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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보고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심지층 처분(deep repository)에 련된 안정성 

평가를 하여 고려해야 할 사용후핵연료의 지하수 용해  침출거동 연구 황

에 하여 기술하 다. 사용후핵연료의 매질인 UO2의 용해 메커니즘과 용해속도

를 측할 수 있는 두 근 방법, 지하수 에서의 UO2 용해도 모델  표면에

서의 기화학  부식 모델에 의한 용해연구에 하여 조사하 다. 이 연구를 수

행하기 하여 기본 으로 이해해야 할 사용후핵연료와 지하수의 특성 그리고 

실험에 필요한 모의 사용후핵연료, 합성 지하수  산화/환원 분 기를 조 할 

수 있는 장갑상자 등, 하드웨어에 하여 조사하 다. 한 사용후핵연료의 용해

와 침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자들에 하여 심도 있게 고찰한 결과, 

UO2의 용해와 각종 핵종의 침출이 우라늄의 산화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심지

층 처분장의 기조건은 물론 사용후핵연료의 장용기가 부식으로 인하여 방벽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사용후핵연료와 할 것으로 상되는 지하수의 

특성[산화/환원 , pH, 무기 착이온의 농도,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 장

(radiation field)에 의해 생성되는 물의 방사분해 생성물]과 사용후핵연료의 물리, 

화학  특성(악티나이드의 용해도, 핵분열생성물이 고정되어 있는 치, 핵연료 

조사 과정에서 생성된 동공과 균열 등)에 의해 좌우됨을 확인하 다. 즉, UO2의 

결정립계(grain boundary) 는 사용후핵연료와 피복  틈새에 축 되어 있는 핵

분열생성물들은 기에 침출되지만 UO2 매질의 결정립(grain) 안에 고정되어 있

는 핵분열생성물들의 침출거동은 UO2의 용해거동에 좌우되었다. 이 연구의 원활

한 수행을 해서는 유도 결합 라스마 질량분석법(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ICP-MS), 알   감마분 분석법(Alpha and Gamma 

Spectrometry)으로 침출액에 함유되어 있는 악티나이드와 핵분열생성물의 정량 

외에 주사 자 미경법(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자탐침 미세분

석법(Electron Probe Microscope Analysis, EPMA)  X-선 자 분 법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등으로 침출실험하기 과 후, 사용

후핵연료 시편의 표면 특성변화를 함께 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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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is state of the art report describes a dissolution and leaching behaviour 

of spent nuclear fuels which should be considered for safety assessment of 

spent nuclear fuel disposal in a deep geological repository. The relevant 

techniques and status of the study on UO2 nuclear fuel dissolution suggesting 

two known models of the solubility limited model and the kinetic corrosion 

model were investigated. Characters of the spent nuclear fuels and ground 

water and hardware such as a leaching equipment and a glove box available 

for controlling redox atmosphere are investigated in detail. Various factors 

which have influence on the dissolution and leaching behaviour of the spent 

nuclear fuels are considerably investigated. A decisive factor of a dissolution 

of UO2, a matrix of the fuel, is chemical characters (redox potential, pH, 

concentration of inorganic anions, water radiolysis by radiation field of the 

fuels) of ground water expected to be in contact with the fuels after the 

container has failed due to corrosion as well as atmosphere condition of a 

deep geological repository, which can change the oxidation state of UO2. The 

release rates of radionuclides from UO2 matrix depend largely on their 

location within the fuels, that is, the radionuclides fixed in the fuel/cladding 

gap and grain boundaries are rapidly released. However, the radionuclides 

within the grains of the fuel are slowly released, and then their release rate 

is governed by a dissolution behaviour of UO2. A requirement for increasing 

the reliability of this study is not only an analysis of actinides and fission 

products in a leachate using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ICP-MS) and alpha and gamma spectrometry but a measurement of changes 

in microstructure of the surface on a fuel specimen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Electron Probe Microscope Analysis (EPMA) 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before and after l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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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용후핵연료의 심지층 직 처분법은 미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이 오랫동안 고려해오고 있는 고 폐기물 리방법이다. 심지층 처분장은 그림 

1[1]과 같이 낮은 용해도를 갖는 사용후핵연료(농축도 1～4%의 
235
U가 함유되어 

있는 이산화 우라늄), 내부식성의 장용기, 장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벤토나이

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학  인공 방벽과 거 한 암반으로 구성된 천연의 자

연 방벽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일련의 방벽들이 사용후핵연료가 지하수에 노출

되는 것은 물론 침출된 방사성 핵종(악티나이드와 핵분열생성물)이 자연 생태계

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거나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2]. 따라서 특별히 고안

된 장용기 안에 들어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처분될 수 백 미터 깊이의 지층 암

반이 가장 바깥쪽(outermost) 방벽이 된다. 한편, 사용후핵연료의 장용기가 부

식으로 인하여 방벽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사용후핵연료와 할 것으로 

상되는 지하수에 한 사용후핵연료의 매질 는 매질 안에 분산되어 있는 핵종

의 용해도가 사용후핵연료의 침출을 결정하는 가장 안쪽(innermost) 방벽이 될 

것이다. 

심지층 처분장 안정성 평가의 기본 인 핵심은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방사성 핵

종(이하 핵종)이 침출되어 자연 생태계로 이동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것을 기본개

념으로 한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를 안 하게 처분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기 

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침출의 속도론  메카니즘 규명과 침출거동에 향을 미

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미세구조 특성  산화/환원조건 등과 같은 처분장

의 다양한 요소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침출에 한 연구는 1970 년  말부터 시작되었다[3～5].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것은 지하수에 의해 UO2 펠렛 표면의 화학특성이 UO2/지하수 

시스템의 산화/환원조건에 의해서 매우 큰 향을 받는다는 것이다[6, 7]. 를 

들면 산화조건을 유지시키면서 UO2 펠렛 시편을 지하수로 한 달간 침출시켰을 

경우 침출액의 U 농도는 약 10
-8
 mol/L이었으며 이 결과는 환원조건에서 측정한 

U 농도(10
-11
 mol/L)보다 10

3
배나 큰 것이었다[8]. 더욱 놀라운 것은 침출 기의 

2～5일 동안에 확인된 U 농도는 10
-6
 mol/L로서 펠렛 표면에 생성된 산화 우라

늄의 빠른 용해가 그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9]. 이와 같이 부분의 연구는 사

용후핵연료 매질의 용해와 침출에 미칠 수 있는 여러 향들을 재 하고 그 거

동을 평가하는 것들로서 사용후핵연료 표면의 국부 인 산화/환원 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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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는 방사선 장(radiation field) 효과[10, 11], 벤토나이트  화강암과 같

은 인공 방벽과 자연 방벽의 침출수[12, 13] 그리고 지하수에 함유되어 있는 무

기 착화제에 의한 향[14, 15] 등도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사선 가 매우 큰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하는 실험은 핫셀을 

사용해야 하고 특히 침출율을 평가하기 하여 미량의 악티나이드와 핵분열생성

물의 정량, 실험 과 후 사용후핵연료 표면의 특성 변화를 측정해야 하는 등, 

일반 실험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갖는다. 더구나  시 에서 

사용된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 장이 약 500～1,000 년 후가 되면 부분의 감마

선 방출체 붕괴로 인하여 격하게 변하게 되므로 임의의 시 에서 방사선 장을 

실험조건으로 용할 수 없는 문제 이 있다[16].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후핵연료 

신 모의 사용후핵연료(SIMFUEL)을 사용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다행히 본 연구과제에서는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

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사용후핵연료를 침출실험 상으로 사용할 경우 사

용후핵연료 시편을 다룰 수 있는 핫셀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성 침

출액에 극미량 함유되어 있는 악티나이드와 핵분열생성물의 정량이 가능한 방사

선 차폐 유도 결합 라스마 질량분석기와 방사선 차폐 유도 결합 라스마 원

자방출분 분석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실험 과 후 사용후핵연료 표면의 특

성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주사 자 미경을 조사후시험시설 과제에서 운 하고 

있어서 이와 련된 연구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본 기술 황분석보고서는 사용후핵연료 용해와 침출에 련된 연구를 수행하

기 하여 기본 으로 필요한 실험장비의 구성과 사용후핵연료의 용해와 침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에 해 기술하 다. 이것은 순 히 연구에 

련된 이론 인 자료 축 에만 목 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사용후핵연료 처분

에 한 국가 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 에서 미리 실험실에서 처

분장의 지질환경에 따른 여러 조건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사용후핵연료의 용해와 

침출거동을 살펴보고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구축해 놓음으로서 향후 사용후핵

연료 처분 정책이 세워지면 선정된 처분장 후보지의 물리, 화학 인 지질특성을 

악하기만 해도 쉽게 사용후핵연료의 용해와 침출거동을 측할 수 있고 신속

하게 본격 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함이다. 특히 산화/환원 분 기 조

이 가능한 장갑상자, 장기간의 침출거동 연구에 합한 침출장치 그리고 침출

과정에서 생성되는 제이차상(secondary phase) 등에 해서 이해하고 기술함으

로써 연구가 시작되면 곧 용할 수 있도록 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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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esign of a final repository for spent nuclear fuel in 

crystalline ba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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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출 모델  

2.1. 침출  기화학  반응  

사용후핵연료 펠렛 표면에서 UO2가 산소와 같은 산화성 화학종과 반응하면 

높은 산화상태의 U
5+
 U

6+
이 생성됨과 동시에 U5f 밴드에 홀(hole)이 생성되어 

표면의 기 도도가 커지게 되고 이어서 용해도가 큰 이온성 화학종(UO2
2+
)의 

생성이 증가된다[17]. UO2 표면에서 산화에 의한 UO2
2+ 
화학종의 생성은 UO2 핵

연료가 용해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UO2의 용해를 기화학  용어인 부식

(corrosion) 상으로 취 하기도 한다.

UO2 용해 메커니즘과 용해속도를 측할 때 용해도를 주요 인자로 보는 경우

(solubility-limited model)와 표면의 기화학  반응을 주요 인자로 보는 

(kinetic corrosion model) 두 가지 모델이 제시된 바 있다. Sunder 등[18]은 용해 

메커니즘과 용해속도를 측하기 한 연구에서 실험조건에 따라 두 모델  어

떤 모델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한 기 을 제공하 으며 UO2 산화에 의한 용해

거동을 기화학  반응을 주요 인자로 보는 kinetic corrosion model을 용하여 

그림 2와 같이 5 단계로 표 하 다. 

Fig. 2. Schematic representation of processes occurring during 

oxidative dissolution of UO2 in a geological v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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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UO2의 표면에 UO2+x의 산화막이 형성된다.

2 단계: UO2+x의 산화막에 UO2
2+
이 형성된다. 그리고 UO2+x의 산화막에서 

UO2
2+
로 떨어져 나가 용해된다.

3 단계: 지하수 성분에 따라 UO2
2+
의 착물이 형성된다. 형성된 착물은 2 단계

의 UO2
2+
로 용해되는 과정과 4  5 단계에 직  향을  수 있다.

4 단계: 제이차상이 형성될 수 있으며 제이차상의 형성은 핵연료 표면으로부

터 상  치에 따라 용해거동에 향을  수 있다.

5 단계: 공학  인공 방벽(Clay, Sand 등)으로 이동한다. 

1  2 단계의 거동은 핵연료 표면  처분장 환경의 산화/환원상태, 핵연료

의 매질과 표면의 물리, 화학  특성에 따른 반응성 그리고 지하수의 방사분해

(radiolysis)의 향을 받는다. 한편, Bruno 등[19]은 solubility-limited model을 

용하여 UO2의 용해속도가 용해도와 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으며 산도

가 증가할수록 UO2의 용해속도가 감소하는 결과로부터 UO2의 용해속도가 표면

의 OH
- 
착물 형성을 통해 진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2.2. 기화학  방법에 의한 침출연구 

Shoesmith[20]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 용해과정을 기

화학  부식 모델로 설정하고, 여러 련 문헌들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사용후핵

연료 용해가 일어나는 양극(anodic)반응과 산화제가 환원되는 음극(cathodic) 반

응의 메커니즘에 해 논의하 다. 

 Nicol[21]과 Needs[22]는 가장 이상 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완 히 환원

분 기를 유지하는 처분장이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산화력을 보이는 조건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제 아래 여러 산화조건에서 UO2의 용해연구를 수행하

으며 UO2의 용해가 산화, 환원의 두 반쪽반응(half reaction), 즉 UO2 → UO2
2+ 
+ 

2e  Ox + 2e → Red와 같은 기화학반응으로 생각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이러한 반쪽반응들은 통 인 기화학  방법(standard polarization techniques)으

로 비교  간단하게 연구할 수 있어서 측정한 류로부터 반응속도를 알아 낼 

수 있다[23]. 

처분장 환경에서 부분 산화제들의 산화/환원 (EOx/Red)는 UO2 → U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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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e 반쪽반응의 산화/환원 (EUO2/UO22+) 보다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측하

지만, 실제로 핵연료의 부식은 그림 3에서와 같이 핵연료와 처분장 환경의 경계

면에서 형성되는 부식 (corrosion potential, ECorr)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UO2 → U4O9, U3O7, U3O8, UO3․2H2O 반응들의 산화/환

원 가 UO2의 부식 (ECorr) 보다 음의 값을 가지므로 부식 에서 동시 

발생할 수 있는 U4O9, U3O7, U3O8, UO3․2H2O 상들에 의해 매우 복잡한 부식과

정을 상할 수 있다[17]. 

그림 5는 UO2를 극으로 사용한 기화학  방법의 로써, 조

(controlled potentials)에서 정류상태의 류(steady-state current)를 측정하고 부

식 까지 외삽하면 자연 인 부식조건에서 용해 류를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18]. 이러한 용해 류는 임의의 환경에 한 고유한 값으로 이 값을 

이용하여 여러 산화조건에서 용해속도를 측할 수 있다. 부식 는 그림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산화반응인 UO2 → UO2
2+ 
+ 2e와 여러 환원반응들로 이루어

진 Ox + 2e → Red들이 균형을 보일 때 측정한 값이다. 즉 부식 에서 양극

류(IA)는 음극 류(IC)와 같으며, 이 류는 부식 류(ICorr)와 같다. 음극 류(IC)는 

작용 가능한 모든 산화제들의 환원반응 류들의 합(IC = IC1 + IC2 )이며, 부식

류는 Faraday법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량감소식으로 표 할 수 있다.

W/t = ICorr․Aw/nF  

      

의 식에서 W는 질량감손(g), Aw는 UO2의 분자량, n은 반응에 포함된 자

의 개수, F는 Faraday상수 그리고 t는 부식시간을 나타내며 핵연료의 도, 표면

과 함께 질량감손의 값을 알면 표면에서의 부식 침투속도로 변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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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onship between potentials when the surface of nuclear fuel is 

not at equilibrium with its environment, and an electrochemical driving 

force for corrosion exists.

 

Fig. 4. Potential-pH diagram showing the relative stabilities of uranium 

phases potentially stable under fuel corrosion conditions. Although the stability 

lines for uranium metal, carbides and nitrides are also shown they are not 

relevant to the present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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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lots of steady state dissolution current as a function of applied 

potential in (1) 0.1 M NaClO4 (pH = 9.5); (2) 0.1 M NaClO4 + 0.01 M 

NaHCO3 (pH = 9.5); (3) 0.1 M NaClO4 + 0.5 M NaHCO3 (pH = 9.3). The 

solid horizontal bar and vertical arrows represent the range of values or 

single values recorded for UO2 corrosion potential in the corresponding O2 

saturated solutions. (ECORR)N2 shows the range of (ECORR) values observed 

in N2 purged 0.1 M NaClO4 (pH = 9.5)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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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hematic diagram illustrating the electrochemical coupling of the anodic 

fuel dissolution reaction to the cathodic oxidant reduction reaction. Oxidants may 

be supplied from the external environment or by the radiolysis of water. The 

anodic current (the fuel dissolution) will be equal to the sum of the individual 

oxidant reduction currents; i.e., IA = IC1 + IC2 = ICORR. 



- 10 -

3. 침출실험 구성요소

3.1. 사용후핵연료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종의 침출은 UO2 매질의 용해도와 매질에 분산, 고정

되어 있는 핵종의 치에 좌우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캐나다의 핵연료폐기

물 리 로그램(Canadian Nuclear Fuel Waste Management Program  CNFWMP)

에서는 이러한  아래 다음과 같이 사용후핵연료의 미세구조 특성에 근거한 

핵종 침출모델을 제시하고 있다[24].   

- 사용후핵연료와 피복  사이의 틈새에 축 되어 있는 휘발성 핵분열생성

물(Cs  I)의 빠른 침출 

- 사용후핵연료의 결정립계(grain boundary)로부터 핵분열생성물(Cs, I  

Tc)의 침출

- 사용후핵연료 결정립(grain)의 용해 결과로 결정립 안에 분산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의 느린 침출(UO2 매질의 용해율이 핵종의 침출율을 결정)

사용후핵연료의 용해와 침출 상을 보다 잘 이해하기 해서는 사용후핵연료 

매질에 분산, 고정되어 있는 악티나이드와 핵분열생성물의 화학상태와 거동 그리

고 사용후핵연료의 미세구조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사과정에서 

산소 포텐셜에 의해 좌우되는 핵연료의 화학 상태는 열 도도, 팽윤  용융  

등과 같은 핵연료의 물리  특성에 큰 향을 받으며[25, 26] 다음과 같은 상

으로 인하여 매우 복잡한 특성을 나타낸다. 

     - 핵분열생성물의 함량은 조사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 핵연료의 산소/ 속비[O/M(U+Pu)]와 산소 포텐셜은 연소과정 에 변한

다.

   - 핵연료의 축방향  반경방향의 온도변화가 핵분열생성물의 이동과 열확

산을 일으킨다.

Geckeis 등[25]은 사용후핵연료에 한 화학  특성을 화학분석과 열역학 으

로 해석하고 다음과 같이 4 개의 군으로 분류하고 이들  몇 가지 핵분열생성

물의 산화물은 비슷한 산소 포텐셜에 의해 2 군과 3 군 사이에서 연속 인 이



- 11 -

를 일으켜 핵분열과정에서 핵연료의 조성을 변화시키며 3 군과 4 군 사이에서도 

그림 7에서와 같이 연소도에 따라 이가 일어난다고 보고한바 있다.

1 군 : 핵분열생성기체  기타 휘발성 핵분열생성물 - Kr, Xe, Br, I

2 군 : 속 침 물(metallic precipitate)을 형성하는 핵분열생성물 - Mo, Tc, Ru, 

Rh, Pd, Ag, Cd, In, Sn, Sb, Te 

3 군 : 산화침 물(oxide precipitate)을 형성하는 핵분열생성물 - Rb, Cs, Ba, Zr, 

Nb, Mo, Te

4 군 : 핵연료 매질에 고용된 핵분열생성물 - Sr, Zr, Nb, REEs (Y, La, Ce, Pr, 

Nd, Pm, Sm, Eu)

  

원자로에서 조사시키기 의 핵연료는 도가 크고(이론  결과의 95～99%) 

그림 8에서와 같이 매우 미세한 결정립(3～10 μm)으로 이루어져 있는 순수한 

UO2로 구성되어 있다[27]. 일정한 연소도가 될 때까지 조사된 핵연료에는 다양한 

핵분열생성물이 생성되는데 이들  많은 양이 UO2 매질에 용해되지 않고 결정

립 내부 는 결정립계에서 침 을 형성한다. 이 침 에는 1 군으로 분류된 비활

성 가스인 Xe과 Kr이 들어 있으며 Cs과 I 그리고 2 군으로 분류되는 Ru, Tc  

Mo 같은 속 핵분열생성물의 일부는 휘발하기도 한다. 한 희토류 원소  U

의 성자 포획에 의해 생성되는 Pu  Am과 같은 악티나이드들은 UO2 격자 

안으로 치환되기도 한다. 800～1,400 ℃의 고온에서 조사하는 동안 많은 불용성 

핵종들이 결정립에서 나와 결정립계로 확산된다. 비활성 가스와 휘발성 핵종인 

Cs과 I 의 일부는 결정립계에 축 되며 결정립계와 펠렛의 갈라진 틈에서 핵

분열생성 기체에 의한 터  생성으로 인해 핵연료의 바깥 면으로 방출될 수 있

다. 그림 9에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결정립계에 인 한 표 인 미세구조를 나

타내었다. 나노 크기의 핵분열성 가스방울과 -ruthenium 상(Mo-Ru-Tc-Pd-Rh) 

입자가 결정립을 따라 모여 있음을 알 수 있으며[28] 이들은 앞에서 2 군으로 분

류된 속침 물을 형성하는 핵분열생성물들이다. X-선 자 분 분석법으로 

CANDU 핵연료의 미세특성을 연구한 결과 결정립계에 Cs, Rb, Ba  Te이 축

되어 있음을 확인한바 있으며 이 핵분열생성물들은 조사과정에서 결정립계로

부터 방출되어 핵연료와 피복  사이의 비교  차가운 틈에 축 될 수 있다. 이

들은 앞에서 3 군으로 분류된 산화물침 물을 형성하는 핵분열생성물들이다.  

여기서 여러 핵분열생성물들이 축 되어 있는 치와 침출거동을 잠시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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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조사과정 에 핵연료와 피복  사이로 이동한 Cs과 I는 지하수와 하

을 경우 신속하게 침출될 것이다. 한편, 결정립계 는 핵연료 매질 안에 새로 

생성된 상(phase)에 몰려있는 핵분열생성물들은 UO2 핵연료의 용해 는 표면 

변질에 의해 침출되거나 는 침출되지 않는다. 한 로 핵분열성 기체가 있는 

자리에서 결정립계 사이에 축 되어 있는 Tc은 사용후핵연료의 용해와 무 하게 

침출된다[2]. 이에 비해 결정립 안에 분산 고정되어 있는 부분의 악티나이드와 

핵분열생성물의 침출은 사용후핵연료의 매질인 UO2의 용해 는 변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Fig. 7. Chemical state of the fission products in oxide 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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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EM image of a polished and etched surface of 6 at% 

burnup SIMFUEL showing equiaxed matrix grains and precipitates.

Fig. 9.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 of spent LWR fuel with a burnup 

of 45 MWd/kg U. The dark particles along the grain boundary are - 
ruthenium (Mo-Ru-Tc-Pd-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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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의 사용후핵연료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침출실험을 할 때에는 방사성 물질을 취 할 수 있

는 통제된 공간과 방사성 시편의 물리, 화학  특성을 평가할 수 있고 침출장치

를 설치할 수 있는 핫셀, 침출액에 함유되어 있는 핵종의 양 는 화학종을 분석

할 수 있는 분석장비 그리고 방사성 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된 연구

원 등, 일반 인 실험과 달리 연구에 용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 사용에 매우 

큰 제약을 갖는다. 

더구나 재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침출 상으로 실험 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의 지배 인 방사선 장은 감마선 방출체가 될 것이지만 심지층에 처분된 사용후

핵연료 장용기가 손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500～1,000 년 후에는 감마선 방출

체가 거의 붕괴된 시 이고 알 선 방출체가 처분장의 지배 인 방사선 장이 될 

것으로 측하고 있기 때문에[29] 재 실험에 용한 임의의 방사선 장을 표

인 실험조건이라고 가정하여 500～1,000 년 후의 침출거동을 측할 수는 없

다. 이와 같은 경우에 모의 사용후핵연료[SIMFUEL (Simulated high-burnup 

UO2 fuel)]를 사용하고 방사선 장의 유형과 그 세기를 조 할 수 있다면 침출실

험에 여러 제한 인 조건이 많은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

 모의 사용후핵연료는 많은 핵분열생성물의 안정한 동 원소가 존재하는 조사

된 UO2 매질의 유사체이지만 방사선 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 화학  

조성과 어느 정도까지는 조사된 핵연료의 미세구조(microstructure)를 모사할 수 

있다. 그러나 휘발성 핵분열생성물과 가스방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후핵

연료의 형상을 완 히 재생할 수는 없지만 가스방출이 크고 불용성 핵분열생성

물이 속 는 세라믹 게재물(metallic or ceramic inclusion)로 침 될 때의 높

은 온도에서 조사된 다양한 연소도를 갖는 UO2를 제조할 수 있다[30]. 사용후핵

연료의 물리, 화학  특성을 연구하기 하여 모의 사용후핵연료 제조에 련된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있으며[31～43], 본 연구 분야에서도 이 모의 사용후

핵연료의 제조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모의 사용후핵연료란 원래 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AECL)의 

Chalk River 연구소에서 만든 것으로서 50 MWd/kgU의 연소도를 기 으로 독

일 Karlsruhe 연구소와 공동연구로 개발하 다[44～48]. 99.999%의 고순도 산화

물을 사용하며 만들어졌으며 표 1  2와 같은 조성을 갖는다. Ru은 Tc, C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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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 Sr은 Cs, La은 Am과 Cm, Nd는 Pr, Pm, Sm, Eu  Gd 그리고 U은 Pu 핵

종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 더 취하여 만들게 된다[49]. 그러나 핵분열생성기체(Kr 

 Xe)와 휘발성 핵분열생성물(Cs, I)은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로 그림 10에 모의 

사용후핵연료 제작과정을 간단히 기술하 다. 

일단 모의 사용후핵연료가 만들어지면 유도 결합 라스마 원자방출분 법과 

유도 결합 라스마 질량분석법을 사용하여 기 성분원소들의 양을 분석해야 

한다. 일반 으로 계획한 규격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단지 Rh의 경

우에는 낮은 분석결과를 얻었다[50]. 분말에 한 침출거동을 살펴볼 경우에는 

BET 방법으로 입도(μm)를 측정해야 하며 일정한 크기의 펠렛을 시편으로 할 때

에는 표면 (m
2
g
-1
)을 구해야 한다. 특히 펠렛 시편의 표면  크기는 침출거동에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 침출실험을 수행하기 에 필수 으로 측정해야 하는 

매우 요한 항목이다.

일반 으로 펠렛 시편의 표면 은 BET 식을 용하여 측정된 펠렛 시편의 

비표면 과 무게의 곱으로 나타낸다. BET란 고체 시편의 표면  측정을 이론화 

하는데 기여한 Brunauer, Emmett  Teller의 머리 자를 하나로 묶어 나타낸 

약자이며 표면 을 측정하는 기본 인 원리는 모의 사용후핵연료가 들어 있는 

용기에 N2 가스를 연속 으로 유입시킬 때 고체 표면의 동공(pore)에 N2 가스 

흡착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BET 표면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표면 을 구할 수 있다. 모의 사용후핵연료와 같

은 방사성물질은 표면  분석을 외부 분석기 에 의뢰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원

의 연구로 핵연료개발부(운 책임자 : 지철구 박사, ☎ 8891, 새빛연료과학동 소

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본 과제에서는 모

의 사용후핵연료의 침출 , 후 일부 성분원소의 양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정

량기술을 보유하고 있다[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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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e
Amount (wt%)

3 at% 6 at% 8 at%

UO2 97.449 94.866 92.990

ZrO3 0.336 0.593 0.777

MoO3 0.356 0.720 0.980

PdO 0.147 0.434 0.652

BaCO3 0.150 0.307 0.433

Y2O3 0.040 0.060 0.075

SrO 0.223 0.406 0.531

CeO2 0.304 0.545 0.717

La2O3 0.113 0.254 0.367

RuO2 0.360 0.754 1.026

Rh2O3 0.028 0.034 0.038

Nd2O3 0.494 1.027 1.418

Table 1. SIMFUEL composition

Element
Weight ratio to U

30 MWd/kg U 50 MWd/kg U

Sr 1.77×10
-3

2.74×10
-3

Y 4.41×10-4 6.46×10-4

Zr 3.86×10
-3

5.72×10
-3

Mo 3.16×10
-3

5.24×10
-3

Ru 2.04×10-3 3.80×10-3

Rh 4.52×10
-3

6.25×10
-3

Pd 1.25×10
-3

2.93×10
-3

Ba 2.09×10-3 3.68×10-3

La 1.93×10
-3

3.08×10
-3

Ce 6.34×10
-3

8.77×10
-3

Nb 5.97×10-2 1.00×10-2

Table 2. Composition of the SIMFUEL pellet of 30 and 50 MWd/Kg U 
burnup, expressed as weight ratios to ura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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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 attrition ball milling

Spray-drying 

Conventional precompaction

Granulation

Pressing

Sintering at 1700 ℃ for 2 hr in flowing H2

Fig. 10. The preparation route of a SIMFUEL.

3.3. 합성 지하수

 

지하수 화학은 사용후핵연료 장용기의 부식율과 사용후핵연료의 용해율  

핵종의 침출율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합하다고 단되는 

처분장을 선정하기 해서는 반드시 심지층으로부터 지하수를 채취하여 화학특

성을 평가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로그램에 따라 

Svartboberget, Gidea, Fjallveden  Kamlunge 지역의 지하 600 m 치에서 지

하수 시료를 채취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용해와 핵종침출에 민감한 요소로 작용하

는 몇 가지 성분을 분석하 으며 그 결과를 다음 표 3에 나타내었다[56]. 일반

으로 심지층에서 채취한 지하수의 pH는 7～9이며 Fe(II)가 존재하므로 이 지하

수들은 환원성이라고 단할 수 있다[57]. 용해도가 산화/환원조건에 매우 민감한 

U의 경우 화강암(U; 10 mg/kg)과 하고 있는 지하수의 U 농도는 일반 으로 

10 μg/L 이하로 검출된다. 표 3에 나타낸바와 같이 Eh  Fe2+의 측정결과를 U

의 농도와 비교해보면 Eh 값이 작고 Fe2+의 농도가 클수록 용존하는 U의 농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U의 산화상태에 따라 다른 용해도와 련된다. 따

라서 U을 지하수의 산화/환원정도를 단할 수 있는 지표원소로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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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를 측정하는 이유는 스웨덴에서 잠정 으로 선택한 장용기에 채워질 물

질이 Cu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지하수에 황화물이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은 반응

에 따라 장용기가 부식되게 된다.

2 Cu + H2O + HS
-
 = Cu2S + H2 + OH

-
   

지하수의 화학특성을 이해하기 하여 분석이 요구되는 원소들은 다음과 같

다: Na, K, Mg, Ca, Fe(II), Fe(total), Mn, HCO3
-
, SO4

2-
, S(total), PO4

3-
(total), 

F
-
, Cl

-
, I
-
, NO3

-
, NO2

-
, NH4

+
, SiO2(total), TOC(total organic carbon), 투 도. 

특별한 시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성분과 동 원소의 양을 측정한다; Al, Sr  

U, Th, Ra, Rn, He, fulvic 산, humic 산, 
2
H, 

3
H, 

14
C, 

13
C, 

18
O, 

234
U  

238
U.

Deph

(m)
pH

HCO3
-

(mg/L)

HS
-

(mg/L)

U

(μg/L)

Fe
2+

(mg/L)

Eh

Calculation Measurement

Svartboberget

324 9.6 120 <0.01 <0.1 0.16 -365 -140±40

551 9.0 124 0.05 <0.2 0.32 -298 -140±20

Gidea

385 9.3 18 0.17 <0.2 0.06 -283 -160±40

596 8.9 46 - <0.1 0.4 -262 -320±20

Fjallveden

402 8.5 129 0.02 1.1±0.2 2.4 -239 -120±20

562 9.0 129 0.08 0.4±0.1 2.7 -324 -190±50

Kamlunge

375 8.7 65 <0.01 4.0±0.2 0.75 -243 -195±15

Table 3. Redox sensitive parameters of deep groun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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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화학특성을 모사한 합성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다. 합성 화강암 지

하수(granitic ground water)는 매우 깊은 화강암반층에서 채취한 자연 지하수의 

화학성분을 모사하여 만든 합성 지하수로서 흔히 Allard 등[58]에 의하여 만들어 

졌다고 해서 Allard 지하수라고 부르며 농도가 조 씩 다르지만 사용후핵연료 침

출연구에 범 하게 사용하고 있다. Ollila[49]가 만든 Allard 합성 지하수의 화

학조성은 표 4와 같으며 지하수의 환원조건을 확실히 유지시키기 해서 FeCl2

를 첨가한다. NaHCO3  FeCl2는 장갑상자 내부에 산소가 완 히 제거된 후에 

용해한다. 무산소 분 기(anoxic condition)를 유지시키기 해서는 기 에서 

만든 Allard 지하수에 N2 가스를 연속 으로 통과시켜 공기를 완 히 제거한 후 

무산소 분 기를 유지하고 있는 장갑상자로 옮겨야 한다. 이 지하수를 침출연구

에 사용하려면 장갑상자 안에서 평형상태에 도달하도록 어도 일주일 이상 방

치시켜야 한다.  

Main ionic species Concentration, mol/L

HCO
3-

2.10×10
-3

SO4
2-

9.99×10
-5

Cl
-

1.97×10
-3

Si4+ 1.33×10-4

K+ 9.97×10-5

Na
+

2.28×10
-3

Ca
2+

4.48×10
-4

Mg
2+

1.77×10
-4

(Fe
2+
) (5.12×10

-6
)

pH 8.2

Table 4. Composition of the synthetic Allard ground water 

이 외에도 모의 사용후핵연료 는 실제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담을 침출용기

를 화강암으로 만들고 화강암과 평형을 이루는 합성 화강암 지하수를 만들 경우 

침출용기를 만든 모암에서 채취한 화강암을 분말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Rondinella 등[29]은 화강암 분말과 증류수를 섞고 실온에서 100 시간 그리고 90 

℃에서 25 시간 어  후 공기로 채운 용기에 넣고 단단히 한 다음 1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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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동안 평형에 이르도록 하 다. 정분석을 한 HCO3
-
를 제외한 모든 이온종의 

농도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하 다. 표 5에 비교를 하여 자연 지하수와 

함께 이온종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Main ionic species
Concentration, mg/L

Synthetic granitic water Natural ground water

Na
+

2.0 10～100

K
+

1.4 1～5

Mg
2+

1.2 1～10

Ca
2+

12.6 10～40

F- 3.3 0.5～5

Cl- 2.5 4～15

SO4
2-

6.9 0.5～15

NH4
+

0.2 -

NO3
-

0.8 -

HCO3
- 40 90～275

pH ～7.95 7～9

Table 5. Composition and pH of synthetic granitic water: main species 

3.4. 산화/환원 분 기가 조 되는 장갑상자

장갑상자란 어떤 물질을 외부와 분리된 분 기에서 다룰 수 있도록 고안된 

폐된 기구를 총칭하며 일반 으로 방사성 물질과 같이 험한 물질을 다룰 수 

있는 것과 N2 는 Ar 가스와 같이 매우 순수한 비활성 가스 분 기에서 물질을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나 어 분류할 수 있다.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침출거동을 조사하기 해서는 비활성 분 기

를 유지할 수 있는 장갑상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펠렛 시편을 사

용하고자 할 때에는 에서 기술한 두 가지 목  외에 연구자가 방사선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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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도록 방사선 차폐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기술 황분

석보고서에서는 비활성 분 기를 유지할 수 있는 장갑상자에 해서만 기술하고

자 한다. 

산소와 수분이 없는 순수한 환경, 즉 비활성 분 기를 유지시키기 해서는 

산소 는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일련의 가스 정제장치를 통하여 장갑상자 내

부로 N2 는 Ar 가스가 연속해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산소는 가열된 Cu 

속이 충 되어 있는 실린더 모양의 가스 정제장치 내부로 N2 는 Ar 가스를 통

과시켜 제거할 수 있다. Cu 속 충 은 Cu 속이 가열된 상태에서  내부

로 H2와 N2 혼합가스를 통과시켜 재생하면 연속 인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때 

내에서 생성된 물은 역시 과량의 H2와 N2 혼합가스를 통과시켜 장갑상자 외부

로 배출시키기도 하지만 보통 분자체(molecular sieve)를 사용하여 제거하기도 

한다. 실험조건에 따라 분자체를 가스 정제장치의 앞 는 뒤에 설치할 수 있으

며 Cu 속과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장갑상자에 설치되어 있는 장갑을 통

하여 산소와 수분이 장갑상자 내부로 확산되는 문제는 N2 는 Ar 가스로 충

되어 있는 장갑상자의 내압을 외압보다 높게 유지시키면 해결할 수 있다. 한 

이 게 함으로서 장갑 는 장갑상자에 생긴 미세한 구멍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  수도 있다. 산소가 없는 비활성 분 기의 장갑상

자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정이 가능하다[49].

   - 산소량 

   - 이산화탄소량

   - 용액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 HCO3
-
  CO3

2-
의 양

   - pH 

   - Redox 

1 ppm 이하의 산소량 측정이 가능하며 Cu 충 을 재생하는 동안에는 일시

으로 산소의 양이 1 ppm 이상으로 증가하기도 한다. 한 장갑상자가 정상

으로 운 되고 있을 때 이산화탄소는 검출되지 않는다. 한편 침출거동 연구를 하

기 해서는 침출용기의 마개를 단단히 고정시킴으로써 장갑상자 내부의 산소량

과 이산화탄소량이 갑자기 반등하는 교란을 방지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1은 내

부를 무산소 조건으로 조 할 수 있는 장갑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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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 glove box available for the leaching experiment of SIM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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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침출실험법

4.1. 정  침출법(static leaching test)

4.1.1. Batch replenishment technique

합성 지하수가 들어 있는 여러 개의 침출용기를 비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

한 후 다음과 같은 차에 따라 차례로 펠렛 시편을 옮겨 가면서 침출시킨 다음 

침출액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원소들을 정량하여 침출거동을 평가할 수 있다[42].  

본 차는 표 화된 자료가 아니므로 실험 조건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침출거동을 평가할 수 있다.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장갑상자 안에서 어도 1 주일 이상 미리 평형시킨 

100 mL의 지하수( 는 합성 지하수)가 들어 있는 100 mL 용량의 Scott 

Duran 라스크에 담근다.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펠렛을 꺼내어 새로운 지하수가 들어 있는 

라스크에 넣는다.

기에는 지하수를 자주 바꾸어서 침출시키지만 차 침출시간을 

증가시키고 침출율이 거의 같아질 때까지 연속 으로 침출시킨다.

일정한 침출시간이 지나면 펠렛을 꺼내고 곧 pH와 Eh 그리고 침출액에 

함유되어 있는 U과 나머지 성분원소들의 함량을 측정한다. 

장갑상자 안에서 3～4 mm의 한외막 거르게(ultrafiltration membrane, 

 DiafloXM50, Amicon)를 사용하여 나머지 용액을 거른 후 거른 액의 pH를 

측정하고 U과 성분원소의 함량을 측정한다.   

최종 으로 라스크 내의 침출액을 제거한 다음 하루 동안 진한 

질산(Supura pure)과 시켜서 라스크 벽에 흡착되어 있는 

성분원소들을 탈착시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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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Batch technique

펠렛 시편을 1 L의 합성 지하수가 들어 있는 폴리에틸  용기에 넣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100 mL씩 침출액을 꺼내어 50 mm 규격의 막 거르게

(membrane filter)로 거른 다음 거른 액의 pH와 Eh 그리고 성분원소의 양을 측

정한다[52].  

4.1.3. 침출결과의 처리

서로 다른 침출조건( 를 들면 성분원소의 농도가 다른 지하수, 서로 다른 산

화/환원 분 기 등)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비교하기 해서는 침출 상의 시료  

즉 펠렛 시편의 매질인 U을 기 으로 침출결과를 정규화 시켜야 하며 된 성

분원소들의 농도를 얻기 해서는 미량 성분원소와 매질인 U의 농도를 분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서로 다른 실험조건에서 측정한 미량 성분원소들의 농도를 침

출실험 에 펠렛 시편을 분석하여 얻은 각 성분원소들의 몰 분율을 사용하여 

기 양에 해 정규화 시켜야 한다. U에 한 미량 성분원소의 몰 분율을 구하

는 식은 다음과 같다.  

                




× 




 

식에서, 


은 성분원소 X와 U의 무게비

       


은 U과 성분원소 X의 원자량을 나타낸다. 

4.1.4. 정 침출법에 의한 U과 성분원소의 침출거동 연구 

4.1.1  4.1.2의 침출실험을 통하여 얻은 펠렛 시편의 매질인 U의 침출된 양을 

침출시간에 해 그림 12에 나타내었다[59]. 이 자료로부터 침출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로 다른 화학조성의 합성 지하수와 서로 다른 연소도의 펠렛 시편으로부

터 U의 침출거동이 각기 다름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얻은 U 침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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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표 6과 같으며 침출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그리고 연소도가 커짐에 따라 침출

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 표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Allard 합성 지하수보

다 화강암과 오랜 시간 되어 있던 화강암반층의 지하수(GW 지하수)에 침출

이 더 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GW 지하수가 U과 착물을 잘 형

성하는 HCO3
-
의 농도가 더 크기 때문으로 단된다. 

각각 다른 침출조건에서 얻은 미량 성분원소들의 침출거동을 비교하기 해서

는 매질인 U의 침출량을 기 으로 해서 미량 성분원소들의 침출된 양을 정규화 

시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13에 나타낸 결과를 보면 연소도  지하수의 

성분에 계없이 1,000 시간 경과 후에는 부분의 Mo과 U의 침출율이 정류상

태(steady-state)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2. Total moles of uranium dissolved in the batch experiments as a 

function of the total elapsed time. △ : U-50 GW, □ : U-30 GW, ▲ : 

U-50 Allard, ■ : U-30 All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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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ard GW Total surface area, m
2

Rate (mole
-1
m
-2
)

U-30 0.12 5.06×10
-11

U-50 0.12 1.01×10-10

U-30 0.12 3.67×10
-10

U-50 0.12 3.54×10
-10

Table 6. Rates of uranium release

Elements Allard Granitic ground water (GW)

HCO3
- 1.80×10-3 2.75×10-3

Mg 1.64×10
-4

9.90×10
-3

Si 2.06×10-4 6.13×10-4

Ca 3.98×10
-4

3.20×10
-6

P 1.85×10-3

S 2.10×10
-3

pH 8.2 7.5

Table 7. Composition of the ground water (m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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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Ratio of the normalized release rates of Mo to U in the batch

experiments as a function of the total elapsed time. △ : U-50 GW, □ : 

U-30 GW, ▲ : U-50 Allard, ■ : U-30 Allard. … : dMo/dU = 1.

   

4.2. 동  침출법(dynamic leaching test)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펠렛 시편을 다른 침출용기로 옮기거나 하나의 침출

용기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일정량의 침출액을 채취해야 하는 정  침출법

과 달리 연동펌 로 침출용기 내부로 지하수를 연속 으로 공 하여 펠렛 시편

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원소 는 핵종들을 침출시킬 수 있다. 침출용기로는 스테

인리스 강 재질의 비어 있는 크로마토그래피 분리 을 동  침출 용기(flow- 

through cell)로 사용할 수 있다[60]. 지하수에 침출된 성분원소들을 분석하기 

하여 미리 정해 놓은 시간에 침출수를 채취할 수 있도록 자동화 장치를 구성할 

수 있어서 정  침출법에 비해 번거롭지 않으며 침출용기를 납으로 차폐시키면 

안 하게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취 할 수 있다. 특히 침출용기로 주입되는 합성 

지하수와 같은 실험용액의 흐름속도 조 이 가능하기 때문에 U이 포화되어 제이

차상(secondary phase)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  수 있는 장 이 있어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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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하게 용되는 침출기술이다. 흐름속도를 임의로 조 할 수 있는 동  침

출법에 의한 침출거동의 를 그림 14에 나타내었다[61]. 

침출율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 [5]. 





            

식에서, R  : 성분  i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용해율 (mg/m
2
d)  

       Ci : 침출액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 i의 농도 (mg/mL) 

       f  : 침출용기를 통과하는 합성지하수의 흐름속도 (mL/d)

       ms  :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무게 (mg)

       Aspec : 시편의 비표면  (m
2
/g) 

         : 사용후핵연료 시편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 i의 무게 (mg/mg)   

한 침출액에 함유되어 있는 한 성분원소의 분율(FIAP : fraction of inventory 

in aqueous phase)을 다음의 계산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식에서 miaq와 mifuel은 각각 침출액과 사용후핵연료 시편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

원소 i의 무게를 나타낸다. 

한편, 침출방법간의 비교를 하여 매질인 U을 기 으로 정규화 할 수 있는 

식은 다음과 같다. 





이 방법으로 구한 사용후핵연료의 매질인 U을 기 으로 정규화 된 Sr, Cs, Np 

 Pu의 침출거동의 를 그림 15에 나타내었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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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Dissolution rates(in mg/m2d) as a function of time.

Fig. 15. Fractional release normalized to uranium v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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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주목되는 동  침출장치의 한 를 그림 16에 나타내었다[62]. 스테인리

스 강의 부식을 막아  수 있도록 내부를 polyether erther ketone (PEEK)으로 

코 한 크로마토그래피 분리 을 침출용기로 사용하 다. 분리 에는 표면 을 

알고 있는 0.25～0.5 mm 크기의 사용후핵연료 분말을 0.5 g 취하여 넣고 양 끝

은 테 론과 PEEK 재질의 거르게로 막았으며 방사선을 차폐시키기 하여 국부

으로 납 을 사용하 다. 피스톤 펌 를 사용하여 실험용액을 침출용기에 주입

시키기 과 후에 pH  Eh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극을 장착하 다. 일정한 시

간이 경과한 후 모은 침출액의 HNO3 농도가 약 1%가 되도록 미리 일정한 양의 

HNO3을 넣은 채취용기에 침출액을 모은 다음 
137
Cs은 감마선 분 분석기로 그리

고 악티나이드와 핵분열생성물들은 유도 결합 라스마 질량분석기로 정량하도

록 하 다. 

 다른 동  침출장치의 한 를 그림 17에 나타내었다[61]. 침출용기의 용량

은 70 mL 정도이며 사용후핵연료 시편과 교반장치가 되지 않도록 침출용기

의 심에 설치한 석  재질의 바구니 안에 2 장의 50 μm 규격의 거르게를 놓

고 그 사이에 사용후핵연료 시편이 놓이게 하 다. 피스톤 펌 를 사용하여 핫셀 

밖에서 지하수 는 합성 지하수가 핫셀 안에 있는 침출용기 안으로 주입되도록 

설계하 다. 용액은 연속 으로 어주게 되어 있으며 침출액은 연속 으로 침출

용기의 상부에 설치한 깔 기 모양(공기 방울이 생기지 않도록)의 출구를 통하여 

밖으로 배출된다. 펌 , pH  Eh 측정장치 그리고 교반속도 조 장치 등은 핫

셀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과 연결 은 스테인리스 강 재질로 만들어 

사용하 다. 실험용액의 흐름속도는 일반 으로 매우 느리지만(0.05±0.01 mL/min), 

0.2 mL/min까지 조 이 가능하도록 하 다. 침출 에 유입되는 지하수의 방향은 

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 합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처음에는 사용후

핵연료가 들어 있는 침출 에 지하수가 아래에서 로 흐르도록 하여 침출  안

에 들어 있는 공기를 제거하도록 한 후 침출용기를 다시 거꾸로 놓아서 지하수

가 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여 장시간의 침출과정에서 생기는 공기방울이 사용

후핵연료 시편에 직  닿지 않도록 하 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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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chematic overview of the flow-through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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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Experimental setup. (a) dose pump, (b) redox electrode, (c) pH 
electrode, (d) sample holder, (e) leachate sampler, (f) waste, (g) stirring 
system. 

 

사용후핵연료 침출에 미치는 지하수 흐름속도의 향을 조사하 다. 산화상태

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흐름속도를 변화시키면서 10 mM의 NaHCO3(pH 9.3)를 

침출용기에 흘려 넣고 침출용액의 악티나이드  핵분열생성물의 농도를 분석하

다. 그림 18에 나타낸 결과를 살펴보면 
237
Np, 

238
U  

137
Cs의 경우 핵종에 

계없이 0.02～0.3 mL/min의 범 에서 침출량이 흐름속도에 반비례함을 볼 수 있

다[62]. 
238
U의 경우 0.02 mL/min에서 침출액에 함유되어 있는 농도는 약 2 μ

g/mL이었으며 0.05 mL/min에서는 약 0.75 μg/mL이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

가 Gray[63]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으며 그림 19에서와 같이 산소분압이 0.2 

atm 미만의 무산소 분 기에서 구한 U의 용해거동도 이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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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Steady-state conditions are checked by plotting concentration of 

dissolved fuel components vs. the inverse flow rate. Dissolution tests were 

performed with a 10 mM NaHCO3 (pH 9.3) solution under oxidizing condition. 

Fig. 19. Dependence of U concentration on reciprocal flow for spent fuel 

grains in 2×10
-2
 M NaHCO3/Na2CO3 solution at 20 to 25 ℃ and pH 8.0 to 

8.2. Data are plotted for days 83 to 144. The least squares straight line 

does not include data above reciprocal flow of 15 min/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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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침출조건

5.1. 유산소  산화 조건

침출거동연구에서 자주 거론되는 유산소 조건(oxic condition)이란 일반 실험

실의 기조건을 의미하며 침출용기에 공기를 연속 으로 불어넣어 이 조건을 

재 시킬 수 있다. 이  수용액에 용해되어 있는 U은 UO2
2+
로 존재하며 CO3

2-
의 

농도가 10
-3
 mol/L인 지하수에서 발견되는 U의 최  농도는 10

-4
～10

-5
 M 범

이며, 이 농도는 환원조건에서 U의 용해도가 약 10
-9
 mol/L인 것과 비교하면 매

우 용해도가 큰 것이다[28]. 한편, 유산소 조건에서 측정한 
237
Np과 

240
Pu의 농도

는 10
-9
 mol/L 정도이며 무산소 조건에서 측정한 

237
Np과 

240
Pu의 농도(< 5×10

-11
 

mol/L)와 비교하면 유산소 조건에서 악티나이드의 용해도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유산소 조건에서 UO2 분말과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분말을 사용하여 U, Sr  

Mo  Ba의 침출거동을 조사하 다[64]. 그림 20에 나타낸 U의 침출거동을 살

펴보면 기 수 일 이내에 매우 큰 U의 용해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유산소 

조건에서만 볼 수 있는 U의 표 인 용해거동으로서 분말표면에 생성된 U(VI)

의 산화층이 신속하게 용해된 결과로 나타난다. 같은 입자크기의 UO2 분말에 비

해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U 용해율이 작은 이유는 모의 사용후핵연료에 첨

가한 미량의 Mo, Ba  Sr에 의해서 분말표면에서 지하수와 할 U(VI)의 자

리가 감소하 기 때문이다. 한편, 침출액의 U 농도를 기 으로 Mo, Ba  Sr의 

농도비를 침출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림 21을 보면 Mo의 침출거동이 Ba  Sr과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자들은 Sr과 Ba이 UO2 매질 안에 균질하게 고정

되어 있는데 비해 Mo의 경우에는 모의 사용후핵연료의 분말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매우 작은 입자 내에 과량의 Mo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단하고 

있다. 이러한 용해거동은 100～315 μm의 더 큰 입자크기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러한 상은 용해 기에 핵분열생성물의 침출거동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다. 

따라서 분말보다는 펠렛 시편을 상으로 침출거동을 연구하는 것이 미량 성분

의 침출거동평가에 유용하다고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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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Fraction of uranium released as a function of time for the 

three experiments.

Fig. 21. M/U ratio for Sr, Mo and Ba in the experiment of SIM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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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조건(oxidizing condition)이란 약 0.2 atm의 산소분압을 갖고 있는 실험

실의 기압 조건을 의미하며 이 때 용액에 용해된 산소농도는 [O2]diss = k․PO2 

≒ 2.5 × 10
-4
 mol/L이다. 실험실에서의 산화 조건은 합성 지하수가 들어 있는 

침출용기를 0.2 atm의 산소 분압을 갖는 기와 시켜 평형상태를 유지하도

록 한 후 가압공기 는 혼합 가스(20% O2 / 0.03% CO2 / 80% Ar)를 연속 으

로 불어 넣어 만들 수 있다[65]. 

사용후핵연료와 같이 고 의 방사능을 띠는 물질의 경우에는 물의 방사분해

에 의하여 생성된 산소의 양이 평형 상태에서 약 10
-7 
mol/L 이므로[60] 물의 방

사분해에 의해 생성된 산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 양은 기의 산소농도보다 10
3

배 작은 양이기 때문에 산화 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침출거동을 연구할 때는 

물의 방사분해에 의해 생성된 산소의 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한다. 

산화 조건에서 UO2는 열역학 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2 ≤ (O : U) ≤ 3의 범

에서 몇 개의 상으로 구별이 가능하다[67, 68]. Pablo 등[69]은 U(VI)와 U(IV) 

상태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X선 자분 법을 기반으로 하는 수학모델을 

개발하고 산화조건에서 침출실험을 하는 동안 UO2 표면의 진 인 산화상태 변

화가 사용후핵연료 매질의 용해에 큰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조사하지 않은 UO2 펠렛의 분말(입자크기 : 100～300 μm, 표면  : 0.00113 m
2
/g)

을 200 mL의 실험용액(pH 8, 0.01 M NaClO4)에 넣고 21% O2/N2 가스를 연속

으로 불어 넣어 산화 조건을 유지시키면서 X선 자분 법을 사용하여 얻은 

표면의 U 산화상태 변화를 나타낸 그림 22를 살펴보면 침출 첫날, U(VI)은 격

히 감소하 다가 다시 증가하 으며 침출실험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U의 산화상

태는 UO2.33이 되었다. 표 8의 다른 실험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보면 실험용액이 

산성이든 HCO3
-
가 존재하든 표면의 산화상태는 UO2.1보다 작았다. 이와 같이 침

출실험 기에 펠렛 시편 표면에서 측정된 큰 U(VI) 분율은 시편 표면에 확인되

지 않은 U(VI)의 제이차상이 형성되었거나 시편 표면의 U(VI) 자리로 해석된다. 

이러한 두 개의 가정은 그림 23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침출 기에 침출액의 

높은 U 농도는 U(VI)로 산화된 층이 매우 빠르게 용해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다. 이러한 산화층은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비하거나 공기 에서 분말로 만

드는 과정에서 형성된 산화층으로서 이와 같은 실험 결과는 여러 연구에서도 확

인되었다[8]. Spahiu 등[70]도 사용후핵연료를 장하는 동안에 산화되어 심지어

는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무산소 침출조건에서도 U(VI)이 용해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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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Evolution of U(VI) and U(IV) ratio on the solid surface during 

dissolution experiments at pH = 8. (1) Initial, 60:40 (2) 2 days, 12:88, (3) 4 

days, 23:77, (4) 37 days, 38:62, (5) 100 days, 38:62. (a) corresponds to 

U(IV) and (b) corresponds to U(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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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HCO3
-
], M Final solid surface Methodology

4.0 0 UO2.10 batch

4.0 0 UO2.00 flow

8.0 0 UO2.25 flow

8.0 0 UO2.38 batch

8.5 0.01 UO2.08 batch

Table 8. XPS results obtained under different experimental conditions

Fig. 23. Evolution of the uranium concentration in the leachate versus 

time for the oxidizing leaching tests. CO2 concentration; ●: 18%, ○: 9% 

▼: 9% ▽: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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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ien 등[8]은 산화 조건에서 CO2의 농도를 0.04∼18% 범 에서 변화시키면

서 소결된 UO2를 사용하여 일련의 침출실험을 수행한 결과 그림 23에서와 같이 

18%의 CO2의 분 기에서도 기 수 시간 이내에 과량의 U이 용해되고 7∼8일 

후에는 정상상태를 유지하며 정상상태에서는 CO2의 함량이 클수록 U의 용해율

이 낮음을 확인하 다. 그리고 침출실험을 하지 않은 펠렛 시편의 표면 도를  

러더포드 후방산란 분 법(Rutherford backscattering spectrometry)으로 비교한 

결과 그림 24에서와 같이 침출실험을 한 시편의 표면 가까이에서 U의 후방산란

수율(backscattering yield)이 감소함을 확인하 다. 연구 자들은 이러한 원인이 

표면에서의 산화와 용해에 의해 U의 원자 도가 감소하고 도가 작은 U 화학

종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단하 다. 

Fig. 24. Comparison of RBS spectra between unleached and leached 

UO2 samples.

      

한편, 핵종의 침출거동 연구를 한 모니터로 자주 사용하는 
137
Cs, 

90
Sr  

99
Tc의 침출거동을 조사하 다. 

137
Cs은 기 몇 주 이내에 빠른 침출을 보이는데  

소  "instant release fraction (IRF)"이라고 하는 빠른 용해에 의한 침출을 그림 

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원자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핵연료와 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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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틈에 축 되어 있는 
137
Cs의 빠른 용해에 의한 것이며 이후에 침출율은 격

하게 감소한다. 그림 26에 나타낸 
90
Sr의 침출거동을 살펴보면 기 수 주일동안

에는 일정한 침출율을 보이지만 약 10 주간 지하수와 한 후에는 격히 감

소한다. 침출율은 언제나 
137
Cs의 침출율보다 낮은 결과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99
Tc의 침출거동은 그림 27에서와 같이 

137
Cs과 

90
Sr과는 달리 지하수와의 시

간에 무 하며 약 3 년 경과한 후에는 
137
Cs과 

90
Sr보다 높은 침출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99
Tc이 다른 상태로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Tc은 Mo, Ru, Rh 

 Pd과 함께 속 게재물(metallic inclusion)로 존재한다]. 한 
99
Tc의 침출은 

아마도 이들 게재물들의 산화가 침출을 결정하는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단

되는데 단 인 를 보면 U, Pu  Tc과 같이 산화/환원에 민감한 원소들의 침

출율은 표 9에서와 같이 낮은 산화/환원 에서 낮은 용해도를 보인다는 것이

다. 이러한 실험결과로 볼 때 Tc과 같은 속 게재물인 Mo, Ru, Rh  Pd의 침

출율도 산화/환원 에 민감하게 변할 것이다. Amme[71]은 사용후핵연료에 서

로 다른 형태로 함유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들의 산화/환원 의 민감도에 

해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 다.

- Cs, Ba, Sr, Rb [이온, 산화물, 는 요오드화물로 존재(Cs, Rb), 낮은 용해

도의 세라믹 매질로 존재(Sr, Ba)] : 산화/환원에 민감하지 않음

- Ru, Rh, Pd, Mo, Tc, Te [ 속상(부분 으로는 -상)으로 존재] : 산화/환원

에 매우 민감함. 를 들면 Ru의 경우 산화상태가 VIII, VII, VI, V  IV로 

변하고 Tc의 경우에는 VII, VI, V  IV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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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Fractional release rates for 
137
Cs under oxic condition.

Fig. 26. Fractional release rates for 
90
Sr under oxic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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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Fractional release rates for 
99
Tc under oxic condition.

Burnup

(MWd/kg U)
Redox

137
Cs

90
Sr

99
Tc U Pu

40.1 Oxic 7.8×10
-3

7.6×10
-4

1.1×10
-3

9.1×10
-5

8.7×10
-6

41.4 Anoxic 7.0×10
-3

2.1×10
-4
<2.1×10

-3
<2.1×10

-6
ND

43.8 Oxic 8.1×10
-3

7.5×10
-4

1.7×10
-3

9.5×10
-5

6.2×10
-6

44.9 Anoxic 7.4×10
-3

1.7×10
-4
<2.3×10

-3
<2.2×10

-6
ND

45.8 Oxic 8.1×10
-3

7.1×10
-4

7.3×10
-3

6.0×10
-5

8.4×10
-6

Table 9. Comparison of cumulative release fractions(1 year) under oxic and 

anoxic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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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무산소  환원 조건

지화학  의미로 무산소(anoxic 는 anaerobic) 지하수란 완 히 산소가 없는 

지하수를 의미한다(Eh : 0 mV). 그러나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무

산소 조건이란 장갑상자 안 는 침출용기 안에 Ar이나 N2 기체를 연속 으로 

불어 넣어 실 할 수 있는 침출조건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조건에서 기 

의 산소농도는 기껏해야 0.01 ppm 정도이며 용액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의 분압

은 [O2]diss = k․PO2 ≒ 10
-9
～10

-11
 mol/L이다. 실험실  경험으로 보아서 이보다 

더 낮은 값을 얻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Ollila[49]는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N2 가스를 사용하여 재 한 무산소 

조건에서 벳치법으로 U, Mo, Ru, Sr, Ba, La, Zr, Ce, Y, Rh, Pd  Nd의 침출

거동을 조사하 다. 300 일간 조사한 Mo, Ru, Sr  Ba의 침출거동은 UO2 매질

의 용해거동과 거의 일치하 으며 La, Zr  Ce의 경우는 U보다 침출율이 더 컸

다. 참고로 그림 28  29에 Mo과 Ba의 침출거동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M(III-A)는 Fe
2+
을 사용하여 유지시킨 환원분 기에서 얻은 Mo과 U의 침출거동

을 나타내며 U의 경우 환원된 분 기에서 침출율이 크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Zr과 Ba의 경우 무산소 조건과 환원 조건(reducing condition)에서 침

출율의 두드러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28. Normalized release rates of Mo and U as a function of 

cumulative contac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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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Normalized release rates of Ba and U as a function of 

cumulative contact time. 

한편 환원조건이란 수소 분 기에서 침출실험을 하는 조건을 말한다. pH 8에

서 산화/환원 가 약 +600 mV인 것에 비해서 수소와 하고 있는 용액의 

산화/환원 는 음의 결과를 갖는다. 실제로 이러한 조건은 H2 매로 알려져 

있는 Pt- 극표면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다. 수소에 의해서 포화되어 있는 

침출액이 실온에서 사용후핵연료와 하 을 때, 수소는 매가 없으면 매우 

안정하다. 사용후핵연료가 들어 있는 침출용기 안의 산화/환원조건은 방사분해에 

의해서 생성된 산소뿐만 아니라 용기 안에 분산되어 있는 매우 작은 양의 산소

도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의 침출실험에서 용해된 수소는 침출에 

큰 향을 미치므로 산화/환원 활성자리(active site)의 용해율이 매우 크게 감소

하게 된다. 이것은 여러 방식으로 수소가 활성화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외

에도 합성 지하수 는 실험용액이 담겨 있는 침출용기에 0.03%의 CO2를 함유

하고 있는 H2 혼합가스를 연속 으로 불어 넣어 만들 수도 있다[65]. 이러한 조

건에서 산소 농도는 약 0.01 ppm 정도이며 이것은 10
-9
～10

-10
 mol/L의 용존산소

에 해당된다. 

고  BWR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산화조건에서 7～1083일 동안 합성 지



- 45 -

하수에 의한 침출거동을 뱃치법으로 조사한 연구결과[72]를 그림 30  31에 나

타내었다. U과 Pu은 pH 8.1에서 매우 빠르게 침출액에 포화되었으며 이때의 농

도는 각각 1～2 mg/L  1 μg/L이었다. Pu의 경우 100 일이 경과한 후에는 빠

르게 감소하 고 
90
Sr의 침출율은 U, Pu, Cm, Ce, Eu  Ru보다 작았다. pH 8.1

을 유지하는 합성 지하수에 매로서 Pd을 넣고 H2/Ar을 불어 넣어 환원조건이 

유지되도록 하 을 때 U  Pu과 같은 악티나이드 뿐만 아니라 Sr의 침출율도 

표 10에서와 같이 크게 감소됨을 알 수 있다.  

Fig. 30. Measured concentrations of uranium in leach 

solution centrifugated as a function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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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Measured concentrations of plutonium in leach solution 
centrifugated as a function of time.

Radionuclide
Leaching

condition

Contact time, d

28 28 28 56 56 56

90Sr
Preleach 3.0 2.7 2.2 2.7 2.4 2.0

Reduction 0.13 0.10 0.73 0.11 0.09

U
Preleach 0.53 0.47 0.49 0.62 0.80 0.54

Reduction 0.03 0.04 0.09 0.08 0.08 0.08

Pu
Preleach 0.11 0.09 0.09 0.08 0.08 0.06

Reduction 0.05 0.07 0.003 0.01 0.005 0.001

Table 10. Comparison of apparent leach rate value under oxidizing and 

reducing conditions (FIAP/d×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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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침출에 미치는 향  

UO2 등과 같이 반도체 특성을 갖고 있는 산화물의 침출속도를 결정하는 과정

은 침출이 용이한 이온형태의 화학종(M
n+ 

 O
2-
)을 형성하도록 하는 표면으로

의 하이동(charge transfer) 는 어떠한 표면의 변화 과정이다. 그러므로 기

도도, 격자 내 결함자리(defect)에 이온의 형성, 용액의 산화/환원 (redox 

potential)들이 침출속도에 향을 주는 주요 인자들이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의 

매질인 UO2와 심지층 처분장에서 하게 될 지하수 사이에서의 상호반응은 사

용후핵연료로부터 여러 핵종의 침출을 결정하는 매우 요한 인자다. 따라서 심

지층 처분장에서 하게 될 지하수 내에서의 UO2 화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환원조건에서 UO2의 용해도는 매우 낮다[73, 74]. 그러나 산화력이 있는 지하

수에 노출된다면 U(VI)의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UO2의 안정도에 큰 향을 미

칠 것이다. 그 로 기와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산화성을 갖고 있는 미국, 네

바다주의 Yucca mountain에 있는 처분장의 지하수[63]가 만일 사용후핵연료와 

하게 된다면 사용후핵연료의 매질인 U(IV)가 용해도가 큰 U(VI)로 산화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장에서 UO2의 안정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여러 

라미터들을 상으로 UO2의 산화와 용해에 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많

은 라미터 에서 가장 요한 것은 지하수의 산화/환원 이다. UO2가 지

하수에 되면 지하수에 용해되어 있는 용존산소에 의하여 용해되기 시작하는

데 이 산소의 공 처는 기 는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 장에 의한 물의 방사

분해물이다[75]. 부분의 연구논문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의 침출거동을 결정하

는 요한 요소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용해  제이차상(침 , 콜로이드 등)의 형성 등, 사용후핵연료 표면의 특성

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하수의 산화/환원 , pH, 용존산소의 양, 무기  

유기 착화제의 존재, 물의 방사분해에 의해서 생성된 H2O2의 향, 환원분

기에서 철 구조체의 부식에 의해 생성된 H2 등의 향 

- 원자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recoil, 확산, 결정립의 성장, rim 재구성을 

포함한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 핵연료 매질 안에서 이동한 후에 고정된 

핵분열생성물의 치(표 11 참조)[76]   



- 48 -

Components Key radionuclides

Uranium oxide 

fuel gap

Fission gases, volatiles(
139
I, 
137
Cs, 

135
Cs, 

36
Cl, 

79
Se, 

126
Sn)

14C(non-volatile but partially segregated)

Rim porosity Fission gases, volatiles(139I, 137Cs, 135Cs, 36Cl, 79Se, 126Sn)

Rim grains Actinides, FP(fission product)

Grain boundaries
Fission gases, volatiles(

139
I, 
137
Cs, 

135
Cs, 

36
Cl, 

79
Se, 

126
Sn)

Segregated metals(99Tc, 107Pd)

Grains Actinides, remaining FP and activation products

Table 11. Expected distribution of radionuclides in fuel assemblies and possible 

modeling approaches

6.1. pH  Eh

처분장에서의 U 화학은 용해도와 착물 생성에 미치는 U(IV)와 U(VI)의 거동 

차이에 의하여 좌우된다. 그림 32에 나타낸 합성 지하수에서 U에 한 산화/환

원   pH 도표[28]를 살펴보면 성 pH 역의 환원조건에서 UO2는 열역

학 으로 매우 안정하고 10
-9
 mol/L의 매우 작은 용해도를 갖는다. 한편, 산소가 

존재하는 기 조건에서는 매우 낮은 산화조건에서도 비록 UO2(Uranite)가 안정

한 고체상이지만 UO2
2+
가 지배 인 화학종으로 존재하며 무기  유기 음이온과 

다양한 착물을 형성한다. 성에서 UO2
2+
은 주로 CO3

2-
  유기 리간드와 착물을 

형성하며 산성 역에서는 PO4
3-
  F

-
과 착물을 형성한다. 화강암반층에서 채취

한 지하수는 성과 약염기의 pH를 유지하며 일반 으로 PO3
3-
  F

-
의 농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주로 CO3
2-
과 착물을 형성한다. U과의 착물 안정도 상수가 매

우 큰 CO3
2-
의 농도가 10

-3
 mol/L인 유산소 조건의 지하수에서 확인되는 최  U 

농도는 10
-4
～10

-5
 M이다. 이 결과는 환원조건에서 U의 용해도가 10

-9
 M인 것과 

비교하면 처분장의 산화/환원조건과 pH가 UO2 핵연료의 용해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BWR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산화조건에서 7～1083일 동안 합성 지

하수에 넣고 뱃치법으로 침출거동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33에서와 같

이 pH가 감소함에 따라 침출액의 U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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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표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하수에서 U 용해도를 이론 으로 계

산 는 실험 으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pH와 U의 용해도가 매우 큰 

련이 있으며 한 산성 역에서 용해도의 측결과는 pH 4 이상의 범 에서도 

실험 으로 얻은 U 농도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경향은 그림 34  35에서와 같이 U과 Np 뿐만 아니라 Cs, Tc 

Sr  Rb과 같은 여러 핵분열생성물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65]. 이 핵종들

의 침출거동은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침출율은 pH 7～9.3 역에

서는 pH에 무 한 거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pH 6 이하에서는 pH의 향을 

크게 받음을 알 수 있으며 Forsyth[72]의 연구결과와도 거의 일치하는 거동을 보

이고 있다. 

Fig. 32. Redox potential versus pH diagrams for uranium in 

synthetic ground water at 25 ℃. Solid-solution boundaries are 

drawn at 10-8 m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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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Measured concentration of uranium at different pH. ○  : 91 days 

exposure in the acidic range, 14 days to 3 years at pH 8.2, ● : 20 days 

exposure, ■  : exposure in DI water, ▼  : calculated solubilities for 

synthetic ground water, ▽ : calculated solubility for DI-water.

pH pE U

 (mole/L) U


 (mol/L)

4.0 9.5 1.5×10
-4

5.3×10
-5 

5.0 8.5 2.7×10
-5

1.2×10
-5

6.0 7.4
7.7×10

-7

4.5×10
-9 
(DI)

7.0 6.4 3.6×10
-10 
(DI) 2×10

-7a) 
(DI)

Table 12. Uranium solubilities in ground water. Results of the calculations

(DI) Calculations, deionized water, a) near or at detection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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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Dissolution rates based on several spent fuel 

components, for leaching under oxidizing conditions and in 

carbonate solutions of different pH.

Fig. 35. Dissolution rates based on 
238
U and 

137
Cs for 

different pH under oxidizing and reduc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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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pH는 UO2 표면에 형성되는 산화층의 성질과 용해속도에 향을 

다[77]. pH < 5인 조건에서는 표면의 산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

건에서는 그림 36의 (d), (e), (f) 반응과 같이 표면의 산화과정 없이 (g), (h) 반

응을 거쳐 진행된다. pH > 5인 성의 조건에서는 UO2+x/UO2.33 층이 형성되지 

않아 산화 용해과정이 제한을 받는다. pH > 10 인 조건에서는 pH에 따라 

UO2+x/UO2.33 층의 두께가 증가한다. 그리고 5 < pH < 10 조건에서 UO2의 용해

속도는 pH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지만 일반 으로 이 조건에서 UO2의 용해속도는 

pH < 5, pH > 10 역에서보다는 작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한편, 강한 착화 음이온(complexing anion)을 고려하지 않은 성  염기성 

조건에서 UO2의 산화  용해 메커니즘은 그림 36에 나타낸 일련의 반응들에 의

해 설명이 가능하다[78]. (a)에서와 같이 UO2의 표면산화 즉, UO2+x의 형성은 

-800∼-400 mV의 매우 낮은 에서 일어날 수 있으나, 그 범 는 일정한 넓

이 그리고 몇 개 층(monolayer) 정도로 매우 제한 이다. 그러나 좀 더 높은 

에서는 (b), (c)를 거쳐 한 층 정도 UO2.33이 형성된다. UO2∼UO2.33 의 범 에

서는 산소가 fluorite 격자구조 내 간극(interstitial)에 치하여 격자구조에 큰 변

화가 없다. 실제 지하수 조건에서는 (d), (e), (f)에서와 같이, UO2.33이 x > 2.33인 

UOx(X=2.5, 2.67, 3)로의 변환은 기화학  조건에서 가능하나 매우 높은 

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으며 (g), (h), (i)의 과정을 거치는 산화과정을 거칠 

것이다. 어느 과정을 거치든지 x > 2.33 인 UOx는 fluorite 격자구조를 유지할 

수 없어서 용해된다. UO2의 의미 있는 산화용해는 -100 mV(vs. SCE) 보다 큰 

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산화/환원 는 핵연료의 용해와 핵종의 침출에 향을 주는 가장 요한 

라미터이다. UO2 표면에서 국부 으로 일어나는 산화/환원  변화가 UO2의 

용해(부식 , ECORR로 나타냄)에 미치는 향에 해서 그림 37에 나타내었다

[79]. 압- 류법, 굴  분 학(photodeflection spectroscopy), 류 분 학

(photocurrent spectroscopy)  X-선 자 분 학을 사용하여 핵연료 표면의 

화학조성과 기화학  거동 변화를 측정하 다[20, 80]. 찰될만한 산화는 -450 

mV(vs SCE) 부근에서 일어났으며 이 지 에서 핵연료 펠렛 표면에서 U(V)의 

양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450～0 mV에 걸쳐 핵연료 펠렛 표면에서 

U(V)/U(IV)가 증가하 으며 얇은 산화층(2～8 nm)이 표면에서 형성되었다. 

가 0 mV 이상이 되면 U(VI)이 생성되었다[78].

산화  환원조건에서 U의 침출율이 산화조건에서보다 환원조건에서 약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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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이상 크게 감소함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매가 없는 실온에서 수소는 매

우 안정하지만 UO2 표면의 매효과로 인하여 활성화 된 수소가 환원 조건을 유

지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확인하기 하여 Eh가 

감소할수록 용해도가 작은 U(IV)의 분포가  증가하는 연구결과를 그림 38에 

나타내었다[71]. 

(a) (b) (c)

 UO2 →  UO2+x (monolayer) → UO2+x → UO2.33
(e) (f)

(d) UO2.5 → UO2.67 → UO3
↗

UO2.33 + (UO2
2+
)ads

↘

(g) (UO2
2+)surf → (UO2

2+)bulk
(h)

↓(i)

UO3․2 H2O (ppt)

Fig. 36. Schematic diagram illustrating the electrochemical coupling of the 

anodic fuel dissolution reaction to the cathodic oxidant reduction reaction. 

Oxidants may be supplied from the external environment or by the 

radiolysis of water. The anodic current (the fuel dissolution) will be equal 

to the sum of the individual oxidant reduction currents; i.e., IA = IC1 + IC2 = 

ICORR. 

Fig. 37. Composition and corrosion behaviour of UO2 as a 

function of the UO2 corrosion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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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Distribution of uranium redox states (model calculation) for natural 

uranium in ground water at various Eh levels (the U concentration 

measured was 2.32×10
-9
 mol/L). U(V) tends to disproportionate quickly into 

U(IV) and U(VI), the values shown are theoretical. 

6.2.  물의 방사분해물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α, β   γ-선은 그림 39에서와 같이 시간에 따라 

선량율이 크게 변하며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에 따라 조 씩 다르겠지만 약 1,000 년 

후에는 감마선의 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81]. 500～700 m 깊이의 화강암

반층에서 채취한 지하수는 부분이 환원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의 

매질인 UO2는 이에 해 매우 낮은 용해도를 갖는다[82]. 그러나 사용후핵연료로부

터 방출되는 이온화 방사선은 지하수를 분해시켜 산화제(OH․, H2O2, HO2․  O2)

와 환원제(e-aq, H․  H2)를 생성시키며[83] 이 때 생성된 산화제는 U(IV)을 용해도

가 큰 U(VI)로 산화시켜 UO2의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산화제 생성은 선량률

(dose rate) 즉, 사용후핵연료의 수명(fuel age), 연소도(burnup) 그리고 핵연료 표면

으로부터의 거리에 좌우된다. 

물의 방사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H2O2는 UO2에 해 산화제로 작용하며, O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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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반응속도도 상 으로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조건의 용액에

서 H2O2에 의해 UO2가 UO2.33로 산화되는 반응속도는 같은 농도의 O2에 비하여 

약 200 배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84]. 

Fig. 39. Alpha (α), beta (β), and gamma (γ) radiation dose rates 

as a function of time calculated for water in contact with a 

CANDU fuel bundle with a burn-up of 721 GJ × kg
-1
 U. 

6.2.1. 방사선 장(radiation field)에서 UO2 용해 메커니즘과 반응속도론

UO2 매질의 용해는 아래와 같은 산화반응에 의해 진행된다.

            UO2(s)  +  OX  →  UO2
2+(s)  +  RED     (1)

            UO2
2+(s)  →  UO2

2+(aq)                    (2)

식에서 (1)은 UO2(s) 매질의 산화과정 그리고 식 (2)는 산화된 UO2의 용해과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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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한편, 식 (3)은 산화제 소모율을 그리고 식 (4)는 UO2의 산화율을 나타낸다. k1은 산

화제와 UO2 펠렛 시편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속도상수이며 SA는 UO2 펠렛 시편

의 표면 , V는 용액의 부피를 나타낸다. 한 SA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일정하

며 체 산화율은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산화된 UO2의 용해는 순수한 물에서는 매우 느린 반응이지만 지하수에  HCO3
-

가 존재하면 U과의 수용성 착물을 형성하므로 용해도가 증가한다[85]. 이것은 UO2 

펠렛 시편의 표면 가까이로 산화제의 근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그 결과 산화율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HCO3
- 농도가 작을 경우에는 산화된 UO2의 용해과정에서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는 산화보다는 용해이다. 즉, HCO3
- 농도가 1 mM이하에서 

UO2의 산화율은 농도에 선형 으로 좌우되지만 1 mM이상의 농도에서는 농도와 상

계가 거의 없고[86] 다만 UO2의 산화가 용해속도를 결정하게 된다. 

물의 방사선 분해에 의해 생성된 e-aq는 환원제로 작용한다.  용매화된 자(e
-
aq)

와 수소원자가 산화된 핵연료의 표면과 반응하는 것으로 단되며 이러한 반응들의 

속도상수는 확산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 그러나 용매화된 자와 수소원자의 정류

상태 농도(steady-state concentration)는 매우 낮다. H2의 농도는 몇 십배 더 크겠

지만 반응성은 낮으며 H2에 의한 환원은 때때로 매가 존재해야 활성화 된다.  

산화조건의 용해과정에서 산화제의 향은 산화제의 농도는 물론 반응속도상수

에 좌우된다. UO2 결정립과 분말이 들어 있는 수용액을 조사시킨 후 다양한 모의실

험을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쉽게 라디칼들이 생성되는 감마선으로 조사된 

시스템에서조차 분자 산화제들이 산화  용해에 가장 큰 향을 미침이 확인되었

다. 심지층 처분 조건, 를 들면 알 선 방출체에 의한 방사분해가 지배 인 시스템

에서 H2O2의 상 인 향은 99.9%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87]. 결과 으로 방

사분해에 의해 생성된 H2O2는 사용후핵연료 용해율을 조사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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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산화제이다. 일반 으로 H2O2의 생성은 조사율과 방사선의 유형에 의해 결

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6.2.2. 핵연료 수명과 연소도의 함수로써 기하학  선량 분포

물의 방사분해에 의한 H2O2의 생성은 선량률과 방사선의 유형에 좌우된다. 그림 

40은 100 년 냉각된 사용후핵연료(연소도:  38 MWd/ kg U)의 기하학  선량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88] 그림 39는 CANDU 사용후핵연료 다발(연소도 721 GJ x kg
-1
 

U)과 한 물에 해 계산된 시간의 함수로써 α, β, 그리고 γ선 선량률을 보여주

고 있다[1]. 

Fig. 40. Geometrical dose distribution for spent nuclear fuel (Age 100 

years and burnup 38 MWd/kg U) calculated using inventory data. 

6.2.3. UO2의 최  용해율 계산을 한 정류상태 

 사용후핵연료 용해율은 UO2 산화율보다 클 수 없고 H2O2의 소모율은 방사분해

에 의한 H2O2의 생성율보다 클 수 없다.  따라서 H2O2의 생성율은 식 (6)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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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χ)는 핵연료 표면에서부터 일정한 거리 χ에서의 선량률, 𝞺는 물의 도 

G(H2O2)은 H2O2의 방사화학수율(radiation chemical yield)을 나타낸다. H2O2와 UO2 

표면에서의 최  반응율은 정류상태에 해당되며 정류상태에서 H2O2의 소모율은 

H2O2의 생성율과 동일하다. 정류상태의 표면농도는 식 (7)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

다.

  

   
           (7)

식에서 r은 조사된 부피(irradated volume)에서 H2O2의 평균 생성율, δ은 방사 최

범 (maximum range of the radiation) 그리고 은 H2O2와 핵연료 표면사이

에서의 반응속도상수를 나타내며 실험결과에 의하면[89] 정류상태 표면농도는 매우 

짧은 시간(수 분에서 수 시간)내에 도달됨이 확인되었다. 정류상태 근법은 사용후

핵연료 용해에 한 모의실험을 정확하게 단순화한 것이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의 

용해는 핵종들이 지하수로 침출되고 그 결과 수용액에서의 선량률은 증가하지만 이

러한 효과는 에서 기술한 정류상태에서의 식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표 13에 연소도가 다른(38과 55 MWd/kg U) 2 개의 사용후핵연료 수명에 한 

함수로써 사용후핵연료를 완 히 용해시키기 해 소요되는 시간과 최  용해율을 

나타내었다. 핵종이 지하수로 침출되면 지하수의 선량율을 증가시키고 결과 으로 

수용액상에서 H2O2의 생성율도 증가된다. 만약 핵종이 시스템으로부터 제거되지 않

으면 산화반응에 의한 용해가 진될 것이며 사용후핵연료를 완 히 용해하기 해 

소요되는 시간은 표 13에 나타낸 결과에 비해 1% 정도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염두

에 두어야 할 것은 선량률의 증가는 H2생성율도 증가시킨다는 것이며 H2는 산화  

용해를 억제시킨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의 용해가 진되는 원인이 지하수로 핵종이 침출되어 선량

율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는 아직 없다. 한 H2O2와 UO2 사이에서의 

반응은 UO2가 산화되는 에서 보면 약 80%의 H2O2가 UO2와의 산화반응에 기여

하 으며[90] 나머지 20%의 H2O2는 아마도 매의 존재 아래 용질반응[용질: H2O2

를 제외한 H2  Fe(II)]에 의해서 분해되었다고 단하 다. 그러므로 표 13에 나타

낸 것처럼 용해율은 H2O2 소모율의 80% 정도이어야 한다. 

가속기로부터 고에 지 자를 이용한 비교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된 

UO2의 수용액에서 산화제로서의 반응성은 조사되지 않은 UO2의 반응성보다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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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용질반응에 의해서 분해된 20%의 H2O2는 어느 정도 조사

된 UO2의 가속된 반응성에 의해 보상되어진 셈이다. 그러나 반응성 용질들(reactive 

solutes)이 없는 시스템에서는 산화율이 H2O2 생성율에 으로 좌우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사에 의한 “반응성 증가 효과”는 찰되지 않았다[89]. 

사용후핵연료 표면이나 수용액에서 H2O2를 소모시키는 부가반응들은 H2O2의 정

류상태 농도를 더 감소시킬 것이며 결과 으로 산화  용해율도 감소할 것이다. 

fuel age(years) dissolution rate (mol m-2s-1)

burn-up 
38 MWd/kg U

maximum rate and time 
for complete dissolution    

catalysis of H2 + H2O2
(1% noble metal particles)

100
 ×  

× 
×   ×  

1,000
 ×  

× 
×   ×  

10,000
×  

× 
×   ×  

100,000
 ×  

× 
×   ×  

burn-up 
55 MWd/kg U

maximum rate and time 
for complete dissolution    

catalysis of H2 + H2O2
(1% noble metal particles)

100
×  

× 
×   ×  

1,000
 ×  

 × 
×    ×  

10,000
 ×  

× 
×    ×  

100,000
 ×  

 × 
×    ×  

Table 13. Spent nuclear fuel dissolution rates and time for complete dissolution

for different fuel ages and bur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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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반응성 용질의 효과

H2는 물의 방사분해 뿐만 아니라 철(사용후핵연료 장용기의 한 성분)의 무산

소성 부식(anaerobic corrosion)과정에서도 생성된다[91]. 비록 낮은 온도에서 H2와 

H2O2의 반응성은 매우 느리지만 큰 농도의 H2은 OH․을 H로 환시킴으로써 H2O2

의 생성율에 향을 미치고 결과 으로 시스템에서 H2O2의 최종 생성율에 향을 

다. 그러나 H2O2의 일차  방사화학 수율인  G 값에는 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 

효과의 정도는 방사선의 유형에 크게 좌우되는데, 물에서 방사화학의 계산 인 모

의실험에 의하면 알 선의 경우 40 bar 정도의 H2는 H2O2의 생성율을 거의 90% 그

리고 베타선은 약 20% 정도 감소시킨다. 

철 부식의 경우 다음 식 (8)에서와 같이 Fe
2+
은 Fe

3+
와 OH․을 생성하는 Fenton

반응에 의해 H2O2의 생성율을 감소시킨다[92].    

                

Fe
2+
  +  H2O2  →  Fe

3+
  +  OH․  +  OH

-
     (8)

OH․의 수명은 아주 짧고 이 반응에서 생성된 라디칼 등은 극단 으로 낮은 표면

농도로 인해 사용후핵연료 용해에 끼치는 향은 미미하다[87]. 그러나 이 반응은 

수용액에서 H2O2를 소모시킬 것이고 H2O2의 표면 정류상태농도를 크게 낮추어 결

과 으로 용해율도 역시 크게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UO2의 최  용해율은 [Fe
2+
] = 1 μM이라고 가정되며 표 13에 나타내었다. 한 박

테리아도 많은 속이온들을 환원시키고[93] 산화  용해속도를 더욱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2.5. UO2 산화에 미치는 표면반응 효과

사용후핵연료의 매질은 Pd, Mo, Ru, Tc 그리고 Rh과 같은 핵분열생성물들로 구

성된 나노미터 크기의 속입자들을 함유하고 있다[94]. 소 𝟄-입자라고 부르는 이

들은 H2에 의한 환원과정에 있어서 잠재 인 매로 작용한다. 기화학  연구에 

의하면 UO2에 매로 작용하는 귀 속 입자들(noble metal particles)을 첨가하면 

H2와 함께 매우 낮은 부식 차(corrosion potentials)를 보인다[78]. 간단한 경쟁 

반응속도론을 용하여 𝟄-입자 표면 덮힘율(𝟄-particle surface coverage)에 한 

함수로써 산화율을 계산할 수 있으며 그림 41에 표면 덮힘율에 한 용해율을 나타

내었다. 

Pd 입자는 H2에 의한 UO2
2+
(aq)의 환원을 진시키는 매로 작용한다[95].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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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러한 과정은 수용액에서 U(VI)의 농도를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UO2 산화율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𝟄-입자들과 H2의 존재로 인한 주된 효과는 아마도 사용후핵

연료 표면에서 산화된 UO2의 고체상 환원이다. 이런 과정과 다른 주된 환원과정들

을 그림 42에 나타내었는데 그 효과는 매우 고 계수 10이나 그 이상으로 산화율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𝟄-입자 표면 덮힘율이 매우 높아야 한다[96]. 

Fig. 41. Relative spent nuclear fuel dissolution rate (compared to the 

maximum rate) as a function of noble metal nanoparticle coverage 

(fraction of total surface area) taking the catalytic effect on the reaction 

between H2 and H2O2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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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Elementary processes of importance in the process of oxidative 

dissolution. From top to bottom: (1) Consumption of H2O2 in the bulk. (2) Noble 

metal nanoparticle catalyzed reaction between H2 and H2O2. (3) Oxidation of 

U(IV) and HCO3
-
 facilitated dissolution of U(VI). (4) Noble metal nanoparticle 

catalyzed solid-phase reduction of U(VI) to U(IV) by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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𝟄-입자 표면 덮힘율이 단지 1 ppm만 되어도 100 년된(생성된 H2의 양: 20 bar 

H2) 사용후핵연료의 용해를 완 히 멈추게 하는데 충분하다. 사용후핵연료를 사용

하여 장기간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물의 방사분해에 의해 생성된 H2의 농도가 10
-5

에서 10
-4
 mol dm

-3
의 범 (0.01～0.1 bar의 부분압력의 경우)에 있을 경우 사용후핵

연료의 용해율은 거의 0에 가까워진다[97]. 이것은  H2와 𝟄-입자들 사이의 반응에 

한 확산지배속도상수(diffusion controlled rate constant, 10
-6
 ms

-1
)에 기인하며 

이 반응이 사용후핵연료의 용해에 미치는 향을 좌우한다면 사용후핵연료의 산화

 용해를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9)

식 (9)에서 rdiss는 용해율, rox는 산화율, kH2은 H2와 𝟄-입자들 사이에서의 반응속도

상수, [H2]은 H2의 농도 그리고 𝟄rel은 𝟄-입자들로 덮힌 사용후핵연료 표면의 면

분율이다. 

6.3.5. 침출과정에서 생성된 제이차상

산화된 UO2의 용해가 제한된 시스템에서 제이차상(secondary phase)이 형성된

다[20]. 사용후핵연료 표면에서 형성된 제이차상들은 다공성이며 많은 양의 물을 함

유할 수 있다. 따라서 제이차상의 동공은의 일정한 물에 존재하는 용질의 확산은 물

론 물 밖으로 용질이 근하는 것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물의 방사분해

에 의해 생성된 H2O2가 표면으로 근하는 양이 작아질 것이고 결과 으로 표면에

서 UO2의 산화율이 감소하게 된다. 

6.3. 지하수 조성 (벤토나이트  화강암 침출수) 

심지층 처분장의 지화학  환경은 재까지의 연구과정에서 측한 시스템보

다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장용기를 넣는 암반의 채움재로서 벤

토나이트와 화강암과의 상호작용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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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지하수 성분

지하수에 함유되어 있는 음이온의 종류와 농도는 UO2의 산화용해 거동에 

향을 다. UO2
2+
과 안정한 착물을 이루는 음이온은 산화용해를 가속시키는 역할

을 한다. 지하수  주요한 음이온으로는 CO3
2-
/HCO3

-
, SO4

2-
, Cl

-
, F

- 
  H2PO4

-
 

들이 있으며 이 음이온들의 향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18]. 

Broczkowski 등[98]은 사용후핵연료 장용기(canister)의 장기 부식과정에서 생

성되는 수소(H2)의 핵연료에 한 산화용해 거동 연구를 수행하 다. 순환 압

류법(cyclic voltametry)  부식 의 측정에 의해, 용존 수소에 의한 핵연료 

표면의 부식 가 더 음의 값을 보임을 확인하 다. 한 핵연료  침 물인 

백 족 속원소들은 H2 → 2H
+
 + 2e 반응의 매제로 작용하여 수소를 산화시

키고, 핵연료부식 를 낮출 수 있음을 제안하 다. 

6.3.2. 벤토나이트 침출수

20 mm 길이로 단한 BWR 사용후핵연료(연소도: 42 MWd/kg U; 조사과정

에서 0.7% 핵분열 가스 방출)를 상으로 묽은 벤토나이트 슬러리가 사용후핵연

료의 침출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의 한 를 살펴보았다. 단한 사용후핵연

료 시편(약 16 g)을 20 cm
3
의 지하수 는 지하수/벤토나이트 탁액이 들어 있

는 250 mL 용량의 이 스 재질의 라스크에 넣고 침출시켰다. 라스크는 공

기로 채워 산화조건이 되도록 하 으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원심분리하고 

분석한 후 침출된 원소들의 농도를 표 14에 나타내었다[12]. 약알칼리의 pH 범

에서 지하수와 벤토나이트 침출수에서는 낮은 침출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Cm은 

검출한계 미만으로 검출되었다. 사용후핵연료 용해 거동에 미치는 벤토나이트의 

향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하 다.   

- 지하수의 화학조성은 벤토나이트의 용해에 의해 변한다. 지하수에 의한 벤

토나이트 용해실험 결과 HCO3
-
 농도와 지하수의 pH가 모두 증가하 다[99, 

100]. 조사하지 않은 UO2 펠렛의 용해속도에 한 연구로부터 용해율은 OH
-
농도

와 정비례하지만[19] OH
-
와 HCO3

-
농도의 증가는 평형상태에서 U과 Pu의 농도 

증가의 원인임에 틀림이 없다.   

- 벤토나이트는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침출된 다양한 핵종들의 흡착제로서 작

용한다. 벤토나이트-지하수 탁액에는 HCO3
-
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U 화학종 

 음이온의 uranyl carbonate가 주된 화학종일 것으로 측된다[72]. Cs과 Sr은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한편, Pu의 경우에는 성의 tetrahydroxide가 주된 화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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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측된다. Cs과 Sr은 sodium bentonite (MX-80)에 강하게 흡착되며[101] 

pH 7～9 범 의 지하수에서 Pu(IV)도 강하게 흡착된다[102]. 그러므로 벤토나이

트 표면에서의 흡착은 침출액에서 Pu, Cs  Sr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Leachant
Contact

time(d)
pH

Concentrations(M)

U

×

Pu

×

Cm

×

Cs

×

Sr

×

Sb

×

Preleach 27 8.1 1.9 5.3 1.5 2.1 6.5 1.8

Ground

water

27

27

27

8.2

8.1

8.2

3.8

5.5

1.1

7.2

11.4

2.5

1.8

0.8

3.8

1.8

2.0

1.3

2.9

7.0

4.5

1.5

2.0

0.7

× × × ×

Bentonite

suspension

27

27

266

266

8.5

8.5

8.7

8.7

1.1

0.8

4.4

5.0

1.3

1.8

3.1

1.8

ND

ND

ND

5

2.6

3.1

20

15

1.4

0.2

26

7.7

1.5

1.4

8.8

8.0

Table 14. Concentration of elements in the centrifugates

묽은 벤토나이트 탁액에서 U의 흡착은 carbonate 착이온 형성에 의해 억제

되며 UO2 매질의 두드러진 용해는 찰되지 않았다. 합성 지하수에 벤토나이트

를 넣은 탁액(1.5%)을 사용하여 UO2 핵연료의 용해에 한 연구의 다른 를 

살펴보면 벤토나이트의 첨가로 인한 U 농도의 큰 변화, 용액화학 특성 변화 그

리고 흡착에 의한 부식의 증가 등은 찰되지 않았다. U의 농도는 벤토나이트가 

존재하지 않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3±2 × 10
-6 
M이었지만 수용액에서 검

출된 Pu의 농도는 벤토나이트에 의한 흡착으로 인해 30～40 배까지 낮아졌다. 

   

6.3.3. 화강암 침출수

방사성폐기물 유리 고화체(French glass R7T7)와 UO2  MOX 핵연료의 침

출에 한 화강암의 향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Soxhlet 추출기를 사용하는 

동  침출조건에서 수행한 결과 화강암은 사용후핵연료는 물론 유리 고화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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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핵분열생성물과 악티나이드의 침출율을 감소시켰다. 유리 고화체의 경우 표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Mo을 제외한 부분의 핵분열생성물들과 주요한 유리 

성분원소들의 양이 농축계수가 2 배 감소함을 찰할 수 있었다[13]. 한편, 사용

후핵연료의 경우 화강암의 향은 표 16  17에 나타낸바와 같이 농축계수가 

10 배 는 그 이상 감소함이 확인되었다[13]. 특히 침출된 많은 화학종들이 화

강암이 존재할 경우 침출용기의 벽에 흡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3]. 이러한 

흡착거동은 모든 폐기물의 경우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화강암이 존재함으로써 침출율이 상당히 어드는 이유는 화강암에 존재하는 

Fe
2+
이 침출조건을 환원조건으로 유도하여 다음과 같이 침출거동이 변화하기 때

문이다.  

- 용해도가 작은 UO2가 용해도가 큰 U3O7  U3O8로의 산화가 느려져서 침

출율이 감소된다.  

- 방사선 독성이 강한 Np과 Tc의 경우 용해도가 작은 환원상태로 산화수가 

변하여 침출율이 감소한다.  

Element
Leaching
rate
(g/m²d)

Relative change
in the presence
of granite(%)

Percentage adsorbed

Sample container Heating vessel

Glass
Glass +
granite

Glass
Glass +
granite 

Li 104  -48 0 10 0 0

B 56  -34 0 10 0 0

Sr 207  -47 1 1 66 89

Cs 283  -48 1 1 2 45

Ba 130  -53 2 1 92 98

Mo 23  +30 0 20 12 1

La 14 >-90 76 18 21 67

Ce 10 >-90 94 13 3 67

U 24  -43 34 8 63 89

Pu 6 >-90 ca.100 0 0 0

Np 2 >-90 0 0 ca.100 0

Table 15. Influence of granite on the leaching of vitrified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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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MOX
MOX-
granite

Decrease factor
in the presence
of granite

UO₂
UO₂-
granite

Relative decrease 
in the presence
of graphite(%)

Rb 2.59 0.39 6.6 2.44 1.97 18.9

Sr 1.79 0.17 10.6 13.45 0.27 97.9

Zr 8.86 1.01 8.8 8.97 0.49 94.5

Mo 31.53 0.72 43.8 31.21 3.10 90.0

Tc 0.90 0.19 4.7 2.13 0.27 87.1

Cs 67.43 12.60 5.4 68.14 11.54 83.0

Np 0.28 0.09 3.1 0.23 0.08 63.8

U 616.91 149.91 4.1 497.66 61.09 87.7

Pu 2.00 0.57 3.5 0.67 0.59 10.7

Table 16. Influence of granite (1g) on the leaching of spent UO2 and MOX 

fuels. Results of the analysis by ICP-MS in μg

Waste MOX MOX + granite UO₂ UO + granite

Sr leach rate (μg/cm2d) 0.022 0.002 0.255 0.004

Cs leach rate (μg/cm2d) 0.854 0.163 1.293 0.186

U leach rate (μg/cm2d) 7.816 1.947 6.298 0.657

Sr inventory (μg/g fuel) 456 787

Cs inventory (μg/g fuel) 2062 1793

U inventory (μg/g fuel) 817045 830648

Sr FIAP 0.00934 0.00091 0.0613 0.00108

Cs FIAP 0.078 0.002 0.136 0.019

U FIAP 0.00181 0.00045 0.00215 0.00022

Table 17. Leach rates and fractions of inventory in the aqueous phase (FIAP) 

for Sr, Ce and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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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장용기 부식생성물

CANDU 사용후핵연료 다발은 바깥벽이 구리 그리고 내벽이 탄소강(carbon 

steel)으로 구성된 이 벽 장용기에 장된다. 구리는 처분장과 환경이 비슷한 

무산소 조건에 노출 되었을 때 열역학 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철은 강도

가 크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장용기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탄소강 외벽

을 통하여 핵연료 다발과 지하수가 하게 된다. 지하수에 녹아 있는 산소 

는 처분장 기의 산소 등과 같은 환경  산화제들은 장용기 부식과 무기물/

생화학  산화과정에서 빠르게 소비될 것이기 때문에[103] 핵연료 부식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물의 방사분해에 의해 생성된 산화제들은 지

하수에 의해 젖은 핵연료 표면과 하여 직 으로 생성될 것이다. 

베타/감마선 역에 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핵연료가 젖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은 타당한 가설이다. 를 들어 장용기가 최소 1,000 년간 안정하게 유지될 경

우 단지 알 선에 의한 분해 효과만 고려하면 된다[81]. 문제가 있는 장용기 

내에서 알 선에 의한 분해의 향에 한 실질 인 반응들을 다음 그림 43에 

나타내었다[78]. 

Fig. 43. Schematic showing the corrosion scenario inside a failed nuclear 

waste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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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표면이 부식되는 산화조건은 H2O2와 O2를 생성시키는 알 선에 의한 

물의 방사분해에 기인한다. 철 표면에서 탄소강의 무산소  부식은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Fe
2+
와 H2가 생성된다[78]. 

               Fe  +  2H2O  →  Fe
2+
  +  2OH

-
  +  H2 

               3Fe  +  4H2O  →  Fe3O4  +  4H2

스웨덴에서 잠재 으로 선정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으로부터의 시추공 데이터

를 이용하여[104, 105] 사용후핵연료의 용해속도를 계산한 결과를 보면 550～570 m 

깊이에 있는 지하수의 Fe2+ 농도는 Forsma와 Oskarshamn 지역에서 각각 40  36 

𝞵M이었다. 이것은 이 시스템에서 UO2의 용해속도를 약 400 배 정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결과 으로 물의 방사분해에 의해 생성된 H2만으로도 UO2의 용해를 완 히 

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96].  

6.5. 온도

처분장은 사용후핵연료의 핵종 붕괴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하여 상당기간

(100∼1,000년) 동안 약 75～100 ℃ 범 의 높은 온도를 유지할 것으로 상된다

[82]. UO2의 산화용해 반응의 활성에 지(activation energy) 측정값이 알려져 있

으며 부분의 측정조건은 O2가 녹아있는 탄산염 용액이거나 Fe(III), V(V)  

H2O2들과 같이 산화력이 있는 화학종들이 있는 산성용액이었다. 이 용액에서의 

활성에 지는 ∼50 kJ․mol-1에서 ∼67 kJ․mol-1, O2가 녹아있는 탄산염 용액에

서는 ∼43 kJ․mol-1에서 ∼63 kJ․mol-1로, H2O2가 함유되어있는 된 산성용액에

서는 ∼27 kJ․mol-1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지하수의 조건은 의 측정조건

과 다르기 때문에 의 측정값들을 실제 처분장 조건의 사용후핵연료에 용하

기는 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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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침출과정에서 생성된 제이차상

7.1. 침 물(공침물) 

일련의 사용후핵연료 용해 연구에 의하면 용해과정에서 schoepite, UO2(OH)2․χ

H2O[2, 106～112], uranophane, Ca(UO2)2(SiO3OH)2․5H2O[106～108, 112], soddyite, 

U5Si2O19․6H2O[106～109, 111], Na-boltwoodite, Na(H3O)UO2(SiO4)․nH2O[111, 

112], 그리고 uranium peroxides, UO4․nH2O[113]과 같은 U의 제이차상(uranyl 

secondary solid phases)이 생성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Pu과 같은 다른 악티나

이드가 함유되어 있는 제이차상들도 생성되는데 이는 Pu 등을 포함한 제이차상들의 

용해도가 매우 작기 때문으로써 사용후핵연료 용해실험에서 침출된 Pu의 농도를 측

정한 결과가 PuO2(s)와  Pu(OH)4의 용해도 범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114]. U과 Pu 침출거동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가 Pu이 침 에 의한 제이차상을 

생성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으며[2, 114] 이러한 경우 Pu 침출은 사용후핵연

료의 매질인 UO2의 용해속도뿐만 아니라 Pu이 함유되어 있는 제이차상의 용해도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한 침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U의 제이차상뿐만 아니라 U이 

함유되어 있는 콜로이드도 생성된다. Pu과 U의 침출거동이 일치하지 않는  다른 

이유는 고체상에서 용해도가 큰 산화 Pu으로의 변화가 어렵기 때문으로 제이차상의 

Pu 침 물들이 형성된다. Pu의 용해도는 PuO2+χ와 Pu(IV) 콜로이드들에 의해 좌우

되며 pH와 Eh에 따라 평형상태에서 Pu의 농도가 10
-11
까지 감소한다[115, 116]. 

Np은 사용후핵연료 침출과정에서 생성된 U의 제이차상에 약간 혼합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들의 결정구조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Np(IV)과 Np(V)이 U에 의한 

제이차상에 혼합되는 것으로 추측된다[117]. Np이 α-uranophane[118, 119], sodium 

compreignacite [118], sodium boltwoodite[119]  studtite[120]에 혼합되는 몇 가

지 실험결과가 알려져 있다. Np은 U과 침출거동이 거의 같다. 그러나 Pu은 U과 침

출거동이 다르다. 

사용후핵연료의 결정립으로부터는 Cs과 U의 침출거동이 같고 용해성 입자 (70

0～1700 μm)들로부터는 Cs과 U의 침출거동이 일치하지 않았다[121]. 한편, 사용후

핵연료 침출과정에서 Cs은 이온교환에 의해 boltwoodite[122], compreignacite[123], 

uranophane[124]와 그리고 흡착(sorption)에 의해 studtite와 혼합됨이 밝 졌으며

[125] Sr 역시 이와 같이 uranophane[124]에 혼합된다. 핵연료 조사과정에서 결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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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이동한 Sr과 Cs은 U보다 더 침출율이 크다[침출용액은 1 mM NaHCO3와 19 

mM NaCl을 포함한다. 실험은 산화조건, 25 ± 2 
o
C를 유지하는 핫셀에서 수행되었

다][126].     

사용후핵연료 처분환경을 모사하기 하여 침출시스템을 90 ℃로 유지시키면서  

4.5 년 동안 간헐 으로 미국 네바다주의 Yucca mounrtain의 한 지역에서 채취한 

불포화 지하수와 UO2 펠렛 시편을 시키는 일련의 침출실험이 수행되었다. 시간

에 따라 다양한 제이차상들이 찰되었으며 UO2 펠렛 시편 표면 와 바닥과 펠렛-

피복  틈 사이에서 제이차상들이 농축되어 있었다. 장기간 침출실험을 한 경우에

는 펠렛 시편의 가장 바깥 표면에서 다양한 침 물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단기간 

침출실험을 한 경우에는 펠렛 시편으로부터 단일 결정성 상(crystaline phase)이 생

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조성과 조직  특징들은 물론 시편의 표면으로부

터 확인되는 제이차상들을 표 18에 나타내었다[127].

Schoepite UO·2HO Dark yellow crystals

Dehydrated schoepite UO·0.8HO

Yellow to green crystals 
"boat shaped" tabular with
single or rare double 
terminations

Uranophane
Ca(UO)(SiOOH)·5HO

Fine white needles-stellar
groups of crystals or 
continuous mats

Boltwoodite K(HO)UO(SiO)·nHO
Fine yellow needles in
continuous mats

Soddyite USiO·6HO
Fine bladed crystals, drusy
powders, or coatings over 
previously deposited grains

Becquerelite CaUO·10HO Dark yellow tabular crystals

Compreignacite KUO·11HO
Yellow crystals, stacked 
pseudohexagonal plates

Sklodowskite Mg(UO)(SiOOH)·5HO
Fine needles to elongated 
prisms, minor in occurrence

Table 18. Secondary uranyl phases identified on reacted UO2 surfaces 

핵연료 시편의 표면특성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 그림 44에 나타낸 것처럼 

uraninite 결정립은 처음에 UOH 무기물들로 변한 후 곧 soddyite로 그리고 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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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anyl silicates를 함유한 알칼리  알칼리토 족 원소로 변하는 물공생 계 

(mineral paragenetic relationship)가 있다는 것이 밝 졌다[127]. Dehydrated 

schoepite는 주된 무기 고체상이었으며[128] soddyite는 UO2+χ의 표면에서 직  침

되기도 하고 dehydrated schoepite를 체(replace)하기도 하 다. 

Fig. 44. Interpretive paragenetic sequence formed on top surfaces of altered 

uraninite pellets. Onset of U dissolution and pulsed-release periods 

determined from solution data.

7.2. 콜로이드

Finn 등[129]에 의해 두 개의 사용후핵연료[ATM-103 (연소도 : 30 MWd/kg U, 

grain size: 9～19 μm), ATM-106 (연소도 : 43 MWd/kg U, grain size: 6～14 μm]를 

상으로 각각 0.3～1.2 g씩을(평균 기하학 표면면 : 2.1 cm
2
/g)을 채취한 후 90 

o
C

의 합성 지하수(well J-13: 미국 네바다주의 Yucca mountain 아래 포화 역을 표

하는 화학  성질을 가짐, pH: 8.4)에 의한  불포화 침출실험이 수행되었다.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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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용기를 사용하여 략 60 일 동안 침출시킨 후 핵연료를 꺼낸 다음 침출액에 

들어 있는 핵종들을 분석하 다. 계속해서 새로운 합성 지하수를 넣고 다시 60 일 

동안 침출시키는 과정을 반복하여 침출수에 들어 있는 핵종들을 분석하 다. 그리

고 최종 으로 용기에 흡착되어 있는 핵종들을 1% 질산으로 탈착시키고 분석하

다. 콜도이드와 용해되는 악티나이드의 화학종들이 pH 4～7 범 의 침출수에서 검

출되었으며, 콜로이드형태로 확인된 U 상들은 schoepite와 soddyite이었다.

한편, 침출수의 pH는 실험에 사용한 합성 지하수의 pH(8.4)보다 낮았다. 

ATM-103 핵연료를 상으로 실험하 을 경우에 침출수의 pH는 57 일 후에는 6.0  

120 일후에는 6.3이었다. ATM-106 핵연료의 경우 pH는 55 일후에는 6.2, 113 일후

에는 4.7이었다.  포름산 이온(HCOO
-
)의 농도가 합성 지하수에서는 검출한계 미만

으로 검출되었으나 ATM-103 핵연료 침출수의 경우 57일 후에는 6 × 10
-3
 g/L 그리

고 120일 후에는 9.2 × 10
-3
 g/L이었다. 한 ATM-106 핵연료 침출수의 경우, 55 

일후에는 6.3 × 10
-3
 g/L 그리고 113 일 후에는 4.6 × 10

-3
 g/L이었다.  

음이온 조성에서의 주요한 변화를 살펴보면 HCO3
-
의 양은 감소하 으며 질산 

이온의 양은 증가함과 동시에 포름산염 이온 농도도 증가하 다[130]. 이러한 효과

를 요약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N2 + 2 H2O + 2 HCO3
-
  →  2 NO2

-
 + 2 HCOO

-
 + 2 H

+
 + H2

포름산염 이온과 높은 차수의 유기물들은 매우 안정하고 악티나이드들과 잘 녹는 

착물들을 형성하기 해(그 결과 악티나이드들의 화학종 이동이 증가함) 악티나이

드들과 결합할 수 있다.       

3.6 nm 규격의 거르게로 거르거나 거르지 않은 침출수(2개 연속 인 실험과정에

서 얻은 침출수를 합한 용액)에 존재하는 악티나이드 화학종들의 농도를 알  분

법으로 분석하고 표 19에 결과를 나타내었다[129]. 콜로이드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난 물질들의 양은 거르지 않은 침출수와 거른 침출수 사이의 양 차이로 나타낸 

결과 90%이었다.

ATM 103  ATM 106을 상으로 두 연속 인 실험을 통하여 얻은 침출수와 

1% 질산으로 침출용기를 탈착시켜 얻은 용액에 함유되어 있는 악티나이드와 Cs을  

알   감마분 법으로 분석한 결과, 그리고 유도 결합 라스마 질량분석법을 사

용하여 미리 반정량 분석한 결과를 표 20과 21에 나타내었다[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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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Test No.
a

Content of Unfiltered Sample

244
Cm

241
Am

243
Am

239
Pu

237
Np

ATM-103 S32J1-57 4.90E-06 3.60E-05 8.50E-06 ND
b

ND

ATM-103 S32J1-120 2.00E-06 1.30E-05 ND ND ND

ATM-106 S62J1-55 ND ND ND ND ND

ATM-106 S62J1-113 4.10E-08 2.10E-07 3.40E-07 ND ND

Fuel Test No.
a

Content of Filtered Sample

244
Cm

241
Am

243
Am

239
Pu

237
Np

ATM-103 S32J1-57 1.70E-07 1.20E-06 6.40E-08 4.50E-07 1.10E-04

ATM-103 S32J1-120 2.10E-07 9.10E-07 4.80E-08 2.90E-07 2.20E-05

ATM-106 S62J1-55 ND ND ND ND ND

ATM-105 S62J1-113 4.70E-09 4.50E-09 ND ND ND

Table 19. Actinide species (g/L) detected by alpha spectroscopy for successive 

unfiltered and filtered leachate samples

 aNumber following hyphen is test time in days when aliquot was taken.
 bND = No species were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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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U 239Pu 241Am 243Am 244Cm 137Cs

Leachate, 1st 60 d

Alpha NA ND ND ND ND NA

Gamma NA NA ND ND NA 2.00E-08

ICP-MS 7.00E-08 1.00E-09 5.00E-10 1.00E-09 1.00E-09 2.00E-07

Leachate, 2nd 60 d

Alpha NA ND 2.00E-07 3.00E-07 4.00E-08 NA

Gamma NA NA ND 9.00E-06 NA 2.00E-06

ICP-MS 4.00E-04 1.00E-06 8.00E-07 3.00E-07 3.00E-07 8.00E-05

Acid strip

Alpha NA 1.00E-05 <1E-6 ND 3.00E-07 NA

Gamma NA NA 1.00E-06 2.00E-07 NA 5.00E-06

ICP-MS 9.00E-04 6.00E-06 2.00E-06 6.00E-07 2.00E-07 8.00E-06

Table 20. ATM-106 Test - actinide and cesium content
a
 (g/L) for the leachate 

and the acid strip (gamma, alpha, and ICP-MS analyses) 

aThe symbol ND is used if the species was not detected, and NA if a technique was not 

applicable.

238U 239Pu 241Am 243Am 244Cm 137Cs

Leachate, 1st 60 d

Alpha NA 4E-7b 4.00E-05 6E-8b 5.00E-06 NA

Gamma NA NA 3.00E-04 1.00E-04 NA 2.00E-04

ICP-MS 4.00E-03 1.00E-06 2.00E-04 4.00E-05 6.00E-05 8.00E-05

Leachate, 2nd 60 d

Alpha NA 3E-7
b

1.00E-05 5E-8
b

2.00E-06 NA

Gamma NA NA 1.00E-05 5.00E-04 NA 3.00E-04

ICP-MS 1.00E-03 5.00E-07 2.00E-05 3.00E-06 2.00E-06 2.00E-04

Acid strip

Alpha NA ND 2.00E-05 ND 1.00E-06 NA

Gamma NA NA 2.00E-05 4.00E-06 NA 8.00E-07

ICP-MS 8.00E-04 4.00E-07 2.00E-05 5.00E-06 2.00E-06 2.00E-06

Table 21. ATM-103 Test-actinide and cesium content
a
 (g/L) for the leachate 

and the acid strip (gamma, alpha, and ICP-MS analyses) 

aThe symbol ND is used if the species was not detected, and NA if a technique was not 

applicable.
bThe amount detected for the filtered ali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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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결합 라스마 질량분석법에 의한 반정량분석 결과들은 감마선 분 법에 

의한 결과들과 같은 차수의 크기 안에서 일치하 다.  유도 결합 라스마 질량분석

법으로 부분 동 원소들의 분석결과들을 얻을 수 있으므로 앞의 두 침출실험에 

의해 얻은 모든 악티나이드들의 상 인 침출거동을 비교하기 하여 표 22에 나

타낸 분석결과를 이용하 으며 두 실험 간격동안 각 악티나이드에 한 최  물질 

침출량(fraction of maximum material release)도 함께 나타나 있다. 최  물질 침출

량은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핵종의 체양이다. 스테인리스 강 재질의 침

출용기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물질과 실험용기 체에 한 침출수에서 검출된 물

질의 양 사이의 비율을 각 핵종별로 계산하 다. 이 표에서 가용성 양(soluble 

fraction)으로 표 된 것은 용기의 기벽에 석출되지 않은 물질을 의미하며 콜로이드 

물질과 이온성 물질들이 이에 포함된다. 결과 으로 ATM-106 핵연료에 해서 표 

22에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첫 번째 실험기간 동안에 ATM-106 침출수

에서 단지 미량의 악티나이드가 침출됨을 확인하 다. 둘째, 침출된 최  악티나이

드의 양은 침출된 최  U의 양보다 10 배 크다. 셋째, ATM-106 핵연료에 있어서 

부분의 침출된 악티나이드들은(표 22의 3-6열 참조) 침출용기 표면에서 석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29] 
244
Cm는 매우 가용성이 큰 악티나이드임이 확인되었다.  

ATM-103 핵연료의 경우, 실험에서 검토한 악티나이드의 침출은 첫 번째 침출기

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침출된 최  악티나이드의 양은 모든 악티나

이드들에 해서  같지는 않았다. 즉, Pu과 U에 한 침출양은 동일하지만 (1 × 

10
-5 
g/L) Am과 Cm의 양(1 × 10

-2
)보다 10

3
 배 작았다. 셋째, 가용성 악티나이드의 

양은 ATM-103 핵연료의 경우 0.44에서 0.88 범 로 더 높았다.  두 핵연료 사이에

서의 이러한 차이는 이들이 연소도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 연소도 차이가 침출거동

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침출수에서 콜로이드는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을 사용하여 

확인하 으며 확인된 상을 표 23에 나타내었다[129]. U은 함유되어 있지 않았으며 

주로 Ca과 Si이 함유되어 있는 콜로이드 입자들이 발견되었다. 

ATM-103 핵연료의 침출수(S32J1-57)를 상으로 TEM을 사용하여 얻은 분석

결과로부터 희토류 원소들(La, Ce, Pr, Nd, Sm, Eu)과 U 상이 혼합되어 있음을 확인

하 다. 이러한 두 상들에서 U과 Si의 혼합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결정

성 uranium silicate 콜로이드들을 SAED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와 

EDS (X-ray energy dispersive spectrometry)로 분석한 결과 U/Si 비율이 1:1인 

uranul silicate, 즉 soddyite로 확인 으며 각 입자들의 지름은 50～100 n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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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anium soddyite 상의 EDS 스펙트럼을 그림 45에 나타내었다[129]. 

Fuel Type : ATM-106

238U 239Pu 241Am 243Am 244Cm 137Cs

Leachata 1st 60 d 7E-10 1E-11 5E-12 1E-11 1E-11 2E-9

Leachata 2st 60 d 4E-6 1E-8 9E-9 3E-9 3E-9 9E-7

Acid Strip 5E-5 3E-7 1E-7 3E-8 1E-8 5E-7

Total 5E-5 3E-7 1E-7 3E-8 1E-8 1E-6

Soluble Fraction
 0.07 0.03 0.09 0.09 0.23 0.64

Fraction of maximum 8E-6 6E-5 1E-4 1E-4 2E-4 1E-3

Fule Type : ATM-103

238U 239Pu 241Am 243Am 244Cm 137Cs

Leachata 1st 60 d 4E-5 1E-8 2E-6 4E-7 7E-7 9E-7

Leachata 2st 60 d 1E-5 6E-9 2E-7 4E-8 2E-8 2E-6

Acid Strip 5E-5 2E-8 1E-6 3E-7 1E-7 1E-7

Total 1E-4 4E-8 3E-6 7E-7 8E-7 3E-6

Soluble Fraction
 0.50 0.44 0.69 0.59 0.88 0.97

Fraction of maximum 1E-5 7E-6 6E-3 9E-3 6E-2 4E-3

Table 22. ATM-106 and ATM-103 Tests - actinide and cesium content
a
 (g), 

fraction released and soluble fraction  

Values are derived from semi-quantitative ICP-MS results.
The uranium release corresponds to 0.26 mg/m-d for ATM-106 and 0.46 mg/m-d for 
ATM-103. (This is for an estimated average surface area.)
The fraction of isotope present in the leachate and not deposited on the vessel walls.
The fraction of the maximum amount of isotope present in the spent fuel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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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a Phases Comments Elements

Leachate, 1st 60 days

S62J1-55 Aluminum particles Agglomerated Al

S32J1-57

Schoepite hydrate

Soddyite

Calcium silicate

Individ. 20-50 nm

Individ. 50-100 nm

---

U, REE
b

U, Si, REE

Ca, Si

Leachate, 2nd 60 days

S62J1-113 Calcium phases particles, agglom Ca, Zn

S32J1-120 Silica --- Si

Table 23. Characterization of colloids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Number following hyphen indicates time in days at which leachate was taken.
 bREE = rare earth elements

   

Fig. 45. EDS of uranium soddyite phase.  

20～50 nm 입자들의 덩어리로 이루어진 3～5 μm 지름의 U이 함유되어 있는 제

이상은 극히 은 양의 Si과 희토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혼합물이 미량 함유되

어 있다. 그 상은 결정은 아니지만 원소의 조성은 schoepite 상(uranyl hydrate 종)이

라고 단된다. EDS로 얻은 스펙트럼을 그림 46에 나타내었다[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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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EDS of uranium only phase. 

 

희토류 원소들의 존재를 확인하기 하여 EDS보다 더 좋은 검출감도를 가지고 

있는 EELS (electron energy loss spectrometry)를 사용하 다. 확인된 희토류 원소

들은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는 핵분열생성물로서 La, Ce, Pr, Nd, Sm  Eu이었다. 

한편, schoepite와 soddyite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사용후핵연료의 매질인 UO2나 조

사되지 않은 UO2의 용해거동이 같다는 것이다[131]. 그러나 사용후핵연료에서 악티

나이드들은 U 매질과 침출거동이 같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3. 부식생성물

심지층 직  처분장에서 사용후핵연료가 장되어 있는 용기와 지하수가 함

으로써 발생하는 부식은 사용후핵연료 표면의 물리, 화학  특성을 변화시킨다. 먼

 발생하는 주반응은 장용기의 부식이며 일단 장용기가 괴되면 부식된 철의 

존재 아래 사용후핵연료의 용해  침출이 시작된다. 

철과 사용후핵연료의 동시 부식실험을 수행하기 하여 철 분말과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반응용기에 함께 넣고 수행하 다. 실험과정  속성 철과 부식 생성물들

(magnetite  green rust I)이 동시에 존재하 다. 즉 이것은 철 분말의 환원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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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부식 생성물들의 흡착능이 실험 내내 완 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증

거다. 철 는 철 부식 생성물들이 핵종들의 침출거동에 미치는 향을 그림 47에서 

비교하 다[132]. 

Fig. 47. Dissolution of fuel pellets for two years in 95% saturated NaCl solution 

under anaerobic conditions at 25 ℃ without (K 10) and in the presence of 8.5 

g metallic Fe (K 3). Fraction of inventory (FIAP) of various nuclides found in 

the aqueous phase (0.45 μm filtrate). 

철이 존재하는 경우에 침출액에서 Cs을 제외한 모든 핵종들의 농도는 감소했다. 

가장 큰 효과는 악티나이드들에게서 두드러지게 찰되었다. Pu 농도는 102이상으

로 감소했으며 이것은 Pu이 용해도가 작은 Pu(IV)으로 환원되었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Am은 단지 콜로이드 형태로만 용액에 존재하 으며 이온성 Am 화학종들

과 237Np은 더 이상 용액에서 검출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Np이 용해도가 매우 작

은 Np(IV)로 환원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Cs과 핵분열 가스들의 침출은 철이 존재

할 경우 침출수에서 검출되는 농도가 증가하 다. 핵종들의 침출에 있어서 비슷한 

감소가 Stroes-Gascoyne 등[133]에 의해서도 찰되었으며, 환원조건 아래에서 핵

연료 매질의 용해도가 작은 U(IV)로 환원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핵분열생성물과 악티나이드들의 침출율이 작은 이유는 철과 철 부식 생성물들에 흡

착된 결과일지도 모른다. 한 용해/흡착 메커니즘은 침출수에서의 높은 가스 방출 

농도로 설명될 수 있다. 철 분말에 흡착된 핵종의 양을 분석한 결과를 표 24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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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비교를 해서 실험 후에 남아있는 부식용액의 방사능과 장용기 벽면에 

흡착된 방사능을 포함하 다[132].

Nuclide
Activity, Bq 

NaCl solution (164 mL) on the container wall on the Fe-Powder (8.5 g)

106Ru <3.03E3 n.d. 1.03E5 

134Cs 2.94E8 n.d. 6.56E5 

137Cs 8.02E8 n.d. 2.52E6 

154Eu <4.25E2 n.d. 1.30E5 

155Eu <6.04E2 n.d. 5.78E4 

125Sb <2.25E3 n.d. 5.36E4 

90Sr 2.21E6 1.42E5 2.18E5 

144Ce <1.56E3 n.d. 9.44E4 

241Am 2.43E1 6.95E3 3.57E4 

237Np <7.59E0 7.43E0 <7.1E-1 

244Cm <1.21E1 5.98E4 n.d.

242Cm <2.43E0 9.46E1 n.d.

238Pu <9.59E1 4.86E3 4.09E4 

239/40Pu <7.79E1 6.16E2 4.62E3 

241Pu <2.30E3 6.56E4 4.66E5 

U 3.03E0 ng 1.37E1 ng 2.12E2 ng

Table 24. Radionuclide activities of 164 ml corrosion (after 674 days of 

corrosion), of the container wall and from 8.5 g iron powder after 674 days of 

corrosion (dissolution of 99 mg Fe in boiling concentrated HCl) 

 

이러한 결과들은 결국 부분의 핵종들이 철 분말과 장용기 벽에 강하게 흡착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침출 시스템에서 90Sr의 이동분포 자료에 의하면 약 85%가 

용액에 남아 있고 약 9%가 철 분말에 그리고 약 6%가 장용기 벽에 흡착되어 있

었다. 상하 던 것처럼 부식된 철에 흡착된 90Sr과 용액에 남아 있는 90Sr과의 방

사능 분포율(activity distribution ratio)은 3가 악티나이드나 희토류 원소들에 한 

상 인 값보다 훨씬 작았다. 용액과 철 분말 표면, 장용기 벽 는 핵연료 시편 

표면 사이의 핵종 분포에 한 질량균형 계산값 (mass balance calculation)을 표 25

에 나타내었다[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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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bed

on the fuel surface
in solution 
(0.45𝜇m) on the container

on the corroded iron 
powder

106Ru n.d. 0.699 n.d. 29.910

134Cs 0a 99.733 n.d. 0.267

137Cs 0a 99.665 n.d. 0.365

154Eu n.d. 0.200 n.d. 68.411

155Eu n.d. 0.621 n.d. 67.717

125Sb 0 <3.45 0 >96.55

90Sr 0a 85.305 5.445 9.250

144Ce n.d. 0.581 n.d. 48.923

241Am 14.912 0.046 13.512 71.530

237Np 0 48.012 47.027 4.952

244Cm n.d. 0.051 1.120 n.d.

242Cm n.d. 0.288 17.608 n.d.

238Pu 76.699 0.045 2.269 20.987

239/40Pu 83.086 0.229 1.811 14.874

241Pu 87.673 0.049 1.375 10.939

U 59.406 0.495 2.230 37.868

Table 25. Relative distribution of various radionuclides in the aqueous phase, on 

the container wall, on iron and its corrosion products and on the fuel sample 

resulting from 2 years corrosion of a fuel pellet (7 g) in 200 ml 95% saturated 

NaCl solution in the presence of iron (8.5 g powder, grain size < 10 μm)

Values set to zero, to avoid negative values.
Content on the fuel sample is calculated by difference, assuming that the total Sr release is 
given by the quantities found on iron, on the container and in solution. 

질량균형은 Cs의 선택  침출과 핵연료의 질량이 동시에 변화한다는 가설에 근

거를 두었다. 표 25로부터의 이러한 결과는 철이 침출된 핵종들의 고정화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를 들면, 
239
Pu과 

240
Pu은 용액에서 검출된 양에 비해 부

식된 철에 65 배 농축되었으며 철에서 검출되는 
241
Am의 양은 용액에서보다 1,550 

배 더 높았다. Cs의 경우 부식된 철 표면에 흡착되는 정도는 1% 이하로 측되었다. 

만약에 장용기의 성분인 철이 농축된 염 용액에 노출될 경우 2 년 후에 단지 

0.01%의 핵연료만 변한다. 게다가 핵연료의 변화된 부분에 함유된 부분의 장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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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생성물들과 악티나이드들은 기에 철이나 부식생성물에 흡착됨으로서 다시 

고정된다. 환원조건 아래에서 반응속도는 철에 U(IV) (용해  흡착 펌  메카니즘)

의 흡착이나 알 선의 분해에 의해 결정된다. 높은 다공성이나 원자로 가동과정에

서 Xe의 방출에도 불구하고, 잘 연소된 핵연료 가장자리(rim)의 UO2 매질은 평균 

핵연료 매질보다 더 빠르게 부식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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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후핵연료의 용해  침출거동 연구를 한 화학분석

유도 결합 라스마 질량분석법으로 극미량의 핵분열생성물과 악티나이드를 

정량할 수 있다. 모든 침출액은 산도를 1% HNO3으로 조 하여 용기에 흡착되거

나 침 이 생기지 않도록 하 다. 내부 표 물로 1 ppb의 
115
In를 사용하 으며 

측정 가능한 질량범 는 80～254 amu (atomic mass unit)이다. 여러 표 핵종들

에 의한 한 -보정법(one-point calibration)으로 
115
In에 한 여러 핵종들의 상

인 감도계수(sensitivity factor)를 구한 후, 분석 상의 핵종들로부터 얻은 계측

결과와 
115
In의 계측결과로부터 분석 상 핵종들의 농도를 계산해 낼 수 있다. 참

고로 
115
In를 내부표 물질로 사용하여 얻은 침출액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핵종들

의 질량 스펙트럼을 그림 48에 나타내었다[62]. 
90
Sr  

100
Mo을 분석할 때 발생

하는 동 원소 방해(isobaric interference)는 
90
Zr  

100
Ru을 사용하여 보정할 수 

있다. 유도 결합 라스마 질량분석법의 원소별 특성감도(elements specific 

sensitivity)는 2개의 다 원소 표 용액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첫째, 10 ppb

의 Rb, Sr, Y, Zr, Mo, Ru, Rh, Pd, Cs, Ba, La, Ce, Nd, U  내부표 원소로서 

1 ppb의 Bi와 In을 첨가한 표 용액, 둘째 10 ppb의 Rb, Se, Cs, 6 ppb의 Tc, 

500 ppb의 U, 2.2 ppb의 Pu, Np, 그리고 내부표 원소로서 1 ppb의 Bi  In을 

첨가한 다 표 용액을 사용한다. Np 표 용액은 
237
Np을 사용하며 Pu 표 용액

은 
238
Pu (0.13 mol%), 

239
Pu (84.03 mol%), 

240
Pu (14.45 mol%), 

241
Pu(0.73 mol%) 

 
242
Pu(0.34 mol%)가 함유되어 있는 표 용액을 사용한다. 

137
Cs은 유도 결합 

라스마 질량분석법을 사용하기 에  감마선 분 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침

출연구과정에서 활용한 다양한 분석방법을 표 26에 기술하 다. 



- 85 -

Fig. 48. Mass spectrum of a leaching solution, obtained by contacting fuel 

with 1 mM NaHCO3(pH 7.3), saturated with an Ar + 20% O2 + 0.03% CO2 

gas mixture. 

Element Analysis

U, La, Ce, Nd, Mo, Ru, Rh, Pd 
Epitherm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CP-MS

U Scintex UA-3 laser fluorescence spectrometer

Cation in Syn. ground water ICP-AES

Trace elements in SIMFUEL ICP-AES

U(VI)/U(IV) X-ray photoelectron spectrometer

HCO3
-

Standard Gran titration

pH, Eh Orion research expandable ion analyzer

Redox electrode Metrohm glassy carbon electrode

O2 content in glove box Delta F cooperation trace oxygen analyzer

CO2 content in glove box Fuji electric infrared gas analyzer

Solid surface
Optical microscop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coupled X-ray 
microanalysis

Elemental characterization of 
surface

X-ray photoelectron spectrometer
Rutherford and non Rutherford back 

scattering spectrometer 

Table 26. Various analytical methods for leaching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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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 론

1. 사용후핵연료 용해 메커니즘과 용해속도를 측하기 한 연구는 지하수에 

한 방사성 핵종의 용해도를 주요인자로 보는 근방법과 사용후핵연료 매질인 

UO2 표면에서의 기화학  반응을 주요인자로 보는 두 모델을 근거로 수행

되고 있다.  

2. 기화학  측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침출연구에서는 UO2의 용해를 부식거

동으로 설정하고 UO2를 작업 극으로 사용하여 부식 (ECORR)에서 측정한 

부식 류(ICORR)가 UO2의 질량감손속도 즉 용해속도와 직 인 계가 있음

을 제시하고 있다.    

3. 사용후핵연료의 매질인 UO2의 용해는 U의 산화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심지

층 처분장의 기조건은 물론 사용후핵연료의 장용기가 부식으로 인하여 방

벽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때 사용후핵연료와 할 것으로 상되는 지하수

의 화학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4. UO2 매질로부터 핵분열생성물의 침출거동은 핵연료 펠렛 안에 고정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 치에 좌우되어서, UO2의 결정립계(grain boundary) 는 사용

후핵연료와 피복  사이에 축 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들은 기에 침출되지

만 UO2 매질의 결정립(grain) 안에 고정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들의 침출거동

은 UO2의 용해거동에 좌우된다. 

5. 알 선 방출에 의한 방사선 분해가 지배 인 시스템에서 방사선 분해에 의해 

생성된 H2O2의 상 인 향은 99.9% 이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용해율을 조

사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유일한 산화제이다.

6. 물의 방사선 분해나 사용후핵연료 장용기의 한 성분인 철의 무산소성 부식

과정에서 생성되는 H2와 철 부식과정(Fe
2+
 → Fe

3+
)은 H2O2의 생성율을 감소

시키거나 수용액에서 H2O2를 소모시킴으로써 H2O2의 표면 정류상태 농도를 

낮추어 결과 으로 UO2의 용해율도 낮춘다.

7. 충 제로 사용되는 벤토나이트로 인해 침출액에서 검출되는 U의 농도는 변화

가 거의 없으나 Pu, Cs  Sr은 벤토나이트 표면에서의 흡착에 의해 그 농도

가 낮아진다. 

8. 화강암의 존재로 인해 Mo를 제외한 부분의 핵분열생성물들의 침출율이 거

의 2 배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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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용후핵연료 침출과정에서 schoepite, uranophane, soddyite, Na-boltwoodite, 

그리고 uranium peroxides와 같은 우라늄의 제이차상들과  다른 악티나이

드가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제이차상들이 생성된다.

10. 침출수에서 콜로이드는 우라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칼슘과 실리콘이 주로 

함유되어 있는 콜로이드 입자들이나 혹은 희토류 원소들과 우라늄 상이 혼합

된 schoepite hydrate나 soddyite등이 발견된다.

11. 사용후핵연료의 침출에 향을 미치는 사용후핵연료의 물리, 화학  특성은 

연소이력에 따라 조 씩은 다르지만 사용후핵연료의 고유한 특성으로 고정된 

값이다. 그러나 지하수의 화학특성은 각 나라마다 는 한 나라의 각 지역 

마다 다르고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용해  침출거동이 크게 변하기 때

문에 처분장 건설에 비하여 심지층의 지하수 특성에 따라 다른 사용후핵연

료 침출거동 련 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12.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해서는 유도 결합 라스마 질량분석법, 

알   감마분 분석법으로 침출액에 함유되어 있는 악티나이드와 핵분열생

성물들의 농도측정 외에 SEM, EPMA, XPS  TEM 등을 사용하여 침출하

기 과 후, 사용후핵연료 시편의 표면 특성변화를 함께 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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