빠르고 농도가

밀집되지만, 코발트보다 작다. Freundich isotherm coefficient의 α, n값은 해체부지의

제염깊이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Rain Nozzle

Pump

Water-table

Tensiometer

Fig. 3.3-16. Equipment (6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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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1. 고방사성 Hot Cell 의 극한 환경 제염용 광(레이저) 용발 제염 공정 확보

SF 재활용 핫셀의 해체 또는 유지 보수 시 제염은 작업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하나, 고방사능의 극한 환경오염을 제거하는 기술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거리에서 온라인으로

제염하기 때문에 작업 안전성은 물론 제염 성능도 우수한 레이저 기반의 광용발

제염 기술 개발에 착수 하여 1차 년도에는 다양한 레이저 중에서 SUS, 콘크리트 등

고방사능 시설의 주 오염 재질에 가장 효과적인 광원으로 펄스형 Nd:YAG 레이저를

선정하고 실험실적 공정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광용발 장치를 설계 제작하였다.

2차 년도에는 핫셀 제염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여러 공정 인자들, 즉 레이저

에너지 조건, 레이저의 적용 거리, 적용 횟수, 재 오염 방지 방법, 제염 후 입자 포집

특성 등에 대한 제염 평가 실험을 통하여 광용발 제염 공정 특성을 규명하였으며,

3차 년도에는 레이저 파장을 532 nm 영역으로 변화시켜 파장 변화에 따른 제염

특성을 규명하였다. 또한 광용발 제염 생성입자의 현장 크기 측정과 이에 따른

포집율 시험을 통해 포집시스템을 확정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였다.

비방사성 실험 조건을 적용하여 방사성 오염 시편을 대상으로 제염 성능 확인을

하였으며 제염계수 약 100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광용발 제염 성능이

확인되는 공정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다음 단계에서 추진하는 원격 광용발 제염시스템의

성공적 개발의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해체부지 오염 토양을 자체처분 가능한 수준으로 복원할 수 있는 토양제염 장치

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기반 구축

원자력 부지의 방출을 위해선 오염 부지를 고효율로 제염하는 것이 필수이나

오염 토양의 복잡한 성분 및 구조로 인하여 아직 뚜렷한 기술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로 및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후 발생하는 토양

폐기물을 복원하여 자체처분 폐기물화 하는 제염기술 개발을 착수하였다. 그 결과

2년 동안의 연구를 통하여 20년 이상 장기 숙성된 방사성 토양을 자체처분

폐기물화 할 수 있는 신 개념의 수직형 동전기 세정장치를 개발하고 실증을 통하여

성능을 검증하여 신기술로 등록을 신청한 상태이다. 또한 표면 오염의 미세입자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퇴적(응결) 침출 제염장치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등 토양 폐기물 복원 기술의 실용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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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체 부지 복원 후 환경 안전성을 확인하는 복원 평가 요소기술의 확보

해체 오염 부지를 복원 후 방출하기 위해서는 복원 부지의 건전성 평가 기술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지의 잔류 방사능 평가의 신뢰도 향상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술로 부지 잔류 방사능의 수평 수직 분포도 현장 측정 평가 기술과 비

포화대 오염핵종의 이동특성 평가 모델을 2009년부터 개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잔류 방사능 현장 측정 평가방안을 수립하였고, 오염핵종 이동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 등록함으로써 부지 복원 평가의 핵심 요소기술 개발의 초석을 다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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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활용계획서

광용발 제염기술 개발결과는 계속적으로 2단계에서 추진되는 원격제염시스템

개발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개발이 완성된 후에는 DUPIC 핫셀의 개보수

및 해체를 위한 제염 실증기술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1~2년의

실용화 연구 단계를 거치면 산업체에 기술 이전 등이 가능하리라 본다. 또한,

국내의 모든 SF 취급 핫셀의 유지 보수 또는 해체 시에 범용으로 적용성이 있으며

방사성 금속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체 처분을 위한 제염기술로도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밖에 비원자력 분야의 반도체나 도장 산업 등 일반 청정산업에

세척기술로 확대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부지 복원기술 개발 결과는 연구로 및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부지 발생 토양의

복원기술로 활용할 예정이다. 즉, 동전기세정 제염기술은 제염 효율이 높기 때문에

20년 이상 장기 숙성 오염된 방사성 오염 토양에 적용할 경우 자체처분 폐기물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응결 침출 제염기술은 제염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면 오염이나 비 숙성 오염 토양을 대상으로 동전기세정 제염기술과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다. 이 밖에 초임계 이산화탄소 제염기술은 우라늄 오염

토양이나 고독성의 TRU 핵종 오염 토양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잇을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 제염기술은 향후 북한 핵시설 부지 복원 시에도 중요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폐광산 등 중금속 오염 부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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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방사성 실험 조건으로 방사성 시편 제염에 적용하여 제염계수 100 이상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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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숙성 오염된 토양을 자체처분 폐기물화 가능한 동전기세정 제염기술을 개발하

였고 방사성 실증을 통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숙성 오염 및 표면 오

염 토양을 자체처분 폐기물화 할 수 있는 응결 침출 제염기술도 확보하였으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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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n assessment of the site remediation. Also an One-Dimensional Water Flow and

Contaminant Transport in Unsaturated Zone (FTUNS) code was developed to

interpretate the radionuclide migration in the unsaturat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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