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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과제명

방사성농축폐액처리․처분을 위한 신 고화매질 개발

2. 연구기간

2010. 02. 01 ~ 2010. 12. 31. (총 11개월)

3. 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국내 원전 및 연구원 등에서 발생하여 저장중인 방사성폐기물은 처분시설의 운

영이 시작될 때 처분장에게 폐기물을 인도하여 영구처분 시켜야 한다. 이 때 방사

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장에 인도하기 전에 방사성폐기물의 특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작성하여 처분장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연구과제의 필요성은

○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농축폐액 및 이온교환수지의 처리공정을 통해 생산

되는 아스팔트 고화체의 문제점.

- 방사성폐기물고화체의 처분장(Disposal Site)수용요건은 물리화학적특성시

험을 통해 얻은 특성데이터의 결과가 수용기준에 적합하여야하나 아스팔트고

화체의 수용액내에서의 강도취약성 때문에 침출, 침수시험에 부적합하여 데이

터의 양산이 어렵고 가스발생 및 인화성부분의 취약성으로 인해 인수기준에

서 안정한 고화체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체처리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원자력연구원의 아스팔트고화처리공정은 방사성액체폐기물의 처리

에 있어 증발기에 농축시켜 응축수(Condensate)는 자연증발조에 보내져 증발

시키며 농축된폐액과 폐수지를 함께 고화처리하는공정으로 아스팔트고화체가

처분요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나 새로운 대체공정 개발 및 농축폐액 및

폐수지에 대한 다른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농축폐액처



- iii -

리를 위한 신고화매질개발을 통해 새로운 처리시스템을 마련하여야함.

○ 국내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폐액분말처리장치(CWDS : 농축폐액건조처리장

치)를 통해 생산되는 파라핀고화체의 문제점.

-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폐기물파라핀고화체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

으며 이는 파라핀고화체 역시 아스팔트고화체와 마찬가지로 방사성폐기물고

화체 자체가 균일화(Homogeneous)하지 못하며 강도의 취약성 때문에 물리화

학적특성시험을 통해 데이터의 획득이 불가능하고 처분장의 수용기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대체매질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금번연구가 선행연구 성격

의 개발과제가 될것임.

○ 이로 인하여 원자력연구원 및 발전소의 파라핀고화공정 및 아스팔트고화공

정의 대체가 필요하며 처분요건에 적합한 신 고화매질의 개발이 필요함

그러므로 연구과제의 수행목적은 연구원에서 폐수지 및 방사성농축폐액 처리를 위

해 생산되는 아스팔트고화체 및 원전에서 생산되는 파라핀고화체를 대체할 신고하

매질을 개발하기위한 과제로 수행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방사성농축폐액 처리․처분을 위한 신 고화매체개발

○ 농축폐액처리 시스템 확립

○ 처분장 인수기준에 적합한 신 고화매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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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 추진전략 및 방법

○ 기존 고화매체의 특성분석및 자료조사, 평가

- 시멘트고화체 ,파라핀고화체,아스팔트고화체,폴리머고화체(Epoxy계통),유리고

화체의 공정 및 재료물성 조사 분석, 평가.

- 기존고화체에 대한 문제점 파악을 통해 개선목표 설정

○ 기존고화체의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는 신 고화매질 선정

- Epoxy계통 폴리머 지양 :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완성되

지못하였으며 그 이유는 폴리머 +경화제 +안정제 등의 다량의 첨가물질이 필

요하여 비경제적이고 방사성폐기물처리 효율이 떨어지며 균질화하지 못한 취

약성이 있음 : 드럼하단에 침적(불균일함)

- Polyurethane , Functional Latex, Fluorinated Polymers, Acrylic Polymers,

Vinyl Acetate Polymers, Cationic Latex 등을 중심으로 검토

* Vinyl Acetate Polymers

- Acrylic Vinyl Acetate에의한 기초실험은 개별적으로 일부 수행되어 있으며

접착제로 많이 사용되는 Vinyl Acetate에 착안하여 선정, 산을 함유한 액체 폐

기물을 이용한 기본시험을 수행해본 결과 Vinyl Acetate폴리머가 시멘트나 모

래와의 결합력이나 경화정도를 확인하였으며 Epoxy계통 폴리머처럼 경화제나

안정제가 필요 없으며 고화체의 강도역시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합폐

기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대상별 추가실험이 필요한상황이며 폐

기 물의 종류가 달라져도 광범위하게 결합력을 유지할수있나에 대한 추가적

인연구가 필요하다.

○ 모의고화체 제조시험

- 신 물질선정에 따른 고화매질의 결합력 및 경화정도를 파악하고 결합재의

혼합상태 및 배합비등의 최적조건을 확립한다.

- 붕산폐액 및 폐수지를 함유한 모의 고화체제조를 통해 붕산폐액 및 폐수지

에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한다. (발전소 및 연구소와 동일한 제조방법적용)

- 전자현미경을 통해 결합정도나 표면미세구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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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고화체의 특성평가시험

- 신 고화매체에 의한 시험용 시편제작

- 압축강도, 내온도성, 침수시험 시편 H/D =2 의 시편, 침출시편 H/D =1

- 압축강도, 침출시험, 내온도성시험, 침수시험 등 수행(표준시험법에 따름)

- 물리화학적 특성평가시험을 통해 처분적합성 평가

○ 고화공정시스템 확립 및 농축폐액 처리절차서 작성

- 방사성농축폐액처리 및 처리시스템절차서 확립

5. 과제수행내용

○ 방사성폐액처리를 위한 파라핀 및 시멘트 대체물질 개발

- 폴리머(Polymer)계열물질조사, 기존고화매질의 특성분석 및 조사

- 폴리머계열 조사대상 물질 : Polyurethane , Functional Latex, Fluorinated

Polymers, Acrylic Polymers, Vinyl Acetate Polymers, Cationic Latex etc.

- 신 고화매질이 선정되었을 시 기존고화매질인 시멘트고화체 및 아스팔트고화체,

파라핀고화체의 대체매질적합성을 판단하기위한 제조시험을 수행하며 결합가능

성을 확인한 후 대체매질의 모의 고화체 제조시험을 수행한다.

○ 대체매질의 모의 고화체 제조시험

- 결합성능이 확인된 신고화매질의 다른 첨가물질들과의 결합행태나 결합구조를

전자현미경을 통해 확인하고 결합력이 확인되었을 시

- 모의고화체 제조시험을 통해 혼합형태 및 농축폐액 및 첨가물질간의 최적배합

비의 도출을 통해 최적조건(Optimum Condition)확립

○ 대체 고화체의 물리화학적특성 평가시험

- 신고화매질에의한 고화체가 제조되었을 시 이에 대한 특성평가를 통해 처분장

수용조건을 확인하여야하나 막대한시험비용의 지출로 이어져 고화체의 특성을

대표할수있는 최소의 시험을 수행하고자하며 이를 통해 고화체의 성능평가를

한다. 고화체의 물리화학적특성을 대표하는 시험은 물리적 결합정도를 대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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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압축강도측정시험을 수행하고 열적저항성을 대변하는 내온도주기성시험(열

순환시험)을 수행하며 또한 방사능의 침출특성을 파악하는 침출시험

(Leaching-Test)을 수행하며 수용액내의저항성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시험을 수

행하여 신고화체의 특성을 평가한다.

- 압축강도측정시험 , 침출시험, 내온도성시험, 침수시험 등

○ 농축폐액시멘트고화체 및 파라핀고화체와의 특성 비교평가

- 기존 고화체와의 경제성 (생산단가 및 농축폐액처리효율 등) 및 물리화학적특

성 비교평가

○. 고화공정시스템 확립 및 농축폐액 처리절차서 작성

- 방사성농축폐액처리 및 처리시스템절차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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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국내 원전 및 연구원 등의 원자력시설에서 발생되는 모든 방사성폐기물은 장

기적 안전관리 관점에서 방사성물질이 분산되지 않도록 고정화, 고형화 또는 방사

성폐기물의 특성별로 분류포장되어 중앙 집중적으로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수거되

어 종합관리하게 되며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여 저장중인 방사성폐기물은 처분시설

의 운영이 시작될 때 처분장에게 폐기물을 인도하여 영구처분 시켜야 한다. 이 때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장에 인도하기 전에 방사성폐기물의 특

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작성하여 처분장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연구과제의 필요성은

○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농축폐액 및 이온교환수지의 처리공정을 통해 생산

되는 아스팔트 고화체의 문제점.

- 방사성폐기물고화체의 처분장(Disposal Site)수용요건은 물리화학적특성시

험을 통해 얻은 특성데이터의 결과가 수용기준에 적합하여야하나 아스팔트고

화체의 수용액내에서의 강도취약성 때문에 침출, 침수시험에 부적합하여 데이

터의 양산이 어렵고 가스발생 및 인화성부분의 취약성으로 인해 인수기준에

서 안정한 고화체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체처리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원자력연구원의 아스팔트고화처리공정은 방사성액체폐기물의 처리

에 있어 증발기에 농축시켜 응축수(Condensate)는 자연증발조에 보내져 증발

시키며 농축된폐액과 폐수지를 함께 고화처리하는공정으로 아스팔트고화체가

처분요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나 새로운 대체공정 개발 및 농축폐액 및

폐수지에 대한 다른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농축폐액처

리를 위한 신고화매질개발을 통해 새로운 처리시스템을 마련하여야함.

○ 국내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폐액분말처리장치(CWDS : 농축폐액건조처리장

치)를 통해 생산되는 파라핀고화체의 문제점.

-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폐기물파라핀고화체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

으며 이는 파라핀고화체 역시 아스팔트고화체와 마찬가지로 방사성폐기물고

화체 자체가 균일화(Homogeneous)하지 못하며 강도의 취약성 때문에 물리화

학적특성시험을 통해 데이터의 획득이 불가능하고 처분장의 수용기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대체매질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금번연구가 선행연구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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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과제가 될것임.

○ 이로 인하여 원자력연구원 및 발전소의 파라핀고화공정 및 아스팔트고화공

정의 대체가 필요하며 처분요건에 적합한 신 고화매질의 개발이 필요함

그러므로 연구과제의 수행목적은 연구원에서 폐수지 및 방사성농축폐액 처리를 위

해 생산되는 아스팔트고화체 및 원전에서 생산되는 파라핀고화체를 대체할 신고하

매질을 개발하기위한 과제로 수행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방사성농축폐액 처리․처분을 위한 신 고화매체개발

○ 농축폐액처리 시스템 확립

○ 처분장 인수기준에 적합한 신 고화매체 개발

원자력시설에서 발생되는 모든 방사성폐기물은 장기적 안전관리 관점에서 방사성

물질이 분산되지 않도록 고형화시켜 중앙 집중적으로 한 장소로 수거되어 종합관리

하게 되는데 이곳을 영구 처분장이라 한다. 이 영구처분장은 방사성폐기물(waste

package)과 방사성폐기물이 직접 적재되는 처분시설 (repository) 그리고 인간 생활

권과의 격리를 위한 완충역할의 처분부지 (disposal site)에 의하여 규모가 결정되며,

이들 3가지 구성요소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유기적 다중방어 역할을 형성하므로써 영

구 처분장의 안전성이 확보된다. 특히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방사성 고화체

는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는 일차적 방어역할을 담당하지만 방사

성 고화체 내에 함유되어 있는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고화체

내에 함유된 핵종 및 방사능량 그리고 고화매질의 종류에 따라 방사성 고화체의 특

성에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폐기물 발생자는 폐기물 고화체를 처분장에

인도하기 전에 방사성 고화체의 특성은 물론 폐기물 이력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작성

하여 처분장 운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의 각 원전 등

원자력시설에서 발생된 폐기물들은 처분장의 인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

제 2 장 본 론

제 1 절 고형화처리기술 및 폴리머의 특성

1. 유해 폐기물의 안정화 및 고형화 처리기술

가. 폐기물 안정화 고형화 정의/ 목적

(1) 안정화(Stabilization) : 폐기물과 이를 구성하는 유독물질을 환경으로의 이동속

도와 독성의 정도를 감소시킨 상태로 전환하기 위하여 첨가제(반응물)를 적용

하는 공정을 말한다. 즉 유해폐기물중 유해물질을 분해하거나 무해화하여 독

성을 제거하는 공정이다.

(2) 고형화(Solidification) : 고체를 포함한 충분한 양의 고화제를 유독물질에 첨가

하여 결과적으로 고형물질을 형성시키는 공정을 말한다. 그러나 안정화 및

고형화는 처리공정상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고형화라는 표현

을 사용한다.

(3) 목 적 : 유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나 유해폐기물의 취급개선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고형화 처리는 유해폐기물 중에 함

유된 중금속 등이 환경중의 매체(물)를 통하여 지하수나 토양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무해화시키거나 용출이 어려운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유해폐기물

의 취급개선은 유해폐기물의 운반이나 처분과정에서 비산을 방지하거나 침출

수의 누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나. 폐기물 안정화 고형화 방법

고형화 공정은 고화체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고화재료의 특성에 따라 크게

무기성공정과 유기성공정으로 대별된다. 유기성 고화재료는 대개 소수성(hydro

phobic)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기독성물질에 적합하며, 폐기물내의 수분은

고형화 과정에서 증발하게 된다. 유기성 고형화는 고화제, 에너지 및 장비 등의 비

용이 비싸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과 같이 유해성이 대단히 높은 경우에만 한정적으

로 이용되고 있다. 무기성 고화재료는 대개 시멘트 반응성을 가지고 있어 적절한

함수율의 무기성 슬러지(중금속류 함유된 것)의 고형화에 적합하다.

다. 고형화 공정의 종류

(1) Lime-pozzolan 공정

포졸란(pozzolan)이란 실리카 혼합물로서 그 자체는 수경성(물이 닿으면 시멘

트처럼 굳는성질)이 없으나 물의 존재하에서 석회와 결합하여 불용성의 실리카질

화합물을 생성시키는 물질로서 물과 접촉하면 미량의 칼슘(CaO)과 규산(SiO2)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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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어 입자의 표면에 불용성의 치밀한 수화물과 함께 비결정질의 실리카 및 알루

미나 수화물이 생성된다. 졸란 활성을 가지는 물질로서 화산재나 응회암 등의 자연

산과 플라이애쉬 같은 인공적인 것이 있는데, 분말도가 좋고 형태가 구형인 플라이

애쉬가 주로 쓰이는 포졸란 물질이다. 포졸란 활성에 기여하는 성분은 주로 SiO2와

Al2O3라고 한다. Lime-pozzolan 공정에서는 먼저 포졸란을 첨가하여 폐기물과 균일

한 상태로 섞은 다음 혼합하여 포졸란 반응이 일어나게 한다. 그 후 혼합물을 모울

드에서 압축성형후 양생시키거나 매립지에 타설하면서 다짐(Compaction)하는 방식

으로 처분한다.

(2) Potland Cement Systems 공정

시멘트의 주성분은 CaO, SiO2, Al2O3, Fe2O3 등의 산화물로서, 이들은 4가지

시멘트 화합물을 만든다. 시멘트는 물과 반응하여 수화작용을 통하여 응결하게 되

는데,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3CaO․SiO2와 2CaO․SiO2의 수화반응시 수산화칼륨

이 발생함으로써 pH를 높인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수화반응 결과 알칼리성 환경이

조성되어 중금속이 고형화에 대단히 유익하다. 또한, 포졸란을 포틀랜드 시멘트와

섞을 경우 수화반응시 생성된 Ca(OH)2 와 포졸란이 반응하게 되어서 Ca(OH)2 를

소모하면서 수화된 시멘트 고화체에 있어서 C-S-H의 비율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포졸란을 시멘트와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워커빌리티가 증가하고, 수화열의

발생이 낮아지며, 초기 강도가 증진되며, 수밀성과 황산염 이온의 침식에 대한 저항

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시멘트가 수화반응을 일으키면 체적이 증가해서 수화생성물이 입자사이의 공

극을 채우게 되며, 이때 수화정도와 물/시멘트 비에 따라 공극율이 달라지게 되는

데, 물/시멘트 비가 증가함에 따라 공극율도 커진다. 공극율이 커지면 이것이 중금

속 용출시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되어 용출량을 크게 한다. 슬러지/시멘트 비의 경우

는 이 값이 증가하면 시멘트의 총 중금속량이 증가하게 되고, 증가한 슬러지 양만

큼 시멘트의 양이 줄어들어서 수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강도

가 저하되고, 중금속 용출량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유해폐기물의 시멘트 고형화

에서는 유해물질이 용출특성을 개량시키거나 시멘트와의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첨가제를 사용한다. Bentonite같은 점토는 수분조절 및 오염물질 흡수작

용을 함으로서 용출특성을 개량하는 효과가 있으며, 석회는 pH 및 온도의 상승을

통해 응결특성을 향상시킨다. 이 밖에 활성탄 및 지올라이트 등도 첨가제로 이용되

고 있다.

(3) Thermoplastic Microencapaulatio (열가소성 미소캡슐화) 공정

이 공정은 폐기물을 100℃ 정도에서 건조시킨 후 플라스틱성 재료(Asphalt

Bitumen(역청 아스팔트), Paraffin(파라핀), Polyethylene)와 혼합시키는 방법으로 냉

각시 고형화되어 폐기물 입자가 플라스틱으로 싸이게 된다. 특히 포졸란 및 시멘트

고형화로는 처리할 수 없는 용해성이 높은 독성물질을 효과적으로 고형화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특별한 장비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폐기물 건조와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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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틱 용융에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4) Macroencapsulation (미소 캡슐화) 공정

이 공정은 유해폐기물을 운반, 저장 , 처분에 용이하도록 드럼통이나 고분자물질

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물리적으로 둘러싸는 방법이다. 특히 Polybutadiene을 건조한

슬러지와 혼합해서 특별한 mold에서 Thermosetting (가열 경화) 시켜 단일 고화체

를 형성시킨 후 표면을 폴리에틸렌으로 5㎜정도 코팅시키는 방법으로까지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드럼 및 고분자성 재료비용이 비싸고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며 초기

시설투자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인해 실용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라. 고화체의 특징 및 영향을 주는 요인

(1) 물리적 특성

(가) 고형화체의 형태는 고화재의 종류 및 첨가량에 따라 Granular soil-like

material (토양입자처럼 작은 물질) 로부터 Monolithic concrete-like mass (거대 바

위 크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므로 고화체의 물리적 특성은 고화체에 따라 토질 및

콘크리트 시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물리적 특성의 주요 표준시험항목은 다음과 같다.

1) Bulk and dry unit weight (부피 및 건조 단위무게)0

2) Unconfined compressive strength (압축성의 유무)

3) Permeability (침투성, 투과성)

4) Wet/dry durability (습/ 건조 내구성)

5) Freeze/thaw durability (냉동/ 해동 내구성)

(2) 화학적 특성

고화체의 최종처분 후 고형화된 오염물질 즉 유해물질의 용출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 및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고화체 매립지에서의 침출수에 관

한 현장규모의 연구는 거의 없으며, 다만 고화체 자체에 관한 실험실 규모의 용출

특성 연구가 수행되고 있을 뿐이다.

2. 시멘트 고형화기술

가. 시멘트를 이용한 고형화 기술

시멘트라 함은 일반적으로 포틀랜드 시멘트를 지칭한다. 유해폐기물은 organic

polymer(유기중합체), asphalt, hybridmaterial(복합물질) (polymer -inorganic

cement blend : 무기중합체 시멘트 혼합물, impregnated materials : 금속물질 화합

물 , bitumen-cement emulsion : 역청시멘트유액) 등에 의해 물리적으로는 고정화시

킬 수 있지만 유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안정된 처리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러나 시멘트는 복잡한 수화과정, 다양한 수화생성물(Fig. 2-1-1), porous(공극)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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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등에 의하여 물리적, 화학적 반응에 따라 유해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고형화/

안정화시킬 수 있다.

Fig. 2-1-1. Schematic view of hydration process

(수화 진행과정 개략적 그림)

시멘트를 이용한 유해폐기물의 고형화는 시멘트의 수화기구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

한 기구를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각 수화물들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의해 고정화기

구를 예견할 수는 있다. Ettringite는 ettringite의 Al 원자와 이온반경이 비슷한 Ti,

Cr, Mn 등과 쉽게 치환되며, 주상구조에 존재하는 SO4
-2는 CrO4

-2, AsO4
-3과 같은

tetrahedral anion(사면체 음이온)과 치환된다. 그리고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tunnel

형태의 공극에는 organic molecule(유기분자)들이 봉입될 수 있다. C4Hn(n=11～19)

수화물은 구조중의 OH- + 2H2O의 빈자리에 AsO4
-2, AsO4

-3 등의 음이온이 치환되

어 고정화될 수 있으며, 역시 Al
+3

이온과 이온반경이 비슷한 Cr, Mn, Ti 등과도 치

환 고용된다. Cd와 Cr, Pb 등을 함유하는 유해폐기물을 시멘트에 의해 고정화시키

는 경우는 Siliceous Cement matrix에 반응하여 chemical complex를 형성하여 고정

화되는데, 3CaO․SiO2에 의한 유해폐기물의 고정화는 다음과 같은 기구에 의해 이

루어진다.

․Addition (첨가) : CSH + M → MCSH (low C/S)

․Subsititution (치환) : CSH + M → MSH + Ca (high C/S)

․Formation of new compounds (새로운 합성물질 형성)

․Multiple mechanism (복합적 구성)

시멘트에 의한 유해폐기물의 고정화는 Fig. 2-1-2와 같은 여러 가지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아래와 같이 5가지 기구로 설명한다.

․Absorption of ions into, and adsorption on, high surface area C-S-H.

(넓은 표면위나 안에 흡착/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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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pitation of insoluble hydroxides, owing to high alkality

(높은 알칼리도에 의한 불용성 수산기의 침전)

․Crystallochemical incororation into crystalline components of set cements

(시멘트 응고의 결정상 내부로의 혼합)

․Development of hydrous silicates, basic calcium-containing salts, etc.

which became solubility-limiting phases.

(함수 규산염의 성장, 용해성을 제한하는 칼슘을 함유한 기본염 상태가 됨)

․Physical encapsulation in cement hydrate structure.

(함수 시멘트 구조물에 캡슐화가 일어남)

Fig. 2-1-2. Various possibilities for the intera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with

cement.(유해물질과 시멘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호작용)

Fig. 2-1-3. Summary of model for the interaction of metal pollutants with

cement(시멘트와 금속 오염물질의 상호작용의 개략적 그림)

Fig. 2-1-3.에는 여러 가지 중금속 이온들이 cement based system에서 고정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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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되는 과정을 여러 연구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모식도로 나타내었다. Cd, Zn 및

Pb는 시멘트 입자 표면에 선택적으로 침전되어 안정화되는데, Cd와 Zn은 calcium

hydroxide와 반응하여 불용성화합물인 CaCd(OH)4, CaZn2(OH)6․2H2O 형태의 수

산화물로 침전되어 안정화되고, Ba은 sulfate나 carbonate 형태로 존재하고, Cr은

C-S-H matrix에 고형화된다. 그리고 Hg는 불용성의 화합물을 형성하여 고정화되지

않고, pore solution(용해 공극) 내에 존재하여 단순한 물리적인 encapsulation(캡슐

화)에 의해 고정화된다. Hg와 같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고정되는 경우에는 PFA나

silicafume 등의 첨가제를 첨가하여 porosity(다공성)를 감소시켜 permeability(삼투

성)와 metal mobilization(금속의 유동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3. 개질재의 종류

가. 고분자개질재(Polymer Modifier)

(1) 물리적 단순 배합 개질재

(가) 열경화성고무 : SBR Latex, Polychloropren Latex

(나) 열가소성수지 : PE(Poly Ethylene), PP(Poly Prothylene)

EVA(Ethylene Vinyl)

(2) 물리화학적 혼합개질재

(가) 주로 열가소성 중합체 (Styrene-Block-Copolymer)

(나) SBS (Styrene-Butadiene-Styrene), SIS (Styrene-Isoprene-Styrene),

SEBS (Styrene-Ethylene-Buthylene-Styrene)

(3) 재생고무개질재

CRM (Crump Rubber Modifier)

나. 첨가성개질재

(1) 천연아스팔트 : TLA(Trinidad Lake Asphalt), Gilsonite(아스팔텐

70% 이상의 미국유타주 동부광맥의 천연아스팔트)

(2) 섬유질등: Celluose Fiber, Carbon Black, Sulfite, Silicon, Lime

다. 화학적개질재

(1) 화학촉매재: Chemcrete, 무기산

(2) 금속촉매재: Fe, Mn, Co, Cu

라. Terrel과Epps의 계열별 개질재의 종류

(1) 필러계열

(가) HMA내에서의 필러의용도

1) HMA의공극을채워최적아스팔트함량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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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재의입도규정적정화

3) 아스팔트혼합물의안정도증대

4) 아스팔트와골재의접착력증대

(나) 필러의종류

1) Mineral Filler : 석분 석회가루 포틀랜드시멘트 플라이애쉬

2) Carbon Black

3) 유황

(2) Extender계열

(가) 우리나라에서는잘사용않으며주로아스팔트양 감소역할

(나) 종류: 유황 Lignin

(3) 고무계열

(가) 아스팔트와 골재의 접착력증대 및 HMA의stiffness 증대

(나) 종류

1) Latex계열: SBR(주로교면포장용

2) 합성고무: SBS

3) Block Copolymer : SIS, SEBS

4) 재생고무: CRM

(4) 플라스틱계열

(가) 우리나라에서는 활용된 예 없어 활용성평가 등 연구검증필요

(나) 종류: PE, PP, EVA, PVC

(5) 합성제품계열: 고무와 플라스틱합성

(6) 섬유계열

(가) 섬유계열외SMA(섬유계열의 일종인 Celluose fiber에 다른 개질재 첨가한

Asphalt Binder를 혼합한Mastic과 골재의 아스팔트혼합물이 가장 광범위하게사용

되고 있음

(나) 2004년이후PBSC (PBS+Cellulosefiber) 많이 사용

(다) 종류

1) 자연제품: Rock Wool

2) 인공제품: PP, Poly Ester, 유리섬유

(7) Oxidant계열

(가) 포설이후 아스팔트산화반응 유도하여 경화역할

(나) 종류

1) Chemcrete

2) Manegement salts

(8) Antioxident계열

(가) 아스팔트산화억제로 균열저항성개선 내구성향상 소성변형저항성감소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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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류

1) Lead compounds

2) 탄소 Calcium salts

(9) 탄화수소계열

(가) 탄화수소아스팔트의 주요성분의 특성을

변화시켜 아스팔트경화 또는 연화 촉진

(나) 종류

1) 아스팔트재생재

2) 천연아스팔트Trinidad Lake Asphalt):

(2 ) Guss Asphalt에사용

3) Gilsonite : 미동부수직광맥채굴천연

아스팔트

(10) 박리저감재계열

(가) Amines

(나) 석회가루Lime)

4. 폴리머의 특성

가. 유화(Emulsion) -마이셀 (Micelle)의 형성

물속에서 계면활성제 (surfactant)의 농도가 어느 일정한 농도를 넘으면, 이들

계면활성제들은 스스로 작은 콜로이드상의 입자를 형성한다. 계면활성제로 구성된

이 콜로이드상 입자를 마이셀(micelle) 이라고 부르고, 마이셀을 형성할 수 있는 최

소한의 계면활성제 농도를 임계 마이셀 농도 (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MC

)라고 한다.

Fig. 2-1-4. 전형적인 유화중합의 상태

(1) 마이셀의 모양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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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낮을때 (1-2%) : 작고구형, 20-100A

(나)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높을때 : 크고 막대모양, 1000-3000A

(길이), 직경은 약 계면활성제 길이의 2배

나. 유화중합(Emulsion polymerization)

어떤 작은 입자 지름(약 1μm 이하)을 갖는 물질이 매체에 분산하고 있는 계를 에멀

션(emulsion)이라고 한다. 유화 중합반응계는 monomer와 분산매 및 계면활성제와

분산매에 용해되는 개시제로 이루어진다. 유화중합은 분산매에 의하여 반응액의 유

동성이 좋은 상태로 유지되므로 반응열의 제거가 용이하고 높은 분자량을 가지는

고분자를 중합 속도가 높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생산할 수 있다. Bulk, 용액 및 현탁

중합의 경우 높은 분자량의 고분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개시제의 농도 혹은 중합 온

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므로 생산량의 감소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고무로써 탄성

을 가지기 위해서는 분자간의 걸침(entanglement)이 많은 높은 분자량의 고분자가

필요하므로 대부분의 합성고무는 유화중합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다. 유화중합에 의

하여 생산되는 중합체는 계면활성제와 같은 저분자량의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을 분리하기가 어려우므로 중합체의 온도가 높은 순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

화중합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유화중합은 현탁중합과 용액 중합과

같이 분산매가 필요하므로 실제 중합이 일어나는 반응기의 유효 부피(effective

reaction volume)가 bulk중합에 비슷하여 작은 단점이 있다.

(1) 유화중합의 단계

회분식(Batch) 유화중합은 입자수 및 분리된 monomer 방울의 존재유무에 따라 3가

지 구간으로 나누어진다.

(가) 입자의 생성시기(제 1단계)

중합시간과 더불어 입자수와 중합속도가 증가한다. 입자경이 커짐에 따라 고분자

입자들은 수용액상에 녹아있는 유화제의 흡착으로 안정화한다.

수상의 계면활성제 농도가 CMC 이하로 떨어졌을 때부터는 비활성 micelle들이 불

안정해지고 계면활성제 분자들이 수용상에 녹아 나와 성장하고 있는 고분자 입자

표면에 흡착하여 안정화한다.

제 1단계 말기에는 모든 미활성 micelle이 사라지고 계면활성제 분자들이 monomer

로 팽윤된 고분자 입자(Monomer swollen polymer particles) 표면 위에 흡착된다.

이 시점에 제 1단계가 끝나는 점이고, 입자생성 및 성장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세 가지 단계 중 제 1단계가 일반적으로 가장 짧다. 제 1단계는 보통

2~15% 전환율 범위에서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비닐아세테이트와 같이 좀 더 water-soluble한 monomer의 제 1단계는

styrene과 같이 소량의 water-soluble한 monomer보다 짧은 경향을 갖는다. 이것은

아마도 짧은 시간에 균일 핵 생성(Homogeneous nucleation machanism)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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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빠른 시간 내에 일정수의 입자수에 도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나) 반응의 시기(제 2단계)

제 2단계에서는 고정된 수의 입자들이 주위의 monomer 방울들로부터

monomer를 일정하게 공급받으면서 monomer를 monomer에 의해 포화상태

(Monomer saturated polymer particles)로 유지되며 중합이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고분자 입자 내에 monomer 농도는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Ethylene, Vinyl

chloride, Butadiene, Styrene, Methyl methacrylate, Vinyl acetate의 경우 각각

monomer의 부피분률(φm)은 0.2, 0.3, 0.5, 0.6, 0.71, 0.85이다. 고분자 입자들은 수상

으로부터 계속적인 자유라디칼의 공급과 monomer 방울로부터의 monomer 공급으

로 monomer 방울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일정한 속도로 중합을 계속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Gel 도는 Trommsdorff 효과에 의해 구간 말기에 중합 소도가 상

승한다. 일반적인 유화중합계에서 자유라디칼 생성속도(Ri)는 1013개/mL.sec이고,

자라고 있는 고분자 입자수는 1014~1015개/mL이다. 따라서 개개의 고분자 입자는

매 10초에서 100초당 시간을 두고 자유라디칼을 포획하여 성장을 한다. 즉 자유라

디칼이 한 개씩 고분자 입자에 포획될 경우 monomer로 팽윤된 고분자 입자 내에

서의 자유 라디칼 중합은 10~100초간에 비활성 고분자 입자로서 지내게 된다. 이어

서 세 번재 자유라디칼을 포획하면 중합이 재개된다. 이와 같이 고분자 입자의 활

성 및 비활성이 어떠한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진행된다는 것이 유화중합의 특징 중

하나이다. 즉 Submicron 크기 이하의 격리된 입자 내에서 중합반응인 성장및 정지

가 반복해서 일어나 때문에 유화중합만이 갖는 특징인, 격리된 입자수의 증가는 반

응속도와 분자량의 상승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제 2단계에서의 고분자 입자의

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monomer의 입자 크기는 감소

한다. 궁극적으로 제 23단계는 monomer 방울이 모두 사라지는 시점에서 끝이 난

다. (제 0차 반응이라고도 한다.) 제 2단계에서 제 3단계로의 전이는 일반적으로

monomer의 물에 대한 용해도 및 monomer에 의한 고분자 입자의 팽윤도가 클수록

빨리 일어난다. 예를 들어 물에 대한 낮은 용해도와 낮은 monomer 부피분율(φm)

을 갖는 Vinyl chloride의 경우 전이가 70~80% 전환률에서 일어난다. Styrene과

Butadiene(약 40~50%의 전환율), Methyl methacrylate(약 25%의 전환율), Vinyl

acetate(약 15%의 전환율).

(다) 제 3단계

이 구간에서는 고분자 입자 내에 존재하는 monomer 농도 및 중합속도는 지

나면서 감소하여 궁극적으로 0이 된다. 이 구간에서는 Gel 및 Trommsforff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유화중합에 의해 제조되는 라텍스는 중합속도가

빠르고, 전환율이 거의 100%이다. 입자크기는 대략 0.1~0.3μm 정도이다. 이 크기는

반응초기의 micelle (50~100Å) 및 monomer 방울(1~10μm)들의 중간 크기를 나타낸

다.

(2) 유화중합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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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중합은 회분식(batch), 반회분식(semi-batch), 혹은 연속식(continuous) system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반응조의 형태 및 operation 방법은 유화중합 kinetics

및 latex의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

(가) Batch Process

Batch Process에서는 모든 성분들을 초기에 반응조에 투입하여 중합을 시킨다.

Batch의 reactor는 bottle polymerization의 예에서와 같이 실험 및 처방 개발에 주

로 이용되고 잇으나 acrylic coating용 latex, adhesive 등 소규모로 생산하는 데도

사용된다. 그러나 중합 과정의 조절 혹은 변형이 어렵과 생산성이 낮은 단점이 있

으며, batch들 간의 품질 편차도 문제점의 하나다.

(나) Continuous Process

보통 3~4개 정도의 반응기가 직렬로 연결되어 모든 첨가제들을 계속해서 첫째 반응

기에 부가되고 마지막 반응기로부터 계속해서 최종 제품인 Latex를 회수하는 공정

으로써 장치비가 고가이며 한 제품을 장기간 제조할 때나 혹은 비슷한 제품을 대규

모로 생산할 때 유리한 공정이다. 일반적으로 입자생성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

므로 입자 분포 조절이 어렵다.

(다) Semi-batch Process

공업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정으로써, 중합속도를 단량체 부가속도에 의해

조절할 수 있다. 이 공정은 특별히 균일한 조성의 공중합체 제조에 이용할 수 있으

며, Structured 라텍스 및 Core-Chell 라텍스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회분식 유화중합에서는 다음 두 가지 공정을 사용한다.

1)단량체 부가법

증류수, 유화제, 단량체 일부(약 10~20%)를 반응기에 부과하고, 개시제와 함께 중합

을 개시하여 Seed를 생성한 후 나머지 단량체와 개시제를 일정한 속도로 반응기에

주입하여 중합을 진행한다.

2) 단량체 에멀션 부과법

유화제, 단량체 및 증류수 일부를 사용하여 단량체 에멀션을 제조한 후, 단량체 에

멀션의 일부(약 10%)를 반응기에 주입하고 개시제 하에서 Seed를 제조한다. 이어서

나머지 단량체 에멀션을 일정한 속도로 부가하면서 중합을 진행한다.

위에서 서술한 Semi-batch 공정은 단량체 및 유화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응고물(Coagulum)이 적고, 안정성이 우수한 Latex를 제조하는데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Semi-batch 공정은 중합속도 및 기타 첨가물의 도입을 단량체 부가속도 및 부

가방법에 의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반응기에서 손쉽게 다양한 물성의 Latex

및 Latex 고분자를 제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emi-batch 공정은 다음과 같은 인자

를 조절할 수 있다.

a. 중합속도(Rp)

b. 중합반응열

c. 고분자 미세구조(Polymer micro-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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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고분자 입자 및 필름 형태학(Morphology)

e. 고분자 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f. Latex 입자 크기 및 분포

g. Latex 입자 표면의 작용기량 및 종류

다. EVA (Ethylene vinyl acetate)

폴리에틸렌 수지계 극성 공중합체로는 EVA(Ethylene vinyl acetate) 수지, 내열

성이 우수한 EMA 및 EEA(Ethylene methyl[ethyl] acrylate) 수지, 알미늄 호일과 접

착력이 우수한 E[M]AA(Ethylene [matha]arcylic acid) 수지가 있으며, EAA나

EMAA를 금속 이온과 중합하여 만든 lonomer 수지, 그리고 기체 차단 특성이 우수

한 EVOH(Ethylene vinyl alcohol) 수지 등이 있다. 이들 수지들은 각각이 갖고 있

는 고유한 특성들로 인하여 포장재, 필름, 접착체 및 콤파운드 분야에 널리 적용디

고 있는데 이 중 EVA 수지에 대한 제법, 특성 및 용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EVA 수지의 제조방법

EVA 수지는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을 생산하는 고압반응기에서 에틸렌 단

량체와 비닐아세테이트 단량체(VAM)를 중합하여 생산하는 공중합체로 원하는 VA

함량만큼 VAM을 투입하여 EVA수지를 생산하고 있다. 즉, 어떤 EVA수지의 VA함

량이 15%라면 이는 85%의 에틸렌과 15%의 VAM을 중합한 제품임을 의미한다. 아

래에 에틸렌과 VAM과의 중합으로 제조되는 EVA 수지의 분자구조를 나타내었다.

EVA 수지는 제조방법에 따라 고압중합, 용액중압 및 에멀젼중합으로 나누어지며

제조방법에 따라 그들의 형상도 달라진다. 고압중압을 통하여 생산되는 EVA수지는

고체 상태의 Pellet 형상이며 생산될 수 있는 최대 VA함량은 반응기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40% 미만이다. 한화석유화학에서는 33%의 VA함량을 갖는 EVA를

생산하고 있다. 용액중압 및 에멀젼중압을 통하여 VA함량이 50~100%의 에틸렌-비

닐아세테이트 수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접착제의 주 원료로 사용되고 있

다.

한화석유화학은 1985년 기존에 갖고 있던 오토클레이브 LDPE 반응기에서 자체 기

술로 신발용 및 압출피복용 EVA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 기술로 tubular

LDPE 반응기에서 필름용 EVA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 EVA 수지의 특성

EVA 수지는 에틸렌만으로 중합된 LDPE 수지와 달리 VAM을 공중합함으로써

LDPE 수지와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아래에 EVA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및 열적 특성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가) 물리적 특성

EVA 수지의 물리적 특성은 제품의 MI(melt index)와 VA함량에 좌우되는데

아래 그림에 MI변화(상하 화살표) 및 VA함량 변화에(좌우 화살표) 따른 물성변화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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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학적 특성

LDPE는 현존하는 고분자 물질중 내약품성이 가장 우수한 제품중의 하나이나

EVA는 극서기를 갖고 있는 VAM의 도입으로 VA함량이 증가할수록 내약품성은 저

하된다. 대부분의 산, 알칼리 및 유기/무기 약품에 대한 저항 특성은 우수하나 할로

겐 및 방향족 화합물, 염소화 탄화수소 화합물 및 동식물 유지류에 약한 내약품 특

성을 보이고 있다. LDPE와 달리 극성기의 도입으로 VA함량이 증가할수록 흡습성

이 증가하며, 에틸렌대비 부피가 큰 VAM으로 인한 결정화도 감소로 가스차단성이

떨어진다. 또한, VAM 자체의 초산 냄새로 중합된 EVA에서도 냄새가 발생하여 용

도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 열적 특성

EVA 수지는 LDPE와 달리 융점이 낮아 포장재에 적용될 경우 저온 열봉합

특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VAM 자체의 낮은 열안정성으로 인하여 LDPE

대비 낮은 온도에서도 VAM이 분해되는 열세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아래 그림은

질소분위기 하에서 온도 증가에 따른 LDPE와 VAM의 무게 감량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EVA는 LDPE와 달리 366℃ 근방에서 무게 감량이 일어나는데 이는 EVA

중에 있는 VAM에서 초산기(CH3HOOH)가 분해되기 때문이다. 탈초산화 반응의 매

카니즘을 아래 그림에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는데 탈초산화로 인한 수지의 물성저하,

냄새발생 증가 및 색깔변화 등 부정적인 현상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VA 함량이

증가할수록 EVA의 분해 온도도 낮아져 내열성은 더욱 감소하게 되며 산소가 존재

하는 공기분위기 하에서는 VAM의 분해온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200~250℃에서도

분해가 일어날 수 있다. 아래 그림에 EVA의 열분해에 따른 탈초산화 반응 메카니

즘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3. Emulsion Polymer

- Acrylic/Ethylene Vinyl Acetate

Appearance Light Gray Liquid
Solid Content 46 to 48%

pH 9.5 TO 10.0
Specific Gravity 1.059
Boiling Range 212℉(100℃)이상

Flash Point 199℉(92.78℃)

Table. 2-1-1. Emulsion Polymer의 물성치

제 2 절 폴리머고화체의 제조 및 특성시험

1. 폴리머시멘트고화체의 최적혼합비를 위한 시험

가. W/C의 혼합비를 달리한 시편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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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방사성 농축폐액처리를 위한Polymer-Modified- portlandcement 고화체는 Poly

mer 및 시멘트, 물을 혼합매질로 제조되며 농축폐액처리를 위해 Emulsion Polymer

를 사용하였으며 이들 매질의 최적혼합비를 찾기위해 Polymer 및 물, 시멘트의 혼

합비를 1/1/2, 1/2/4, 1/3/9, 1/4/5 등으로 제조하였으며 이는 Polymer 및 Water

그리고 Cement 의 혼합비에서 Polymer의 양을 고정시키고 W/C 의양에 변화를

주어 시험시편을 제조하였으며 경화시간별 압축강도를 측정하여 매질의 최적혼합비

를 구하고자하였다.

(2) 시편제조

시험시편제조는 경화기간별 압축강도측정을 위해 최소 8주차 경화시간에 따른 압

축강도를 비교하기위해 각각 6개 이상의 시편을 제조하였으며 각주 당 시편을 가공

하여 압축강도를 1주차,2주차,3주차 ,4주차, 5주차, 8주차 측정을 하였다.

Type P/T(%) W/C(%) 시편수
혼합 무게비(Mixing Ratio)

Polymer Water Cement

A 25 50 10 1 1 2

A1 16.7 50 10 0.6 1 2

B 14.3 50 10 1 2 4

C 7.7 33.33 10 1 3 9

D 10 80 10 1 4 5

Table. 2-2-1. 제조시편의 혼합비

* 시편제조의 순서는 시멘트에 물을 투입하여 교반한 후 Polymer를

투입하여 제조하였으며 몰드에 주입후 건조한곳에서 경화 하였음

Fig. 2-2-1. 시편제조 및 가공시편

(3) 혼합비에 따른시편 압축강도측정결과

(가) 1주차 압축강도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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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번호
주차 P/T W% P/W/C

평균

직경
단면적

평균

높이
Pmax

압축

강도
A 1 25 1;1:2 50.26 19.83 101.13 750.99 37.87

A1 1 16.66 0.6.1:2 50.7 20.18 99.7 1192.52 59.09
B 1 14.28 1:2;4 50.03 19.65 99.83 1150.10 58.53

C 1 7.6 1;3;9 49.77 19.44 98.33 4648.61 239.13
D 1 경화안됨 1:4:5 - - - - -

(나) 2주차 압축강도측정 결과

시편

번호
주차

P/T

W%
P/W/C

평균

직경
단면적

평균

높이
Pmax

압축

강도

A 2 25 1;1:2 49.83 19.49 99.60 1206.02 61.88
A1 2 16.66 0.6.1:2 50.43 19.97 99.17 1807.58 90.51
B 2 14.28 1:2;4 50.13 19.73 99.83 1824.93 92.50
C 2 7.6 1;3;9 50.27 19.83 101.1 6087.92 307.01

D 2
경화

안됨
1:4:5 - - - - -

(다) 3주차 압축강도측정 결과

시편

번호
주차 P/T W% P/W/C

평균

직경
단면적

평균

높이
Pmax

압축

강도
A 3 25 1;1:2 50.06 19.67 98.42 1290.85 65.63

A1 3 16.66 0.6.1:2 50.36 19.90 98.66 2009.06 100.96
B 3 14.28 1:2;4 50.15 19.74 98.76 2011.95 101.92
C 3 7.6 1;3;9 50.31 19.87 96.69 6822.52 343.36
D 3 경화안됨 1:4:5 - - - - -

(라) 4주차 압축강도측정 결과

시편

번호
주차 P/T W% P/W/C

평균

직경
단면적

평균

높이
Pmax

압축

강도
A 4 25 1;1:2 50.01 19.65 98.19 1554.04 79.09

A1 4 16.66 0.6.1:2 50.32 19.88 97.69 2387.93 120.12

B 4 14.28 1:2;4 50.05 19.67 98.16 2368.65 120.42
C 4 7.6 1;3;9 50.23 19.81 100.14 7702.69 388.63
D 4 경화안됨 1:4:5 - - - - -

(마) 5주차 압축강도 측정 결과

시편

번호
주차 P/T W% P/W/C

평균

직경
단면적

평균

높이
Pmax

압축

강도
A 5 25 1;1:2 50.23 19.82 98.96 1670.68 84.37

A1 5 16.66 0.6.1:2 50.48 20.00 98.08 2512.29 125.61
B 5 14.28 1:2;4 50.63 20.12 96.65 2455.41 122.04
C 5 7.6 1;3;9 50.15 19.74 97.70 7512.77 380.59
D 5 경화안됨 1:4: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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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8주차 압축강도측정 결과

시편

번호
주차 P/T W% P/W/C

평균

직경
단면적

평균

높이
Pmax

압축

강도
A 8 25 1;1:2 50.25 19.82 97.39 2101.61 106.03

A1 8 16.66 0.6.1:2 50.31 19.86 94.47 3111.93 156.69
B 8 14.28 1:2;4 50.59 20.09 95.34 3127 155.67
C 8 7.6 1;3;9 50.13 19.72 97.65 8007.33 406.05
D 8 경화안됨 1:4:5 - - - - -

나. Polymer 증가에 따른 시편제조시험

(1) 개요

Polymer-Modified- portlandcement 고화체는 Polymer 및 시멘트, 물을 혼합매

질로 제조되며 농축폐액처리를 위해 Emulsion Polymer를 사용하였으며 이들 매질

의 최적혼합비를 찾기위해 Polymer 및 물,시멘트의 혼합비를 P/W/C = 1/3/9에서

폴리머의 투입비를 0.5씩 증가시켜 P/W/C = 3/3/9 까지 증가하여 시편을 제조하

였으며 또한 P/W/C = 1/2/4에서 폴리머의 투입비를 0.5씩 증가시켜 P/W/C =

2.5/2/4 까지의 시편 등 2조건에 따른 시편을 제조하여 W/C 혼합비에 따른 시편

및 Polymer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함유비를 달리하는 시편을 제조하여 경화시간별

압축강도를 측정하였으며 매질의 최적혼합비 및 폴리머의 투입비를 구하고자하였

다.

(2) 시편제조

시험시편제조는 경화기간별 압축강도측정을 위해 최소 6주차 경화시간에 따른 압

축강도를 비교하기위해 각각 6개 이상의 시편을 제조하였으며 각주 당 시편을 가공

하여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Type P/T(%) W/C(%) 시편수
혼합 무게비(Mixing Ratio)

Polymer Water Cement

BT1 14.3 50 10 1 2 4

BT2 20 50 10 1.5 2 4

BT3 25 50 10 2.0 2 4

BT4 29.4 50 10 2.5 2 4

Table. 2-2-2. W/C비 1 : 2 에 기초한 BT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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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P/T(%) W/C(%) 시편수
혼합 무게비(Mixing Ratio)

Polymer Water Cement

CT1 7.7 33.33 10 1 3 9

CT2 11.11 33.33 10 1.5 3 9

CT3 14.29 33.33 10 2 3 9

CT4 17.24 33.33 10 2.5 3 9

CT5 20 33.33 10 3 3 9

Table. 2-2-3. W/C비 1 : 3 에 기초한 CT 시편

* 시편제조의 순서는 시멘트에 물을 투입하여 교반한 후 Polymer를

투입하여 제조하였으며 몰드에 주입후 건조한곳에서 경화 하였음

Fig. 2-2-2. 시편제조 후 몰드에 채움

Fig. 2-2-3. 시편가공 후 사진

(3) 폴리머증가에 따른시편 압축강도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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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4. P/T : 8~29% 비의 파쇄 형태

(가) BT 시편

1) 1주차 압축강도측정 결과

시편

번호
주차

P/T

W%
P/W/C

평균

직경
단면적

평균

높이
Pmax

압축

강도
BT1 1 14.3 1/2/4 50.30 19.86 102.33 1713.10 86.26
BT2 1 20 1.5/2/4 50.43 19.97 97.32 1023.81 51.27
BT3 1 25 2/2/4 50.43 19.97 100.65 842.57 42.19

BT4 1 29.4 2.5/2/4 50.35 19.90 99.40 745.20 37.45

2) 2주차 압축강도측정 결과

시편

번호
주차

P/T

W%
P/W/C

평균

직경
단면적

평균

높이
Pmax

압축

강도
BT1 2 14.3 1/2/4 50.35 19.90 94.76 2160.10 108.55

BT2 2 20 1.5/2/4 50.15 19.74 96.23 1307.24 66.22
BT3 2 25 2/2/4 50.15 19.74 98.45 1072.01 54.31
BT4 2 29.4 2.5/2/4 50.42 19.96 99.77 909.09 45.55

3) 3주차 압축강도측정 결과

시편

번호
주차

P/T

W%
P/W/C

평균

직경
단면적

평균

높이
Pmax

압축

강도
BT1 3 14.3 1/2/4 50.48 20.01 97.80 2786.08 139.23
BT2 3 20 1.5/2/4 50.35 19.91 98.95 1755.52 88.17
BT3 3 25 2/2/4 49.97 19.61 98.84 1417.14 72.27
BT4 3 29.4 2.5/2/4 50.27 19.85 99.10 1225.30 61.73

4) 4주차 압축강도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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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번호
주차

P/T

W%
P/W/C

평균

직경
단면적

평균

높이
Pmax

압축

강도
BT1 4 14.3 1/2/4 50.45 19.97 97.92 2895.98 145.02
BT2 4 20 1.5/2/4 50.18 19.76 99.13 1875.06 94.89
BT3 4 25 2/2/4 50.04 19.65 98.88 1513.55 77.03

BT4 4 29.4 2.5/2/4 49.85 19.50 87.99 1264.82 64.86

5) 6주차 압축강도측정 결과

시편

번호
주차

P/T

W%
P/W/C

평균

직경
단면적

평균

높이
Pmax

압축

강도
BT1 6 14.3 1/2/4 50.52 20.04 94.15 3019.38 150.67

BT2 6 20 1.5/2/4 50.15 19.74 93.99 2125.71 107.69
BT3 6 25 2/2/4 50.01 19.63 97.29 1774.80 90.41
BT4 6 29.4 2.5/2/4 50.46 19.99 98.21 1461.49 73.11

(나) CT 시편

1) 1주차 압축강도측정 결과

시편

번호
주차

P/T

W%
P/W/C

평균

직경
단면적

평균

높이
Pmax

압축

강도
CT1 1 7.7 1/3/9 50.35 19.90 101.53 6186.25 310.87

CT2 1 11 1.5/3/9 50.05 19.66 100.23 5290.66 269.11
CT3 1 14.3 2/3/9 50.10 19.70 101.16 4033.55 204.75
CT4 1 17.24 2.5/3/9 50.20 19.78 98.46 3227.61 163.18
CT5 1 20 3/3/9 50.00 19.63 99.25 2667.50 135.89

2) 2주차 압축강도측정 결과

시편

번호
주차

P/T

W%
P/W/C

평균

직경
단면적

평균

높이
Pmax

압축

강도
CT1 2 7.7 1/3/9 50.16 19.75 101.21 7158.97 362.48
CT2 2 11 1.5/3/9 50.35 19.90 100.24 5437.51 273.24
CT3 2 14.3 2/3/9 50.30 19.86 97.69 4584.98 230.87
CT4 2 17.24 2.5/3/9 50.09 19.69 98.61 3925.58 199.37

CT5 2 20 3/3/9 50.29 19.85 96.04 3183.26 160.37

3) 3주차 압축강도측정 결과

시편

번호
주차

P/T

W%
P/W/C

평균

직경
단면적

평균

높이
Pmax

압축

강도
CT1 3 7.7 1/3/9 50.18 19.77 97.12 8170.25 413.27

CT2 3 11 1.5/3/9 50.21 19.80 98.98 6246.99 315.50
CT3 3 14.3 2/3/9 50.48 20.01 101.18 5040.01 251.87
CT4 3 17.24 2.5/3/9 50.07 19.69 98.87 4357.47 221.30
CT5 3 20 3/3/9 49.95 19.60 100.11 3575.63 182.43

4) 4주차 압축강도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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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번호
주차

P/T

W%
P/W/C

평균

직경
단면적

평균

높이
Pmax

압축

강도
CT1 4 7.7 1/3/9 50.09 19.69 96.93 6766.29 343.64
CT2 4 11 1.5/3/9 50.33 19.88 99.12 4695.85 236.21
CT3 4 14.3 2/3/9 50.52 20.03 97.73 3775.51 188.49

CT4 4 17.24 2.5/3/9 50.34 19.89 97.03 3253.64 163.58
CT5 4 20 3/3/9 50.50 20.01 95.03 3108.07 155.33

5) 6주차 압축강도측정 결과

시편

번호
주차

P/T

W%
P/W/C

평균

직경
단면적

평균

높이
Pmax

압축

강도

CT1 6 7.7 1/3/9 50.14 19.74 94.67 7646.78 387.37
CT2 6 11 1.5/3/9 50.28 19.85 95.77 5436.23 273.87
CT3 6 14.3 2/3/9 50.21 19.79 98.48 4336.26 219.11
CT4 6 17.24 2.5/3/9 50.43 19.96 94.26 3802.18 190.49
CT5 6 20 3/3/9 50.28 19.85 95.74 3504.29 176.54

다. SEM 분석 및 이미지분석

(1)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분석

고화체의 경화시간별 시멘트와 폴리머의 결합상태와 시멘트경화에 폴리머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위해 시편제조후 1~5주차별로 각주마다 경화정도와 결합
상태를 확인하기위해 SEM 촬영을 하여 미세조직과 형상을 관찰하였다.

(가) SEM 사진 (시편별 4주차)

Fig. 2-2-5. 경화4주차 시편사진 (A, B, CT0~CT5 순)

(나) 분석결과

SEM 사진 판독을 통하여 시멘트의 경화시 생성되는 CSH의 생성하는것을
볼수있었 으며 4주이상 지나서 안정화를 이루는것을 볼수있었으며 폴리머의 투입
량이 많을수 록 경화기간을 늘려야 될것으로 판단되며 최소6-8주면 경화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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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 = 0.50 W/C = 0.33

P/T AT(mm2) DA(mm) P/T AT(mm2) DA(mm)

0.00 6.083 0.132 0.00 3.639 0.109

0.14 4.228 0.126 0.08 1.350 0.095

0.25 2.867 0.103 0.17 1.287 0.091

Table. 2-2-4 pore 이미지 분석결과

(2) 이미지분석(Image Analysis)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현미경을 통해 시편의 기공의 크기 및 분포 등

을 보기위해 시료표면을 Polishing 하여 Black Ink 와 Agar Powder로 코팅하여 기

공을 관찰하였다.

(가) 시료가공

Fig. 2-2-6. 분석시료준비 및 pore 형상

(나) 이미지분석 결과

* AT : Total area of pores in sample

DA : average diameter of pores in sample

Fig. 2-2-7. w/c 비33%의 분석결과 Fig. 2-2-8. w/c 비50%의 분석결과

폴리머의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공극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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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극률과 밀도

(1) 개요

일반적으로 시멘트 고화체의 내부구조는 수화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Calcium

Silicate Hydrate (CSH) 결정들과 공극과의 연속적인 배열로 구성되며, 이 공극들이

시멘트 고화체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화체 내부에 공극이 많을수록

그 강도는 현저히 떨어지며 물의 침투성은 증가하게 된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과 시멘트의 혼합시 일정 양의 폴리머를 첨가함으로써 시멘트 고화체가 가지는

공극의 양을 줄일 수 있는 polymer-modified cement(PMC) 고화체들을 제조하여

공극률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때 폴리머의 첨가로 인해 폴리머와의 결합이 시멘트

와 물과의 수화반응을 방해하여 CSH 결정의 성장을 저하시킴으로써 시멘트 고화체

가 가지는 본래의 기계적 강도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폴리머, 물 및 시멘트의 여러 혼합비에 따라 제조된 시편들의 압축강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로부터 폴리머의 최적 혼합비를 결정하였다.

(2) 공극률 측정

시멘트 고화체의 공극률은 고화체의 다른 물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공극

률이 큰 경우는 고화체가 조밀하지 못하다는 것으로써, 이는 고화체의 압축강도, 내

수성 및 동결 융해 저항성 등의 내구성 저하를 야기하게 된다. 공극률 평가 시험법

으로는 일반적으로 수침법과 수은치환법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물의 투과성

을 이용하는 수침법[2]을 이용하여 PMC 고화체 시편의 건조밀도 및 공극률을 구하

였다.

먼저 공극률 측정을 위한 시편으로써 약 1 cm x 1 cm x 1 cm 크기를 가지는 육

면체 모양의 시편들을 가공하여 24시간 이상 건조하였다. 그림 2의 밀도측정 장치

를 이용하여 시편들의 건조무게(Wd)를 측정한 후, 물속에서의 무게(Ww) 및 포화무

게(Ws)를 각각 측정하였으며, 식 (1)로부터 시 편의 건조밀도(ρd)를 계산하였다. 그리

고 폴리머와 시멘트의 밀도 및 혼합비로부터 유추되는 이론밀도(ρt)를 계산하여 식

(2)로부터 시편의 공극률(P)을 구하였다.

 


  × 


(1)

   


(2)

여기서, Vd는 건조시편의 부피, ρw는 물의 밀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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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9. 공극률 측정시편 및

밀도측정 Kit와 balance

W/C의 비가 33%인 PMC 고화체 시편에 대한 공극률을 그림 3에 나타내었으며, 폴

리머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공극률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폴리

머 함량이 5 %까지는 공극률이 급격히 떨어지며, 그 이후부터 약 15 %까지는 일정

한 공극률을 보이고 다시 크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공극률이 작을수록

내수성이 우수하지만, 20 %의 폴리머를 첨가한 시편의 압축강도가 폴리머를 첨가하

지 않은 시편에 비해 약 50 %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폴리머 함유량을 5

～ 15 %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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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0. Porosity of the polymer-modified cement

with the difference of polymer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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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0.50 W/C=0.33

index P/T T.density D.density index P/T T.density D.density

BT0 0.00 3.15 1.41 CT0 0.00 3.15 1.76
BT1 0.14 2.74 1.46 CT1 0.08 2.94 1.78
BT2 0.20 2.59 1.40 CT2 0.11 2.85 1.73
BT3 0.25 2.46 1.40 CT3 0.14 2.77 1.69
BT4 0.29 2.35 1.41 CT4 0.17 2.7 1.64

CT5 0.20 2.63 1.66

Table. 2-2-5. 공극률과 밀도측정결과

(3) 결론

시멘트 고화체가 가지는 공극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물과 시멘트의 혼합시 일

정 양의 폴리머를 첨가한 PMC 고화체 시편들을 제조하였으며, 폴리머 첨가에 따른

공극률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폴리머의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공극률은 감소

하여 내수성이 우수해지지만 고화체의 내구성 측면에서 그 강도를 저하시키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강도변화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고화체의 내수성을 향상시

킬 수 있는 폴리머 함유량의 범위는 약 5 ～ 15 % 이내로 결정되었다.

마. 최적 혼합비도출을위한 제조시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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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1. 혼합비 및 폴리머증가에따른 경화기간별 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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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 혼합비에 따른 경화시간별 압축강도측정시험은 폴리머량을 고정하고

W/C 의 비를 1/2, 3/9. 4/5 로 배치실험하였으며 p/w/c =1/4/5는 작업도 및 건

조시 시편의 감용률이 높아 최적혼합비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났으며 w/c 혼

합비별 압축강도측정결과는 w/c=33% 및 50%에서 모두 처분장의 수용기준(WAC)

을 만족시키나 그래프상부에 위치한 W/C=33%에서 높은 압축강도를 나타내고 있

으며 위의 w/c의 혼합비에 따른최적혼합비율은 P/W/C=1/3/9로 확정하였으며

- 폴리머증가에 따른 영향평가시험에서는 W/C의 비를 1/2 와3/9 를 고정배치

하고 각각의 W/C의 비에 폴리머량의 비를 0.5씩 증가시켜 시폄을 제조하여 증가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폴리머의 증가에 따라 압축강도

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시멘트의 밀도가 3.15 이고 폴리머의 밀도가 1.08로 시편의

전체 밀도가 낮아지며 강도의 저하를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되며 W/C의비가 1/2보

다3/9에서 더 높은 압축강도를 보이고 있으며 폴리머의 투입비는 7~20% 선이 적절

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므로 공극률측정 및 압축강도측정의 결과를 종합하면 압축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폴리머의 투입량을 줄이고 내수성 즉 침출특성을 강화하고자할 때 폴리머

의 투입량을 늘려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폴리머량을 증가하면 압축강도의

감소를 가져오며, 공극률의 감소로인해 내수성(물에대한 저항성)이 강화되며 폴리머

로인한 시멘트경화의 지연으로 경화시간도 최소 8주정도로 늘려야하는 것으로 판

단됨.

제 3 절 신고화체의 특성평가시험

1. 개요

일반적으로 포틀란트 시멘트는 저비용, 높은 기계적인 강도 및 잘 알려진 취급공

정으로 인해 증발농축 공정의 농축폐액과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고화매질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포틀란트 시멘트 역시 낮은 인장강도, 높은 건조축소

(drying shrinkage), 그리고 무엇보다도 낮은 화학적 내구성과 같은 단점이 존재한

다. 따라서 포틀란트 시멘트의 강도 변화없이 화학적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

은 시도가 있었으며, 그 중 하나가 폴리머 혼합제에 의한 포틀란트 시멘트의 재질

을 개선하는 것이다. 라텍스(latex), 재분산성 폴리머 파우더, 그리고 용해성 폴리머

등이 재질 개선을 위한 폴리머 혼합제로 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라텍스에 의해 재질이 개선된 폴리머 시멘트 고화체를 제조하여

농축폐액의 고화매질로서의 가능성을 조사해보았다. 먼저, 압축강도와 공극률 시험

을 통하여 시멘트 반죽 내에서 최적화된 폴리머의 함유량을 결정하였으며, 이 최적

화된 함유량을 가지는 폴리머 시멘트 고화체에 대하여 침출시험, 침수시험, 및 열순

환시험 등의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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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편준비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폴리머 시멘트 고화체는 포틀란트시멘트 몰타르에 물성개

질을 위하여 열가소성 폴리머를 혼합한 것으로, 시멘트에 폴리머를 혼합함으로써

내수성 및 인성을 증진시키는 등 재료의 물성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물과 시멘트

의 혼합비(W/C)를 33 %로 설정한 상태에서 시편들을 제조하였으며, 그 내역을

Table 2-3-1에 나타내었다. 이때 압축강도 측정에서 요구하는 시편의 길이 및 높이

비를 2로 유지하기 위하여, 직경 50 mm 및 높이 100 mm의 몰드에 폴리머, 물 및

시멘트 반죽을 넣어 6 주 이상 경화시켜 제조하였으며, 침출시험용시편은 Co-60 및

Cs-137을 8μCi 씩 혼합하여 L/D=1인 시편을 제조하였다. Fig. 2-3-2에 일정한 경화

기간이 흐른 뒤 몰드에서 꺼낸 시편을 가공한 시편사진임

Dia.

(mm)

Height

(mm)
P/T W/C Nuclide

*C.S.

50.1

50.1

50.1

101.2

100.5

100.1

0.08 0.33 -

**T.C

50.1

50.2

50.1

100.3

99.9

99.5

0.08 0.33 -

***I

50.0

50.2

50.1

101.1

100.4

102.3

0.08 0.33 -

****L 81.4 78.5 0.08 0.33
Co-60 (8uCi)

Cs-134 (8uCi)

* Compressive strength test **Thermalcyclingtest
*** Immersion test ****Leachingtest

Table. 2-3-1. Specification of polymer-modified cement specimens with

optimized polymer content

침출시험을 위한 시편의 경우, demi-water와 시멘트를 혼합할 때 Fig. 2-3-1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각 10 μCi의 방사능을 가지는 Co-60과 Cs-137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침출지표 핵종으로 삽입하였다. 그러나 4 주간의 경화를 거친 후 절차서에 명시된

크기로 시편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약 20 %의 부피 감소가 있었으며, 따라서 최종

침출시편에 존재하는 초기 방사능은 Co-60과 Cs-137 모두 각각 8 μCi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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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 The manufacture process of a

leaching specimen

Fig. 2-3-2. Polymer-modified cement specimens

3. 압축강도 측정 시험

폴리머 첨가에 따른 폴리머 시멘트 고화체의 강도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압축

강도 측정 절차서(RWTF-TP-3)에 따라 매주의 경화시간마다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로드셀(load cell) 형식의 약 30 톤 용량을 가지는 압축기를 이용하였으며, 시

험 조건들로는 시편의 단면적이 약 20 cm2, 길이가 10 cm, 그리고 압축강도 측정시

영향을 주는 인자로서 재하속도를 분당 367.09 kgf로 설정하였다. Fig. 2-3-3의 응력

변형곡선(stress-strain curve)에서 보듯이 최대하중 값에 단면적을 나누어 그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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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구하였다.

압축강도 측정결과 Table. 2-3-2에서 보듯이 폴리머 첨가에 따라 그 강도는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모든 경우에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인수기준에서 요구하

는 경질 고화체에 대한 35.08 kgf/cm2 (500 psig) 기준을 초과하였다. 특히 W/C에

대한 비가 33 %인 시편에서는 그 압축강도가 모두 400 kgf/cm2 이상으로 측정되었

다.

Fig. 2-3-3. Stress-strain curve

가. 압축강도측정결과

시편 번호 직 경(mm) 높 이(mm) 단면적(cm2) P-max(kgf)
압축강도

(kgf/cm2)

C1 50.14 101.16 19.74 8744.55 442.99

C2 50.07 100.51 19.68 8591.81 436.58

C3 50.14 100.08 19.74 9680.94 490.42

Table. 2-3-2. Results on compressive strength test

4. 열순환시험

열순환시험은 온도변화에 따른 고화매질의 열적 내구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

이며, 절차서에 따라 한 주기 당 온도변화는 -60 ℃에서 40 ℃까지이고 총 30회를

반복한다. 총 30 주기 동안의 온도변화를 격은 시편들에 대하여 건전성 시험을 위

해 압축강도를 측정하며, 이 값을 열순환을 격지 않은 시편들의 압축강도 값과 비

교하였다. 이 시험을 통하여 폴리머의 혼합에 따른 열적 내구성 변화를 예측할 수

있으며, 시험을 시작하기 전 항온항습기 내의 시편들을 Fig. 2-3-4에 나타내었다. 시

험결과 열순환 전후의 압축강도 변화는 10 % 보다 적었으며, 이는 폴리머의 혼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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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

번

호

시편 부피 시편 무게

압축

강도

(kgf/cm2)

시험전 시험후 부피

변화율

(%)

시험전 시험후 무게

변화율

(%)
직경

(mm)

높이

(mm)

직경

(mm)

높이

(mm)

무게

(g)

무게

(g)

T1 50.09 100.27 49.91 100.06 -0.93 361.74 336.61 -7.47 438.19

T2 50.15 99.94 49.84 99.87 -1.32 359.7 334.82 -7.43 306.11

T3 50.13 99.54 50.07 99.4 -0.38 359.13 334.14 -7.48 582.52

Table. 2-3-3. 열순환시험결과

로 인해 시멘트 고화체 본연의 열적 내구성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Fig. 2-3-4. The test specimens in the humidity

and temperature-controlled chamber

가. 열순환시험결과

5. 침수시험

침수시험은 고화매질의 물에 대한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절차서에

따라 90일간 demi-water에 침수시킨후 시편의 건전성 변화를 측정한다. 뿐만 아니

라 총 침수기간동안 특정 시간마다 침수액을 샘플링하여 전기전도도와 pH를 각각

측정하며, 이로부터 침수 전후의 물에 대한 내구성을 예측하게 된다. Fig. 2-3-5에

침수용기와 침수시편들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약 일주일간의 침수기간동안 크랙이나 파괴 등의 현상은 없었으며, 시편들의 무

게변화 또한 거의 없었다. Fig. 2-3-6에 일주일간 샘플링한 침수액의 pH 및 전기전

도도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3번째의 침수기간동안 pH 및 전기전도도 값이 증

가하지만 그 정도는 일반 포틀란트 시멘트에 비하여 다소 적은 값을 나타내어 폴리

머 시멘트 고화체의 물에 대한 내구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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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5. The immersion specimens on the

support and the immersion vessel

가. pH 및 Conductivity

Fig. 2-3-6. pH and the electrical conductivity during the

cumulative immersion time of 5 days

나. 침수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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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

번

호

시편 부피 시편 무게
압축

강도

(kgf/cm2)

시험전 시험후 부피

변화율

(%)

시험전 시험후 무게

변화율

(%)
직경

(mm)

높이

(mm)

직경

(mm)

높이

(mm)

무게

(g)

무게

(g)

I1 50.13 99.54 50.08 101.17 1.41 366.33 383.53 4.48 302.06

I2 50.03 101.12 50.1 100.39 -0.45 363.41 380.72 4.55 322.92

I3 50.18 100.36 50.03 102.38 1.38 371.47 389.46 4.62 426.1

Table. 2-3-4. 침수시험 결과

6. 침출시험

침출시험은 고화매질이 물에 노출되었을 때, 고화매질 외부로 방사성핵종이 확

산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절차서에 따라 약 90일 간의 침출시간동안

Table 2-3-5의 특정 시간마다 침출수를 샘플링하여 방사능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부터 유효확산도(effective diffusivity), 침출지수(leachability index), 그리고

침출율(leaching rate)을 아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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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는 유효확산도, an은 n 번째 침출간격동안 누출된 방사능, A0는 초기 방

사능, (Δt)n은 n 번째 침출간격, V와 S는 시편의 부피 및 단면적, T는 침출간격의

평균시간, L은 침출지수, 그리고 R은 침출율을 의미한다.

7 번째 침출간격동안의 방사능 분석 결과로부터 침출지수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

Co-60은 11.93 그리고 Cs-137은 7.41이라는 값을 각각 얻었다. 이는 일반 포틀란트

시멘트에 비해 Co-60의 경우 침출지수가 약 20 % 향상된 결과에 해당한다. 또한 침

출율을 Fig. 2-3-7에 나타내었으며, 그림에서 보듯이 Cs-137의 침출율이 Co-60에 비

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약 하루의 침출시간이 흐른뒤 Co-60의 침출율

은 초기 침출율에 비해 약 100 배 떨어쪗으며 Cs-137의 경우에는 약 10 배 정도 감

소하였다. 이는 폴리머 시멘트 고화매질에 포획된 핵종들의 확산도는 짧은 기간내

에 크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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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간격 시험내용 누적시간 (h)

- 침출 시작 -

1 1차 Sampling 2

2 2차 Sampling 7

3 3차 Sampling 24

4 4차 Sampling 48

5 5차 Sampling 72

6 6차 Sampling 96

7 7차 Sampling 120

8 8차 Sampling* 432

9 9차 Sampling* 1104

10 10차 Sampling* 2184

Table. 2-3-5. Leaching interval and cumulative

leaching time

가. 침출시편 특성

표

기

번

호

직경

(cm)

높이

(cm)

무게

(g)

표면적

(cm2)

부피

(cm3)

초기방사능

(uCi)

시험후 잔존방사능

(uCi)

Co-60 Cs-137 Co-60 Cs-137

L1 8.14 7.85 771.82 304.67 408.31 8.00 8.00 7.98 4.82

Table. 2-3-6. 침출시편의 명세표

나. 침출율 및 누적침출분율

Fig. 2-3-7. The leaching rate of Co-60, C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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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8. The cumulative fraction leached of Co-60, Cs-137

다. 유효확산계수 및 침출지수

　 Co-60 Cs-137

유효

확산계수

(cm2/s)

D1 2.3588E-11 3.7182E-08

D2 5.4648E-12 3.4336E-08

D3 6.2547E-13 3.4986E-08

D4 7.2384E-13 3.5834E-08

D5 1.2316E-12 6.6146E-08

D6 1.6376E-12 7.9202E-08

D7 1.9818E-12 9.3306E-08

D8 3.0906E-13 1.4942E-08

D9 5.3862E-13 3.8678E-08

D10 1.4357E-13 1.7476E-08

침출지수 11.93 7.41

Table. 2-3-6. 유효확산계수 및 침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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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향후 계획

처분장 인수기준(WAC)에 적합한 신고화매질을 개발해 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

되는 방사성농축폐액처리 시스템에 적용하기위한 목표를 가지고 2010년 1월부터 수

행된 본 과제에서 시멘트 및 아스팔트 개질제를 중심으로 검토되어 Emulsion

Polymer 인 Acrylic/Ethylene Vinyl Acetate 를 고화매질로 선정하여 Polymer 및

Cement, Water 를 혼합하여 본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고화매체의 물성확인 및 최적

혼합조건을 찾기위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시험을 통해 확인된 최적혼합비 및 폴리

머투입량을 결정하여 최적화된 함유량을 가지는 폴리머 시멘트 고화체에 대하여 침

출시험, 침수시험, 및 열순환시험 등의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1. W/C 혼합비에 따른 경화시간별 압축강도측정시험은 폴리머량을 고정하고 W/C

의비를 1/2, 3/9. 4/5 로 배치실험 하였으며 P/W/C =1/4/5는 작업도 및 건조시

시편의 감용률이 높아 최적혼합비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W/C 혼합비별

압축강도측정결과는 W/C=33% 및 50%에서 모두 처분장의 수용기준(WAC)을 만족

시키나 그래프상부에 위치한 W/C=33%에서 높은 압축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위

의 W/C의 혼합비에 따른 최적혼합비율은 P/W/C=1/3/9로 확정하였으며

2. 폴리머증가에 따른 영향평가시험에서는 W/C의 비를 1/2 와3/9 를 고정배치하

고 각각의 W/C의 비에 폴리머량의 비를 0.5씩 증가시켜 시폄을 제조하여 증가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폴리머의 증가에 따라 압축강도

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시멘트의 밀도가 3.15 이고 폴리머의 밀도가 1.08로 시편의

전체 밀도가 낮아지며 강도의 저하를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되며 W/C의비가 1/2보

다3/9에서 더 높은 압축강도를 보이고 있으며 폴리머의 투입비는 7~20% 선이 적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멘트 고화체의 내부구조는 수화반응에 의

해 생성되는 Calcium Silicate Hydrate (CSH) 결정들과 공극과의 연속적인 배열로

구성되며, 이 공극들이 시멘트 고화체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화체 내

부에 공극이 많을수록 그 강도는 현저히 떨어지며 물의 침투성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물과 시멘트의 혼합시 일정 양의 폴리머를 첨가함으로써 시멘트 고화체가

가지는 공극의 양을 줄일 수 있으며 폴리머의 첨가로 인해 폴리머와의 결합이 시멘

트와 물과의 수화반응을 방해하여 CSH 결정의 성장을 저하시킴으로써 시멘트 고화

체가 가지는 본래의 기계적 강도를 떨어뜨린다.

3. 그러므로 공극률측정 및 압축강도측정의 결과를 종합하면 압축강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폴리머의 투입량을 줄이고 내수성 즉 침출특성을 강화하고자할 때 폴리머의

투입량을 늘려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폴리머량을 증가하면 압축강도의 감소



를 가져오며, 공극률의 감소로 인해 내수성(물에대한저항성)이 강화되며 폴리머로

인한 시멘트경화의 지연으로 경화시간도 최소 8주정도로 늘려야하는 것으로 판단되

며 폴리머의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공극률은 감소하여 내수성이 우수해지지만 고화

체의 내구성 측면에서 그 강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강도변화

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고화체의 내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폴리머 함유량의 범

위는 약 7~20 % 이내가 적합하다.

4. 폴리머시멘트고화체에 대한 압축강도시험, 침출시험, 침수시험, 및 열순환시험 등

의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에서는 열저항성 및 내수성, 침출성, 압축강도 모두 처분장

인수기준(WAC)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음.

향후 농축폐액 + Spent Resin 함유고화체 공정개발 및 원자력발전소의 파라핀고화

체에 대한 대체가능성을 확인하기위한 시험에서 드러난 농축분말에 대한 전처리 연

구가 수행되어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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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량 그리고 고화매질의 종류에 따라 방사성 고화체의 특성등은 물론 폐기물 이력에 관

한 모든 사항을 작성하여 처분장 운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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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처리하는공정으로 아스팔트고화체가 처분요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나 새로운 대체

공정 개발 및 농축폐액 및 폐수지에 대한 다른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

으로 농축폐액처리를 위한 신고화매질개발을 통해 새로운 처리시스템을 마련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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