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TR-4150/2010 기술보고서

웹기반 핵종 수착데이터베이스 (KAERI-SDB)

Web-based sorption database (KAERI-SDB)

한국원자력연구원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0년도 “핵종 이동 특성 규명” 과제 중 “웹기반 수착데이

터베이스 (KAERI-SDB)”에 관한 기술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10.

주 저 자 : 이 재 광

공 저 자 : 백 민 훈



- i -

요 약 문

I. 제 목

웹기반 수착데이터베이스(KAERI-SDB)

II. 목적 및 필요성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핵종의 수착특성에 대한 다

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핵종 수착 DB의 접근 및

검색이나 통계정보는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에

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핵종 수착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을 기반으

로하는 핵종 수착 데이터베이스(KAERI-SDB)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III. 내용 및 범위

KAERI-SDB를 개발하기 위하여 1997년에 개발된 수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 SDB-21C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사용자

가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수정 및 보완된 핵종 수착자료에 접

근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KAERI-SDB에는 로그인/회원가입, 자료 검

색 및 저장, 그리고, 차트 등의 기능들이 포함되도록 고안되었다.

IV. 연구결과

사용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핵종 수착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 기반으로 운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KAERI-SDB를 개발하

였다. KAERI-SDB를 이용하며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핵종 수착자료를 검색

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KAERI-SDB의 검색결과 활용을 위하여 기본

검색 및 상세검색을 이용하여 단일광물 및 천연복합광물 등에 대한 핵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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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을 평가하였다.

V.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KAERI-SDB는 원자력 관련 기관 종사자나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핵종

수착자료에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성

평가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핵종 수착관련 자료들을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종 수착 데이터베이스는 프로그램 개발

뿐만 아니라,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 환경에 부합하는 국내 수착 자료에

대한 꾸준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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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of the Project

Web-based sorption database(KAERI-SDB)

II. Objective and Necessity

Information for the sorption behavior of radionuclides is necessary

for the assessment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However the

accessability to the nuclide sorption database is limited. Therefore the

aim of this work is mainly focused to develop the web-based sorption

database (KAERI-SDB) to provide sorption data in a convenient way.

III. Scope and Contents

The development of the KAERI-SDB was achieved by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pre-existing sorption DB programme (SDB-21C)

and incorporating the user requirement. The KAERI-SDB was designed

that users can access it by using a web browser. Main functions of

the KAERI-SDB include (1) log-in/join, (2) search and store of

sorption data and (3) scatter plot chart and index chart.

IV. Results

The web-based sorption database programme (KAERI-SDB) was

developed to enhance the accessability and provide sorption data in more

efficient way. The KAERI-SDB enables users to search sorption data in

real time. This report contained the application of KAERI-SDB to

evaluate the sorption of radionuclides onto single minerals and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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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e minerals.

V. Applications and Proposals

It is expected that the KAERI-SDB is widely applied to the safety

assessment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by enhancing the accessability

to experts, researchers, practician related the nuclear industry and

governmental administration. It is also expected that reliabilities for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increased by opening the web-absed

sorption DB to public. The KAERI-SDB is still needed the continuous

update of the DB-programme as well as sorp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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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지하환경에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핵종들은 장시간에

걸친 지하수 유입, 처분용기의 부식, 지진 등의 처분환경 변화에 의하여 자연환

경으로 유출되어 생태계에 도달할 수 있다. 지하환경으로 유출된 방사성핵종들은

처분장의 인공방벽을 거쳐 지하수의 흐름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 이 때 지하환경

에서 방사성핵종의 거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가 수착(收着,

sorption) 이다. 따라서, 방사성핵종의 수착특성 자료는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

성 평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다[1].

핵종의 수착을 실험적으로 표현하는 분배계수(Kd)는 방사성폐기물의 지질학

적 처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입력인자로 사용되어 그동안 방사성핵종

의 Kd 값 측정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2-5]. 수착 분배계수(Kd)는 용액

에 존재하는 핵종과 매질간의 반응은 용액에 존재하는 핵종의 농도와 매질에 수

착된 핵종의 농도 비로 표현하는 수착 분배계수(Kd)로 표현되며 다음 식과 같이

정의한다[6].

 

 
× 
  (1)

여기서, C0는 핵종의 초기농도(mole/L 또는 Bq/mL), Cq는 수착반응 후 수용액에

서의 핵종농도(mole/L 또는 Bq/mL), V는 용액의 부피(mL), 그리고, M은 수착반

응에 사용된 고체매질의 질량(g)을 의미한다.

방사성핵종의 수착은 pH, 산화환원전위, 이온강도, 용존 유기물, 탄산염 농도,

핵종 농도, 수착 매질 함량 등의 다양한 지화학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한

다[7]. 수착반응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실험을 통하여 얻은

특정 조건에 대한 핵종의 수착 분배계수는 처분환경의 복잡한 지화학적 조건에

대한 수착 특성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방대한 수착자료를 구축하고 구축

된 자료에서 특정 조건에 대한 수착자료를 추출해 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핵종 수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OECD/NEA의 SDB 독일의 RES3-T, 그리고, 일

본의 JAEA-SDB 등 선진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수착 데이터베이스(DB)가 개발되

었으며, 우리나라도 핵종 수착 DB 프로그램인 SDB-21C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방



- 2 -

사성폐기물 처분 안전성 평가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활용하기

기 위해서는 핵종 수착 DB에 접근이 용이해야 하고 관련자료 검색이 가능해야 한

다. 또한, 검색한 정보의 정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통계정보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

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핵종 수착 DB의 접근 및 검색이나 통계정보는 현재 매

우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핵종 수착 DB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핵종 수착 DB 프로그램의 관리/검색 기능을 분석 및 보완하고 사

용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핵종 수착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 기

반으로 운용되는 DB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웹기반 핵종 수착 DB 프로그램인

KAERI-SDB를 개발하여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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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외 핵종 수착데이터베이스 현황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한 전력생산과 다양한 평화적 응용 및 연구 등의

원자력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이라는

공통적인 당면과제를 갖고 있다. 원자력 관련 산업, 응용 및 연구 등의 과정에서 발

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지하 환경에 최종처분하게 되는데, 이때 지하 환경에서 방

사성핵종의 수착거동에 대한 자료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안전성 평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8].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성 평가 입력자료로 활용되는 수착 분배계수는 지화학

적 인자에 따라 다양하게 측정된다. 따라서, 기존에 축적된 방대한 수착 자료로부

터 다양한 처분 환경 조건에 부합하도록 자료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출해 내는

방법이 요구된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해외 기관들에서 수착

자료를 검색하고 추출해 내기 위하여 그동안 개발된 수착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국내외에서 개발된 다양한 수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표 1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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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
명칭 년도 데이터 특 징

NEA NEA-SDB 1991 14,000

- 1991년에 NEA 주관하에 참여국별로

핵종 수착 자료 취합

- 1991년 이후 자료 업데이트 되지 않음

독일/

FZK
RES3-T 2002 -

- Thermodynamic Sorption Models

(TSM)을 위한 SDB

- 6종류의 TSM 모델 자료 수록

- TSM data가 적어 활용에 한계

일본/

JAEA
JAEA-SDB 1999 24,000

- 2003년 MS Access version 공개

- 2009년 New web version 서비스 실시

- 22개 주원소에 대한 DB 수록

스위스/

Nagra
- 1996 -

- 중저준위(1997년) 및 고준위핵종으로

구분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

- 매질을 시멘트, 근계영역, 벤토나이트,

모암 등으로 구분하여 분배계수를 분

류하여 수록

한국/

KAERI
SDB-21C 1998 16,000

- 2,000여개의 자체자료 수록

- parametric model 구현

- 2009년 web version SDB 구축하여

서비스 예정

표 1. 국내외 수착 데이터베이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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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수착데이터베이스 현황

가. NEA

NEA 수착 데이터베이스(Sorption Database, SDB)는 Pacific Northwest

Laboratory에서 개발한 국제 수착 자료 검색 시스템 (International sorption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ISIRS)를 대체하기 위하여 1981년 NEA의 주도하

에 개발되었다. NEA-SDB는 dBASE III plus를 이용하여 MS DOS 운영체제에

서 구동이 되도록 고안되어 11,000여개의 자료가 입력되었으며, 개발 당시 가장

다양한 수착 분배계수를 수록하였다. NEA-SDB는 단열충전관물, 조암광물, 완충

재 후보물질, 콘크리트/시멘트, 점토, 응회암, 사암, 화강암 등의 다양한 지질학적

물질에 대한 Am, Sc, Co, I, Np, Pu, Ra, Sr, Se, Tc, U 등을 포함한 30여 종 핵

종들의 수착분배계수를 수록하고 있다. NEA-SDB의 또다른 장점은 흡착 등온식

계산이나 비선형 회귀방정식 등의 수학적 계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NEA-SDB는 조작이 어렵고, 초기 개발 시점 이후 수착 자료가 추가 수록되

지 않아 현재는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나. 독일

독일은 MS Access를 기반으로 하는 수착 데이터베이스(Rossendorf expert

system for surface and sorption thermodynamics, RES3T)를 2002년에 개발하였

다[9]. 단순히 수착 분배계수를 추출해 내던 기존 데이터베이스와는 달리

RES3-T는 열역학적 수착모델의 하나인 표면 착화반응 모델(Surface

complexation model, SCM)이 적용되었다. RES
3
-T에 적용된 표면 착화반응 모

델들은 다음과 같다.

- 비정전기적 모델[10, 11]

- 확산 이중층 모델[12, 13]

- 일정 용량 모델[14]

- 삼중층 모델[15, 16]

- Stern 모델[17]

- 1-pK 모사[18]/MUSIC[19]/CD-MUSIC[20]

2004년을 기준으로 RES
3
-T에는 1,400여 개의 문헌자료로부터 100여 개의 광



- 6 -

물에 대한 자료, 1,000여 개의 광물 표면 수화반응 자료, 그리고, 2,600여 개의 표

면 착화물 형성상수가 수록되어 있다[9]. 그림 1과 2에는 RES3-T의 내용 및 구

조와 SCM 결과 예시를 나타내었다. 기존의 수착 분배계수는 특정 조건에 대한

수착 특성을 나타내지만, RES3-T는 열역학적 관점에서 수착 메커니즘을 표현하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RES3-T는 악틴족 핵종들의 열역학적 상수에 대한 자료

가 부족하고, 석영, 장석, 휘석, 각섬석, 감람석 등의 조암광물에 대한 자료가 부

족한 단점이 있다.

다. 일본

일본 원자력 연구개발 기구 (Japan Atomic Energy Agency, JAEA)는 방사성

폐기물의 지질학적 처분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열역학데이터베이스, 확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수착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다[21]. JAEA 수착 데이터

베이스 (Sorption Database, SDB)는 고준위폐기물 처분 관점에서 중요한 공학적

방벽과 암석과 같은 천연방벽에 관한 수착자료를 수록하였다.

JAEA-SDB는 2003년 MS-ACCESS 버전으로 개발되었으며, 수착 자료를 정

기적으로 꾸준히 업데이트 하여 현재는 약 24,000 여 개의 수착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기존의 MS-ACCESS 버전 외에 Web 버전을 일반에 공개하

여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를 증대시켰다. 현재 공개된 JAEA-SDB는 고준위폐기

물 처분 성능평가와 관련한 22개 주 원소와 TRU 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15개의

원소에 대한 수착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각각의 원소는 다음과 같다.

JAEA-SDB에 수록된 고준위 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22개의 주 원소는 Ac, Am,

Bi, Cm, Cs, Nb, Ni, Np, Pd, Pb, Po, Pu, Ra, Se, Sb, Sm, Sn, Tc, Th, Pa, U,

Zr 등이 있다[22]. 그림 3과 4에는 웹기반 JAEA-SDB의 검색화면 및 검색결과

화면을 각각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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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ES
3
-T의 데이터테이블 내용 및 내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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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ES3-T 수착 데이터베이스의 SCM 자료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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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웹기반 JAEA-SDB의 초기 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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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웹기반 JAEA-SDB의 검색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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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수착데이터베이스 현황

해외에서 다양한 수착데이터베이스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처분환경에 부합하는 수착자료가 없기 때문에 수착데이터베이스의 사용상에 어

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성 평가에 사용할

목적의 수착데이터베이스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1999년도에 SDB-21C라는 명

칭으로 최초 개발되었다[23]. SDB-21C는 방대한 수착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SDB-21C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서 생산한 1200여개의 수착계수와 NEA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포함하여 총

11,000여 개의 핵종 수착자료가 수록되었다.

SDB-21는 검색기능, 표 및 그래프 기능, 데이터 입력 기능, 그리고, 3차원 그

래프 생성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표 2에는 SDB-21C의 다양한

기능임 상세 설명을 정리하였으며, 그림 5, 6에는 SDB-21C 구동 화면을 나타내

었다. 비록 SDB-21C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착 DB의 접근성이 좋지

않으며 검색한 정보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기능이 취약한 단점이 있다.

기능 상세설명

검색 기본검색과 상세검색으로 구분

표 검색 데이터의 세부내용 확인

그래프 Kd 분포 그래프, 백분율 분포 그래프, 등온선 그래프

데이터 입력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서 직접 입력

3차원 그래프 생성 수착 변수들에 의한 수착 계수 분포 영향 평가

표 2. SDB-21C의 기능 및 기능별 상세 설명



- 12 -

그림 6. SDB-21C의 수착자료 검색 결과 및 그래프 구현 화면

그림 7. SDB-21C의 3차원 그래프 구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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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웹기반 핵종 수착 DB (KAERI-SDB)

제 1 절 개요

기존의 수착 DB 프로그램인 SDB-21C 시스템은 핵종 수착 자료의 추가 및

변경된 자료를 사용자에게 전달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웹기반 핵종 수착 DB

프로그램인 KAERI-SDB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SDB-21C를 개선하여 사

용자가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수착 DB 시스템(http://sdb.kaeri.re.kr)에

접속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KAERI-SDB는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원격

에서 접속하므로 사용자의 컴퓨터에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핵종 수착 자료

를 검색하고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SDB-21C와 KAERI-SDB의 차이점을 표

3에 정리하였다.

KAERI-SDB는 웹 기반 형식으로 인터넷 웹브라우져로 URL을 접속하므로

접근성이 좋아 관리자 및 사용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용이

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24시간 무상정지 시스템을 제공하고, DB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거나, 개발된 내용을 구현하고 적용할 때 시스템의 중단 없이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항목 SDB-21C KAERI-SDB

운영체제 MS Window 제한없음

DB 관리 시스템 MDB MySql

서버 없음 Linux 2.1 이상

웹 응용 서버 없음 TOMCAT 5.0

웹 브라우저 없음 제한없음

설치 및 접속방식 프로그램 설치하여 접속 웹브라우져로 URL 접속

표 3. SDB-21C와 KAERI-SDB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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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KAERI-SDB 개발

기존의 핵종 수착 DB 프로그램인 SDB-21C의 시스템의 클라이언트-서버 프

로그램으로는 신규 추가 및 변경된 핵종 수착 자료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데 어

려움이 있었다. KAERI-SDB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사용자가 인터넷 브

라우저를 이용하여 KAERI sorption database 시스템(http://sdb.kaeri.re.kr)에 접

속하므로 사용자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핵종 수착자료의 검색 및 저장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KAERI-SDB는 그림 7과 같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원자력 관련 종사자 및

일반인들에게 핵종 수착 DB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게 된다. 이로 인하

여 핵종 수착 DB 관리자가 새로운 수착 자료를 DB에 추가하면 사용자는 웹상

에서 변경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종전의

시스템과 달리 사용자의 컴퓨터에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새로운 자료들을 사용자가 별도로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KAERI-SDB의 개발은 그림 8과 같이 진행되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

하고 기존 DB 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는 DB 서버를 구축함과 동시에

DB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핵종 수착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서버

를 시운전 한 후, KAERI-SDB를 웹브라우져 상에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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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웹기반 KAERI-SDB의 시스템 구성도

그림 9. KAERI-SDB 개발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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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핵종 수착자료

국내 처분환경에 부합되는 자료가 부족하고 해외의 핵종 수착 DB의 사용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SDB-21C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이 미비하였다.

특히, SDB-21C에는 대부분 OECD/NEA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국내 처분

환경에 부합되는 수착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웠다. 현재 KAERI-SDB에는 31

개 핵종에 대하여 13,000 여 개의 국내외 수착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KAERI-SDB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지하연구시설(KURT)을 이용하여 심부 처분

환경에서 부합하는 조건에서 측정한 핵종 수착 자료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향

후 꾸준히 국내 처분환경에 부합하는 수착자료를 추가 수록 할 예정이다. 그림 9

에는 KAERI-SDB에 수록된 핵종 및 수착자료를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10. KAERI-SDB에 수록되어 있는 핵종 및 수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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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KAERI-SDB의 주요 기능

1. 로그인 및 회원가입

KAERI-SDB 홈페이지(http://sdb.kaeri.re.kr)에 접속하면 그림 10과 같이 모

든 사용자는 로그인을 하여 사용자 인증을 하여야 한다. 처음 Sorption DB Web

페이지에 들어온 사용자는 회원가입 기능을 실행하여 아이디를 만들고 관리자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1. KAERI-SDB 초기 로그인 화면

2. 자료 검색

가. 기본검색

사용자는 기본검색 화면에서 핵종과 수착 매질을 선정함으로써 수착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선택한 원소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

림 11과 같이 Solid, 즉 수착매질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원하는 Solid 옆

에 표시 되어 있는 체크 상자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림 11과 같이

사용자 기본 검색 결과 화면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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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세검색

사용자가 기본 검색을 실시한 후 검색된 자료 중에서 특정 지화학적 조건에

대하여 상세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상세검색에는 수착매질, pH, Eh, 온도, 실험

기간, 수용액/고체 비, 이온강도, 용존유기물, 탄산염 및 기타 용존이온 등이 포함

된다. 기본검색 수행 후, 'Detail Search‘ 버튼을 누르면 그림 12와 같은 상세 검

색 입력화면이 보이고 선택범위를 입력하여 상세검색을 수행한다. 상세검색 결과

화면은 기본검색 결과 화면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 자료 열람 및 저장

기본검색 또는 상세검색 수행 후 검색결과는 그림 11과 같이 핵종 및 핵종

초기농도, 수착매질, Kd 값, 그리고, 일반적인 실험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

본검색 또는 상세검색 후 검색결과 창에서 ‘No.’ 버튼을 눌러 그림 13-15와 같이

세부 실험 조건과 수착 매질 정보, 그리고, 참고문헌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다. 사용자는 실험조건 및 참고문헌 등을 통하여 입력된 각각의 수착 분배계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기본검색 또는 상세검색 후 좌측상단의 ‘Excel

download’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

그림 12. 기본검색 화면 및 검색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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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사용자 상세 검색 입력 화면

그림 14. 사용자 기본 검색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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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수착매질 세부 정보 화면

그림 16. 참고문헌 세부 정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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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트기능

차트기능은 사용자가 검색한 자료를 그래프 형태의 결과물로 보여주는 기능으

로 KAERI-SDB에서 제공하는 차트는 크게 두 가지이다. 그 중 첫 번째는 산포도

(Scatter plot chart)이고 두 번째는 지수도(Index chart)이다. 또한 수착분배계수는

실험조건에 따라서 수천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한 지화학적 조

건에서 다양한 수착분배계수를 나타내는 특성을 고려하여 Sorption DB에 반영하

여 두 가지 형태의 차트는 Y축을 일반 스케일과 로그 스케일로 표현이 가능하도

록 구성하였다. 화면상에서 ‘로그스케일보기’ 체크 상자를 선택하면 Y축을 로그 스

케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 것이다. 사용자가 로그인 후 ‘Data View’ 버튼을 눌러

검색을 요청한 데이터가 나오면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Chart View’ 버튼을 눌

러 그림 16, 17과 같이 검색 데이터를 산포도 또는 지수도로 각각 표현한다.

가. 산포도

그림 16의 중앙 상단에 ‘X축 설정하기’ 콤보 상자의 화살표를 누르면 지화학적

조건 즉, 초기 pH (pH START), 최종 pH (pH END), 초기 산화환원전위 (Eh

START), 최종 산화환원 전위 (Eh END), 이온강도 (Ionic Strength, IS), 탄산염

(HCO3 Dissolved, Carbonate), 용존 유기탄소 (Organic Carbon, DOC) 등의 목록

이 나타난다. 이는 핵종 수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에 대한 결과를 X축에 정의

함으로써 사용자가 전체범위에 대해서 수착경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X축을 설정 할 수 있으며, Y축은 선형 스케일과 로그 스케일

로 설정하여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나. 지수도

지수도는 산포도의 지화학적 영향요소를 특정 구간별로 표현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화면 상단에 산포도와 같이 다양한 지화학적 조건 즉, pH, Eh, Ionic

Strength(IS), HCO3 Dissolved(Carbonate), Organic Carbon(DOC) 중 하나를 누르

면 산포도에서 그림 17과 같이 지수도로 변경된다. 지수도에서 표현되는 각각의

지화학적 변수와 변수들의 범주 및 범위를 표 4에 정리하였다. 화면상의 ‘로그스케

일보기’ 체크 상자를 선택하여 Y축을 선형 스케일과 로그 스케일로 설정하고 결과

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17과 같이 Index 차트의 하단부에 ‘구간별 모평균

95% 신뢰구간’ 테이블을 표시하여 검색 결과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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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화학적 변수 변수 범주 단위 범위

pH

Strong Acidic

-

3～5

Weak Acidic 5～7

Weak Alkaline 7～9

Strong Alkaline 9～12

Eh

Strong Reducing

mV

-400～-150

Weak Reducing -150～0

Weak Oxidizing 0～150

Strong Oxidizing 150～400

Ionic Strength

Strong Fresh

mol/L

0.0001～0.001

Weak Fresh 0.001～0.01

Weak Salt 0.01～0.1

Strong Salt 0.1～1

HCO3

Very Low Carbonate

mg/L

0.6～60

Low Carbonate 60～300

Medium Carbonate 300～600

High Carbonate 600～3000

Dissolved Organic
Carbon (DOC)

Low DOC
mg/L

0.001～0.1

High DOC 0.1～10

표 4. 지수도에 고려한 지화학적 변수, 변수들의 범주 및 범위

있도록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프로그램에서 구현된 신뢰도는 표본의 크기가 작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는 신뢰정도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본 크기가 n≧30일 때는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르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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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산포도 구현 화면

그림 18. 지수도 및 구간별 모평균 95% 신뢰구간 표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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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KAERI-SDB의 응용

제 1 절 기본검색을 이용한 수착 특성 평가

1. 산화철광물에 대한 우라늄 수착 예측

지하매질 표면과 우라늄의 흡/탈착 반응은 다공성매질이나, 토양 혹은 오염된

지하수층에서 우라늄의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산화철광물과 같은 금

속(수)산화물은 오염물질의 자연수계에서의 수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광

물 또는 콜로이드 형태의 산화철과 오염물의 착화물 반응은 지하환경에서 오염

물질의 거동에 중요한 인자이다[24]. 산화철 광물은 자연계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일부 금속이온에 대한 수착친화도가 크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산화철광물에 대한

수착 친화도가 큰 이온의 이동 및 지연에 많은 영향을 준다[25].

일반적으로 산화광물의 우라늄 수착은 2 정도의 좁은 pH 영역에서 빠르게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특히 침철석은 비결정형 함수산화광물의 최종 생성물중

의 하나로 자연계에서는 대부분 철의 산화 수산화물(Fe-oxy-hydroxide) 형태로

존재한다. 단열충전광물 중에서 ferrihydrite, 침철석, 적철석 등과 같은 산화철 광

물들의 우라늄 수착은 pH에 의존적인 강한 결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따라서 침철석의 농도와 pH의 변화에 따른 우라늄의 수착을 KAERI-SDB를 이

용하여 평가하였다. 침철석의 우라늄 수착을 평가하기 위하여 검색의 범위는 핵

종으로는 우라늄, 그리고, 고체매질로는 침철석(goethite)으로 하였다.

검색결과로 얻은 침철석에 대한 우라늄 수착 자료를 그림 18에 나타내었다.

우라늄의 농도가 1×10-4～5.0×10-5 M의 범위일 때, pH 3.0에서 우라늄은 거의 수

착이 되지 않거나 적게 수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H 5～7 사이에 우라늄

수착이 증가하는 반면에 알칼리 영역으로 pH가 증가하면서 다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높은 pH 영역에서 우라늄의 수착은 뚜렷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광물표면의 작용기와 친화력이 약한 우라늄-탄산염 착화물 형성에 기인한 것으

로 판단된다. 침철석에 대한 우라늄 수착의 Kd 분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림 19와같이 검색자료를 지수도로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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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침철석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산포도

그림 20. 침철석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pH 지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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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니석에 대한 우라늄 수착 예측

녹니석은 주로 변성암이나 화성암 등의 일차광물에서 기인하거나, 각섬석

(hornblende), 흑운모(biotite), 또는 기타 철-망간 광물의 변형된 산물로 생성되기

도 하는 (Mg,Fe,Al)6[AlSi3O10](OH)8의 구조식을 갖는 2:1:1 구조의 대표적인 점

토광물이다[27]. 녹니석에 대한 우라늄 수착을 KAERI-SDB로 평가하기 위하여

nuclide를 U, 그리고, solid를 chlorite로 하는 기본검색을 수행하였다. 녹니석은

화강암과 같은 암석에 미량 함유되어 있는 광물이며, 아울러 암반 단열 충전광물

의 하나이다. 암석에 미량 함유되어 있을 경우, 녹니석은 우라늄의 수착에 대한

기여도가 큰 광물로 알려졌다[28].

녹니석의 우라늄 수착이 크게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녹니석에 함유되어

있는 철 성분에 의한 수착을 가정할 수 있다[29, 30]. 녹니석은 일라이트(illite)와

같은 2:1 점토광물에 비하여 비표면적과 양이온교환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구

리, 니켈, 크롬, 비소 등의 양이온들에 대한 친화력이 훨씬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31, 32]. 이는 녹니석에는 고준위핵종과 친화도가 높은 철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철 성분이 녹니석의 구조에서 용출되어 철산화물을 형성할 경

우, 수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녹니석의 또 다른 수착 메커니즘

으로 미세균열 또는 미세공극에 대한 확산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초기 수착과정

에서 우라늄은 녹니석의 표면에 수착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녹니석의 미세균

열이나 미세공극 등의 내부 수착점으로 확산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33]. 그림

20, 21에는 녹니석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산포도 및 pH 지수도를 각각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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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녹니석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산포도

그림 22. 녹니석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pH 지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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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화강암에 대한 우라늄의 수착

심부 지질의 처분장 모암으로 평가되고 있는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을 평가하

기 위하여 nuclide를 U, solid를 granite로 하여 기본검색을 수행하였다. 그림 22,

23에는 pH 변화에 따른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산포도 및 지수도를 각각

나타내었다.

분쇄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은 pH에 매우 민감하게 의존적이며, 분배계수 Kd는

pH에 따라 약 0.2～500 mL/g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Kd 값은 산성 영역에서부터

pH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다가 pH 7 근처에서 최고 값을 가진 후 급격하

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우라늄 수착량의 증가는 우라늄의 화

학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pH 범위에서 우라늄은 주로 UO2
2+,

UO2(OH)
+, (UO2)3(OH)5

+ 등과 같이 양이온으로 존재함으로 수착량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라늄 수착은 주로 우라늄의 수산화 복합물이 지배적

인 화학종일 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34].

염기 영역에서는 우라늄 수착량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것은 용액 중에 탄산

염이 존재할 경우에 이 탄산염과 우라늄이 결합하여 음이온의 탄산 복합물을 형

성하기 쉽고 이러한 우라닐 탄산염 화학종은 수착 친화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우라늄의 분쇄화강암에 대한 수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35-37]. 이를 통하여 우라늄이 용해된 탄산염과 착화물을 이룰 경우, 광물

등의 매질과 반응성이 약하므로 지하환경에서 그 이동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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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산포도

그림 24. 화강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pH 지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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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상세검색을 이용한 수착 평가

1. 분쇄화강암의 입자크기 변화에 따른 스트론튬의 수착 평가

분쇄화강암에 대한 Sr(II)의 수착에 있어서 화강암 입자크기의 영향을 평가하

기 위하여 KAERI-SDB를 이용하여 등온선을 구하였다. 등온선을 구하기 위하여

기본검색(Basic search)에서 nuclide는 Sr를 solid는 granite을 각각 선택하여 검

색하였으며 기본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검색을 수행하였다. 상세검색에서는

온도를 20℃, 초기 pH를 6.5로 각각 설정하여 검색하였다. 상세검색을 통해 구

한 두 종류의 분쇄 화강암에 대한 Sr의 등온선을 그림 24에 나타내었으며, 두 개

의 등온선은 Freundlich 타입의 등온선으로 표현되었다[38]. Freundlich 등온선에

서 기울기가 1 일 경우, 등온선은 선형관계로 표현되고, 이때 절편은 LogKd가

된다. 기울기가 1에 가깝게 표현되므로 그림 24에 나타낸 등온선이 선형관계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등온선으로부터 입경이 큰 화강암과 작은 화강암 입자에 대한

Kd 평균값은 각각 229.0±52.7 mL/g과 20.8±1.7 mL/g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Kd

값이 10배 정도 크게 나타나는 것은 입자가 큰 화강암에서 Sr의 matrix

diffusion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9].

그림 25. 분쇄 화강암의 입자 크기 변화에 따른 스트론튬의 수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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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올리나이트의 U 수착에 대한 탄산염의 영향

우라늄 수착에 대한 탄산염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본검색 및 상세검색

을 수행하였다. Nuclide를 U, solid를 kaolinite로 각각 설정하여 기본검색을 수행

하였다. 기본검색 결과 중에서 원하는 자료를 얻기 위하여 temperature를 25℃로

설정하여 상세검색을 수행하였다. 그림 25에는 카올리나이트의 우라늄 수착에 대

한 탄산염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상세검색 결과를 통하여 카올리나이트의 우라늄

수착은 탄산염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용존 탄산염에 의한

우라늄 화학종 분포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라늄은 탄산염이 존재할 경우, 낮은 pH 영역에서 우라닐 이온 또는 수산화

우라닐 이온으로 주로 존재하지만, pH가 증가할수록 우라닐-탄산 이온 또는, 수

산화 우라닐-탄산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우라늄이 탄산염과 반응하여 화

학종을 형성하게 되면 광물표면과 반응성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KAERI-SDB의

검색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26. 카올리나이트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탄산염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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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향후 계획

기존에 개발된 핵종 수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 SDB-21C는 검색기능과

다양한 차트 구현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용 컴퓨터에 프로그램

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사용자가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

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

고 핵종 수착 자료를 검색 및 추출할 수 있는 신개념의 핵종 수착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 KAERI-SDB를 개발하였다.

KAERI-SDB는 로그인/회원가입, 수착 자료 검색, 그리고, 차트구현 등의 다

양한 기능을 포함하도록 고안되었다. KAERI-SDB의 사용자는 기본검색을 통하

여 특정 광물들에 대한 특정 핵종들의 수착분배계수들을 추출할 수 있으며, 상세

검색을 통하여 기본검색된 자료들을 다양한 지화학적 조건별로 추출할 수 있다.

또한 검색 및 추출한 자료를 저장하거나 산포도 또는 지수도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KAERI-SDB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특정 지화학적 조건에서 단일 Kd 값 추출

· 특정 지화학적 조건에서 Kd 값의 분포 결정

· 산포도를 이용한 지화학적 조건 변화에 따른 핵종의 수착경향 평가

· pH, 산화환원전위, 이온강도, 탄산염 농도, 용존 유기탄소 등의 특정 지화학적

조건의 범위 내에서 핵종의 수착 자료 평가

·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핵종 수착자료 평가

KAERI-SDB는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정부관계자, 원자력 관련 산업 종사자, 인허가 기관, 핵종 수착 관련 연

구기관 등에 다양한 핵종 수착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방

사성폐기물 처분 안전성 평가 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

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제 사회에도 국내

핵종 수착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대외적인 신

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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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웹을 기반으로 하는 핵종 수착 데이터베이스(KAERI-SDB)를 개발하였다.

KAERI-SDB를 개발하기 위하여 1997년에 개발된 수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

SDB-21C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사용자가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수정 및 보완된 핵종 수착자료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KAERI-SDB에는 로그인/회원가입, 자료 검색 및 저장, 그리고, 차트 등의 기능들이

포함되도록 고안되었다. KAERI-SDB는 원자력 관련 기관 종사자나 연구기관 종사자

들이 핵종 수착자료에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성 평

가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핵종 수착관련 자료들을 일반인에게 공

개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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