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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 (책임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이 근우)  

문기 의 

수정․보완요구사항
주1)수정․보완요구사항 반 내용 요약 주2)비고

2단계에서 확보한 해체  

제염기술을 토 로, 국내 원

 해체  제염을 2012년

에 착수한다고 가정할 경우 

독자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야와 수행할 수 없는 분

야(즉, 해외업체 수행분야)

를 구분하여 상세 기술 요

망

- 재 기술수 과 국내 원

 해체에 어떻게 본 과

제에서 개발한 기술을 

용할 것인지 상세내용 보

완 요망

• 재까지 확보한 제염해체 기술을 토 로 원

을 포함한 해체 상 시설별로 용 가능 기술

들에 한 황을 [별첨]에 나타냄

•2012년 재 원  해체를 수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원 의 1차계통 제염  핵심설비(RPV, 

SG, RCP, PZR)의 단  원격 취 기술은 

재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들 기술의 

경우는 해외 기술 도입을 통하여 수행해야할 

것으로 단됨

•그러나, 차기 단계에서 형 원자력시설의 해체 

시에 요구되는 계통 제염, 원  핵심설비 단 

 원격 취  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계획을 

수립하 으며, 향후 장기 연구개발을 통하여 

독자 인 원  해체 기술을 확보할 계획임

개발된 기술을 국내 원자력 

시설을 해체시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

이 가능한 상태까지 완성도

를 높이기 바람

•본 과제는 국내고유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자립

이 목표이며, 이번 단계에서 개발된 기술  

재 산업계에서 활용이 요구되는 기술 3건을 이

하 음

•원자력시설 해체를 해서는 국내 원자력 산업

체의 활성화  인 라 구축이 요하기 때문

에 산업계의 활용 시 에 맞추어 개발된 기술

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 할 계획임

국내 특허출원/등록에 비해 

국외 특허출원/등록이 상

으로 은 사유 제시요망

•국외 특허 출원은 국내 특허 출원에 비하여 매

우 높은 10 ~ 20배의 경비가 필요하여 특허 

내용  활용도에 따라 국외 특허 출원을 조

하 음

•국내 특허는 해당기술이 향후 국내 사업을 하

는데 국외 사업자로부터 사용기술을 보호하기 

한 방어용 특허이고, 국외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는 새로운 기술력에 의한 해외 진출를 고

려하여 출원하게 됨

•원자력시설(원  포함)의 해체는 부분 자국의 

기술로 독자 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

기한 이유로 부분 국내 특허 출원을 하 고 

국제 경쟁력을 고려하여 국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국외 특허로 구분하여 출원하 음



기술

구분
소요 기술 황

용 상 시설

연구용 

시설

핵주기 

시설

상업용 

원

비

단계

해체공정 산모사  DB 시스템

해체공정 안 성 평가 기술

해체공정 통합 평가 기술

해체 주기 사업 리 기술

확보

일부 확보

미확보

미확보

◎

◎

◎

◎

◎

◎

◎

◎

◎

◎

◎

◎

방사선원항 측 기술

방사성 핵종 재고량 평가기술

확보

확보

◎

◎

◎

◎

◎

◎

원자력시설 표면 오염도 측정기술

고방사성 오염도 원격 측정기술

 확보

 확보

◎ ◎

◎

◎

◎

제염

원  가동  유지보수를 한 화학제염 기술

계측 장비 등 정 기기 PFC 제염기술

단순 형태의 속 스크랩 제염 기술

확보

확보

확보

◎

◎

◎

◎

◎

◎

◎

고착성 오염 용발 제염 기술

면  겔화학 제염 기술

 확보

 확보 ◎

◎

◎

◎

◎

극한환경 소구역 제염 기술

해체 부품 복합제염 기술

고방사성 시설 계통 제염 기술

미확보

미확보

미확보

◎

◎

◎

◎

◎

◎

단

철거

해체 설비 수  단 기술

라즈마 단 기술

콘크리트 구조물 단 기술

확보

확보

확보

◎

◎

◎

◎

◎

◎

◎

◎

◎

고방사성 흑연 블록 인출 장치

고방사성 설비 단 기술

고하  원격 취  기술

해체장비 원격 제어 기술

확보

일부 확보

미확보

미확보

◎

◎

◎

◎

◎

◎

◎

◎

◎

◎

폐기물

처리

속 폐기물 용융 기술

우라늄 복합 산화물 처리 기술

방사성 세탁 폐액 처리기술

콘크리트 폐기물 감용  자체처분기술

확보

확보

확보

확보

◎

◎

◎

◎

◎

◎

◎

◎

◎

◎

흑연 폐기물 취   처리 기술

용량 해체 폐기물 방사능 측정 장비

유기 혼성폐기물 처리기술

알  폐기물 처리기술

일부 확보

미확보

일부 확보

미확보

◎

◎

◎

◎

◎

◎

◎

◎

환경

복원

베타/감마 오염 토양 폐기물 처리 기술

우라늄 오염토양 복원 기술

확보

일부 확보

◎

◎ ◎

◎

◎

부지 잔류방사능 측정 기술

단  오염부지 복원기술

해체 부지 재이용 안 성 평가 기술

일부 확보

미확보

미확보

◎

◎

◎

◎

◎

◎

◎

◎

◎

[별 첨] 원자력시설 해체 상 시설별 소요기술  황



- i -

제   출   문

     교육과학기술부 장  귀하

  이 보고서를 “원자력시설 DD&R 기술 개발” 과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주 연구기 명   : 한국원자력연구원

   주 연구책임자   : 이 근 우

       연    구    원   : 강 일 식, 김 계 남,
       김  욱, 김 성 균,
       문 제 권, 박 근 일,
       박 승 국, 서 범 경, 
       송 기 찬, 양 한 범,
       양 희 철, 원 휘 , 
       윤 인 호, 이 규 일,
       이 근 , 이 기 원, 
       이 동 규, 이 일 희, 
       이 재 원, 임 재 , 
       정 경 민, 정  성, 
       정 동 용, 정 의 창, 
       정 종 헌, 지  용, 
       최 병 선, 최  수,
       최 왕 규, 홍 상 범, 
       황 두 성,
       김 창 기, 소 지 양,
       오 원 진, 윤 석 본, 
       이 민 우, 이 보 람, 
       정 선 희, 최 은 경, 
         택, 홍 순 재, 
       황 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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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고유번호 2011-0001984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10. 3. 1 ~

2012. 2. 29
단 계 구 분 2단계 / 2단계

연 구 사 업 명
사 업 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핵연료주기

연 구 과 제 명
과 제 명 원자력시설 DD&R 기술개발

세부과제명

연 구 책 임 자 이 근 우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  53.5  명

내부:  31.1 명

외부:  22.4 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 6,428,000 천원

기업:          천원

  계: 6,428,000 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114.2 명

내부:  59.7 명

외부:  54.5 명

총연구비

정부: 14,904,000 천원

기업:           천원

  계: 14,904,000 천원

연구기 명  소

속 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제염해체연구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 국명: 상 국 연구기 명:

탁 연 구

연구기 명: 경희 학교

            한양 학교

            경일 학교

            고려 학교

연구책임자: 박 헌

   김용수

            한명진

            김종승

1. 연구개발 목표  내용

국내 원자력 연구시설 해체사업 용 기술과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핵연료주기 시험시설의 개·보수  북한 

핵시설 해체에 비한 기술 기반을 구축함.

2. 연구결과 

• 해체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 원자력시설의 운 (유지·보수)  해체 시 경제성과 안 성을 증

시키고 고방사능 시설에 공통 으로 용되는 해체 핵심기술

을 개발하여 국내 해체 기반기술을 구축함.

• 원자력환경 청정화기술 개발 

  - 원자력시설의 개․보수  해체에 필요한 제염기술  연구로/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부지 제염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고유

의 제염기술을 확보함. 

• 고방사능 시설 운   해체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 원자력시설 해체 시 필수 으로 발생되는 량의 고방사성 고체

/액체 폐기물을 부피 감용하여 폐기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

술을 개발하여 원자력 시설 해체 폐기물 처리기술을 확보함. 

• 우라늄 혼합물 해도 감화 기술 개발 

  - 다양한 우라늄혼합물로부터 환경친화  특성을 가지며 우라늄만

을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우라늄의 재활용  우라늄 

폐기물 처리 기술을 확보함. 

보고서 면수 252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용발 제염, 부지복원, 토양제염, 고방사능시설 해체, 안 성 평가, 알 선 측정, 해체 

폐기물, 콘크리트, 감용, 탄산염, 산화용해, 우라늄 침

어 laser ablation decontamination, site remediation, soil decontamination, 

decommissioning of high radioactive facility, safety assessment, alpha detection, 

decommissioning waste, concrete, volume reduction, carbonate, oxidative dissolution, 

uranium precipitation 

보고서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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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자력시설 DD&R 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 해체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고방사성 설비의 해체작업은 높은 방사능 로 인해 작업자의 근이 어려울 뿐만 아

니라 고난이도의 작업이므로, 안 성과 효율성을 증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체 기술은 해체 상 시설의 특성과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국의 여건에 합한 site specific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원자력시설 해체 비용을 감하고, 작업자  일반 의 안 성을 향상시키기 해서

는 해체 계획 수립 시 경제 이고 안 성이 높은 해체 공법과 해체 시나리오를 선정해야

한다. 경제성과 안 성을 고려하여 최 의 해체 공법과 해체 시나리오를 선정하기 해서 

가상의 3차원 공간에서 종합 으로 해체공정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원자력시설의 해체 시 작업자의 방사능 피폭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해체 작업을 원격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고방사능 지역은 사람의 근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모든 작업이 원거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자국의 해체 여건에 맞는 해체장비

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고방사성 시설의 해체 상물은 부분 두꺼운 재료가 부분으

로 해체 기술 용 시 두꺼운 상물도 쉽게 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해체

기술들은 단 시 2차 폐기물이 다량 발생되거나 두꺼운 재료 단에 부 합한 기술들이 

부분이므로 고방사성 시설 해체에 합한 새로운 단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원자력시설의 해체계획 수립, 방사선 안 리, 폐기물 규제해제 시에는 해체 상  

발생 폐기물에 해 정확한 오염도를 측정해야한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취 시설과 같

은 고방사능 오염시설에 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2. 원자력환경 청정화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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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발 제염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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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고 본격 으로 추진될 이로 로세싱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염기술을 

확보하는데 목 이 있다. DFDF는 노후화되어 장비의 교체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며 핵주기 

시험시설인 조사후시험시설(PIEF)은 20년 이상 가동으로 노후화에 따른 안 성 확보를 해 

수년 이내에 단  보수가 상되므로 이에 비한 제염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고방사능의 극한 환경에서 작업자 피폭 감과 효율 인 작업을 해 공간 선량을 

신속하고 효율 으로 제염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는데, 오염부 의 선택  제거와 

원격제어가 가능한 이  제염기술을 개발할 경우 효과 으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부지 제염기술 개발

TRIGA 연구로와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부지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토양을 자체처분 기  

이하로 제염하여 처분 상의 방사성폐기물 양을 이기 한 토양제염기술을 개발하는데 

목 이 있다. 원자력시설의 해체 후에 부지를 재사용 는 자연 녹지화하기 해서는 오염된 

부지를 제염하여 방사성 물질을 충분히 안 한 수 까지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토양 내 

오염된 방사성 물질은 토양 내 기공 는 구조 물질 내 깊숙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제염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특히 토양 내에는 미세 입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화학 세척과 

같은 단순한 방법론을 확립하고 비포화 의 핵종 이동 특성을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 다. 원자력시설 부지를 제염한 후에 부지의 복원 건 성 평가는 부지의 방출을 한 

요한 단계이다. 복원 건 성 평가의 첫 단계로 부지 내 잔류 방사능 평가한다. 부지의 

잔류 방사능 평가는 넓은 오염지역 내 표시료를 채취하여 통계학 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표 시료를 정확하게 채취해야 잔류 방사능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원자력부지의 복원 평가를 완성하기 해서는 표시료 확보 방법론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오염 부지의 수평  분포뿐만 아니라 수직 분포를 평가하게 되는데, 넓은 지역의 

시료를 직  채취하는 신에 방사화학의 이론을 목하여 간 으로 수직 분포를 

평가하면 작업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지 복원 건 성 평가의  하나의 

인자는 지표면의 핵종이 비포화 를 통하여 지하수 층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표면의 오염 허용치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를 해 비포화  내의 강수량을 

고려한 핵종이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3) 겔화학 제염기술 개발

DFDF 등 SF 건식 재활용 련 시설의 장기 운 에 따른 보수 는  

refurbishment에 비하고, 이로 로세싱 연구의 본격화에 비한 유지 보수용 핫셀 

제염 기술이 필요하다. 화학 제염기술은 화학  용해나 산화·환원 반응에 의한 높은 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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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다량의 폐액을 발생함으로써 장 제염기술로서 사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폐액 발생을 억제하면서 제염 상과 제염 매개체 사이의 시간을 증가시켜서 

기존 화학 제염기술이 갖는 제염능을 유지하면서 처리가 용이한 형태로 은 양의 

폐기물만이 발생하는 겔 화학제염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화학 으로 불활성이고 

비표면 이 큰 미세 고체 형태의 도성 겔화제로 구성된 도성 제염용액을 사용한 겔 

화학제염 기술은 경사지거나 수직한 면  표면의 장제염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모재에 형성된 오염을 해체없이 장에서 제염할 수 있다. 제염 화학제의 운반체로서 

기능하는 겔화제는 제염 화학제와의 물리·화학  합성, 겔 화학제염제의 분사와 오염 

표면에의 착, 제염 후 폐기물의 완  수거가 가능토록 건조  박리특성 등이 우수한 겔 

제염 기술개발을 해서는 겔 제염제의 제조와 표면 착 특성 연구를 통한 겔 제염제의 

제조 방법을 최 화하고 이를 근거로 다양한 오염특성에 따른 제염성능 연구와 규모 

장실증 등이 필요하다.

3. 고방사능 시설 운   해체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미국, 국 랑스 등 해외 원자력 선진국들은 역할이 끝난 원자력시설의 제염·해체를 

규모로 추진하고 있어 제염·해체사업이 가장 요한 원자력 산업의 하나가 되고 있다. 국내

에서도 TRIGA 연구로  우라늄변환시설의 퇴역으로 이들 시설에 한 제염·해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 시설의 해체 시에는 방 한 양의 콘크리트 폐기물을 포함하

는 해체 폐기물이 발생하므로 효과 인 폐기물 처리 책이 시 한 실정이다. 2009년 말 

재, 연구로 해체 시 약 2,000 톤의 콘크리트 폐기물이 발생하 으며, 이 에서 약 260 톤이 

방사화된 량콘크리트 폐기물이다. 한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시 100톤 이상의 우라늄으로 

오염된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이 발생되었다. 방사성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은 한 처리를 

통해 감용  자체처분 는 재활용한다면 처분 상 폐기물량의 감소로 인한 처분 비용의 

감  처분 안 성의 증 뿐만 아니라 자원의 재활용성을 증 시킨다는 에서 매우 정

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 핵연료주기 개발시설과 같은 고방사능 시설을 포함한 원자력 시설의 운 , 개선․보

수  해체 시에 다량의 HEPA 필터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HEPA 필터 폐기물 처리에 

한 연구는 거의 없어 국내 기술기반이 취약한 상태이다. 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시설(연구

용 원자로, 우라늄 변화시설, 조사후 시험시설, 조사재시험시설 등)에서 발생된 약 1500드럼

의 HEPA 필터가 발생되어 방사성폐기물로 장되어 있다. 한 가동 인 원  10기에서 연

간 약 1,700드럼 (약 3,400개), 한 원자력연료주식회사(KNF)에서는 최소 연간 50 드럼의 폐 

HEPA 필터가 발생되고 있다. 향후 사용후핵연료를 취 한 DFDF (Dupic Fuel Demonstration 

Facility)와 20년 이상 가동된 조사후시험 시설, 이로 로세싱 연구시설에서 많은 양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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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HEPA 필터 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효과 으로 핵종을 제거하고 

부피를 감용하는 독창 인 HEPA 필터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라늄변환시설에서는 질산에 용해된 우라늄의 추출을 해 유기인 용제 (organophosphorus 

solvent)인 TBP(tributylphosphate, (CH3CH2CH2CH2O)3PO)와 dodecane (CH3(CH2)10CH3) 혼

합 용제를 사용해 왔으며, 이 변환시설의 해체과정에서 약 3 톤의 우라늄을 함유하는 폐

TBP-dodecane 유기혼성폐액이 발생되었다. 이 우라늄함유 유기혼성폐액은 가연성 액체이므

로 처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기 장 시 화재의 험성이 있으므로 소각처리하고 우

라늄을 함유하는 소각재를 안정화하여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TBP를 포함하

는 유기혼성폐액의 소각처리 시에는 소각로내벽이나 배기가스 처리장치 배  내 고부식성 

인산이 응축되므로 기존의 소각공정으로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유기인 함유 혼성

폐액의 처리에 합한, 즉, 인산 응축에 의한 문제 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소각과 같은 최고

의 감용 효과를 주는 한 소각 체공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4. 우라늄 혼합물 해도 감화 기술 개발 

우라늄혼합물 해도 감화 기술개발 과제는 1단계 (2007년∼2009년)에서 과제 ‘핵연료 

주기 악티나이드 연구’의 제 4 세부 과제인 ‘악티나이드 해도 감화 기술 개발’에 이어서 

2단계 (2010년∼2011년)에서 과제 ‘원자력 시설 DD&R 기술개발’의 제 4 세부 과제로 수

행하 다. 제 1 단계에서는 탄산염 용액 계에서 산화용해-침출  침  기술을 사용하여 사

용후핵연료 (SF)로부터 우란 핵종 (TRU)을 포함한 부분의 핵분열 생성 핵종 (FP)은 침

 고형물로 불용해시키면서, 우라늄만을 선택 으로 용해-침출시키고, 이후 용해된 우라늄

만을 천층 처분 가능 수 의 고순도로 침  회수함으로서, 핵확산 항성과 친환경성을 가지

는 새로운 개념의 사용후핵연료 리 기술을 사용하는 악티나이드 해도 감화 시스템 개

발을 목표로 하 다. 제 2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얻어진 탄산염 용액 계를 이용한 기술을 

기반으로 선행핵연료 주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우라늄혼합물로부터 높은 환경친화성을 가

지는 방법으로 우라늄만을 회수함으로서 우라늄을 재활용하거나 극  폐기물 처분이 가

능하도록 함으로서, 해성을 가지는 우라늄 혼합 폐기물의 부피를 획기 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우라늄 해도 감화 시스템 개발을 하려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상온 탄산

염 용액 계 산화 용해-침  분리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우라늄혼합물로부터 우라늄을 제

외한 부분의 원소는 침  고형물로 잔존시키면서 우라늄만 선택 으로 용해시키고, 용해

된 우라늄을 2차 폐기물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고순도 침  회수시키는 기술과 련한 화

학  특성 평가  공학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선․후행핵연료 

주기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우라늄혼합물로부터 높은 핵확산 항성과 친환경성을 가지며 

우라늄만을 분리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은 핵연료주기에서 사용되는 우라늄의 활용률을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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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특히 사용후핵연료 부피의 부분을 차지하는 우라늄만을 선택 으로 분리하여 

U을 C-class 수 으로 처분할 수 있다면 고  폐기물 처분장의 부지능을 크게 증 시킬 

수 있어 이러한 기술은 한국 실정에 합한 사용후핵연료 리 방안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

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선진국들이 사용하는 용매추출법에 의한 유사한 습식 기술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가 핵 투명성에 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갖지 못하기 때문

에 핵확산 항성이 낮은 공정 개발에 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실이다. 그

러나 만약 지 까지 알려진 용매추출제가 사용될 수 없는 용액 계를 사용하여 종래의 습식 

기술과 기술 이 유사성을 배제시키면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Pu이 단독으로 분리되지 않는 

특징과 종래의 습식 공정에 비하여 폐기물을 게 발생시키는 특징을 가지면서 조업 안정성

이 개선된 습식 공정이 있다면, 이는 우리나라에서 핵확산 항성과 친환경성을 가지는 사용

후핵연료를 리하기 한 습식 공정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우라늄혼합물로부터 2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우라늄만을 회수하여 핵연료 물질로 순환시킬 수 있으면 우라늄의 활

용률을 높이면서 우라늄 폐기물의 부피를 감용시켜 효과 인 우라늄 폐기물 리 방안이 될 

것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본과제의 연구개발 내용  범 는 다음과 같다.

1. 해체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가.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모사  평가 기술 개발

  ○ 해체공정 모사  평가 기술 개발

  ○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체계 설정

  ○ 해체공정 안 성 정량  평가 기법 개발

  ○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 개발 

나. 고  알 /베타선 오염도 동시 측정기술 개발

  ○ 고방사능 알  오염도 원격측정 기술 개발

  ○ 알 /베타선 동시 측정용 섬 검출소재 개발

  ○ 고  알 /베타 오염도 원격측정장비 개발

다. 고방사능 설비 해체장비 단 기술 개발

  ○ 해체장비 개념 설계  제어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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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방사능 설비 단 기술 개발

2. 원자력환경 청정화기술 개발 

가. 고방사능 시설 용발 제염기술 개발

  ○ 용발 제염기술 특성 시험

  ○ 용발 제염 공정 개발

  ○ 제염생성물 포집기술 개발

  ○ 용발 원격 제염시스템 개발

나. 해체 부지 복원기술 개발

  ○ 동 기세정 부지제염 단 기술  장치개발

  ○ 퇴 침출 부지제염 단 기술  장치 개발

  ○ 임계 이산화탄소 제염 단 기술  장치 개발

  ○ 복원공정 모니터링 요소기술 개발

다. 겔화학 제염 기술 개발 

  ○ 겔 화학 제염제의 표면 착 반응특성 연구

  ○ 제염 상별 겔 화학 제염제 성능평가

3. 고방사능 시설 운   해체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가 . 콘 크 리 트  해 체 폐 기물  재 활용 방 안  설정   평 가

  ○ 비원자력 재활용 방안 평가

  ○ 원자력분야 제한  재활용 방안 평가

나. 콘 크 리 트  해 체 폐 기물  가 열분쇄 감 용 기술 개발

  ○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특성 평가

  ○ 콘크리트 폐기물 부피감용 단 공정 시험  평가

  ○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열 /기계  분리 공정 개발

  ○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가열분쇄 감용장치 제작  기술 실증

다. HEP A 필터 폐 기물  화   감 용기술 개발

  ○ HEPA 필터 폐기물 화  감용 단 기술 개발

  ○ HEPA 필터 폐기물 화  감용 시스템 개발

라 . 알  함유  유 기 혼 성 폐 기물  처 리  단 기술 개발  

  ○ 알  함유 유기 혼성폐기물 감용처리 단 기술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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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  함유 유기 혼성폐기물 처리 단 공정 성능 평가

4. 우라늄 혼합물 해도 감화 기술 개발 

가 . 악티나이 드 해 도  감 화  기술개발  

  ○ 탄산염 용액계에서 악티나이드 핵종 용해 특성  

  ○ 탄산염 용액에서 FP-산화물의 산화용해

  ○ 탄산염계에서 우라늄산화물 산화 용해

  ○ 처분 해 핵종의 선택  침   공침  제거  

  ○ Salt-free 탈탄산화 특성 규명  탄산염 회수-재순환 시스템 평가 

  ○ 우라늄의 선택  흡착 분리  우라늄 고도 침  시험 

나. 우라늄혼합물 해도 감화 기술개발 

  ○ 우라늄 혼합 산화물의 재료 특성  산화 용해 특성 연구  

  ○ 우라늄혼합물 내 불순물의 용해(/침출) 특성  고액 분리 특성 연구  

  ○ 해 투석에 의한 무기 산, 알카리 회수 기구 특성 연구  

     연속식 공학  용해-침  장치 개발  

Ⅳ. 연구개발결과

1. 해체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가.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모사  평가 기술 개발

○ 고방사능 시설 해체 VR 시스템 개념 설정

○ 고방사성 제염해체 공정 시나리오  평가항목 선정

○ 해체공정 모델링  산모사 구

○ 방사능 오염도 3차원 가시화 로그램 개발

○ VR 환경 내 해체 공정  정보 평가 방법론 개발

○ 해체 안 성 평가 체계 설정

○ 해체공정 안 성 정량  평가 기법 개발

○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로그램 개발

나. 고  알 선 오염도 측정기술 개발

○ 사용후핵연료 취 시설과 같은 고방사능 오염 시설의 표면오염 상별로 측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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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선정

○ 표면오염 상별 고  오염도 측정에 합한 소재를 선정

○ 기본 소재의 특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검출소재의 제조방법 도출

○ 소구역의 오염도 직  측정이 가능한 결정형 센서의 제조조건 도출

○ 시설 벽면 는 바닥과 같은 넓은 면 의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분사형 검출소재

인 core-shell 에멀젼 제조조건을 확립

○ 면  오염도 측정용 분사형 검출소재에 오염 핵종을 포집할 수 있는 기능성을 

부여한 제조조건 선정  핵종 포집 성능 평가

○ 검출소재의 최  기하학  조건을 도출하고, 알 /베타선 측정에 합한 검출소재 

 섬 체 특성을 평가하여 제조조건 도출  성능 평가

○ 알 선과 베타선의 동시 검출에 합한 최  제조조건에 따른 물리화학   방

사선학  특성을 평가하고, 고방사성 시설 내부의 벽면이나 바닥과 같은 넓은 지

역의 오염도를 이미지화할 수 있는 신개념 검출소재 제조방안 확립

○ 소구역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제어기술을 선정하고 소구역용 오

염도 원격 측정장비를 설계․제작하여 성능 평가. 면  오염도를 원격 측정용 

제어 기술 성능 평가  용성 평가

○ 알 /베타선 동시 측정용 phoswich 검출기의 출력 신호로부터 알 선과 베타선의 

오염도를 각각 측정하기 한 신호분리 기술 개발

○ 면  오염도 원격 측정 장비 설계․제작, 고  오염도 원격 제어 로그램  

오염도 3D Mapping 로그램 개발 

다. 고방사능 설비 단 기술 개발

○ 다기능 해체장비는 단, 측정, 제염, 취   이송을 하나의 해체장비에서 가능하

도록 개발하고, 해체장비를 원거리에서 3차원 그래픽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

격제어 하도록 개념설계

○ 산해석을 통한 극 온 단 기술 용석 분석  극 온 단실험장비 설계 요

건 도출

○ 극 온 단용 가압공정 장치 설계  제작

○ 극 온 단 장비의 성능 해 요인인 액체질소 기화 방지를 해 주요 부품에 

한 극 온 유지 방안을 설정하고 CFD 열 달 해석을 통해 기술사양을 도출

○ 극 온 유지 공정장치 제작에 필요한 주요 구성품인 극 온 기 용 오링, 액체질

소 공 용 챔버, 멀티진공 발생 장치 등을 자체 제작하 고, 각 구성품을 종합하

여 극 온 유지 공정장치 제작  성능시험 수행

○ 극 온 단 장비의 단 시험을 통해 단 성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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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 매질 별 단 성능 비교 평가

○ 이  거리 센서를 이용한 노즐 치 제어 장비 제작  성능시험

○ 다기능 해체장비 그래픽 제어 기술 개념설계

2. 원자력환경 청정화기술 개발 

 가. 고방사능시설 광용발 제염기술 개발

   (1) 고방사능 시설 해체제염 기 특성 평가 

DUPIC 핵연료 제조시험 공정 시설, 이로 로세싱 시설  PIEF/IMEF 시설에 한 

오염특성 분석을 통해, hot cell은 사람의 근이 불가능한 고 방사능으로 오염되며 원격으로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건식 제염기술 개발이 필수 임을 악하 다. 11 가지의 후보 건식 

제염기술에 해 용의 용이성, 이차폐기물 발생량, 제염 성능, 제염 속도, 제염 비용  

방사선 작업자 방사선 피폭에 한 기술 평가를 통해 용발 제염기술이 제염 성능  원격 

오염 제거가 가능한 효과 인 제염 기술임을 확인하 다. 용발 제염에 용할 최  원을 

확인하기 해 고체 이   기체 이 의 두 부류의 후보 원별 장, 출력, 용 상에 한 

기술특성 분석으로부터 Nd:YAG 이 , CO2 이   Excimer 이 를 후보 용발 제염기술로 

선택하 다. 선정된 CO2 이 , Nd:YAG 연속 이 , Nd:YAG 펄스 이 의 콘크리트 표면에 

한 식각 특성 평가실험을 수행하 다. Type 304 stainless steel, epoxy paint로 도포된 표면  

concrete에 해 Nd:YAG pulse laser가 용된 부분만 깨끗하게 식각됨을 확인하 으며 용발 

제염에 한 이 로는 단  pulse 에 지가 큰 Q-switched Nd:YAG 이 를 선정하 다.

고체 이  매질은 Nd:YAG crystal을 사용하며, fundamental frequency에서 반복율 20 Hz, 

펄스에 지 450 mJ 이상, 펄스폭이 일부 증감하도록 설계하 고 이 빔의 펄스폭이 7 - 10 

ns 사이에서 조 이 가능하도록 하 다. 제작된 장치는  Concrete  Type 304 stainless 

steel 시편 표면을 효과 으로 용발 시켰으며 감 지를 사용하여 측정한 이  빔 직경은 8 

mm, energy meter에 의해 측정된 pulse 에 지는 450 mJ/pulse이었다.  

   (2) 고방사능 시설 해체제염 단 기술 시험 

1,064 nm 장의 Nd:YAG 펄스 이 를 이용하여 Cs
+
 이온에 한 제염 공정 조건 도출 

 첨가제에 따른 제염성능 향상 연구를 수행하 다. 펄스형태의 고출력 (450 mJ/pulse) 

이  송을 다  학시스템 (flying optics)으로 해결하여 3차원 용성을 확보하 고 10 

m 송 시 에 지 손실은 1% 이하로 확인되었다. 

 이  에 지 도와 식각 깊이에 한 계식으로부터 95% 이상 제염에 필요한 최  

이  에 지 도, 조사 횟수 조건을 도출하 고 산화 시편의 경우 KOH나 KNO3와 같은 

첨가제를 용함으로서 제염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 다. 제염 후 발생하는 입자를 포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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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싸이클론과 HEPA filter로 구성된 입자 포집장치를 설계 제작하 고 DOP 입자를 

99.9% 이상 제거할 수 있었다. 

Cs, Co, Ce  Eu로 Type 304 stainless steel, concrete  알루미늄 시편에 해 1064 nm, 

532 nm, 355 nm에서 최  이  fluence   shot number를 도출하 다. 최 화 조건에서 

모든 오염원은 99 % 이상 제거되었다. 원격 용발 제염시스템의 부품별 방사선 조사결과, 원격 

용발 제염시스템은 hot cell 조건에서 240 시간 동안 가동할 수 있음을 증명하 다. Co-60와 

Cs-137의 동 원소 용액으로 오염된 SUS 304, Inconel, concrete 시편에 해 제염계수 100 이상, 

원  연료 시편에 해 평균 23.3 이상의 높은 제염효과를 얻었다.  

   (3)  고방사능시설 해체제염  단 공정 개발 

1,064 nm 이  장을 532 nm로 하모닉스하여 이  제염 성능을 악하 다. 532 

nm에서 제염실험 결과 용발 제염에 필요한 이  에 지 도 threshold가 약 4.8 mJ/cm
2
로 

1,064 nm 이  (약 57.3 mJ/cm
2
)에 비해 1/10로 크게 낮아짐을 확인하 으며 제염 속도를 

10배 이상 향상 시킬 수 있었다. 한 Cs-137의 방사성 동 원소로 오염시킨 모의 시편을 

사용하여 제염 성능을 평가하 으며 제염계수는 100 이상을 얻을 수 있었다. 용발 제염에 

의해 생성되는 제염입자의 크기는 SMPS (Scanning Mobility Particle Sizer)로 장 

측정하 으며 20-120 nm의 크기 범 에 있음을 확인하 다. 이들 입자는 HEPA filter에 의해 

99.4 - 99.9% 포집됨을 알 수 있었다. 시간 당 2500 cm
2
 이상의 제염 속도를 가진 용발 

원격제염시스템을 개발하 다. 본 시스템은 3차원 원격 용  0.1 mm의 분리능으로 거리 

조 이 가능하며 10 kg 의 하 에 견딜 수 있도록 하 다. 

 나. 부지 제염기술 개발

   (1) 부지 제염 단 기술  장치 개발 

연구로  우라늄 변환시설 토양의 오염  지질학  특성을 악하 다. 연구로 토양은 

다량의 모래를 함유한 사암 풍화토 층으로 Co  Cs가 주요 방사성 핵종인 반면, 우라늄변환 

시설 부지는 다량의 모래를 함유한 우라늄 오염의 매립층으로 확인되었다. 재 연구원 내에 

보 인 오염 토양을 자체처분 하기 한 부지 제염기술 개발 연구를 통하여 고난이도의 장기 

숙성 오염토양을 고효율로 처리하기 한 동 기세정 제염 공정 장치와 오염 기 토양의 

고효율 처리 실험 평가가 가능한 컬럼형 응결침출 공정 장치를 개발하 다. 한 우라늄 

오염토양이나 북한 핵시설 해체 부지와 같이 고독성 TRU 오염토양에 용할 수 있는 임계 

CO2 제염 기본 특성도 악하 다. 

   (2) 부지 제염 장치 개선  실증 시험 

동 기세정 제염장치와 컬럼형 응결침출 제염장치의 성능을 개선하 다. 동 기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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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에서는 내 부식성의 DSA (dimensionally stable anode) 극을 도입하고, 반응기의 연속 

운 성을 개선하 다. 컬럼형 응결침출 장치에서는 침출 용액의 컬럼 체류시간 조 성과 제염 

성능 평가가 용이하도록 개선하 다. 개선된 장치를 이용하여 공정 변수에 한 최  

제염조건을 도출하고 방사성 폐기물을 상으로 제염 성능을 검증하 다. 그 결과, TRIGA 

연구로 부지에서 채취한 방사성 오염 (Cs-137, C0-60) 토양을 자체처분 가능한 수  (약 80 

Bq/kg)까지 제염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한 임계 CO2 토양제염 공정 연구를 통하여 

우라늄 오염 토양을 2차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면서 95% 까지 제염할 수 있는 조건도 

도출하 다. 

   (3) 부지 복원 모니터링 요소기술 개발 

부지 재활용 기  평가 모델로 MARSSIM을 연구로 2호기 해체부지에 용하여 시료 

표성 평가 모델을 검증하 다. 이동형 감마선 핵종분석기(ISOCS)를 이용한 부지 깊이별 

방사능 깊이 분포 측정 개념을 도출하 고 복원부지 잔류방사능 장 측정의 최  범 로 

반경 50 m를 결정하 다. 한 오염부지 표면에서 지하수 층까지의 핵종 이동 평가 

로그램을 개발하여 비포화 에서의 핵종 이동 특성을 규명하 다. 

 다. 겔 화학 제염기술 개발

   (1) 겔화학 제염제 제조 특성 연구

방사능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한 무기 단일겔 형성제의 특성과 이들의 물성을 

악하 으며, 최종 폐기물량 감을 한 건식 실리카 기조 겔 형성제에 합한 

성조제의 특성분석을 통해, 겔 형성제와 후보 성조제를 선정하 다. 건식 실리카 기조 

겔 형성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이온성 성 조제  표면 착 특성, 건조  

박리특성, 제염능 등에 한 방사능(Co, Cs 핵종) 특성 실험을 수행하여 Ce 제염제에 

합하고 최종 폐기물량 감에 효과 인 성조제의 종류와 농도 등 성조제 

formulation을 확보하 다.

   (2) 겔화학 제염제염 공정개발

재까지 lab규모 실험을 통해 확보한 겔 화학제염제 formulation을 기 으로 오염 

특성(고착성/비고착성 오염), 제염 상 모재(SUS 304/콘크리크/타일)  표면 형태(표면 

조도, 도장/미도장 표면) 등의 제염 상별 겔 화학 제염제의 성능을 평가하 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면  방사성 오염 장에 합한 겔 화학제염 공정개발을 해, 겔 

화학제염 장치를 제작·구축하 으며 (주)원  연료 화학실험실 내부의 우라늄으로 오염된 

후드벽면(타일소재)과 바닥 (스테인 스강 소재)을 상으로 면  겔 제염기술 실증시험을 

수행하여 KAERI에서 개발한 겔 화학 제염기술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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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 방 사 능  시설 운   해 체 폐 기물  처 리 기술 개발

가. 해체폐기물 재활용 기술 개발

국내외 규제해제 기 에 따른 콘크리트 폐기물 재활용( 는 자체처분) 방안을 설정하고, 

이들 방안에 한 방사선학  안 성 평가를 통해 작업자  일반 의 피폭선량을 평가

하여 핵종별 규제 해제 농도를 산출함으로써 콘크리트 폐기물의 비원자력 분야 재활용  

원자력 분야의 제한  재활용에 한 가열분쇄 감용  재활용 공정장치의 성능 요건을 제

시하 다.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재활용 방안 평가를 통해 제시된 결과를 토 로 연구로  우라늄변

환시설 해체 장으로부터 발생된 콘크리트 폐기물의 열 /기계  처리 특성시험을 통한 가

열분쇄 공정을 최 화 하 으며, 이를 통해 약 70%의 방사성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을 감용

할 수 있는 공정을 확립하 고, 열처리와 동시에 분쇄가 이루어지는 독창 인 일체형 가열

분쇄 공정장치  패들형 회  충격 분쇄 공정장치를 개발하 다. 

방사성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의 가열분쇄공정 과정에서 발생되어 기 콘크리트 해체폐기

물의 20%를 상회하는 방사성 콘크리트 미분말의 안정화공정 개발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미

분말의 수화성 회복을 한 열  처리  미분말 고화체 성능 향상을 한 화학  처리를 

통하여 콘크리트 미분말을 최 로 포함하는 고화체 제조조건을 도출함으로써 고화체의 부피 

증가를 최소화시키는 안정화공정을 확립하 고, 공정 비교 평가를 한 방안으로 고온 슬래

깅 공정개발을 통하여  국내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연구로 량콘크리트, 우라늄 변환시설 

경량콘크리트) 발생 특성을 고려한 콘크리트 미분말 폐기물 최  슬래깅 고화체 제조 조건

을 도출하 으며, 량  경량 콘크리트 미분말의 배합비에 따라 감용율 65% 이상을 실

하 다. 

결론 으로, 본 연구를 통해 독창 인 가열분쇄 감용 공정장치를 개발하고 기술을 실증함

으로써 국내 원자력시설 해체 시 발생하는 량의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에 한 용성을 확

보하 으며, 연구로 방사화 량콘크리트(약 260톤)와 우라늄 변환시설 경량콘크리트 (100톤 

이상) 감용  자체처분 사업 용기술로 활용할 시 약 80억 원 이상의 처분 비용 감이 

기 된다.

나. HEPA 필터 폐기물 저준위화 및 감용기술 개발

원자력연구원을 심으로 발생하는 HEPA 필터 폐기물의 발생 황과 HEPA 필터의 구조

 특성  핵종 오염 특성을 분석하여 HEPA 필터 폐기물의 화  감용을 한 기

 물성 자료를 확보하 다. HEPA 필터 폐기물 처리를 한 단 기술로 열 /화학  처

리기술, 필터 매체의 방사능 를 감소시키는 화 기술  필터 매체의 부피를 감소

시키고 안정한 고화체를 제조하는 감용/안정화 기술을 선정하 다. HEPA 필터 매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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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단 공정 특성시험을 통해 유리섬유 매체에 오염된 핵종을 99% 이상 제거 가능한 

기화학 /화학  용출 공정과 감용비 30 이상의 고온 용융 감용 공정에 한 성능 자료를 

확보하 다. 다양한 용출시험결과, 4M 질산 용액에 의한 반복용출이 가장 효과 이었다. 

HEPA 필터 폐기물의 오염 특성, 처리기술 황 분석  단 공정 특성실험에 의한 오염핵

종 제거  감용특성 평가를 통해 HEPA 필터 폐기물의 화  감용 flowsheet를 도출

하 다. 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된 방사성 HEPA 필터 매체를 직  제작한 실증규모 HEPA 

필터 용출처리장치에 용하여 Cs-134 와 Cs-137, Co-60에 해 각각 97.5와 97.3, 98.30%의 

제거효율이 나타났다. 따라서 방사성 HEPA 필터 매체는 용출처리장치에 처리하고, HEPA 

필터 임은 자체처분이 가능하다. 한, 용출처리 시 발생된 방사성폐액은 침 -여과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부피감용의 방법으로, 방사성 HEPA 필터 매체를 Graphite crucible에 감

용/안정화 공정을 용하여 1/30 이하로 효과 이게 부피를 감용하 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방사성 핵종과 속의 휘발과 침출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한 고화체를 만드는 공정을 확보

하 다.

다. 알파 함유 유기 혼성폐기물 처리 단위기술 개발 

여러 가지 소각 체공정의 기술 황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부터 기존의 소각공정의 큰 

문제 인 화재 험성이나 다이옥신의 발생 등의 문제 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소각과 같은 

최고의 감용 효과를 주는 수증기개질 공정을 우라늄함유 TBP 유기폐액의 분해처리에 가장 

합한 공정으로 선정하 다. 이 수증기개질 공정의 개발에 필요한 단 공정의 특성을 평가

하기 하여 상폐기물인 TBP 유기폐액의 열분해 가스화 특성을 먼  고찰하고 그 결과로

부터 열분해-수증기개질- 매산화 단 공정이 유기성분의 분해를 한 기본공정으로 선정되

었다. , 상폐기물인 TBP 유기폐액 내에는 ((UO2)(NO3)2(TBP)2)이 용해되어 있어 유기성

분의 분해 시에 상당량의 유해성 질소산화물(NOx)  부식성 인산가스(P4O10)가 발생하므로 

이의 효과 인 처리를 한 NOx 처리단 공정  인산가스 제거 단 공정이 요소 배기가

스 처리단 공정으로 평가 상에 포함되었다. 

우라늄함유 TBP유기폐액(((UO2)(NO3)2(TBP)2)-TBP-dodecane 혼합물)의 열분해가스화 실험

결과, 빠른 속도의 탈 질산 반응에 의해 NOx를 배출함과 동시에 dedecane의 휘발이 먼  

일어나고, 이후 TBP의 열분해에 의한 C4 탄화수소 (butene(C4H8), butanol(C4H9O)  

butanal (C4H8O)) 가스가 발생되고 잔류하는 P2O5는 약 600°C 이상의 고온에서는 P4O10(g)의 

형태로 휘발한다. 이 과정에서 비휘발성 우라늄의 량이 휘발하는 P4O10(g)와 반응하여 

UP2O7 는 U(PO3)4로 환됨으로서 인산의 휘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반응에 참여하

지 못하는 과잉의 인산화물은 량 휘발하므로 별도의 인산가스 흡착제거 장치의 도입이 필

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라늄함유 TBP 유기폐액 내 (UO2)(NO3)2(TBP)2와 TBP  dodecane의 조성비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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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 발생가스의 조성을 기 으로 열분해가스의 수증기개질반응 조건변화 모델연구를 수

행하 다. 주요 조업변수인 수증기비, 반응기 온도  반응기내 체류시간의 변화에 따른 수

증기개질 반응효율을 분석하고 정 조건을 도출하 다. 수증기개질반응기 출구가스의 조성

을 기 으로 이의 완 산화를 한 Pt-계 매산화반응기의 모델연구를 수행하고 운 온도, 

당량공기비  기체유량(반응기내 체류시간)의 변화에 따른 매산화반응의 효율을 규명하

고 정 조건을 도출하 다. 열분해 가스화 처리 시에 발생되는 NOx의 제거를 한 기화

학  매개산화(Mediated Electrochemical Oxidation, MEO) 방법과 P4O10(g)의 Ca계 흡착제

를 이용한 고온흡착 처리공정에 한 시험평가를 수행하 으며, 각각이 모두 개발하는 수증

기개질 공정에 사용될 수 있는 효과 인 단 공정임을 확인하 다.

4. 우 라 늄  혼 합 물  해 도  감 화  기술 개발  

가. 악티나이드 위해도 저감화 기술개발

(1) 탄산염 용액계에서 악티나이드 핵종 용해 특성 연구

SF 내의 주요 핵종의 산화 상태 평가를 통한 탄산염 용액에서 우라늄의 선택  산화 용해

성에 한 이론  평가를 하 고, 본 연구의 핵심인 과산화수소-탄산염 혼합 용액에서 TRU 

핵종의 불용해성을 열역학   기존 문헌 자료를 통해 이론  용해도 평가와 실제 NpO2 

 UO2의 산화물 용해도 측정을 통해 확인하 다. 한 탄산염 용액계의 pH와 산화 에 

따른 TRU 핵종의 speciation 모사를 통해 각 핵종의 매우 복잡한 화학  거동을 규명하 다. 

상 핵종의 탄산염 용액계에서 화학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탄산염 용액계를 사용한 SF로부터 U만의 회수 공정'을 구성하는 단  공정 기술의 개발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 다. 

(2) 탄산염 용액계에서 FP-산화물의 산화용해 연구

Na2CO3-H2O2 탄산염 용액에서 FP-산화물의 최소 용해를 한 산화제로는 H2O2가 가장 

우수하 다. 0.5 M Na2CO3-0.5 M H2O2 용액에서 우라늄과 함께 용해되는 FP 원소로는 Re, 

Te, Cs, Mo 등이 있으며, 용해 2시간에서 Re, Te  MoO3는 98±2%, Cs은 93±2%, MoO2는 

26±3%가 각각 용해되었다. Re, Te, Cs  MoO3의 용해 반응은 Na2CO3 용액에서의 높은 

용해도에 기인하여 H2O2의 함유 여부에 무 하게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10∼20

분에 완  용해), Na2CO3 농도  H2O2의 농도 증가에 거의 향이 없었다. 반면에 MoO2

는 H2O2에 의한 산화용해로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용해율은 용해시간 증가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여 4시간 용해에서 약 28.5%가 용해되었으며 Na2CO3 농도에는 거의 향이 

없었다. 그리고 FP-산화물의 산화용해에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용액 내 pH

이며, 우라늄의 산화용해 시 FP의 공용해를 방지하기 해서는 pH 10～12 정도에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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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효과 이었다. 

(3) 탄산염 용액계에서 우라늄산화물 산화 용해 연구

탄산염 용액계에서 우라늄산화물의 용해도는 높지 않으나 H2O2를 산화제로 첨가하면 

uranyl peroxo-carbonato 착물이온으로 용해되고, H2O2 농도 2M에서 약 90 U g/L 까지 우

라늄이 용해되었다. 탄산염 용액에서 H2O2는 물과 산소로 분해되며 이때의 속도상수는 

k=0.259 hr
-1
이었다. H2O2 분해속도는 속산화물에 의해 증가하며 혼합분말 (단순혼합분말) 

> 환원분말 > 산화분말 순서 다. 한 분말 양에 비례해 분해속도도 증가하 다. 탄산염 

용액  uranyl peroxo-carbonato 착물이온, UO2(O2)(CO3)2
-4
은 충분히 안정하나, 속이온이

나 속산화물에 의해 UO2(CO3)3
-4

 착물로 분해가 빠르게 일어났다. 그리고 16개 원소 (U, 

Ce, Gd, La, Nd, Pr, Sm, Eu, Y, Mo, Pd, Ru, Zr, Ba, Sr, Te)들을 포함하는 SIMFUEL 

(Simulated spent nuclear fuel)을 제조하 다. Na2CO3+H2O2 용액에서 SIMFUEL 환원분말의 

우라늄 용해도는 H2O2 농도 1.0 M일 때 14.8 g/L, 2.0 M일 때 31.2 g/L이었다. Mo이 약 

65 ppm, Sr과 Ba이 수 ppm 용해되었으나 부분의 FP 원소들은 용해되지 않았다. 탄산염 

용액을 사용하여 SF로부터 TRU는 불용해시키며 우라늄 만을 선택 으로 산화-용해시킬 수 

있는 공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라늄 산화물의 용해과정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하여 UO2  SIMFUEL 

극을 이용한 우라늄 산화 용해 특성 연구로부터 SF에서 우라늄만을 용해시키기 하여 낮

은 압을 공 하는 해 산화 방법을 사용하면 UO2 표면에 우라늄 침 물이 발생하여 용

해 속도가 늦어지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하여 4 V (vs SSE) 이상의 높은 압을 공 하

는 경우, 우라늄과 함께 TRU 산화물의 용해 가능성이 높아 탄산염 용액을 이용한 SF로부터 

U만의 선택  산화 용해를 해서는 해 산화가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4) 처분 해 핵종의 선택  침   공침  제거 연구

Na2CO3-H2O2 탄산염 용액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산화 용해할 때 U과 공용해 되는 FP  

처분 해핵종인 Cs과 Re (Tc의 용핵종)의 선택  침 제로는 각각 NaTPB  TPPCl이 

가장 우수 하 다. NaTPB-Cs 침   TPPCl-Re 침 은 모두 매우 빠르게 5분 이내에 이루

어졌으며, 온도를 50℃, 교반속도를 1000 rpm 까지 증가시켜도 침  속도에는 별 향이 없

었다. 침  용액의 pH는 NaTPB-Cs 침   TPPCl-Re 침 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

이며, Cs과 Re의 선택  침  시 Mo 등의 공침 을 방지하기 해서는 pH 9 이상에서 수

행하는 것이 효과 이었다. 그리고 [NaTPB]/[Cs]  [TPPCl]/[Re]의 몰 농도 비 1 이상에서 

Cs  Re을 각각 99 % 이상 선택 으로 침 되었다. 한편 Na2CO3-H2O2 용해 계 (용해시간 

: 2시간)에서 Na2CO3  H2O2의 농도를 각각 1.5 M과 1 M 까지 증가시켜도 NaTPB-Cs 침

  TPPCl-Re의 침 에 미치는 향은 거의 없었으며, 각각의 침 율은 [NaTPB]/[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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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Cl]/[Re]의 몰 농도 비에 의해 결정되었다. 

(5) Salt-free 탈탄산화 특성  탄산염 회수 기술 개발

양이온 교환막이 장착된 해 셀과 가스 흡수탑으로 구성된 탈탄산-탄산염 회수 해 시

스템은 과산화수소-탄산염 용액을 이용하여 SF를 산화 용해 후 발생되는 우라늄 탄산염 착

물 용액으로부터 2차 폐기물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인 방법으로 탄산염의 회수/순환을 

하여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탈탄산 후 용액에 잔류하는 H2O2의 

처리뿐 아니라 동시에 용액 의 우라늄 성분도 UO4 형태로 고효율로 동시에 회수 할 수 있

음을 확인하 고, 탄산염 용액 의 UO2(O2)x(CO3)y
2-2x-2y 

이온과 H2O2의 존재는 탄산염의 

해 회수 특성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 제안된 해 시스템은 

정 류를 공 하는 것이 정 압을 공 하는 방법보다 에 지 소모량의 에서 유리하게 

나타났다. 단 해막을 사용하는 본 해시스템에서 UO4의 침 은 막 특성에 향을 주었

고 이는 향후 개선하여야 할 문제이다.  

한 양이온 교환막을 장착한 cell-stack 해조와 가스 흡수탑으로 구성된 연속식 해 시

스템을 사용하면 우라닐 탄산염 착물 이온 용액으로부터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용액

으로부터 탄산염과 우라늄을 연속 으로 분리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음극액에 

공 되는 음극액 유속 변화는 회수되는 탄산염 용액의 농도 조 과 가스 흡수 탑으로부터 

CO2 가스 출을 야기할 수 있는 흡수탑 내에서의 일시  pH 감소 상에 상당한 향을 

주었다. 이러한 pH 감소 문제는 기 음극액 용액에 외부에서 NaOH를 추가하지 않는 경

우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 동안까지만 음극액 용액의 NaOH 농도를 일시 으로 증가시

킴으로서 극복할 수 있었다. 정상상태 이 에 발생하는 회수된 탄산염 농도에서 일시 으로 

보이는 피크는 공 되는 탄산염 용액을 모두 탈탄산하고 남는 류에 의해 처음 해 반응

기 내에 채워진 용액의 탈탄산화에 의해 회수된 탄산염에 의한 것이었다.  

(6) 탄산염 용액 계에서 우라늄 분리 연구

탄산염 용액에서 용해된 우라늄을 용액으로부터 분리하기 하여 2가지 방법을 고려하

다. 첫 번째 방법으로 아미드 옥심 계열의 수지를 합성하여 탄산염 용액에서 우라늄 이온을 

흡착-용리하는 것으로 copolymer인 acrylonitrile-divinylbenzene (AN-DVB)과 divinyl 

benzene-amidoxime (DVB-AO)을 성공 으로 합성을 하 고 이에 의한 흡착-용리로 우라늄

의 선택  분리가 가능함을 확인하 다. 그러나 아미드 옥심 수지의 수지 내 기공 미발달에 

의한 흡착 성능이 낮아 공정에서 직  용은 힘들 것으로 확인하 다. 이를 극복하기 한 

안으로 우라늄이 용해된 우라늄착물 이온 함유 탄산염 용액의 산성화를 통한 탈탄산 과정

에서 우라늄이 UO4로 고효율로 침  분리하는 방법을 찾았으며, 침 된 UO4 침 물의 고-

액 분리를 한 특성 평가를 수행하 고, 진공 정압여과 방식에서 Ruth 식을 이용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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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 비 항(α) 값이 3.89x10
12

 m/Kg로서 우라늄 침 물의 여과성 난이도는 보통수 임을 

확인하 다.  상기의 단  기술 개발 연구를 통하여 탄산염 용액 계에서 사용후핵연료로부

터 우라늄만을 회수하기 한 COL (Carbonate-based Oxidative Leaching)로 명명된 새로운 

개념의 공정이 제시되었다.  

나. 우라늄혼합물  위해도 저감화 기술개발

(1) 우라늄 혼합 산화물의 재료 특성  산화 용해 특성 연구

 국내에서 발생하는 우라늄혼합물의 황과 이를 분류 정의하 으며, 이와 련한 우라늄

혼합물을 처리하기 한 기  물성  성분 등의 자료가 조사되었다. 탄산염 용액계에서는 

과산화수소 존재 유무에 따라 우라늄혼합물의 우라늄이 UO2(CO3)3
-4

,
 

는
 

UO2(O2)x(CO3)y
2-2x-2y

 이온형태로 선택  용해되며, 과산화수소를 가진 탄산염 용해  질산

에 용해된 우라늄은 단순히 탄산염 용액의 pH 조 , 는 질산에 H2O2 첨가에 의해 모두 

UO4로 고효율 침 됨을 확인하 다. 우라늄 스크랩과 같은 고품  우라늄혼합물의 경우 과

산화수소가 함유된 탄산염 용액에서 우라늄은 99% 이상 용해가 가능하며, 품  우라늄 

석회침 물의 경우 탄산염 용액 계에서 90% 정도의 용해성을 보 다. 그러나 열처리된 

품  우라늄혼합물인 슬러지의 경우는 탄산염 용액 계에서 용해성은 매우 낮았으나, 1 M 

질산에서 99% 이상의 용해성을 보이며 질산에서 용해된 우라늄은 과산화수소 첨가에 의해 

UO4로 99% 이상 회수 가능함을 확인하여 기본 으로 다양한 우라늄의 친환경  처리가 가

능함을 확인하 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실험을 바탕으로 우라늄혼합물 별 처리 가능한  환경

친화성이 뛰어난 공정이 도출되었다. 즉, 2차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와 공정의 단순성을 고려

하여 품  우라늄 석회침 물의 경우 탄산염 용액에 의한 용해→UO4 침 →잔류 미량 우

라늄의 유기 침 을 조합한 공정을, 품  우라늄 열처리 슬러지의 경우 약질산 용해→

UO4 침 →잔류 미량 우라늄의 유기 침 을 조합한 공정을, 고품  UO2  (U,Gd)O2 스크

랩의 경우는 탄산염 용액에 의한 용해→UO4 침  (미량 잔류 Gd를 제거하기 한 UO4 재

용해/침  단계 포함)을 조합한 공정을 제시하 다. 

(2) 우라늄혼합물 내 불순물의 용해(/침출) 특성  고액 분리 특성 연구

다양한 우라늄혼합물에서 우라늄 이외의 불순물 성분을 심으로 1M 질산  탄산염 용

액 계에서 불순물  우라늄 용해성과 불순물/우라늄의 침  거동 향 평가로부터 불순물

의 최소 용해를 해서는 탄산염 용액에 의한 용해/침출이 매우 우수하지만, 우라늄의 용해

도는 산에서의 용해도 보다 다소 떨어졌다. 그리고 우라늄과 불순물의 공침 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탈탄산-산성화 침 법 (탄산염 용해→질산첨가 pH 조정 탈탄산-산성화)이 과산화

수소 침 법 (질산 용해→과산화수소 첨가→pH 조정) 보다 우라늄의 회수/정제 (불순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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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라늄의 제염계수 증진) 측면에서 보다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용

액조건의 우라늄 탄산염 착물의 침  반응 기구를 최 로 규명하 고, 고품  우라늄혼합물

의 UO4 침  후 는 품  우라늄혼합물의 우라늄 제거 후 용액으로부터 자체 방류 수

의 우라늄 농도까지 제거 가능한 Tannic acid/Hexamine 유기 침 계의 조업 조건을 도출하

다. 한 탄산염 용액  질산에 의한 용해 후 우라늄의 UO4 침  시 용액 특성 변화에 

따른 UO4 침  조건을 도출하 으며, UO4 침 화 기구의 최  규명과 UO4 고-액 분리 시 

조업변수 자료 확보  회수 침 물인 UO4의 핵연료 물질로 재활용 가능성을 입증하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에서 도출된 다양한 우라늄혼합물 처리를 한 공정을 좀 더 심화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침   고액 분리 기본 특성 자료를 확보하 다.   

(3) 해 투석에 의한 무기 산, 알카리 회수 기구 특성 연구  연속식 공학  

용해-침  장치 개발 

우라늄혼합물 처리를 한 탄산염 공정에서 우라늄혼합물을 용해에 사용한 탄산염 용액의 

회수를 한 알카리와 UO4 침 을 한 산을 각각 회수하기 하여 UO4 침  후 상등액으

로부터 해투석반응기를 이용하여 산과 알카리를 99% 이상 회수하고 회수된 산  알카리

를 이용하여 탄산염 용액을 연속 으로 99% 이상 회수할 수 있음을 입증하 다. 특히 탄산

염 공정을 이용한 우라늄 스크랩과 같은 고품  우라늄혼합물을 처리할 시 공정에 사용되는 

무기 약품인 탄산염, 산, 알카리를 회수 순환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정이 매우 

효율 이며 환경친화 임이 입증되었고, 해 투석 시 압  류 공  방식에 따른 류 

효율  에 지 효율이 평가되었다. 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용해  침 만을 이용하는 

공정의 공학  평가를 한 COL test station을 완성하여 향후 련 기술을 상용화하기 한 

기술 개발  평가를 한 기반을 구축하 으며, 필터형 고-액 분리장치의 문제 인 여과 

익을 자동으로 제거하여 필터형 고액분리기의 운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고형물 자동 

제거 스크래퍼을 가지는 연속 구동 필터형 고-액 분리 장치를 개발하여 2단계의 우라늄혼합

물 해도 감화 기술 개발을 한 핵심  공학 장치 기술을 확보하 다.  

2단계에서 개발된 고품  우라늄혼합물인 UO2 는 (U,Gd)O2 우라늄 스크랩을 처리하여 

핵연료 물질로 회수하는 공정과 품  우라늄혼합물인 원자력연구원 라군 발생 열처리 우

라늄 슬러지 처리를 한 공정이 제시되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해 체  시스 템  엔지 니어 링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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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을 통해 원자력 시설 해체공정을 가상공간 상에 구 함으로

써 해체공정 계획에 한 추상 인 개념을 Digital mock-up으로 구체화함으로써 해체공정 상

황의 이해를 증진하여 해체 시 발생 가능한 잠재  문제 을 정확히 악하여 해체 작업의 

효율성을 극 화 시킬 수 있다. 한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안 성 평가 기술은 원자력시

설에 한 해체공정에 한 ALARA 계획수립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원

격  자동화 측정 장비 기술개발을 한 검증 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 원격 측정기술  장비의 확보를 통하여 일반 원자력시설의 오염

도 측정 장비로 활용이 가능하며, 고방사성 오염도 측정용  핵종 포집용 신소재 검출소재 

제조를 통하여 자체 확보한 원천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 하여 산업화하고, 

재 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계측기 분야의 외화 감의 효과와 더불어 향후 기술 수

출을 통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 측정 기술은 고방사능 지역에서 용이 가능한 검출소재 개발로

서 방사선 측정, 고분자 소재, 그리고 신호처리 등 IT 기술의 융합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최

근의 기술  트 드로 떠오르고 있는 컨버 스의 한 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이질

인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기존의 개발된 기술을 보다 복합 인 역으로 확장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균형 인 발 에 기여할 수 있다.

2. 원자 력 환 경  청정 화 기술 개발  

용발 제염 공정 연구 결과는 고방사능 핫셀의 제염에 용할 수 있도록 원격시스템 구

축에 활용되고 DUPIC, PIEF 등의 시설 제염기술로 용할 정이다. 한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는 속 폐기물의 감용을 한 제염에도 활용성이 큰 기술이다.

동 기 세정 제염기술은 TRIGA 연구로 해체부지에서 발생한 토양을 자체처분하기 한 

제염기술로 활용할 정이고, 응결 침출 제염기술은 기 오염 토양이나 우라늄 오염 토양

의 자체처분을 한 제염기술로 활용할 정이다. 임계 이산화탄소 제염기술은 우라늄 변

환 부지의 오염토양 제염에 용을 추진하고 향후 북한 핵시설 오염부지의 TRU 제염용으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지 샘 링  표시료 확보 방안 연구 결과는 연구로,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부지를 

방출하기 한 잔류 방사능 평가에 활용될 정이다. 한 부지 오염도 수직 분포도 평가 

연구는 역 오염 부지의 수평 분포와 수직 분포를 시료 채취 없이 손쉽게 측정하는데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비포화  오염이동 평가 모델 개발 결과는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부지의 제염 기 을 제시하기 한 평가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겔 화학 제염기술은 실용화를 한 실증연구의 단계를 거쳐 DUPIC 시설의 Refurbishment 에 

직  활용하거나 국내 원자력 제염해체 련 산업체에 련기술 이 을 추진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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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로세싱 연구 시설의 유지보수 시 자체 제염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 한 북한 

핵주기 련시설 해체 시 제염기술로 제공 가능하며,  일반 산업의 청정 기술 분야에 

세척기술로도 응용이 가능하다.

3. 고 방 사 능  시설 운   해 체 폐 기물  처 리 기술 개발  

당면한 국가 제염해체 사업인 연구로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시 발생한 콘크리트 해체

폐기물의 감용  자체처분에 의한 최종처분부피 감용에 기술을 용하여 방사성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리방안 확립에 기여하고, 향후 원자력 발 소를 포함한 규모 원자력 시설 

해체 사업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해체 폐기물 처리에 기술의 활용이 기 된다.

국내 핵연료주기 시설의 운   개선·보수 시 발생하는 HEPA 필터 폐기물의 처리가 시

한 시 에서 효과 으로 핵종을 제거하고 부피를 감용하는 기술의 개발은 폐기물을 안

하고 경제 으로 처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를 취 한 DFDF와 20년 이상 

가동된 조사후 시험 시설, 향후 이로 로세싱 연구실에서 발생될 다량의 HEPA 필터 폐

기물의 처리 기술에 활용이 가능하다. 한 폐기물 소각, 용융, 제강분야에서 공조 시스템으

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HEPA 필터에 본 기술을 용함으로 일반산업으로의 효과가 

기 된다. 

 유기혼성폐기물 처리 단 공정 성능 평가  선정 연구의 결과는 다음단계의 실증연구용 

벤치규모 수증기개질공정의 설계, 제작  이를 이용한 실증처리시험의 조건설정에 직  활

용될 것이다. 벤치규모 실증시험 후에는 유기혼성폐기물 뿐만 아니라 방사화 흑연과 같은 

탄소폐기물(carbowaste)을 효과 으로 분해 처리할 수 있는 상용규모 수증기개질 공정의 개

발에 활용될 것이다. 

4. 우 라 늄  혼 합 물  해 도  감 화  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탄산염 용액 계를 이용한 우라늄 산화용해-침  기술은 선행핵연료

주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우라늄혼합물의 친환경  처리 기술로 즉시 활용이 가능하며, 국

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건식 공정의 유연성 제고  향후 습-건식을 병행

한 Hybrid 공정을 한 보완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는 우라

늄혼합물로부터 핵확산 항성과 환경친화성을 가지며 우라늄만의 고순도 회수는 우라늄 활

용률 증진,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감, 처분 부지 이용률 극 화  처분 안정성 제고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고효율/ 비용의 새로운 핵 비확산성 후행핵연료 주기 기술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한 본 연구 과정에서 개발되는 우라늄의 선택  용해, 침  고-액 분리 

 해투석 수용 염 처리 기술 등은 일반 환경 폐수 처리에 있어 속의 제거, 유용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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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속 산화물 제조, RE와 유가 속의 고순도 정제 재활용에 직  사용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 부수 으로 개발되는 여러 가지 단 기술과 련 장치는 일반 산업체에

서 발생하는 우라늄 폐기물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 처리와 자원 재활용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재 본 연구를 통하여 확보된 우라늄혼합물을 처리하는 기술은 실험실  규

모에서 확보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기술이므로 보다 복잡한 성상의 우라늄 복합물의 처

리  산업체에 용하기 한 실용화를 해서는 추가 인 보완 실험  공학  구  기술 

확보를 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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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   문  요  약  문 )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Decommissioning, Decontamination, and Reuse Technology for Nuclear 

Facilitie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the Decommissioning System Engineering Technology

The evaluation of decommissioning process have to focus on its regulatory limit and 

operational conformity on the basis of radioactivity exposure and safety assessment. Therefore, 

the evaluation technology of decommissioning process must be developed and will be used for 

the ALARA planning tool of decommissioning process and demonstrated for tools of 

decommissioning equipments.

It is necessary to measure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in the highly contaminated facilities 

such as hot-cells or glove-boxes to be decommissioned for decommissioning planning. These 

facilities are very high radiation level, so it is difficult to approach. In this case the detector 

system is preferable to separate the sensor and electronics, which have to locate in the facility 

outside to avoid the electric noise and worker’s radiation exposure. In that case, there is a 

method using a scintillator for radiation detection and an optical fiber for a long distance 

transmission of the scintillation produced by radiation.

In order to minimize worker's exposure when decommissioning highly activated nuclear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remote handling tool to perform the dismantling work 

remotely. Especially, since cutting, measuring, and decontamination works should be performed 

remotely in the highly activated area, the remote handling tool for conducting these works should 

be developed. Therefore, the multi-purpose dismantling machine that can measuring dose, facility 

cutting, and remote handling for maintenance and decommissioning of highly activated facility 

should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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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uclear Environment Clean-Up Technology Development

Objective of the project is to secure decontamination technologies for a decommissioning or a 

maintenance of highly radioactive facilities such as DFDF (DUPIC Fuel Development Facility) 

and PIEF which are related with SF treatment or recycling. Since DFDF and PIEF have been 

operated for more than 20 years, some key decontamination technologies are absolute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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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ontamination technologies appropriate for the rapid and effective reduction of dose level of 

severely high radiational hot cells, a laser ablation technology which has some characterizing 

advantages such as a high decontamination efficiency and remote controllability, thereby increases 

the stabilities against radiation exposure of workers, would be absolutely required.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develop soil decontamination technologies for a reduction of 

waste volumes to be disposed by decontamination of the radioactive soil wastes down to a free 

release criteria. In order to reuse the nuclear sites or return them into the green fields after 

decommissioning, it is the first task to remove the radioactive contaminants completely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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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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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tely and selectively. Furthermore since the soils are generally composed of fine particles, a 

simple chemical washing method can not be used effectively due to a filtering problem. For this 

reason, some new and advanced technologies applicable to the complex decontamination of the  

radioactive soils would be absolutely required. 

The assessment of the radiational safety after remediation of the decommissioned sites is an 

important step for a successful site releas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develop basic and 

key technologies necessary for an assessment of site remediation such as an assessment of the 

residual radioactivities and the radionuclide migration through unsaturated zones. Sinc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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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ple taking is very important for the exact evaluation of the residual activities. The evaluation 

of the vertical distributions of the contaminants is also an essential process for an assessment of 

site re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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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s tedious and vast amount of tasks. Therefore the indirect evaluation without taking a 

sample is importantly required to improve the process efficiency. Lastly, important process is an 

assessment of the potential migration of radionuclides to the underground water zone. This makes 

possible to determine the decontamination criteria which allows a radiational safet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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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ground waters.

Since DFDF and PIEF have been operated for more than 20 years, some effective 

decontamination technologies are absolutely required in preparedness of the repairing or 

refurbishment of their old facilities. Chemical decontamination technology represents a highly 

effective decontamination effect through  chemical dissolution or a redox reaction. However, the 

generation of large amounts of waste limits its use as an in-situ technology. Therefore, to avoid 

the well-known disadvantages of chemical decontamination techniques while retaining their high 

efficiency,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cesses using chemical gels instead of chemical solutions.  

This method is effective in situations where long contact times are required, and the need to 

minimize waste exists.  and large area floor and walls in hot cells

A chemical decontamination gel can be prepared by adding gelling agents composed of a 

viscosifier and coviscosifier and chemical decontamination agents used in traditional 

decontamination processes. A chemical gel decontamination process consists of applying a gel by 

spraying it onto any vertical or complex surface of the large area components to be 

decontaminated. The gel adheres to the surface due to its thixotropic properties and operates by 

dissolving the radioactive deposit, along with a thin layer of gel support, so that the radioactivity 

trapped at the surface can be removed. Upon drying, this gel forms a strong film that can be 

peeled from the surface.

For the development of a chemical gel decontamination technology, it is necessary the 

optimization of the preparation conditions including analysis of the rheological properties for 

chemical gel decontamination reagents, and study on the interface reaction of the chemical gel 

decontamination reagents. Based on the results on the appropriate formulation of decontamination 

chemical gel, performance tests of the chemical gel decontamination reagents for the various 

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demonstration for the in-situ large scale application 

would be absolutely required.

3.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Treatment of Wastes from High Radioactive 
Facilities in Operation or under Decommissioning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D&D) becomes one of the most important nuclear 

industries in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USA, UK and France where the D&D for the retired 

nuclear facilities have been pushed on a large scale. In Korea, two decommissioning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due to retire of nuclear research facilities such as Korean research reactors 

(KRRs) and a uranium conversion plant (UCP). Prompt countermeasure for an effective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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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should be taken to deal with a lots of wastes including concrete wastes generated by 

dismantling the retired nuclear facilities. As of the end of 2009, about 2,000 tons of concrete 

wastes, among which about 260 tons are radioactive heavy weight concrete wastes, were 

generated by dismantling KRR-2. And also, more than 100 tons of concrete wastes contaminated 

with uranium compounds have been generated during the decommissioning of UCP. The volume 

reduction and the self disposal or recycle of the radioactive concrete wastes through an 

application of appropriate treatment technologies have some merits from the positive view point 

of an increase in resource recyclability as well as a decrease in the amount of waste to be 

disposed resulting the reduction of disposal cost and the enhancement of disposal safety.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develop a volume reduction and self-disposal technology for 

dismantled concrete wastes.

Lots of radioactive HEPA filter wastes are generated from high radioactive facilities in 

operation, improvement, repair, and decommissioning. However, the effective treatment for HEPA 

filter wastes has not been developed in Korea. About 1,500 drums containing HEPA filter wastes 

have been stored in the waste storage facility at KAERI since its operation. In addition, about 

1,700 and 50 drums containing HEPA filter wastes are generated in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 and KNF per year. In the future, a lot of HEPA filters containing high radioactivity will 

be created from DFDF, IMEF, and pyroprocessing which is treatment used for nuclear fuel. 

Therefore,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r radioactive HEPA filter treatment is necessary for 

effective management and safe disposal for HEPA filter wastes.

Uranium conversion facility used organophosphorus solvent (TBP(tributylphosphate, 

(CH3CH2CH2CH2O)3PO) and dodecane (CH3(CH2)10CH3)) to extract uranium dissolved in nitric 

acid and decommissioning of this facility generated 3 tons of uranium-bearing waste TBP 

solvents. This waste TBP solvents are burnable and thus it cannot be directly disposed of and its 

interim storage is exposed to potential fire hazard. However, incineration is not easy because 

corrosive phosphoric acid condenses on the inner surface of incinerator and off-gas pipes. 

Therefore an advanced alternative technology that prevents potential corrosion by condensing 

phosphoric acid and that provides sufficient volume reduction effect like incineration.

4.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Reduction of Radiotoxicity of Uranium 
Mixture

If uranium is selectively separated from uranium mixture materials where uranium occupies the 

most of volume of them such as spent nuclear fuel or uranium fuel scraps at a high puri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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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that it may be a low-level active waste that can be classified as a C-class waste or recycled 

as nuclear fuel materials again, and if the technology to accomplish it has characteristics of high 

proliferation-resistance and a minimal generation of waste at the same time, while not having the 

technical analogy to solvent extraction, the technology could be a effective and useful 

management way of spent nuclear fuel as well as uranium waste generated in front and back-end 

fuel cycles in vies of waste volume reduction and recycle of uranium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ection was to develope a system for the reduction of radiotoxicity of uranium mixture 

materials using only oxidative dissolution-leaching and precipitation techniques in an alkaline 

carbonate medium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nhanced proliferation-resistance and high 

environmental friendliness for treatment of various uranium-bearing wastes generated in the front 

and back-end nuclear fuel cycles, which can recycle the uranium of the uranium-bearing wastes, 

or can release the uranium-bearing waste in a clearance-level radioactivity, resulting in effective 

reduction of radioactive waste volume and disposal cost.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s

1. Development of the Decommissioning System Engineering Technology

○ Development of decommissioning process evaluation system

   - Development of decommissioning process evaluation module

   - Integration of VR system and evaluation module 

   - Development of methodology for decommissioning process safety assessment

○ Development of the monitoring technology of high radioactive alpha contamination

   - Development of the bulk type counting material for the narrow area monitoring

   - Development of the spray type counting material for the wide area contamination 

monitoring

   - Development of the remote monitoring technology for the high radioactive alpha 

contamination

   - Development of the scintillation counting material for alpha/beta measurement

   - Development of the remote unit for alpha/beta contamination measurement

○ Development of dismantling technology for highly activated facility

   - Development of cryogenic temperature maintenance technology 

   - Experiment of cryogenic cutting system and selection of operatio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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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velopment of cryogenic cutting control system and muti-purpose control system

2. Nuclear Environment Clean-Up Technology Development

○ Development of a laser ablation decontamination technology for high radiation facilities

   - An assessment on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decontamination technologies for 

a decommissioning of high radiation facilities

   - Experimental study on the decontamination unit processes for a decommissioning of high 

radiation facilities

   - Development of the decontamination unit processes for a decommissioning of high 

radiation facilities

○ Site decontamination technology development

   - Development of site decontamination unit technologies and equipments

   - Modification of the site decontamination equipments and their performance demonstrations

○ Site remediation monitoring technology development

   - Site remediation monitoring key technology development

○ Development of a chemical gel decontamination technology

   - Optimization of the preparation conditions for chemical gel decontamination reagents

   - Development of the chemical gel decontamination process

3.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Treatment of Wastes from High Radioactive 
Facilities in Operation or under Decommissioning 

○ Establishment of the scenarios and the radiological safety assessment in the recycling of 

dismantled concrete wastes

   - Assessment of the scenarios for recycling in non-nuclear filed

   - Assessment of the scenarios for limited recycling in nuclear field

○ Technology development for a volume reduction of dismantled concrete wastes by thermal 

and mechanical treatment 

   - Characterization of dismantled concrete waste

   - Test and evaluation of the unit process for a volume reduction of dismantled concrete 

waste

   - Process development for the thermal and mechanical treatment of dismantled concrete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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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brication of the thermal and mechanical equipment for a volume reduction of  

dismantled concrete waste and technology demonstration

○ Technology development for volume reduction and stabilization of fine concrete waste 

   - Process development for a regeneration of the fine concrete waste

   - Process development for a slagging of the fine concrete waste

○ Development for the downgrading and volume reduction treatment of HEPA filter waste

   - Study on the characterization of HEPA filter waste

   - Evaluation for the unit treatment of HEPA filter waste

   - Development for the treatment flowsheet of HEPA filter waste

○ Development for the downgrading and volume reduction system of HEPA filter waste

   - Development of process for the chemical treatment system of HEPA filter waste

   - Development of process for the high temperature melting process of HEPA filter waste

○ Development of unit process for the treatment of alpha-bearing organic mixed waste

  - Evalu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unit processes for the volume reduction treatment of 

alpha-bearing organic mixed waste

  -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unit processes for the volume reduction treatment of 

alpha-bearing organic mixed waste

4.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Reduction of Radiotoxicity of Uranium 
Mixture

○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reduction of actinide radiotoxicity (Phase I)

     - Study on the dissolution characteristics of actinide oxides in carbonate media 

     - Study on the oxidative dissolution of major fission product oxides of spent nuclear fuel 

in carbonate media

     - Study on Oxidative dissolution of uranium oxides in carbonate media

     - Removal of environmentally-detrimental elements by means of precipitation methods

     - Decarbonation and recovery of carbonate salt solution 

     - Selective separation of uranium in carbonate media 

○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reduction of radiotoxicity of uranium mixture (Phase II)

     - Study on evaluation of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everal uranium mixture materials 

and their oxidative dissolution characteristics

     - Study on dissolution(/leaching) characteristics of impurity materials included in the 

uranium mixture materials and separation of liquid-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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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udy on recovery of acid-bas by electro-dialysis and development of continuous 

dissolution-precipitation equipments and system with engineering concept.    

Ⅳ.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1. Development of the Decommissioning System Engineering Technology

○ Development of decommissioning process evaluation system

   - Conceptual design of decommissioning VR system for highly activated facility 

   - Selection of decommissioning scenarios and evaluation items.

   - VR Modeling of highly activated environment 

   - Development of 3D radioactive visualization system 

   - Development of decommissioning process evaluation module

   - Establishment of the systematic procedure for decommissioning safety assessment

   - Development of methodology for decommissioning process safety assessment

   - Development of program for decommissioning process safety assessment

○ Development of the monitoring technology of highly radioactive alpha and beta 

contamination

   - Determination of the measurement methods for the surface contamination type in the high 

radioactive contamination facilities

   - Determination of the counting material for high level radioactive contamination monitoring

   - Development of the preparation method for the high alpha contamination monitoring 

sensor

   - Preparation condition of the bulk type sensor for the direct alpha and beta particle 

measurement

   - Preparation condition of the spray type sensor for the wide area contamination monitoring

   - Determination of the optimal condition of the sensor for the simultaneous alpha and beta 

particle measurement

   - Estimation of the physical and radiological characterization of the new detection material 

for the wide area monitoring and determination of the material preparation method for 

contamination level visualization of the contaminated area

   - Selection of remote control technology for narrow area, and design and manufacture of 

prototype remote detecting system for narrow area. Analysis of the applicable re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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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ling technologies for wide area

   - Manufacture and test of the prototype of the remote detecting system for narrow area. 

Analysis and test of the applicability of candidate remote control technologies for wide 

area.

   - Development of the alpha and beta signal separation technology for the phoswich detector

   - Design and Manufacture of the prototype unit of remote contaminant detector for wide 

area and development of remote control program and alpha/beta contaminants 3D mapping 

program.

○ Development of dismantling technology for highly activated facility

   - Development of cryogenic temperature maintenance technology 

   - Experiment of cryogenic cutting system and selection of operation condition 

   - Development of cryogenic cutting control system and muti-purpose control system

2. Nuclear Environment Clean-Up Technology Development
○ Development of a laser ablation decontamination technology for highly radioactive facilities

   - An analysis of 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on DFDF (DUPIC fuel development facility), 

Pyro-processing facility and PIEF/IMEF facilities was performed. Since the radioactivity of 

hot cell is too high to permit the entry of workers, it was understood that the 

development of remotely applicable dry decontamination technology is essential for a 

cleaning of hot cells. analysis of aspects such as an easiness of applicability, a generation 

of the secondary waste, a decontamination performance, an application speed, a 

decontamination cost and  radiational exposure of workers were performed for the 11 

kinds of candidates dry decontamination technologies. From the analysis of technical facts, 

a light ablation decontamination technology was selected as the most efficient on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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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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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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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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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edly main materials of high radiation facilities. From the tests, it was identified that 

Type 304 stainless steel, epoxy paint coating surface and concrete were satisfactorily 

ablated only by the Nd:YAG pulse laser. For this reason, it was decided that pulse type 

laser system is necessary to remove the 1002surface layer of the stainless steel 

effectively. On the other hand, an excimer laser system was excluded from the selection 

of the dry decontamination study, due to its inappropriate features such as a toxic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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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ensive cost. 

   - It was designed that a Nd:YAG crystal is used as the solid laser   material, repetition 

rate in the fundamental frequency is 20 Hz, pulse energy is higher than 450 mJ/pulse. As 

the result, a lab scale experimental equipment, featuring the pulse energy of 450 

mJ/pulse, the repetition rate of 10 Hz and the pulse duration in the range of 10 ~ 20 ns, 

was successfully fabricated.

   - The decontamination process variables were determined for stainless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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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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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ying optics with the energy loss less than 1%, which makes it possible to apply the 

system remotely in the hot cells. The laser decontamination conditions such as laser 

energy fluences and shot numbers necessary for a removal efficiency of more than 95% 

were determined from the relation between the laser fluence and the ablation depth. In 

the case of oxidation specimens, the decontamination efficiencies were found to be 

improved by applying the chemical additives such as KOH and KNO3 on the surface of 

the specimens. In order to remove the decontaminated particles, a filtering system 

composed of a cyclone and a HEPA filter was fabricated and it was confirmed the 

system could remove  up to 99.9% of the DOP particles. 

   - The optimum conditions of laser fluence and shot number were determined to 

decontaminate on the SUS type 304 , concrete, and aluminium contaminated with Cs, Co, 

Ce, and Eu at wavelength of 1064nm, 532nm, and 355nm, respectively. The removal 

efficiencies were greater than 99% under the optimum condition. As a results of the 

degradation test under the high irradiation, it was approved that the developed remotely 

operated laser ablation decontamination system can apply to decontaminate for 240 hrs 

under the hot cell conditions. The decontamination factor(DF) were >100 for the SUS 

304, Inconel 600, and concrete in terms of Co-60, Cs-137 isotopes. The removal 

efficiency were also showed very excellent performance because the average DF of 

samples from radio-chemical laboratory was greater than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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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showed that the decontamination threshold of the laser energy fluence for an 

ablation was reduced from 57.3 mJ/cm2 to 4.8 mJ/cm2, compared with the 1,064 nm 

condition, which could improve the decontamination speed by 10 times. The derived 

decontamination process conditions were applied to the  radioactive hot tests using the 

simulated specimens contaminated with the radio isotope of Cs-137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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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ntamination factor was found to be about 100. The decontaminated particle sizes 

could be successfully analysed by SMPS (Scanning Mobility Particle Sizer) and were 

found to be in the range between 20 and 120 nm. In order to remove the particles, a 

filtering system which was composed of HEPA and ULPA was fabricated and it was 

proven that 99.9% of the decontaminated particles could be removed by the system. 

The remotely controlled laser ablation decontamination system was developed. This 

system was designed to operate over 10 kg load and the decontamination speed is higher 

than 2,500cm2 in an hour.  The laser beam can be applied to the three dimensional area 

with high precision (0.1 mm scale). 

○ Site decontamination technology development

   - Soil decontamination technologies were developed for a release of the soils from the 

TRIGA research reactor and the uranium conversion facility sites. A vertical 

electrokinetic-flushing technology, an agglomeration-leaching technology and a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extraction technology were developed for an alternative application 

depending on the 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of radioactive soil wastes. As the results, a 

vertical electrokinetic-flushing technology was found to be useful for a decontamination of 

a radioactive soil waste aged for a long time and an agglomeration leaching process was 

effective for a decontamination of soil wastes with fine particles or in the ini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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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 was found to be applied for a decontamination of soil wastes contaminated 

with alpha emitting radionuclides such as uranium and plutonium. 

   - The previously fabricated electrokinetic-flushing and agglomeration leaching equipments 

were modified for a stable and continuous operation. In the electrokinetic-flushing 

equipment, the graphite anode was changed to a DSA (dimensionally stable anode) which 

was confirmed to have a much more stability against a dissolution. In the agglomeration 

leaching equipment, the functions of retention time control and decontamination 

assessment during operation were attached. Optimum decontamination conditions were 

determined by using the modified equipments and their decontamination performances 

were tested by using radioactive soil wastes. As the results, the weathered radioactive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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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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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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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cess, which has characterizing advantage of a very low secondary waste generation, 

was confirmed to remove more than 95% of uranium from U-bearing soil w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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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 a standard model for a site reuse assesment, the MARSSIM was assessed its 

applicability to the research reactor site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model could be 

used for an evaluation of the representative samples from the site. A measurement 

concept for the vertical distribution of radionuclides was determined by using an ISOCS 

and the optimum measuring range was proven to be about 50 m in radius. 

One-Dimensional Water Flow and Contaminant Transport in Unsaturated Zone (FTUNS) 

code was also developed in order to interpretate the radionuclide migration in the 

unsaturated zone. 

○ Development of a chemical gel decontamination technology

   - The preparation conditions for chemical gel decontamination reagents were optimized to 

reduce the amount of the final waste resulting from gel decontamination, characterizing 

with effective drying, rheological property, and high decontamination factor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heological properties and study on the interface reaction for chemical gel 

decontamination reagents. 

   - The chemical gel decontamination process with more effective drying, rheological and 

decontaminating properties compared to the existing commercial gel decontamination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through performance tests of the chemical gel 

decontamination reagents for the various contamination characteristics. Its performance 

were verified for the in-situ large scale application through the demonstration test using 

the radioactive facilities in KNFC contaminated with uranium.

3.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Treatment of Wastes from High Radioactive 
Facilities in Operation or under Decommissioning 

The scenarios for recycling or self-disposal of concrete wastes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regulatory requirements for clearance settled up in overseas countries as well as our country. 

Through the radiological safety assessment for those scenarios, the exposure rate for the workers 

and the public  was evaluated to come up with the clearance level of radioactive nuclide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e necessary condition of the process equipment for a volume reduction 

and self-disposal was suggested toward recycling in non-nuclear field and limited recycling in 

nuclear filed.

In order to satisfy the clearance level suggested from the assessment of the scenarios for 

recycling of dismantled concrete wastes, the processes for thermal crushing and mechanical 

grinding were optimized through the experiment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erm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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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treatment of concrete wastes generated from the KRR and UCP. As a consequence, 

the process which can be reduced the radioactive concrete waste volume by about 70% was 

established. And also, not only the originative integrated thermal crushing equipment in which 

the concrete wastes were crushed simultaneously with the thermal treatment but also the rotated 

paddle type impact crushing equipment were developed.

The radioactive fine concrete waste was generated by above 20wt% of the initial weight of the 

concrete waste during the thermal and mechanical treatment. As a part of a process development 

for the stabilization of radioactive fine concrete waste, an optimized stabilization processes which 

have the conditions for manufacturing cemented waste form containing the maximum content of 

fine concrete waste resulting the minimization of increase in volume of cemented waste form 

was established through the thermal treatment to regenerate the hydration property of fine 

concrete waste and the chemical treatment to enhance the properties of cemented waste form. As 

an way to compare the stabilization processes for radioactive fine concrete wastes,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n slagging process was carried out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dismantled concrete wastes generated in the KRR and UCP. An optimum solidified waste 

form by slagging was established and a volume reduction rate of above 65% could be obtained 

according to the mixing ratio of the heavy weight fine concrete waste generated from KRR and 

the light weight fine concrete waste generated from UCP. 

In conclusion, the applicability of the technology to a large amount of dismantled concrete 

wastes generated by dismantling domestic nuclear facilities was secur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originative integrated thermal crushing and mechanical grinding equipments and the 

technology demonstration for a volume reduction of dismantled concrete wastes. By use of this  

technology as a volume reduction and self-disposal for the activated heavy weight concrete waste 

from KRR (about 260 tons) and the light weight concrete waste contaminated with uranium 

compounds from UCP (above 100 tons), it is expected that the waste disposal cost can be cut 

down on more than 8 billion won.

The state of arts of various kinds of alternative incineration technologies was first analysed and 

the steam reforming process was selected as the most appropriate process for uranium-bearing 

waste TBP solvent since it provides maximum possible volume reduction like an incineration 

process, as well as it has no potential of fire accidents and dioxin formation. Characteristics of  

thermal gasification of target waste TBP solvents were then analysed and a series of unit process 

of pyrolysis-steam reforming-catalytic oxidation was selected as a key process that should be 

evaluated as an organic destruction process. In addition, since toxic nitrogen  oxides (NOX) and 

gaseous corrosive phosphorus acid (P4O10) are generated by the gasification of the waste T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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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nts that includes ((UO2)(NO3)2(TBP)2), two off-gas treatment unit processes of NOX removal 

and P4O10 removal, respectively, were included in the evaluating process units. 

  It was found from the pyrolysis-gasification tests of uranium-bearing waste TBP solvents 

(mixture of ((UO2)(NO3)2(TBP)2)-TBP-dodecane) that the denitration reaction emitting NOX and 

the vaporization of dodecane first occurs. After that the pyrolysis of TBP occurs and it generates 

C4 hydrocarbons (butene(C4H8), butanol(C4H9O) and butanal (C4H8O)) and leaves phosphorus 

elements as P2O5(s), which sublimes at temperatures above 600°C. Nonvolatile UO2 functioned as 

a phosphate-capturing sorbent to form UP2O7 or U(PO3)4 and thus it reduces the volatility of 

phosphate. However, all of the non-reacting excessive phosphorous oxides vaporizes and the 

P4O10-capturing adsorption unit must be added in the developing process.  

  The parametric study of stream reforming process for pyrolized gas of waste TBP solvents 

were numerically investigated based on the compositions of (UO2)(NO3)2(TBP)2, TBP and 

dodecane in the target waste and analysed compositions of pyrolysis gas. The influence of 

variance of important operating parameter of steam reformer, such as a steam ratio, a reactor 

temperature and a residence time on the steam reforming efficiency and the optimum conditions 

were established. The influence of typical operating parameters such as a temperature, an 

oxidizing air equivalence ratio, and a gas flow rate were numerically investigated on the 

oxidation efficiency of the gaseous mixtures generated from the steam reforming process.  The 

mediated electrochemical oxidation (MEO) process for the removal of NOX and high-temperature 

reactive adsorption by using Ca-based sorbent for the removal of P4O10(g) was evaluated and the 

results showed both unit processes were effective to be utilized in the developing steam 

reforming process. 

4.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Reduction of Radiotoxicity of Uranium 
Mixture

○ Dissolution characteristics of actinide oxides in carbonate media

   - Evaluation of a selective oxidative dissolution characteristics of U in carbonate solution.

   -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evaluation of the insolubility of TRU elements in hydrogen 

peroxide-carbonate solution.

   - Study of complicate behaviors of TRU element species by the speciation simulation of all 

the expected species of the elements at various redox potential and pH in the carbonate 

solution.

○ Oxidative dissolution of major fission product-oxides of spent nuclear fuel in 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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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 Determination of the dissolution rates of Re, Te, Cs and MoO3.

   - Determination of the important factors for the oxidative dissolution of FP. 

○ Oxidative dissolution of uranium oxides in carbonate media

   - Production of SIMFUEL (simulated spent nuclear fuel) having 16 elements(U, Ce, Gd, 

La, Nd, Pr, Sm, Eu, Y, Mo, Pd, Ru, Zr, Ba, Sr, Te) 

   - Experimental determination of solubility of the reduced SIMFUEL in hydrogen 

peroxide-carbonate solution

   - Observation and measurement of decomposition characteristic of hydrogen peroxide in 

carbonate solution; First rate constant of decomposition: k=0.259 hr-1

   - Evaluation of electrolytic dissolution characteristics at UO2 and SIMFUEL electrodes

○ Removal of environmentally-detrimental elements by means of precipitation methods

   - Development of the effective precipitation method; Removal efficiency more than 99%

   - Selective removal of Cs and Re (as a surrogate for Tc) from the FP by using sodium 

tetraphenylborate (NaTPB) and tetraphenyl phosponium chloride (TPPCl)

   - Evaluation of the precipitation characteristics

○ Decarbonation and recovery of carbonate salt solution

   - Development of an electrolytic system consisting of a cation exchange membrane-equipped 

cell and a gas absorber

   - Evaluation of the process efficiency by changing the experimental conditions

○ Selective separation of uranium in carbonate media

   - Evaluation of adsorption efficiency of U ion in the carbonate media by amidoxime series 

resin

   - Synthesis of copolymers of acrylonitrile-divinylbenzene (AN-DVB) and divinyl 

benzene-amidoxime (DVB-AO) and study on their adsorption properties

   - Determination of direct precipitation of U in the form of UO4

○ Study on evaluation of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everal uranium mixture materials and 

their oxidative dissolution characteristics

   - Survey and classification of the U mixture materials in Korea, and investigation of their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compositions

   - Determination of the dissolution characteristics of uranium-high content and low content U 

mixture materials in carbonate solution or addition of hydrogen peroxide in the nitric acid 

solution

   - Development of a combination way of dissolution in carbonate with 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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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oxide-precipitation of UO4-precipitation of residual uranium by organic precipitator for 

the uranium-lime sludge and uranium scraps of UO2 and (U,Gd)O2

   - Development of a combination way of dissolution in low concentrated acid-precipitation 

of UO4 by adding hydrogen peroxide-precipitation of residual uranium by organic 

precipitator for the heat-treated uranium sludge

○ Study on dissolution(/leaching) characteristics of impurity materials included in the uranium 

mixture materials and separation of liquid-solid

   - Evaluation of he solubilities of the impurity components besides uranium in the U 

mixture materials and their co-dissolution and co-precipitation behaviors together with U

   - Comparison of the UO4 precipitation way of pH adjusted-decarbonation (dissolution in 

carbonate with hydrogen peroxide-precipitation of UO4 by decarbonateion) and the way 

with hydrogen peroxide in acid (dissolution in acid-UO4 by addition of hydrogen 

peroxide) in view of minimal co-precipitation of impurity components with U

   - Determination of the precipitation reaction mechanisms and precipitation composition of 

uranium in several solutions

   - Evaluation of the precipitation properties of residual U in the supernatant after the UO4 

precipitation by using a precipitator of Tannic acid/Hexamine

   - Determination of high precipitation efficiencies in the processes

○ Study on recovery of acid-bas by electro-dialysis and development of continuous 

dissolution-precipitation equipment and system with engineering concept

  - Evaluation of recovery efficiency of acid and alkali solutions, which were used for 

recoveries of carbonate salt solution and UO4 precipitation in the COL process, 

respectively

   - Development of the treatment system with almost complete recovery of all the inorganic 

chemicals used in the process

   - Construction of the COL process test station for the evaluation of the COL process from 

the engineering point of view, which would be useful for commercialization of the COL 

process

   - Development of the filter solid-liquid separator with a function of automatic removal of 

filtered solid on the filter

Ⅴ. Application Plan for the Research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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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velopment of the Decommissioning System Engineering Technology

The evaluation technology of decommissioning process must be developed and will be used for 

the ALARA planning tool of decommissioning process and demonstrated for tools of 

decommissioning equipments. Also, this technology can be used for tools workplaces with high 

work difficulty such as large-scale chemical plant, under water and space.

The monitoring system for high alpha radioactive contamination measurement will be use in 

the high radioactivity decommissioning sites such as hot-cell or glove box. Also, it will be use 

in the general nuclear facilities as the radiation monitoring unit. The preparation technology of 

the radiation sensor for high radioactive contamination measurement will be transferred to the 

company for the industrialization. The remote monitoring system can prevent the worker's 

exposure using the optical fiber to separate the sensor and electronics.

2. Nuclear Environment Clean-Up Technolo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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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ultimately applicable for an decontamination of high radiation facilities such as the DUPIC 

and PIEF. Furthermore, its utilization could be extended to the metal waste decontamination for 

an unlimited release.

An electrokinetic-flushing decontamination technology will be applied to the decontamination 

for a free release of the radioactive soil wastes generated from the research reactor site. An 

agglomeration leaching technology could be applicable for a decontamination of the uranium 

bearing wastes from the uranium conversion facility site. A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extraction 

technology seemed to have an applicability for a decontamination of alpha bearing soil w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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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residual radioactivities of the research reactor site and the  uranium conversion facility 

site. The results on the evaluation of vertical distribution of radionuclides in the nuclear site 

could be used for an estimation of the horizontal and contamination distributions of the large 

contamination sites without tedious sample takings. A code for assessing the radionuclide 

migration through an unsaturated zone of nuclear sites could be used importantly for a 

determination of an allowable surface contamination level for a free release of nuclear sites. 

A chemical gel decontamination technology would be applicable for decontamination of a 

variety of contaminants on a wide surface area of hot cells before refurbishment or 

decommissioning of high radiation facilities such as DUPIC facilities or Pyroprocess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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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during the routine maintenance. And this technology can be used as an key 

decontamination technology for the decommissioning of North Korea's nuclear cycle facilities and 

clean technology in non-nuclear industry.

3.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Treatment of Wastes from High Radioactive 
Facilities in Operation or under Decommissioning 

It is expected that the technology for a volume reduction and self-disposal of dismantled 

concrete wastes can be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management plan for radioactive 

dismantled concrete wastes through the minimization of final waste volume for disposal by 

appling the technology to the concrete wastes generated by dismantling retired research reactors 

and a uranium conversion plant and used in the decommissioning of a large scale nuclear 

facilities including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 in the near future.

The development for downgrading and volume reduction can be treated safely and 

economically for a lot of HEPA filter wastes which are generated from high radioactive facilities 

in operation, improvement, repair, and decommissioning. This technology can be used for the 

many HEPA filter wastes which are created from DFDF, IMEF, and pyroprocessing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technology of downgrading and volume reduction can be applied for the 

HEPA filter which is widely used in waste incineration, melting, air-conditioning system in steel 

manufacture. This treatment can be applied for not only radioactive facilities but also industrial 

facilities. 

The results of performance test and evaluation of unit processes of organic mixed waste 

treatment process will be utilized in design and fabrication of a bench-scale steam reforming 

process and the establishment of demonstrating test condition for that bench-scale process. After 

bench-scale demonstrating test, the result of this work will be utilized in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scale steam reforming process that can effectively treat carbowaste such as waste 

nuclear graphite as well as mixed organic waste.

4.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Reduction of Radiotoxicity of Uranium 
Mixture

The carbonate-based process using the technique of a oxidative dissolution-leaching and 

precipitation of uranium in carbonate (COL) can be directly applied to treatment of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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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anium-bearing wastes generated from the front-end nuclear fuel cycle, and could be used as an 

optional technology for an enhancement of flexibility of pyro process being developed in Korea 

with a configuration of hybrid process using both of dray and wet technology. The recovery 

technology of uranium from uranium-bearing materials including spent nuclear fuel with 

characteristics of high proliferation resistance and environmentally-friendliness like the COL 

process can enhance an increase in the utilization efficiency of uranium materials, reduction of 

radioactive waste volume and disposal cost of waste, which will be helpful to development of 

advanced nuclear fuel cycle with a new concept. The several unit technologies used in the COL 

process such as selective dissolution, precipitation, solid-liquid separation, and  electrolytic 

recovery of salt solution can be applied to removal of toxic material, reclamation and purification 

of valuable substances, treatment of liquid waste, etc in the ordinary industry. The 

carbonate-based process and technology developed in this research project are still in a premature 

stage for the practical use, so that it is worth perusing furthermore from the view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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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배경

고방사성 설비의 해체작업은 높은 방사능 로 인해 작업자의 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

라 고난이도의 작업이므로, 안 성과 효율성을 증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이루

어져야 한다. 해체 기술은 해체 상 시설의 특성과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체 상황이 다르

기 때문에 자국의 여건에 합한 site specific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원 을 포함한 고방사능 시설의 유지보수  해체 시에는 다양한 해체 련기술이 필요하

며, 해체 비용은 시설에 따라 건설비의 20 ～ 40% 정도가 소요된다. 원 의 경우 운  정지 

5년 내지 10년 에 해체 비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향후 상되는 고방사능 원자력 시

설에서 공통 으로 용할 수 있는 해체 핵심기술 개발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 특히, 국내 

사용후핵연료 취 시설  일부(PIEF, DFDF 등)는 단  개선보수가 필요하며, 상용 원

의 경우 운 정지 5년 에 해체 비 작업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2020년 에 해체가 상

되는 형 원자력시설의 해체 비 단계에 요구되는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한, 북한 핵시

설의 불능화에 이어 추진 상되는 해체 사업은 약 2조원 이상의 사업비와 15년 이상이 소

요되는 장기사업으로서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서 주도 인 역할을 하기 해서는 핵심기술

의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선후행핵연료 주기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하여 다양한 우라늄 혼합 폐기물이 발생한

다. 이들 우라늄혼합물로부터 우라늄만을 선택 으로 분리를 할 수 있으면 폐기물의 양이 

크게 며, 우라늄의 재활용을 통해 우라늄 이용률을 높일 수 있어 경제  이 이 많다. 이

들 우라늄혼합물을 처리하기 하여 종래에 알려진 용매추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많은 2

차 폐기물의 발생에 의해 이들을 처리하여 얻는 실질  경제성이 없을 수도 있고, 용매추출 

련 기술은 핵확산 항성에 있어 취약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기에 부 합하다. 따라서 

되는 우라늄 혼합 폐기물의 처리를 해 국내실정에 부합하는 환경친화 이며 기술  핵확

산 항성이 높은 우라늄 혼합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은 우리나라의 선후핵연료주기 리 기

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1. 해 체  시스 템  엔지 니어 링 기술 개발  

우리나라가 원자력 선진국 열에 합류되어 있지만, 원자력 시설 해체기술 수 은 아직 

보 인 단계이다. 세계 으로 원자력 시설 해체는 각 국가에서 실정에 맞는 기술을 개발

하여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구로 해체사업 경험과 이에 한 용기술 개발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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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방사능시설 해체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원자력시설 해체에 한 독자 인 기

술을 확보하여 련 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원자력시설의 해체 안 성 확보를 통하여 원

자력에 한 일반 국민의 사회  수용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상된다. 한, 원자력

시설 해체는 시설 수명기간  발생량을 상회하는 방사성폐기물이 일시에 규모로 발생

하고, 많은 작업자 방사성 피폭과 방사능 환경방출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 한 방사능 

안 리 체제 확립이 필수 이다. 따라서, 고방사능 취  지역의 정확한 방사성 오염도 측

정을 바탕으로 원자력시설 작업 종사자의 피폭을 감할 수 있으며, 환경의 안 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2. 원자 력 환 경  청정 화 기술 개발  

제염기술 개발의 상인 SF 취   재활용하는 시험시설의 특징은 고방사선 장의 극한 

환경이며 폐된 시설로서 용할 제염기술은 제염성능이 우수하고 원격제어에 의해 작업자 

안 성을 확보해야 하고 2차 폐기물이 게 발생하는 기술이어야 한다. 따라서 량의 2차 

폐기물이 발생하는 습식 제염기술보다는 건식 제염기술이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고방사능 시설의 건식 제염기술은 시설의 특성, 오염 특성에 따라 용기술이 달라지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비고착성 오염에 용하기 한 이산화탄소 펠렛 분사 

제염기술과 유기성 오염에 용하기 한 PFC 제염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이번 

단계에서는 정 기 으로 부착되었거나 고온 환경에서 고착성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제염하기 곤란한 경우에 용하기 한 제염기술을 확보하고자 하 다. 여러 종류의 건식 

제염기술을 상으로 기술 용성 평가를 통하여 원격제어가 가능하고 2차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  이용 용발 제염기술을 선정하여 개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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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로서 원자력시설의 유지보수, 해체  폐기물의 재활용을 한 제염기술로 용될 수 

있는 공통 핵심기술 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따라서 SF 재활용을 국가 으로 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꼭 확보해야 할 기술 의 하나이다. 이 기술은 총 5년에 걸쳐 개발을 

완성할 정이며 이번 단계 3년 동안에는 고방사능 오염 특성을 고려한 이  제염 공정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 다. 제염 목 에 당한 이  원을 선정하고, 실험실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는 이  제염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제염 공정 조건별 제염 성능을 

확인하 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2단계의 추가 연구를 통해 고방사능 핫셀에서 운 이 

가능한 원격제어의 용발 제염시스템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원자력시설의 해체 후 부지를 복원하기 해서는 장에서 오염 부지를 제염 복원하거나 

부지의 오염 토양을 장 밖에서 제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로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후 발생하는 방사성 토양을 자체처분하기 한 제염기술을 개발하고자 하 다.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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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토양을 자체 처분하기 해서는 방사성 오염 를 잠정  자체처분 기 인 약 80 

Bq/kg 이하로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토양의 복잡한 화학  성분과 다공성 

구조로 인하여 세계 으로 고효율 제염기술은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토양 세척, 퇴  침출, 

동 기제염 기술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낮은 제염 효율과 2차 폐액 등의 문제가 있어서 

제한 으로만 사용되어 왔다. 특히, 연구로 해체 부지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토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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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척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  작용과 

화학  치환  세척을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제염기술 개발을 시도하 다. 즉, 20년 이상 

장기 숙성 오염된 연구로 오염 토양제염을 한 동 기세정 제염기술, 표면 오염이나 비 

숙성 오염 토양을 한 응결침출 제염기술  우라늄 오염토양을 제염하기 한 임계 

이산화탄소 제염기술을 특성화 하고자 하 다. 토양 제염기술은 2년에 걸쳐서 개발하 으며 

오염 토양의 특성에 맞는 제염공정 조건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 장치를 제작하여 

성능을 입증하 다. 

해체 부지 복원의 마지막 단계로 복원된 부지의 건 성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하여 

부지 내의 잔류 방사능을 측정하고 방사선  안 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 기술은 

원자력시설 해체 경험이 많은 미국, 랑스 등에서 일부 기술이 개발되어 용되고 있지만 

표시료의 확보 방법, 수직 분포도 측정기술의 효율성 개선 등의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잔류 방사능의 수평 분포 평가의 정확성 확보를 한 

표시료 확보 방안의 수립과 수직 분포도를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으로 

수립하고자 하 다. 

수용액 분사에 의한 방사선 오염의 장제염은 다량의 제염폐액을 발생시키고 

제염 상과의 짧은 시간 때문에 제한된 제염효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화학 제염제에 

화학 으로 불활성이고 비표면 이 큰 미세 고체형태의 도성 겔 형성제로 구성된 도성 

제염용액을 사용한 겔 화학제염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겔 형성제는 최소의 

수용액량으로 표면에 용할 수 있도록 화학 제염제에 성을 주기 한 매질로 작용하는 

도의 반유체 혹은 반고체 형태이다. 용액과 달리 이러한 겔의 분사는 경사지거나 

수직한 면  속표면의 장제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겔화학 제염기술은 복잡한 

구조나 모양  hot spot의 제염 특히, 면  오염시설에 효과 인 장  외에도 용이 

편리하고, 단  표면당 분사된 화학제의 양이 소량이므로 발생된 제염폐액의 발생량이 

화학제염 용액 제염에 비해 1/4-1/5 수 이고, 표면 시간을 조 하여 제염동안 

erosion을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겔을 원격으로 분사할 수 있으므로 

제염작업자의 피폭이 크게 감되는 장 이 있다. 그러나 화학용액 제염법에 비해 제염계수 

값이 낮아 반복 용이 필요하다. 겔 제염기술의 제염효과는 site specific 오염 특성에 맞는 

화학 제염제의 화학  특성에 지배되므로 한 화학 제염제의 개발이 필수 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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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재의 종류, 운 조건에 따라 형성된 부식산화물의 종류와 방사성 핵종의 형태를 고려하여 

산성 겔, 염기성 겔, 산화성 겔 혹은 환원성 겔 등의 한 겔 화학제염법을 결정해야 

한다. 강산은 오염산화물을 용해시킬 수 있으나 속성 모재도 용해시킬 수 있으며 겔 

형성제와 혼합 시 제한된 용해도를 나타내는 문제 이 있으며, 시트릭산, 옥살산, EDTA 

등과 같은 유기산은 속산화물을 용해시키고 착화시킬 목 으로 첨가되나 약산이므로 

제염효과가 극히 낮은 문제가 있다. 

겔 제염제를 구성하는 화학제의 용해 혹은 착화를 통한 제염성능과 부식억제 성능이 우수

한 화학제염제와, 그리고 이 화학제염제와 물리 화학 으로 합하고 분사와 표면부착이 용

이한 유변학  특성이 우수한 겔 형성제의 개발이 겔 화학제염제의 핵심 요소 기술이다. 환

경 으로 안정한 폐기물 형태 등을 고려한 최종 폐기물의 양을 감하는 기술과 함께, 도

성 겔 제염제를 효과 으로 분사할 수 있는 분사방법의 개선 한 추진해야 할 연구 항목이

다. 재 해외에서 개발된 겔 제염제는 고가일 뿐만 아니라 화학제염기술의 특성상 효과

인 제염기술을 얻기 해서는 오염특성에 합한 고유 제염제의 formulation이 요구되므로 

국내 상시설에 합한 겔 제염제의 개발을 포함한 겔 화학제염기술개발이 경제   기술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3. 고 방 사 능  시설 운   해 체 폐 기물  처 리 기술 개발  

국내 최  원자력시설 해체사업인 연구로 해체에 많은 방사성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이 발

생하지만 국내에 감용  재활용 기술과 경험이 없다. 원자력시설의 해체 시 체 폐기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에 해 독일, 미국, 벨기에, 국, 일본 등의 선

진국은 이에 한 처리의 요성을 인식하여 콘크리트 폐기물에 한 처리기술과 재활용 방

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경제성  재활용 콘크리트의 성능평가 시험을 수행해 왔으나 국

내에서는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의 감용  재활용을 포함한 리 방안  련 기술에 

한 연구가 무하여 국내 기술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로

의 해체 시 방사성 량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이 약 270톤,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로부터 100

톤 이상의 우라늄 오염 경량 콘크리트 폐기물이 발생되어 있음(연구로 2호기에서만 발생된 

폐기물량임). 연구로  우라늄 변환시설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을 상으로 감용  재활용

기술의 구축  실제 사업에 용 가능한 기술을 기에 확보하여 발생한 콘크리트폐기물의 

최종 처분부피를 감축하고, 향후 원  해체에 비한 공통기반기술을 확보할 필요하다.

4. 우 라 늄  혼 합 물  해 도  감 화  기술 개발

선후행 핵연료주기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과 다양한 우라늄혼합물로부터 U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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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핵종 즉, TRU, FP, RE 핵종은 침  고형물로 불용해시키면서 U만을 선택 으로 용

해시키고, 이후 용해된 U만을 천층 처분이 가능한 수 까지 고순도로 침  회수하는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 있다면 차 증가하는 우라늄 가격에 비하여 우라늄 활용률을 높이고, 

한 국내 처분장의 기  강화로 처분장으로 갈 수 없는 우라늄 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매

우 유용한 기술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한국 실정에 부합하는 높은 핵확산 항성과 환경

친화  특징을 갖고 기존의 기술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후행핵연료주기 리기술이 될 수 있

다. 탄산염 용액 계 산화 용해-침  분리 기술은 기술 자체가 태동 단계에 있어 학문 , 기

술 으로 충분한 연구 가치가 있으며, 이 기술 개발에 의해 우라늄혼합물부터 우라늄을 고

순도, 고효율로 분리 회수할 수 있어 폐기 처분장 능의 증 를 가능  할 수 있어 원자력 

기반 기술 확보에 직, 간 으로 기여할 것이며, 개발 기술은 변환시설 발생 우라늄혼합물, 

핵연료 가공 시설 발생 우라늄 스크랩  폐 우라늄 침 물 처리에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련한 단  기술의 물리화학  특성 자료의 확보  우라늄혼합물 별 

처리 공정 도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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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추진 황  연구내용

1. 해 체  시스 템  엔지 니어 링 기술 개발  

가. 추진 황

○ 일반 산업분야와 원자력시설 설계/운 에 사용되고 있는 VR 시스템에 한 기술사례

와 안 성 평가 기법에 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고방사능 시설에 합한 해체 VR 

환경을 설정하고 해체 안 성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필요한 분석 기법을 독창 으로 

설계함으로써 해체공정 평가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함.

○ 해체 시나리오에 따라 VR 구  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 실  해체공정을 구

함. 한 해체공정 평가를 해 각 평가요소의 가 치를 산정하고 비용으로 정량화

하기 한 수식을 개발하고 로그래 을 하여 해체공정 평가 모듈을 개발함.

○ 고방사능 시설 해체환경에 한 방사능 오염도 분석과 안 성 평가 단  모듈을 개

발하고 공통 연계 평가 모듈을 개발함으로써 최종 으로 해체 VR 환경 바탕 에  

단  시스템 상호 연계  해체작업에 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함.

○ 원자력시설 해체공정에 한 안 성을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하여 Risk Matrix 기법

과 원자력시설 특성상 방사선학 /비방사선학  안 성을 복합 으로 평가할 수 있

는 퍼지추론 기법을 개발하고 최종 으로 로그램을 개발하여 해체 안 성 평가 방

법론  시스템을 완성함.

○ 원자력 선진국들의 다기능 해체장비 련 자료 수집  분석을 통해 다기능 복합 해

체장비에 필요한 핵심 요소기술 도출하고, 해체장비의 단 기술별 용 가능한 기술 

분석을 통하여 산업체와의 기술 력을 통하여 복합제어기술을 개발하 음.

○ 이 의 단계(2004. 3 ~ 2007. 2)에서 확보한 고분자 검출소재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고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섬 검출소재 제조방안을 도출하여 상 시설별로 합 

검출소재의 제조조건을 확립하 음. 한, 탁과제를 통하여 방사선 측정  핵종 

포집이 가능한 검출소재의 핵종 포집용 코 재 소재별 물리화학  혼화도  안정성

을 분석하고, 섬 체 지지체의 구조  안 성을 평가하여 검출소재의 기본 특성을 

악하 음.

○ 고  알 선 오염도 측정용 검출소재  측정 시스템의 방사선학  성능평가는 

련 IEEE STD, ANSI 등의 국제기 에 따라 수행하며, 향후 개발한 장비  기술에 

하여 상용화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내 산업체와 연계하여 상용화 방안을 마련하

고, 사용후핵연료 취 연구시설의 오염도 측정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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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내용

○ 해체공정 평가 시스템 개발

   - 해체 VR 시스템 개념 설정

   - 해체 환경 모델링  가상 실 구

   - 방사능 오염도 3차원 가시화 로그램 개발

   - 가상 작업자 피폭 산정 모듈 개발

   - 해체공정 평가 모듈 개발

○ 해체 안 성 평가 방법론 개발

   - 해체 안 성 평가 체계 설정

   - 해체 험도 산정  안 성 평가 기법 개발

   - 해체 안 성 평가 로그램 개발

○ 고방사능 설비 해체장비 단 기술 개발

   - 고방사능 설비 해체장비 구성  개념설정

   - 해체장비 복합 제어기술 개발

○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장비 구성  개념설정

   - 고  알 선 오염도 측정장비  검출소재 제조 기술 황 분석

   -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용 기본소재 특성 평가

   -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장비 구성  개념설정

○ 알 선 측정용 섬 검출소재 개발

   - 소구역 오염도 측정용 결정형 센서 개발

   - 면  오염도 측정용 분사형 검출소재 개발

○ 고  알 선 오염도 원격측정기술 개발

   - 오염도 원격 측정용 검출시스템 개발

   - 핵종 포집  오염도 측정용 기능성 소재 개발

   - 오염도 원격측정장치 시작품 제작  장 용성 시험

○ 알 /베타선 오염도 측정 원격 제어 방안 선정 

   - 알 /베타선 오염도 원격 제어 조건 선정 

   - 소구역  면  오염도 원격 제어기술 선정

○ 소구역 오염도 측정 센서 원격 제어 기술 개발 

   - 소구역 오염도 측정센서 치제어 시스템 로토타입 제작  시험

○ 면  오염도 측정 센서 원격 제어 기술 개발

   - 2D 이  스캐  오차 발생 원인 분석

   - 2D 이  스캐  오차 보정 방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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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테 오비젼을 이용한 오염구역 형상 분석 기술 개발

   - 원격 측정 시 오염도 정  측정을 한 오차보정 기술 개발

○ 고  오염도 원격측정장비 개발 

   -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 원격 측정 시스템 제작

   - 오염도 원격 측정 시스템 성능 시험 

2. 원자 력 환 경  청정 화 기술 개발  

가. 추진 황

○ 용발 제염기술의 개발에 요구되는 원별 용발 threshold를 이론 으로 악하고, 

이를 실험  방법으로 평가하여 최  후보 이  형태를 결정하 으며, 실험실  

용발 장치의 요구 사항을 설정하여 실험실 규모 단  제염장치를 설계 제작함.

○ 고방사능 시설의 고착성 오염에 용하기 한 ( 이 )용발 제염기술의 실험  평

가가 가능하도록 이  에 지의 원거리 송  노즐형 이  토치를 설계 제작

하 고, 오염 재질별 용발 제염 기본 특성을 규명함. 한 용발 제염 후 발생하

는 입자의 실험실  포집 평가가 가능한 장치를 설계 제작함.

○ 용발 제염 공정에서 이 의 반응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이  장의 크기를 

당  1064 nm에서 1/2 크기인 532 nm가 되도록 이  발생장치를 개선하 으며 제

염 공정 변수에 한 성능을 평가하 음. 제염 입자 크기 분포를 보다 세 하게 분

석하여 입자 포집 개념을 보완하 고 나노 크기의 입자도 제거할 수 있도록 포집시

스템을 개선하 음. 이를 바탕으로 포집시스템을 제작하고 방사성 제염 입자 포집 

시험을 통하여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함.

○ 모사 방사성 핵종에 한 용발 제염 기구를 해석하여 동일 조건에서 제염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도출하 으며 3차원 용이 가능한 원격 용발 제염장치

를 설계․제작  운 (동 상 자료 확보)함으로써 원격 용발 제염시스템의 타당

성을 입증하 음. 

○ 원격 용발 제염시스템에 의한 공정변수(오염원별, 재료별, 이  장별, 과 도 

 조사횟수)의 최 조건을 도출하 으며 용의 편리성을 증 시키기 해 제염시

스템의 성능을 개선하 음. 

○ 원격 용발 제염시스템의 부품별 고방사선 조사실험을 통해 내방사선 특성을 평가 

하 으며 이를 통해 고방사선장에서의 용타당성을 입증하 음.

○ 연구로와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부지의 특성을 평가하고 토양 제염 단 기술로 동

기 세정 제염 공정  퇴  침출 제염공정에 한 성능을 확인함. 한, 우라늄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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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제염기술로 임계 CO2 제염에 합한 추출제 선정 평가  실험실  제염장

치를 설계 제작하여 성능을 확인함.

○ 장기간 숙성 오염 토양 제염을 한 동 기 세정 장치와 미세 입자를 포함한 토양 

제염을 한 퇴 침출 제염장치  우라늄 오염 토양 제염을 한 임계 CO2 제염 

공정 장치를 개선하고, 방사성 토양을 상으로 제염 성능을 검증함.

○ 원자력시설의 해체 활동의 최종단계로 부지 복원과정의 잔류방사능을 모니터링하기 

하여 부지오염도 mapping 기술과 잔류방사능을 장에서 직  측정하기 한 최

화된 측정 모델을 수립함. 해체부지 오염핵종의 비포화 에서 지하수 층까지 이동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이 로그램의 검증에 필요한 

라미터를 도출함.

○ 건식 실리카 기조 겔 형성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이온성 성 조제  

표면 착 특성, 건조  박리특성, 제염능 등이 우수하며 Ce 제염제에 합하고 최

종 폐기물량 감에 효과 인 성조제의 종류와 농도 등 성조제 formulation을 

확보하 음.

○ 오염특성(고착성/비고착성 오염), 제염 상 모재(SUS 304/콘크리크/타일)  표면 

형태(표면 조도, 도장/미도장 표면) 등과 같은 제염 상별 겔 화학 제염제의 성능을 

평가하여 제염공정조건을 확립하 음.

○ 방사성 오염 장((주)원  연료 우라늄 오염 화학실험실)을 상으로 실증시험을 통

해 기술을 검증함으로써, 면  방사성 오염 장에 합한 겔 화학제염 공정을 개

발하여 특허화하 음.  

나. 연구내용

○ 고방사능 시설 제염기술 개발

   - 고방사능 시설 해체제염 기 특성 평가

   - 고방사능 시설 해체제염 단 기술 시험

   - 고방사능 시설 해체제염 단 공정 개발

   - 용발 제염공정 최 화 연구

   - 용발 원격제염 시스템 개발  실증 시험

○ 해체 부지 제염  부지 복원 평가 기술 개발

   - 부지 제염 단 기술  장치 개발

   - 부지 제염 장치 개선  실증 시험

   - 해체부지 복원 모니터링 요소기술 개발

○ 겔화학 제염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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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겔화학 제염제의 제조 특성 규명

   - 면  제염 용 공정개발  실증 시험

3. 고 방 사 능  시설 운   해 체 폐 기물  처 리 기술 개발  

가. 추진 황

○ 해체폐기물 재활용기술 개발

  -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의 비원자력분야 재활용  원자력분야 재활용에 한 국

내 규제해제 요건을 바탕으로 재활용 방안을 설정하고, 방안별 작업자  일반 이

용자의 연간 피폭선량을 산정하 음.
  - 미국 NRC, IAEA, ICRP, EU와 국내 과기부고시 제2001-30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

제해제 기 선량(10 μSv/y)을 단  방사능 농도의 핵종이 유발하는 연간 개인선량

으로 나 어 핵종별 규제해제 기 농도를 도출하여 제시하 음

  - 연구로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를 통해 발생된 콘크리트 폐기물의 발생량과 발생

된 콘크리트의 물리화학   방사선학  특성을 악하 음

  - 단 공정(열  처리  기계  분리)을 비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에 용하여 

골재와 미분말의 분리특성을 악하고, 미분말의 고온 슬래깅을 통한 감용  안

정화 실험을 수행하여 콘크리트 폐기물의 감용  재활용 타당성을 검증하 으며 

국내외 콘크리트 폐기물 감용  재활용 기술 황 분석  단 공정 특성 실험을 

통 콘크리트폐기물 감용  재활용 공정개념을 도출하 음

  - 연구로 해체 장의 방사화 량 콘크리트 폐기물과 우라늄 화합물로 오염된 우라

늄 변환시설 해체콘크리트 폐기물의 실험실  가열분쇄 공정에 의해 분리된 골재

의 분포  골재의 오염도 분포 평가를 통해 실제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에 한 

용성을 악하 음 

  - 실험실 규모 일체형 가열 분쇄 공정장치  패들형 회 충격기를 구비한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의 조  분쇄 공정장치를 설계/제작하고, 실험실  비방사성 실증

시험을 수행하여 장치 성능 평가를 수행하 음

  - 연구로 해체 방사화 량콘크리트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우라늄오염 경량콘크리

트 폐기물에 한 가열분쇄 공정 실증시험을 수행하여 분리된 골재의 분포와 골재

에 분포된 방사성 핵종 농도를 분석하여 가열분쇄 공정 실증장치의 성능을 평가하

음. 

  - 량 콘크리트와 경량 콘크리트 가열분쇄 감용 처리 시 발생하는 1 mm 미만의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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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트 미분말의 탈수반응 특성을 분석하고 열  처리에 의한 수화성 회복 특성을 

평가하 음 

  - 수화성이 회복되어 재생된 콘크리트 미분말에 하여 무기 바인더 등을 첨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화체를 제조하고, 고화체 특성 평가를 통해 국내시험 인수 

기 에 따라 경질 고화체 압축강도 3.44 MPa, 침출지수 6 이상을 만족하는 최  

고화체 제조조건을 확립하 음

  - 기아크로를 활용하여 연구로  우라늄변환시설에서 발생된 경량  량 해체 

콘크리트 미분말의 배합비에 따른 슬래깅 고화체를 제조하고, 고화체의 압축강도 

등 물리  특성  고화체의 화학  내구성과  슬래깅에 의한 콘크리트 미분말의 

감용 특성을 평가하 음

  - 기아크에 의한 미분말 슬래깅 시 미분말의 비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분말 시료의 처리를 통한 시료 투입 방법을 개선하여 슬래깅 실증시험 수행하

음.

○ HEPA 필터 폐기물 화  감용기술 개발

  - 방사성 HEPA 필터 폐기물의 특성, 구조, 재질  오염 특성을 분석하여 기  물성 

자료를 확보하 고, 화  감용에 한 국내외 기술개발 황  처리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 HEPA 필터 폐기물 처리를 한 단  요소기술을 도출하 음.

  - HEPA 필터 폐기물의 화를 하여 HEPA 필터 매체에 오염된 핵종의 화학  

제거 특성실험을 통해 Co  Cs 등으로 오염되거나 우라늄으로 오염된 HEPA 필

터 매체로부터 99% 이상의 오염제거율을 입증하 음.

  - 필터 매체의 부피를 감소시키고 안정한 고화체를 제조하는 고온 용융 특성실험을 

통해 부피감용비 30 이상의 물성이 우수한 유리고화체 제조 성능을 확보하 음.

  - HEPA 필터 폐기물의 특성, 처리기술 황분석  단 기술별 성능 평가 실험 결

과를 기 로 열 /화학  처리  오염제거  감용공정을 포함하는 HEPA 필터 

폐기물 처리 flowsheet를 도출함.

  - 실증규모 HEPA 필터 매체 용출처리장치를 제작하 고, 원자력 연구원에서 발생된 

HEPA 필터 매체에 용하여 Cs-134과 Cs-137, Co-60에 해 각각 97.5와 97.3, 

98.3%의 제거효율을 얻고, 발생된 방사성 폐액은 침 -여과 후에 재사용 가능함.

  - 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된 방사성 HEPA 필터 매체를 감용/안정화 공정에 용하여 

부피를 1/30 이하로 효과 이게 감소시켰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방사성 핵종과 

속의 휘발과 침출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한 고화체를 만드는 공정을 확보하 음.

○ 알  함유 유기 혼성폐기물 처리 단 기술 개발

  - 조성이 다른 우라늄함유 TBP/n-dodecane 유기폐액 2종(이하 T-1  T-2)에 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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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늄(U), 인(P)  기타 고온휘발성 유해 속  할로겐 원소의 농도를 분석하여 

유기 혼성폐기물의 처리를 한 기  물성 자료를 확보하 음.

  - 두 종류의 유기혼성폐액(T-1, T-2)  순수 TBP의 온도의 증가에 따른 휘발 거동 

특성을 비교하고, 분석된 우라늄  인의 함량에 기 한 TBP, dodecane  U-TBP 

adduct [(UO2)(NO2)3(TBP)2]의 주요 세 가지 화학종의 구성비를 평가하여 유기 혼성

폐기물의 처리를 한 기  물성 자료를 확보하 음.

  - 유기 혼성폐기물 가스화  무기물 분리 특성 연구를 한 실험실 규모 열분해가

스화/수증기개질 시험장치를 자체 설계, 제작하여 설치함.

  - 두 종류의 유기혼성폐액(T-1, T-2)  순수 TBP 열분해 가스의 조성을 Pyrolizer-GC/MS

에 의해  분석하여 수증기 개질 반응 시험  동역학  모델연구 기반자료를 확보

하 음.

  - 순수 TBP에 한 열분해 가스의 수증기개질 조건에 따른 가스조성 변화를 측정하

고, PFR 반응기를 가정하여 TBP 열분해 가스의 수증기개질 반응을 모사하기 한 

237개 반응의 동역학  DB 구축  모델계산을 통해 실험결과와 비교 평가함으로

써 다양한 실험 조건에 따른 수증기 개질 거동 측이 가능함을 확인하 음.

  - 알 유기혼성폐기물의 열분해/수증기개질 가스화 실험 후 열분해 반응기내 우라늄 

 인 성분의 잔류량  성분 분석에 의해 무기물 분리특성을 규명하여 인산증기 

고온흡착 제거 단 공정 도입 필요성을 확인하 고, 열분해 가스화공정의 우라늄

에 한 제염성능과 최 로 가능한 감 비  감용비에 한 자료를 확보하 음.

  - 실험  열역학  모델연구 결과를 통해 우라늄함유 TBP/n-dodecane의 열분해/수증

기개질 가스화  우라늄 잔류물 산화과정에 의한 체 감용 공정의 반응경로를 

규명함.

  - 두 종류의 유기혼성폐액(T-1, T-2)  순수 TBP의 온도의 증가에 따른 휘발 거동 

특성을 비교하고, 분석된 우라늄  인의 함량에 기 한 TBP, dodecane  U-TBP 

adduct [(UO2)(NO2)3(TBP)2]의 주요 세 가지 화학종의 구성비를 평가하여 유기 혼성

폐기물의 처리를 한 기  물성 자료를 확보하 음.

  - 우라늄함유 TBP유기폐액내 (UO2)(NO3)2(TBP)2와 TBP  dodecane의 조성비  측

정된 열분해 발생가스의 조성을 기 으로 열분해가스의 수증기개질반응 조건변화 

모델연구를 수행하고 주요 조업변수인 수증기비, 반응기 온도  반응기내 체류시

간의 변화에 따른 수증기개질 반응효율을 분석하고 정 조건을 도출함. 

  - 수증기개질반응기 출구가스의 조성을 기 으로 이의 완 산화를 한 Pt-계 매산

화반응기의 모델연구를 수행하고 운 온도, 당량공기비  기체유량(반응기내 체류

시간)의 변화에 따른 매산화반응의 효율을 규명하고 정 조건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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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 혼성폐기물의 열분해시 발생하는 NOx의 제거시험을 하여 신개념의 기화

학  매개산화 처리 실험장치를 제작하 고, 기화학 으로 생성되는 매개산화제

인 Ag(II) 에 의하여 NO  SO2 산성 기체를 80% 이상 제거할 수 있음을 입증하

여 기화학  처리기술의 성능  용 타당성을 확보하 음.

  - 고온에서 휘발하는 P4O10(g)의 응축온도(약 600°C) 이상에서 Ca계 흡착제를 이용한 

고온반응에 의해 제거함으로서 부식성 인산(H3PO4)의 응축으로 인한 문제 을 해

결할 수 있는 공정의 개발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 음. 

나. 연구내용

○ 해체폐기물 재활용기술 개발

  -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특성 평가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발생량 분석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의 화학  특성 분석

  -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부피감용 단 공정 시험  평가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부피감용 단 기술 선정

    •단 공정별 장비구성  기술 합성 평가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부피감용 공정개념 도출

  -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가열분쇄 공정 개발 

    •연구로 방사화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 감용 용성 평가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 감용 용성 평가

    •가열분쇄 공정 용 후 생산된 골재의 물리  특성 평가

    •콘크리트 폐기물의 열 달 해석

    •실험실 규모 가열분쇄 공정장치 설계/제작  실증

  -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가열분쇄 실증장치 제작  실증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가열분쇄 단  실증장치 제작

    •단  실증장치 통합시험  개선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실증시험

  - 콘크리트 미분말 용출 감용 기술개발

    •화학  용출 실험

    • 기화학  용출 실험

  - 콘크리트 미분말 재생  고화공정 개발

    •콘크리트 미분말 열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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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 콘크리트 미분말 고화공정 개발

  - 콘크리트 미분말 슬래깅 공정개발  실증

    •콘크리트 미분말의 슬래깅 감용 특성 시험  평가

    •콘크리트 미분말 슬래깅 고화체 특성 평가

    •콘크리트 미분말 재생  고화 공정 평가

    •콘크리트 미분말 슬래깅 기술 실증시험

○ HEPA 필터 폐기물 화  감용기술 개발

  - HEPA 필터 폐기물 화  감용 단 기술 개발 

    •HEPA 필터 폐기물 핵종 분석  특성 평가

    •HEPA 필터 폐기물 처리 단 기술별 성능 평가

    •HEPA 필터 폐기물 화  감용 공정 flowsheet 개발

  - HEPA 필터 폐기물 화  감용시스템 개발 

    •화학  오염핵종 제거  필터 매체 감용 공정 개발

    •HEPA 필터 페기물 화  감용장치 설계/제작  기술 실증

○ 알  함유 유기 혼성폐기물 처리 단 기술 개발

  - 알  함유 유기 혼성폐기물 특성 분석  

    • 조성이 다른 알  혼성폐기물 2종의 핵종  무기물 조성 분석

    • 온도증가에 따른 유기성분의 열분해  무기성분의 휘발/잔류 특성 분석

    • 폐기물내 TBP, dodecane  U-TBP adduct [(UO2)(NO2)3(TBP)2]의 구성비 평가

  - 증기개질에 의한 유기 혼성폐기물 가스화  무기물 분배 특성 규명 

    • 실험실 규모 열분해가스화/수증기개질 시험장치를 자체 설계, 제작하여 설치함

    • Pyrolizer-GC/MS에 의한 온도별 열분해 가스의 조성 분석

    • TBP 열분해가스의 수증기개질반응 모사를 한 동역학  DB 구축

  - 열분해 반응기내 우라늄  인 성분의 잔류량  성분 분석

    • 무기물 분리특성을 규명  인산증기 고온흡착 제거 단 공정 도입 필요성 확인

    • 열분해 가스화공정의 우라늄 제염성능과 최  감 비  감용비 확인

    • 우라늄함유 TBP/n-dodecane의 가스화  잔류물 산화과정의 체 반응경로 규명

  - 열분해가스의 수증기개질반응 조건변화 동역학  모델 연구  

    • 수증기개질 반응기 주요 조업변수 변화에 따른 수증기개질 효율 분석

    • 정 조업 조건(온도, 수증기 비  체류시간) 범  도출 

  - 수증기개질반응기 출구가스의 완 산화를 매산화반응기 모델연구

    • 수증기개질가스의 완 산화를 한 Pt-Honeycomb 매 반응기 계산 모델 구축 

    • 정 조업 조건(온도, 과잉공기비, 처리유량) 범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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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화학  매개산화 처리 방법에 의한 열분해 발생 질소산화물 가스 처리 연구

    • 실험실 규모 기화학  질소산화물 산화 처리 시험장치 설계/제작

    • 유기 혼성폐기물 열분해/수증기개질 발생 질소산화물 제거 특성 평가

4. 우 라 늄 혼 합 물  해 도  감 화  기술 개발   

가. 추진 황

 (1) 악티나이 드 해 도  감 화  기술개발

 ○ 탄산염 용액계에서 악티나이드 핵종 용해 특성

  - U, TRU 산화물  H2O2의 pH 변화에 따른 redox 평형  에서 U  TRU의 

용해 특성과 지화학 코드 Mugrem에 의한 U, TRU의 용해도  핵종 분포를 이론

으로 모사하 고, NpO2과 UO2의 실제 용해도를 실험 으로 비교.

 ○ 탄산염 용액에서 FP-산화물의 산화용해

  - 탄산염 용액 계에서 SF의 RE, TE의 용액 화학  용해 특성을 평가하 고, FP-산화물

에 한 용해  공침출 특성을 규명.

 ○ 탄산염계에서 우라늄산화물 산화 용해

  - SIMFUEL을 제조하여 물성을 분석 평가 하 고, 탄산염 계에서 SIMFUEL로부터 FP, U 

 TRU를 제외한 기타 주요 핵종의 용해도  용해속도를 평가.

 ○ 처분 해 핵종의 선택  침   공침  제거

  - Cs과 Tc(/Re)의 NaTPB와 TPPCl에 의한 선택  침  특성  상호 반응성 확인을 

해 상 핵종 단독계  동반계에서 침   공침  실험을 수행하여 거동 특성을 규

명.

○ 탈탄산화 특성  탄산염 회수 기술 개발

  - 연속식 해 탈탄산-탄산염 회수 장치 제작  조업변수에 따른 운  특성 변화 실험

을 통해 탄산염 공정에서 사용된 탄산염의 salt-free 재순환 기술에 의한 제안 공정의 

친환경성 입증.

 ○ 탄산염 용액계에서 우라늄 분리 연구

  - 탄산염계 용 U의 선택  흡착제 합성을 한 copoymer acrylonitrile- 

divinylbenzene (AN-DVB)  divinylbenzene-amidoxime (DVB-AO)와 resin 합성과 

Amidoxime 수지에 의한 탄산염 용액계에서 U의 흡착-용리 평가.

(2) 우 라 늄 혼 합 물   해 도  감 화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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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라늄 혼합 산화물의 재료 특성  산화 용해 특성 연구

  - 우라늄혼합물의 구성성분을 용해분석과 방사능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고, 분석

기기에 의한 혼합물의 morphology 특성을 조사하 으며, U 혼합 산화물의 용해반응을 

분 특성을 이용하여 규명  탄산  산용해액 침 의 실험  특성을 평가.  

 ○ 우라늄혼합물 내 불순물의 용해(/침출) 특성  고액 분리 특성 연구 

  - 우라늄혼합물을 고품   품 로 구분하여 각각 함유불순물의 성분  조성을 분석

하고 탄산염계와 질산염계에서의 U과 불순물의 용해/침출 특성 비교함으로서 다양한 

U 혼합물 처리 공정을 도출. 무기 탄산염 우라늄 착물 용액에 한 침  실험을 수행

하 고, 최종 침 물의 구조 해석  유기 침 제 의한 침  특성평가 시험을 수행. 수

용액 조건에 따른 UO4 침 물의 동  과정을 평가하 고, 입자크기 변화 측정과 침

물의 고-액 분리 특성을 평가하 으며, 회수 UO4의 핵연료 물질로 열 변환 특성을 시

험.

 ○ 해 투석에 의한 무기 산, 알카리 회수 기구 특성 연구  연속식 공학  용해-침

 장치 개발 

  - 음이온, 양이온 교환막, Bipolar 막을 이용한 해투석 반응기를 제작하 고, 회분식  

연속식 해 투석에 의한 산, 알카리 회수율을 평가하 으며, 탄산염 용해 (COL) 공정

에 필요한 기  공학  규모의 단  장치 제작  공정화 구성을 한 설계도를 작성 

 제작.

나. 연구내용

  (1) 악티나이 드 해 도  감 화  기술개발

  ○ 탄산염 용액계에서 악티나이드 핵종 용해 특성  

    - SF 산화물  H2O2 Redox 평형 에 의한 용해성 평가

    - pH  산화 에 따른 탄산염 용액에서의 TRU 핵종의 speciation 분포 계산

    - H2O2-CO3
2-

 용액 계에서 NpO2와 UO2의 용해도 비교

  ○ 탄산염 용액에서 FP-산화물의 산화용해

   -H2O2-CO3
2-

 용액 계에서 FP-산화물의 단일, 다성분계 성분 별 용해성 비교

  ○ 탄산염계에서 우라늄산화물 산화 용해

    - 환원형, 산화형 SIMFUEL 분말 제조  물성 측정

    - SIMFUEL 내 핵종 별 용해도  U 용해속도 측정

    - Uranyl peroxo-carbonato 착물의 분 학  spectrum 측정

  ○ 처분 해 핵종의 선택  침   공침  제거

   - 다양한 실험 조건에서 Cs  Re(/Tc) 침 속도  공존 원소 (양이온/음이온)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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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평가 

   - NaTPB-TPPCl 혼합용액에 의한 Cs  Re의 침  (NaTPB-TPPCl간 상호반응성 등) 

향 측정  해석

   - Ruth 식을 이용한 Re-TPPCl  Cs-NaTPB 침 물의 여과비 항 (α)값 측정 

  ○ 탈탄산화 특성  탄산염 회수 기술 개발

   - 해 탈탄산 시 정 류  정 압 운  시 류 효율 비교 실험 

   - Cell-stacked electrolyzer와 흡수 탑을 이용한 연속식 탈탄산-탄산염 회수 장치 제작 

구  

   - 연속식 탈탄산-탄산염 운 의 조업변수에 따른 운  특성 변화 규명 실험  

  ○ 탄산염 용액계에서 우라늄 분리 연구

    - γ 조사에 의한 PE-amidoxime 수지합성

    - 합성된 PE-amidoxime 수지의 IR 평가

    - U의 흡착능 비교 실험

 

(2) 우 라 늄 혼 합 물   해 도  감 화  기술개발

  ○ 우라늄 혼합 산화물의 재료 특성  산화 용해 특성 연구

   - 탄산염계 용해  침 법 용 열처리 슬러지 처리 공정 도출

   - 탄산염계 용해  침 법 용 석회침 믈 처리 공정 도출

   - (U,Gd)O2 스크랩에서 U 고순 회수 공정 도출  

  ○ 우라늄혼합물 내 불순물의 용해(/침출) 특성  고액 분리 특성 연구

   - 탄산염계  질산염계에서 고품 / 품  우라늄혼합물 함유 U과 불순물의 용해/

침출성 평가

   - TG, XRD, IR 분석에 의한 우라늄 침 물 구조 해석  각 침  반응 기구 규명

   - U 용액 흡 도  순환형 입도 분석기  SEM에 의한 시간에 따른 UO4 침 화 

 입자 크기 변화 측정

   - UO4  sodium diuranate 형 침 물의 열  변환 특성  핵연료 물질 재활용성 

특성 평가 

  ○ 해 투석에 의한 무기 산, 알카리 회수 기구 특성 연구  연속식 공학  용해-침

 장치 개발

   - 연속  산 첨가에 의한 탈탄산-탄산염 회수  UO4 침  평가

   - 이온교환막을 이용한 해 투석 장치 제작  반응 기구 규명

   - 공학  의미의 용해, 침   이송 장치 제작

   - 연속  침 물 제거 기능의 고-액분리 장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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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 개발 황

제  1  해 체  시스 템  엔지 니어 링 기술 개발  

1. 고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모사  안 성 평가 기술 개발

원자력 시설의 해체는 최소의 비용으로 안 하게 해체하는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 인 

해체공정이다. 따라서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해체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측면에서 최 의 해

체공정을 개발하기 한 노력을 수행하 다. 과거에는 많은 나라들이 해체 차를 검증하기 

한 목 으로 실제 규모의 물리  목업을 제작하여 해체 차를 개발하려고 시도되었다. 그

러나 물리  목업 시설을 건설하는데 막 한 비용  시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해체 차를 

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발생하 다. 최근에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물리  목업 시설을 이

용한 해체 차 개발을 컴퓨터 산모사 기술이 이를 체하고 있다. 산모사 기술은 다양

한 해체 차를 컴퓨터 가상공간에 구 하여 해체 차를 악하고 문제 을 분석할 수 있으

며 은 비용으로 목업 시설을 구 할 수 있다는 큰 장 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원자력 선

진국들은 한 차원 진보된 기술로 가상 실 기술(Virtual Reality) 기술과 해체공정 평가에 필

요한 다양한 해체정보 산출 기능을 갖는 해체 지원 시스템들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

방사능 시설 해체공정 평가 시스템 개발은 해체공정을 해체 비용과 작업 안 성에 해 정

량 으로 비교 평가하여 최 의 해체공정을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술개발 완료 후 

해체 엔지니어링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2. 고  알 /베타선 오염도 동시 측정기술 개발

Hot Cell과 같은 고방사능 지역의 해체 계획을 수립하기 해서는 방사성핵종  오염도

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방사능 지역은 사람의 근이 불가능하여 시

간의 소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오염의 확산 등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해체 선진국에서는 Hot Cell이나 고 폐기물 

탱크와 같은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하기 한 장비를 개발 에 있다. 특

히 최근에는 소형의 검출기와 섬유를 이용하여 측정 상에 하지 않고 원격으로 방사

성 핵종을 감시하고 분석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재까지 원자력시설의 방사성 오염도 측정 기술은 연구용 원자로 수조 내부 벽면의 오염 

상태를 검사하기 하여 수  벽면 주행로  개발, 원자력시설의 건물 바닥의 표면 자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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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채취  오염도 측정장비, 그리고 해체 시 발생되는 배 의 내부 오염도 측정장비 등이 

개발되었다. 한, 사용후핵연료 건식 장조의 원격검증 방법으로 섬유 섬 체를 이용한 

성자  감마선 검출 방법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라스틱 섬 섬유를 사용하여 

에 지 베타선 측정용 센서 개발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CsI(Tl) 섬 체와 섬유를 조합하

여 센서를 개발하여 선량계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 다.

3. 고방사능 설비 다기능 복합 해체장비 개발

원자력시설의 해체 시 작업자의 방사능 피폭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해체 작업을 원격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고방사능 지역은 사람의 근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모든 작업이 원거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부분의 해체의 경험이 있는 원자력선

진국에서는 자국의 실정에 맞는 원격 해체장비를 개발하여 실증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고

방사능 지역에서 원격으로 해체를 수행할 경우 원격 해체장비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

다. 즉, 고방사능 시설의 유지․보수  해체  뿐만 아니라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 설비 제

염, 분진 포집 등 다양한 작업을 원격 해체장비로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원격 해체장비를 

단  취  작업뿐만 아니라 복합 기능을 가진 다기능 해체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 

고방사성 시설의 해체 상물은 부분 두꺼운 부재가 부분으로 해체 기술 용 시 두꺼

운 상물도 쉽게 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해체기술들은 단 시 2차 폐기물

이 다량 발생되거나 두꺼운 재료 단에 부 합한 기술들이 부분이므로 고방사성 시설 해

체에 합한 새로운 단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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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원자 력 환 경  청정 화 기술 개발  

1. 용발 제염 기술

"용발 (ablation)"은 기화 (vaporization), 쇄 (chipping) 혹은 부식 (erosive) 공정에 의해 표

면으로부터 재료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용발 (laser ablation)은 이  빔을 조사시켜 

고체 (혹은 액체) 표면으로부터 재료를 제거하는 공정이다. 이  럭스 (flux)가 낮을 때, 

재료는 이  에 지를 흡수하여 가열되고 기화 혹은 승화되어 진다. 이  럭스가 높

을 때에는 재료는 형 으로 라즈마로 변환된다. 보통, 용발은 펄스 이 를 사용하여 

재료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강도 (intensity)가 충분히 높으면 연속  

(continuous wave) 이  빔을 사용하여 용발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입자들이 빛에 의해 표면으로부터 튀어 나가는 상에 해 보편 이며 넓게 받아들여지

는 문 용어는 스퍼터링 (sputtering) 이며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다. 

이  유도 탈착 (laser induced desorption)은 이  빔에 의해 표면 조성이나 구조의 변화를 

거의 검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입자들이 표면으로부터 튕겨나가는 상으로 정의된다. 이  

유도 탈착에서는 자 여기  진동여기 도에 정비례하여  입자가 발생되며 표면으로부터 

떠나는 입자흐름에 해 어떠한 기체역학 (gas dynamic)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는 

조 으로, 용발은 스퍼터링 공정이며 이 에 의해 표면의 구조와 조성이 변화된다. 재료

를 제거하는 속도는 펄스 하나 당 표면 재료의 1/10층 이상을 변화시킨다. 용발 (laser 

ablation) 공정에서는 용발 구름 (ablation plume, 약하게 이온화되어 있으며  도의 

팽창성 gas cloud)이 형성되며 이 용발 구름은 라즈마와 표면 사이의 반응, 기체 역학  

이  유도 화학 (laser-induced photochemistry)과 같은 복잡한 상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이  유도 탈착과 용발은 완 히 다른 상이 아니다. 표면을 검사 

(conditioning) 하기 해 낮은  집속도 (fluence)에 의해 개시되는 이  유도 탈착은 용

발에 향을 미치는 재료의 변화를 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용발에 의해 표면을 

규모로 괴시킬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는 펄스 이 에 의한 막 형성 (film deposition) 공정

은 잘 조 되고 반복되는 용발 공정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탈착과 용발에 한 가장 정확

한 은 입자가 탈착되는 시 으로부터 표면이 완 히 손상되는 연속 상에서 끝의 두 

이라고 보는 것이다. 1980년 에는 이  유도 탈착과 용발에 한 근본 인 질문을 

해결하기 해 다양한 이  분 학과 련된 방법이 연구되었다. 그 결과 이  스퍼터

링에 한 열  묘사만으로는 찰된 화학종들과 속도 분포를 설명하기에 부 함을 악

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방사능 시설인 SF 건식 재활용 시설(DFDF)의 장기 운 에 따른 설비 



- 21 -

고장 등의 우려가 있어서 제염방안의 수립이 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SF 이로 로세싱 

기술 개발이 원자력 원회를 통하여 국가  로젝트로 확정되어 연구개발 시설의 유지보

수 련 기술 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 부지 복원 기술

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 막 한 연구비를 투자하여 장 용 수 의 부지제염  복

원후 오염 감 모니터링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복원 효율의 향상을 해 

electrokinetic method, soil flushing, 침출(Leaching), 응결(Agglomeration) 등의 부지제염기술과 

제염 후 부지 안 성을 확보하기 한 부지 샘 링  방사선 측정 기술  오염 감평가 

기술의 고도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0년도 반 난지도와 김포매립지 등의 쓰 기 매립장을 상으로 부지제염 

연구가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산업계와 학계를 심으로 속 오염토양 제염에 한 기

 성격의 연구  로젝트를 수행하여 왔으며 기술의 실용화에는 아직 아주 미흡하다. 

특히, 본 연구 상인 TRIGA 연구로 부지와 우라늄 변환시설 부지 등에 오염물로 존재하는 

코발트, 세슘, 우라늄 등의 방사성핵종 제염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KAERI

에서는 지난 1988년도에 TRIGA 연구로 부지로부터 이송 보 하고 있는 폐기물 드럼내 방

사성 오염토양을 상으로 장외 제염기술인 토양세척 장치를 개발한 바 있다.   이번 단

계에서는 해체부지의 지질  오염특성을 고려한 장 부지제염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국내에서는 기 단계의 기술이다. KAERI에서는 TRIGA 연구로 부지

로부터 이송 보 하고 있는 폐기물 드럼내 방사능 오염토양을 상으로 일럿규모 Soil 

Washing 장치를 개발하고 3차례의 Washing을 통해  80% 이상의 코발트와 세슘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 다. 한, Kaolin clay 내의 코발트와 세슘을 제거하기 해 100 mL 규

모의 원통형 동 기장치를 제작하여 제염실험을 수행한 결과 10일 후 코발트는 90 % 그리

고 세슘은 50%가 제거되었고, 컬럼의 Kaolin clay 내의 잔류핵종농도 분포 측모델을 개발

하 다. KIST에서는 일럿규모 Soil Washing 장치를 제작하여 기름으로 오염된 토양을 

상으로 토양내의 기름 제거효율 증가를 한 Chemical Solvent를 개발하 다.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에서는 오염된 토내의 TCE와 Cd를 제거하기 한 동 기장치를 개발하여 8일간 

20%를 제거했고, 추출된 방출수 처리를 해 Permeable Reactive Barrier방법제시 했으며, 오

염토양내의 속, 유기물, 무기물을 제거하기 한 기세척 반응 일 장치를 특허출원하

다. 

농업기반공사와 홍익 에서는 철도청 정비창내의 납, 구리, 철 등의 속 오염부지를 복

원하기 해 고정화 기술을 개발하고 침출수의 오염농도를 환경기  이하로 감소시킨다. 우

라늄(TRU) 속에 오염된 토양의 침출  정화에 해 연구한 결과 산의 농도가 0.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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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사이에서 효율 이었으며 산의 종류에 따른 변화는 었다. 경희 에서는 임계 이산화

탄소를 이용한 방사능 오염 세탁물의 제염과 액체  임계 이산화탄소 내의 F-AOT 역마

이셀을 이용한 코발트이온 추출 연구를 수행하 다. KAIST, 한양 , 주 과기원 등에서는 

동 기-펜톤 공정에서 해질(NaCl 등)농도가 오염물 제거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해질농도 증가 시 력 소비량  오염물 제거효율이 감소한다. 동 기방법 사용 시 음극에

서의 pH 상승으로 인한 속침 물 발생을 방지하기 해 Zeolite와 같은 흡착재를 사용하

여 제거효율을 향상하 고, EDTA에 의한 Washing방법으로 토양내의 납 제거효율 약 70%를 

확보하 다. KIST와 운  등에서는 Field 규모 연속 토양세척공정을 이용한 비소 오염토양 

정화기술을 개발한 결과 3단계 세척 시 90%이상의 제거효율을 확보된다. 국내 산 속 

오염 부지복원을 한 안정화  고정화기술을 개발하려고 계획 이다. 한양 에서는 비포

화 자연토에서의 동 기 향인자별 정화특성을 측하기 한 지배방정식을 확립하고 유한

차분법을 사용하여 납의 잔류농도 측모델을 개발했고, 포화도 83% 이상에서는 잔류농도 

분포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KAIST, ㈜한서 엔진니어링에서는 김포매립지  난지도 주변 

지하수 오염감소 방안을 도출하기 해 매립지 주변에 오염방지 차수벽 설치 시의 오염농도 

감분포에 해 MODFLOW, MT3D등을 이용한 측 모델링 연구를 수행하 고, ㈜지오그

린21, ㈜에코솔루션, 농업기반공사, 서울  등에서는 철도청정비창내의 속오염부지에 

한 오염분포체계를 악하기 한 모델링 기술을 개발하고, 불균질 수층에서 유선 시뮬

이션을 이용한 다수 오염원의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3. 해체부지 복원공정 모니터링 개발

독일의 Institute of Radiation Protection에서는 in-situ 감마핵종 분석기를 이용하여 공기 

에서의 air-kerma와 방사성 세슘의 토양 오염 농도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다. 실험 인 방법과 Monte Carlo simulation을 이용하여 토양 내부에서 산란된 감마선과 비

산란 감마선의 비(peak-to-valley ratio)를 평가하여 계산한다. 한, 자연 방사성 핵종에 한 

향을 고려하여 평가하 으며, 체르노빌 부지에서 시료채취 방법과 비교하여 측정법을 검

증한다. 스웨덴의 Lund University에서는 부지 표면  내부에서의 환경방사능 재고량을 빠

르게 평가하기 하여 이동형 감마선 핵종분석 기술을 개발한다. 토양 내부의 Cs-137의 방

사능 깊이 분포를 측정하기 하여 peak-to-vally 방법을 이용하 으며, 5~10분 측정에 해 

약 50%의 불확도 범  내에서 100 kBq/m2 범 까지 측정할 수 있다. 일본의 NUPEC에서는 

부지개방을 하여 최종 검증 측정방법으로서 토양 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을 측정할 수 있

는 장비를 개발한다. 이 장비는 4개의 형 라스틱 검출기와 심에 치한 HPGe 검출기

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출기를 장착한 장치는 트랙터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측정한다. 측정 

치는 GPS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측정 가능한 범 는 약 200 m2/day 정도이다. R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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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KEM에서는 해체 완료된 부지의 최종 오염도를 측정하기 하여 휴 용 측정용 장치인 

GROUNDHOGTM site survey system과 차량용 장치를 개발한다. 이들 장치는 오염도 측정과 

더불어 GPS를 이용하여 측정 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규모 원자력시설의 부지 오염도 

를 mapping할 수 있다. 미국 DOE의 LSDDP로 수행된 BetaScintTM Sensor는 DOE site의 환

경복원 로그램에서 요구되는 Sr-90 는 U-238로 오염된 토양의 정확한 방사능을 측정하

기 하여 개발한다. BetaScintTM fiber-optic sensor는 장에서 오염된 토양을 직  측정함으

로써 기존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실험실 방법보다 많은 비용을 감할 수 있으며, 검출한

계는 약 5분 측정으로 1 pCi/g 정도이다. 한, 부지 오염도 평가를 해 비포화 에서의 오

염 감평가 기술  MARSSIM에 의한 통계학  평가기술을 개발 에 있다.

국내 원자력시설의 해체 련 연구는 TRIGA 연구로  우라늄 변환시설 등을 상으로 하

여 1980년  반부터 연구개발이 수행되어 왔으나, 주로 원자력시설의 해체사업  기술

황 분석과 같은 국내 원자력시설의 해체방안 정립에 한 개념 연구가 주된 내용이었다. 

1990년  반부터는 원자력연구시설의 제염해체 기반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재까지 해

체 상 시설 내부의 바닥 표면오염도를 측정하기 한 자동 측정 장비와 해체 시 발생되는 

배 의 내부 오염도를 측정하기 한 측정 장치의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고  시설에서의 

오염도 측정을 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부지  시설의 건 성을 평가하기 한 

측정기술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4 -

제  3  고 방 사 능  시설 운   해 체 폐 기물  처 리 기술 개발

1.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해외 원자력 선진국들은 이미 원자력 시설의 해체 시 발생하는 다량의 콘크리트 폐기물에 

한 처리의 요성을 인식하고 콘크리트 폐기물에 한 처리 방안  재활용 시나리오의 

수립과 이에 따른 평가시험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랑스의 CEA는 콘크리트 폐기물의 처

리를 해 네덜란드의 KEMA사, 그리고 국의 BNFL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콘크리

트 폐기물을 600 ℃ 이상의 온도에서 고온 열처리하여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을 재활용하

는 DECO 공정을 개발하 으며 일본 NUPEC에서는 환경  부담과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이기 해서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폐기물의 처리기술을 개발하여 방사성 콘

크리트 해체폐기물을 상으로 기술실증 단계에 있으며,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을 처리하여 

얻은 재순환 골재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 실증  환경 향 평가를 수

행하고 있다. 벨기에에서는 1990년부터 Belgoprocess사에 의해 BR3의 제염  해체가 진행되

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콘크리트 폐기물을 감용하거나 재활용하기 한 연구개발을 수

행한 경험이 있다. British Nuclear Group Waste Retrieval and Decommissioning사는 Sellafield 

원자력발 소의 냉각공기 배출용 굴뚝 해체 시 발생한 4,000ton의 콘크리트 폐기물  3,000 

ton을 재활용하여 Drigg에 있는 BNFL 처분장에서  방사성 폐기물의 이송용 ISO 컨테

이  생산을 한 grout로 사용하거나 Sellafield의 건물기   도로건설 시 뒷 메움재로 사

용할 정이다. BNFL의 다른 장소인 Berkeley에서는 infill material로서 해체된 시설로부터 

만들어진 재활용 콘크리트를 사용하 음. Dounreay 처분장에서는 재활용된 콘크리트의 경제

성  환경  향을 평가하기 해서 새로운 시설의 건설에 나트륨 실험 시설(D1249)의 해

체 시 발생한 재활용 콘크리트를 사용하 다. 독일의 Karlsruhe University와 VKTA 

Rossendorf는 오염된 콘크리트로부터 발생하는 핵종의 거동 특성  오염 콘크리트의 재활

용  재이용 방법, 그리고 오염 콘크리트의 방사선 인 모델에 하여 연구한 사례가 있다. 

국내의 경우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해체콘크리트 폐기물 부피 감화 련 연구는 추 단계

에 있어 선진국과 비교해서 매우 보 인 수 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와 련된 기술 개발

일 필요하다.

2. HEPA 필터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미국의 INEEL에서는 방사성과 속을 포함한 HEPA 필터 폐기물을 처리기 치보다 낮

추기 해 강력한 산화제인 질산을 사용하는 화학  처리 공정을 개발하 다[2.3.1].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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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NL에서는 HEPA 필터 매질로부터 actinide를 회수하기 한 Ce(IV)/Ce(III) 공정을 개발하

여 기화학  방법으로 PuO2를 포함한 폐필터를 분해하고 발생된 Ce(III)을 재순환에 의해 

산화시켜 Ce(IV)으로 회수하는 공정을 개발하 다[2.3.2]. WINCO에서는 TRU  유해성 물

질과 방사성 입자를 함유한 HEPA 필터를 처리하기 해 유기성 착제를 고온에서 휘발시

키는 공정과 질산처리 공정, HF 용액을 이용한 용해공정  후처리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4단계 처리 공정을 개발하 다[2.3.3]. 이처럼 해외에서는 원자력시설의 운   해체 시 발

생하는 고방사성 HEPA 필터 폐기물의 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한 리 방안  련 연

구 개발을 지속 으로 추진하여 일부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HEPA 

필터 폐기물을 특별한 처리 없이 보 하거나, KAERI에서 개발한 압축 기계를 이용하여 부

피를 여 드럼에 넣어 보 하고 있다[2.3.4]. 한 원자력 발 소  한 원자력연료주식회

사(KNF)에서는 필터 임를 분리하여 산으로 세척하고, 알루미늄 separator와 HEPA 필터 

매체는 따로 분리하여 처리함으로 부피를 이고 있다. 하지만 HEPA 필터 폐기물의 효과

인 부피감용  안정화 기술이 부재한 실정이므로, 이에 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3. 알  함유 유기 혼성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해외 원자력 선진국들은 오랫동안 습식 재처리공정  우라늄 변환공정에서 발생되는 알

핵종 함유 유기혼성폐기물의 분해처리공정을 개발해 왔으며 이며 여러 가지 공정이 상업

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2.3.5].

 미국의 경우 THOR사에서 수증기개질공정(Steam Reforming Process)을 개발하여 재 운

하고 있는데 특징은 TBP가 주성분인 알 유기혼성폐기물을 수증기  Na2O․Al2O3․

2SiO2 분말과 혼합하여 700-750°C에서 분해하고 발생 수증기개질 가스(H2/CO/CH4)를 열 산

화기(Thermal Oxidizer) 에서 산화처리하고 있다[2.3.6]. 이 미국의 THOR사에서 수증기개질공

정은 유기물 분해시 발생되는 산성 가스  휘발성 무기성분이 안정화 첨가제와 반응하여 

열분해반응기내 안정된 형태로 잔류한다는 장 을 가지고 있으나, 과잉의 첨가제 공 을 필

요로 하기 때문에 감용비가 매우 낮으며  처리후에 잔류하는 우라늄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는 단 을 가지고 있다[2.3.7, 2.3.8].

 독일의 NUKEM이 개발한 Pyrolysis Process 공정은 TBP가 주성분인 알 유기혼성폐기물

을 (Ca(OH)2)와 혼합하여 약 600°C에서 열분해하여 인성분은 calcium phosphate와 열분해 탄

화수소가스로 환하고 이 열분해 탄화수소 가스는 약 1,000°C의 이차 연소로에서 연소 처

리한다. 이 NUKEM 열분해 공정은 유기물 분해시 발생되는 산성가스가 열분해반응기내 안

정된 형태로 잔류한다는 장 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의 THOR사에서 개발한 수증기개질공정

과 마찬가지로 과잉의 첨가제 공 이 필요하여 감용비 매우 낮다는 문제 이 있다[2.3.9].

일본의 JAEA 에서는 수증기보조 열분해공정(steam assisted pyrolysis process)을 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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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연구 인데, TBP 유기혼성폐기물에 약간의 수증기를 혼합하면서 열분해 처리하고 열

분해 가스는 열 산화기에서 분해처리하고 발생되는 인산 가스 등의 산성가스는 2단계의 세

정장치(Wet Scrubber)에서 처리한다. 이 일본의 수증기보조 열분해공정은 열분해와 산성가스 

제거가 분리되어 감용비가 미국 THOR사의 수증기개질  독일 NUKEM사의 열분해 공정에 

비해 높은 반면 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2 단계의 습식장치를 사용함으로서 2차폐기물의 발생

이 많을 뿐 아니라 공정배 내벽에 인산와 염의 축 에 의한  공정부식의 문제 을 나타내

고 있다[2.3.6].

우리나라에서는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TBP가 주성분인 알 유기혼성폐기물 분해처리 공

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 실험  모델연구의 결과로부터 TBP함유 유기폐액을 온

(400-500°C)에서 열분해하고 열분해 가스는 수증기개질  매산화장치를 통해 완 산화 

처리함으로서 인산의 휘발을 최 한 억제하고, 새로운 고온 반응흡착장치(CaO)를 개발하여 

처리함으로서 2차폐기물의 발생과 공정부식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즉 기존의 국

외에서 개발된 공정의 장 을 흡수하고 단 을 개선한 열분해/수증기개질 공정의 개발을 추

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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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우 라 늄 혼 합 물  해 도  감 화  기술 개발  

화석 에 지 사용의 증 에 따른 지구 온난화와 이에 따른 환경 재해 증가 그리고 석유자

원의 고갈과 이에 따른 석유 자원의 민족주의 화는  세계 으로 청정한 에 지의 안정  

공 원 확보를 해 치열한 경쟁을 발시키고 있다. 따라서 재까지의 개발 기술  화석

연료를 체할 수 있는 가장 실  안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원자력 발 이 새로

이 재조명되어 미국, EU, 일본 등을 심으로 원자력 흥기가 최근 다시 도래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원자력 발 소가 건설 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우라늄의 안정  공 이 필요

하며, 원자력 발 소에서 사용된 핵연료를 환경 친화 이고 핵확산 항성을 가지면서 처리 

는 순환할 수 있는 기술 수요가 크게 증 될 것이다. 이를 해서는 선.후행 핵연료주기에

서 발생되는 다양한 우라늄혼합물로부터 우라늄을 회수하여 우라늄의 재활용률을 높이거나, 

우라늄혼합물의 방사성 독성을 감화하여 우라늄혼합물 자체를 극  폐기물로 만듦으

로서 고  폐기물 발생량을 이는 것이 단히 요하다. 

국외 미국, 일본, EU 등의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지 까지 선행핵연료 주기에서 발생된 우

라늄혼합물은 부분 폐기물로 간주하여 련 물질의 처리 기술개발에 극성을 띠고 있지 

않는 상태이며, 후행핵연료주기에서 발생하는 표 인 우라늄혼합물인 사용후핵연료에 

해서는 사용후핵연료로부터 U과 Pu을 분리하여 MOx 연료로 재순환하거나 고  폐기물의 

처분 안정성  부피 감용을 목 으로 악티나이드 핵종의 선택  분리  처리 기술 개발에 

많은 역 을 두고 연구개발을 진행 이다. 이들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이를 해 부분 용

매추출을 기반으로 하는 매우 다양한 습식 분리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는 아직 습식 분리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지 않아, 재 이와 련한 

연구는 거의 무한 상태이다. 용매추출을 이용하는 습식 분리기술은 PUREX와 기술  유사

성이 높아 핵확산 항성이 취약하고 다량의 2차 폐기물의 발생  조업의 안정성이 낮아 원

자력 선진국에서는 핵확산 항성과 환경친화성이 강화된 습식 분리기술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PUREX 공정이외에는 상용화 된 기술은 아직 없는 상태이고, 습식기술의 문제 을 극

복하기 하여 일부 선진국과 국내에서 용융염을 이용한 PYRO 공정을 개발하고 있으나 아

직 기술  완성이 이루어지지 가까운 시일 내에는 상용화가 어려운 상태이다. 

일본에서는 1990년 후반, 미국에서는 2000년 반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한 

신 인 안 기술로 탄산염 매질을 이용한 공정 개발에 착수하여 련 연구를 진행 에 있

고 국내에서도 본 과제에서 2007년부터 탄산염 매질을 이용한 우라늄의 산화용해와 고순도 

고효율 분리  처분 해성 핵종의 분리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부피 감용화를 목 으로 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 탄산염 용액과 련한 연구로서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 

국가에서 지하 처분장에서의 사용후핵연료의 용해 는 장수명 핵종의 지 이동 거동 규명

을 목 으로 농도의 탄산염 매질에서 우라늄, 우라늄핵종  기타 FP 등에 한 용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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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용해 속도 평가 등 용액화학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고, 탄산염 계를 이용한 우라늄혼

합물 처리를 한 연구는 높은 환경친화  특징이 차 부각되고 있어 그 연구 범 가 확

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탄산염 용액 계에서의 용해  침  기술 개발을 

한 공학  실증 실험이나 련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본 과제에서 고려

하는 고농도의 탄산염  고 알카리 용액에서의 U의 용해  U의 침 과 련한 기술은 미

국, 일본에 특허로 출원되는 등 국내의 련 기술 개발은 선진국 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상

태이다. 

선행핵연료주기에서 발생하는 우라늄혼합물은 우라늄 함량에 따라 품  우라늄을 가진 

폐기물성 우라늄혼합물과 핵연료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우라늄 함량이 매우 높은 우라늄 

스크랩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품  우라늄혼합물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선진국에서도 

지 까지 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분 상으로 하여 이와 련한 개발 기술 황 비교가 어렵

지만 우라늄 스크랩과 같은 고품  우라늄혼합물은 연삭물질들에 의한 단순 오염  3∼

4.5% U-235의 농축 우라늄의 가치 때문에 최근 향후 우라늄 가격의 상승에 비하기 해 

우라늄 스크랩의 재활용에 심이 증 하고 있다.  세계에서 우라늄 스크랩을 처리하기 

한 기술로는 종래의 용매추출 공정,  최근 랑스 AREVA에서 개발하는 공정  본 연구

에서 개발하는 탄산염 공정이 표 이라 할 수 있다. 종래의 용매추출에 의한 우라늄 스크

랩 처리는 많은 2차 폐기물을 발생시켜 많은 경우 용매추출 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운 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최근 랑스 등에서 본 연구원에서 개발하는 탄산염 공정과 일부 

유사한 방법으로 우라늄 스크랩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그 공정이 매우 복잡하

다. 2007년부터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을 통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하는 COL 공정이

란 이름을 가진 탄산염 공정은 사용후핵연료 뿐만 아니라 우라늄 스크랩을 포함한 다양한 

우라늄혼합물로부터 우라늄만을 회수할 수 있으며 기술의 원천성이 있어 지속 인 련 연

구와 실용화 기술을 확보한다면 매우 경쟁력 있는 우라늄혼합물 처리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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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해 체  시스 템  엔지 니어 링 기술 개발  

1. 고 방 사 능  시설 해 체 공 정  모 사   안 성  평 가  기술 개발

원자력시설 해체 설계 시 가상 해체 환경에서 시뮬 이션하여 공정 차 분석, 작업 비용 

 안 성 평가 등 해체공정을 종합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Fig. 3.1.1과 같이 개발

하 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해체공정에 한 작업 안 성과 비용을 평가하여 최 의 

해체공정을 선정하는 기능과 해체공정에 한 방사선학   비방사선학  안 성을 정량

으로 평가하여 험을 감시키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 체 공 정
모 사 및 평 가

시 스 템

위 험 저 감 화

안 전 성 평 가

A ssessmentE s timatio n

작 업 일 정

폐 기 물 량 산 정

해 체 D B 시 스 템

작 업 비 용

공 정 전 산 모 사

A n alys is

공 법 및 작 업 경 로 분 석

V isua liza tio n

Fig. 3.1.1. 원자력시설 해체공정 모사  평가 시스템.

가. 해체공정 평가 시스템 개발

(1) 고방사능 시설 해체 VR 시스템 개념 설정

고방사능 시설에 한 해체 VR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국내외 VR 구축 사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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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을 토 로 다음과 같은 해체 VR 시스템에 한 개념설계를 수행하 다.  단계에서는 

연구용원자로 해체 시 해체 엔지니어링 도구로서 해체 Digital Mock-up 시스템을 개발하

다. 해체 DMU에서는 해체 시나리오에 한 해체일정 산정, 해체 작업 비용 산정, 폐기물량 

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DMU 모듈과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해체 

안 성 평가 모듈을 통합하여 해체 시나리오를 정량 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

념설계를 수행하 다. 한 해체 VR 시스템 내에서는 새로운 기능으로 해체환경 내비게이

션, 해체공정 가상 실 구 , 방사능 오염도 가시화, 작업자 상 피폭량 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Fig. 3.1.2와 같이 구성하 다.

Fig. 3.1.2. 고방사능 시설 해체 VR 시스템 기능.

해체 VR 시스템은  단계에서 개발한 해체 DMU 모듈을 통해 해체 시나리오 평가에 필

요한 기  데이터를 확보하고 해체 VR 시스템에서는 실제 해체작업을 컴퓨터 가상공간 상

에 구 하고 이를 가상 실로 로그래 하여 실제 작업자들이 몰입하여 시청 할 수 있도록 

하 다. 가상 실 구 은 가상 실 구 용 빔 로젝트를 통해 스크린으로 표 되고 시청자

는 가상 실 시청용 안경을 착용하여 가상 실을 체험하게 된다. 한 가상 실 내에서는 

조이스틱을 통해 원하는 가상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해체 VR 구  결

과는 별도의 기능키를 클릭함으로써 VR 화면상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 다.

(2) 고방사성 제염해체 공정 시나리오  평가항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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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시나리오를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해 해체 시나리오 평가에 향을 미치는 평가 항

목을 Fig. 3.1.3과 같이 도출하 다. 해체 시나리오의 평가 항목을 도출하기 해 련 문헌 

 사례조사를 통해 후보항목을 도출하 다. 후보항목을 분석한 결과, 해체일정, 해체 작업

시간, 폐기물량, 해체 작업비용, 등은 해체비용 항목에 모두 종속되는 항목으로 해체비용 산

정에 세부항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해체일정, 해체 작업시간, 폐기물량의 항목은 배제하

다. 한 작업자 피폭과 작업 안 성도 작업 안 성 항목에 작업자 피폭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작업자 피폭 항목 역시 배제하 다. 그리고 국민 홍보  국민 이해도

는 다른 항목에 비해 해체 시나리오 평가에 미치는 향이 미미하여 이 두 가지 항목 역시 

배제하 다. 따라서 해체 시나리오 평가 항목은 해체 비용과 작업 안 성 두 가지 평가 항

목으로 함축하 다. 해체 비용과 작업 안 성에 한 가 치는 해체 시나리오 평가에 매우 

요한 요소이다. 평가항목에 한 가 치 산정 방법은 계층  분석과정(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법[3.1.1~3.1.5]과 다속성 효용이론(Multi-Attribute Utility Theory)[3.1.6]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AHP 방법을 이용하여 가 치를 산정하 다.

Fig. 3.1.3. 해체 시나리오 평가 항목  체계.

(3) 가상 고방사능 환경 선정

고방사능 VR 해체환경을 구축하기 해서는 해체 상을 선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방사능 핫셀의 표 인 고방사능 상물인 Pulsed column과 Dissolver로 선정하 고, 고방

사능 핫셀  재처리 시설 내부에 배치되어 있는 탱크와 배 을 해체 상물로 선정하 다.  

한 가상의 고방사능 환경의 장비로 폐기물 용기를 이송하기 한 크 인과 폐기물 용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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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여 외부 이송하기 한 수송차를 선정하 다.

(4) 고방사능 환경 3차원 모델링  VR 환경 구축

가상의 고방사능 VR 해체환경을 구축하기 해 고방사화된 해체 상물이며 실제 사용되

고 있는 Pulsed column과 Dissolver 자료를 기 로 Fig. 3.1.4와 같이 모델링을 수행하 다.

고방사능 VR 해체 공정 시뮬 이션을 수행하기 해 고방사능 환경 내에 있는 탱크와 탱

크 주변에 있는 배 을 해체 상물로 선정하여 환경을 Fig. 3.1.5와 같이 구축하 다.

Fig. 3.1.4. 해체 상물 Pulsed column과 Dissolver 모델링.

Fig. 3.1.5. 해체 VR 환경 모델링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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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사능 오염도 3차원 가시화 로그램 개발

 • 상물 치 별 방사능 오염 데이터 DB 구축

가상 해체공간에 방사능 오염도를 가시화 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기 해 먼  상 

치에 따른 오염도 데이터를 장· 리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방사능 오

염도 데이터는 해체공간을 가로 20, 세로 20 등분으로 나 어 총 400개의 데이터를 장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체공간을 원하는 등분으로 나  수 있도록 로그램 하 다. 

 • 방사능 오염도 가시화 로그래

방사능 오염도 가시화 모듈은 Fig. 3.1.6과 같이 EON Studio 내에 있는 SDK 로그램을 

이용하여 로그래  하 으며, 데이터베이스는 EON Studio 내에 내장되어 있는 DB 로그

램을 활용하 다.

Fig. 3.1.6. 해체 공간 방사능 가시화.

(6) 가상 작업자 피폭 산정 모듈 개발

 • 작업경로에 따른 피폭량 산정 로그래

앞 에서 개발한 방사화 가시화 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체작업자의 작업 경로에 따른 피

폭량을 산정할 수 있는 모듈을 Fig. 3.1.7과 같이 개발하 다. 본 로그램은 Top view에서 

원하는 작업 경로를 클릭하면 화면상에 작업자의 이동 경로가 표시되고 Enter키를 르면 

작업자가 작업 경로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 작업자는 방사능 가 높은 구역에서 이동하

게 되면 화면 좌측 하단에 실시간으로 작업자 피폭량이 증가하는 그래 가 표 되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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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하단에는 재까지의  피폭량이 그래 로 표 된다.

Fig. 3.1.7. 해체 작업경로 피폭량 가시화.

(7) 고방사능 해체공정 평가 모듈 개발

 • 해체정보 가시화 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개발한 해체정보 가시화 로그램을 기반으로 라즈마 해체 시나리오와 휠

쏘 해체시나리오에 한 해체일정, 작업 비용, 작업안 성, 해체공정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 다. 해체일정은 시나리오 세부 단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여 체 해체 시나리오의 소요기간을 산정하 다. 해체비용은 해체일정의 작업 기간

을 토 로 단  작업에 한 인건 비용, 장비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기타 비용 등을 산정

하여 해체 시나리오 별 해체비용을 산정하 다.

해체공정 평가 모듈은 해체비용과 작업 안 성 평가에 한 정량 인 평가결과에 가 치

를 곱한 결과를 해체 시나리오에 따라 산출 할 수 있도록 Fig. 3.1.8과 같이 로그래  하

다.



- 35 -

Fig. 3.1.8. 해체공정 작업비용  작업 안 성 평가.

 • 해체 VR 시스템 통합/ 리 GUI 개발

해체 VR 시스템의 GUI는 Fig. 3.1.9와 같이 방사화 가시화(Radioactive visualization module), 

작업자 피폭 산정 모듈(Expecting dose calculation module), 해체공정 VR 모듈(VR simulation 

module), 해체공정 평가 모듈(Evaluation module), 안 성 분석 모듈(Safety analysis module)로 

구성하 으며 각각의 데이터는 해체 VR 시스템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장/ 리 될 수 있

도록 로그래  하 다.

Fig. 3.1.9 해체 VR 시스템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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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체공정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원자력시설 해체 시 작업자를 보호하고 사고를 방하기 하여 험요인을 정량 으로 

평가하고 감시켜 안 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을 Fig. 3.1.10과 

같이 세계 최 로 구축하 다. 이 게 함으로써 원자력시설 해체 기간 동안 모든 활동이 

ALARA 원칙을 수하며 작업자에 한 피폭이 최소화가 되고 사고인 인한 모든 험을 실

 가능하게 일 수 있게 되었다.

안전성이 확보된
해체공정 제시

원자력시설 해체

주요 설비 해체
비방사선학적

평가

방사선학적
평가

위험 저감
조치

Fig. 3.1.10.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

(1)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체계 설정

해체공정  세부 작업 차에서 방사선학 /비방사선학  험요소를 도출하여 험의 

크기를 산정하고 안 성을 정량 으로 평가하고 험 감조치를 수립하여 안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Fig. 3.1.11과 같이 설정하 다.

 • 해체 안 성 평가 상 해체공정을 선정한다.

 • 평가 상 해체공정의 세부 차를 수립한다.

 • 해체공정에서 방사선학  험요소와 비방사선학  험요소를 도출한다.

 • 작업자 피폭선량을 입력변수로 활용하여 방사선학  험요소에 한 험의 크기를 

산정하여 안 성을 평가한다.

 • 작업자 상해 피해 크기를 입력변수로 용하여 비방사선학  험요소에 한 험의 

크기를 산정하여 안 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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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하다고 평가되는 해체공정  세부 차에 하여 험 감화 방안을 수립한다.

 • 최종 으로 안 성이 확보된 해체공정  세부 차를 제시한다.

해체공정 선정

세부 절차 수립

위험요인 도출

방사선학적
위험도 분석

비방사선학적
위험도 분석

작업자 피폭상황
발생 가능성

작업자
피폭 선량

작업자 상해
가능성

작업자
피해크기

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비방사선학적
위험도 산정

허용 여부 결정

퍼지 추론
규칙 설계

퍼지 추론
규칙 설계

방사선학적
위험 저감 조치

비방사선학적
위험 저감 조치

방사선학적
평가

비방사선학적
평가

해체공정 적용

Fig. 3.1.11 원자력시설 해체 안 성 평가 체계도.

(2) 해체공정 안 성 평가요소 선정

국내외 해체사례를 분석하여 해체공정의 방사선학   비방사선학  안 성 평가요소를 

Fig. 3.1.12와 같이 선정하 다.

해체공정의 방사선학  험평가 요소로는 작업자 외부 피폭선량을 선정하 다.

 • 선정 기  : criticality와 loss of containment 험요소는 원자력시설 가동 지 후 핵연

료 처리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해체 수행 에는 부분 일어나지 않으며, 흡입  섭취로 

인한 작업자 내부 피폭은 측정  계산 과정이 어렵다. 작업자 외부 피폭선량은 피폭계산코

드를 이용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해체작업 수행  작업자의 방사선학  안 리 측면에서 

요한 요소이다.

해체작업 환경에서 발생 가능성 있는 비방사선학  험 평가요소를 8가지로 선정하 다.

 • 추락, 도/ 복, 낙하/비래, 붕괴/도괴, 착/감김, 감 , 화재/폭발, 기타 유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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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재해 통계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김/끼임, 감전, 낙하/비래, 불안전한 행동, 붕괴/도괴

빠짐/익사, 산소결핍, 유해화학, 이상온도/기압, 전도,

절단/베임/찔림, 추락, 충돌, 폭발, 화재

국내 해체사례

작업자피폭

고소작업

수작업

전기안전

기계장비

양중기

화재, 폭발

소음

미끄럼 사고

밀폐공간

분진

해외 해체사례

Criticality

Loss of containment

External exposure

Ingestion and inhalation

of radionuclides

Fire

Explosion

Toxic and hazardous materials

Electrical hazards

Physical hazards

작업자 외부피폭

추락

전도/전복

낙하/비래

붕괴/도괴

협착/감김

감전

화재/폭발

기타 유해환경

원자력

시설

해체

분야

일반

산업

분야

Fig. 3.1.12. 원자력시설 해체 안 성 평가요소.

(3) 방사선학  험도 산정 모델 개발

방사선학  험도 산정 방법은 방사선학  험 평가요소인 작업자 피폭선량을 산정하

며, 작업자 피폭선량은 해체공정 상 치를 선정하여 작업경로  시간에 따라 피폭선량

을 산정하 다. 피폭선량 계산을 하여 방사선원은 선원으로 하고, 감마선에 한 외부 

피폭만을 고려하며, 공간 내에 존재하는 방사선원 치를 악하고 공간을 격자화하여 각 

교차 의 거리에 한 방사선량을 계산한다.

 • 방사선원  공간에 한 계산 조건 설정

  : 방사선원 계산 조건 : 면선원화를 해 1m × 1m 크기에 해 16개 지 으로 구분하

여 선원으로 계산하여 합산한다.

  : 공간의 계산 조건 : 해체공정의 공간을 1m × 1m 지역을 25개 지 으로 구분하여 각 

지 에서의 선량을 계산한다.

해체공정에 한 방사선학  험도 산정은 다음식과 같이 이루어진다.

 • 방사선학  험도 산정 방법 = 작업자 피폭 선량 × 피폭 상황 발생가능성

방사선학  험요소 피폭선량은 5단계로 세분화하 으며, 피폭 상황 발생가능성을 5단계

로 세분화하여 구성하 다. 방사선학  험요소에 하여 피폭선량과 피폭 상황 발생가능

성을 입력변수로 조합하여 100  척도로 산정할 수 있는 해체공정 방사선학  Risk Matrix

를 Fig. 3.1.13과 같이 완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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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Rare

Unlikely

Possible

Likely

Almost Certain

Severity Description (mSv/h)

Negligible < 0.1

Low < 2

Moderate < 10

High < 20

Very High > 50

ⅹ

Frequency

Medium
Very
Low

High

Medium

Very
Low

Low

Low
Very
Low

Very
Low

Low

Medium

Very
Low

Very
Low

Very
Low

HighHigh

High

Medium

Very
Low

Very
High

Medium
Very
Low

Very
High

High
Very
High

Very High

Severity

High

Moderate

Low

Negligible

Rare Unlikely Possible Likely Almost
Certain

Fig. 3.1.13. 해체공정 방사선학  Risk Matrix 모델 (100  척도).

(4) 비방사선학  험도 산정 모델 개발

비방사선학  험도는 비방사선학  험요소의 크기를 테이블화하는 것으로 해체공정을 

수행하는 작업자에 미치는 험의 크기를 산정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험도는 빈도

(frequence), 강도(severity) 등을 상호 조합하여 험의 크기( 험도, risk)를 계산한다.

비방사선학  험도 산정 모델은 비방사선학  험요소의 피해크기와 발생확률을 2차원 

두개 축으로 사용하는 Risk Matrix기법을 이용하여 계산하는데, Risk Matrix는 산정 항목을 

행렬형태로 배치하여 산정하는 기법으로 국제Table  기법(ISO, MIL-STD-882D)으로도 사용

되고 있다. 국제 기 (ISO 14971)에서는 Risk Matrix에 한 정량 인 분석을 하기 해서는 

5 × 5 척도로 항목을 세분화하여 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해체공정에 한 비방사선학  

험도 산정은 다음식과 같이 이루어진다..

 비방사선학  험도 산정 방법 = 험요소 피해크기 × 험요소 발생확률

비방사선학  험요소 피해크기는 일반 산업분야의 일반재해와 재해(3개월 요양 

는 사망)의 세부구분 기 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 으며, 비방사선학  험요소의 발생

확률은 험요소의 발생가능성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구성하 다. 비방사선학  험요소에 

하여 피해크기와 발생확률을 입력변수로 조합하여 25  척도로 산정할 수 있는 해체공정 

비방사선학  Risk Matrix를 Fig. 3.1.14와 같이 완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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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Rare

Unlikely

Possible

Likely

Almost Certain

Description

No Loss

Loss of day work

Injury

Disabilities

Fatalities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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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
Very
Low

High

Medium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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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Low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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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Low

Low

Medium

Very
Low

Very
Low

Very
Low

HighHigh

High

Medium

Medium

Very
High

Medium
Very
Low

Very
High

High
Very
High

Severity

Rare Unlikely Possible Likely Almost
Certain

Fatalities

Disabilities

Injury

Lost Day Work

No Loss

Fig. 3.1.14. 해체공정 비방사선학  Risk Matric 모델 (25  척도).

(5) 해체공정 안 성 정량  평가 기법 개발

(가) 방사선학  안 성 정량  평가 기법 개발

작업자 피폭 선량을 바탕으로 작업자 피폭 발생 가능성을 입력 변수로 하고 퍼지추론을 

이용하여 정량화한다. 작업자 피폭 발생 가능성을 5개 변수로 구분하고 피폭선량을 5개 변

수로 구분하여 Fig. 3.1.15와 같이 퍼지 추론규칙을 통해 무게 심법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100  척도로 정량화하며 Fig. 3.1.16과 같이 방사선학  안 성 정량  평가 기법을 개발하

다.

Radiological Severity

Medium

(10)

Low

(2)

High

(45)

Very High

(60)

Very High

(75)

High

(40)

Medium

(15)

Low

(3)

Very High

(50)

Medium

(20)

High

(30)

Low

(4)

High

(25)

Low

(5)

High

(30)

Medium

(20)

Very High

(60)

Very High

(80)

Very High

(100)

High

(40)

Low

(5)
Low
(1)

Medium

(15)

Medium

(10)

Medium

(20)

Radiological
Frequency

Rare
(1)

Unlikely
(2)

Possible
(3)

Likely
(4)

Almost Certain
(5)

Negligible
(1)

Low
(5)

Moderate
(10)

High
(15)

Very High
(20)

[1] If radiological frequency is Rare and radiological severity is Negligible Then RR is Low
[2] If radiological frequency is Rare and radiological severity is Low Then RR is Low
[3] If radiological frequency is Rare and radiological severity is Moderate Then RR is Medium
.
.
.
[25] If radiological frequency is Almost Certain and radiological severity is Very High Then RR is Very High

Fig. 3.1.15. 해체공정 방사선학  퍼지추론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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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6. 해체공정 방사선학  안 성 정량  평가.

(나) 비방사선학  안 성 정량  평가 기법 개발

작업자 피해크기를 바탕으로 작업자 상해 가능성을 입력 변수로 하고 퍼지추론을 이용하

여 정량화한다. 작업자 피폭 발생 가능성을 5개 변수로 구분하고 피폭선량을 5개 변수로 구

분하여 Fig. 3.1.17과 같이 퍼지 추론규칙을 통해 무게 심법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25  척

도로 정량화하며 Fig. 3.1.18과 같이 비방사선학  안 성 정량  평가 기법을 개발하 다.

Non-Radiological Severity

Medium

(4)

Low

(2)

High

(12)

Very High

(16)

Very High

(20)

High

(12)

Medium

(6)

Low

(3)

Very High

(15)

High

(8)

High

(9)

Medium

(4)

High

(10)

Medium

(5)

High

(8)

Medium

(6)

Very High

(15)

Very High

20

Very High

(25)

High

(10)

Low

(2)

Low

(1)

Medium

(4)

Medium

(3)

Medium

(5)

Non-Radiological
Frequency

Rare
(1)

Unlikely
(2)

Possible
(3)

Likely
(4)

Almost Certain
(5)

No Loss
(1)

Loss of day work
(2)

Injury
(3)

Disabilities
(4)

Fatalities
(5)

[1] If non-radiological frequency is Rare and non-radiological severity is No Loss Then NR is Low
[2] If non-radiological frequency is Rare and non-radiological severity is Loss of day work Then NR is Low
[3] If non-radiological frequency is Rare and non-radiological severity is Injury Then NR is Medium
.
.
.
[25] If non-radiologica l frequency is Almost Certain and non-radiological severity is Fatalities Then NR is Very High

Fig. 3.1.17. 해체공정 비방사선학  퍼지추론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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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8. 해체공정 비방사선학  안 성 정량  평가.

(다) 안 성 정량화 수학  모델 개발

해체공정의 방사선학   비방사선학  안 성을 정량화하는데 사용되는 무게 심법과 

최빈값 모델이라는 수학  기법을 Fig. 3.1.19와 같이 개발하 다.

 • 다음과 같은 무게 심법을 이용하여 해체공정의 안 성을 수치화한다.

∫
∫ ⋅

=
dzz

dzzz
z

c

c

)(

)(

μ

μ

z : 험요인 평가 결과, )(zcμ  : 변수 소속정도

• 여러 가지 험요인에 한 크기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에 가 치를 곱하여 험 

평가 결과 표 값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치화한다.

Nzfzfzf nn /)( 2211 +++ L

Zn : 각 험의 평가, fn : 각 험평가의 수, N=f1+f2+f3+…+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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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규칙들에 대하여 max-min 연산을 통해 출력부(후반부)의 퍼지 값을 얻어 냄.

비퍼지화 단계(무게중심법)를 통해 원하는 상수 값 출력함.

무게중심법을 통해 값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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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9. 해체공정 안 성 정량화 수학  모델 원리.

(8) 해체 안 성 평가 로그램 구성

파일
생성메뉴

해체공정
입력메뉴

위험도산정
메뉴

해체공정
입력

해체공정
Activities 입력

위험평가
요소입력

로그인 및
파일생성

해체공정
기본구성

방사선학적 위험
크기산정

비방사선학적
위험크기 산정

안전성평가
메뉴

방사선학적
위험평가

비방사선학적
위험평가

위험저감조치
메뉴

방사선학적
위험조치

비방사선학적
위험조치

저감조치
전후비교
평가메뉴

방사선학적
위험조치 평가

비방사선학적
위험조치 평가

최종평가
결과메뉴

방사선학적
평가조회

방사선학적
평가출력

비방사선학적
평가조회

비방사선학적
평가출력

위험저감 조치
조회및 출력

코드관리
메뉴

작업자 피폭 발생
가능성 코드 입력

작업자 피폭 선량
코드입력

방사선학적 위험
크기코드 입력

작업자 상해
가능성 코드 입력

작업자 피해크기
코드입력

비방사선학적
위험크기 코드

입력

Fig. 3.1.20.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로그램 구성.

해체 안 성 평가 로그램은 Fig. 3.1.20과 같이 일 생성 메뉴, 코드 리 메뉴, 해체공

정 입력 메뉴, 험도 산정 메뉴, 안 성 평가 모듈, 험 감 조치 메뉴, 감조치후 비교

평가 메뉴, 최종 평가 결과 메뉴 등 체를 메뉴방식으로 개발하 다. 이 메뉴 방식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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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은 해체 상 시설에 한 세부 작업 차를 입력하고 안 성 평가를 수행하는 순차  

근방식으로 개발하여 안 성 평가를 용이하도록 구성하 다.

 • 안 성 평가 로젝트 일 생성 메뉴 : 안 성 평가 상인 원자력시설 작업내용 입

력과 평가 최종 결과에 한 자료를 묶어서 집계하고 조회할 수 있는 일을 생성

 • 해체공정 입력 메뉴 : 평가 상인 해체공정과 차를 입력

 • 험도 산정 메뉴 : 해체공정에 하여 방사선학   비방사선학  험의 크기를 

산정하는 메뉴. 실제 험의 크기는 퍼지추론의 무게 심법을 이용하여 계산이 되는

데 이 로직은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사 에 Matlab을 이용하여 

모든 경우에 하여 사  모의한 결과를 고정변수로 처리하여 Fig. 3.1.21의 퍼지추론 

체계도에 따라 미리 로그램화하여 실제 험의 크기를 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단축시킴.

 • 안 성 평가 메뉴 : 해체공정의 험의 크기를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공정에 

하여 험한지 험하지 않은지를 평가

 • 험 감 조치 메뉴 : 해체공정에 한 일차 평가 후 험하다고 평가된 공정에 

하여 방사선학  험 감 조치와 비방사선학  험 감 조치를 수행

 • 험 감 조치 후 비교 평가 메뉴 : 험하다고 평가된 공정에 하여 방사선학  

험 감 조치와 비방사선학  험 감 조치를 수행한 후를 비교

S T A RT

S T O P

D e fa u l t 사 용 ?

입 력 변 수 수 정

입 력 변 수 퍼 지 화

퍼 지 추 론 규 칙 수 정

방 사 선 학 적
리 스 크 평 가

비 방 사 선 학 적
리 스 크 평 가

출 력 변 수 수 정

출 력 변 수 퍼 지 화

작 업 자 피 폭 상 황
가 능 성 입 력

작 업 자 피 폭 선 량
입 력

방 사 선 학 적
리 스 크 출 력

해 체 공 정
리 스 크 평 가

방 사 선 학 적
리 스 크 퍼 지 추 론

작 업 자 상 해
가 능 성 입 력

작 업 자 피 해 크 기
입 력

비 방 사 선 학 적
리 스 크 출 력

비 방 사 선 학 적
리 스 크 퍼 지 추 론

Yes

N o

Fig. 3.1.21. 해체공정 안 성 평가를 한 퍼지추론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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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성 평가 상인 해체공정에 하여 방사선학   비방사선학  험의 크기를 산정

하기 해서는 퍼지추론의 무게 심법을 이용하여 계산이 되는데 이 로직은 계산 과정이 복

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사 에 Matlab을 이용하여 모든 경우에 하여 Fig. 3.1.

22와 같이 사  모의한 결과를 고정변수로 처리하여 미리 로그램화하 다. 이 게 함으로

써 실제 험의 크기를 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Fig. 3.1.22. 해체공정 험의 크기 산정 메뉴 구성.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로그램 수행은 평가된 공정에 하여 여러 가지 방사선학  험 

감 조치와 비방사선학  험 감 조치를 수행하여 최종 으로 작업 허용이 되는 수 까

지 연속 으로 해체공정을 평가한다. 방사선학   비방사선학  험 감 조치 후에 

한 험의 크기와 각각의 험 감 조치 내용을 Fig. 3.1.23과 같이 막 그래 와 엑셀 

일로 다운로드 하여 체 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게 함으로써 해체

공정에 한 안 성 평가 과정과 결과의 모든 과정을 평가자가 검토할 수 있게 개발하 다. 

한, 각각의 단  모듈을 메뉴별로 묶어서 자료가 연계되도록 설계한 후 각각의 기능을 검

토하여 ‘ 일생성→코드 리→해체공정 입력→ 험도 산정→일차 안 성 평가→ 험 감조

치→ 감조치 후 비교평가→최종 평가’ 등 일련의 해체공정 안 성 평가 방법론이 수행되도

록 체 시스템을 통합하여 개발 완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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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3. 해체공정 안 성 평가 시스템 기능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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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  알 / 베 타 선  오 염 도  동 시 측 정 기술 개발

사용후핵연료를 취 하는 고방사능 오염 시설의 유지․보수  해체 시에는 작업에 한 

안 성 확보를 하여 방사능 해도가 가장 큰 악티나이드 핵종과 같은 알 선 방출 핵종 

 핵분열생성물이 베타선 방출 핵종에 한 오염도 측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에서 알

/베타선 오염도를 동시에 직  측정하기 해서는 알 선과 베타선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조  안 성을 확보하면서 얇은 섬 검출소재가 요구된다. 이러한 검출소재를 고방사능 

환경에서 용하여 알 /베타선을 측정하기 해서는 내방사성, 섬 투과매질로서의 투명성 

그리고 섬 체의 균일한 함침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조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고방사능 시설에 용이 가능한 검출기  측정기술의 개발은 시도된 

바가 없기 때문에 향후 해외 기술에 의한 경제   산업  종속에서 벗어나기 하여 국내

의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이  단계에서 보유한 고분자 검출소재 제조기술을 활용하여 고

방사능 시설에 합한 소형의 검출기를 개발하고, 검출 신호를 원거리 송할 수 있는 기술

과 융합하여 새로운 고방사능 지역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함으로써 원자력 

산업 분야의 균형  발 에 기여할 수 있으며, 방사선 계측용 소재 개발의 원천기술을 확보

하여 기  소재기술 분야의 기술  기술 자립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기술의 개

발이 필요하다.

가.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기술 분석 및 검출기 선정

(1) 고  오염도 측정장비 구성  개념설정

Hot Cell과 같은 고방사능 지역의 해체 계획을 수립하기 해서는 방사성핵종  오염도

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방사능 지역은 사람의 근이 불

가능하여 시간의 소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오염의 확산 등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료

를 채취하여 분석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해체 선진국에서는 Hot Cell이나 

고 폐기물 탱크와 같은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하기 한 장비를 개발 

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소형의 검출기와 섬유를 이용하여 측정 상에 하지 않고 

원격으로 방사성 핵종을 감시하고 분석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 3.1.24와 같이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하여 기기와 부품

과 같은 소형 장치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한 소구역 오염도 측정 기술과 시설 내부의 바

닥이나 벽면과 같은 면 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 구분하 다. 각각의 오염도 

측정 상별로 합한 검출 소재  측정 기술을 선정하고, 측정 시스템을 용하여 고방사

능 시설의 오염도 측정에 합한 기술 개념을 정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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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4. 오염도 측정 상별 측정 방법  개념.

(2)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용 검출소재 제조 기본요소 정립

고  알 선 오염도 측정 환경은 주로 후행핵연료주기시설이 상이며, 이들 시설은 

부분이 사용후핵연료의 취   처리에 사용되어 오염도가 가장 높은 시설 의 하나이다. 

이러한 시설에서 방사능이 3.63 x 105 Ci/rod인 사용후핵연료를 취 할 경우, 작업 후 약 

0.1% 정도가 오염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총 오염 방사능은 3.63 x 102 Ci 정도이다. 약 100 

Ci 정도의 오염물질에 의하여 받게되는 선량(Co-60 기 )을 계산하면, 1 m 거리에서 약 1 

Gy/hr, 0.1 m 거리에서 약 100 Gy/hr, 그리고 0.01 m 거리에서 약 10,000 Gy/hr 정도의 선량

을 받게 된다. 때문에 개발하고자 하는 검출소재는 약 10,000 Gy 정도의 내방사선성을 가져

야한다.

(3) 기본 고분자 소재의 열역학   유동학  특성 평가

검출소재의 기본 고분자 소재로서 폴리스티 과 폴리비닐톨루엔이 가장 낮은 온도에서 용

융됨으로써 열  안정성은 다른 수지에 비교하여 가장 낮다 (열에 의한 작업의 용이성). 폴

리스티 의 경우 다양한 유기용매에 녹는 특성을 소지(용매를 이용한 형상제어의 용이성 확

보)하고 있으며, 폴리에틸 테 탈 이트 (PET)의 경우 우수한 투명도에도 불구하고 내용

매성  내열성이 높아 실험실 형상제어가 불가능하다. 다양한 고분자 소재들 에서 내방

사선성  제조 용이성에 있어 가장 우수한 폴리스티 을 선정하 다.

(4) 방사선 검출용 섬 체 선정

섬 체는 입자 형태로 존재하여 고분자 소재에 쉽게 함침시킬 수 있으며, 비흡습성을 지

니고 있어 함침 상태에서 장기간 안정성 유지할 수 있는 무기섬 체인 ZnS(Ag)와 빠른 응

답특성과 베타/감마선 측정에 합하면서, 고분자막 제조 시 우수한 투명도  기계  강도 

확보가 가능한 유기섬 체인 PPO(제1용질)과 POPOP(제2용질)를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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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거리 신호 송 개념 설정

고방사능 오염도 원격 검출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제조된 검출소재에 직  용하기 

에, 상용화되어있는 라스틱 섬 체(BC-408, Bicron)에 유리 섬유를 연결하여 원거리 측정 

가능성을 시험하 다. 유리 섬유의 직경을 1200, 1500 μm 그리고 길이 2, 5 m로 변화시키

며, 알 선 방사선원인 Am-241(반감기 : 432년, 알 선 에 지 : 5.44, 5.48 MeV)과 베타선 

방출핵종인 Sr-90/Y-90(반감기 : 28.78년, 베타선 최 에 지 : 2.28 MeV)을 방사선원으로 이

용하여 검출 신호를 송시켜 측정하 다.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 측정 시에 작업자의 근 피폭 가능성을 배제하기 하여 원거리 

측정이 가능한 개념을 정립하 다. 오염도 측정용 소재로 이용되는 섬 검출에서 생성된 빛

을 섬유를 이용하여 원거리 송하여 측정함으로서 작업자의 피폭 가능성을  일 수 있

도록 측정 개념을 확립하 다.

(6) 상별 오염도 측정 개념설정

고방사능 시설 내부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하여 시설 특성에 합한 다양한 형태의 검출

소재의 제조방안을 도출하 으며,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오염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측정장비

를 구성하여 Fig. 3.1.25와 같이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 측정 개념을 설정하 다. 오염도 측

정용 검출 소재는 소한 구역의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결정형 센서와 바닥이나 벽면과 같

은 넓은 지역의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분사형 검출소재로 구분하여 제조하 다.

Fig. 3.1.25. 고방사능 시설 오염도 측정 개념도.

- 시설 내부의 기기  장비 표면 오염도 측정용 : 알 선과 베타선 검출이 가능한 섬 체

를 투명한 에폭시 지지체에 도포하고 원거리 신호 송이 가능한 섬유를 결합하여 

소구역 오염도 측정용 결정형 센서 제조

- 시설 내부 벽면 는 바닥의 오염도 측정용 : 방사선 검출이 가능한 섬 체를 이용한 오

염도 측정용 core polymer와 핵종 포집용 shell polymer 형태의 이 구조로 분사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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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의 에멀젼 제조

- 시설 내부의 공간감마선량율 측정용 : 고방사능 시설 내부에서의 감마선량 측정이 가능

하도록 유기섬 체를 에폭시 지지체에 함침시켜 제조하고 섬유를 결합하여 공간감마

선량율 측정용 결정형 센서 제조

나. 고준위 오염도 측정용 센서 개발

고방사능 시설 내부의 기기나 장비 틈새와 같은 좁은 구역의 알 선 오염도를 측정하기 

하여 Fig. 3.1.26과 같이 도출한 측정용 센서의 개념을 바탕으로 투명한 에폭시 지지체에 

알 선 검출이 가능한 섬 층을 얇게 도포하여 검출용 센서를 제조하 다. 알 선 검출용 

소재는 이  단계(2004. 03 ～ 2007. 02, 배  내부 오염도 측정 기술 개발)에서 개발한 고분

자 필름 형태의 소재로도 제조가 가능하지만, 검출된 신호를 원거리 송하기 한 섬유

를 용하기 해서는 추가 인 지지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도  역할의 투

명한 에폭시 지지체 에 알 선 검출용 섬 층을 얇게 도포하는 방법으로 센서를 제조하

다.

Fig. 3.1.26. 결정형 센서 측정  제조 개념.

(1) 결정형 센서 지지체 제조조건 확립

오염도 측정용 센서의 지지체는 도 으로서의 투명성과 신호 송용 섬유를 지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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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계  강도가 요구된다. 특히, 방사선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섬 이 섬

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지체 내부의 기포에 의한 산란을 최소화하기 하여 제조 시에 

기포의 발생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하여 에폭시 수지의 함량을 

변화시키면서 Fig. 3.1.27과 같이 지지체를 제조하 다.

Fig. 3.1.27. 결정형 센서 지지체 제조 방법.

(2) 알 선 검출용 섬 층 제조조건 도출

알 선 검출용 섬 층을 제조하기 하여 무기섬 체 ZnS(Ag)와 에폭시 수지를 이용함. 

분말형태의 ZnS(Ag)를 에폭시 수지 혼합물에 용이하게 도포하기 하여, 1차로 ZnS(Ag)에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를 5:1로 소량 혼합하여 고형시킨 후, 2차로 고형화된 1차 소재 에 

에폭시 수지 혼합물을 그 로 붓고, 경화시켰다.

섬 층의 최  두께를 결정하기 하여 ZnS(Ag) 무기섬 체 분말 내에서의 알 선 에 지 

흡수 과정을 MCNPX를 이용하여 모사하 다. 알 선의 에 지는 평균 에 지인 5 MeV로 

정하 고, 섬 층의 기하학  조건은 실제 제조한 모양과 동일하게 유지하 다. ZnS(Ag) 섬

층의 면 도를 5에서 30 mg/cm2
로 변화시키면서 알 선의 에 지 정도를 모사하 다.

섬 층의 면 도가 25 mg/cm2 일 때, 알 선의 에 지가 완 히 섬 층 내부에서 흡수된

다는 것을 확인하 다. 실제 섬 층 내부에 흡수된 알 선의 에 지는 으로 환된 후에 

섬 층 외부에 치한 계수 장치에 도달하여 계수된다. 그 기 때문에 알 선의 최  검

출 효율은 체의 에 지가 흡수된 섬 층 두께보다는 작을 것으로 상되며, 실제 섬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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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알 선 검출 효율을 평가하기 하여 면 도를 각 10, 15, 20, 25 mg/cm2
로 변화시키

면서 센서를 제조하 다.

섬 층의 제조조건에 따른 검출효율을 평가하기 하여 알 선 표 선원인 Am-241을 이

용하 으며, 측정 조건은 섬 층 면에 알 선원을 배치한 후에 검출 효율을 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검출효율을 평가하 으며, 이는 섬 층 내부로 들어온 알 선 에서 실

제로 검출된 양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일반 인 검출 효율은 측정의 기하학  조건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섬 층 자체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고유검출효율을 평가하 다.

Fig. 3.1.28과 같이 알 선 오염도 측정용 검출소재의 ZnS(Ag) 면 도 15 mg/cm2 일 때 가

장 우수한 알 선 검출 성능을 나타냈으며, 이는 실제 섬 층 내부에서 변환된 섬 들이 불

투명한 섬 층을 투과하여 계수장치에 도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체 에 지가 흡수

되는 섬 층 두께인 25 mg/cm2
보다는 작은 면 도에서 최  검출 효율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의 제조조건(면 도 15 mg/cm2)에 의하여 도출된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알

선의 고유검출효율은 53 % 다.

Fig. 3.1.28. 알 선 검출용 검출소재의 면 도별 스펙트럼과 계수율 비교.

(3) 베타선 측정용 검출소재 제조

(가) 베타선 검출용 소재 기본 설계

베타선 측정이 가능한 유기섬 체로는 표 으로 안트라센(anthracene), 스틸벤(stiblene), 

라스틱 섬 체 등이 있으며, 알 선 검출용 소재와 신호 송용 섬유의 용성 등을 고

려하여 라스틱 섬 체를 베타선 측정용 최종 검출소재로 선정하 다. 일반 으로 라스

틱 섬 체에 많이 이용되는 용매는 polystyrene과 polyvinyltoluene 등이나, 이들은 열 합 반

응을 이용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신호 송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섬유를 

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섬유의 용성을 고려하여 투명 에폭시에 베타선 검출용 

섬 체인 PPO와 POPOP를 혼합하여 검출소재를 제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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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 측정용 센서의 지지체는 도 으로서의 투명성과 신호 송용 섬유를 지지할 

수 있는 기계  강도가 요구된다. 특히, 방사선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섬 이 섬

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지체 내부의 기포에 의한 산란을 최소화하기 하여 제조 시에 

기포의 발생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하여 에폭시 수지의 함량을 

변화시키면서 지지체를 제조하 다.

베타선 검출용 센서의 기하학 인 조건을 도출하기 하여 베타선의 에 지와 유기섬 체 

센서의 두께 변화에 따른 응답특성을 Fig. 3.1.29와 같이 모사하 다. 에폭시 소재 섬 체 두

께는 1～15 mm로 변화시켰으며 계산한 자 에 지 범 는 일반 인 방사성 물질이 방출

하는 에 지에 포함되는 1 MeV 이하까지 계산하 다. 한, 일반 인 방사선장에서는 감마

선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베타선 검출에 noise로 작용할 수 있어서 electron 에

지에 따른 라스틱 검출기의 효율 계산과 마찬가지로 섬 체 두께  감마선 에 지에 따

른  에 지 흡수율  Compton continuum을 계산하 다.

Fig. 3.1.29. 베타선 검출용 섬 체 모델링.

산 모사 결과, 섬 체 두께가 10 mm인 경우 베타선의 에 지가 2 MeV일 때도 80% 이

상의 검출 효율을 나타내며, 섬 체 두께가 5 mm일 때 1 MeV까지 거의 90 %의 검출 효율

을 얻을 수 있었다. 베타선의 에 지는 부분 1 MeV 정도이기 때문에 1 MeV에서 약 60 %

의  에 지 흡수율을 보이는 섬 체 두께 3 mm이면 베타선 검출에 충분함을 확인하 다.

(나) 베타선 검출용 소재 제조조건 확립

베타선 검출용 에폭시 소재 유기섬 체 센서는 에폭시 지지체에 유기섬 체(PPO & 

POPOP)를 함침시켜 결정형으로 제조하 으며, 오염도 측정용 검출소재와 동일하게 섬유

를 이용하여 원거리 신호를 송할 수 있도록 제조하 다. 유기섬 체 PPO(제1용질)와 

POPOP(제 2용질, 0.01 ～ 0.2wt%)의 함량비에 따른 유기섬 체 센서의 학  특성을 평가



- 54 -

여 제조조건을 비교하 으며, 제1용질인 PPO의 함량을 변화시켜 가시 선 역에서의 투과

도와 발 량을 평가하 다. 센서 내에서 PPO의 역할은 방사선에 의하여 기  고분자 소재

로 달된 에 지 의 일부를 으로 환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최 의 량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함량을 찾아내는 것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PPO의 양을 0.1 ～ 2.0wt%로 변화

시키면서 발 량을 평가한 결과, 0.7 wt%인 경우 최  량을 얻었다.

한 제2용질인 POPOP의 경우는 제1용질에서 발생한 을 흡수하여 측정용 계수 장치

에 부합하는 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제2용질의 함량 변화에 따라 발

량을 평가하여 최 의 량이 발생되는 유기섬 체 함량을 결정하 다. 제1용질인 PPO의 

양을 0.7 wt%로 고정시킨 후에 POPOP의 양을 0.01 ～ 0.1 wt%로 변화시키면서 측정한 결

과, Fig. 3.1.30과 같이 제 2용질인 POPOP의 양이 0.05 wt%일 때 발생되는 의 양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섬 체 함량인 PPO : POPOP = 0.7 : 0.05 

wt/%로 최종 조건을 도출하 으며, 이 때, 가시 선 역에서의 투과도는 약 85% 정도로서 

충분한 투명성을 유지하 다. 한, 방사선 검출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다양한 조건으로 

제조한 소재에 하여 Sr-90 선원을 이용하여 측정한 스펙트럼은 Fig. 3.1.31과 같으며, 이 

때 측정한 고유검출효율은 50% 이상으로서 베타선 측정에 합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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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0. 유기섬 체 POPOP 함량 변화에 따른 

발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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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 에폭시 소재 유기섬 체 센서의 베타선 

측정 스펙트럼.

(4) 알 /베타선 동시 측정용 이 구조 검출소재 개발

알 선과 베타선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phoswich 검출기의 요건으로서는 방사선에 

한 검출 성능과 더불어 섬 체로서의 투명도와 기계  강도를 들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고방사성 시설에 용하기 하여 섬유와 센서를 일체형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최종 

고형화 후의 기계 인 건 성 유지도 요한 조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섬유를 포함하는 

투명 에폭시 지지체 에 베타선 측정용의 유기섬 체를 혼합한 에폭시 용액을 용하여 고

형화하고, 최종 으로 알 선 검출이 가능한 ZnS(Ag) 섬 체를 분사하여 알 와 베타선이 

동시에 측정 가능한 검출소재를 제조하 다.

동시 측정용 phoswich 검출기의 기하학 인 조건을 도출하기 하여 기존의 알 선 측정

용 ZnS(Ag) 섬 층 제조조건과 베타선 측정용 에폭시 소재 유기섬 체 제조조건을 바탕으

로 Fig. 3.1.32와 같은 기하학 인 배치로 알 선, 베타선, 그리고 감마선에 한 응답특성을 

모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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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2. 알 /베타선 동시 측정용 phoswich 검출기 응답특성 모델링.

Table 3.1.3은 Fig. 3.1.32와 같은 기하학 인 조건에서 알 선원과 ZnS(Ag) 섬 층의 거리 

변화에 따른 알 선 검출 효율을 나타낸 것으로서 10 mm 이상에서는 알 선 검출 효율이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공기 에서 알 선의 비정은 약 30 mm 

정도이다. 한, 선원의 사이의 거리가 2 mm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알 선의 검출 효율은 

약 10% 정도 차이가 나며 이는 오염도 측정 시에 심각한 오차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선원-센서 거리 (mm) 알 선 반응 효율

1 34.59%

2 30.22%

3 26.07%

4 22.23%

5 18.63%

6 15.18%

7 11.84%

8 8.37%

9 4.65%

10 0.91%

Table 3.1.3. 알  선원과 센서의 거리에 따른 알 선 응답특성

한, 고방사성 시설 내부는 다양한 설비 들이 존재하며 아주 좁은 틈새와 같은 구역의 

오염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바닥이나 벽면과 같은 넓은 지역의 오염도도 

동시에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목 에 합한 단일 검출기를 용하기

는 실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개의 목 에 합한 센서를 선정하기 

하여 기하학  조건별 응답 특성을 모델링하 다. 특히, 고방사성 시설 내부의 아주 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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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오염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센서의 크기가 아주 소형이어야 하며, 

넓은 지역의 오염도를 스캔하기 해서는 상 으로 큰 검출기가 요구된다.

개개의 검출 목 에 합한 최 의 센서 크기를 결정하기 하여 센서의 직경을 섬유를 

용하기 한 최소 직경인 5 mm에서부터 원격 측정을 고려한 검출기 크기인 50 mm까지 

변화시키면서 알 선과 베타선에 한 검출 효율을 모델링하 다. 모델링 결과, 소 구역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직경이 10 mm 일 때 알 선에 한 검출 효율을 유지하면서 

비교  좁은 구역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 고, 넓은 면 을 스캔하기 해서

는 섬유의 집  효율과 원격 취 하기 하여 용이한 크기인 20 mm로 결정하 다.

(5) 원거리 검출신호 송용 센서 개발

에폭시를 이용한 섬 검출소재의 제조방법을 응용하여 원거리 측정이 가능한 섬 체-지지

체의 일체형 센서를 Fig. 3.1.33과 같이 제작하 다. 비교  다루기 쉽고, 경제성이 좋은 

라스틱 섬유를 신호 송용으로 이용하여 에폭시와 결합하 는데,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

의 혼합물이 고형화되기 에 라스틱 섬유를 혼합물 내에 삽입하여 함께 경화시켰다. 

이는 섬유와 센서 간에 생기는 속 손실을 이기 한 제조 방안으로 섬유와 센서를 

분리하여 커넥터 등을 연결하여 측정한 것과 비교하여 일체형 센서가 검출효율이 우수함을 

확인하 다.

Fig. 3.1.33. 섬유-지지체 일체형 센서  송 시험용 장치.

섬유의 기하학  조건에 따른 측정변화를 확인하기 해 섬유의 길이(1, 2, 3, 10 m), 

직경(1000, 2000, 3000 μm), 섬유의 삽입 깊이(10, 20, 30 mm) 등에 따른 검출효율을 비교

하 다. 특히 섬유의 손실  구부림 손실의 차이 을 이기 하여 섬유의 길이의 

각 bending 각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측정하 으며, 여러 가지 손실을 최 한 이기 하

여 차폐체와 열수축 튜 를 제작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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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길이에 따른 고 스펙트럼의 형상  총계수치는 길이에 상 없이 유사하게 측정

되었다. 3 m 길이의 섬유 센서의 검출효율은 나머지 길이의 센서와 비교하여 35 ～ 55% 

높게 측정되었으나, 이는 측정 환경에서 섬유의 일정하지 않은 구부림 손실이나 손실 

등으로 인한 편차로 분석된다.

Fig. 3.1.34와 같이 다양한 기하학 인 조건에 따른 검출 신호 송 성능을 평가한 결과, 

섬유 직경이 넓어질수록, 삽입 깊이가 짧을수록 검출 효율이 우수함을 보 다. 이는 방사

선이 검출소재로 흡수된 후, polishing된 섬유 단을 통해 송되는 과정에서 방사선과 검

출소재 내의 반응하는 체 이 넓어질수록 검출효율이 더 높게 측정된 것이다. 35 mm의 길

이를 가진 에폭시 검출소재의 단으로부터 10, 20, 30 mm의 거리로 치된 섬유의 반응

단면 과 총계수치는 단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 5배 높게 계측되었다.

4 mm 직경을 가지는 pipe에 각각 3 mm 단일 섬유와 1 mm 섬유 10개를 다발형태로 

메워 넣고 에폭시에 삽입한 센서의 검출성능을 비교하면, 두 형태의 총계수치는 거의 동일

하게 나타났다. 센서의 제작 시간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단일 섬유 센서가 오염도 측정

용 센서로써 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Fig. 3.1.34. 섬유의 기하학  조건에 따른 센서 성능평가.

(6) 알 /베타선 동시 측정기술 개발

오염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알 선과 베타선을 분리하여 개개의 오염도를 측정해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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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알 와 베타선을 구분하기 하여 고분석법과 형분석법을 이용한다. 고분

석법은 검출기에서 생성된 출력 펄스의 높이를 구분하여 알 선과 베타선을 구분하는 방법

이며, 형분석법은 검출기에서 생성된 신호의 모양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부분

의 phoswich 검출기는 형분석법을 이용하여 알 선과 베타선을 구분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베타선 측정용 에폭시 소재 유기섬 체 센서와 알 선 검출용 

ZnS(Ag) 무기섬 체는 섬  붕괴 상수가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형분석법(PSD)을 용

하여 알   베타선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아래의 Fig. 3.1.35는 형분석법을 이용하여 

알 선과 베타선을 구분하기 하여 구축한 검출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Fig. 3.1.35. 형분석법을 이용한 알 선과 베타선의 신호분리 

회로도.

ZnS(Ag)/에폭시 소재 라스틱 섬 체 조합의 phoswich 알 /베타선 동시측정용 검출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PSD 방법을 이용하여 Fig. 3.1.36과 같이 알 /베타선 분리 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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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6. 알 /베타선의 동시 측정 스펙트럼 

 형분석법을 이용한 알 선과 베타선의 

신호분리.

형분석법을 이용한 알 선과 베타선을 분리하여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의 효율 감소 단

을 보완하기 하여, 개개의 섬 체에서 발생한 신호를 독립 으로 송할 수 있는 섬

유를 용하여 알 선과 베타선의 오염도를 동시에 측정하기 한 검출소재를 Fig. 3.1.37과 

같이 개발하 다. 개발한 검출소재를 이용하여 알 선과 베타선을 분리하여 측정한 결과 검

출 효율은 30% 이상으로서 이 의 형분석법에 의한 검출 효율보다 아주 우수함을 확인하

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계측 장치를 이 으로 배치해야하는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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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7. 알 선과 베타선 검출 신호 분리 송형 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방사성 구역의 오염도 측정 시에 백그라운드로서 작용할 수 있는 

고  감마선에 의한 체 코  을 제거하기 하여 소거법을 용하 다. 백그라운드 소

거용 센서의 경우는 오염도 신호 송용 섬유와 나란하게 백그라운드 제거용 dummy 

섬유를 장착하여 제작하 다. 백그라운드 제거용 센서는 Fig 3.1.38과 같이 섬 층과 지지층

의 두 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알 /베타선을 동시 송하여 측정할 수 있는 이  섬유 

센서와 알 /베타선을 분리하여 송한 후에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삼  섬유 센서로 

구분하여 제조하 다.

Fig. 3.1.38. 고  백그라운드 제거용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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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면적 오염도 측정 및 핵종 포집용 분사형 고분자 소재 개발

(1) 면  오염도 측정용 분사형 고분자 소재 개발

면  오염도 측정용 분사형 검출소재 개발을 하여 유화 합법에 의한 core-shell 구조

의 에멀젼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고분자 에멀젼을 제조하 다. 한 이를 이용하여 방사능

으로 오염된 표면에 제조한 고분자를 분사시켜 오염물질에 도포하고 고형화시킨 후에 오염 

핵종에서 방출된 방사선과 고분자 에멀젼내 섬 체와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섬 을 측정

하여 방사성 오염을 검출한다.

물을 분산매로 고분자 에멸 을 제조하는 유화 합은 물을 용매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없으며 화재와 폭발의 험성이 없고 높은 분자량과 빠른 합속도와 반응물의 도

가 낮아 혼합이 용이하고 반응물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매년 증가

하고 있다. 한 입자내에서 내부와 외부의 고분자 조성이 다른 core-shell 고분자는 두 종류의 

합체가 서로 분리되어 입자 내부 (core)와 외부(shell) 각각의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복합소재이다.

고분자 합에 사용된 소재로는 단량체 styrene (St)와 ethyl acrylate (EA)를 사용하 고, 개

시제는 친수성인 ammonium persulfate (APS)를 사용하 으며, 음이온계 유화제는 sodium 

dodecyl sulfate (SDS)를 정제없이 사용하 다. 유기섬 체는 입사방사선의 에 지를 흡수  

발 , 짧은  장으로 용매 내에서 흡수하는 특성을 지닌 2,5-diphenyloxazole (PPO)를 제 1

용질로 사용하 고, 장 이동체인 제 2용질은 1,4-bis[5-phenyl-2-oxazol]benzene (POPOP)를 

사용하 다.

Polystyrne (PS)와 poly(styrene-ethyl acrylate) [poly(St-EA)]의 시료를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분 분석기를 통하여 구조를 분석하 다. PS과 poly(St-EA) 고분자의 

구조 분석 결과, PS의 형 인 흡수띠인 약 3060 ㎝
-1
에서 -CH- 신축진동과 약 1610 ㎝

-1 부

근에서 벤젠링의 C=C 신축진동이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1493, 1448 ㎝
-1
에서 C-H 비 칭 

흡수띠가 나타남을 확인하 다. Poly(St-EA)의 IR 스펙트럼 측정 결과 약 1638, 1490 그리고 

1450 ㎝
-1
에서 PS과 유사한 벤젠링의 신축진동이 나타났다. 이로써 St과 EA의 고분자 합

이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하 다.

Poly(St-EA의 열  특성  core-shell 구조를 찰하기 하여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를 이용한 유리 이온도(Tg), Thermogravimetric Aanlyzer (TGA)와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이미지를 측정하 다.

Fig. 3.1.39는 PS과 poly(St-EA) 고분자의 Tg를 나타낸 것으로 PS과 달리 poly(St-EA)에서 

두 개의 Tg가 측정되었는데 낮은 온도에서 shell 부분인 PEA (-24℃)가 나타났고 높은 온도

에서 core의 PS (100℃)을 확인하 다. 한 입자 내에 공 합 형태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core와 shell 부분이 상분리된 상태로 존재하 다. Tg 분석을 통하여 두 개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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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나타내는 core-shell 구조의 고분자 에멀젼임을 확인하 다.

한, Fig. 3.1.39의 TEM 이미지에서 보듯이 poly(St-EA) 고분자 에멀젼 입자는 core-shell 

구조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입자 크기는 평균 350 nm 임을 확인하 다. Core는 소수성의 

PS으로 구성되며 에멀젼 입자의 shell에는 친수성의 PEA로 구성되어 있다.

Fig. 3.1.39. Poly(St-EA) 고분자에멀젼의 DSC curve와 TEM image.

Fig. 3.1.40은 유기섬 체 함량 변화에 따른 poly(St-EA) 고분자 에멀젼의 방사능 검출 성능

을 측정한 것이다. 유기섬 체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계수효율이 증가하다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 는데 이는 정량의 섬 체 농도는 방사능에 한 검출효율이 증가하지만 과량

의 섬 체 함량에서는 방사능을 받아 빛을 발하는 것과 그 빛을 다시 흡수하여 효율이 감소

하는 섬 체의 고유의 특성이다. 즉, PPO와 POPOP는 자외선 역의 장을 흡수하여 

자증배 이 검출 할 수 있는 420 nm의 푸른빛 가시 선 역의 장으로 바꾸어 빛을 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첨가물의 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약간 겹쳐 있기 때문에 양이 

과다하면 오히려 흡수하는 양이 상 으로 많아져 빛의 양이 어드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 poly(St-EA) 고분자 에멀젼의 방사능 검출을 한 최 의 유기섬 체 함량은 

각각 PPO 0.15 wt%, POPOP 0.0075 wt% 임을 확인하 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오염도 검출에 한 방사능 성능은 고분자 에멀젼에 함유된 유기섬 체의 함량에 매우 의존

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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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0. 유기섬 체가 함침된 poly(St-EA) 고분자의 방사능 오염도 

검출.

(2) 표면오염 핵종 포집용 고분자 소재 개발

핵종 포집용 분사형 고분자 소재(Strippable coating)는 비용으로 고정화 되지 않은 방사

성 오염물을 효과 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물을 기반으로 한 유기 고분자와 같은 

고분자 혼합물을 페인 , 롤러  분사 등에 의해 표면에 용 가능하다. 고분자가 오염된 

표면에 반응함에 따라 오염물을 끌어당기고 흡수시켜 화학  결합을 한 후 curing 과정을 

거쳐 고분자 매트릭스내에 고정화한다. 즉, 코  용액을 오염된  표면에 분사하고 건조시킴

으로써 오염물이 고분자 매트릭스에 끌려 고정화되고 이 건조된 필름을 제거하여 제염한다. 

이는 주로 수용액 상태의 고분자 용액을 도포함으로써 오염 입자들이 확산되어 수용액 상태

의 고분자 물질로 들어오고 고형화되면 탈착시켜 오염물이 제거 가능하며 Van der Waals 

force에 의하여 착되어 탈착되는 것도 원인 의 하나이다.

최근의 strippable coating은 높은 제염 효과와 기 코 의 많은 결 에 한 많은 보완을 

보여 다. 이런 코  기술은 심하게 오염되어 있지 않은 고른 표면이나 투과성이 없는 표면

에 thin top coat ( , polyvinyl alcohol)를 용시켜 개선이 가능해진다. 코  후 건조 과정을 

거치므로 비용으로 용이 쉽다는 장 과 공기 으로 확산되는 폐기물 발생 없이 고정화 

되지 않은 방사성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의 하나이다.

핵종 포집용 고분자 코 은 표면에 분사하고 건조 후 강한 필름을 형성하고 표면으로부터 

쉽게 박리시킬 수 있다. 아크릴계 착성을 가진 poly(St-EA) 고분자에 poly(vinyl alcohol) 

(PVA)과 polyvinylpyrrolidone (PVP)를 혼합하여 핵종포집용 strippable coating 용액을 제조하

다.

PVA는 무독성으로 물에 잘 녹으며 수분 증발에 의해 쉽게 필름이 형성된다. 별도의 

curing 과정이 필요 없으며 가소화제나 다른 고분자 첨가에 의해 화학  개질이 가능하다. 

PVP 한 무독성으로 물에 잘 녹으며 PVA에 첨가하여 PVA 본래의 특성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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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를 기반으로 한 조성에 PVP를 첨가함으로써 수직 표면 착력을 증 시키고 건조 과정

에서 필름의 비틀림과 박리 시 코 필름이 찢어지는 경향을 감소시켜 박리성을 향상시킨다.

핵종포집을 한 고분자는 poly(St-EA) 고분자 에멀젼에 착성과 함께 좋은 필름 형성제

인 PVA (Mw. 89,000-98,000, 99+hydrolyzed, Aldrich)와 PVP (Mw. 40,000, Adrich)를 85-90℃의 

반응기에서 3h 이상 혼합하여 제조하 다.

핵종포집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여러 개의 stainless steel 디스크 (직경 50 mm, 높이 6 

mm)에 Sr-90 용액을 도포하고 2h 이상 완 히 건조시켰다. 건조 후  핵종포집용 고분자를 

도포하기 에 각 디스크들은 알 -베타 계수기를 이용하여 counting 하 다. 고분자를 도포

하고 24h 동안 충분히 건조시킨 후 건조된 필름을 디스크로부터 제거하 다. 필름이 제거된 

디스크를 다시 한번 알 -베타 계수기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실험 결과 Table 3.1.4에서 보듯이 PVA와 PVP 조성이 poly(St-EA) 기 으로 각각 8-9 wt%, 

6-7 wt%에서 12.8의 DF를 보여 제조된 고분자에 핵종이 잘 포집됨을 알 수 있었다.

Polymeric Composition 

(wt%)

Initial

(Bq/sample)

Final

(Bq/sample)
DF Strippability

Poly(St-EA)

PVA 5

PVP 3
1138 111 10.3 Bad

PVA 7

PVP 5
1042 107 9.7 Good

PVA 8

PVP 6
1039 81 12.8 Good

PVA 9

PVP 7
1187 92.4 12.8 Good

PVA 10

PVP 8
1169 124 9.4 Good

PVA 15

(without 

PVP)

1155 129 8.9 Good

PVP 15

(without 

PVA)

1965 211.7 9.3
Bad

(brittle)

Table 3.1.4. Decontamination factors of Sr-90.

Strippable coating을 이용한 핵종포집용 분사형 소재는 박리 시 찢어지거나 부서짐 없이 표

면으로부터 탈착이 잘되어야 한다. 박리성에 한 실험은 Fig. 3.1.18과 같이 별도의 챔버를 

만들어 stainless still plate와 arylate plate 표면에 한 박리성을 수행하 다. 챔버는 가로, 세

로 각각 600 mm의 정사각형으로 챔버안을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아크릴 재질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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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챔버 뒤쪽은 가로, 세로 각각 300 mm의 stainless steel plate와 arylate plate 시편을 걸 수 

있도록 제작하 다. 제조한 고분자 용액을 sprary gun을 이용하여 40 cm 정도의 거리에서 각 

시편에 분사하고 상온에서 24h 건조시킨 다음 박리성을 확인하 다. 

면  오염도 검출용 소재인 poly(St-EA)에 PVA와 PVP를 혼합함으로써 핵종포집용 고분

자 필름의 박리성 확인 결과 첨가한 친수성 고분자의 특성으로 인해 Fig. 3.1.41과 같이 

stainless steel 표면으로부터 필름의 찢어짐과 부서짐 없이 박리가 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1.41. Stainless steel plate에서의 박리성.

라. 고방사능 오염도 원격 측정 시스템 개발

(1) 소구역 오염도 원격 측정 기술 개발 

(가) 소구역 오염도 측정센서 치제어 시스템 개발

소구역 내 알 /베타선 오염도 측정 센서를 정 제어 기술을 선정하기 해 식 제

어 방법과 비 식 제어 방법을 상호 비교하 다. 식 센서는 내구성이 좋아 손의 

험이 고 가격이 렴하며 방사능에 향을 받지 않는 장 이 있으나 홈이나 단이진 경우 

용이 어려운 단 이 있다. 한 비 식 방식으로 음  거리측정 센서는 측정범 가 

0.1～20 m로 원거리에서 측정이 가능한 반면, 측정오차가 측정거리의 1 % 이상 발생되어 

정 제어가 필요한 소구역에서 용이 어렵다는 단 을 갖는다. 이에 반해 1D 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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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측정 센서는 가격은 고가이고 측정거리가 1 m 이내로 짧으나 정 도가 매우 높아 소 

구역 내에 있는 Hotspot을 정 하게 측정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따라서 소구역 오염도 측

정센서의 치제어 방식으로 1D 이  거리측정 센서를 이용한 제어방식을 선정하 다.  

Fig. 3.1.42는 앞 에서 언 한 소구역 내 오염도 측정센서 치제어 방안을 토 로 

소구역 오염도 측정장비의 로토타입을 나타내고 있다. 소구역 오염도 측정장비는 Fig. 

3.1.43와 같이 원격 매니 이터의 Gripper에 장착하여 원하는 측정 치로 이송한 후 소

구역에 해 오염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Optical fiber

스텝핑 모터

볼 스크류

L.M 가이드

이송블록

케이스

레이저 센서

오염도측정센서

Gripper 
부착 위치

오염도 원격
측정장비

컨트롤러

제어 PC
1D 레이저

센서

(a) 소구역 오염도 측정장비 모델링 (b) 소구역 오염도 측정장비 제작

Fig. 3.1.42. 소구역 오염도 측정 센서 치 제어 시스템 제작.

Fig. 3.1.43. 매니 이터를 이용한 소구역 오염도 측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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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4는 소구역 오염도 측정장비의 제어 로그램으로 1D 이  거리측정 센서에

서 측정한 거리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오염도 측정센서의 이송속도를 1～5단

계로 조 이 가능하도록 하 다. 한 조그 모드창을 이용하여 오염도 측정센서의 치를 

사용자가 직  이송이 가능하며 Off-set 거리 설정 창을 통해 오염도 측정센서와 상물 사

이의 제어 거리를 원하는 거리만큼 조 이 가능하도록 로그래 하 다. 

거리 측정값

이송속도 조절창조그 모드창

Off-set 거리 설정창

Fig. 3.1.44. 소구역 오염도 측정 센서 치 제어 로그램.

(2) 면  오염도 원격 측정 기술 개발 

(가) 스테 오비젼 제어 기술 분석 

      ① 스테 오비젼을 이용한 형상분석 기술 

3차원 형상 정보를 얻기 해 이  거리계, 스테 오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

다. 이  거리계를 이용하는 방법은 물체의 표면에 이 를 주사하여 센서에 반사되어 

오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내에서 수 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의 거리를 측정하는 목 으로 쉽게 사용될 수 있지만, 1㎝ 이하의 정 도

를 얻기 어렵고 물체의 반사도에 따라 획득하는 거리값이 달라지므로 정  측정에 사용하기

는 어렵다. 스테 오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 의 카메라와 물체와의 기하학  계

를 이용하여 거리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정 도가 떨어지는 단 이 있지

만 시스템 구성이 비교  간단하고 물체의 반사도에 향을 게 받아 가까운 거리에서의 

정  측정에 활용이 가능하다.  

      ② 스테 오 비  거리 정 도

물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의 하나인 스테 오 비 의 오염도 원격측정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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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의 용을 해 양안 스테 오 비 의 거리 정 도를 조사하 다. 거리 정 도 계산을 

해 사용된 스테 오 카메라의 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양안 카메라 베이스라인 간격 12 

cm, 카메라 즈 3.8 mm, 상 해상도 320 픽셀이며, 상 도는 0.2 픽셀로 설정하고 거리별 

정 도를 계산하면 Fig. 3.1.45와 같은 결과 그래 를 얻을 수 있다. Table 3.1.5에서 보는바

와 같이 측정거리가 85 cm 일 때 5 mm의 정 도를 가지며, 측정거리가 54 cm 일 때 2 mm 

의 정 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Fig. 3.1.45. 높이 별 스테 오비젼의 정 도. 

거리 정 도

38 cm 1 mm

54 cm 2 mm

66 cm 3 mm

77 cm 4 mm

85 cm 5 mm

Table 3.1.5. 스테 오 비 의 거리별 정 도.

      ③ 정 측정을 한 3D 맵 생성  스캔 알고리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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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 오 비 을 사용한 3차원 형상 측정에서 가장 요한 것은 올바르게 정합된 시차 맵

을 획득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스테 오 정합 알고리즘 들은 재질감이 없는 역,  포화 

역, 그림자 역 등에서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역에 해선 정합 알고리

즘을 개선하거나 매칭하기 좋은 정합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며 이에 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이다. 본 연구에서는 랜덤 패턴을 통해 재질감이 없는 역에서의 정합률을 높이고 

서로 첩되는 역을 갖는 여러 장의 스테 오 정합 결과를 공간상에서 보간 하는 방법으

로  포화 역과 그림자 역에서 3차원 형상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 다. 마지

막으로 X-Y 이송장치에 스테 오 비 을 장착하고 빔 로젝터로 랜덤 패턴을 투 하여 실

험을 수행하 고 제안한 방법의 3차원 형상 측정 품질 향상을 검증하 다.

            ㉮ 3차원 형상측정 알고리즘 개발

  X-Y 이송장치를 통해 카메라의 치와 스테 오 상을 획득한다. 그 다음 각각의 스테

오 이미지에서 시차 맵을 획득하고 실제 3차원 좌표로 변환한다. 각각의 3차원 point cloud

를 카메라의 이동 좌표에 맞추어 합친 뒤 공간 색인과 보간, 필터링을 통해 3차원 형상을 

얻는다. Fig. 3.1.46은 체 알고리즘의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3.1.46. 알고리즘 블록 다이어그램.

            ㉯ 랜덤패턴 투  알고리즘 개발

스테 오 정합 알고리즘은 왼쪽 카메라의 상과 오른쪽 카메라의 상에서 동일한 지

을 찾고 그때의 시차를 이용해서 시차 맵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특징 정보가 없는 역

에서는 잘못된 정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게 생성된 시차 맵을 실제 3차원 좌표로 

해석하면 올바른 3차원 형상을 얻을 수 없다. 이에 한 해결 방법으로 Fig. 3.1.47과 같이 

빔 로젝터를 사용하여 랜덤 패턴을 측정 역에 투 하여 특징 정보를 만들어 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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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 다. 제안한 방법의 장 은 알고리즘 수행시간에 향을 주지 않으면서 정합 성

능을 높인다는 것에 있다. 

정합 알고리즘은 스테 오 조정된 상에서 좌, 우 블록 매칭을 수행한다. SAD는 Sum of 

Absolute Difference 의 약자로써, 아래식과 같이 왼쪽과 오른쪽에 기  도우를 두고, 도

우를 이동시키면서 두 상의 차이의  값을 계산하여, 그 합이 가장 비슷한 부분이 정

합지 이라 단하는 알고리즘이다.

Fig. 3.1.47. 랜덤 패턴 투 .

            ㉰ 공간 색인  응  보간법

그림자 역과  포화 역의 처리를 해 X-Y 이송장치를 이용하여 첩된 상을 얻

는다. 이 게 획득한 상의 3차원 좌표들은 Fig. 3.1.48과 같이 첩되는 부분이 많고 개별 

버퍼에 리되고 있기 때문에 공간  색인을 해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의 회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에 착안하여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인 height-map을 사용하여 1 

mm 간격으로 공간 샘 링을 수행하 다. 이때 height-map의 빈 역은 주변의 높이 정보를 

선형 보간하여 채워 넣게 되는데 만약 주변의 높이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검색 반경을 넓

가는 응  보간을 수행한다. 

Fig. 3.1.48. 첩된 3차원 좌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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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화 역과 그림자 역의 복원

여러 장의 이미지를 겹치도록 촬 하여 오정합으로 인해 손실된 부분을 다른 이미지의 정

합 결과로 복원한다.(Fig. 3.1.49 참조)

Fig. 3.1.49. 서로 다른 치에서 촬 된 시차 맵.

(나) 오염도 원격 측정 제어시스템 장비 제작 

      ① 원격 측정 시스템 설계/제작

            ㉮ 제어 개념

오염도 원격 측정을 해서는 상면과 방사선 센서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정 한 제어가 필요하다. 측정 장비가 작업하는 원격작업 공간은 제한된 환경 인식 장치의 

용으로 오염도 원격 측정시 장애물 등의 향으로 측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오염도 

측정 장비에 1차원 거리 센서를 장착하여 높이만을 측정하는 것은 주변의 장애물로 인해 장

비의 손상, 상체의 변형 등을 래할 수 있으므로 작업공간의 체 형상을 미리 악하여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Fig. 3.1.50 과 같이 작업

공간 역의 상을 3차원 형상으로 측정하여 장비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

하 다. 측정 제어 시스템은 3차원 공간에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측정 상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오염도를 측정하도록 한다. 상하, 좌우 움직임은 스테핑 모터를 제어하여 원하는 

치로 센서 종단이 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센서 종단의 정확한 치 제어를 해 

상체와의 거리 정보를 악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원격 측정 시스템은 센서와 상체

와의 거리가 1～2 mm 이내의 높은 정 도를 요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색상  재질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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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향을 게 받는 스테 오 비 을 이용하여 상체의 형상을 측정하여 작업 공간의 3

차원 맵을 작성하고 이를 토 로 치를 정  제어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 다. 

Fig. 3.1.50. 원격측정 시스템 개념/구성도.

            ㉯ 시스템 설계/제작

오염도 측정 시스템은 3차원 공간상에서 원하는 치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 메커니즘과 

센서의 치를 악할 수 있는 치 인식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동 메커니즘은 일정한 공

간에서 직교 선형 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XYZ 테이블로 구성하 으며, 각 축은 스테핑 모

터로 구동되도록 하 다. 조작기 끝단 센서는 물체의 표면과 10 mm 정도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동하여야 하며, 이동 에 다른 물체와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작업 공간

의 3차원 형상을 미리 측정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하 다. 작업구역의 3차원 공간 x, y, z를 

이동할 수 있는 스캐닝 장치는 Fig. 3.1.51과 같이 직교, 선형 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리니

어 가이드에 스테핑 모터를 장착하여 구성하 다. 지면과 수평한 x, y 축의 이동  지면과 

수직한 z 축의 이동으로 공간상의 임의의 지 으로 근이 가능하다. 

 

Fig. 3.1.51. 스캐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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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그램 개발

오염도 원격 측정 시스템의 로그램은 Fig. 3.1.52의 3축 모션 제어 로그램  Fig. 3.1.

53, Fig. 3.1.54의 3D 형상측정  맵 처리로 구성된다. 공간상의 치를 움직일 수 있는 

3축 모션 제어 로그램은 스테핑 모터 컨트롤러에 치 명령을 달하여 모터 드라이버에

서 모터를 구동시키도록 해 다. 3D 형상 측정  맵 처리 로그램은 각각의 스테 오 카

메라 상을 입력으로 받아 화면상에 디스 이하고, 각각의 시차맵을 통합하여 3D 그래픽

으로 디스 이 해 다. 모션 제어 로그램  3차원 형상 측정 로그램은 컴퓨터의 성

능  용 분야를 고려하여 개별 는 통합 버 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하 다.  

Fig. 3.1.52. 3축 모션 컨트롤 로그램.

Fig. 3.1.53. 개별 스테 오 상  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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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4. 형상 측정 소 트웨어.

      ② 실험

            ㉮ 스테 오 카메라를 이용한 3D 거리 측정 실험

스테 오 비 은 가까운 거리에서 정 한 거리 측정 결과를 추출할 수 있으나 물체의 재

질  조명, 그림자 등의 향으로 좌, 우 카메라의 동일한 특징 을 추출할 수 없을 경우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Fig. 3.1.55는 스테 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종이 박스의 형상을 

추출한 결과이다. 물체  배경에서 재질감이 동일한 평면의 경우 특징 을 찾을 수 없어 

좌우 카메라의 시차를 구하지 못하므로 거리 정보를 추출할 수 없게 된다. Fig. 3.1.56은 이

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랜덤패턴을 조사하여 형상을 측정한 결과이며, Fig. 3.1.57은 Fig. 

3.1.56에 필터링을 거친 결과이다. Fig. 3.1.55에서 특징 이 없어 형상을 측정할 수 없었던 

역들이 Fig. 3.1.56, Fig. 3.1.57과 같이 랜덤 패턴 조사로 인해 특징 이 생성됨으로써 체 

형상을 거의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Fig. 3.1.55. 스테 오 카메라를 이용한 형상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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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6. 랜덤 패턴을 조사한 스테 오 카메라 

형상측정.

Fig. 3.1.57. 랜덤패턴 조사하여 필터링한 형상결과.

 

            ㉯ 제안한 알고리즘을 용한 3D 형상측정 시험

실험 장비는 Fig. 3.1.58과 같이 X-Y 이송장치, 소형 빔 로젝터, 스테 오 카메라로 이루

어져 있다. 스테 오 카메라의 상 크기는 640×480 픽셀이며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물체의 3차원 형상을 획득한다. 본 연구에서는 BB2-08S2 제품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은 Fig. 3.1.59(a)와 같은 재질감이 없는 물체에 Fig. 3.1.59(b)와 같은 랜덤 패턴을 투

하지 않았을 때와 투 하 을 때 두 경우의 시차 맵을 비교한 뒤 제안한 알고리즘을 사용

해서 그림자 역과 반사 역에 한 보정 결과를 확인해 보 다. Fig. 3.1.60(a)는 랜덤 패

턴을 투 하지 않았을 때의 시차 맵이고 Fig. 3.1.60(b)는 우측은 랜덤 패턴을 투 하 을 때

의 시차 맵이다. 체 시차 맵에서 랜덤 패턴이 투 되는 부분만 잘라내었고 실험 장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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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나올 수 없는 시차의 경우 검은색으로 필터링 하 다.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랜덤 패턴

을 투 하 을 때 정합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1.58. 실험 장치.

(a) 측정 상 (b) 랜덤 패턴 투  상

Fig. 3.1.59 랜덤 패턴 투  상  투  상.

 

(a) 랜덤 패턴 미투 (b) 랜덤 패턴 투

Fig. 3.1.60. 시차 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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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 Fig. 3.1.61과 같이 복잡한 형상의 물체에 해 

랜덤 패턴을 투 하면서 카메라를 100 mm 씩 이동시켜 첩하여 얻은 스테 오 상을 합

성하여 결과를 확인해 보았다. Fig. 3.1.62는 Fig. 3.1.61의 물체들에 랜덤 패턴을 투 하고 카

메라를 이동시키며 첩 촬 한 맵이다. 각각의 독립된 맵은 그림자와 반사 역에서 정합

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첩된 상을 합성하여 공간 색인과 응  보간법을 용하면 각

각의 맵에서 손실된 부분이 복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1.6는 랜덤패턴을 투 하

지 않았을 때와 투 했을 때의 결과이다. 랜덤패턴을 투 하지 않았을 경우 30 % 이하의 

정합율을 보이며 물체 높이는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낸다. 반면, 랜덤패턴을 투 했을 

경우 물체 경계 부분에서만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고 정합율은 물체 역에 해 90 % 이상

으로 나타난다. 카메라와 측정 상과의 거리가 60 cm 이내 일 때 측정된 높이 값은 실제 물

체의 높이 값과 1 mm 이내의 오차를 가짐을 확인하 다. 

Fig. 3.1.61 측정 상.

랜덤패턴 미투 랜덤패턴 투

물체 측정값 46.23 mm 85.99 mm

정합율 29 % 95 %

배경 측정값 24.95 mm 25.48 mm

물체 높이 21.28 mm 60.51 mm

높이값 오차 -38.72 mm 0.51 mm

Table 3.1.6. 랜덤패턴 미투 /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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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윗면뷰 (b) 측면뷰

(c) 등각뷰

Fig. 3.1.62. 3차원 형상 측정 결과.

            ㉰ 방사능 측정 센서 이송 경로 생성

   3차원 형상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Z축에 부착된 방사능 측정 센서의 경로를 계획하고 

실험을 수행 한 뒤 결과를 확인해 보았다. 방사능 측정 센서는 10 mm 간격으로 X, Y 축 방

향 움직이고, Z축으로는 물체의 표면과 10 mm 간격을 유지하도록 경로를 생성하 다. 생성

한 경로는 Fig. 3.1.63과 같이 소 트웨어 상에 빨간색과 노란색이 반복되는 실선으로 나타

나며 경로 생성이 완료되면 실제 Z축을 제어하여 물체의 표면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Fig. 3.1.64와 같이 3차원 그래픽에 오버랩 하여 방사능 오염 지역을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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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3. 경로 생성 결과.

Fig. 3.1.64. 방사능 오염 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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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 방 사 능  설비  단  기술 개발

가. 고방사능 설비 해체장비 구성 및 개념설정

(1) 다기능 해체장비 개념설계

고방사능 설비 해체 시 작업자를 신하여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해체작업을 수행할 수 있

는 해체장비의 개발을 해 원격 Manipulator에 한 국내외 기술 분석을 통해 원격 해체장

비에 한 기능  개념설계를 수행하 다. 고방사능 설비 원격 해체장비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해 단순 단뿐만 아니라 방사능 측정, 제염, 취   이송 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다기능 해체장비의 제어방식은 3차원 그래픽 상에서 해체장비를 원격으

로 제어하고 해체장비의 엔드 이펙터에 작용하는 힘을 운 자가 느낄 수 있는 Haptic 기술

을 용하여 개발하도록 개념을 설계하 다.

방사능 측정

방사성 물질 수집 및 포장

해체 대상물 절단 및 분해

제염

원격 취급 및 조작

고준위 알파 오염도 측정

(시설 오염도 평가)

고방사능 설비 원격 해체

(안전성, 경제성 향상)

원자력시설의 유지•보수 및

해체에 공동 활용 가능

Tools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 기술
첨단 절단 기술

Slave Robot

원격 제어 기술

주

요
기
능

활

용

다기능 해체장비

방사능 측정

방사성 물질 수집 및 포장

해체 대상물 절단 및 분해

제염

원격 취급 및 조작

고준위 알파 오염도 측정

(시설 오염도 평가)

고방사능 설비 원격 해체

(안전성, 경제성 향상)

원자력시설의 유지•보수 및

해체에 공동 활용 가능

Tools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 기술
첨단 절단 기술

Slave Robot

원격 제어 기술

Tools
고방사능 오염도

측정 기술
첨단 절단 기술

Slave Robot

원격 제어 기술

주

요
기
능

활

용

다기능 해체장비

Fig. 3.1.65. 다기능 해체장비 설계 개념.

(2) 다기능 해체장비 시스템 구성

다기능 해체장비의 구성은 메뉴 이터, 원격제어장치, 공구탈착장치로 구성하 다. 메뉴

이터는 상물의 고정  단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함으로 단일 암 메뉴 이터는 

상물을 고정하지 못해 정확한 치를 단에 문제 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확한 단작업

을 수행하고, 고 량 물체의 이동 시 높은 힘을 발생하기 해 듀얼 암 메뉴 이터를 채

택하 다. 한 해체작업과 같이 복잡한 작업 환경에도 작업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해 고

자유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메뉴 이터는 7자유도로 설정하 고, 메뉴 이터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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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해체작업 특성 상 고하 을 취 해야 함으로 크 인 이송방식을 선정하 다. 다기능 

해체장비는 해체 상물의 특성(재질, 두께, 방사능정도)에 따라 합한 단공구를 선택하

여 해체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다양한 단공구 필요함. 따라서 휠쏘, 라즈마, Shear 등과 

같은 다양한 단공구를 다기능 해체장비의 엔드이펙트)에 장탈착 할 수 있도록 개념설계하

다. 단공구 장탈착 방법은 단공구와 단장비와 결합을 한 인터페이스 사용하고, 압

축공기를 이용하여 인터페이스 엔드이펙트와 공구를 고정하며 인터페이스 표면에 고강도 볼

베어링이 장착되어 정확한 치에 결합이 가능함. 한 인터페이스끼리 15 pin 컨넥터가 연

결되어 단장비의 기신호 제어가 가능하다. 다기능 해체장비의 엔드이펙터에는 단 공

구에 가해지는 힘과 토크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Force-Torque sensor가 필요하다. 

Force-Torque sensor는 단공구에 가해지는 힘과 토크의 크기에 따라 한 삭 깊이와 

이송속도 조 에 사용되며 한 그리퍼에 가해지는 힘과 토크의 크기에 따라 물체를 고정하

는 힘이 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다기능 해체장비를 3D 그래픽 환경에서 제

어하기 해 실제 메뉴 이터의 모든 기능을 3D Simulator로 제작함. 3D Simulator은 메뉴

이터의 Forward/Inverse Kinematic 모듈, 충돌회피 모듈, 원격제어를 한 TCP/IP 통신 모

듈로 구성하 다. Fig. 3.1.66은 설계한 다기능 해체장비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3.1.66. 다기능 해체장비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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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극저온 절단 성능 평가

(1) 극 온 단 기술 분석 

극 온 단의 원리는 액체질소와 연마재를 혼합하여 고압으로 노즐을 통과 시켜 고속

으로 상물의 표면에 분사하면 연마재가 표면에 강한 충격을 주어 표면에 마모와 변형을 

일으켜 단이 이루어진다[3.1.7~3.1.11]. 고방사능 환경내의 새로운 단 기술인 극 온 단

기술은 암모니아, CO2, 액체질소 등과 같은 극 온 물질을 고압으로 분사하여 단하는 기

술을 말한다. 극 온 단 기술이 일반 해체기술에 한 장 은 다음과 같다. 

- 분사 매질이 기압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상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 후 액체 

잔유물이 존재하지 않아 단 상물이 유독성이거나 방사능 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경

우 작업 환경을 매우 깨끗이 유지하고, 2차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 분

야에 활용도가 매우 높다. 

- 액체가 고압으로 분사하여 단되기 때문에 취성이 강한 재료의 단 시 손이 생기지 

않고 단이 가능하다. 

- 분사매질에 연마재로 Solid CO2와 같이 상온에서 고체에서 기체상태로 변화하는 매질을 

첨가함으로써 단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고 잔유 물질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상물의 인성 특성이 취성 특성으로 변하는 온도 이하로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상 

물질의 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Fig. 3.1.67은 극 온 단 장비의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먼  액체질소를 가압

하기 하여 액체질소를 압(약 500 kPa)의 압력으로 증압기로 이송한다. 증압기는 스칼

의 원리를 이용하여 액체질소를 약 20배 증압시키는 장치이며 증압비율은 증압기 내 피스톤

의 직경, 액체질소의 배출 의 직경  피스톤이 미는 압력에 의해 결정된다. 증압기에서 나

온 액체질소의 압력은 약 400 MPa까지 증압되나 이 압력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맥동 를 

형성한다. 이러한 맥동 를 감소시키기 하여 증압기에서 분사된 액체질소를 감쇠기

(Attenuator)를 통과하여 시간에 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 채 노즐로 이송된다. 노즐 내부

의 오리피스를 통과한 액체질소는 연마재와 혼합되고 노즐 ( 경 0.8 mm)을 통해 상물

의 표면에 분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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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7. 극 온 단 장비 시스템 구성도.

(2) 극 온 단 기술 용성 분석

극 온 단 기술의 용성 가능성을 악하고, 극 온 단 장비의 설계 시 장치의 설계 

사양을 결정하기 해 산 시뮬 이션을 통해 극 온 단 기술의 용성  설계사양을 

결정하 다.  극 온 단 시뮬 이션을 해석하기 해 SPH와 FEA를 혼합한 기법을 용하

다. 분사매질인 액체질소는 SPH particle로 모델링하 고, 상물은 유한요소로 모델링하

고 Explicit 코드인 ANSYS Autodyn 로그램을 이용하여 SPH와 FEA가 혼합된 하이 리드 

코드를 사용하여 고속 유체에 한 충돌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3.1.12~3.1.13]. 극 온 

단 시스템의 성능변수는 유체의 압력, 연마재 투입량, stand-off 거리, 노즐 이송 속도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재료의 물성치, 연마재 물성치 등이 단 깊이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된

다. 따라서 극 온 단 시스템의 성능변수를 결정하기 해서는 성능변수들로 구성된 단 

깊이 측식을 도출하고 각 성능변수의 변화에 한 단 깊이를 계산하여 steel 10 mm 

단에 합한 성능변수를 결정한 후 이에 맞게 극 온 단 시스템의 사양을 결정하 다

[3.1.14~3.1.17]. 

  다. 극저온 절단 장비 제작

극 온 단 장비의 설계 사양을 토 로 Fig. 3.1.68과 같이 극 온 단 장비의 가압 시스

템을 제작하 다. 극 온 단 장비에서 압력을 발생시키는 증압 시스템은 액화질소와 연마

재에 충분한 압력을 발생시키기 해 최  3,400 bar, 운 압력 3,000 bar를 발생시킬 수 있

도록 제작하 으며, 외부 재질은 Ni-Cr-Mo 강으로 제작하여 고압에도 충분히 견디도록 제

작하 다. 가압 방식은 22 kW의 유압 모터를 사용하여 피스톤 내부에 있는 피스톤을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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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액체질소는 오리피스를 통과하면서 고압으로 분사하게 된다. 한 감쇠기는 유압 펌

에서 발생되는 맥동 를 제거하기 한 장치로 내부재질은 STS630으로 제작하 고 외부는 

Ni-Cr-Mo 강으로 제작하여 압력에 충분히 견디도록 제작한다. 분사노즐의 오리피스 부 는 

경합 을 이용하여 연마재에 의한 마모를 방지하도록 하며 노즐의 액화질소 분사량은 2.3 

ℓ/min, 연마재 분사량은 280 g/min이 되도록 제작하 으며 한 연마재 호퍼의 용량은 2 ℓ

로 제작하 다. 컨트롤 넬은 원, 압력, 연마재 투입량 등을 조 하고 긴  상황 시 원

을 차단하는 Emergency Stop 버튼을 부착하 다.

Fig. 3.1.68. 극 온 단 가압공정장치 설계  제작.

라. 고방사능 설비 절단 요소기술 개발

고방사능 설비 단 시 2차 폐기물 발생에 의한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화재의 험성이 

없는 새로운 단 기술로 고압의 액체질소를 이용한 극 온 단기술을 선정하 고 극

온 단 장비에 한 설계 사양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핵심장비를 제작하 다. 극 온 

단 장비를 실험과정에서 큰 문제 이 발생되었다. 즉,  단 매질로 사용하는 액체질소가 

주변의 온도 향으로 기화되어 단에 필요한 충분한 압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극 온 단장치 내부에서 발생되는 액체질소 기화 상을 방지하기 

해 극 온 유지 기술을 개발하 다. 액체질소의 물리․화학  분석  산 열 달 해석

을 통하여 극 온 단장치의 감쇠기  액체질소 이송배 에 한 극 온 유지방법으로 이

단열(냉매+진공)방식을 창의 으로 고안하 으며, 극 온 유지장치의 기술사양과 냉매의 

유속 등을 선정하 다. 도출된 기술사양과 냉매의 유속 등을 바탕으로 감쇠기와 이송배 에 

극 온 유지 공정장치를 설계․제작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함으로써 극 온 단 핵심 요소기

술인 극 온 유지기술을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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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극저온 유지 공정장치 제작

(1) 진공 유지 장치 제작

진공 유지 장치는 극 온 단 시스템의 주요 부품인 감쇠기, 이 배 , 액체질소 공  장

치 등에 진공을 발생시켜 외부와의 열교환을 차단할 목 으로 개발하 다. 극 온 단 시

스템은 단열을 필요로 하는 부품이 많으므로 진공 유지 장치는 하나의 진공펌 를 이용하여 

3개 이상의 부품을 동시에 진공을 걸 수 있도록 제작하 다.

(2) 액체질소 공  장치 제작 

극 온 단 장비의 분사 매질인 액체질소는 180리터의 액체질소 용기에서 공 되며 이 

때 액체질소 용기에서 액체질소가 순수 액체 상태로만 공 되지 않고 액체와 기체가 혼합되

어 공 되어 극 온 단 장비 내부에 질소 가스로 인해 충분한 압력을 형성할 수 없게 되

는 문제가 발생하 다. 따라서 순수 액체 상태의 액체질소만 극 온 단 장비 내부에 공

할 수 있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액체질소 공  장치는 액체질소 공  장치 내

부에서 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1차용기와 2차용기의 이 으로 제작하 고 용기 사이

에는 진공을 걸어 외부와의 열교환을 차단하도록 제작하 다.

Fig. 3.1.69. 액체질소 공  장치  진공 유지 장치 시스템 구성도.

 (3) 감쇠기  액체질소 이송배  극 온 유지 장치 제작 

감쇠기  배 의 극 온 유지 장치의 기술사양을 바탕으로 제작하 다. 액체질소 이송배

의 기술사양에서 진공단열만으로 액체질소가 액상으로 유지됨을 확인하 으나 보수 인 

에서 보다 확실한 냉각을 해 감쇠기와 마찬가지로 냉매공  + 진공단열 방식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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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 다. Fig. 3.1.70는 개발한 극 온 유지장치 성능 시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감쇠기 

 액체질소 이송 배  모두 기화 없이 액체질소가 배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 감쇠기 극 온 유지장치 (b) 액체질소 이송배  극 온 유지장치

Fig. 3.1.70. 극 온 유지장치 성능 시험.

바. 해체장비 복합 제어 기술 개발

(1) 노즐 치 제어 기술 개발

극 온 단장비는 상물 표면을 1~5 mm 간격을 유지해야 단 성능이 최 로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노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 할 수 있는 제어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불규칙한 해체 상물의 표면을 따라 치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이  센서를 이용한 거리 

측정 기술을 용하 다. 이  거리 센서를 이용한 치 제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분사 노즐에 정  거리 탐지용 이  센서를 장착하고 이 에서 나온 실시간 거리 신호

를 PID 제어보드를 통해 제어하여 노즐의 Tip이 일정거리 이상 벌어지면 모터를 회 시켜 

노즐을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며 반 로 일정거리 보다 가까워지면 모터를 역회 시켜 노즐과 

상물과의 거리를 유지시키는 방법이다. Fig. 3.1.71은 개발한 액체질소 노즐 치 제어 시

스템의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서보모터는 노즐을 z축으로 백래쉬 없이 이송하

기 해 장착하 으며 컨트롤러는 이  거리 센서에 측정된 결과를 컨트롤러로 받아 서버

모터의 회 수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로그래  하 다. 제작한 노즐 치 제어 장

비의 성능 시험을 해 다양한 굴곡이 있는 면을 테이블 로 일정한 속도로 이송하 을 때 

노즐의 굴곡면을 따라 잘 움직이는지를 확인하 다. 시험 결과 굴곡면을 따라 1~5 mm 간격

을 유지하며 제어가 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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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1. 노즐 치 제어 

장비.

(2) 그래픽 제어 기술 개념설계

고방사능 설비 해체용 다기능 해체장비는 원거리에서 원격 제어를 수행해야 한다. 기존의 

감시 카메라를 이용한 제어 방식은 운 자가 원근감을 느낄 수 없어 원격 해체장비의 암이 

충돌할 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Fig. 3.1.72와 같이 컴퓨

터 가상공간에 있는 원격 해체장비의 그래픽 목업과 실제 원격 해체장비를 상호 연계하여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작업자가 실제 해체장비를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제어 방식을 개념

을 설계하 다.

Fig. 3.1.72. 그래픽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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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원자 력 환 경  청정 화 기술 개발

1. 용발  제 염 공 정  개발

가. 단위 제염기술 특성 분석

(1) 국내 고 방사능 시설 오염특성 분석

국내 고방사능시설에서 수행되는 단  공정을 참고하여 오염특성을 평가 하 다. DUPIC 

시설은 고온 설비인 산화 환원  소결 장치의 경우 고착성 오염이 상되며 manipulator 

arm 등 합 부분에는 윤활제에 의한 오염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이

로 로세싱 설비는 공정 특성 상 용융염에 의한 고착성 오염 형태가 될 것으로 상된다. 

이들을 고려할 때, hot cell은 인  근이 불가능한 고방사능으로 오염되며 원격 오염  고

착성 오염의 제거가 가능한 건식 제염기술의 개발이 필수 임을 악하 다.

(2) 제염기술별 평가 

고방사능시설에 용 가능한 제염기술에 해 용의 용이성, 이차폐기물 발생량, 제염 성

능, 제염 속도, 제염 비용  방사선 작업자 방사선 피폭 등을 평가하 다. 제시된 제염기술

은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지 않으며 각 제염기술을 혼합 용시킴에 의해 보다 효과

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러 가지 평가된 제염기술 에서 용발 제염기술이 제염효율, 2차 페기물 발생량  

원격 용성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용발 제염기술 선정 

용발 제염기술을 개발 상 건식제염으로 선정하 으며 각 이  별 용 장, 출력 

 용 상 특징을 분석하 다. 용발 제염기술로 활용성이 있는 이 에 해 CO2 

이 , Ar 이 , Nd:YAG 연속 이 , Nd:YAG 펄스 이   엑시머 이 로 평가되었

다. 그러나, 엑시머 이 는 실용성이 낮아 CO2 이   Nd:YAG 이 를 후보 원으

로 선정하 다.

나. 후보 레이저 광원별 식각 특성 평가 예비 시험

Bare  epoxy paint 가 도포된 시편에 해 식각 실험을 하 다. 페인트 표면의 경우 3종

류 모두 잘 제거되었으나 스테인리스강  콘크리트의 경우 효과 으로 제거시키기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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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ulse type의 이 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cimer 이 는 구입가격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운 비가 많이 소요되어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보류하 다. 특히, 용

발 제염에 한 이 로 단  pulse 에 지가 큰 Q-switched Nd:YAG 이 로 단되었

다.

다. Lab 규모 단위 제염장치 사양 선정 및 제작

용발 제염 장치는 방사능에 오염된 속  콘크리트 표면을 이 를 이용하여 용발 

과정으로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용발 제염용 실험장치로서 고에 지 고 반복 이  빔 발

생장치이다. 본 장치는 이 빔 발생장치와 이 빔 송장치로 크게 나  수 있으며, 

이 빔 발생장치는 flash 램 로 여기되는 고체 이 로서 Q-switch cell에 의해 10 ns 이하의 

매우 짧은 이 빔이 발생된다. 이 빔 발생장치는 이  헤드부, 원공 장치, 냉각장

치, 컨트롤부 그리고 Q-switch driver 등으로 구성되며 이  헤드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

체형으로 제작된다. 이 빔 송장치는 이 빔을 송하는 학계(articulate arm optics) 

 속표면에 이 빔을 집속하고 보호가스를 분사하는 노즐부를 포함하는 장치로서 

Q-switch 이 빔이 제염 상 표면까지 mirrors  lens를 통해 효율 으로 송되도록 하

여야 한다.

고체 이  매질은 Nd:YAG crystal을 사용하며, 직경 6 mm 길이 140 mm 내외의 매질을 

사용하여 fundamental frequency에서 반복율 20 Hz, 펄스에 지 450 mJ  이상이 되도록 하며, 

공진기 구성은 펄스폭이 일부 증감하도록 설계하여 이 빔 펄스폭이 7 - 10 ns 사이에서 

조 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 이 빔 발생장치는 주변기기와의 호환성을 하여 용통

신포트, RS-232C 혹은 USB port를 설치한다.

 본 장치는 제반 사용특성상 이  안 규정에 합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라. 광용발 제염 단위기술 시험  

이 빔  송 장치의 평가 사항을 검토한 결과, continuous wave 이  에는 섬

유의 사용이 하나 고 에 지 pulse를 이용하는 본 시스템에서는 섬유 자체가 pulse 

에 손상되므로 다  반사경만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 다. 다  반사경의 끝 부분에 

gas 노즐을 달아 제염 용  carrier gas를 주입할 수 있도록 하 다.  시편 표면을 모의 방

사성 핵종으로 오염시킨 후 용 공정 변수를 변화시켜가며 실험하 다. 

(1) 용발 제염장치 성능 개선 

Pulse에 취약한 섬유(250 mJ/pulse 이상에서 손상) 신 450 mJ/pulse 이상에서 건 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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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는 다  반사경을  송장치로 선정  제작하 다.  한, 3차원 이동  10 m 

거리에서 용 가능 여부 확인 실험, 송에 따른 에 지 손실률 측정, Carrier gas 주입 

 제염생성물 포집장치와 연동성(vacuum cup 탈부착)을 악하 다.

(2) 용발 제염공정 연구 

 (가) 1064 nm에서 에 지 도에 따른 SUS 304 식각 특성

제작된 용발 제염장치의 fluence(에 지 도) 변화에 따른 SUS 304 시편의 식각 깊이

(ablation depth)를 평가하 다. Fluence가 일정한 조건에서 식각 깊이는 shot number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 으며 shot number가 일정한 조건에서는 fluence에 비례하여 식각 깊이는 증가

하 다. 식각 깊이와 fluence의 계는 Y = aX + bX2 형태로 표시할 수 있으며, 상수 a 는 

식각을 증 시키는 양자와 련된 인자이고, b는 이  용 시 역반응 ( 라즈마 생성, 

깊이변화에 따른 fluence의 미세변화) 진행과 련된 인자이다. SUS 304 의 경우 오염 깊이

는 수 μm 이며, shot number 1,680회의 이 를 사용할 경우, 3 μm 깊이로 식각하는데 필

요한 에 지 도는 58 J/cm2 에 해당한다. 

(나) 1064 nm에서 에 지 도에 따른 SUS 304 제염 특성

Laser shot 수(14 shot/sec)를 42회로 고정시킨 조건에서, 에 지 도변화에 따른 SUS 304 

시편 표면의 Cs+ 이온 제거 성능 평가 실험을 수행하 다. Cs+ 이온을 99% 이상 제거 가능

한 fluence는 57.3 J/cm2 이며 오염 시편 표면에 Cs+ 이온과 함께 nitrate 이온이 존재하는 경

우 낮은 에 지 도 조건에서도 제염이 쉽게 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nitrate 내의 산소 성

분이 이 에 의해 활성화된 Cs+ 이온과 반응하여 Cs2O 형태로 휘발되는데 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다) 1064 nm에서 조사 횟수에 따른 SUS 304 제염 특성

제염  SUS 304시편표면에 존재하던 Cs+ 이온이 42 shots (14 shots/sec 의 이 를 3  

용) 에서 95 % 이상 제거되었다. CsCl + KNO3 계와 CsCl + KOH 계에서, 두 계 모두 Cs+ 

이온을 99% 이상 제거하 다.  CeO2 + CsNO3 계에서, 제염 후 분석 결과 Cs+ 이온이 제거

될 때 Ce4+ 도 제거됨을 확인하 다. SUS 304 시편에 한 제염 ․후 SEM 사진으로부터, 

nitrate  hydroxyl 기로 처리한 경우 시편 표면이 깨끗하게 제염이 됨을 악할 수 있었다. 

(라) 1064 nm에서 콘크리트 제염 특성

Cs+ 이온으로 오염된 콘크리트 시편에 한 용발 제염 실험 후 SEM  EPMA 로 표면

을 분석하 으며 제염 ․후 화학 조성을 확인하 다. 자갈  시멘트 성분이 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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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용이하게 용발되었으며 표면과 내부에 존재하는 Cs+ 이온도 완 히 제거됨을 확인하

다. 콘크리트의 용발 효율이 속에 비해 높은 이유는, SiO2 의 끓는 이 Fe  Cr 에 비

해 400 K 낮고, 열 도도  열 확산계수가 Fe  Cr 에 비해 낮은데(1/50 이하)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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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 이온으로 오염된 epoxy paint coated SUS 304 시편에 한 제염 실험 결과, 표면이 매

우 깨끗하게 제거됨을 알 수 있다. Coating 되지 않은 SUS 304 시편에 비해 제염 표면에 불

순물이 존재하지 않고 제염 면 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바) 1064 nm에서 Carrier gas 용 SUS 304 시편 제염 특성

SUS 304 오염시편에 한 carrier gas인 N2 기체 주입 실험 결과, 표면의 Cs+ 이온이 완  

제거 (Cs+ 이온 조성 제염  5.81%, 제염 후 0%)되었을 뿐만 아니라, crater 경계에 제염생

성물 입자가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하 다.

(사) 단  제염장치 upgrade  장별 제염특성 비교

1064 nm 장만 조사시킬 수 있던 실험실 규모 용발 제염장치를 non-linear crystal을 사

용하여 532 nm의 장도 조사시킬 수 있는 장비로 upgrade를 수행하 다. 1064 nm  532 

nm에서의 용발 특성을 비교하기 해 Cs+ 이온으로 오염된 시편을 사용한 실험을 수행하

다. 1064 nm (57.3 J/cm2) 역에 비해 532 nm에서는 낮은 에 지 도(4.8 J/cm2)에서 제

염이 가능하고 SUS 304 시편 표면이 깨끗함을 확인 하 다. 1064 nm 장에서는 열  용발

에 의해 제염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532 nm 장에서는 열  용발과 화학  용발이 함께 진

행함으로써 제염 표면이 깨끗하며 보다 넓은 역의 제염이 가능함을 악하 다.

(아) 532 nm 에서 오염원별 조사 각도에 따른 제염 특성 비교 

532 nm 장에서 각 오염원 별 조사 면에 해 150 경사진 상태에서의 제염특성 실험을 

수행하 다. 조사 각도를 150 변경함에 따라 lump(분홍색 부분)가 조사 반 편에 발생함을 

보여 다. 한 Cs+
과 Co2+ 이온은 조사 각도 변경 과 마찬가지로 완 히 제거되었으며, Eu

와 Ce은 조사 각도 변경에 따라 제거 효율이 증 되어 진다. 

532 nm 장에서 입자성 오염 (CeO2)의 조사각도에 따른 제염특성 실험을 수행하 다. 조

사 각도가 증가됨에 따라 제염면 이 증가하지만 300 이상의 경사각에서는 조사각도를 증가

시킴에 따라 제염 성능은 차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2 nm 장에서 이온성 오염 

(Cs+)의 조사각도에 따른 제염특성 실험을 수행하 다. SUS 304 시편 표면 Cs+
의 이온성 오

염에 한 제염 실험결과, 입자성 오염과 유사하게 조사각도의 증가에 따라 제염면 이 증

가하 지만 제염 표면이 깨끗하지 않음을 확인하 다. SUS 304 시편에 해 이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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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으로 조사시키면 조사 역의 가장자리에 crater가 발생함을 악하 다. 조사각도가 증

됨에 따라  crater는 차 감소되는 상을 보여 다. 조사 각도가 300 이상 넘는 경우, 경

사각이 커짐에 따라 제염 성능이 차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2 nm 장에서 이온성 오염 (Co2+)의 조사각도에 따른 제염특성 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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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각도의 증가에 따라 제염면 이 증가하 지만 제염 표면이 깨끗하지 않음을 보여 다. 

SUS 304 시편에 해 이  을 수직으로 조사시키면 조사 역의 가장자리에 crater가 

발생함을 악하 다. 조사각도가 증 됨에 따라 이 crater는 차 감소됨을 보여 다. 300 

을 넘는 경우, 경사각 증가에 따라 제염 성능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다.

(자) 532 nm 에서 오염원별 에 지 도 변화에 따른 제염 특성

532 nm 장에서 CeO2 입자로 오염된 Type 304 stainless steel 시편에 해 에 지 도 변

화에 따른 제염특성 평가 실험을 수행하 다. 자 미경 30배의 사진으로부터, 본 실험 조

건에서 에 지 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염 표면이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염 후 시

편을 1000배 확 하여 찰한 결과, 본 실험 조건에서 에 지 도가 증가함에 따라 표면 

미세 흠들의 수가 감소하며 표면이 매끄러워 짐을 알 수 있었다.  

532 nm 장에서 Co 이온으로 오염된 Type 304 stainless steel 계에 해 에 지 도변화

에 따른 제염특성 평가 실험을 수행하 다. CeO2 입자로 오염된 Type 304 stainless steel 시

편과는 조 으로  에 지 도 역에서의 시편 표면에 agglomeration 된 입자들이 형성

됨을 보여 다. 이는 시편을 Co 이온 [Co(NH4)2(SO4)2]으로 오염시킬 때 시약 에 존재하는 

암모늄 이온  황산이온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 조건에서도 에 지 도가 증가

함에 따라 제염 표면이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s+ 이온으로 오염된 Type 304 

stainless steel 계에 해 에 지 도변화에 따른 제염특성 평가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역에서 타 이온에 비해 제염된 표면이 깨끗함을 악할 수 있었다. Eu2O3 입자로 오염된 

Type 304 stainless steel 계에 해 에 지 도 변화에 따른 제염특성 평가 실험을 수행하

다. Cs+ 이온으로 오염된 Type 304 stainless steel 계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며 제염된 표면

이 깨끗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온성 오염원(Co, Cs)과 입자성 오염원(Eu, Ce)에 해 shot number를 변화시켜가며 제염

성능 실험을 수행하 다. 제염효과는 Co = Cs > Eu > Ce 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온성 오

염이 입자성 오염보다 쉽게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Cs+
과 Co2+ 이온은 42 shot의 

조사에 의해 완  제거된 반면, Eu3+
과  Ce4+ 이온은 시간경과에 따라 서서히 제거된다.

이온성 오염원(Co, Cs)과 입자성 오염원(Eu, Ce)에 해 에 지 도를 변화시켜가며 제염

성능 실험을 수행하 다. 제염효과는 Co = Cs > Eu > Ce 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온성 오

염이 입자성 오염보다 쉽게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Cs+
과 Co2+ 이온이 비교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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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되는 반면 CeO2 계는 덜 제거됨을 보여 다. 모든 모사 방사성 핵종에 해 95% 이상 

제거되었다. 에 지 도가 13.26 J/cm2 일때 제염효과가 가장 높았고 그 이상의 에 지 

도에서 제염효과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차) 방사성핵종 오염 시편에 한 용발 제염실험

Co-60  Cs-137을 함유한 동 원소 용액을 사용하여 속 시편 표면을 오염, 건조시킨 

후  용발 제염실험을 수행하 다.

          ① 시편별 제조 조건 

시편 1은 Type 304 stainless steel로서 EDTA + N2H4 혼합용액이 채워진 환원 분 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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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에 동 원소 용액을 첨가시킴으로서 방사성 시편 (오염부 : ～ 1 mm2) 을 제조하 다. 

시편 2는 Inconel 600 으로서 EDTA + N2H4 혼합용액이 채워진 환원 분 기의 autoclave 내

에서 320 ℃, 110 기압의 조건으로 120 시간 동안 산화막을 형성시켰다. 산화막 상단에 동

원소 용액을 첨가시킴으로서 방사성 시편 (오염부 : ～ 1 mm2) 을 제조하 다. 시편 3,4는 

Type 304 stainless steel로서 Co 이온을 함유한 용액으로 시편 표면을 오염시킨 후 580 ℃의 

기로 내에서 4 시간 동안 산화막을 형성시켰다. 이 산화막에 동 원소 용액을 첨가시킴으

로서 방사성 시편 (오염부 : ～ 1mm2) 을 제조하 다. 시편 5, 6은 Type 304 stainless steel

로서 Cs 이온을 함유한 용액으로 시편 표면을 오염시킨 후 580 ℃의 기로 내에서 4 시간 

동안 산화막을 형성시켰다. 산화막 상단에 동 원소 용액을 첨가시킴으로서 방사성 시편 

(오염부 : ～ 1 mm2) 을 제조하 다.

          ② 시편별 제염 조건

Type 304 stainless steel 시편의 오염 부  내부와 오염부  근처의 8 points를 질소기체 통

과 조건에서 이  조사시켰다. 총 제염 용시간은 3분 (14 shot/sec) 이었다.  시편 2는 

Inconel 600 으로서 직사각형 형태 ( 용 면 : ～ 0.5 cm2)로 질소기체 통과 조건에서 이

를 용 시켰다. 총 제염 시간은 10.3 분 (14 shot/sec)이었다.  시편 3은 Type 304 stainless 

steel로서 시편 2의 직사각형 형태 신에 직선 형태로 이 를 용시켰다. 총 제염 시간

은 3분 (14 shot/sec)이었다. 시편 4는 Type 304 stainless steel로서 오염부 의 한  (～ 1.5 

mm2) 에 해 집 으로 이 를 9 간 (14 shot/sec) 용시켰다. 시편 5은 Type 304 

stainless steel로서 오염부  부근에 해 일정 간격을 두고 이 를 조사시켰다.

시편 6은 Type 304 stainless steel로서 오염부 의 한  (～ 3 mm2) 에 해 집 으로 

이 를 9 간 (14 shot/sec) 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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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용발 제염공정 평가

일본의 Kameo 등은 Stainless steel  carbon steel 표면을 Co-60로 오염시킨 후 용발 제

염 연구를 수행하 다. 이들은 오염된 표면에 sodium silicate gel을 도포시키고 이 를 

용시킴에 의해 보다 높은 제염계수를 얻을 수 있었다.  Nd:YAG pulse laser 를 사용하여 10 

W/cm2 의 에 지 도로 이 를 1회 2분간씩 3회 용시킴에 의해 100 이상의 제염 계수

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 실험 결과로부터, 속 표면에 존재하는 Fe2O3 가 Fe(OH)3 

로 변화되는 것이 표면 산화물 층을 제거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Nilaya 등은 Q-switched Nd:YAG laser 의 harmonics에 따른 장 변화와 제염효과의 

연 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Stainless steel 표면을 Cs-137 방사성 동 원소 용액으로 

오염시킨 후 용발 제염 연구를 수행하 다. 1064, 532, 355  266 nm 의 장에 해 ～ 

500 mJ/cm2
의 에 지 도로 이 를 30 shots를 용시킴에 의해 266 nm에서 제염계수 60

을 얻었다. 이  조사 기에는 1064 nm 의 장에서 높은 제염효과를 얻은 반면에 단 

장 역에서는 이  조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염효과가 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

었다.

비 흡착성 이온성 입자(LiF)를 사용한 실험으로부터, 높은 장 역에서의 방출력

(expelling force) 이 제염효과에 큰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Delaporte 등은 XeCl excimer laser를 사용한 용발 연구를 수행하 다. 원자력발 소의 증

기발생기로부터 채취한 Type 314 stainless steel  Inconel 시편을 사용하 는데 주요 방사성 

핵종은 Co-60, Ni-60  Fe-60 이었다. 2.5 J/cm2
의 에 지 도로 조사수 1000회 용시켰을 

때 최  97% 의 제거율을 얻었다. 기 수백회의 조사수에서 제염 효율이 높은 반면에 이 

후 제염효율은 서서히 감소되었다고 보고하 다.

용발 제염 공정을 용시키기  방사능의 양과 제염 후 방사능의 양을 측정하 다. 

용발 제염 공정의 용 조건에 따라 각 원소 당 제염계수는 6.8에서 158.9까지 큰 범 에서 

변화됨을 보여주었다.

질소 기체를 통과시킴에 따라 제염효과가 증가하 으며, 높은 에 지 도로 보다 많은 

면 을 용시킴에 따라 제염 효과가 증가하 다. 부분의 실험에서 Co-60에 비해  Cs-137

에 한 용발 제염효과가 높았다.

용발 제염 공정은 재까지 수행된 기타 제염공정에 비해 제염효과가 크게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원격으로 제염 공정을 용시켰기 때문에 이  장치 자체에 오염이 발

생되지 않았으며 2차 폐기물의 발생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원격으로 방사능을 제염함에 따

른 에 지 도의 미세 조 이 어려웠으며, 수동으로 방사성 시편을 이동시킴에 따른 정확

한 치 제어의 어려움과 시간 손실이 있었다. 차후, 이에 한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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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염 생성물 회수기술 개발

(1) 용발 제염 생성물 회수기술 특성평가

(가) 제염생성물 물리·화학  특성 악 

용발 제염 시 발생되는 입자들의 EPMA에 의한 성분 분석 결과 산소 성분을 함유한 산

화물 형태로 존재함을 확인하 다. 용발 제염 생성입자의 물리  특성을 분석하기 해, 

다양한 오염조건을 모사하여 제조한 시편표면에 해 용발 제염후 입자가 생성된 시편을 

SEM으로 분석한 후 image analyser를 이용하여 평균입자 크기를 평가하 다. 이때 사용한 

오염시편은 SUS 304와 콘크리트를 주요 모재로 사용하 고, Co(Co(NO3)2)와 Cs(CsNO3, 

CsNO3+KNO3, CsNO3+KOH, CsNO3+KCl)의 이온성 오염과 Eu(Eu2O3)와 Ce(CeO2)의 입자성 오

염을 SUS 304 표면에 각각 침 시켜 속성 모사오염 시편을 제조하 으며, 콘크리트 시편

은 자갈과 시멘트의 표면에 Co(Co(NO3)2)와 Cs(CsNO3)을 오염시켜 제조하 다. 이와 함께 

순수한 모재에 해서도 용발 제염후 발생된 오염입자 크기 분석을 수행하 다. SEM 사

진 촬  후 얻어진 화상을 image analyser를 사용하여 생성입자의 물리  크기를 분석한 결

과, 10-50 μm 범 의 크기를 나타내어 상보다 큰 크기의 입자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발생된 입자들은 HEPA filter에 의해 제거될 수 있음을 악하 다.

(나) 제염생성물 포집장치 제작  DOP 포집 성능시험

          ① 제염생성물 포집 장치 제작

제염생성물의 발생과 동시에 포집함으로써 오염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용발 제염 시

스템과의 연 성을 고려하고, 생성물 입자크기를 기 으로 제염생성물 포집장치를 설계․제

작하 으며 vacuum cup, cyclone, HEPA filter  fan으로 구성하 다. 

          ② DOP 포집 성능시험

제염생성물 포집장치의 성능 실험은 미국 기계학회 발간 ‘원자력발 과 유지에 한 국가 

표  방법’인 ANSI N 510(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Testing of Nuclear Air 

Cleaning System)을 기 으로 수행하 다. DOP(Dioctyl phthalate) 발생기를 통해 표  물질인 

0.3 μm 크기의 DOP 입자를 발생시켜 압력 강하가 20-50 mm w.g인 되는 조건에서 HEPA 

filter를 통과시켜 여과효율을 측정하 다. 포집 장치는 99.97%의 여과 효율을 나타내어 계획

한 포집 성능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제염생성물 포집특성 악

0.05, 0.3  3.0 μm의 세 종류 크기의 alumina powder 2.0 g 씩을 처리 filter인 cyclon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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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A filter에 연속 통과시켜 포집 ‧후의 여지 질량을 측정정도가 0.01 mg인 analytical 

balance로 측정하여 각각의 장치에 의한 포집효율을 평가하 다. 0.05 mm 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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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입자의 경우 cyclone에 의해서는 4%만이 제거되었으며 거의 부분(96%) HEPA filter에 

의해서 제거되었고, 보다 큰 3 mm 입자의 경우 cyclone과 HEPA filter에 의해 각각 27%, 

73% 제거되었다.

(2) 제염 생성물 회수기술 개발

(가) 용발 제염 생성입자의 SMPS 정 분석 

제염 후 제염 생성입자의 입도분석을 한 제염 시편의 SEM 사진분석은 상 입자의 선

별이 부정확하고 분석시간까지 주변 환경에 의해 오염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정 한 방법으로 

UCPC (Ultra-fine condensation particle counter, TSI model 3025A)와 DMA(long differential 

mobility analyser, TSI model 3081)로 구성된 SMPS (Scanning mobility particle sizer, TSI model 

3936)를 사용하여 용발 제염과 동시에 발생 입자의 크기와 입자의 수농도 등을 측정하

다. 

18 J/cm2
의 fluence 조건에서 이온성 오염과 입자성 오염에 한 용발 제염 생성입자의 

크기분포를 조사한 결과, Co와 Cs의 이온성 오염에 한 용발 제염생성 입자의 기하학  

평균크기가 약 70 nm로 거의 유사하  으며, Eu 와 Ce의 입자성 오염도 약 80 nm로 거의 

동일한 제염생성 입자 크기를 나타내었다. 한 이온성 오염에 비해 입자성 오염으로부터 3

배 이상 많은 양의 입자가 발생되었는데 이는 입자성 오염의 비 (Eu2O3 : 4118 ℃, CeO2 : 

3500 ℃)이 이온성 오염의 비 (CoCl2 : 1049 ℃, CsCl : 1209 ℃)에 비해 높아서 본 실험 

용발 조건에서 입자로 존재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이  fluence의 크기에 따른 Co와 Cs 오염으로부터 발생한 입자 크기분포 결과로부터 

Co와 Cs 오염 모두 fluence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 평균크기는 동일한데 반해 입자의 발생량

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입자 발생량에 한 fluence 향은 Co 오염보다는 Cs 오염이 컸

다. 한 fluence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발생량  한 약간 증가하 지만 입자의 평균 크

기는 두 핵종 모두 fluence 변화에 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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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염 생성입자와 거의 유사한 입자 크기분포와 입자 발생량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입자크기는 SUS 304의 경우 약 72 nm인 반면 Co와 Cs 오염의 경우 약 80 nm 크기를 

나타내어 약간 큰 입자 크기를 보여주었다.

제염효과를 증진시킬 목 으로 SUS 304 표면에 Cs 이온과 함께 KNO3, KCl  KOH 등을 

각각 혼합하여 제조한 이온성 오염시편에 한 입자 크기는 순수 Cs 오염의 입자크기 80 

nm에 비해 약간 작은 70 nm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한 순수한 Cs 오염에 비해 화학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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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한 경우 2배 이상 많은 양의 입자가 발생한 것은 순수 Cs 오염에 비해 화학제 첨가 오

염의 경우 K이온이 많이 존재하므로 용발 제염조건에서 쉽게 증발되어 산화물을 형성한 

때문으로 단된다. 화학제를 첨가한 경우 발생 입자량은 KNO3 > KOH > KCl의 순이었다. 

이는 산소성분이 없는 KCl에 비해 용발 에 지에 의해 KNO3나 KOH로부터 분해된 산소

가 Cs가 결합하여 Cs 산화물을 형성함으로써 제염효과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생성입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단된다. 

자갈과 시멘트 표면에 형성된 Co와 Cs 오염의 용발로부터 생성된 입자의 크기분포는 

자갈과 시멘트 모재의 종류에 상 없이 70-90 nm 범 의 평균 입자크기와 20-120 nm의 크

기분포를 나타내었다. 한 fluence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발생량이 40-70% 크게 증가하

지만 입자의 평균 크기는 두 핵종 모두 fluence 변화 에 해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모의 알루미나 입자를 사용한 입자 포집실험 결과와 정 한 입도분석방법인 SMPS 결과에 

근거할 때 용발제염을 통해 3 μm 이상 크기를 갖는 입자는 거의 존재치 않으므로, 3 μm 

이하 입자에 한 포집효율이 매우 낮은 cyclone은 본 포집시스템 구성에서 제외함으로써, 

고방사선 분 기의 핫셀 내 제염작업을 고려한 장치의 소형화  단순화를 한 포집 시스

템 개선에 반 하 다.

(나) 모의 Nano-size 제염생성물 입자 포집특성 실험

Nano-size의 NaCl 분산체(0.2 M NaCl 수용액을 분무발생기에 채워 NaCl 액 을 분무 발생

시킨 후 확산건조기를 거쳐 입자만 공 )을 HEPA filter(여지 : PALL Model type A/E)에 통

과시켜 포집 후의 입자 수 농도를 SMPS로 측정하여 포집효율을 평가하 다. 상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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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에 따라 확산, 차단  성충돌의 포집 메커니즘이 다른데 기인하여 주어진 필터와 면

속도에서 최  포집효율을 나타내는 입자크기와 면속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그림에서 

큰 입경의 입자에 한 포집효율 값이 변동이 있는 것은 NaCl 나노 입자의 낮은 농도에 기

인한 것으로 보이며, 20 nm 이하에서 포집효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측정장비의 오

차이며 실제로는 효율이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다) 용발 제염생성물 장 HEPA filetr 포집특성 실험

SUS 304와 콘크리트 모재를 사용, Co와 Cs의 이온성 오염   Eu와 Ce의 입자성 오염을 

SUS 304 표면에 침 시킨 속성 오염시편과, 자갈과 시멘트의 표면에 Co와 Cs을 오염시킨 

콘크리트 시편에 이  빔을 직  조사시켜 발생된 용발 제염 생성물 입자를 포집시스템

의 HEPA filter (여지: PALL Model type A/E)에 통과시켜 포집 ․후의 입자 수 농도를 

SMPS로 측정하여 용발 제염생성물의 장 포집 효율을 평가하 다. 

용발 제염 생성입자에 한 HEPA filter의 포집효율을 측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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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과 입자성 오염 모두 fluence의 증가에 따라 포집효율이 약간 증가하여 6 J/cm2
의 

fluence에서는 99.20-99.93%의 포집율을 나타낸 반면, 18 J/cm2 fluence에서는 99.36 - 99.94%

의 포집율을 나타내었다. 

한 SUS 304 표면에 Cs 이온과 함께 화학제를 첨가한 오염에 한 포집율을 화학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 다. 화학제를 미첨가한 Cs 오염의 포집율이 99.36%인데 반해 

KNO3, KOH  KCl 등을 첨가한 오염의 포집율은 각각 99.76, 99.73  99.66%를 나타내어 

발생 입자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포집율이 증가하 으며, 화학제 미첨가한 경우에 비해 보다 

높은 포집율을 나타내었다.

자갈 모재와 자갈에 형성된 오염의 용발 제염을 통해 생성된 입자에 한 HEPA filter의 

포집효율은 99.56 - 99.87% 범 를 나타내었으며, 시멘트 모재와 여기에 형성된 오염에 한 

포집효율은 99.73 - 99.92%을 나타내어 비교  높은 포집율을 나타내었으며, 자갈 모재를 제

외하고는 발생 입자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포집율이 증가하 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모재종류와 오염특성에 상 없이 99.4 - 99.9%의 포집율 

범 를 나타내어 당  목표한 99 % 이상의 효과 인 포집성능을 얻을 수 있었지만 나노크

기의 입자를 발생시키는 용발 제염의 특성에 합한 포집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라) 개선 용발 제염생성물 입자 포집시스템의 제염생성물 입자  포집특성 

실증시험

① 개선 제염생성물 입자 포집장치 설계  제작

주 포집시스템으로 HEPA filter를 구성하고, 가장 포집이 어려운 100 nm 범  크기의 입자

포집에 효과 인 ULPA filter를 HEPA filter의 후처리 filter로 구성한 후, 이들 고효율 filter를 

보호하고 사용 수명을 연장시키기 한 처리 filter로서 medium filter를 고효율 filter 단

에 설치된 개선 입자포집시스템으로 구성하 다. 

-개선 포집시스템의 제염생성물 입자 포집특성 실증시험

개선된 입자 포집시스템의 설계․제작 후 폐  성능시험 후 용발 제염장치와 연동시

켜 용발 제염생성입자 포집실증시험을 수행하여 개선 시스템에 한 포집효율의 향상을 

확인하 다. 기존 HEPA filter만을 사용한 생성입자 포집효율(99.9 %의 포집효율  제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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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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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을 개선하 다. 따라서 개선된 포집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고방사능 핫셀 내에서의 

용발 제염 시 오염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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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광용발 원격 제염 시스템 개발      

(1) 원격 용 장치 설계 제작  이  장치와의 연동 실험

(가) 원격화 장치 설계 제작 

Q-switched Nd:YAG 이 가 3차원 오염표면에 원격 용될 수 있도록 온라인 제어 

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 이  빔을 XYZ 축의 3차원에 용될 수 있도록 linear motion 

guide, 서보 모터, 제염표면과의 거리 제어를 한 서보모터, 이  센서  센서가 

설치된 제어 정 도가 매우 높은 원격 온라인 제어가 가능한 제염 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

용발 제염장치의 노즐 assembly는 보조기체, 여과시스템( 용발 생성물 집장치), 

이  토치부분의 가동성을 향상시키기 해 설계보완  성능을 확인하 다. 특히, 이  

토치 고정 장치는 10 kg 이상의 무게에도 온 히 운  가능하고, step motor에 의해 50 cm 

거리 내에서 0.1 mm의 분리능으로 거리조 이 가능하게 설계하 다. 이송 belt는 내 방사성 

물질의 SUS chain을 사용하여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나) 이  장치와의 연계 작동 성능 시험 

이  장치와  생성물 포집 장치, 보조기체로서 기체의 주입을 한 을 모두 연결한 

상태(  원격 제염 시스템)에서 3차원 시편, 벽면시편  평면 시편에 한 제염 실험을 

수행하 으며 이를 동 상으로 기록 하 다. 한, Cs , Co  Eu의 산화막으로 오염된 

알루미늄  SUS 304 평면 시편 (10 cm x 10 cm)에 해, 이송 속도 (0.1 mm/s～1 mm/s) 

 용 횟수(1회～3회)를 변화시켜 가며 일정 도에서 산화막 제거특성을 평가하 다.

본 실험 역에서 0.5 mm/s 의 속도로 제염 공정을 용시켰을 때 시편 표면이 깨끗하게 

제염되며 용 횟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공기와의 산화에 의해 시편 표면이 산화되는 상이 

나타났지만 오염 산화막의 제거율이 높아짐을 악하 다. 

(다) 원격화 장치 성능 개선 

제작된 원격 제어 장치는 설계 조건을 만족하여 가동되었다. 제염  3차원 시편에 

이  토치에 설치된 거리센서가 인지하지 못하는 dead area에서  발생되는 충돌과 

간섭 상을 방지하고 효과 인 장치 가동을 수행하기 하여 음  거리 센서를 설치하여 

해결 하 다. 한 이  노즐의 회   발생되는 충돌은 이  노즐 자체를 상향 

조정함에 의해 해결할 수 있었다.

오염된 부 의 형태가 다를 경우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을 소 트웨어를 upgrade 

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었다. 소 트웨어 개선 에는 이  빔의 집속 거리를 

변경하기가 불가능 하 는데 개선에 의해 집속거리를 18 cm 거리까지 변경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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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성 핵종 오염특성에 따른 이  장별 용발 제염특성 규명

(가) 기 에서 모사 오염핵종 별 최  제염조건 도출

SUS 304, 콘크리트  알루미늄을 상으로 이  장치의 장을 1064 nm 의 IR 

역에서 355 nm의 UV 역으로 변화시켜가며 모사 오염핵종 (Co, Cs, Cs, Eu) 별 최  

제염조건을 도출하 다. IR 역의 장과 ns 단 의 펄스 폭 조건에서 부분의 물질은 

열  충격에 의해 용발되는 반면 UV 역에서는 열   화학  충격에 의해 용발되는 

원리로 부터 일정 도 조건에서 355 nm 장일 때 식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화된 장과 도(fluence)는 각각 1064nm(57.3J/cm
2
), 532nm(13.3J/cm

2
), 355nm(8.3 

J/cm
2
)로 평가되었다. 

(나) 이  빔 형태 변경 특성 연구

Circular lens가 갖는 제한요소( 도, scanning area)를 극복하기 해 cylindrical lens를 

용시켜 circular lens가 갖는 제한요소를 극복하기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용발 제염 

공정을 균일하게 용시키기 해서는 원형 보다 직선 형 빔을 용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빔 

형태를 변경(제염실험 장치 : 0.1mm(W)×14mm(L), 즈 : 0.1mm(W)×8mm(L))하여 높은 

도와 scanning area 증 로 제염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 다. 원격 

용발 제염장치에 사용될 cylindrical lens 에 해 용조건을 악하 으며 이  빔의 크기는 

폭 0.1 mm  길이 14 mm 까지 축소시킬 수 있었으며 제염 속도도 약 10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었다.

(다) 수용액 내에서 용발 제염공정 악

폐기물 형태의 오염물질에 해, 제염효과를 높이고 회수 공정을 생략하기 한 비 

연구를 수행하 다. SUS 304, 콘크리트  알루미늄을 상으로 이  장을 355 nm의 

UV 역에서 모사 오염핵종 (Co, Cs, Cs, Eu) 별 제염실험을 수행하 다. CsCl, 

Co(NH4)(SO4)2, Ce(NO3), Eu(NO3) 수용액을 시편 표면에 오염시킨 후 Muffle furnace, 

산화분 기, 600 ℃에서 4시간 동안 노출시켜 고착성 오염을 제작하 다. 제조된 시편을 

물에 30분간 방치하여 용해성 물질을 제거하 다. 실험결과, 공기 에서의 fluence가 

작을지라도 Ce  Eu 에 한 제염 효과가 알루미늄  stainless steel 시편 모두에 해 

우수하며 이들을 완 히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s  Co 에 해서는 주  환경에 

계없이 속 시편 종류 모두에 해 매우 우세하다. 수용액에서의 제염효과는 열  증발과 

함께 물속 충격 에 의한 향이 매우 크며 이들에 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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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광용발 제염기술 실증 시험 

(1) 고 방사선장 하에서 원격 용 장치 부품별 건 성 

      (가) 부품 건 성 평가 장치 제작 

원격 용 장치의 주요 부품은 step motor, encoder, 즈, 선,  센서, belt  

속류이다. 장치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부품을 구입하여 이에 한 방사선 내 건 성 평가 

실험을 수행하 다. 평가 장치는 computer에 의해 step motor의 가동조건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 는데 가동조건은 10,000 pulse/rotation 이며, encoder의 1 rotation(360
0
) 에 한 

pulse 는 1,000으로 하 다. 그리고, computer에 의해 step motor를 운 하고 조사 후 

회 각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counter에 의해 확인하 다. 한  센서는  시 

평가 장치 내 'sensor status' 단추에 붉은색 빛이 켜지는지를 확인하 다. 원격 용 장치의 

부품  즈, 선  belt류는 조사 후 외  찰  인장 능을 평가하 다. 속류는 

방사선 조사실험에서 제외하 다.

(나) 방사선 조사 조건  조사 결과 

방사선 조사실험은 정읍에 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 설치된 단  

조사실험실(조사선량율 0.75～57 R/hr)에서 수행하 다. Hot cell 내 방사선 최 치의 

10배에 해당하는 600 R/hr에서 24 시간 동안 수행되었다. 이후, 12,000 R/hr에서 24시간 더 

조사시켰다. 600 R/hr의 고 방사선장 하에서 24시간 조사시켰을 때 장치의 모든 부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1200 R/hr의 방사선장 하에 24 시간 노출시켰을 때 즈가 

갈색으로 변하 다. 이  빔이 갈색으로 변질된 반투명 매질을 통과할 때 에 지 흡수에 

의해 원격 용발 제염시스템의 제염효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래할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변색이 시작되는 시간이 hot cell 조건보다 방사선장이 10배 높은 구역에서 24시간 

경과된 후이다. 따라서 원격 용 용발 제염 장치는 hot cell 조건하에서 최소 240 

시간동안 건 성을 유지함을 악할 수 있었다. 

(2) 방사능 오염시편에 한 용발 제염기술 실증 

(가) 한국원 연료(KNF) 채취시편에 한 제염 실험 

한국원  연료의 방사성동 원소 실험실 바닥 면으로 부터 채취한 다공성 슬 이트 

시편에 해 제염실험을 수행하 다. 시편 크기는 300 mm × 300 mm × 3 mm이다. 이 

시편은 제 1종  비 방사성물질로 분류되며  우라늄으로 오염되었다. 시편 두 종류에 

해 조건을 변화시켜 가며 용발 제염실험을 수행하 다. 제염조건은 string type beam 

(0.3 mm × 8 mm),  보조기체(질소) 통과, 532 nm, 18.6 J/cm
2
, 10 shots/spot (1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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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shots/sec)로 scanning 하면서 작업을 수행하 다. 10 회 조사에 의해 시편의 방사능은 

평균 0.06 Bq에서 0.02 Bq 로 감소하 다. 10 회 조사에 의해 식각된 평균 깊이는 40 μm 

이었다. 본 시편의 방사능은 66.6 %가 식각 깊이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제염결과, 두 종류 시편의 방사능은 제염공정을 용시킴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 으며 3회 

용 후 제염계수는 5.6～35.7의 범 로 평가되었다. 오염 시편에 따라 제염 효과에 차이가 

발생하고 3차 용 후에도 잔여 방사능이 존재하 다. 잔여 방사능이 존재하는 이유는 

용발 제염에 의해 생성된 미세 입자의 재 침 , 오염핵종의 고온에서의 확산, 액체 상태 

오염물에 의한 오염발생 시 오염원의 다공성 매질을 통한 시편 하부에로의 이동거리의 

차이이다. 다공성 시편의 내부에는 오염이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며 오염 

깊이는 이 경로를 통한 하부에로의 오염원 이동에 의한 것이다. 한국원 연료 시편의 경우, 

식각깊이 이하 (～1 mm) 까지 오염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 히 제염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나) 방사성동 원소 오염시편에 한 제염 실험  

한국원 연료 시편의 경우, 오염원이 시편의 깊은 곳 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단되어 

속, 페인트칠 한 속  다공성 콘크리트 등 다양한 종류의 시편 표면을 방사성 

동 원소 용액으로 오염시켰다. 이들에 해 용발 제염공정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첫째 조건은 이  빔 자체를 집속시키지 않고 조사 횟수가 큰 상태로 직  

용하는 실험, 둘째 조건은 string type 이  빔을 동일방향으로 용하는 실험, 셋째 

조건은 string type 이  빔을 수직방향으로 용하는 실험이다. 

        ① 이  빔을 집속시키지 않은 조건

532 nm에서 보조기체(질소)를 통과시켰으며 도는 0.9 J/cm
2
 이며 scanning 하면서 

20shots/spot, 5 회 제염공정을 용하 다. 실험 결과, Inconel, SUS 304  concrete 

시편에 해 제염계수가 불량한 반면 페인트로 도포된 시편에 한 제염 계수가 Co-60 에 

해 291.4, Cs-137에 해 263.3 로 나타났다. 페인트의 분해온도가 1000℃ 이하인 을 

고려할 때 높은 제염계수는 페인트의 열분해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한 페인트 

오염시편의 면 이 25 cm
2
 인 을 감안하면 페인트 표면은 별도의 집속 없이 용발 

제염공정에 의해 자체처분 기  이하까지 방사능이 용이하게 제거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② 이  빔 집속  동일 방향으로 scan 하는 조건

532 nm에서 보조기체(질소)를 통과시켰으며 string type 빔의 도 9.4 J/cm
2
 로 

scanning 하면서 10 shots/spot로 2회 제염공정을 용하 다. 제염 후 방사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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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염계수  시편표면 사진을 분석한 결과, SUS 304  페인트로 도포된 시편에 한 

제염효율이 우수한 반면 Inconel  concrete 시편에 해 제염계수가 불량하 다. SUS 

304의 경우 제염 계수가 Co-60 에 해 121.3, Cs-137에 해 142.8 이며 페인트  도포 

시편에 한 제염 계수가 Co-60 에 해 1339.3, Cs-137에 해 1727.8 이다. 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이 Inconel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막의 두께가 두껍고 콘크리트가 다공성 물질인 

을 감안하면 방사성핵종이 완 히 제거될 만큼 충분히 용발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용 spot에서 다음 spot 로 scanning 하여 지나갈 때 제염되지 않은 미세 공간이 

존재하며 이 공간에 방사성 핵종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SUS 304  페인트 

오염표면 시편은 방사능이 자체처분 기  이하까지 감소하며 두 방사성 핵종 모두에 해 

제염계수 100을 과한다. 

        ③ 이  빔 집속  scan 방향을 수직으로 용하는 조건

532 nm에서 보조기체(질소)를 통과시켰으며 string type 빔의 도를 14.2 J/cm
2
 로 

상승시킨 상태에서 scanning 하면서 10 shots/spot로 2회 제염공정을 용하 다. 두 번째는 

string type beam의 방향을 첫 번째 용방향에 하여 수직으로 용시켰다. 제염 후 

방사능 변화, 제염계수  시편표면 사진을 분석한 결과, 두 번째 용방향을 첫 번째 

용방향에 하여 수직으로 용시킴에 의해 제염되지 않았던 부분도 완 히 제염되었으며 

빔의  도를 상승시킴에 의해 제염성능이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콘크리트 시편의 경우 

용횟수를 좀 더 늘림에 의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 이는 모사 

핵종을 사용하여 최 화한 데이터와 잘 일치한다. 제염 시편 모두에 해 제염계수 100 

이상을 얻을 수 있었으며 용발 제염공정의 제염효과는 페인트 도포시편 > SUS 304 > 

Inconel > 콘크리트 시편의 순서이다.  

2. 부 지  제 염 기술 개발

가. 동전기세정 제염기술 개발

(1) TRIGA  우라늄변환시설 부지오염특성조사

(가) TRIGA 부지오염특성조사

한국은 국내에 약 20개의 원자력발 소를 가동 이다. 그들은 부분 단단한 사암층에 

치하므로 주변토양의 수리 도도는 높다. TRIGA 부지 방사능 측정은 Survey meter를 사용

하 고, 주오염원은 코발트(100-1,000 Bq/kg)와 세슘(100-3,000 Bq/kg)이며, 세슘의 오염농도가 

높았다. 오염된 부지는 다량의 모래를 함유한 모래풍화토층이며, 토양의 수리 도도가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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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라늄변환시설 부지오염특성조사 

우라늄 변환시설부지의 부지의주오염원은 우라늄(100-10,000 Bq/kg)이며, 오염부지는 

다량의 모래를 함유한 모래 매립층이며, 토양의 수리 도도가 크고, 주로불포화층에 

오염되었고, 포화도는 약 25%이며, pH는 약 7.0이고, 토양의 주성분은 SiO2 이다. 

(2) 동 기세정 부지제염단 기술  실증장치 개발

(가) 동 기세정 부지제염단 기술 개발 

수리 도도가 다소 높은 국내 원자력 시설 주변 토양으로부터 Co2+
와 Cs+

을 좀 더 효율

으로 제거하기 한 동 기세정 제염기술을 개발하 다. 토양특성에 합한 최  세정제를 

선정하기 하여, 동 기 장치를 이용하여 네 가지의 다른 세정제로 각각 실험을 수행했다. 

동 기 제염 시 일별 세정용액 이동속도는 기에는 빨랐지만 제염시간의 경과와 함께 감소

했다. 세정제로 citric acid를 사용하 을 때의 평균유출속도는 78.7 mL/day로 가장 빨랐고, 

동 기제염 시 토양폐액 발생량은 soil washing 방법을 사용했을 때 보다 약 1/20 이상 감소

함을 알 수 있었다. 세정제로  산을 사용하 을 때 코발트와 세슘의 평균 제거 효율은 각

각 93.2%, 82.7%로 제거 효율이 가장 높으므로 동 기세정 실험에 사용할 최 세정제로 선

정했다. 한편, 기존 동 기 방법과 새로운 동 기세정 방법에 의해 오염토양을 10일 동안 제

염시켰을 때, 동 기세정 방법이 기존의 동 기방법 보다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을 각각 

약 6%와 2% 향상시켰고, 투수성이 높은 토양의 경우 동 기세정방법이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내 원자력시설 주변 토양복원에 합한 수직형 동 기세정장치 개발하고, 이장치를 이용

한 실험을 통해 원자력시설 주변 토양을 복원하기 한  최 제염 조건들을 도출하기 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산을 사용하 을 때 토양으로부터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

율이 가장 높으므로 동 기제염을 한 최  세정제로 산을 선정하 고, 세정제 주입량의 

증가로 토양으로부터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은 각각 98.3%와 88.8%로 평균 약 4.6% 제

거효율이 증가했고 토양폐액 발생량도 동 기제염의 1.5배인  2.4 mL/g이었다.

동 기 토양셀의 압구배를 2배로 증가시켜 4 V/cm를 용시켰을 때,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은 각각 98.9%와 96.7%로 평균 약 4.3% 제거효율이 증가했고 특히 세슘 제거효율

의 증가율이 높았다. 그리고 세정제 농도를 0.01 M로부터 0.05 M로 증가시킨 후 제염실험 

결과 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은 각각 99.7%와 93.6%로 코발트의 제거효율은 상승했지만 

세슘의 제거효율은 감소하 다. 그러므로 세정제농도를 증가시켜도 제거효율의 변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결과 최 제염조건으로는 산 0.01 ～ 0.05 M을 세정제로 사용하여 동 기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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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의 압구배는 4 V/cm로 주며 제염시간은 20일이다.

  

(3) 동 기세정 부지제염 공정장치 개선

동정기세정 장치의 가동 에 발견된 문제 인 발생가스 방출 , 세정제 주입률 조 기능, 

연속가동 기능, 그리고 극재질 등 동 기세정장치를 개선하 다. 양극은 양극실 뚜껑 앙

에 산소가스가 배출되고 세정제 유출 방지를 해 수직방출 을 설치하 고, 음극에서는 발

생된 수소가스가 배출되도록 음극여과철 을 15° 경사가 되도록 하 다. 토양폐액 장조의 

높이를 토양 수리 도도에 따라 조 할 수 있게 개선하 다. 세정제 주입은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도록 세정제 장조와 동 기 양극실을 연결하 다. 세정제 범람을 방지하기 해서 

양극실에 뚜껑을 부착하 다. 용액증발을 방지하기 해서 장조와 폐액처리장치에 뚜껑을 

부착하 다. 극은 실험을 통해 스테인 스스틸, 티타늄, 흑연, DSA 극 에 높은 류에

도 녹지 않는 극을 선정하 다.

DSA(Dimensional Stable Anode) 극은 류(A)에 한강도가 탁월하여  용해 이 높으므로 

최  극으로 선정되었고, DSA (Dimensional Stable Anode)은 티타늄을 백 으로 코 한 

극이며, 용해 (Dissolution point)기 은 동 기세정 실험 2일 경과 시 극무게의 30% 감소

되는 때의 류 값이다.

동 기세정 제염공정을 개선하기 해 개선된 10 L 동 기세정장치를 이용하여 세정제 종

류, 장치의 형태, 세정제 주입률, 류값, 세정제 농도 등의 라미터를 변화시키며 최  제

염효율을 얻을 수 있는 세정제종류  실험조건을 도출하 다. 제염기간은 20일간 수행했고, 

토양폐액의 mL/g의 의미는 토양 1 g당 발생된 토양폐액의 부피(mL)를 나타냄. 동 기 토양

셀에는 약 12,330 g의 모의오염토양을 투입하 다.

최 세정제 선정에 의한 성능개선은 세정제로 1차년도에서 후보 세정제로 도출된 옥살산, 

시트릭산, EDTA, 산, 질산을 사용하여 동 기세정실험을 수행한 결과 질산사용 시 코발트 

제거효율은 95.5% 이고 세슘 제거효율은 85.2%로 제거 효율이 가장 높았고, 질산 세정제 사

용 시 해도가 높아 사용 압을 낮출 수 있어 력비용 감할 수 있으므로(40 V → 2 V 

(2 mA/cm2)) 질산을 최 세정제로 선정하 다. 수직형 선정에 의한 성능개선은 동 기세정 

수직형장치는 토양셀의 앙부의 불포화  토양셀내의 역 흐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평형장치보다 제거효율이 높아 코발트와 세슘 제거효율이 각각 1.8% (98.6%)와 2.6% 

(95.8%) 증가한다.

최 주입률 선정에 의한 성능개선은 최 주입률 선정을 해 질산 주입률을 1.7 mL/g, 2.5 

mL/g, 5.0 mL/g으로 변화시키며 동 기세정 시 질산세정제 주입률이 2.5 mL/g일 때, 코발트

와 세슘의 평균제거효율은 3.5% 증가하지만 5.0 mL/g 일때는 0.8% 증가한다. 질산세정제 주

입률이 5.0 mL/g일때 제거효율은 높지만 폐액발생량(세정제주입량)이 많으므로 질산세정제

의 최 주입률을 2.5 mL/g으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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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세정제농도 선정에 의한 성능개선은 최  세정제농도 선정하기 해 질산의 농도를 

0.002 M, 0.01 M, 0.05 M로 변화시키며 동 기세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 질산이 0.01 M 에

서코발트와 세슘의 제거효율이 가장 높았고, 0.05 M 사용 시 pH 증가와 함께 Zeta Potential 

이 감소하기 때문에 코발트 와 세슘의 제거효율은 오히려 감소하므로 0.01 M을 최  세정

제농도로 선정하 다.

최 압 선정에 의한 성능개선은 동 기 토양셀 내에 최 압을 선정하기 해 류 2.0 

mA/cm2
에서 4.0 mA/cm2, 6.0 mA/cm2, 10 mA/cm2

로 증가 시키며 20일간 동 기세정실험을 

수행한 결과 코발트와 세슘의 평균제거효율이 4%, 1.4%, 0.4%증가 하 고, 최  압으로 

평균 제거효율이 가장 높은 10 mA/cm2
를 선정했다. 한편, 최  실험조건으로 선정된 질산 

0.01 M, 류 10 mA/cm2, 세정제 주입률 2.6 mL/g, 그리고 20일간 동 기세정 제염 시 코발

트 제거효율은  99.8% 이고, 세슘 제거효율은 99.4%이다.

(4) 동 기세정 부지제염 실증시험

(가) 방사성토양 입도  농도 분포 분석 

해체부지로부터 방사성토양을 채취하여 입도가 다른 여러 Sieve를 사용하여 방사성토양의 

입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토양입도는 1.2 mm이며, 0.075 mm이하는 1.9%이고, 0.075 - 2 mm

는 64.5%이고, 2 mm이상은  33.6% 이다. 한 각 입도별 방사능오염 농도를 MCA로 계측하

여 방사능농도를 계측한 결과이다. 체입자 농도는 코발트가 697 Bq/kg이며, 세슘은 697 

Bq/kg로 세슘의 농도가 코발트보다 높다. 그리고 방사능농도는 입도가 작을수록 높다. 한, 

토양입도에 따른 방사능농도는 d <2 일때, d>2보다 7.4배 증가한다.

(나) 방사성토양에 한 동 기세정장치 제염성능 실증시험

최 세정제는 제거효율이 높은 질산을 선정 하 다. 토양세척 후 동 기세정 시 세슘 제

거효율을 약 15% 높일 수 있다. 세슘 제거효율은 농도 토양 보다 고농도 토양 (약 3,000 

Bq/kg) 에서 제거효율이 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양입도 증가 시 제거효율은 약

간(2%) 증가한다. 류에 따른 제거 효율은 류 20 mA/cm2 용 시 10 mA/cm2
보다 세슘 

제거율이 4.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도 토양(약 1,000 Bq/kg)은 동 기세정 제염 

시 40일 이내에 규제해제기 이하로 제염하다. 1825 Bq/kg 오염된 토양은 50일간 동 기세

정 시 코발트는 99.9% 세슘 94.3% 제거가능하다. 한, 2850 Bq/kg 오염된 토양은 60일간 

동 기세정 시 코발트는 99.9% 세슘 96.4% 제거가능하다. 동 기세정장치로 원(연)에 보

된 2,000 Bq/kg 이하 방사성토양을 규제해제기  이하로 제염하기 해 평균 약 35 - 40일 

소요된다. 3,000 Bq/kg이상의 방사성토양은 습식 체 분리를 통해 토양 방사성농도를 낮춘 후 

동정기세정 제염한다. 폐액 재사용은 NaOH를 투입하여 오염물을 제거한 재생용액을 5회 사

용 시 각 재생용액의 제거효율은 원액에의한 제거효율의 95%이상을 유지한다. 방사성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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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드럼에 한 경제성분석은 약 82% (112억)의 비용 감효과를 가져온다. 

나. 퇴적침출 제염기술 개발

(1) 퇴  침출 제염기술 공정 개발

(가) 응결 필요 입경의 선정

미세토양의 퇴 침출 제염 용성 확보를 해 응결 조건을 결정하 다. 퇴 침출을 이용

한 토양의 제염을 해, 기존의 문헌에서 사용된 운 변수인 토양의 투수계수를 조사한 결

과, 10-5 cm/sec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퇴  침출을 한 토양 시료  

투수계수 10-6 cm/sec 이하를 갖는 시료는 직  침출이 어려울 것으로 단되므로, 응결 후 

침출 제염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식 (3.2.1), (3.2.2)를 이용하여 각 특정입경 이하 토양시료의 투수계수를 계산한 결

과 투수계수가 10-6 cm/sec 이하로 낮아지면 퇴  침출 용 시 운 을 방해할 것으로 여겨

진다. 따라서, 토양 시료  입경이 0.075 mm 이하의 토양은 응결시킨 후 침출 제염할 필요

가 있다고 단되었다. 

          sec × ∼               (3.2.1)

          sec ×                   (3.2.2)

   k : 투수계수 (cm/sec), D10 : 10% 유효입경(mm)

 

퇴  침출을 한 토양의 투수계수는 10-5 cm/sec 이상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0.075 mm이하의 토양은 투수계수가 4.8 × 10-6 cm/sec로 나타나 직  

침출 방법으로 처리하기에는 그 성능이 하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효과 인 퇴  침

출 공정을 해, 상토양의 0.075 mm이상은 직  침출 방법으로, 0.075 mm이하는 응결 후 

침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할 것으로 단되었다.

(나) 최  응결제  첨가량 선정

술한 0.075 mm이하 토양의 응결 후 침출 제염을 해, 한 응결제와 그 첨가량을 결

정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응결제인 Starch, Vinyl acetate, Vinyl amide, Acryl amide, 

Sodium carboxymethylcellulose, Sodium silicate를 이용하여 토양과의 혼합비를 0.5, 1, 2, 5, 10, 

20%로 하여 수분을 당히 가해주면서 응결시켰다. 응결된 토양을 건조시킨 후, 탈이온수 

 HCl 0.1M 용액에 침수시켜 응결 입자의 용해( 괴) 정도를 평가하 다. 이 결과로부터 

응결을 한 최 의 응결제와 그 첨가량을 결정하 다. 한, 응결시킨 토양을 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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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체분리를 실시하여 입도 분석을 수행하 고, 응결 후의 토양 입경의 변화를 조사하

다. 그 결과, Sodium silicate를 2% 비율로 혼합시켜 응결시켰을 때, 응결 입자가 재용해 는 

괴되지 않는 최소한의 혼합비로 조사되었다.

(다) 최  침출제  농도 선정

Co  Cs의 침출 제염에 효과 인 침출제와 그 농도를 선정하기 해, batch scale leaching 

test를 실행하 다. 모사 오염 토양 10 g에 침출제 종류(d.w., HCl, Oxalic, Acetic, Citric)와 농

도(0.001, 0.005, 0.01, 0.05, 0.1, 0.5 M)가 다른 용액 100mL(Liquid to solid ratio = 10)을 첨가

하여 6시간 동안 교반 침출시키고, 여과하여 Co  Cs 농도를 AA(AAnalyst 300, 

Perkin-Elmer co.)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그 결과, HCl이 다른 침출제에 비해 2～3배 높은 침출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Co

는 0.01 M 이상의 농도로, Cs은 0.1 M 이상의 농도로 침출시키는 것이 제거율이 높은 것으

로 악되었다. 한, HCl 0.1 M 사용시, Co는 99% 침출하지만, Cs는 63% 침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침출제 용시 Co는 반에 신속하게 침출 제거되지만, Cs은 Co에 비해 침출 제거

되는 속도가 느린 것으로 악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 내 Co  Cs의 침출 

제염시 0.1 M의 HCl을 사용하는 것이 합할 것을 조사되었다. 

(2) 퇴  침출 제염 실험

(가) 비응결토양의 제염 실험

Lab 규모 컬럼에서 비응결 토양의 Co  Cs 제거를 평가하기 해, 0.075～2.0 mm 토양 

10 g을 직경 20 mm, 높이 150 mm glass column에 충 하여, HCl 0.1 M을 약 3.0 mL/min의 

유량으로 유입시키면서 시간에 따라 유출액을 채취하여 부피와 Co  Cs 농도를 측정하

다. 시간에 따른 유출액 의 Co  Cs의 농도 변화는, 약 14.3일 동안, Co는 기에 많이 

용출하고, Cs는 상 으로 서서히 용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  Cs 농도 변화와 샘

링한 유출액 부피로부터 유출량을 계산하고, 기 함유량으로부터 침출 제거율을 구하면 약 

14.3일 동안, Co 99.9 %, Cs 96.5 % 침출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응결토양의 제염 실험

0.075 mm이하 토양 5 g을 Na2SiO3를 첨가하여 응결/건조시킨 후, 직경 20 mm, 높이 150 

mm glass column에 충 하여, HCl 0.1 M을 약 1.0 mL/min의 유량으로 유입시키면서 시간에 

따라 유출액을 채취하여 부피와 Co  Cs 농도를 측정하 다. 시간에 따른 유출액 의 Co 

 Cs의 농도 변화는, 약 28.8일 동안, Co, Cs 모두 유사한 침출속도로 용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농도변화에 유출액 부피를 계산하여 기 함유량으로부터 침출 제거율을 구하면 약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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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동안, Co 97.9%, Cs 81.1% 침출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10 L 규모 실증장치를 이용한 제염 실험

        ① 10 L 규모 실증장치 제작

10 L 용량 실증규모의 침출 컬럼(직경 150 mm, 높이 600 mm acryl column)을 제작하여 

모사 오염 토양의 제거 특성을 조사하 다. 침출제가 력식으로 침출 컬럼 상부에 유입되

어 충 된 토양층을 통수한 다음 컬럼 하부로 유출되는 형태로 구성된다. 

        ② 실증장치를 이용한 제염실험

모사 오염 토양(4.75 mm이하)을 체분리하여 분취한 시료  0.075 mm이하 응결 토양

(5.5%)과 0.075～4.75 mm 비응결 토양(94.5%)를 원래의 조성비로 혼합하여 실증 규모의 침

출 컬럼에 충 하 다. HCl 0.1 M을 약 5.0 mL/min의 유량으로 유입시키면서 시간에 따라 

유출액을 채취하여 부피와 Co  Cs 농도를 AA(AAnalyst 300, Perkin-Elmer Co.)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시간에 따른 유출액 의 Co  Cs의 농도 변화는, 약 11.3일 동안, Co는 기에 많이 

용출하고, Cs는 상 으로 서서히 용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도변화에 유출액 부피를 

계산하여 기 함유량으로부터 침출 제거율을 구하면 약 11.3일 동안, Co 94.0%, Cs 82.8% 

침출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의 경우 실험시작 후 약 1일에 걸쳐 80% 이상 침출 제

거되고, Cs는 80% 침출 제거되는데 약 11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80% 이상 침출 

제거되는데 필요한 0.1 M HCl 용액의 양을 산출한 결과, 토양 량 비 Co 1.4, Cs 8.0 배

(mL/g)의 침출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토양 시료량이 많을수록 침출제 사용량은 어

들어 은 침출제로 높은 제거율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토양 침출 공정에서 보고

된 폐액 발생량 40 mL/g에 비해 Cs 기 으로 약 1/5의 폐액 발생을 일 수 있을 것으로 나

타났다.

        ③ 실증 장치의 개선

퇴 침출 부지제염 실증장치에서 침출제 유입이 24시간 제어 가능하도록 극 센서의 설

치  펌 와 연동시켜, 컬럼 충  토양 상부에서 침출제가 일정 수 를 유지하도록 장치를 

개선하 다. 한, 침출 제염  제염 간평가를 하여 컬럼의 깊이별 12 cm 간격으로 

hole(Φ12 mm)을 시공하여, 침출액  토양의 sampling이 가능하도록 개선하 다. 아크릴 컬

럼 내로 유입되는 침출제는 HCl 0.1 M이므로 컬럼 상부에 Cover를 설치하게 되는데, 침출제 

용시 컬럼 내의 압력이 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상부 Cover에 직경 2 mm의 압력

하 방지용 hole을 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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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  침출 제염 실증 실험

(가) 농도 방사성토양의 제염

자체처분기 을 약간 상회하는 방사능 토양에 약 10배의 물을 첨가하여 교반하면서 0.075 

mm 망 체를 이용, 체분리를 실시하 다. 체분리에 의해 기 토양 량에 비해 약 20%(미

세토양)가 물과 함께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습식 체분리 후의 방사능 분포는, 토양 

시료 20 g을 취하여 MC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Co의 경우, 59.8 Bq/kg에서 34.9 Bq/kg로 

감되었고, Cs의 경우, 72.5 Bq/kg에서 48.5 Bq/kg로 감되어, 체 132 Bq/kg에서 83.4 

Bq/kg로 감되어 자체처분기 에 하는 방사능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농도의 방사성토양 (132 Bq/kg)을 상으로 단순히 습식 체분리에 의해 

상 으로 방사능 분포가 높은 미세 토양을 분리함으로써 자체처분 기 (80 Bq/kg)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단기  장기 오염 토양의 퇴  침출 제염 실험

오염 기간이 다른 고농도 방사성 토양을 이용하여 0.1 M HCl 에 의한 침출 제염을 실시

하 다. 즉, 단기 오염(1개월) 토양(635, 2,560 Bq/kg)의 응결, 비응결 토양을 침출 제염 후 

침출제 사용에 따른 제염정도를 평가하 고, 장기 오염 (20년 이상) 토양의 입경별 침출 제

염 후 침출제 사용량에 따른 제염정도를 평가하 다. 이 결과로부터, 단기 오염 토양과 장기 

오염 토양의 Cs 오염 분포  제염 효율과의 계를 측하 다.  

        ① 단기간 오염 토양의 침출 제염 특성

단기 오염(1개월) 토양(635, 2560 Bq/kg)을 0.075 mm를 기 으로 분류하 고, 0.075 mm이

하 토양의 경우 sodium silicate(5%)를 첨가하여 응결시켰다. 응결 토양과 비응결 토양 30 g을 

직경 30 mm, 높이 200 mm glass column에 충 하여, HCl 0.1 M을 용하여 침출 제염을 실

시하 다. 토양 량 비 침출제 용량(mL/g)이 10, 20, 30, 60이 되었을 때, 토양의 방사

능 분포를 MCA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기 방사능 비 제거율을 계산하 다. 

응결, 비응결 토양의 침출 제염 후 침출제 사용량에 따른 제염 정도를 평가하 다.  Co의 

경우, 30 mL/g에서 부분 침출 제거되고 (제염 후 토양  Co 방사능 = 20 Bq/kg 이하) Cs

의 경우, 60 mL/g에서 100 Bq/kg 부근까지 감되었으며, 결과 으로 기 오염 토양의 경

우, 퇴  침출 기술을 용하여 자체처분기  이하로 제염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② 장기 오염 토양의 침출 제염 특성

장기간(20년 이상) 오염이 지속되고 방사능이 상 으로 높은 토양이라 하더라도, Co의 

경우 침출 제염으로 간단하게 제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오염 토양  방사능이 

높은 미세 토양의 경우, Cs의 제염에는 많은 양의 침출제의 용이 필요하고 제염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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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단되었다. 실증실험에 사용한 토양의 체 방사능 분포 변화

로부터, 방사능 농도가 높고(1620, 3360, 4960 Bq/kg) 입경이 2.0 mm 이하의 토양(0.425-2.0 

mm, 0.075-0.425 mm, 0.075 mm이하 응결토양)의 경우에는 침출제 사용량을 200 mL/g 이상

을 사용하여 80% 이상의 제염 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4) 토양 제염 폐액 처리 기술 개발

(가) Potassium ferrocyanide  알칼리 첨가에 의한 공침처리 기술 개요

Potassium ferrocyanide  알칼리 첨가에 의한 공침 처리를 이용한 토양제염폐액 처리 반

응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다.

K4Fe(CN)6로부터 Cs 선택성이 있는 KaCobFe(CN)6의 생성, KaCobFe(CN)6의 Cs 이온교환, 

알칼리첨가(NaOH)로 Co 침 제거(pH = 9이상). Potassium ferrocyanide(K4Fe(CN)6)  NaOH 

첨가에 의한 Co  Cs의 공침 제거공정을 모사 폐액을 이용하여 규명하 다. 토양제염 폐액 

내 Co  Cs 제거 반응기구를 모사하 고, Cs 제거 시 필요한 Co 농도 비 K4Fe(CN)6 반

응 몰비 도출하 다. 방사성 토양 제염폐액에 비방사성 Co  K4Fe(CN)6를 최  반응 몰비

(2.42:1)로 첨가하여, KaCobFe(CN)6 의 생성  이를 통한 폐액  핵종 Cs의 이온교환을 유

도하고, 알칼리첨가를 통한 Co 침 제거 후 체 제거율을 평가하 다.  결과를 알칼리 

첨가만을 통한 Co  Cs 제거율과 비교하여 Co와 Cs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하 다.

(나) Potassium ferrocyanide  알칼리 첨가에 의한 공침 실험   

방사성 토양 제염폐액(500 mL)을 상으로, Co2+ 
농도가 25 mg/L가 되도록 비방사능 Co2+

를 이용하여 농도를 조 하고, K4Fe(CN)6 160 mg/L (Co2+ : K4Fe(CN)6 = 2.42 : 1)가 되도록 

K4Fe(CN)6 을 첨가한 후 NaOH 이용하여 pH=9로 조 하여 침  조작을 실시하 다. 침  

종료 후, 0.2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그 여과액(20 mL)의 Co  Cs 방사능 농도를 

MCA로 측정하 다. 한, NaOH 단독 첨가에 의한 침  실험을 동일하게 실시하여 0.2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그 여과액(20 mL)의 Co  Cs 방사능 농도를 MCA로 측정하 다. 

두 가지 침  실험 결과로부터 Co  Cs 제거율을 비교․평가하 다.

NaOH 단독 침 에서는 Co의 98%, Cs의 57%만 제거되어, Co의 제거에는 문제가 없어 보

이지만, Cs은 알칼리 침 으로는 제거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공침 제거 공정인 

K4Fe(CN)6 + NaOH 침 을 통해 폐액  Co의 99%, Cs의 99% 제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침 물 발생량은 폐액량 비 1.2%로, 별도의 공정(농축, 탈수, 건조)을 통해 처리될 수 있으

며, 처리수는 토양제염을 한 침출제 제조를 해 재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113 -

다. 임계 CO2 제염기술 개발

(1) 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우라늄 추출

(가) 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추출제를 이용한 수용액으로부터 우라늄추출

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측정한 킬 이트 리간드인 TBP와 TBOD의 용해도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용액으로부터 우라늄 이온의 추출실험을 수행하 다. 반응용기의 부피는 20 mL

이며 반응용기 내부에 우라늄 함유 질산용액 5 mL를 넣고 교반막 로 지속 으로 교반하

다.  동  추출과정으로 이산화탄소와 킬 이트 리간드인 TBP와 TBOD를 지속 으로 흘려

주어 수용액으로부터 우라늄 이온을 추출하 다.  포집하는 과정에서 유량조  배출 이 이

산화탄소 응결에 의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해 열선을 이용해서 배출 의 온도를 일정하

게 유지시켰다. 포집 용기에는 1 M 질산 15 mL를 채웠다. 우라늄 함유 질산용액의 농도(3, 

4.5, 6, 9 M)에 따른 우라늄 추출률의 변화를 측정하 다. 

추출실험 후 반응용기 내에 남아있는 우라늄의 농도를 ICP-MS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TBOD가 착물을 형성하 을 때 용해도에 제한성이 있으므로 반응용기 내에서 배출되지 않

고 남아있을 수 있다. 따라서 TBOD로 우라늄을 추출할 때 TBOD의 농도가 10 mL/L-CO2를 

넘지 않게 주의하 다. TBP는 보다 높은 농도(9배)로 우라늄 이온을 추출하 다. 150 bar의 

압력과 40 ℃의 온도 조건에서 100 mL의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경우 TBOD 0.1 mL가 완

히 용해되어 실험 후에 반응용기에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BOD의 우라늄이온 

추출률은 83±5%로 9배의 양을 사용한 TBP의 추출률(5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임계 이

산화탄소 내에서 TBOD의 용해도가 TBP의 용해도보다 낮다는 단 이 있지만, 더 은 량의 

TBOD로 우라늄 이온 추출률이 TBP의 경우보다 좋으며, 이로부터 TBOD가 TBP보다 우라늄 

이온과의 결합 친화성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압력

과 질산농도에 따른 우라늄이온 추출률은 압력이 증가할수록 추출율이 증가하고 질산의 농

도가 증가할수록 추출율이 증가하 다. 한 킬 이트 리간드인 TBOD의 양이 증가함에 따

라 추출효율이 증가하여, TBOD의 양을 0.1 mL, 0.3 mL로 실험한 결과 각각 87%, 94±1%의 

추출효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우라늄이온 추출에 있어 TBOD가 TBP보다 

추출효율이 높아 TBOD가 우라늄을 추출하는 리간드로 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나) 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추출제를 이용한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추출

        ① 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추출제를 이용한 우라늄 추출 실험장치 구성

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우라늄 추출제를 이용하여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하기 

한 장치를 제작하 다. 우라늄이 흡착된 토양시료를 넣을 수 있는 추출용 컬럼은 내부용량 

15 mL와 75 mL의 용량으로 250 bar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추출용 컬럼을 오  

안에 설치하여 온도를 100 ℃까지 가열할 수 있게 하 다. 한 추출제를 넣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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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L 용량으로 250 bar까지 사용할 수 있는 추출제 용해용기를 제작하여 오  내 추출용 

컬럼 단에 설치하 다. 추출제 용해용기에는 투시창을 설치하여 임계 이산화탄소에 추

출제가 용해되는 모습을 찰할 수 있도록 하 다. 이산화탄소는 정량가압펌 를 이용하여 

실험 압력으로 일정하게 공 될 수 있도록 하 다. 추출된 우라늄 착물과 이산화탄소가 분

리되도록 추출용기를 오  외부에 설치하 다. 

        ② TBP, TBOD, Proline을 이용한 모의 토양으로부터 우라늄 추출

비방사성 우라늄이 200 ppm으로 흡착된 토양 약 10 g을 임계유체 추출용 컬럼에 넣은 

후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 분리하 다. 40 ℃의 온도에서 TBOD-HNO3 는 TBP와 질

산용액을 투시창이 설치된 용해용기에 함께 넣은 후 이산화탄소를 200 bar로 가압하여 20분 

동안 교반하면서 형성된 TBOD-HNO3 착물 는 TBP-HNO3 착물을 임계 이산화탄소에 용

해시켰다. 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된 각각의 TBOD-HNO3 착물 는 TBP-HNO3 착물을 40 

℃의 온도에서 200 bar의 압력을 유지시키면서 우라늄 추출용기에 40분간 연속 으로 통과

시켜 토양에 흡착된 비방사성 우라늄을 추출하여 분리하 다. 추출 후 토양에 흡착되어 있

는 비방사성 우라늄 농도를 ICP로 분석하여 각각의 제거효율을 평가하 다. 

비방사성 우라늄이 200 ppm으로 흡착된 토양 약 10 g을 임계유체 추출용 컬럼에 넣은 

후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 분리하 다. 40 ℃의 온도에서 Proline과  질산용액을 투시

창이 설치된 용해용기에 함께 넣은 후 이산화탄소를 120 bar로 가압하여 20분동안 교반하면

서 형성된 Proline 마이크로 에멀젼을 먼  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시켰다. 임계 이산화

탄소에 용해된 Proline 마이크로에멀젼을 40 ℃의 온도에서 120 bar의 압력을 유지시키면서 

우라늄 추출용기에 60분간 연속 으로 통과시켜 토양에 흡착된 비방사성 우라늄을 추출하여 

분리하 다. 추출 후 토양에 흡착되어 있는 비방사성 우라늄 농도를 ICP로 분석하여 각각

의 제거효율을 평가하 다. 

        ③ HFA, Pyridine을 이용한 모의 토양으로부터 우라늄 추출

비방사성 우라늄이 200 ppm으로 흡착된 토양 약 10 g을 임계유체 추출용 컬럼에 넣은 

후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 분리하 다. 40 ℃의 온도에서 HFA 는 Pyridine과 물을 

투시창이 설치된 용해용기에 함께 넣은 후 이산화탄소를 200 bar로 가압하여 20분 동안 교

반하면서 형성된 Proline 마이크로 에멀젼을 먼  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시켰다. 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된 Proline 마이크로에멀젼을 40 ℃의 온도에서 200 bar의 압력을 유지시

키면서 우라늄 추출용기에 60분간 연속 으로 통과시켜 토양에 흡착된 비방사성 우라늄을 

추출하여 분리하 다. 추출 후 토양에 흡착되어 있는 비방사성 우라늄 농도를 ICP로 분석

하여 각각의 제거효율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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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TBOD와 보조추출제를 이용한 모의 토양으로부터 우라늄 추출

비방사성 우라늄이 200 ppm으로 흡착된 토양 약 10 g을 임계유체 추출용 컬럼에 넣은 

후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 분리하 다. 40 ℃의 온도에서 TBOD-HNO3에 IPA(Isopropyl 

alcohol) 는 butanol을 투시창이 설치된 용해용기에 함께 넣은 후 이산화탄소를 200 bar로 

가압하여 20분 동안 교반하면서 형성된 TBOD-HNO3와 IPA 는 TBOD-HNO3와 butanol을 

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시켰다. 임계 이산화탄소에 용해된 각각의 TBOD-HNO3와 IPA 

는 TBOD-HNO3와 butanol을 40 ℃의 온도에서 200 bar의 압력을 유지시키면서 우라늄 추

출용기에 40분간 연속 으로 통과시켜 토양에 흡착된 비방사성 우라늄을 추출하여 분리하

다. 추출 후 토양에 흡착되어 있는 비방사성 우라늄 농도를 ICP로 분석하여 각각의 제거효

율을 평가하 다. TBOD-HNO3와 IPA 는 TBOD-HNO3와 Butanol에 의한 우라늄의 추출효

율을 TBOD-HNO3만의 추출효율과 비교하 다.

(다) 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추출제를 이용한 우라늄추출의 결과 고찰

원자력 산업에서 용매를 이용한 우라늄의 정련, 분리, 회수, 추출공정은 가장 요한 부분

이며, 특히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을 분리하는 재생공정은 가장 심이 되는 공정이다. 그

러나 용매를 이용한 추출공정은 량의 액체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으며 임계 이산화탄소를 

우라늄의 추출공정에 사용할 경우 2차 폐기물의 발생을 일 수 있다. 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추출공정은 친환경 이면서 경제 이며 방사 화학 으로도 안정 인 공정이다. 이러

한 임계 이산화탄소의 장 을 바탕으로 킬 이트 리간드와 마이크로에멀젼을 사용하여 우

라늄을 추출하는 연구를 수행하 으며, 한 추출제와 보조추출제를 함께 사용하여 우라늄

을 추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각각의 우라늄 추출효율을 정리하 다.

 원자력 산업에서 우라늄의 추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킬 이트 리간드인 TBP를 이용하

여 수용액과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하 다. 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TBP를 이용하

여 우라늄을 추출하기 하여 우선 이산화탄소에 한 TBP의 용해도를 측정한 결과 40 ℃, 

95 bar 이상의 압력에서 용해되는 것을 확인하 다. 용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임계 이

산화탄소 하에서 TBP의 양과 질산농도에 따른 우라늄의 분배계수를 구하 다. 한 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TBP-HNO3 착물을 이용하여 이산화우라늄이 용해됨을 확인하 다. 앞에

서 행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수용액으로부터 우라늄을 약 59% 정도 추출하 으며, 토양으

로부터는 우라늄을 약 92% 정도 추출하 다.

 TBP를 이용하여 우라늄을 추출하는 경우 열분해에 의해 처리과정  P2O4나 H2PO4와 같

은 화합물을 발생시키며, 가수분해나 방사분해에 의해 H2MBP나 HDBP 등의 2차 폐기물도 

발생시킨다. 이러한 TBP의 단 으로 인하여 우라늄 추출에 있어서 TBP를 체할 수 있는 

추출제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높은 추출효율을 가지는 

Diamide 유도체와 새로운 유기인산화합물 등이 새로운 추출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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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지게 되었다. Diamide 유도체는 강한 방사성 분 기에서도 안정 이며, 강한 산성용매에 

녹아 있는 액티나이드와 같은 속이온과의 친화성이 매우 강하다. 그리고 C, H, O, N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완 연소가 가능하여 2차 고체폐기물의 발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폐

기물 처분비용이나 환경농축에 향을 일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한 Diamide 유

도체는 강한 무기산 분 기에서 쉽게 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라늄 추출공정에 있어서 

TBP를 체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iamide 유도체의 킬

이트 리간드인 TBOD를 합성하여 수용액과 토양으로부터 우라늄 추출효율을 구하여 TBP의 

우라늄 추출효율과 비교하여 보았다. 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TBOD를 이용하여 우라늄을 

추출하기 하여 우선 이산화탄소에 한 TBOD의 용해도를 측정한 결과 40 ℃, 160 bar 이

상의 압력에서 용해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TBOD-HNO3 착

물과 TBOD-(NO2)3-UO2 착물의 용해도를 측정한 결과 TBOD의 용해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용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Dodecane과 이산화탄소에서의 우라늄의 분배계수를 구하 고 

한 TBOD의 양과 질산농도에 따른 우라늄의 분배계수를 구하 다. 앞에서 행한 실험결과

를 바탕으로 수용액으로부터 우라늄을 약 83% 정도 추출하 으며, 토양으로부터는 우라늄

을 약 58% 정도 추출하 다. 

 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수용액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한 경우에는 TBOD가 TBP보다 

추출효율이 더 높았으나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한 경우에는 TBP가 TBOD보다 추출효

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마이크로에멀젼’형 추출제는 ‘킬 이트 리간드’형 추출제보다도 재생이 용이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에멀젼’형 추출제인 Proline 유도체

를 합성하여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하 다.

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Proline 유도체를 이용하여 우라늄을 추출하기 하여 우선 이

산화탄소에 한 Proline의 용해도를 측정한 결과 40 ℃, 120 bar 이상의 압력에서 용해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Proline이 물과 결합하여 마이크로에멀젼

을 형성함을 확인하 다. 앞에서 행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약 56% 

정도 추출하 다.

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TBOD나 Proline를 이용하여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하 으

나 추출효율이 TBP를 이용한 우라늄의 추출효율보다 낮았다. 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토

양으로부터 우라늄의 추출을 높이기 하여  다른 추출제인 HFA, Pyridine을 이용하여 토

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하 으나 추출효율이 HFA의 경우에는 약 20%와 Pyridine의 경우

에는 약 15%로 TBOD나 Proline의 추출효율보다는 훨씬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추출제인 TBOD의 추출효율을 높이기 하여 TBOD와 IPA 는 

Butanol을 보조추출제로 사용하여 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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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실험결과 TBOD와 IPA를 함께 사용한 경우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약 80% 정도 추

출하 으며 TBOD와 Butanol을 함께 사용한 경우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약 76% 정도 추출

하 다. 이러한 추출결과는 TBP를 이용한 추출효율보다는 낮지만 TBOD를 이용한 추출효율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TBOD와 IPA 는 Butanol간의 시 지 효과에 의

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계 이산화탄소 하에서 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추출하기 한 향후의 연구는 효율 인 

친환경 추출제의 개발과 둘 이상의 추출제간 발생되는 시 지 효과에 하여도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해 체 부 지  복 원공 정  모 니터링 기술

가. 부지샘 링  측정기술 개발

(1) 표 시료채취

방사능 측정 상의 시료채취의 목 은 시료채취 상의 특성에 한 정보를 얻는데 있으

며, 그 정보는 모집단을 표하여야 한다. 그런데 측정 상은 다양한 형상과 종류이기 때문

에 모집단 체를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짧은 시

간내에 효과 으로 얻고자 하는 정보를 획득하기 하여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시료채취인 

것이다.

한 특히 토양은 수직으로나 수평 으로 불균일성을 갖는 이질성의 자연체이기 때문에 

토양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이 요하다. 토양시료의 채취 작업은 간단하지만 앞에서 말한 바

와 같이 시료가 그 토양을 표해야 한다는 에서 토양시료 채취는 그 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토양 시료의 목 에 따라 채취지 이나 채취량, 채취방법을 다르게 하여야 하며, 특

히 분석시료의 채취에 있어서는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료 채취 후

에 취 이나 분석을 아무리 정확히 하더라도 시료채취의 오차는 분석과정 오차보다 항상 크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료채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심해 두고 신 하고 정확

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방사능 장측정 기술

제염해체  원자력시설의 유지보수를 해서는 방사성 동 원소를 확인하고 방사능을 정

량하기 한 감마선 확인과 분석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들은 계획 수립을 하여, 

제염의 유효성을 모니터링하기 해, 그리고 D&D 과정 동안 생성된 물질의 2차 오염을 결

정하기 해 사용된다. 장에서 실시간으로 방사능을 정량 분석함으로써 실험실에서 분석

하는 비용에 비하여 획기 으로 일 수 있다. 미국의 ANL-East (Argonn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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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East)는 Chicago Pile-5 (CP-5) 연구용 원자로에서 ISOCS의 유용성을 시험하 다. 

이는 DOE의 LSDDP(Large Scale Demonstration and Deployment Project)의 일환으로 수행되었

으며, ANL의 CP-5 해체에 용하여 별 다른 문제없이 수행하 다. ISOCS는 장에서 직  

방사능농도 측정이 가능하며 사용하기가 쉽지만 능숙하게 운 하기 해서는 훈련이 필요하

다. 재 장에서 방사능 농도를 직  측정하기 한 다양한 장비들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

는 장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에 실험실에서 분석할 때 많은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다.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휴 용 감마핵종 분석기의 경우는 가장 정확한 방사능 농도 

측정이 가능하며, 낮은 검출 하한값(MDA)  다양한 핵종  고  백그라운드 역에서

의 핵종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휴 용 감마핵종분석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환경

에서 측정을 시험하 으며, 표 으로 Barnwell Fuel Processing Facility에서의 배  오염도 

측정, 형 구조물의 Free Release 측정(Tihange NPP, Belgium)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나. 복원공정 모니터링 요소기술 개발

(1) 부지 오염도 mapping 기술 개발

부지의 치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GPS, 선택된 지 에서 방사선량 율을 측정할 수 있는 

NaI(Tl) 검출기 그리고 자료들의 입출력하기 한 제어 장치를 일체화한 이동형 방사선량율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연구로 해체 부지의 방사선량 율을 실시간으로 mapping 하 다.  측

정과정에서 RF(Radio Frequency) 방식을 용하여 근거리 무선 data를 원격으로 송할 수 

있도록 하 으나, 일정한 거리  장애물 등으로 인해 테이터 송/수신 상의 문제  등의 개

선 사항 확인한다. 연구로 부지에 한 측정결과 부분의 부지는 배경  (Background 

level)의 방사선량율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나, 일부지역의 경우 방사선량율 분포가 배경

의 1.5배 정도까지의 분포를 보여 그 지역에 한 상세조사를 통해 오염제거를 한 복구활

용 여부를 단한다.

(2) 시료 표성 평가 모델 수립  검증

연구로 부지에 하여 사 조사(Scoping Survey)  특성조사(Characterization Survey)를 수

행한 결과 Co-60  Cs-137 핵종이 일부지역에서 검출되었으나, 그 수 이 매우 미미한 것

으로 평가되었고, 체 부지에 하여 방사선량 분포를 측정한 결과 환경 와 크게 다르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 자료를 근거로 연구로 부지의 경우 MARSSIM에서 제

시하고 Class를 구분 용하 다. MARSSIM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지에서 조사를 수행하

는 지침으로써, 상 부지에 하여 어떠한 근거, 차, 치 등의 반 인 방사능 조사 

차에 하여 기술하고 있다. 부지의 잔류방사능 평가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조사단 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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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측정방법, 개수, 지  등을 평가한다. 실행단계는 통계  측정방법 등에 한 차를 

제시하고 평가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평가단계에서는 수행된 조사 자료를 평가 결과에 따

라 부지개방기 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한다.

연구로 부지의 오염지역 분류는 MARSSIM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침을 용하여 조사단

(Survey unit)를 하나 는 그 이상의 조사단 로 구성될 수 있으며, 부지최종조사를 목 으

로 평가된 크기와 형태 등의 부지특성을 고려하여 그 크기를 제한하여 용하 다. 연구로 

건물 는 부지 지역의 경우 사 조사  특성조사를 통하여 부지  건물에 하여 Class 

3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단되나, 보수 으로 Class 2로 가정하여 측정단 를 나 고 각

각의 측정단 기와 형태시료의 개수  치 등을 산정하 다. MARSSIM에서 제시하는 방

법론을 용하여 부지  건물의 최 화된 샘 개수를 구하기 해서는 LBGR의 설정이 필

요하다. 일반 으로 LBGR 값을 DCGLw 의 1/2값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 이동 값의 범

(0.1≤ △/δ ≤3) 이내의 범 로 제한하고 있어 연구로 부지의 경우에도 LBGR을 조 하여 

건물  부지에 한 시료의 개수를 도출하 다.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부지  건물에서 한 샘 의 수와 치를 구하기 하여 

VSP(Visual Sample Plan) 로그램을 사용하 다. VSP는 통계학 인 계산에 의하여 상 지

역의 Sample 개수와 치를 나타내주는 로그램으로 복원 상 부지 내 샘 링 계획 단계

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다. 

(3) 부지 샘 링  방사선 측정 요소기술 개발

(가)  장 측정 시험

부지에 한 최종 황조사(FSS : Final Status Survey)를 해 오염 가능성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고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표 인 시료의 개수  치를 결정하거나 국부 으로 

방사능이 높은 지역(Hot spot)을 고려하여 추가시료의 필요 유/무  개수를 산정하고 잔류

방사선 조사를 한 최 화된 시료의 개수  치를 선정하여야한다.

 표 시료의 개수  치는 연구로 부지  그 오염도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된 자연 증발조 주변에 하여 수행하 고, 통계학  방법을 용한 시료의 개수 산정을 

해 부지개방을 한 기 (DCGL : Derived Concentration Guideline Level), 허용오차의 범   

오염도 황에 한 자료를 이용하여 MARSSIM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론을 용하여 계

산하 다.

(나) 측정시료의 개수  치의 선정

연구로 부지  건물에 하여 과거이력조사(Historic Site Survey), 사 조사(Scoping 

Survey)  특성조사(Characterization Survey)를 수행한 결과 Co-60  Cs-137 핵종이 일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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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검출되었으나, 그 수 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체 부지  건물에 하

여 방사선량 분포를 측정한 결과 BKG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과거 자

연증발조가 설치 운 되었던 주변 부지의 경우, DCGL을 과하는 오염이 확인되어 제염작

업을 통해 오염된 토양제거작업  조사작업이 수행되었다. 그래서 자연증발조 주변지역의 

경우 Class 1으로 구분하여 최종 황조사를 수행하 으며, 연구로 주변 부분의 부지는 

Class 2로, 외부지역의 경우 Class 3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건물의 경우 이력조사  특성

조사를 수행한 결과 오염된 핵종은 부지와 동일하게 Co-60  Cs-137이며, 방사성물질을 취

하 거나 오염이 되었을 것으로 단되는 실험실  핫셀 등은 Class 2 역으로 구분하

으며, 사무실, 강의실 등 방사성물질이 취 되지 않은 시설에 해서는 Class 3로 구분하

여 최종 황조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다) Depth profile 생산  평가

해체 부지의 방사능 분포를 장에서 직  측정하기 하여 휴 용 고순도 Ge 반도체 검

출기를 이용한 in-situ object counting system (ISOCS) 장비를 사용하여 부지 방사능을 장 

직  측정기 한 모델을 수립하 다.

 모델 결과를 검증하기 하여 연구로 주변에서 ISOCS를 이용한 직  측정과 시료를 채

취하여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최 의 부지 장 측정 모델링 결과를 도출하

다. 측정 결과 collimator를 용하지 않는 경우, 측정 토양층은 깊이 5 cm, 반경 60 m인 

경우가 직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한 결과와 가장 유사하 다.

   

다. 비포화대 핵종 이동 평가 기술

(1) 비포화  핵종 이동모델 개발

(가) 비포화 물유동 수학모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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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조건식

(나) 비포화 오염물질이동 수학모델개발

- 비포화 오염물질이동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식을 세움

- 지배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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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조건식

     

(다) 비포화 오염물질이동 로그램 개발 

수치 로그램에서 유체유동의 Richards’ equation과 오염물질 이동의 convection-dispersion 

equation을 계산하기 해 Galerkin finite element technique을 사용하 다. Galerkin finite 

element technique은 농도(수두) 에 basis function 을 곱하여 trial solution을 만들고, 지배방정

식에 basis function을 곱하여 불포화 층 체의 역에 해 분한 값을 0 으로 놓은 행렬

식을 만들고 이 행렬식을 경계  기조건들과 함께 풀어 각 에서의 농도(수두) 값을 

구하는 기술이며, 불포화 에서 강수에 의한 유체유동과 오염물질 이동해석이 가능한 

One-Dimensional Water Flow Solute Transport in Unsaturated Zone(FTUNS)코드를 개발하 다.

(2) 비포화 수리 라미터 측정

비포화 이동 코드의 검증을 해 제작한 오염물질이동 측정 실험장치에 원자력연구원 주

변에서 채취한 토양을 채우고, 개발한 코드의 입력 라미터인 토양의 수리 라미터를 측정

한다.

• 용 도, 수분함량, 공극률, 입자 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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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형흡착 Freundlich(k) 측정

• 수리 도도  수리분산계수 측정 

• 불포화 특성계수𝛂 와 n 산정

(3) 비포화 오염물질 이동모델 검증을 한 실험장치(65L 규모) 제작

비포화  오염물질 이동 모델 검증을 해 비포화  오염물질 이동 실험장치(65L 규모)를 

제작하 다. 표면 토양 5 cm는 코발트와 세슘 0.01 M로 오염시킨 토양이며 노즐을 통해 때

때로 강수를 주입하여 표면 오염물질이 의 토양으로 이동하도록 하 다. 2-3달간 실험 후 

깊이별 코발트와 세슘의 농도를 측정하고, 개발된 FTUNS코드로 계산한 깊이별 농도값과 비

교함으로 코드를 검증하 다.

(4) 실험을 통한 모델 검증  해체부지 오염 감 평가

30x30 cm면 을 가진 토양 컬럼의 표면 5cm 토양을 코발트와 세슘으로 오염시킨 후 때때

로 강수를 주입하 고, 일일평균 증발량은 0.08 mm로 측정 다. 코발트 농도는 n값이 커질

수록 농도가 집한다. 이동속도는 𝛂 값이 커질수록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코발트 농도 역

시 집한다. 세슘의 경우에는 코발트와 마찬가지로 n값이 커질수록 농도가 집하며, 이동

속도 역시 𝛂 값이 커질수록 이동 속도가 증가한다. 한, 코발트는 세슘보다 이동속도 8.35

배 빠르다. 세슘은 𝛂 값이 커질수록 이동속도 빠르고 농도가 집되지만, 코발트보다 작다. 

Freundich isotherm coefficient의 𝛂, n값은 해체부지의 제염깊이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요

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3. 겔  화 학  제 염 기술 개발

가. 겔 화학제염제 제조 및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1) 겔 화학제염제 제조 특성 분석

(가) 겔 화학제염제의 구성

겔화제는 화학제염제와 불활성이고 당한 표면 을 가진 고체형태의 도성 물질로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친수성 혹은 소수성  화학  안정성 등의 특성을 가진 알루미나, 실리카 

등과 같은 무기 재료가 겔화학제염제의 요변특성을 갖는 겔화제로 채택되어 주로 사용되어 

왔다. 다양한 무기 겔 형성제의 원료물질 , 실리카는 알루미나에 비해 4배 렴하고, 다양한 

표면  (200-385 m
2
/g), acidic 환경에서의 안정성  보다 은 양으로 원하는 유변특성을 

갖도록 제어하기 용이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겔 형성제로 선정하 다. 무기 겔 형성제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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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실리카  습식 실리카와 건식 실리카를 상으로 결합․구조 특성  물성 등을 

악한 결과 이방성 결합에 기인한 보다 은 양으로 겔화가 용이하고 요변성  성조 에 

유리한 건식 실리카를 겔 형성제로 선정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 성제 (M-5)의 구조와 

모양을 알아보기 하여 투과 자 미경 (TEM)과 주사 자 미경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M-5는 약 30-50 nm의 작은 입자들로 구성된 망상구조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성조제의 선정

겔 화학제염제가 한 성을 보유하기 해서는 무기 겔화제의 양에 비례하여 최종 

폐기물이 발생되므로 가능한 한 은 양의 무기 겔화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겔화제의 성특성을 유지하면서 발생되는 고체 폐기물의 양을 이기 한 방법으로 소량의 

성조제의 첨가가 필요하다. 다양한 종류의 겔화 성조제  이온성 조제에 비해 안정하고, 

속 양이온의 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식 실리카와의 수소결합 (Ethylene 

oxide 사슬에 결합된 ether의 산소 치와 수소결합 활용)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비이온성 

PEG 계열의 성조제  사  실험을 통해 Dioxyethylene glycol hexyl ether (DGHE), 

Tripropylene glycol butylether (TPGBE)  Tripropylene glycol dodecylether (TPGDDE)를 

최종 후보 성조제로 선정하고 특성을 악하 다.

(다) 화학제염제의 선정

화학제염제로는 상 오염물질과 우수한 반응특성을 보이는 ammonium cerium(Ⅳ) 

nitrate를 선정하 고 선정된 ammonium cerium(Ⅳ) nitrate의 화학 구조  물리화학  

특성을 악하 다.

(2) 겔 화학제염제를 이용한 표면 오염물질의 제거

겔 화학제염제를 이용한 표면 오염물질의 제거는 착성 는 고착성 오염물질의 표면에 

제조된 제염제를 분사하면 오염표면에서 제염제와 오염물질과의 화학반응이 일어난다. 

화학반응에 의해 제거되는 오염물질들은 용매 증발과 물질 이동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며, 

건조되면서 무기 겔에 오염물질들이 흡착  자연 건조되어 겔 상태로 수축하면서 

표면으로부터 분리된다. 

나. 겔 화학제염제의 표면점착 반응 특성 분석

(1) 실리카 기조 겔 화학제염제의 제조  유변학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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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 성제의 사용량에 따른 실리카 기조 겔 화학제염제의 도 특성

실리카 기조 겔 화학제염제는 2.0 M 질산용액에 ammonium cerium(Ⅳ) nitrate를 첨가하여 

제조된 0.5 M의 화학제염제 용액에 주 성제로 건식 실리카 (M-5)를 첨가하여 주 성제가 

고르게 섞이도록 일정시간 동안 교반한 후, 성조제로 비이온성 PEG계 (DGHE, TPGBE, 

TPGDDE)를 교반하면서 서서히 첨가하고 약 3 시간동안 교반하여 제조하 다. 제염제의 제조 

시, 주 성제의 양에 따른 제염제의 도 변화를 알아보기 해 화학제염제 용액과 성조제 

(1.0 wt.%)의 양을 일정하게 한 후, 주 성제 (5-7 wt.%)의 양을 달리하여 제염제의 도 

변화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조제 , 성조제로 같은 양의 TPGBE를 

사용하여 주 성제의 양에 따른 제염제의 도 변화에 한 rheogram을 측정한 결과, 

주 성제의 양이 각각 1.0 wt.% 증가함에 따라 겔의 도는 약 4,000-6,000 cP 만큼의 증가를 

보 다.

(나) 성조제의 사용량에 따른 실리카 기조 겔화학제염제의 도 특성

성조제의 종류와 사용량에 한 제염제의 도 특성을 알아보았다. 동일한 양의 주 성제 

(7.0 wt.%)를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성조제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제염제의 도는 

비례하여 증가하 지만, 성조제의 농도가 0.1 wt.%에서는 겔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0 wt.% 이상에서는 사  성 요구조건 (8,000 cP)보다 성이 높아 약 0.5 wt.%의 성조제 

농도가 함을 알 수 있었다. 제염 상 표면에 겔을 분사한 후 흘러내리지 않는 착성질의 

기  매개변수인 성회복 시간 (rebuild time)을 단력 변화 (500/s → 5/s)에 해 조사한 

결과, 성회복 시간 요구치 (5s 이내)를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으나 사용된 성조제의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도 특성을 보 다. 그 이유는 화학제염제 용액 내에서 성조제의 서로 

다른 용해도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성조제인 TPGDDE의 HLB는 DGHE와 TPGBE보다 

낮은 값을 갖는다. 여기서 HLB 값은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친수성기와 소수성기의 상  

세기를 나타낸 값으로 HLB < 10 일 때는 지용성을 나타내고, HLB > 10 일 때는 수용성을 

나타낸다. 결국, TPGDDE는 DGHE와 TPGBE의 HLB 값과 비교하여 상 으로 낮은 값을 

갖기 때문에 겔 제조 시 분산이 용이하지 않아 낮은 도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염제의 제조 시 성조제(TPGDDE)의 첨가 유무에 한 향을 알아본 결과, 성조제의 

소량 첨가(겔 형성제 무게비 기 으로 약 1/7)에 의해 첨가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유변특성을 얻는데 필요한 주 성제의 양이 1/2이상 감소됨으로써 궁극 으로 최종 폐기물의 

양에 있어서 2배 이상 감용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2) 실리카 기조 겔 화학제염제의 착 특성 평가

겔 화학제염제의 유변 특성 실험에서의 성 회복 시간 조사를 통해 착 가능성을 

확인하 고, 겔 분사 후 3 시간 동안 수직면으로부터 기 겔 제염제 양의 잔류량을 측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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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겔 화학제염제의 표면 분사 후 착 거동을 악하 다. 제조된 겔 제염제의 경우 겔 

형성제와 성조제의 농도에 비례하여 분사된 겔 화학제염제의 잔류량이 증가하여 매우 

양호한 착특성을 나타내었다. 겔 형성제의 농도가 낮더라도 일정 농도 이상의 성조제가 

첨가되면 양호한 착특성을 보 다.( : 3.0 wt.% M-5-1.5 wt.% DGHE에서 98 % 이상의 

잔류율) 한 겔 형성제의 농도가 당히 높더라도 성조제의 농도가 낮으면 착특성이 

불리한 거동을 보 음을 알 수 있었다.( : 7.0 wt.% M-5-0.1 wt.% DGHE에서 약 87 %의 

잔류율)

(3) 실리카 기조 겔 화학제염제의 건조 특성 평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 종류 성조제(TPGBE, DEHE, TPGDDE)를 사용하여 제조한 겔 

화학제염제의 건조특성을 평가한 결과 모두 성조제의 종류와 농도에 무 하게 8시간 

이내에 98 % 이상 쉽게 건조되었으며 건조 특성 요구치(90 % 이상, 12 시간 이내 건조)를 

만족하는 결과를 보 다.

(4) 실리카 기조 겔 화학제염제의 탈리 특성 평가

겔 형성제와 성조제의 농도 증가에 따라 겔 화학제염제의 탈리율이 증가하 으며 1.5-4.0 

mm 내의 crack size 범 에서 crack size 증가에 따라 겔 화학제염제의 탈리율이 

증가하 는데, 이는 성조제의 첨가에 의해 균일한 monodisperse size의 crack이 생성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겔 형성제의 농도가 1 wt.% 증가함에 따라 탈리율이 1-7 % 만큼 

증가하 으며, 성조제의 농도변화 (0.1-1.0 wt.%)에 한 탈리율은 TPGBE TPGDDE의 

경우는 98-99 %로 거의 유사한 반면 DEHE는 약 2-3 % 씩 증가 경향을 나타냈다. 겔 

제염제의 건조 후와 자연 탈리 후 제염 표면 사진으로부터 자연 탈리에 의해서도 쉽게 

탈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실리카 기조 겔 화학제염제의 제염 특성 평가

Co-60와 Cs-137 핵종으로 오염된 시편의 제염 과 제염 후 MCA를 사용한 제염분석 결과, 

자연 탈리 후의 제거율은 상보다 낮은 제거율 (Co : 83-98 %, Cs : 81-97 %)을 

나타내었으나, 실제 장에서 겔 잔류물 제거 방법인 진공 흡입에 의한 탈리 후 제거율은 두 

핵종 모두 99.3-99.9 %의 높은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겔 형성제의 농도 증가에 따라 

제염계수가 증가하 는데 이러한 경향은 Co와 Cs 핵종 모두에 해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TPGBE 성조제의 경우 5-7 wt.%의 겔 형성제 범 에서 1 %의 겔 형성제 농도 증가에 해 

제염 계수값이 200씩 크게 증가하 다. 0.1-1.0 wt.%의 성조제 농도 범 에서 성조제의 

농도 변화에 따른 핵종 제거율은 성조제 농도 증가에 비례하는 경향보다는 일정농도에서 

최 값을 나타내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본 실험범 에서는 0.5 wt.%의 성조제 농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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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 인 제염결과를 나타냈다. 겔 콜로이드의 회합과 괴조건 등이 련된 이의 원인 

규명에 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세 종류 성조제  TPGDDE 성조제가 가장 높은 

제염특성 결과 (DF=약 700-800)를 나타내었으나 세 종류 성조제 모두 400 이상의 높은 

제염계수를 나타냈다. 겔 제염제의 성조제 특성 조사 결과를 종합 으로 평가한 결과, 표면 

착과 건조․탈리 특성  제염 특성이 우수하고 최종폐기물 감에 효과 인 겔 화학제의 

조성으로 “6 wt.% fumed Si + 0.5 wt.% tripropylene glycol dodecylether + Ce/2M HNO3 

”을 결정하 다.

(6) 개선된 실리카 기조 겔 화학제염제의 제조

(가) 성조제의 분산용매로서 알코올의 향

화학제염제 용액과 주 성제가 포함된 혼합물에 소수성 알킬 사슬을 갖는 성조제를 

첨가할 경우, 낮은 HLB 값을 갖는 성조제는 반응 혼합물에 쉽게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오염표면에서 요변특성을 필요로 하는 제염제의 도 조 이 용이하지 않다. 성조제인 

TPGBE의 양이 0.16 ml 이상 첨가될 때, 제염제의 도가 격하게 증가함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성조제가 제염제의 도 변화에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성조제의 소량 증가에 따라 제염제의 도가 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당한 요변특성을 

갖는 제염제를 제조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성조제를 알코올에 분산시켜 제조한 제염제의 

경우, 성조제의 양이 증가할수록 제염제의 도 변화가 서서히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 다. 

한, 성조제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염제의 경우와 비교하여 성조제를 알코올에 

분산시켜 제조한 제염제는 성조제의 사용을 약 1/2 정도로 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알코올은 제염제의 제조에 있어서 성조제의 효과 인 분산용매로서의 작용뿐만 

아니라 제염제의 균일한 제조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알킬 사슬 길이를 갖는 

다양한 종류의 알킬 알코올을 이용한 제염제의 도 변화 특성을 평가한 결과 알킬 사슬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더 높은 도 특성과 더 격한 도 변화를 보 다. 제염제의 도는 

다양한 양의 알킬 알코올 (MeOH: 1.6 ml, EtOH: 1.2 ml, BuOH: 0.9 ml, HeOH: 0.3 ml)과 

TPGBE (0.1 ml)를 사용할 경우에 가장 높은 값을 보 다. 비교  짧은 알킬 사슬 길이를 

갖는 Methanol과 Ethanol를 사용한 경우, TPGBE의 양이 증가할수록 완만한 도 변화를 

보여주는 반면, 상 으로 알킬 사슬의 길이가 긴 Buthyl Alcohol과 Hexyl Alcohol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염제의 도 변화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나) 성조제의 구조에 따른 겔 화학제염제의 도 특성

제염제의 제조에 있어서, 도를 높이기 한 방법은 제염제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성조제에 한 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조제의 구조에 

따른 제염제의 도 변화에 한 향을 실험 으로 평가하 다. 다양한 구조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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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제 (0.2 ml)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염제의 도변화와 rheogram을 측정한 결과, 

성조제의 비극성 알킬사슬이 없고 친수성 propylene glycol의 개수만 증가한 경우와 비극성 

알킬사슬의 길이가 증가(n = 0-4)하고 친수성 propylene glycol의 개수가 m = 1일 경우 매우 

낮은 도를 보 다. 그러나 성조제에 비극성 알킬사슬이 존재하고 propylene glycol의 

개수가 증가할 경우, 도가 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성조제의 비극성 

알킬사슬의 유/무  알킬사슬의 길이뿐만 아니라 propylene glycol의 개수가 제염제의 도 

형성에 있어서 상호 보완 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 다. 제염제의 도는 비극성 

알킬사슬의 길이가 증가하고 propylene glycol의 개수가 m = 3일 때, 좋은 도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실리카 표면에 존재하는 -OH 그룹과 성조제의 propylene glycol 

계열과의 수소결합  비극성 알킬사슬 사이에서의 소수성 인력에 의해서 도가 형성됨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다양한 구조의 성조제 (0.1 ml)를 EtOH (1.2 ml)에 분산시켜 제조한 제염제의 도변화와 

rheogram을 분석한 결과, 성조제의 분산용매로서 EtOH을 사용하여 성조제의 사용량을 

감할 수 있었다. 성조제의 분산용매로 EtOH를 사용하지 않고 성조제만을 사용하여 제

조된 제염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리카 표면에 존재하는 -OH 그룹과 성조제의 

propylene glycol 계열과의 수소결합  비극성 알킬사슬 사이에서의 소수성 인력이 제염제의 

도 형성에 매우 요하다는 것을 말해 다. 특히 수소결합보다는 소수성 인력이 제염제의 

도에 더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다. 제염대상별 겔 화학 제염제의 성능평가

(1) 겔 화학제염제의 성특성에 한 분산조건과 pH 향

(가) 주 성제의 사용량에 따른 실리카 기조 겔 화학제염제의 도 특성

M-5의 농도(6 wt.%), 성조제 (DGHE, TPGBE, TPGDDE)의 농도 (0.5 wt.%)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교반속도에 따른 실리카 겔 화학제염제의 도 특성을 분석하 다. 250-1000 rpm의 

교반속도 범 에서 교반속도의 변화에 해 거의 유사한 도값을 나타내어 이 범 의 

교반속도가 도에 미치는 향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한 M-5의 농도 (6 wt.%), 성조제 

(DGHE, TPGBE, TPGDDE)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교반시간 변화에 따른 실리카 겔 

화학제염제의 도 특성을 조사한 경우, 교반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6시간 이후부터 도가 

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겔 화학제염제의 도에 미치는 pH의 향을 조사하기 

해, M-5의 농도 (6 wt.%), 성조제의 농도 (0.5 wt.%)  HNO3의 농도 (2M)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NaOH의 양을 변화시켜 실험한 결과, 겔 화학 제염제의 pH가 산성에서 

염기성으로 변할수록 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겔 형성에 있어 pH가 큰 변수로 

작용했으며, 세 성조제 모두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게 pH 변화에 따라 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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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감소하는 경향은 colloidal silica-water system 에서의 pH 향을 보고한 Iler 등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pH 4-6에서 가장 높은 성을 나타내고 

산성 역이나 염기성 (8-10.5) 역에서는 매우 낮은 성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silica 입자간 van der Waals 인력과 기 이 층 첩에 의한 척력이 복합 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산계는, silica-water계에 계면활성제가 첨가됨으로써 

정 기  안정화에 의해 선형으로 표시된 인력항이 상쇄되고 지수함수  기이 층 

척력항이 강화됨에 따라 pH에 따라 도가 크게 감소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나) 산화온도에 따른 고착성 오염 특성

고착성 산화오염 시편을 제조하기 해 SUS 304 표면에 Co와 Cs 방사성 용액을 시켜 

Co와 Cs이 휘발되지 않는 산화온도와 시간을 도출하기 해 고착성 산화오염 시편제조 

실험을 수행하 다. 400℃부터 Cs의 일부가 휘발되기 시작하 으며, 24 시간 이상의 

산화시간에서 방사성핵종 농도값이 일정한 것으로 나타나 산화오염 제조시간과 온도를 각각 

24 시간, 350 ℃로 하 다.

(다) 제염 상별 겔 화학 제염제 성능실험

   ① SUS 304 표면 형성 고착성 Co/Cs 핵종 오염에 한 제염특성

SUS 304 표면에 Co와 Cs 방사성 용액을 떨어뜨린 후 Co와 Cs이 휘발되지 않는 조건인 

350℃에서 24시간동안 산화시켜 제조한 시편을 사용하여, 질산매질에 Ce 화학제가 혼합된 

제염제와 질산만이 함유된 제염제의 제염특성을 조사한 결과, 두 제염계의 Co와 Cs 핵종에 

한 제거율은 각각 98 %, 95-97 %의 범 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생성 부식 산화막  Cr 

산화물의 함유량이 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제염 화학제의 운반체로 작용하는 

겔화제의 특성에 따라, 겔화제의 종류와 방사성 핵종의 제염효과와는 상 계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실제 겔화제의 구성성분의 하나인 성조제로 첨가된 계면활성제는 그 

자체만으로 분산성, 젖음성  detergent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향을 

확인하기 해 겔화제의 종류에 따른 Co와 Cs 방사성 핵종에 한 제염특성을 평가하 다. 

겔화제의 종류에 따른 Co와 Cs 핵종에 한 제거율 차이는 모두 약 1 % 이내로 큰 향이 

없었으나, TPGDDE가 약간 우수한 제염특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Co와 Cs 방사성 

핵종에 한 겔 화학 제염제의 제염특성을 조사하기 해, 6 %의 M-5 건식 실리카에 0.5 % 

농도의 성조제를 혼합하여 고착성 Co와 Cs 핵종으로 오염된 SUS 304 표면에 용하여 

이들 핵종에 한 제거 실험을 수행하 다. Ce 혼합 겔 제염제와 질산 제염제를 사용한 핵종 

제거율 결과, Ce 혼합 겔 제염제를 사용한 경우 98-99.5 %의 Co 핵종 제거율과 96-98 %의 Cs 

핵종 제거율을 나타내었으며, 질산 겔 제염제의 경우 Co와 Cs의 제거율은 각각 98-98 %, 

96-97 %를 나타내었다. 즉, Co와 Cs 핵종에 한 제거율은 약 1-2 %의 미세한 차이로 Co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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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에 비해 약간 높은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기 방사성 핵종 농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제염 상 표면의 조도는 겔 화학제염제의 착과 제염 후 탈리·제거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결과 으로 제염효과에 계될 수 있다. 이러한 제염 상 

표면조도의 향을 조사하기 해, 표면조도가 다른 세 종류의 SUS 304 시편 (연마시편, 미 

연마시편, 거친표면 시편)을 사용하여 제염특성 실험을 수행하 다. 사 에 표면조도계 

(Time사 model TR 200s)를 사용하여 심선 평균법 (Ra)으로 시험시편의 표면조도를 측정한 

결과, 연마시편에 비해 미 연마시편과 거친 표면시편의 조도는 각각 약 2배, 40배 높으며, 

건조된 겔의 표면 잔류에 기인해서 표면조도가 낮은 smooth한 표면일수록 제염효과가 

높았다. PEG계 겔화제가 함유된 Ce 기조 겔 제염제  질산 기조 겔 제염제와 재 사용하는 

겔 제염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Decon gel 1101 (Cellular Engineering Corp.)의 Co와 Cs 

핵종에 한 제거율을 표면조도를 달리하여 비교하 다. 연마 표면에 형성된 방사성 핵종에 

한 PEG계 함유 겔 화학제염제의 제염율이 Decon gel 1101에 비해, Co는 5 % 이상, Cs은 

약 10 %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미연마 표면의 오염핵종에 해서는 Decon gel 1101에 

비해 Co와 Cs 각각 약 60 %, 70 % 이상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PEG계 

겔화제가 함유된 겔 화학제염제가 고착성 방사성 오염에 효과 이며, 상용 Decon gel 1101은 

비 고착성 오염 제거용 겔 화학제염제로 단된다.

겔 화학제염기술은 운반체로 작용하는 겔화제의 향으로 제염효과가 낮은 단 이 있으므로 

흔히 3회 이상 반복 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 따라서 핵종 제거율이 가장 낮은 거친 표면 

시편을 사용한 3차까지의 반복제염 용을 통해 Co와 Cs 핵종에 한 제거율을 조사하 다. 

Co의 경우 1차 제염시 97-97 % 범 로부터 2차 제염을 통해 99 % 이상 효과 으로 

제거되었다. 상용겔인 Decol gel 1101 역시 1차 제염 시 79 %로 부터 3차 제염 시에는 97 

%까지 증가하 다. Cs의 경우 1차 제염 시 약 80 % 제거율에서 2차  3차 반복 제염 용을 

통해 97-98 %까지 크게 증가하 으며 상용 Decon gel 1101 역시 1차 74 %에서 3차 95 

%까지 증가하 다. 기 제거율은 Co가 Cs에 비해 높았으나 반복 용에 따른 제거 

증가율은 Cs이 보다 높았다.

(2) 콘크리트/타일 표면 비고착성 Co/Cs 핵종 오염에 한 제염특성

고 방사능 시설인 hot cell은 주로 콘크리트에 SUS 304로 lining된 형태이거나 콘크리트에 

내 방사능 도료가 도포된 형태이며, 도장 콘크리트는 주로 미세 분진형 입자가 부착된 형태의 

비고착성 오염을 띄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비고착성 오염을 모사하기 해 일반 

콘크리트를 grinder로 연마한 표면을 내 방사능 도료 (주제: KCC corporation, ET-5290A, 

경화제: KCC corporation, ET-5290B, 희석제: KCC corporation, 024를 3:2:1로 섞음)로 

도포하여 제조한 도장 콘크리트 표면에 비고착성 Co  Cs 핵종에 한 제염 특성을 

조사하 으며, 비교를 해 미 도장 콘크리트에 한 방사성 핵종 제염 특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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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계 겔화제가 함유된 세 종류의 겔 화학제염제 모두 도장 콘크리트에 형성된 두 핵종에 

해 95 % 이상의 높은 제거 특성을 나타낸 반면, 상용 Decon gel 1101은 Co와 Cs 각각에 

해 92 %, 85 %의 보다 낮은 제염 효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비 고착성 오염에 

해서도, PEG계 겔화제가 함유된 Ce기조 겔 화학제염제나 질산 기조 겔 화학제염제가 상용 

Decon gel 1101에 비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미 도장 콘크리트에 형성된 방사성 오염에 

한 제거율은 Co의 경우 10-50 %, Cs의 경우 25-45 %로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오염시편 제조 시 방사성 용액이 콘크리트 기공 내부로 침투·흡수되어 겔 화학제의 제염 

범 를 벗어났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방사능 실험실 바닥 재료로 흔히 사용되는 타일에 형성된 비 고착성오염에 한 제염 

실험을 수행한 결과, 도장 콘크리트에 형성된 Co와 Cs 방사성 핵종에 한 제거율 보다는 

낮지만 약 95 %에 해당하는 높은 제염율을 나타내었으며, Decon gel 1101도 PEG계 겔 

화학제염제 보다는 낮지만 약 90 %의 비교  효과 인 제거율을 보여 주었다.

라. 대면적 적용 제염공정 개발

(1) 면  겔 화학 제염장비 구축

겔 화학 제염기술은 고 단력 하에서 낮은 성을 나타내어 제염 상 표면에 쉽게 분사된 

후 본래의 성을 가능한 한 빠르게 회복 (5  이내의 성회복 시간)하는 요변특성을 

이용하므로, 겔 화학 제염장비는 고 단력을 제공할 수 있고, 겔의 유량제어가 가능한 겔 

제염제의 분산  장을 한 겔 제염제 분산· 장조와 겔 제염제의 분사 도구인 spraying 

gun  면  분사 시 높은 분사압력을 제공하는 air compressor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분사된 겔 제염제의 제염 후 건조된 겔 제염제는 brush나 진공청소기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따라서 면 의 제염 후 발생된 겔 제염제의 양이 많을 경우 겔 화학 제염장비의 일부로 

진공청소기가 이용될 수 있다. 면  겔 화학 제염장비의 구성품  사양은 아래와 같다.

구 성 품 사 양

겔 화학 제염제 분산  장조

- 장 용량 : 10 L

- 분산 속도 : 100-500 RPM

- 부속품 : Regulator, Gauge

- 재질 : SUS 304

spraying gun
- nozzle 직경 : 1.5-2.5 mm

- 재질 : Aluminum

air compressor

- 압력 : 0.8 MPa

- 용량 : 40 L

- 유량 : 380 L/min

Table 3.2.1. 면  겔 화학 제염장비의 구성품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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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  실증을 한 사  제염공정 확인 실험

Lab규모 실험을 통해 확보한 겔 화학 제염제 formulation에 해 규모 방사성 오염 

장을 상으로 실증실험을 수행하기 에 원 연료(주) 장 실증 실험실 내 오염바닥 

타일을 인출하여 사  제염공정 확인 실험을 수행하 다. 6 wt.%의 건식 실리카에 0.5 

wt.%의 PEG계 성조제 세 종류 각각을 질산 매질에 Ce이 첨가된 화학제염제나 질산 

화학제염제에 혼합시켜 제조한 겔 화학제염제의 타일에 형성된 우라늄 핵종 제거 특성을 

조사하 다. 한 상용 겔 화학제염제인 Decon gel 1101  PVA-DTPA로 구성된 유기겔 

제염제의 우라늄 핵종 제거 실험을 수행하여 제염성능을 비교하 다. 이때 제염시간은 lab. 

실험 결과를 근거로 24시간으로 하 으며 5회의 반복 제염을 용하 고 방사능 측정은 

MCA를 사용하 다. 두 종류의 화학제염제에 해 겔 성조제로 3종류의 성조제(DGHE, 

TPGBE  TPGDDE)를 사용한 경우의 제염특성을 평가하 다. DGHE 성조제를 사용한 

경우 Ce 함유 겔제염제가 질산 함유 겔제염제에 비해 약간 우수하 으나 TPGBE나 

TPGDDE를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질산 함유 겔제염제의 제염율이 높게 나타났다. 

Ce 기조 산화·환원 제염제를 사용한 경우 제염효율은 DGHE > TPGDDE > TPGBE의 순서인 

반면 질산 환원제염제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TPGDDE > TPGBE > DGHE 순서로 제염효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기존 연구를 통해 보고된 Ce 기조 산화·환원제염제에 DGHE 겔 

성조제가 결합된 겔 화학제염제와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질산 제염제와 TPGDDE가 혼합된 

겔 화학제염제의 제염성능을 비교한 결과, 1차 제염을 제외한 후속 반복 용결과 Ce-DGHE 

겔 화학제염제에 비해 질산-TPGDDE 겔 화학제염제가 동등 이상의 제염 성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질산-TPGDDE 겔 화학제염제가 건조특성과 유변특성 면에서 우수하며 Ce 배제를 

통한 제염제 소모가 불필요하고 이에 따른 생성 폐기물양이 어들므로 경제 으로도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제염 용 차수에 따른 방사능 농도의 변화를 평가한 결과, 제염 용 

횟수에 비례하여 제염효과는 증가하 으나, 2차  3차 제염에 의해 각각 총 제거 방사능의 

약 90 %  95 %가 제거되어 기 제염 용에 의해 부분의 방사성 오염이 제거됨을 알 

수 있다. 면  방사성 오염 장 제염기술 실증

재까지 lab. 규모 실험을 통해 확보한 겔 화학 제염제 formulation을 사용하여 규모 

방사성 오염 장을 상으로 실증시험을 수행함으로써 개발된 겔 화학 제염기술을 

검증하고자 하 다. 규모 실증시험 상으로 방사성 오염시설을 조사한 결과, U 핵연료의 

화학 실험 등을 수행한 후 재는 사용이 단된 U 핵종으로 오염된 (주)원 연료의 

화학실험실 내 SUS hood  타일바닥을 한 면  제염 실증 상으로 선정하여 

원 연료(주)  방사성 안 리 업체인 고려검사(주)의 지원을 받아 장 실증시험을 

수행하 다. 겔 화학제염기술의 특징의 하나인 유변 특성을 확보하기 해 수직 벽면인 SUS 

304 재질의 실험실에 설치된 hood 벽면을 실증 상의 하나로 선정하여 정면 세 부 와 측면 

한 부 를 제염 상으로 하 다. 이 경우 사  방사능 측정에 의해 비교  방사능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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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높고 겉보기 오염상태가 열화된 부 를 선정하 다. 한 바닥 타일  우라늄 농도가 

가장 높은 부  여섯 곳을 선정하여 각각 다른 겔 화학제염제 formulation을 용시켰다. 

실증 실험은 10-11℃의 온도와 40 %의 상 습도 조건에서 3회의 반복실험을 수행하 다. 

사  실험을 통해 제염 결과에 큰 변화가 없고 오염 장 상황을 고려하여 겔 화학제염은 

24-36 시간을 용하 으며, 3차에 걸쳐 용하 다. 표면오염 측정기 (Contamat FHT 

111M)를 사용하여 α 핵종에 한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 다. 제염 과 후의 표면 α오염 

측정 결과를 제염 차수별로 정리하 으며 Hood와 바닥 부 의 제염효율을 평가하 다. 

Hood에 한 실험 결과로부터, 기 제염 용에서는 Ce 함유 겔 제염제가 질산 함유 겔 

제염제에 비해 약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3차 제염 후에는 94% 이상의 제염율로 거의 

유사한 제염거동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 다공성 SUS 304 표면에 형성된 오염이므로 

화학 으로 제거가 용이한 겔 제염 특성에 기인한다. 타일 바닥에 한 제염실험 결과, 기 

방사능 농도가 클수록 제거율이 낮은 경향이 있으나, 1차 제염을 통해 입자성 불순물과 함께 

방사성오염이 많은 부분 제거됨으로써 2차 제염 용을 통해 제거율이 크게 증가하 으며 

후속 3차 제염에서는 제염 증가율이 1-8 %로 크지 않았다. 실증시험 상 오염부 는 분진형 

입자가 많은 부분 형성되어, α counting과 병행하여 smear test에 의한 방사능 제거 특성을 

조사하 다. LB 5100 W를 사용하여 표 방법에 의한 smear test 결과, SUS 304 재료로 된 

hood 내 벽면에 비해 바닥 tile은 오염의 불순물이 다량 찰되어 3차 최종 제염 후에만 

smear test를 수행하 다. 이 결과, SUS 304 재료로 된 hood 내 벽면의 α, β 오염부 는 3차 

제염을 통해 모두 백그라운드 이하로 효과 으로 제염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이 smear 

test 결과는 α표면 측정기 계측에 의해 얻은 결과보다  제거율 값은 낮지만 비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일바닥에 있어서는, DGHE나 TPGBE 성조제가 혼합된 Ce 

기조 겔 제염제가 질산 기조 겔 제염제에 비해 2-12 % 높은 제염결과를 나타낸 반면 

TPGDDE 성조제를 혼합한 경우 두 제염제의 제염율 차이에 큰 차이가 없이 약 95 %의 

높은 제염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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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고 방 사 능  시설 운   해 체 폐 기물  처 리 기술 개발

1. 해 체 폐 기물  재 활용기술 개발

가.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재활용 방안 설정 및 평가

(1) 비원자력분야 재활용 방안 평가

 방사성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의 비 원자력 분야 재활용에 한 국내 규제 요건을 바탕으

로 재활용 방안을 설정하 으며, 재활용 방안에 한 방사선학  안 성 평가를 통해 핵종

별 규제해제농도 제시하 다. 원자력시설 해체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를 재활용하기 해서

는 합리 으로 설정된 피폭경로에서 잔류방사성물질에 의해 유발될 것으로 상되는 방사선

학  향에 한 평가가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에 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방사능의 제한농도를 개인  집단에 한 피폭방사선량이 제한치 미만이 

되는 것이 입증되는 농도로 규정하고 있다.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에 잔류하는 방사선은 몇 가지 피폭 경로를 통해 일반인에게 방사선

피폭을 유발할 수 있는데 RESRAD-RECYCLE와 RESRAD-BUILD  MCNP 산코드를 이용

해 건축물/도로/주차장 등 비원자력분야 재활용에 따른 콘크리트 해체/처리/선 /하역/운송작

업자  일반인 이용자의 연간 피폭선량을 평가하 다. 재활용에 련된 직  외부피폭, 건

물 실내 공기 으로 비산된 분진에 의한 외부피폭,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 방사능 입자 섭

취에 의한 내부 피폭 등의 피폭경로를 고려하여 평가한 연간 피폭 선량으로부터 개인선량기

(10 μSv/y)에 근거한 핵종별 규제해제농도를 산출하 다.

Nuclide 도로(Bq/g) 주차장(Bq/g) 건축물(Bq/g)

Co-60 1.20E + 01 1.06E - 01 7.75E - 01

Cs-137 5.65E + 01 4.78E - 01 2.85E - 00

Table 3.3.1. 개인선량기 (10 μSv/y)에 근거한 핵종별 규제해제농도.

(2) 원자력분야 제한  재활용 방안 평가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의 원자력분야 재활용에 한 국내 규제해제 요건을 바탕으로 재

활용 방안을 설정하 다. 특히 원자력산업계 내에서 재활용하는 제한 인 규제해제 사례를 

국내  유럽, 미국 등 원자력 선진국을 상으로 실제 재활용된 경우와 재활용 방안으로 

검토된 사례를 조사하고,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의 제한  재활용 용 조사 결과  국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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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제 요건을 바탕으로 최종 제한  재활용 방안을 설정하고 방안별 작업자  일반 이용

자의 연간 피폭선량을 산정하 다.

스페인의 경우 114,000 ton의 콘크리트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장시설 뒷 메움재

로 사용하 으며  방사성 폐기물 처분 장소에서 폐기물 컨테이 를 충진하기 

한 grout/concrete로 재활용 하 다. 국은 콘크리트 폐기물  3,000ton을 재활용하여 Drigg

에 있는 BNFL 처분장에서  방사성 폐기물의 이송용 ISO 컨테이  생산을 한 grout

로 이용하 으며,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을 shield wall로 사용되는 cast 

콘크리트 블록의 혼합재로 재활용하는 방안에 하여 연구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미국은 

차폐블록 는 B형 폐기물 용기 제작에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을 사용하 고, 독일 역시 방사

성 폐기물을 용기를 제작한 사례가 있다.

국내의 경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처분하기 에 발생지에서 운반되어 온 방사성폐기물 

 콘크리트 용기를 제외한 폐기물 드럼은 처분하기 에 별도의 콘크리트로 제작된 처분용

기에 다시 포장하여 처분 할 정이며, 콘크리트 처분용기 재활용 방안과 처분용기 빈 공간

을 채울 채움재 방안을 선정하여 콘크리트 처리, 수송, 재활용된 콘크리트 처분용기 인수에 

련된 작업을 포함하여 시나리오를 평가하 다.

Fig. 3.3.1. 방사성폐기물 처분용기. 

재활용과 련된 작업자  일반인의 외부피폭, 공기 으로 비산된 분진 흡입에 의한 내

부피폭  입자 섭취에 의한 내부 피폭 등의 피폭경로를 고려하여 Monte Carlo 산 코드인 

MCNP 4C와 NUREG-1640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피폭선량을 계산하 다. 

이때 콘크리트 폐기물 규제해제 상 물량을 300 ton(연구로 해체과정  방사성폐기물이 약 

260 ton 발생)으로 하고, 실제 연구로에서 발생된 콘크리트 폐기물에서 검출되고 있는 핵종

에 하여 평가하 다. 용량이 200L인 드럼 처분용기 1개를 제작하는데 약 5.5 ton의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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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소요되며, 하루에 처분용기 1개를 제작한다고 가정하여 처리 작업자의 피폭선량을 평

가하 다.

시나리오별 집단선량평가는 개인 최 피폭선량에 피폭인원을 곱하여 평가하 다. 콘크리

트 해체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피폭 시나리오별 집단선량 평가 결과, 국내 연간규제해제 기

치 1 man․Sv/y를 충분히 만족하는 규제해제 기  농도가 개인의 경우 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었다. 국내 연구로에서 발생된 방사성폐기물을 상으로 연간 유효선량  규제해제 

농도를 도출하 다.

핵종
콘크리트 처리 작업자

유효선량 (μSv/y) 규제해제기  (Bq/g)

H-3 1.77E-03 5.65E+03

C-14 3.78E-02 2.65E+02

Fe-55 2.16E-02 4.63E+02

Fe-59 3.67E+01 2.72E-01

Co-60 7.79E+01 1.28E-01

Cs-134 3.75E+01 2.67E-01

Cs-137 1.63E+01 6.14E-01

Eu-152 2.89E+00 3.47E+00

Eu-154 3.12E+00 3.21E+00

Table 3.3.2. 단  물량의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처리 작업자의 유효선량 

 규제해제 기 .

나.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가열분쇄 감용기술 개발

(1)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특성 평가

 해체 경험이 있는 해외의 문헌 분석을 통하여 상용로, 연구로 등 국내․외에서 해체되거

나 해체 인 원자력 련 시설을 상으로 원자력 시설별 오염 특성  폐기물 발생량을 

악하 으며, 이를 근거로 도출된 scaling factor(NUREG-1640)를 이용하여 출력 는 처리 용

량에 따라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의 발생량을 산정할 수 있었다.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의 발생량은 각 나라마다 방사성 폐기물 분류 기   재활용에 의한 

자체처분(규제해제) 기 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 에 따라 콘크리트 폐기물의 방사능 

에 따른 콘크리트 양에 차이가 있었다. 가압경수로(1,100 MWe) 해체 시 콘크리트 폐기물의 

발생량은 45만톤 이상이며, 재활용 가능한 규제해제 상 폐기물은 체 발생량의 90% 이상

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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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내 연구로  우라늄변환시설에서 발생된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의 발생량  방사

선학  특성 악하 다. 연구로 2호기 해체를 통해 약 2,000톤의 량콘크리트 폐기물이 발

생되었으며, 이  약 260톤이 방사화된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었다.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를 

통해서는 100톤 이상의 우라늄 화합물로 오염된 경량콘크리트 폐기물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로 해체 시 발생한 경량  량 콘크리트 폐기물의 화학  조성을 ICP  XRD

를 통해 분석하 다.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 주요 성분은 SiO2, CaCO3, Al2O3 이었으며, 량 

콘크리트의 경우 자철 (Fe2O3) 성분이 약 40%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부피감용 단 공정 시험  평가

원자력시설 해체 시 발생되는 량의 콘크리트 폐기물은 부분 미미하게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어 있어 한 처리기술을 용하면 부분 규제해제를 통한 방출 는 재활용이 가

능하므로 이를 한 최 의 단 공정 선정을 해 주요 단 기술에 사용되는 기술의 특성과 

원리, 기술 용성 등을 평가하여 감용  재활용을 한 단 공정으로써, 쇄기술로 조크러

셔, 분 기술로 체가름, 고도화 처리기술로는 골재 회수율이 높은 볼  등과 같은 조 분쇄

공정을 선정하 다.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부피감용 단 공정 시험  평가를 해 우선 으로 비방사성 콘크

리트 폐기물을 상으로 골재와 시멘트 성분의 분리를 통한 감용  분리된 시멘트 미분말

의 감용을 한 고온 슬래깅 특성을 악하 다. 이를 해 비방사성 콘크리트폐기물을 사

용하여 콘크리트의 구성물질인 골재와 시멘트 사이의 결합력을 약화시켜 쉽게 골재와 시멘

트 성분이 분리되도록 하기 한 열처리 효과를 조사하여 열처리 온도에 따른 시멘트 페이

스트의 분리 특성을 고찰하 다. 열  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미분말 생성율은 증가하

으며, 골재의 상 이가 발생하기 인 500℃ 이하의 열처리가 바람직한 것으로 단되었다.

한 열  처리 후 분쇄를 통해 발생하는 시멘트 미분말에 한 슬래깅 감용  안정화 

가능성, 슬래깅 조업조건 특성을 조사하 다. 시멘트 미분말에는 부분의 방사성 물질이 농

축되어 있으며, 오염확산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최종 처분시 안정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시멘트 미분말을 고온에서 슬래깅하여 고화체로 만들었을 때 감용특성을 조사하

으며, 량콘크리트 미분말의 감용율은 약 65%, 경량콘크리트의 감용율은 약 55%로 반

이상 부피가 감소됨과 동시에 안정한 고화체를 형성하 다.

비방사성 콘크리트를 사용한 골재의 분리특성을 기 로 방사성 동 원소로 오염된 콘크리

트를 사용하여 표면 , 오염도  열처리 온도 등에 따른 골재의 분리특성과 분리된 골재로

의 방사성 핵종의 분배특성을 평가하 다. 연구로 해체 장으로부터 발생된 경량  량

콘크리트 폐기물에 Co-60을 오염시킨 후 기계 /열  분리 단 공정 특성시험을 수행하여 

오염핵종의 골재로의 분배 특성을 조사하 다.



- 137 -

Light Concrete

0

20

40

60

80

100

1 2 3

Sample Number

D
is

tr
ib

u
ti
o

n
 o

f 
a
g

g
re

g
a
te

(%
) 

  
 

Gravel (>5mm) Sand (1-5mm) Fine powder (<1mm)

Light concrete

0.0

1.0

2.0

3.0

4.0

5.0

6.0

7.0

1 2 3

Sample Number

S
p

e
c
if
ic

 a
c
ti
vi

ty
 (

B
q

/g
) 

Gravel(>5mm) Sand(1-5mm) Fine powder(<1mm)

`

Fig. 3.3.2. 열  처리 후 기계  분리에 의한 골재  골재 잔류 비방사능 분포.

오염된 콘크리트의 기계  분리(열  처리 후 1차 링 공정 용) 시 오염 핵종(Co-60)

은 부분 1mm 이하의 미분말에 농축되어 회수되었다. 1차 링 공정 용 후 체 분리된 

골재의 표면에는 회백색의 미분말이 부착되어 있으며, 수세정에 의한 미분말의 제거  이

로 인한 골재의 오염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 굵은 골재의 세정 ․후 비방사능 변화는 거

의 없었다. 한 열  처리 후 1차 인 기계  분리공정을 통해 분리된 굵은 골재  잔

골재를 2차 기계  분리공정에 의해 처리할 경우 골재의 비방사능이 히 감소(0.2 Bq/g 

이하)됨으로써 열  처리 후 1,2차 기계  처리로 70% 이상 골재 감용  자체처분 가능

성을 확인하 다.

Fig. 3.3.3.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의 감용  재활용 공정개념.

단 공정 특성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쇄, 가열분쇄, 화학  처리, 체분리  미분말 안

정화에 의한 감용 공정을 포함하는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의 감용  재활용 공정개념을 도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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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의 열 /기계  분리공정 개발

콘크리트 폐기물에서 오염물이 부분 존재하는 시멘트 페이스트를 효과 으로 분리하기 

해 가열 처리와 기계  분쇄  분리공정을 포함하는 가열분쇄공정을 개발하 다. 

연구로 방사화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 감용 용성 평가를 하여 연구로 해체 장의 폐

기물 드럼에서 채취한 방사화 량 콘크리트를 가열분쇄 후 체분리를 통해 골재의 분포  

비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방사화 콘크리트 폐기물에 해 약 68%를 감용  자체처분 할 수 

있는 가열분쇄 공정 성능을 확인하 다. 기 오염도가 0.17 Bq/g인 굵은 골재의 가열분쇄공

정 용 후 체분리된 굵은골재의 비방사능은 0.06 Bq/g 으로 히 감소함과 동시에 체분

리된 잔골재  미분말의 비방사능은 각각 0.13 Bq/g  1.74 Bq/g으로 부분의 방사성 핵

종이 미분말에서 검출되었다.  한 기 오염도가 3.48 Bq/g인 잔골재의 가열분쇄공정 용 

후 체 분리된 잔골재의 비방사능은 0.059 Bq/g로 히 감소함과 동시에 체 분리된 미분말

의 비방사능은 20.1 Bq/g으로 부분의 방사성 핵종이 미분말에서 검출됨을 알 수 있었다.

연구로 방사화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 감용 용성 평가 시험 결과로부터 연구로 해체 방

사화 량 콘크리트의 골재크기별 가열분쇄공정 용 후 체 분리에 의해 회수된 굵은 골재

의 85% 이상  잔골재의 35% 이상을 자체처분 상 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 기 실험에 사용된 방사화 콘크리트 폐기물량에 해 총 으로 약 68%를 감용 

 자체처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로 방사화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과 동일하게 우라늄 변환시설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감용 용성 평가를 해 우라늄변환시설 환경복원 장에서 발생된 우라늄으로 오염된 해

체 콘크리트 폐기물을 가열분쇄한 후 생산된 골재의 크기별로 체 분리하여 비방사능을 분석

한 결과, 가열분쇄공정 용에 의해 75% 이상 감용  자체처분 가능함을 확인하 다.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은 연구로 방사화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과 유사하게 

1 mm 이하의 시멘트 페이스트에 우라늄 핵종이 부분 분포되며, 특히 0.15 mm 이하의 미

세분말 입자에 상당량의 핵종이 농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굵은 골재인 자갈에 존재하

는 비방사능은 0.28 Bq/g, 잔골재인 모래에 존재하는 비방사능은 1.97 Bq/g, 미분말에는 26.5 

Bq/g로 부분의 우라늄 핵종은 미분말에 농축되었다. 따라서 우라늄으로 오염된 경량콘크

리트 폐기물 역시 가열분쇄에 의해 방사성폐기물과 자체처분 상 폐기물로 분리가 가능함

을 확인하 으며, 가열분쇄공정의 용으로 방사성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의 약 75% 이상을 

감용  자체처분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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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 우라늄 변환시설 경량콘크리트 폐기물의 골재회수율  오염도분포.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의 감용  재활용 단  용성 실험을 통하여 실험실  실증을 한 

독창 인 일체형 가열분쇄 공정장치  패들형 회 충격식 분쇄공정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의 가열분쇄 공정장치를 설계하기 하여 콘크리트 폐기물의 열

달 산해석을 통해 공정장치의 가열용량  heat flux에 따라 골재(자갈  모래)의 건 성

에는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콘크리트 폐기물로부터 시멘트 페이스트를 효과 으로 분리하

여 낼 수 있는 온도인 450∼500°C에 도달되는 상을 악하 다. 열 달 해석결과를 바탕

으로 처리용량이 5～8 kg/batch이며, 최  15kW 용량의 기가열기에 의한 가열에 의해 골

재와 시멘트 모르타르의 결합력을 약화시키고, 회 가열튜  내부의 타격부재에 의해 골재 

구성물 간의 경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방사성물질이 농축되어 있는 모르타르 성분을 효율

으로 제거함으로써 콘크리트 폐기물을 분리 감용함과 동시에 콘크리트 폐기물로부터 분리된 

순환골재에 해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시한 재생골재 는 천연골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을 갖는 고품질의 골재를 회수하여 원자력시설 내부에서 제한 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일체형 가열 분쇄공정장치를 개발하 다.

Fig. 3.3.5. 일체형 가열분쇄 공정장치.

한, 오염된 콘크리트 폐기물을 일정 골재 크기로 쇄 한 다음, 이에 한 표면 입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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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방사성물질이 농축된 모르타르를 제거함과 동시에 휘산되는 미분, 입자상  가스상 

오염물질을 완 히 제거하여 방사성콘크리트 폐기물의 비방사능을 감소시켜 자체 처분 가능

한  골재를 생산함으로써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획기 으로 감소시키는 패들형 회 충격기

를 구비한 처리용량 50 kg/batch인 조 분쇄 공정장치를 개발하 다.

Fig. 3.3.6. 패들형 회 충격식 조 분쇄 공정장치.

독창 인 일체형 가열분쇄  패들형 조 분쇄 공정장치를 사용하여 연구로 해체 장에

서 수거한 비방사성 경량 콘크리트 폐기물에 해 실험실  가열분쇄 공정 실증시험을 수행

하 으며, 분리된 골재의 분포  골재의 흡수율 등을 통해 공정장치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 Jaw crusher에 의해 쇄된 해체 콘크리트 40 kg을 일체형 가열분쇄 복합공정장치에서 

500 ℃로 40분 처리한 후 패들형 회 충격기를 구비한 조 분쇄 공정장치에서 30분 동안 처

리하여 생산된 골재를 체분리 한 후 골재 분포율과 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연구로 방사화 

콘크리트 폐기물의 65%, 우라늄 변환시설 콘크리트 폐기물의 70%를 분리 감용하는 가열 분

쇄공정 성능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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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Semi-pilot 실험 후 연구로 방사화 해체 콘크리트 골재의 오염도 분포  회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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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 Semi-pilot 실험 후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콘크리트 골재의 오염도 분포  

회수율.

분리된 굵은 골재와 잔골재에 해 KS F 2573에 하여 골재의 흡수율을 평가한 결과, 천

연골재와 동등한 물리  특성 값을 나타내어 순환골재로서의 재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따라서 실험실 규모 콘크리트해체폐기물 감용 실증시험을 통하여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

성능뿐만 아니라 장치의 안 성  합성을 확인함으로써 원자력시설 해체 시 발생하는 방

사성 콘크리트 폐기물, 특히 시 히 요구되는 연구로  우라늄변환시설 콘크리트 해체폐기

물의 감용  자체처분 사업에 직  용 가능한 기술 성능을 확보하 다.

구분 품질기 가열온도 흡수율

굵은골재 < 3 500℃ 2.2

잔골재 < 5 500℃ 1.6

Table 3.3.3. 가열분쇄 공정에 의해 분리 생산된 골재의 흡수율.

(4)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가열분쇄 감용장치 제작  기술 실증

실험실 규모 장치의 가열분쇄 시험을 기반으로 축 된 경험  개선  악을 통해 처리

용량 100 kg/hr의 실증규모 가열분쇄 장치를 자체 으로 설계 제작하 다. 본 실증장치는 폐

기물 투입공정, 가열분쇄공정, 조 분쇄공정, 입도선별공정  배기체 처리공정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가열공정장치의 외부 드럼을 좌우 120° 범 로 회 하게 함으로써 골재에 균일

한 열 달이 가능하게 하고, 가열드럼 내부에 별도의 부재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가열 에

도 골재 표면의 페이스트를 제거함과 동시에 열원을 공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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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가열분쇄 실증장치.

제작된 단  실증장치의 폐기물 투입공정, 가열분쇄공정, 입도 선별공정, 배기가스 처리 

공정장치의 기능 검을 통해 개별 공정장치의 기능  설계요구 성능을 검하 으며, 실증

장치의 운  시 조업의 연속성, 용이성  방사선  안 성 등을 종합하여 공정장치의 건

성  안 성을 평가하 다. 한 방사성 해체콘크리트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 

패들형 회 충격식 조 분쇄 공정장치와의 상호 연동을 통한 통합 기능 검 시험을 수행하

여 방사성 콘크리트폐기물의 사용에 비한 방사선  안 성 확보여부 등 공정장치의 건

성을 검한 후 결과에 따라 장치를 보완  개선하 다.

실증 장치의 건 성을 확보한 후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재생  재활용기술 실증시험을 통

해 방사성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 감용을 한 최 의 운 조건을 확립하고 실증장치의 성능

을 평가하기 하여 연구로 해체 방사화 량콘크리트 폐기물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경

량콘크리트 폐기물에 한 가열분쇄 실증실험을 수행하 다.

Fig. 3.3.10.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 

가열분쇄 감용 실증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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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폐기물로부터 분리된 골재의 분포와 분리된 골재에 분포된 방사성 핵종 농도를 

분석하여 자체처분 상 골재의 비율을 산정함으로써 가열분쇄 공정 실증장치의 성능을 평

가한 결과, 우라늄 변환시설 콘크리트 폐기물의 80% 이상을 감용 할 수 있음을 검증하 다. 

한 연구로 해체 시 발생한 방사화 량콘크리트 자체처분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가열

분쇄 후 생산된 골재에 해 순베타 핵종(Fe-55, Ni-63)에 한 오염도를 측정하 다. 이 결

과로부터 Fe-55  Ni-63 등의 순베타 핵종은 규제해제 기 에 비해 매우 낮은 값으로 자체

처분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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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 가열분쇄 실증시험 후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콘크리트 골재의 오염도 분포 

 회수율.

시    료 Fe-55 (Bq/g) Ni-63 (Bq/g)

가열분쇄  콘크리트 1.71 ± 0.095 <0.14

가열분쇄 후 굵은골재 5.81 ± 0.202 <0.14

가열분쇄 후 잔골재 2.53 ± 0.096 <0.11

Table 3.3.4. 방사화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의 가열분쇄 감용 시험  후 순베타 핵종의 

비방사능.

  실험실  가열분쇄 공정  실증 규모 공정장치를 사용한 실증시험을 기반으로  연구로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발생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사업 용을 한 시스템 설계 모형도

를 생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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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 콘크리트 가열분쇄 감용 시스템 모형도.

다. 콘크리트 미분말 감용 및 안정화 기술개발

(1) 콘크리트 미분말의 화학  감용처리 특성 시험  평가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의 감용  자체처분을 한 가열분쇄공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방사성 

콘크리트 미분말 폐기물의 화학  처리에 의한 감용  자체처분 용성을 악하기 하여 

우라늄변환시설 콘크리트 미분말에 한 화학  용출 시험을 수행하 다.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 가열분쇄공정 용 시에는 기 투입한 콘크리트 폐기물의 20wt%를 

상회하는 콘크리트 미분말이 발생되며, 체 미분말의 약 80%를 차지하는 1 ∼ 0.15 mm 크

기 범 의 미분말에 한 화학  용출 특성을 평가하 다.

가열분쇄 공정 용 후 발생된 우라늄으로 오염된 1∼0.15mm 미분말에 하여 1M HNO3 

용액에서 1차 용출실험을 수행한 결과 반응시간 90분까지 기 비방사능이 27.6 Bq/g에서 

0.87 Bq/g으로 감소되어 97%가 제거되는 특성을 보여 매우 효과 임을 확인하 다.

(2)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화학  재생  고화공정 개발

콘크리트 미분말 자체가 고화 매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한 

방법으로 경량  량 콘크리트 미분말의 열 량 분석(TG-DTA)을 통하여 콘크리트 미분말

의 탈수 상  탈수에 의한 수화성 회복을 특성을 악하 다. 경량  량 미분말의 열

량 분석 결과, 420℃ 이하에서는 자유수 증발로 무게가 감량하고, 420 ～700 ℃ 역에서

는 Ca(OH)2 → CaO + H2O  CaCO3 → CaO + CO2로 진행되는 화학  반응에 의해 탈수 

 CO2 로 분해되어 무게가 감량되며, 시멘트의 주성분인 CaO가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0 ℃ 이상에서는 CaCO3 → CaO + CO2  고상반응으로 인한 CAS(Gehelite)의 생성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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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것으로 단된다. 이들 결과로부터 경량  량 미분말의 열 량 분석(TG-DTA)

을 통하여 악된 미분말의 수화성 회복을 한 소성 조건은 700 ℃ 에서 2시간이 가장 

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열  처리에 의하여 수화성이 회복된 콘크리트 미분말에 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멘트 고

화체를 제조하고, 고화체의 물성을 측정하여 최  고화체 제조조건을 확립하 다.

첫 번째 방법으로 수화성이 회복된 재생 콘크리트 미분말에 높은 성으로 무기성 물질들

을 서로 결합시키는 바인더 역할을 하고 강도를 증가시켜 주는 무수규산(Sodium silicate)을 

첨가하여 제조한 고화체의 성능 평가를 통해 최  고화체 제조 조건을 도출하 다. 재생 미

분말에 포틀랜드 시멘트를 9:1로 배합한 고화체는 고화체 압축강도 인수기 을 만족하지 못

하 으나 여기에 무수규산을 20wt% 첨가하여 고화체를 제작하 을 경우, 재령 7일에 량 

 경량 재생 콘크리트 미분말을 사용한 시멘트 고화체에 해 각각 4.6 MPa, 4.2 MPa의 압

축강도를 나타내어 인수기 을 만족하 다. 

두 번째 방법으로 콘크리트 미분말을 700 ℃에서 2 시간 동안 소성하여 재생한 량  

경량 콘크리트 미분말에 산화마그네슘의 비율을 달리하여 고화체의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최

 고화체 조건을 도출하 다. 재생 콘크리트 미분말에 산화마그네슘을 3 wt% 첨가하여 고

화체를 제조하 을 경우, 재령 28일에도 압축강도 인수 기 에 만족하지 못하 으나 4 ～ 6 

wt%를 첨가하여 고화체를 제작하 을 경우, 압축강도가 3.44 MPa 이상으로 고화체 성능 기

을 만족하 다. 한 침출실험을 통해 ANS 16.1 방법에 따라 침출지수를 구하 으며, 침

출지수가 12 이상으로 고화체 성능기  6 이상을 만족하 다. 따라서 재생 콘크리트 미분말

에 산화마그네슘을 4 wt%로 첨가한 고화체는 압축강도  침출지수를 고려한 고화체 성능

기 을 만족함은 물론 콘크리트 미분말 폐기물을 96% 함유하기 때문에 최종 고화 폐기물의 

부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Fig. 3.3.13. 무수규산을 첨가한 량  경량 미분말 고화체의 

압축강도(재생미분말:시멘트=9:1).

한 침출실험을 통해 ANS 16.1 방법에 따라 침출지수를 구하 으며, 침출지수가 1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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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화체 성능기  6 이상을 만족하 다. 따라서 재생 콘크리트 미분말에 산화마그네슘

을 4 wt%로 첨가한 고화체는 압축강도  침출지수를 고려한 고화체 성능기 을 만족함은 

물론 콘크리트 미분말 폐기물을 96% 함유하기 때문에 최종 고화 폐기물의 부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콘크리트 미분말 슬래깅 공정개발  기술실증

콘크리트 미분말 안정화 공정 비교 평가를 한 방안으로 콘크리트 미분말의 고온 슬래깅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기 확보한 기아크 방식의 고온 용융시스템을 활용하여 연

구로  우라늄변환시설에서 발생된 량  경량 해체 콘크리트 미분말의 슬래깅 특성 시

험을 수행하 고, 이때 슬래깅에 의한 콘크리트 미분말의 감용 특성  생성된 고화체의 성

능을 평가하 다.

슬래깅 고화 시험체의 압축강도는 량 콘크리트 미분말과 경량콘크리트 미분말의 배합비

가 2:8에서 55 MPa로 최 치를 보 으며, 미국  NRC가 시멘트고화 매질에 해 요구하는 

규제치 3.44 MPa(US, NRC, Technical Position on Waste Form, 1991)의 15배 이상을 과하는 

매우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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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4. 콘크리트 미분말 슬래깅 고화체의 압축강도.

슬래깅 고화체의 미세경도는 고  폐기물의 유리고화용 매질로 사용되는 미국 PNL 

76-68 유리의 6.2 GPa과 유사하게 측정되었으며, 슬래깅 고화체의 제조상 건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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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번호 미세경도, GPa 배합비( 량:경량), %

S-1 6.08 10 : 90

S-2 6.01 20 : 80

S-3 5.87 40 : 60

S-4 5.75 50 : 50

Table 3.3.5. 량  경량 콘크리트 미분말 배합비에 따른 슬래깅 고화체의 미세경도

슬래깅 고화체 시편을 분말상으로 가공하여 PCT 시험법에 의한 침출시험을 수행하 다. 

침출제로 2차 증류수를 사용하여 침출시험 후 용출된 성분들의 농도를 ICP-MS와 AA를 사

용하여 분석하 으며, 이때 분석 상 원소는 고화체 주요 구성성분 10종 (Si, B, Na, K, Ca, 

Al, Fe, Mg, Zn, Ti)과 방사성 모의 핵종 4종 (Co, Cs, Sr, Ce,)을 고려하여 침출분율  침출

속도 등의 침출특성을 분석하여 Savannah River Laboratory(SRL)에서 제조한 기 유리인 

SRL-EA (Environmental Assessment) 유리고화체와 비교한 결과, 기 유리(Benchmark glass : 

SRL-EA)의 침출률 보다 낮고 미국 Handford 유리고화체 규제치 2 g/m2 보다 훨씬 낮은 결

과를 보여 국제 인 유리고화체 기 치들을 모두 만족하므로 화학  내구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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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5. 슬래깅 고화체의 침출율.

슬래깅에 의한 콘크리트 미분말의 감용비는 연구로 방사화 량콘크리트 미분말과 우라늄

변환시설 경량콘크리트 미분말의 배합비에 따라서 3∼3.4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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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번호
미분말 혼합비 용융  

고화체 부피

 (cm3)

용융 후 

고화체 부피

 (cm3)

감용비
량 경량

S-1 1 9 385.0 115 3.35 

S-2 2 5 385.0 120 3.21 

S-3 4 6 385.0 126 3.06 

S-4 5 5 385.0 129 2.98 

Table 3.3.6. 슬래깅에 의한 콘크리트 미분말의 감용비.

콘크리트 미분말 폐기물의 고온슬래깅에 의한 감용  안정화에 용하는 아크 용융 시 

아크 발생에 의한 미분말의 휘산을 방지하기 하여 실험실  규모의 슬래깅 실험에서 도출

된 고화체 제조의 최 조건인 경량 콘크리트 미분말 80 vol%, 량 콘크리트 미분말 20 

vol%의 배합비에 하여 미분말 펠렛을 제조하 으며, 이 펠렛을 사용하여 기아크로 용융 

시스템을 활용하여 10 kg/batch 규모의 슬래깅 실증시험을 수행하 다.

제조된 콘크리트 미분말 슬래깅 고화체는 국내 인수 기 에 의거하여, 압축강도, 미세경

도, 침출특성을 분석하 으며, 해외 표 유리고화체와의 성능 비교를 통해 고화체의 건 성 

 우수성을 평가하 다.

PNL HLW 

glass1)

ANL CWF 

glass 2)

PNL 

standard 

glass
3)

SRL-EA 

glass4)

미분말 슬래깅 

고화체

B 0.260 0.060 1.694 8.36 0.14～0.064

Li 0.333 0.462 1.344 4.80 -

Na 0.256 0.126 1.246 6.67 0.0044～0.0025

Si 0.154 0.082 0.399 1.96 0.0010～0.000085

Cs - 0.063 0.091 - ND

Sr - 0.030 - - 0.017 ～ 0.010

Table 3.3.7. 해외 표 유리고화체와 콘크리트 미분말 슬래깅 고화체의 침출속도 비교

(단 : 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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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EP A 필터 폐 기물  처 리  기술 개발

가. HEPA 필터 폐기물 저준위화 및 감용단위 기술개발

(1) HEPA 필터 폐기물 특성 평가 

원자력연구원을 심으로 발생하는 HEPA 필터 폐기물의 발생 황과 HEPA 필터의 구조

 특성  핵종 오염 특성을 분석하여 HEPA 필터 폐기물의 화  감용을 한 기

 물성 자료를 확보하 다. HEPA 필터는 필터 임, separator, gasket  필터 매체로 구

성되어 있다. 필터 임은 주로 SUS와 아연도  강 , separator는 알루미늄, sealant는 열과 

수분에 견디는 합성고무계통 는 에폭시수지, gasket은 합성고무와 네오 , gasket의 착

에는 난연성의 고무기질 착제가 사용된다. 필터 매체인 유리섬유는 SiO2, CaO, B2O5  

Al2O3로 이루어져 있다. HEPA 필터 폐기물은 여과, 흡수  응집 등의 기작에 의하여 먼지, 

유기물, 속  핵종 등이 물리 /화학 으로 오염된 혼성폐기물이다. 시설별로 다양한 

핵종  속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U-화합물로 오염된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2 

mSv/h 이하의 Co  Cs 오염 폐기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IMEF/PIEF에서 일부 10 mSv/h 이

상의 고방사성 오염 필터 폐기물이 발생하 다.

(2) HEPA 필터 폐기물 단  기술별 평가

(가) HEPA 필터 매체 화학  처리 성능평가

        ① 세슘과 코발트로 오염된 HEPA 유리섬유에 대한  용출실험

        ㉮ 4M HNO3-0.1M Ce(IV)용액에 의한 용출

Co  Cs으로 오염된 HEPA 필터 매체에서 오염 핵종을 제거하기 한 공정 특성을 조사

하기 하여 질산-세륨, 가성소다  질산 계를 사용하는 다양한 화학  용출 실험을 수행

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 다. 4M HNO3-0.1M Ce(IV) 용액을 사용하여 HEPA 필터 유리섬유 

매체 내의 오염 핵종(Co, Cs  Be)을 기화학 으로 용출시켜 본 공정의 성능을 평가하

다. 유리섬유의 주요 오염물질과 기 농도 조건으로서 Co-60은 65.5 Bq/g, Cs-134는 41.9 

Bq/g, Cs-137은 495.4 Bq/g, Be-7은 12.5 Bq/g 인 것으로 나타났다. 

Packed glass column에 2.32 g의 유리섬유와 150ml의 4M HNO3-0.1M Ce(IV)용액을 주입한 

후 Microbellows Pump로 가압하여 용액을 0.6L/hr로 순환시키고, Hot plate를 사용하여 100°C

로 가열하며 5시간 동안 용출실험을 수행하 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용출용액을 샘 링한 

후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 3.3.16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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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6. Specific radioactivity during leaching 

by 4.0M HNO3-0.1M Ce(IV) solution.

Co-60의 1시간 경과 시 제거효율은 93.8%이었고 이후에는 거의 제거되지 않았고, Cs-134

와 Cs-137은 1시간 경과 후 43.2%와 46.0%가 제거되었고, 용출시간 경과에 따라 서서히 제

거효율이 증가하여, 5시간 후 제거효율은 각각 96.4%, 93.6%이었다. Be-7의 1시간 경과 시 

제거효율은 87.9 %이었고 이후에는 거의 제거되지 않았다.

        ㉯ 2.0M HNO3용액에 의한 반복용출

2.0M HNO3 용액을 사용하여 HEPA 필터 유리섬유 매체 내의 오염 핵종(Co, Cs  Cd)을 

화학 으로 용출시켜 본 공정의 성능을 평가하 다. 유리섬유의 주요 오염물질과 기 농도 

조건으로서 Co-60은 122.0 Bq/g, Cs-134는 32.2 Bq/g, Cs-137은 1022.0 Bq/g, Cd-109는 9.1 

Bq/g 이었다. 2.47g의 유리섬유를 100 ml의 2.0M HNO3 용액에 투입하고 Hot plate를 사용하

여 88°C로 가열하며 0.5시간 동안 용출실험을 수행한 후 가압여과기로 유리섬유와 오염물질

이 포함된 용출용액을 분리하 다.

분리된 유리섬유를 새로운 100 ml의 2.0M HNO3 용액에 다시 투입하여 0.5시간씩 2, 3, 4

회 용출실험을 수행하고 고-액 분리하 다. 이 때 각 회 마다 용출실험 후의 용출용액을 채

취하여 측정한 결과는 Fig. 3.3.17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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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7. Specific radioactivity during repetition 

leaching by 2.0M HNO3 solution.

        ㉰ 4.0M HNO3 용액에 의한 반복용출

4.0M HNO3 용액을 사용하여 HEPA 필터 유리섬유 매체 내의 오염 핵종(Co, Cs  Cd)

을 화학 으로 4회 반복 용출시켜 본 공정의 성능을 평가하 다. 유리섬유의 주요 오염물질

과 기 농도 조건으로서 Co-60은 128.4 Bq/g, Cs-134는 34.3 Bq/g, Cs-137은 1015.3 Bq/g, 

Cd-109는 8.5 Bq/g 이었다. 2.85g의 유리섬유를 150 ml의 4.0M HNO3 용액에 투입하고 

Hot plate를 사용하여 88°C로 가열하며 1시간 동안 용출실험을 수행한 후 가압여과기로 유

리섬유와 오염물질이 포함된 용출용액을 분리하 다. 분리된 유리섬유를 새로운 150 ml의 

4.0M HNO3 용액에 다시 투입하여 1시간씩 2, 3, 4회 용출실험을 수행하고 고-액 분리하

다. 이 때 각 회 마다 용출실험 후의 용출용액을 채취하여 측정한 결과는 Fig. 3.3.18에 수록

하 다. 

이상과 같이 HEPA 유리섬유로부터 코발트와 세슘을 제거하기 해 4가지 용출실험결과 

4.0 M HNO3 용액에 의한 화학  반복 용출이 가장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4.0 M 

HNO3 용액에 의해 1시간씩 4회 반복 용출제염 시 Co-60, Cs-134, Cs-137, Cd-109의 제거효

율은 각각 99.9%, 100%, 99.9%, 100%로 다른 화학  용출 공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HEPA 필터 폐기물 유리섬유 매체 내 Co-60, Cs-134, Cs-137, Cd-109의 잔류방사능 농도는 

각각 0.1Bq/g, 0.0Bq/g, 0.1Bq/g, 0.0Bq/g으로, 유리섬유 매체의 자체처분을 한 규제해제

기  0.1Bq/g 이하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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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8. Specific radioactivity during repetition leaching 

by 4.0M HNO3 solution.

      ② 우라늄으로 오염된 HEPA 유리섬유에 대한  용출실험

        ㉮ 4M HNO3-0.1M Ce(IV)용액에 의한 용출

U series 화합물로 오염된 HEPA 필터 매체에서 오염 핵종을 제거하기 한 공정 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질산-세륨, 가성소다, 탄산 카보네이트  질산 계를 사용하는 다양한 화학

 용출 실험을 수행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 다. 4M HNO3-0.1M Ce(IV) 용액을 사용하여 

HEPA 필터 유리섬유 매체 내의 오염 핵종(U, Ra  Th)을 기화학 으로 용출시켜 본 공

정의 성능을 평가하 다. 유리섬유의 주요 오염물질과 기 농도 조건으로서 U-238은 81.8 

Bq/g, U-235는 3.7 Bq/g, Ra-226은 61.9 Bq/g, Th-234는 78.2 Bq/g 이었다. Packed glass column

에 3.0 g의 유리섬유를 투입하고 150ml의 4M HNO3 - 0.1M Ce(IV)용액을 주입한 후 

Microbellows Pump로 가압하여 용액을 0.6L/hr로 순환시키고, Hot plate를 사용하여 100°C로 

가열하며 5시간 동안 용출실험을 수행하 다. 

1시간 간격으로 용출용액을 채취하여 방사능 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3.3.19에 수록하

다. 2시간 용출 시까지 부분의 핵종이 용출되었으며, 2시간 이후에 U-238, Ra-226  

Th-234 핵종 제거율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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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9. Specific radioactivity during repetition leaching by 

4.0 M HNO3-0.1 M Ce(IV) solution.

        ㉯ 0.5M H2O2-1.0M Na2CO3 공정에 의한 용출

국내에서 독창 으로 개발한 COL 공정에 의해서 U series로 오염된 HEPA 필터 매체의 오

염 핵종 제거 특성을 평가할 목 으로 0.5M H2O2-1.0M Na2CO3 용액을 사용하여 HEPA 필터 

유리섬유 매체 내의 오염 핵종(U, Ra  Th)을 화학 으로 용출시켜 본 공정의 성능을 평가

하 다. 유리섬유의 주요 오염물질과 기 농도 조건으로서 U-238은 77.6 Bq/g, U-235는 3.6 

Bq/g, Ra-226은 59.6 Bq/g, Th-234는 68.6 Bq/g 이었다. 3.0 g의 유리섬유를 150 ml의 00.5M 

H2O2-1.0M Na2CO3 용액에 투입하여 상온에서 8시간 동안 용출실험을 수행하 다. 이때 1시

간, 3시간, 5시간, 8시간째에 용출용액을 채취하여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 으며, 그 결과를 

Fig. 3.3.20에 수록하 다. 8시간 용출 시까지 U-238의 제거효율이 가장 낮은 90% 미만으로 

나타났다. 

         ㉰ 4.0M HNO3용액에 의한 연속용출

4.0M HNO3 용액을 사용하여 HEPA 필터 유리섬유 매체 내의 오염 핵종(U, Ra  Th)을 

화학 으로 용출시켜 본 공정의 성능을 평가하 다. 유리섬유의 주요 오염물질과 기 농도 

조건으로서 U-238은 62.5 Bq/g, U-235는 3.0 Bq/g, Ra-226은 48.3 Bq/g, Th-234는 57.4 Bq/g 

이었다. 3.0 g의 유리섬유를 150 ml의 4.0M HNO3 용액에 투입한 후 Hot plate를 사용하여 

88°C로 가열하며 5시간 동안 용출실험을 수행하 다. 이때 매 1시간마다 용출용액을 채취하

여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 3.3.21에 수록하 다. 4.0M HNO3 용액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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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학  용출공정에 의해서 1시간 이내에 모든 오염 핵종이 95%이상 제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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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0. Specific radioactivity during repetition leaching 

by 0.5M H2O2 - 1.0M Na2CO3 solution.

Fig. 3.3.21. Specific radioactivity during leaching by 4.0M 

HNO3 solution. 

 

        ㉱ 4.0M HNO3용액에 의한 반복용출

4.0M HNO3 용액을 사용하여 HEPA 필터 유리섬유 매체 내의 오염 핵종(U, Ra  Th)을 

반복 용출시켜 본 공정의 성능을 평가하 다. 유리섬유의 주요 오염물질과 기 농도 조건



- 155 -

으로서 U-238은 68.4 Bq/g, U-235는 3.2 Bq/g, Ra-226은 56.3 Bq/g, Th-234는 62.7 Bq/g 이었

다. 3.0 g의 유리섬유를 150 ml의 4.0M HNO3 용액에 투입한 후 Hot plate를 사용하여 88°C

로 가열하며 1시간씩 반복 으로 용출실험을 수행하여 총 3시간 동안 반복 용출 실험을 수

행하 다. 이때 각 회마다 용출용액을 채취하여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 

3.3.22에 수록하 다. 4.0M HNO3 용액을 3회 반복 용하는 화학  용출공정에 의해서 최종

으로 모든 오염 핵종이 99.4%이상 제거되었다. 

Fig. 3.3.22. Specific radioactivity during repetition leaching 

by 4.0M HNO3 solution.

이상과 같이 HEPA 필터 유리섬유 매체로부터 우라늄 series 오염 핵종을 제거하기 해 

다양한 화학  처리에 의한 용출실험을 수행한 결과 4.0M HNO3 용액에 의한 화학  반복

용출이 가장 효과 이었다. 4.0M HNO3 용액을 1시간씩 3회 반복으로 용하는 용출 공정의 

U-238, U-235, Ra-226, Th-234 제거효율은 100%, 99.4%, 99.5%, 99.6%로 다른 용출 공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HEPA 필터 폐기물의 유리섬유 매체 내 U-238, U-235, Ra-226, Th-234

의 잔류방사능 농도는 0.02Bq/g, 0.02Bq/g, 0.29Bq/g, 0.26Bq/g으로, 유리섬유 매체의 자체처분

을 한 규제해제기  0.4 Bq/g 이하로 평가되었다.

(나) HEPA 필터 매체 고온용융 처리 성능평가

부분의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HEPA 필터 매체의 처리 방안의 하나로 고온 용융 처리에 

의한 감용 특성을 악하 다. HEPA 필터 매체의 고온 감용 특성 악을 한 열  거동 

특성 고찰을 해 TGA 분석을 수행하 고, 그 결과 약 200℃부터 열 감량이 이루어져 50

0℃까지 격히 shrinking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3.23). 이는 HEPA 필터 자체에 함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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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H2O의 탈수와 가연성 binder의 휘발에 의해 격히 열  감량이 이루어지면서 무기

질로 구성된 매체 성분들이 용융에 의해 액상으로의 상변화에 따른 것이고, HEPA 필터 매

체의 soften point는 약 670℃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3.3.23. HEPA 필터 매체의 TGA 분석.

HEPA 필터 매체를 기 의 muffle furnace 내에서 800℃, 900℃의 조건으로 2시간 동안 용

융시켜 유리 고화체를 제조하 으며, SEM  XRD 분석을 통해 고화체 시편의 미세구조를 

찰하 다. 그 결과는 육안상 시험체의 형상을 통해 재료 에 불연속성이 존재하지 않았고, 

즉, 유리성분의 결정질 부분의 계면 이질성이 존재하지 않는 안정한 고화체가 형성되었다. 

SEM을 통한 유리고화체 분석결과 고화체 표면에 체 으로 기공의 흔 이 찰되었고, 이

는 고화체 압축강도를 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유동성을 향상시키는 첨가제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iO2 성분은 용융온도가 높고 성이 높아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균질한 

유리고화체를 만드는데 악 향을 미친다. XRD에 의한 상 분석은 2θ가 20~80° 범 에서 주

사(scan)속도 4°/min로 실시하 으며, 800℃  900℃에서 특정 결정상이 나타남이 없이 무정

질인 유리 특성을 그 로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HEPA 필터 매체의 유리고화체 시편의 압축강도  미세경도 특성을 고찰하 다. HEPA 

필터 여과 소재를 그 로 용융실험에 사용할 경우 많은 부피를 차지하여 1회당 제조 가능한 

유리매질의 양이 극히 은 단 이 있기 때문에 약 500℃에서 가열하여 휘발분  유기물을 

제거한 후 disc mill로 분쇄하여 분말화한 후 유리고화체를 제조하여 압축강도  미세경도

를 측정하 으며, 그 결과는 Fig. 3.3.24에 수록하 다. 유리고화체 표면에서 기공 흔 이 발

생됨으로 인하여 상했던 압축강도보다 값이 낮게 나타났으나, 미국 NRC가 고화체 매질에 

해 요구하는 규제치 3.44 MPa의 18배 이상을 과하는 매우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집 된 외부의 기계 인 하 에 한 상물질의 강도를 나타내는 고화체의 미세경도는 

Vickers Microhardness 측정계(CLARK Co., Model MHT 1 Knoop Indentor)를 사용하여 ind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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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르는 하 은 300 g, indenter와 시편의 시간은 10 로 하여 측정하 으며, 고  

폐기물의 유리고화용 매질로 사용되는 미국 PNL 76-68 유리의 6.2 GPa보다 높게 측정되어 

유리고화체의 제조상 건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3.24. 유리고화체 압축강도  미세경도.

HEPA 필터 매체의 고온 용융에 의한 유리화 고화체 제조 시 부피감용비는 약 34로 나타

났으며, 이 결과는 Fig. 3.3.25에 수록하 다. 이를 통해 HEPA 필터 매체를 용융에 의해서 

유리고화체를 제조하는 경우 상당한 양의 부피감용이 가능함과 동시에 무정질 고화체가 생

성됨으로 안정화되고 물성이 우수한 고화체를 제조하는 유리섬유 필터 매체의 감용  안정

화 공정 성능이 확보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Fig. 3.3.25. HEPA 필터 매체 부피감용율.

(3) HEPA 필터 폐기물 처리 flowsheet 개발

HEPA 필터 폐기물의 오염 특성, 처리기술 황 분석  단 공정 특성실험에 의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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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제거  감용특성 평가를 통해 HEPA 필터 폐기물의 화  감용 flowsheet를 도

출하 다. 필터 임과 필터 매체를 분리하는 열 /화학  처리 공정과 필터 매체에서 

오염 핵종을 제거하여 방사성 를 감소시키는 화학  용출에 의한 화 공정  필

터 매체를 용융하여 부피를 감소시키고 안정한 고화체를 제조하는 감용/안정화 공정을 포함

하는 화  감용 flowsheet를 도출하 다.

방사성 HEPA 필터 폐기물은 Fig.3.3.26(a)와 같이 먼  구조체 분리 공정을 통해 물리 /

열  방법으로 필터 임, separator, 유리섬유 매체  sealant로 분리한다. 분리된 필터 

임과 separator는 세척제 등을 사용하는 표면제염공정의 용으로 규제해제 수 까지 제염

하여 자체처분하고, separator와 유리섬유 매체와 혼재하는 sealant는 재와 같이 폐기물로 

처분하거나 재 개발 인 열분해/수증기개질 공정을 용하여 sealant를 완  분해시켜 감

용한다. 주 오염 물질인 유리섬유 매체는 화학  용출실험을 통해 선정된 질산 용출공정을 

반복 으로 용하여 오염제거율 99% 이상을 실 하여 자체처분 수 으로 제염하거나, 고

온 용융에 의해 유리고화체를 제조하여 감용비 30 이상을 실 한다. 고방사성 HEPA 필터 

폐기물은 Fig 3.3.26(b)와 같이 HEPA 필터 폐기물을 화학  용출 반응조에 투입하고 화학  

용출공정을 통해 필터 임, separator, 유리섬유를 동시에 처리하여 HEPA 필터 폐기물의 

방사선 를 감하여 화 함과 동시에 화된 유리섬유 매체를 용융 감용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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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6. 방사성  고방사성 오염 HEPA 필터 폐기물 처리 공정 flowsheet.

  나. HEPA 필터 폐기물 저준위화 및 감용시스템 개발

(1) HEPA 필터 폐기물 화학  처리 시스템 개발 

(가) 단 공정별 성능 시험

  Fig. 3.3.27에 수록한 실험실 규모 유리섬유 용출처리장치를 사용하여 우라늄으로 오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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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섬유를 화학  용출처리 용액으로 4.0M HNO3용액 내에서 3회 반복 처리하 다. 

Fig. 3.3.27. 실험실규모 HEPA 유리섬유 용출 장치.

유리섬유의 주요 오염물질과 기농도는 U-238에 하여 64.3Bq/g, U-235는 3.0 Bq/g, 

Ra-226은 51.3 Bq/g이며, Th-234는 46.5 Bq/g이었다. 45g의 유리섬유를 1,130 ml의 4.0M 

HNO3 용액에 담그고 용출조 내의 가열장치를 사용하여 88°C로 가열하며 1시간 동안 용출

시험을 수행한 후, 용출조 의 밸 를 열어 유리섬유를 받는 용기에 받고, 가압여과기로 유

리섬유와 우라늄이 포함된 용출폐액을 분리하 다. 용출폐액 내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기 

해 시료 20 ml를 채취하 다. 분리된 유리섬유를 새로운 1,130 ml의 4.0M HNO3 용액에 

담그고 2회째 1시간 용출시험을 수행한 후 동일하게 고액 분리하 다. 같은 방법으로 3회째 

1시간 용출시험 수행 후 고액 분리하 다. 이 때 각 회 마다 용출시험 후에 채취한 3개의 

용출폐액과 3회째 용출시험 후 남은 용출 건조된 유리섬유에 해 MCA로 방사능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분석하여 각 핵종의 제거효율을 산정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3.3.8에 수록

하 다. 4M 질산 용액을 사용하는 화학  처리에 의한 U-238, U-235, Ra-226  Th-234의 

제거효율은 1회 1시간 용출 시 95∼96% 이었으며, 2회 다시 1시간 용출 처리 시 약 98.5% 

로 증가되었다. 3회 다시 1시간의 용출처리 용 시 제거효율은 99.4% 이상으로더 증가하

으며, 모두 0.4 Bq/g이하로 자체처분 농도 기 을 만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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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Initial

activity

(Bq/g)

용시간에 따른 제거율

1 hr

(1st cycle)

1hr

(2nd cycle)

   1hr     

(3rd cycle)

Radioactivity

(Bq/g)

% 

Removal

Radioactivity

(Bq/g)

% 

Removal

Radioactivity

(Bq/g)

% 

Removal

U-238 64.3 3.12 95.1 0.98 98.5 0.36 99.4

U-235 3.0 0.14 95.3 0.05 98.3 0.01 99.7

Ra-226 51.3 2.05 96.0 0.75 98.5 0.21 99.6

Th-234 46.5 2.42 94.8  0.77 98.3 0.22 99.5

Table 3.3.8. 우라늄 오염 HEPA 유리섬유 용출실험 결과.

동일하게 실험실 규모 유리섬유 용출처리장치를 사용하여 4.0M HNO3 용액 내에서 Co  

Cs 등으로 오염된 유리섬유의 화학  용출 처리 시험을 4회 반복 수행하 다. 유리섬유의 

주요 오염물질과 기농도는 Co-60에 하여 105.6 Bq/g, Cs-134는 31.2 Bq/g, Cs-137은 867.4 

Bq/g이며, Cd-109는 7.3 Bq/g이었다. 모든 실험  분석 조건은 앞의 우라늄 오염 유리섬유

와 동일하게 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3.3.9에 수록하 다. 4M 질산 용액을 사용하여 매 싸

이클마다 1시간 동안 화학 으로 처리한 후 분석한 Co-60, Cs-134, Cs-137  Cd-109의 제거

효율은 첫 번째 싸이클에서 각각 80.7%, 91.8%, 95.8%, 73.6%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싸이클

에서는 각각 97.8%, 95.6%, 99.0%, 88.3%를 보 고, 세 번째 싸이클에서는 각각 99.1%, 

99.7%, 99.7%, 99.5를 나타내었다. 최종 으로 네 번째 싸이클을 용한 후 제거효율은 각각 

99.9%, 100%, 99.99%, 100%를 나타냈으며, 모두 0.1 Bq/g이하로 자체처분 농도이하를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염 효율은 비이커 시험에 비해서 약간 감소되는 경향을 보 다.

Element

Initial

activity

(Bq/g)

용시간에 따른 제거율

1st cycle 2nd cycle 3rd cycle 4th cycle

Bq/g
% 

Removal
Bq/g

% 

Removal
Bq/g

% 

Removal
Bq/g

% 

Removal

Co-60 105.6 20.4 80.7 2.96 97.8 0.95 99.1 0.1 99.9

Cs-134 31.2 2.56 91.8 1.37 95.6 0.09 99.7 0 100

Cs-137 867.4 36.0 95.8 8.67 99.0 2.60 99.7 0.1 100

Cd-109 7.3 1.93 73.6  0.85 88.3 0.04 99.5 0 100

Table 3.3.9. 세슘과 코발트 오염 HEPA 유리섬유 용출실험 결과

(나) 실증규모 용출장치 제작  시험

HEPA 필터 폐기물의 화학  처리 실증시험을 해 1회 1개의 HEPA 필터 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실증규모 용출처리 장치를 제작하 으며, Fig. 3.3.28에 수록하 다. 이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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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우선 먼  시운  시험을 한 후 비 오염 해 필터에 한 cold 용출시험을 수행하

고, 이를 통해 장치의 문제 을 개선하고 실제 핵연료주기 연구시설에서 발생한 HEPA 필

터 폐기물을 상으로 hot 실증시험을 수행하 다.  

Fig. 3.3.28. 제작된 실증규모 HEPA 필터 용출장치.

 ① Cold 실증시험 및 평가

  실증규모 해 필터 용출처리장치를 사용하여 cold 시험을 수행하 다. 실증규모 해 필

터 용출 처리 시험  비단계에서의 장치에 HEPA 필터가 장착된 모습을 Fig. 3.3.29에 수

록하 으며, 용출 처리 시험 과정에서 HEPA 필터의 모습은 Fig. 3.3.30에 수록하 다. 

Fig. 3.3.29.  Cold HEPA 필터 용출시험 비.



- 162 -

  HEPA 필터 폐기물에 한 화학  처리 시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 다.

  - 혼합용기에서 3M의 질산용액을 43°C로 가열 

  - 200L 질산용액이 용출용기(Leaching Vessel) 내로 운반

  - Vessel 뚜껑을 닫고, 스 에 의해 88°C까지 질산용액 가열 

  - 이때 즉시로 185 L/min의 공기 살포 시작

  - HEPA 필터를 약 1시간 동안 용출처리 한 후 용출용액은 침 조로 배출

  - 기 오염농도에 따라 수번 반복 용출작업 수행 

  - 용출 순환작업이 완료된 후 각 10분 동안 기온도에서 2차례의 물 세척 수행

  - 용출과 세척작업이 완료된 후 필터 밖으로 더 이상의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10분 

동안 배수

  - 용출 처리 후 HEPA 필터는 3시간 동안 120°C로 건조

  - 필터가 건조된 후 용출된 필터를 포함한 용출 바구니는 건조용기로부터 분리

  - 필터 임, separator, 유리섬유를 용출 바구니에서 꺼내어 분리

  - 용출공정이 히 수행되었는지를 검증하기 해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농도 계측

Fig. 3.3.30. HEPA 필터 용출처리 cold 시험 수행 과정.

  

실증규모 해 필터 용출처리 장치를 사용하여 cold 시험을 완료한 후의 모습은 Fig. 3.3.31

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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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 HEPA 필터 용출시험 완료 후 모습.

  HEPA 필터 폐기물 화학  용출 처리 cold 실증 시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용출 처리에 의해 HEPA 필터 유리섬유 매체의 원래 형태가 깨어져 슬러리 형태로 변

화됨

  - HEPA 필터를 이루고 있는 구성 물질  알루미늄 separator가 90% 이상 용해되어 유

리섬유와 혼합 됨 

  - HEPA 필터를 이루고 있는 구성 물질  sealant가 60% 이상 용해  분해되어 유리섬

유와 혼합됨

  - HEPA 필터 임은 완 히 분리됨

  - 83°C 이상 가열 시 NO와 NO2 발생

  - 임은 자체처분 농도로 제염가능

  - 발생된 질산 폐액 200 L는 NaOH로 화 후 화학폐액 처리장치로 보냄

② Hot 실증시험 및 평가

실증규모 해 필터 용출처리장치를 사용하여 원자력연구원의 조사재시험시설에서 발생한 

HEPA 필터 폐기물을 상으로 hot 실증시험을 수행하 으며, hot 실증시험을 해서 방사성 

HEPA 필터 폐기물을 용출장치 내 leaching basket 내에 설치하는 모습을 Fig. 3.3.32에  수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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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 HEPA 필터 폐기물 hot 실증 시험을 한 오염필터 장착.

Hot 실증시험 수행 방법은 이미 기술한 cold 시험 방법과 같으며, 단지 다량의 NO와 NO2 

발생을 방지하기 해 leaching vessel 내의 질산용액을 스 에 의해 83°C로 조 하 다.

실증 시험에 의한 제염효율을 분석하기 하여 시험 에 HEPA 필터 폐기물 내의 유리섬

유 시료를 5g씩 2번 채취하여 MCA에 의해 기방사능 농도를 계측하 다. 한 실증 시험 

경과 0.5 시간, 1.0 시간, 1.5 시간 마다 발생 폐액 내의 핵종농도를 계측하고 1.5 시간의 용

출시험을 완료한 후 leaching basket 내의 HEPA 필터로부터 유리섬유를 채취하여 최종잔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3.3.10에 수록하 다.

 

Element

Initial

activity

(Bq/g)

용시간에 따른 제거율

0.5 hr 1 hr   1.5 hr     

Radioactivity

(Bq/g)

% 

Removal

Radioactivity

(Bq/g)

% 

Removal

Radioactivity

(Bq/g)

% 

Removal

Co-60 9.02  0.38 95.7 0.26 97.1 0.15 98.3

Cs-134 6.0  0.53 91.2 0.35 94.2 0.15 97.5

Cs-137 10,975 1,010 90.8 671 93.7 296 97.3

Table 3.3.10. 실증규모 HEPA 유리섬유 용출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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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규모 HEPA 필터 폐기물 화학  용출처리 장치를 사용하여 hot 실증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용출 처리에 의해 HEPA 필터 유리섬유 매체의 원래 형태가 깨어져 슬러리 형태로 변

화됨

  - HEPA 필터 페기물 내 알루미늄 separator의 90% 이상이 용해되어 유리섬유와 혼합됨

  - HEPA 필터 폐기물 내 sealant의 5% 이상이 용해  분해되어 유리섬유와 혼합됨

  - HEPA 필터 폐기물의 임이 완  분리됨

  - HEPA 필터 폐기물 유리섬유 내의 핵종 제거율은 1회 1.5시간 용으로 Cs-137에 해 

97.3%, Cs-134는 97.5% 이었으며, Co-60는 98.3% 이었음. 따라서 실증규모 해 필터 

용출처리 장치에 의한 반복 용출시험 시 실험실규모 결과와 같이 해 필터 오염핵종

의 제거효율이 99% 이상 가능한 것으로 단됨 

  - 발생된 질산 폐액 200 L는 NaOH로 화 후 화학폐액 처리장치로 보냄

  - 결론 으로 고방사성 HEPA 필터 폐기물의 화가 성공 으로 수행되었음

(2) HEPA 필터 폐기물 고온 용융 처리 공정 개발

(가) HEPA 필터 매체의 속  핵종 분석  열  특성

HEPA 필터 매체에 포함되어 있는 속과 핵종이 고온 용융 처리시 휘발되거나 처리 이

후에 침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HEPA 필터 매체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속과 핵종을 분석하 다. 주로 오염되어 있는 속과 방사성 핵종의 휘발성과 침출성에 

해 실험하고, 연구원에서 실제 발생한 HEPA 필터 매체를 직  제작한 Graphite crucible에 

넣어 고온용융 처리를 용하 다 (Fig. 3.3.33). 원자력 연구원에서 발생한 HEPA 필터 매체

를 분석한 결과, 속은 Zn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Pb와 Sr, Cr이 

주로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EPA 필터 매체에 오염되어 있는 주요 핵종은 

Cs-137과 Co-60이었다.

Fig. 3.3.33. HEPA 필터 매체의 고온용융 처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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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EPA 필터 매체 고온 용융 처리 휘발성  침출실험

속과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되어 있는 HEPA 필터 매체를 고온용융 처리 할 때 속

과 방사성 핵종이 휘발되어 기 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처리 후에 침출되어 2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속과 방사성 핵종의 휘발성을 알아보기 해 HEPA 필터 매체

의 실제 분석값을 기 로 Zn와 Pb, Sr, Cr을 혼합하여 넣어  농도 실험과 10 wt.% 

속과 모의 핵종을 넣어  고농도 고온용융 처리 실험을 하 다. 고농도에서는 Pb와 Sr이 부

분 으로 산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Fig. 3.3.34), 실제 농도인 농도에서는 Zn와 Pb, Sr, 

Cr는 모두 휘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성 모의 핵종인 Co는 휘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Cs의 경우 약 60%가 휘발되고 40%는 HEPA 필터 매체에 남아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3.34). 따라서 고온 용융 처리를 할 때 Cs의 휘발성에 한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3.3.34. 속과 모의 방사성 핵종의 고농도 휘발성 실험 결과.

휘발성 실험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 HEPA 필터 매체 시료를 PCT 시험범에 의한 침출시

험을 수행하 다. 침출제로 2차 증류수를 사용하여 침출시험 후 용출된 성분들의 농도를 

ICP-OES와 AA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이때 분석 상 원소는 고화체 주요성분 4종 (Si, Ca, 

Na, Al)과 속 4종(Zn, Pb, Sr, Cr), 방사성 모의 핵종 2종 (Co, Cs)에 해 침출특성을 분

석하 다. Na와 Si의 경우, SRL에서 제조한 기 유리인 SRL-EA 유리고화체와 비교한 결과, 

기 유리의 침출율보다 낮고, 미국 Hanford 유리고화체 규제치 2 g/m2 보다 훨씬 낮은 결과

를 보여 국제 인 유리고화체 기 치들을 모두 만족하므로 화학  내구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속의 침출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방사성 핵종인 

Cs과 Sr은 다른 실험와 비슷하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3.11). 이를 통해 고온 용

융 처리된 HEPA 필터 매체는 유해물질들이 환경으로 출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견고

한 유리고화체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안정하고 효율 인 방사성 폐기물 리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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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L HLW

glass
1)

ANL CWF 

glass
2)

 

PNL

standard

glass3) 

SRL-EA 

glass
4)

 

HEPA filter 

media 

B 0.260 0.060 1.694 8.36 - 

Li 0.333 0.462 1.344 4.8 - 

Na 0.256 0.126 1.246 6.67 0.131

Si 0.154 0.082 0.399 1.96 0.015

Cs - 0.063 0.091 - ND

Sr - 0.030 - - 0.090

Table. 3.3.11. 고온 용융처리한 HEPA 필터매체와  유리고화체의 침출속도 비교.

휘발성 실험과 침출 특성 평가를 통해, HEPA 필터 매체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속과 

핵종의 휘발성과 침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원인을 찾기 해 XRD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HEPA 필터 매체의 주요 성분인 실리카 성분(SiO2)이 Cs과 반응하여 

Pollucite(CsAlSi2O6)를 형성하고, Zn와 Sr이 반응하여 Willemite(Zn2SiO4)와 Strontium silicate 

(SrSiO3)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3.35). 이를 통해 속과 주요 핵종이 HEPA 

필터 매체와 반응하여 안정한 결정들을 형성하면서, 휘발과 침출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Fig. 3.3.35. 고온 용융 처리한 HEPA 필터 

매체와 Zn와 Sr, Cs의 XRD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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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원내 발생 HEPA 필터 매체 고온 용융 처리 공정개발 및 기술실증

원자력연구원에서 실제 발생한 HEPA 필터 매체에 고온 용융 처리 방법을 용하기 해 

Graphite crucible를 직  제작하여, 최  조건인 900℃에서 2시간동안 처리하 다. Fig. 3.3.

36에 나타난 것처럼 부피 감용비는 34로 나타났고, 이는 고온용융 처리에 의해 HEPA 필터 

매체의 부피가 하게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온 용융 처리 후의 Cs-137의 방사

성을 측정한 결과, Cs-137은  휘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3.36). 이 의 XRD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상 으로 양이 은 Cs이 HEPA 필터 매체의 주성분인 실

리카(SiO2)와 반응하여 Pollucite(CsAlSi2O6)의 안정한 결정을 형성하여 휘발이 일어나지 않

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 결과를 통해, 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된 방사성 HEPA 필터 매

체를 고온 용융 처리를 통해, 부피를 1/30 이하로 효과 이게 감용하 고, 문제가 될 수 있

는 방사성 핵종과 속의 휘발과 침출이  일어나지 않는 안정한 공정인 것으로 나타

났다.

Fig. 3.3.36. 방사성 HEPA 필터 매체의 부피감용과 휘발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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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  함유  유 기 혼 성 폐 기물  처 리 기술 개발

가. 알  함유  유 기 혼 성 폐 기물  감 용처 리  단 기술 특 성  평 가

(1) 알  함유 유기 혼성폐기물 특성분석

한국원자력연구원 변환시설에서 발생된 유기폐액 2종이 알 핵종인 우라늄을 함유하고 있으면

서 유해성 난분해성 유기화학물인 TBP(PO(OC4H9OH)3)와 n-dodecane(CH3(CH2)10CH3)이 주성분

인 유기성 폐기물로 이들이 처리 상 알 함유 유기혼성 폐기물이며 이들의 물리화학  조성 특

성분석  열  거동특성분석을 을 수행하여 감용처리 단 공정 개발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얻

었다. 

처리 상 알  함유 유기혼성폐기물인 2종(T-1  T-2)의 TBP-dodecane 유기혼성폐기물의 

우라늄  인의 함량을 Table 3.3.12에 나타내었다. T-1의 경우 L 당 85.88 g, T-2의 경우 

83.10 g의 우라늄을 함유하는 고농도의 알 핵종 함유 혼성폐기물로 확인되었다. T-1의 경우 

T-2에 비해 인의 함량이 상 으로 많아 TBP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T-1 T-2

U (g/L) 85.88 (0.36) 83.10 (0.35)

P (g/L) 70.44 (2.3) 51.83 (1.67)

Table 3.3.12. TBP-dodecane 유기혼성폐기물 2종의 우라늄  인의 함량 (( )는 mole/L)

      

처리 상 알 유기혼성 폐기물인 2종(T-1  T-2)  순수 TBP의 열분해 조건에서의 온도

의 증가에 따른 무게감량(%)를 열 량 분석기 (TGA-601, LECO)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Fig. 3.3.37에 나타내었다. T-2의 경우 200°C 이하의 온도에서도 격한 무게의 감량

이 있었으나 T-1의 경우에는 200°C 이후에 격한 무게의 감량이 없었다. 이는 TBP와 

dodecane의 b.p.가 각각 289°C  216.2°C 임을 감안하여 볼 때 T-1은 유기성분  TBP의 

함량이 Dodecane의 함량에 비해 상 으로 고, T-2의 경우에는 상 으로 dodecane의 

함량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 TBP의 함량에 따라 격한 무게 감량이 일어나

는 온도가 순수 TBP, T-1  T-2의 순으로 높았으며, 이 결과는 앞의 무기물 원소 분석에서 

T-1의 경우 T-2에 비해 TBP의 주성분인 인(P)의 함량이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된 결과와 일

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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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7. Weight reduction pattern of 

two uranium-bearing TBP-dodecane waste 

and pure TBP at elevated temperatures 

under N2 atmosphere. 

TBP 유기폐액의 분해시의 매우 요한 인(P)성분의 거동 한 Fig. 3.3.37에 나타나 있는

데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수한 TBP의 경우, 격한 유기물의 분해가 끝난 후 약 

400°C 이후에 온도의 증가에 따라 무게가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TBP 분해 후에 

잔류하는 P2O5(s)가 P4O10(g)로 지속 으로 승화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라늄 

함유 TBP 유기폐액의 경우, 소량의 인성분이 휘발한 후 일정량 이상의 인성분이 휘발하지 않으

며, 이는 TBP의 유기성분 분해 후에 잔류하는 P2O5(s)가 우라늄과 반응하여 고온에서도 휘발되는 

않는 비휘발성(non-volatile) 착화합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열 량 분석기를 이용한 우라늄함유 유기폐액의 잔류물의 형상을 Fig.3.3.38(a)에 나타내었

으며, 이를 900°C의 산소분 기에서 2시간 분해한 후 잔류물의 형상을 Fig.3.3.38(b)에 나타

내었다. 열분해 잔류물은 검은 색으로 유기폐액의 열분해 시에 환원분 기인 질소 분 기에

서는 분해되는 않은 고정탄소 성분의 존재를 나타고 있다. 그러나 이 고정탄소성분은 산화

분 기에서 완 히 산화되어 없어진다는 것을 잔류물의 산화후의 형상이 보여 다.  

Table 3.3.13에 열분해 잔류물  이의 산화분해 처리 후 잔류물의 원소분석에 의한 인  

우라늄의 조성을 나타내었는데, 이 결과로부터 열분해 시에 잔류하는 고정탄소성분의 상

인 양은 많지 않으나 이의 산화 처리 시에는 추가 인 약 5%의 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열분해 잔류물이나 소각 처리 후 잔류물의 조성은 두 종류의 유기폐액 T-1  

T-2에 해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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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yrolysis residue b) Further oxidation residue

Fig. 3.3.38. Morphology of pyrolysis residue of uranium-bearing TBP/dodecane organic 

liquid and its further oxidation residue.

Pyrolysis residue (wt%)
Further oxidation residue 

(wt%)

T-1 T-2 T-1 T-2

U 43.8 45.9 50.7 46.0

P 21.0 19.1 15.8 14.8

Table 3.3.13. Results of elemental analysis of pyrolysis residue of 

uranium-bearing TBP/dodecane organic liquid and its further oxidation residue. 

열분해 소각 잔류물의 화학  조성을 규명하기 하여 XRD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Fig. 3.3.39에 나타내었다. 열분해 잔류물에서는 Uranium Pyrophosphate(UP2O7)  

Uranium Methaphosphate(U(PO3)4)의 2종의 비휘발성 우라늄-인 복합체가 확인되었으나 소

각잔류물에서는 Uranium Pyrophosphate(UP2O7)의 우라늄-인 복합체 1종만 확인되었다. 이

러한 결과로부터 Uranium Methaphosphate (U(PO3)4)는 지속 인 가열에 의해 다음과 같은 

반응을 통해 P2O5(g)을 배출하고, Uranium Pyrophosphate(UP2O7)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U(PO3)4  => UP2O7 + P2O5(g)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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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9. XRD patterns for pyrolysis (a) and incineration residue (b) of T-1.

상 폐기물인 T-1  T-2의 우라늄  P의 함량분석,  이의 열분해  열분해 잔류물

의 산화처리 후 잔류물의 XRD 분석결과  앞의 TGA 분석결과로부터 우라늄함유 TBP 유

기폐액의 열분해  산화처리 분해과정에 한 반응경로를 다음과 같은 단계  반응식 

(3.3.2), (3.3.3), (3.3.4)  (3.3.5)로 측할 수 있었다.  

Dodecane + TBP + [(UO2)(NO3)2(TBP)2]  

              ⇒ Product(g) + [(UO2)(NO3)2(TBP)2] + P2O5 (s) + C(s) (3.3.2)

[(UO2)(NO3)2(TBP)2] + P2O5(s) + C(s) 

⇒ Products(g) + P2O5(s)+ UO2 + C(s)          (3.3.3)

P2O5 + UO2 + C(s)   ⇒  [UP2O7, U(PO3)4] + C(s)             (3.3.4)

      [UP2O7, U(PO3)4] + C(s) + O2

⇒ Product(g) + UP2O7 + P2O5(g)                           (3.3.5)

맨 먼 ,  (3.3.2)의 반응에 의해 TBP-dodecane 유기폐액 내 포함되어 있는 dodecane, 

TBP의 가스화   고정탄소, P2O5(s)가 생성되고, (3.3.3)의 TBP adduct [(UO2)(NO3)2(TBP)2]

의 열분해반응에 의해 NOx의 발생과 TBP의 가스화에 의한 P2O5(s)  UO2가 생성된 후, 

(3.3.4)의 반응에 의해서 잔류하는 무기물 P2O5(s)와 UO2 간의 반응에 의해서 2종의 

Uranium Phosphate (UP2O7, U(PO3)4)가 생성된 후, (3.3.5)의 반응에 의해 고온에서 산소와

의 반응에 의한 고정탄소의 분해  U(PO3)4 에서의 P2O5의 승화가 일어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반응의 경로를 Fig. 3.3.4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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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0. Overall reaction pathway of pyrolysis and 

gasification of uranium-bearing TBP.

 

 Fig. 3.3.40에 나타낸 것처럼 우라늄함유 TBP 유기폐액의 열분해시에 잔류하는 성분이 

순수 TBP와는 달리 인성분을 량 휘발하여 기체상으로 배출하지 않으며, 그 잔류시키는 

양은 폐기물내 우라늄의 함량에 따라 UP2O7의 당량비에 해당하는 만큼 잔류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우라늄성분은 열분해나 산화분 기와는 계없이 량 휘발

하지 않고 우라늄 인산화물 성분으로 환되어 반응기에 잔류하거나 입자상 성분으로 비말

동반 되더라도 여과장치에서 완 히 제거될 수 있어 충분한 제염성능을 보이는 열분해/수

증기개질 공정의 개발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2) 증기개질에 의한 유기혼성폐기물 가스화  무기물 분리 특성 평가

처리 상 유기혼성폐기물인 TBP-dodecane 알 혼성 유기성 폐기물을 분해처리하기에 용이

한 분해처리공정의 개발을 하여 먼  국외의 우라늄함유 TBP 유기폐액 분해처리공정의 

기술 황  문제 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한 우리 고유의 알 혼성폐기물 분해처리용 열분

해 수증기개질 가스화 조합계통의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우선 개발이 필요한 주요

단 공정에 한 실험실 규모 장치를 설치하여 이에 한 기 실험을 수행하고자 하 다.   

TBP(tributyl phosphate)와 같이 인산 등의 산을 함유하는 폐유기용제 뿐만아니라 원자력시설

에서 많이 사용되는 PVC sheet나 러  등과 같은 고무류도 알 혼성폐기물로 발생되는데 

이들은 가연성폐기물로 소각, 열분해 등의 처리방법에 의해 처리되어 왔으나 아래 (3.3.6), 

(3.3.7)  (3.3.8)식에 반응식의 로 나타낸 것과 같이, 순간 인 유기물분해 반응에 의해 

과량의 산성가스를 발생한다. 

(C4H9O)3PO ---> Products(g) + P2O5(g) + H2O (g)    (3.3.6)

PVC ----> Products (g) + HCl (g)  (3.3.7)

Rubber ----> Products (g) + SO2 (g)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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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산성가스를 과량 발생하는 폐기물의 고온 분해 시에 소각공정에서와 같이 자유산

소(free oxygen)가 존재하는 경우 다이옥신을 발생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분 인 산화  

환원 분 기에서 유기성분을 분해하는, 즉, 다이옥신의 발생 가능성이 없는 수증기 개질 

(steam reforming)과 같은 개선된 유기성분의 분해처리공정이 개발하고자 결정하 다. 국외

의 우라늄함유 TBP 유기폐액의 열분해나 수증기개질 공정은 인산(H3PO4)의 공정 배 내 응

축으로 인한 많은 문제 을 보여 왔다. 미국에서 개발된 개선된 형태의 수증기개질공정인 

THOR Treatment 공정은 700-750 °C에서 유기액체폐기물을 과열된 수증기  Sodium 

aluminum silicate 분말과 혼합하여 분해 처리하고 열분해 시에 분리되는 무기성분(주로 인)

은 Sodium aluminum silicate와 반응하여 안정된 화합물인 aluminum phosphate로 환한

다. 독일의 NUKEM사의 열분해공정에서는 TBP폐기물을 calcium hydroxide (Ca(OH)2)와 함

께 약 600 °C에서 열분해하여 calcium phosphate와 열분해 탄화수소가스로 환한다. 이상

과 같은 방법에 의한 THOR 수증기개질공정과 독일의 NUKEM사의 열분해공정은 폐기물과 

무기물안정화를 한 첨가제인 Sodium aluminum silicate와 potassium  calcium 

phosphate를 폐기물과 혼합하여 처리하므로 방사성핵종 등의 무기물이 고온에서 안정화되

어 회분과 같이 열분해 는 수증기개질 반응기에 잔류하므로 공정의 부식이나  막힘과 

같은 문제 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과량의 안정화를 한 첨가제가 사용되어야 하고 

그 결과로 첨가제가 방사성 핵종과 함께 혼합된 폐기물로 발생되므로 감용 효과가 낮다는 

단 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라늄과 같은 재활용이 가능한 원소들도 안정화첨가제 등과 화

학 으로 결합하여 분리하기 어려운 복합체를 형성하므로 이의 분리 재활용이 어렵다든 단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 을 개선하기 하여 최근에 일본의 JAEA에서는 첨가제가 없

는 상태에서 TBP폐액을 열분해하고 열분해된 가스를 산화하는 원 인 방법에 의한 TBP 

유기폐액의 처리공정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방법은 최종 으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에 주안 을 맞추고 있으며, 열분해반응기에 약간의 steam을 불어넣

어 TBP의 열분해시 발생될 수 있는 soot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리 활용

되고 있는 폐기물의 열분해-소각 공정의 기본 인 개념과 동일하다. 이 공정은 앞에서 기술

한 미국  독일의 열분해 는 수증기 개질공정과는 달리 인산가스의 발생을 억제하지 못

하므로 이를 세정하기 하여 2단계의 wet scrubber를 사용한다. 따라서 배기가스 처리공정

이 비교  복잡하고 2차 액체폐기물의 발생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공정 여러 부 에 인화합

물과 같은 다양한 부식성 화합물이 축 된다는 문제 을 갖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국외 알 혼성폐기물 처리공정의 기술 황 분석 결과로부터 이들의 장 으 

흡수하고 단 을 개선한 우리 고유의 수증기개질공정을 개발하기 해 2010년에 실험실 규

모 열분해, 수증기개질 장치  매산화장치를 설치하 다. 이 공정의 구성도  설치사진

은 Fig. 3.3.41  Fig. 3.3.42에 나타내고, 이의 기 실험을 해서 GC system  CH4/H2 

분석기와 Moudi nano particle impactor 등의 실험과 분석에 필요한 주요 기자재를 구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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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3.3.41. A schematic diagram of lab-scale (0.2 kg-TBP/h) steam 

reforming process for the treatment of alpha-bearing mixed waste.

Fig. 3.3.42. Installed lab-scale (0.2 kg-TBP/h) steam reforming process for the 

treatment of alpha-bearing mixed waste.

원자력연구원 변환시설 발생  장 인 우라늄과 Dodecane이 함유된 폐 TBP 유기용제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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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T-2)  순수 TBP시약(Fig. 3.3.44 참조)의 열분해 시 발생되는 가스성분을 악하기 하여 

PY-GC/MS(Pyrolyzer-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 분석을 실시하 는데 분석에 사

용된 기기는 JAI Portable Pyrolyzer JCI-21와 HP6890N Series GC/MSD system(GC/MS)을 사

용하 으며, 열분해는 JCI-21 pyrolyzer(Japan Analytical Industry)를 사용하여 320, 600, 750°C에

서 열분해를 실시하 다. HP6890N Series GC/MSD system의 컬럼은 Phenomenex Zebron 

ZB-5ms, (30 meter × 0.25mm × 0.25㎛)가 사용되었다.  

Fig. 3.3.43. Samples of two Uranium -bearing TBP-dodecane waste solvents and 

pure TBP for the analysis of their pyrolysis gas at different temperatures.

320℃에서 열분해 시 순수 TBP시약과 우라늄함유 폐유기용제 T-1, T-2는  분해되지 않고 

각각의 휘발된 가스상 성분 TBP(PO(OC4H9OH))와 n-dodecane(CH3(CH2)10CH3)만 검출되었다.  

GC area에 기 한 비교결과 T-2 시료가 T-1시료보다 Dodecane을 2배 이상 더 함유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결과는 앞의 TGA 실험의 결과  잔류물  P함량 분석 실험의 결

과와 거의 일치하 다. 600℃에서 TBP를 열분해한 결과 Butanal, Butanol, Butene으로 분해

되었고, 열분해 산물  Butene 함유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라늄을 함유한 폐 유기용

제 T-1, T-2 역시 600℃에서 열분해가 일어났으며, 순수 TBP시약과 비슷한 경향으로 Butene, 

Butanol, Butanal의 순서로 열분해 기생성물의 양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750℃에서는 좀 

더 분해가 진행되어 Butene, Butanol, Butanal의 양이 세 시료 모두에서 증가하 음. 반면 

T-1에서는 600℃와 비교시 TBP의 양은 약간 증가하 으나 Dodecane의 양이 격히 감소한 

것을 확인하 음. 이로부터 TBP에 비해 dodecane이 휘발성도 클 뿐만 아니라 순간 인 온

도상승에 따른 열분해도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물질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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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4. Analysis of pyrolysis gas composition of two uranium-bearing 

TBP/dodecane waste at 320°C, based on the pyrolysis-GC/MS analysis. 

Fig. 3.3.45. Analysis of pyrolysis gas composition of two uranium-bearing 

TBP/dodecane waste at 600°C, based on the pyrolysis-GC/M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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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6. Analysis of pyrolysis gas composition of two uranium-bearing 

TBP/dodecane waste at 750°C, based on the pyrolysis-GC/MS analysis 

이상과 같은 Pyrolysis-GC MS에 의한 분석결과로부터 TBP 유기폐액 TBP 

(PO(OC4H9OH))와 n-dodecane(CH3(CH2)10CH3)의 기 열분해 가스 조성이 C-4 탄화수소인 

Butene (C4H8), Butanal (C4H8O)  Butaol(C4H9OH) 임을 확인하 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3.3.9) 반응에 의해 기에 부텐이 발생되고 발생된 부텐이 수증기나 산소와 반응하여 

Butanal (C4H8O)  Butaol(C4H9OH)을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C4H9O)3PO → 3C4H8(g) + H3PO4                                    (3.3.9)

(다) 실험실 규모 전기화학적 질소산화물 산화 처리 시험장치 설계/제작 및 특성평가

 

유기 혼성폐기물의 열분해  수증기개질 공정을 통해 발생하는 산성가스처리  반응제

어가 용이한 1200 liter/min 처리용량의 기화학  매개산화(MEO, Mediated 

Electrochemical Oxidation) 처리 시험장치를 lab-scale로 설계/제작하 으며, 개략도를 Fig. 

3.3.47  48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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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7. A schematic diagram of MEO 

process for NOx removal.

Fig. 3.3.48. Lab-scale MEO process 

equipment for the removal of acid gases.

본 기화학  매개산화 처리 실험 장치는 크게 두가지, 즉 Ag2+ 산화제가 연속 으로 생

성되는 해 공정  NO  NO2 기체를 산화  흡수 처리하는 세정 공정으로 이루어져 

나  수 있다. 

NOx 처리를 하여 가스 세정기 I에 공 되는 Ag2+ 매개산화제는 양극 해용액 장조, 

음극 해용액 장조  흐름식 해셀로 구성된 해 공정 계통에서 제조하 다. 흐름 

해셀은 Nafion 117 양이온 교환막에 의해 양극실과 음극실로 분리되는 평 형 구조이며, 규

격은 0.05 m×0.14 m×0.005 m 이고, 양극  음극의 재료로는 면 이 0.7 dm2 (0.05 m × 

0.14 m)의 백 을 사용하 다. 양극 해용액은 질산은이 포함된 질산용액을 사용하 으며, 

음극 해용액으로는 3 M의 황산 용액을 사용함으로써 질산 해용액을 사용하 을 시 질

산이 아질산으로 환원되는 음극반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다. 양극과 음극 해용액은 

Pan world CO., LTD사의 마그네틱 테 론 펌 (NH-30PX-N)를 사용하여 1 L/min으로 흐

름 해셀을 순환시켰으며, 흐름 해셀의 양극과 음극사이에 일정한  류를 흘려주는 정

류 방식으로 Ag2+ 매개산화제를 연속 으로 생성시켰다. 가스 세정기 I (Fig. 3.3.47의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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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ubber I)에서는 해셀을 통해 기화학 으로 제조된 Ag
2+

 매개산화제를 사용하여 NO 

제거에 한 실험을 수행하 으며, 가스 세정기 Ⅱ (Fig. 3.3.47의 gas scrubber Ⅱ)에서는 

Ag
2+

에 의해 산화된 NO2를 상으로 흡수용액을 사용하여 NO2 제거 거동을 살펴보기 한 

용도로 제작되었다. 가스 세정기는 내경 0.06 m 높이 1.4 m의 Pyrex 유리로 제작하 으며, 

기-액 의 체류시간을 더욱 증가시키기 해 teflon tube (∅=12 mm, L=20 mm) 링을 

충진하 다. NO  NO2는 유량제어기(Mass Flow Controller, MFC)를 통해 유량을 조 하

여 각각의 가스 세정기 하단으로 공 하 으며, 모든 실험은 향류의 흐름방식으로 수행되었

다. 각각의 가스 세정기를 거쳐 나온 가스는 가스분석기(350-XL, TESTO) 통해 농도를 측정

하고 1.22 liter/min의 속도로 후드로 배출되었다.

나. 알  함유  유 기 혼 성 폐 기물  감 용처 리  단 공 정  성 능 평 가

  

(가) 수증기개질 공정 성능 평가 

열분해가스의 수증기개질 공정에 한 성능평가를 하여 열분해가스의 수증기개질 반응

기를 축방향 즉 흐름 방향으로는 혼합이  일어나지 않고, 반경방향으로는 완 히 수증

기와 반응물이 혼합된 상태에서 수증기개질 반응이 일어키는 원통형 PFR(plug flow 

reactor)로 가정하 다. 이러한 조건에서 질량, 에 지  모멘텀 보존 방정식은 다음식 

(3.3.10), (3.3.11)  (3.3.12)와 같다.  

ρu
dA
dx
+ρA

du
dx
+uA

dρ

dx
= ∑

M

m=1
a i,m∑

K g

k=1
s k, ṁW k (3.3.10)

ρuA
dY k

dx
+Y k ∑

M

m=1
a i,m ∑

K g

k=1
s k,m ̇W k=W k ( ∑

M

m= 1
s k,m ̇a i,m+ w k ̇A )

(3.3.11)

uA( ∑
K g

k=1
h k
dY k

dx
+ C p

dT
dx
+u

du
dx
)+( ∑

K g

k=1
h kY k+

1
2
u 2) ∑

M

m=1
a i,m∑

K g

k=1
s k,m ̇W k

= a e Q e- ∑
M

m= 1
a i,m ∑

K b

k=K f
b

s k, ṁW kh  (3.3.12)

   

 식 (3.3.10)에서 ρ는 mass density 이며, u는 축방향 기체 유속, K s
는 k종의 분자량, 

s k ̇는 표면반응에 의한 몰 조성의 변화임. A와 a i,m은 물질 m의 단 길이당 단면 과 내

표면 을 나타냄.   식 (3.3.11)에서 Y k
 는 k 종의 질량분율이며, w k ̇는 균일계 가스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반응물의 생성속도이며 식 (3.3.12)에서 h k는 k종의 엔탈피이며, C p

는 평균 열용량을 나타낸다. 이 지배방정식에 근거한 모델계산은 CHEMKIN 4.1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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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9. Parametric study of steam reformer for gaseous mixtures from the 

pyrolysis of waste TBP solution (TBP+dodecane+(UO2)(NO3)2(TBP)2)

으며 237개 반응의 동역학  데이터 (반응의 빈도인자, 활성화 에 지  반응차수)를 문헌조사를 

통해서 구축하 다. Fig. 3.3.49에 수증기개질 공정 모사를 한 로그램 입력 조건의 변화범 를 

나타내었다.  

     

Fig. 3.3.50에 Steam Equivalence Ratio (φ, (시험 유기가스/수증기비)/(당량 유기가스/수증기 비)

에 따른 수증기개질 반응기내 가스의 체류시간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φ=1 일 경

우, 즉 (λ(당량수증기비) 가 1)일 경우, 내경 10cm  길이 30cm의 수증기개질 PFR 반응기에서의 

체류시간이 반응기온도를 700-1300K로 변화시킴에 따라 1.2-0.55 sec로 변화한다. 그러나 실제로 수

증기의 공 량은 당량 수증기공 량보다는 다소 커야 수증기 개질반응이 잘 일어나는데, 수증기공

기공 비(λ)를 5.2 까지 증 시키면(φ=0.4), 같은 온도 조건에서 반응기내 체류시간이 0.279-0.141로 

매우 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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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0. Gas residence time in steam reforming PFR at different 

steam feed rate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nd reactor length.

Fig. 3.3.51에 수증기의 공 비의 변화와 온도의 변화에 따른 반응기내에서의 미연소유기

성분(Unburned hydrocarbon)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열분해 반

응기에서 수증기개질 반응기로 공 되는 유기성분의 수증기개질 반응에 의한 분해는 어도 

반응기의 온도가 약 1000K 이상이 되어야 효과 으로 진행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과잉

수증기의 증가에 따른, 즉 φ의 감소에 따른, 유기성분의 분해 효율의 증가도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데, 이는 앞의 Fig. 3.3.50에 나타낸 것과 같은 반응기내 체류시간의 감소에 의해 그 온

도상승의 효과가 다소 상쇄되기 때문인 것을 추정된다.

모델계산의 결과에 의하면 주성분가스인 폐 TBP 유기용제의 열분해가스의 주성분인 C4H8 

 C12H26의 수증기개질 반응에 의해 간생성물로 Butadidene (CH2CHCHCH2)가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Fig. 3.3.51  Fig. 3.3.52에 반응기의 온도에 따른 Butadiene 과  

Butene의 반응기 온도  체류시간에 따른 변화를 각각의 다른 과잉 수증기비에 해 나타

내었다. Fig. 3.3.5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Butadiene은 약 950K 까지의 온도에서 농도변

화가 거의 없으나 이후에 950-1200K의 온도에서 농도가 격히 증가했다가 격이 감소하

는데 이는 Butene의 분해 시에 간생성물로 butadiene이 생성되고 이상의 온도에서는 다시 

분해된다는 것을 보여 다. 요한 것은 반응기의 출구에서도 발생된 Butadiene 농도가 과

잉수증기비의 증가에도 거의 지 않기 때문에 이의 배출을 근원 으로 방지하기 하여 반

응기의 온도를 약 1200K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Fig. 3.3.52에 나나낸 Butene의 농도

변화 역시 TBP 열분해 발생가스의 수증기개질 반응 효율에 미치는 반응기 온도 향을 확인 



- 183 -

시켜 주고 있다. 반응기의 온도가 1000K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과잉 수증기비에 계없이 

수증기개질에 의한 Butene의 분해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3.51. Generation and decomposition of butadiene at different 

steam feed rate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nd reactor length. 

Fig. 3.3.52. Decomposition of butadiene at different steam feed rate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nd reactor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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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3에 반응기의 온도에 따른 반응기 출구에서의 가스내 잔류하는 유기성분가스의 

mole 분율을 나타내었다. 열분해가스의 주성분인 부텐의 충분한 수증기개질 분해를 해서

는 반응기의 온도가 1100°C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상의 온도에서도 

부텐의 수증기개질 반응의 주목 생성물인 수소와 메탄 외에 부산물로 C3H6, C2H4  C2H2

가 발생된다. 뿐만 아니라 난분해성 방향족 탄화수소인 벤젠의 합성이 1200°C 이상에서 일

어나고 이는 이후의 매산화반응기에서의 분해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수증기개질 반응기의 

온도는 1200°C 이하로 유지하고 φ=0.4 (과잉수증기비=5.2)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하다

고 단된다. 

 
Fig. 3.3.53. Mole fraction of incompletely oxidized species at the outlet of steam 

reforming PFR at different steam feed rate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nd 

reactor length. 

(나) 수증기개질가스 매산화 공정 성능 평가 

수증기 개질 반응기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조성의 유기성분을 완 산화분해하기 한 매

반응기 성능 평가를 하여 유기성분의 분해에 크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백 이 담

지된 Honeycomb monolith 반응기에 한 모델연구를 수행하 다 [3.3.1]. 지 까지 유기성

가스의 매산화 연구의 부분은 메탄, 에탄  로 과 같은 단일조성의 single fuel에 

한 것이었다 [3.3.2]. 본 연구에서는 폐TBP의 열분해시 발생되는 다성분계 유기성가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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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기개질 공정에 한 모사 연구를 수행하 는데 메탄이 약 10%, 수증기가 30%, 일산화

탄소가 20%이며 기타 미분해 탄화수소의 농도가 약 0.5%인 조건으로 고찰하 으며 모사조

건을 Table 3.314에 나타내었다. 모델계산은 컴퓨터 로그램 CHEMKIN 4.1을 사용하 으

며, C3 유기성분의 부분을 포함하는 유기화학종 53종  이들의 분해  합성반응식 325 

화학반응식에 한 GRI-MECH mechanism을 도입하여 수행하 다[3.3.3]. 매산화반응기의 

온도는 300-700°C, Equivalence ratio, 는 0.1~1  가스유량은 GHSV 10000-60000 범 에서 

고찰 하 다. φ = 0.2, GHSV = 20000 h-1 인 조건에서 매산화반응기의 온도에 따른 

반응기 치에 따른 미분해탄화수소(Unburnded hydrocarbons, UHCs)의 농도변화  출

구에 잔류하는 유기성분의 농도를 Fig. 3.3.54에 나타내었다. Fig. 3.3.54(a)에 보여지는 바

와 같이 UHCs의 분해반응은 반응기의 온도가 약 450°C이상  반응기 길이 13cm 이후에

서 시작되며 700°C이상에서 효과 이다. 480 °C 이상의 온도에서는 수증기개질가스의 주성

분인 H2, CO  CH4는 완 히 분해되나 C3H6나 C3H8은 550°C 이상에서 분해됨을 Fig. 3.3.

54(b)에서 알 수 있다. 각각의 다른 온도(a:500°C, b:525°C, c:550°C)에서의 각 UHCs의 산화

효율에 미치는 기체의 유량을 Fig. 3.3.55에 나타내었는데, a-1, b-1  c-1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유량의 증 는 당연히 분해효율을 감소시키며 온도가 높을 때 그 향이 더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99%이상의 분해효율은 525°C 이상에서 얻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고효율의 

분해성능을 얻기 해서는 기체유량을 GHSV 25000 h
-1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Table 3.3.14. Simulation conditions of catalytic oxidizer 

for steam reformer outlet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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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4. Temperature effect on the reactor performance at φ = 0.2 and GHSV = 

20000h
-1

: (a)oxidation efficiency(η), (b) outlet mole fraction of feed UHCs, and (c) 

outlet mole fraction of newly generated UHCs

Fig. 3.3.55. Influence of gas volumetric flow rate of 16,000-98,000 SCCM (GHSV 

of 10000-60000) on the oxidation efficiency of total UHCs (top figures) and 

emission concentrations of each UHC species (bottom figures) at three different 

temperatures: a) 500°C, b) 525°C and c) 5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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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기혼성폐기물 열분해/수증기개질 발생 NOx 제거 성능 평가  

기화학 으로 생성되는 Ag
2+

 매개산화제 용액이 연속 으로 공 되는 충진탑 형태의 가

스 세정기에서 유기 혼성 폐기물의 열분해  수증기 개질 공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산성가

스의 처리 특성 규명을 하여 류 도, AgNO3 농도, 양극액에서의 질산농도, 세정용액의 

유속  NO-공기 혼합가스 유속의 향을 고찰하 다. 매개산화제로 사용하는 Ag
2+

의 생성 

속도의 변화가 NO 제거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류 도를 2.4∼80.1 mA/cm
2

의 범  내에서 변화시켜가며 NO 제거 거동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Fig. 3.3.56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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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6. Changes in NO concentration with 

respect to time as a function of current 

density.

Fig. 3.3.57의 결과로부터 류 도가 증가할수록 Ag2+의 생성 속도가 증가됨으로 인해 

NO의 산화반응 속도가 증가하여 NO의 제거효율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류 도가 2.4 

mA/cm2에서는 거의 NO가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5 mA/cm2 이상에서도 반응 

기의 약 30 까지는 NO의 제거 속도가 완만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격하게 제거되는 상

을 보이고 있다. 류 도가 증가할수록 Ag2+의 생성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해 세정용액 내에 

축 되는 Ag2+의 농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NO의 제거 속도  제거 효율이 증진된다는 

과 RaJu [3.3.4]는 80.1 mA/cm2이상에서는 Ag2+의 농도가 증가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결과

를 착안하여, 동일한 해용액으로 류 도 80.1 mA/cm2에서 5분 동안 해셀을 가동하여 

사 에 일정 농도의 Ag2+를 제조한 후 가스 세정기 I에 공 함과 동시에 80.1 mA/cm2으로 

류를 지속 으로 가해주는 조건에서 NO 제거 거동을 조사하 다. 그 결과를 사 에 Ag2+

의 축 이 없는 조건으로 수행한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Fig. 3.3.57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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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7. Changes in NO concentration and NO 

removal efficiency by scrubbing liquid with and without 

Ag(II) accumulation before commencing the gas removal 

experiment, as a function of time.

사 에 Ag
2+

를 제조한 후 기-액 을 시킨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실험 

기부터 격하게 NO가 제거되었고 10분 후 NO 제거 효율이 약 90%로써 5% 이상 효율이 

증가되었다. Ag
2+

 매개산화제의 출발 물질인 AgNO3 농도의 변화가 NO 제거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AgNO3 농도를 0.05∼0.4 M의 범  내에서 변화시켜가며 NO 제거 

거동 실험을 수행하 다. 이를 하여 류 도가 80.1 mA/cm
2
인 조건에서 류를 가해 주

면서 5 M HNO3 용액 내에 한 농도의 AgNO3가 포함된 세정용액을 NO의 기농도가 

400 ppm이 되도록 공기와 혼합한 혼합가스와 가스 세정기 I에서 기-액 시켰으며, 그 결

과를 Fig. 3.3.58에 나타내었다.  

 AgNO3의 농도가 0.05 M에서 0.2 M로 증가함에 따라 NO의 제거효율은 약 20% 이상 증

가하 으나 0.2 M 이상에서는 AgNO3 농도의 증가에 따른 NO의 제거효율 증가가 미미하

다. 따라서 Ag
2+

를 사용하는 MEO 공정에 의한 NO 제거 시 AgNO3의 농도는 0.2 M이 

효율 임을 알 수 있었다. NO-공기 혼합가스와의 기-액 을 한 세정용액의 유속이 

NO 제거에 미치는 향  혼합가스의 유속이 NO 제거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5 M HNO3 용액 내에 0.2 M AgNO3가 포함된 세정용액의 유속을 2∼5 L/min, NO-공기 

혼합가스의 유속을 10∼19 L/min의 범  내에서 변화시켜가며 NO 제거 실험을 수행하

다. 이를 하여 류 도가 80.1 mA/cm
2
인 조건에서 류를 인가함과 동시에 세정용액을 

NO의 기농도가 400 ppm이 되도록 공기와 혼합한 혼합가스와 가스 세정기 I에서 기-액 

시켰으며, 그 결과를 Fig. 3.3.59  60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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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8. Effect of AgNO3 concentration on NO remova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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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9. Effect of scrubbing liquid flow rate on NO 

remova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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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0. Effect of gas flow rate on NO removal 

efficiency.

세정용액의 유속이 증가할수록 기-액 간에 효율이 증가됨에 의하여 NO의 제거효율이 

진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유속이 2 L/min에서 5 L/min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 

10% 정도의 제거효율이 상승되었고, 반면에 혼합가스의 유속은 증가할수록 가스의 체류시

간이 감소됨으로 인한 기-액 간의 효율 감소에 의하여 NO의 제거효율이 진 으로 감

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1차 으로 Ag2+
에 의해 산화된 NO2를 처리하기 하여 가스 세정기Ⅱ에서 흡수용액으로 

아황산나트륨  황화나트륨을 사용하 을 시 NO2에 한 처리효율  각각의 흡수용액의 

농도가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에 사용된 아황산나트륨  

황화나트륨의 농도는 0.01, 0.05, 0.1, 0.2 M을 사용하 다. 흡수용액과 NO2는 가스 세정기 II

에서 유량계를 사용하여 각각 5, 10 L/min의 유속으로 세정기의 상단과 하단으로 유입되었

으며 향류 흐름 방식으로 기-액 시켰다. 아황산나트륨  황화나트륨의 농도에 따른 

NO2 제거에 한 결과는 Fig. 3.3.61  62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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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1. Effect of sodium sulfite concentration for 

the removal of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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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2. Effect of sodium sulfide concentration for 

the removal of NO2.

Fig. 3.3.61에서의 결과로부터 볼 수 있듯이 반응과 동시에 격히 NO2가 제거됨을 알 수 

있었다. NO2는 가스 세정기 II를 통과 하면서 아황산나트륨에 의해 질소로 환원되며 제거 

될 수 있다.

      2NO2 + 4Na2SO3 → N2 + Na2SO4                  (3.3.13)     

          

가스 세정기를 통하여 아황산나트륨을 흡수용액으로 NO2를 제거 할 시, 0.05 M 이상에서

는 농도가 증가에 따른 NO2 제거 반응속도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보아 아황산나트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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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는 0.05 M이 당하다고 단된다. Fig. 3.3.62에서의 결과로부터 볼 수 있듯이 황화나

트륨 한 아황산나트륨과 같이 반응과 동시에 격히 NO2가 제거 되었다. 가스 세정기 I를 

통해 산화된 NO2는 가스 세정기 II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제거 될 수 있다.

       Na2S + 2NO2 → N2 + Na2SO4 (3.3.14)

실험결과를 볼 때 황화나트륨은 아황산나트륨에 비교하여 NO2 제거 반응속도가 더욱 빠

르게 나타났지만 수소이온이 황화나트륨과 반응하여 황화수소를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3.3.5∼3.3.7]. 

NO의 농도가 400 ppm으로 조 된 NO-공기 혼합가스를 질산수용액에 Ag
2+

 매개산화제

가 포함된 세정용액이 공 되는 충진탑 형태의 가스 세정기 I과 흡수용액이 공 되는 가스 

세정기 II를 연속 으로 통과시켜 처리하는 복합 공정에서의 NO  NOX 제거 거동을 조사

하 다. 이미 앞에서 고찰한 결과를 토 로 가스 세정기에서의 Ag
2+

 매개산화제를 사용하는 

MEO 공정  화학  흡수공정에 의한 NOX 제거 효율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고려하여 

실험 범  내에서 최  조건을 도출하 으며, 이들 조건에서 NO  NOX의 제거 효율을 평

가하 다. 그 결과는 Fig. 3.3.63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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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3. Changes in NO, NO2, and NOX concentrations with respect to time and 

the removal efficiencies of NOX through gas scrubber Ⅰ,Ⅱ.

  가스 세정기 I에서 NO가 NO2로 부분 산화되면서 NO의 제거 효율은 99% 정도로 매우 

높은 성능을 보 으며, NO2는 가스 세정기 II에서 아황산나트륨에 의해 효과 으로 처리 됨

으로서 NOX 제거효율 한 99% 이상의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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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우 라 늄  혼 합 물  해 도  감 화  기술 개발  

1. 악티나이 드 해 도  감 화  기술 개발

가. 탄산염 용액계에서 악티나이드 핵종 용해 특성 

SF로부터 U만을 회수하기 하여 제안된 탄산염 공정의 핵확산 항성의 특징인 SF 내 

TRU 핵종 산화물의 불용해성을 입증하기 해 TRU의 화학  특성 평가, 탄산염 용액계에

서 SF 내 산화물 산화상태 평가, 열역학  해석  speciation simulation에 의한 TRU 산화물 

용해도 평가,  TRU 표 핵종으로 NpO2의 고농도 탄산염 계에서 실제 용해도 측정하

다. 산화제 H2O2와 Actinide 산화물의 Redox 계로 부터 열역학 으로 탄산염 용액 조건에

서 산화제로 H2O2의 사용은 U만 산화-용해시키고, TRU는 용해되지 않음 평가하 다.(Fig. 

3.4.1) 지화학 코드 Mugrem에 사용되는 TRU 핵종의 평형 반응식 평가하여 H2O2는 UO2에 

해서는 산화제로 작용하나 PuO2나 NpO2이 산화-환원 되는 역에서 불안정하여 물과 산

소로 분해하여 PuO2나 NpO2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여 U은 완  용해가 되고 Np, Pu은 

지하수에 존재하는 정도의 10-10 M 이하로 용해되어 SF로부터 U의 선택  용해 침출이 가

능함을 이론 으로 평가하 고,(Fig. 3.4.2) UO2, PuO2, NpO2 산화물의 pH  산화 에 따

른 탄산염 용액에서의 핵종 speciation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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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 pH에 따른 H2O2와 Actinide 

산화물의 Red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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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 mV 산화력의 용액에서 U, Pu, 

Np 산화물의 용해도.

    

Np 용액으로부터 NpO2를 제조하여 (Fig. 3.4.3, Fig. 3.4.4) TRU 핵종  Redox 산화 

가 가장 낮은 NpO2에 한 용해성 평가를 통해 TRU 핵종의 용해성을 평가하여, NpO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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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도는 10
-8~9

 M 정도 용해되었다. (ICP-MS  GPC(Gas Proportional Counting)의 두 측정 

값이 일치) (Fig. 3.4.5) 이러한 이론  실험  평가로부터 본 연구의 핵심인 탄산염 용액에

서 TRU 핵종의 용해성을 열역학   기존 문헌 자료을 통해 이론  용해도 평가와 실제 

NpO2  UO2의 산화물 용해도 측정을 통한 TRU의 불용해성이 입증되었다.   

Fig. 3.4.3. NpO2 제조 방법. 

Fig. 3.4.4. 제조된 Np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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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 NpO2의 탄산염에서 용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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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탄산염 용액에서 FP-산화물의 산화용해  

(1) 탄산염 계에서 RE, TE 등 각 핵종 별 용해 특성 평가

탄산염 용액에서의 RE, TE 등의 핵분열생성물 (FP)-산화물의 산화용해-침출을 규명하기 

하여 기존 문헌자료의 평가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내 FP의 조성  산화가 상태, FP-산화

물의 표  환원 , FP-산화물/ 속의 용해성 평가와 주요 용해성 FP-산화물 선정하고 이

들에 하여 종 탄산염/산화제 종류, Na2CO3/H2O2 농도 변화, 산화용해-침출액의 pH에 따

른 FP-산화물의 침출성 규명  평가하고 탄산염 계/산화-탄산염계에서의  각 FP-산화물의 

용해도 측정  상호 비교하 다. Re  Te : 20～30분 이내에서 완  용해가 이루어지고 

있고, Mo(+4) 경우 용해도는 용액조건에 다음과 같은 순으로 변하 다.(Fig. 3.4.6) 

  (NH4)2CO3>K2CO3≥Na2CO3, 그리고  (NH4)HCO3>(NH4)2CO3 ( 는 NaHCO3 ≥Na2CO3)  

탄산염 용액에서 U과 함께 산화용해-침출되는 FP 원소는 Cs, Tc(/Re), Te, Mo 등이며, Mo

의 경우 용해속도가 매우 늦어 부분 용해되는 데 반하여 Cs, Tc, Te은 용해도가 커서 모두 

용해침출 되었다. 탄산염 용액에서 U과 함께 산화용해-침출되는 FP 원소는 Cs, Tc(/Re), Te, 

Mo 등이며, Mo의 경우 용해속도가 매우 늦어 부분 용해되는 데 반하여 Cs, Tc, Te은 용해

도가 커서 모두 용해침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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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 탄산염 종류별 용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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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7. 다성분계 FP-산화물의 

산화용해 -침출.

       

(2) 용해 환경(탄산염, 산화제, pH 등)에 따른 핵종 별 산화용해-침출 시험 평가

(가) Na2CO3 탄산염 농도 향

Na2CO3 농도 증가에 따른 용해 후의 pH 는 11.5±0.2로써 거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

고, Cs2CO3, Re2O7, MoO2, MoO3  TeO2 제외한 기타 원소는 거의 용해되지 않았다. 

Na2CO3가 없는 H2O2 단독 용액의 경우, Re, Cs은 거의 모두 용해 침출되었는데 이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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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도에 기인하고, MoO2, MoO3  TeO2는 각각 52%, 29%, 12% 용해 침출 되었다. 

Na2CO3의 농도 증가에 따른 향은 거의 없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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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8. Na2CO3 농도별 용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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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9. Na2CO3 농도별 용해속도.

   

         

(나) H2O2 농도  pH 향

FP-산화물을 최소로 용해시키기 한 산화제로는 탄산염 용액 (Na2CO3 는 (NH4)2CO3)

에 계없이 H2O2가 가장 우수하 다.(Fig. 3.4.10) Na2CO3-H2O2 탄산염 계의 경우 0.5 M 

Na2CO3-0.5 M H2O2에서 U과 함께 용해 침출되는 FP 원소로는 Re, Te, Cs, Mo 등이 있으

며, 용해 2시간에서 Re, Te  MoO3는 98±2 %, Cs은 93±2 %, MoO2는 26±3 %가 각각 용

해 침출되었다. Re, Te, Cs  MoO3의 용해 반응은 Na2CO3 용액에서의 높은 용해도에 기

인하여 H2O2의 함유 여부에 무 하게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Na2CO3 농도  

H2O2의 농도 증가에 거의 향이 없었다. 반면에 MoO2는 H2O2에 의한 산화/용해로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용해율은 용해시간 증가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 다. (Fig. 3.4.11) 

그리고 FP-산화물의 산화용해에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용액 내 pH 이며, U

의 산화/용해 침출시 FP의 공용해를 방지하기 해서는 pH 10～12 정도에서 수행하는 것

이 효과 이었다.  

반면에 (NH4)2CO3-H2O2 탄산염 계의 경우 0.5 M (NH4)2CO3-0.5 M H2O2에서 용해되는 

FP 원소로는 Re, Te, Cs, Mo 등이 있으며, 용해시간 2시간에서 Re  Te은 각각 98±2 %, 

Cs은 94±2 %, Mo는 29±2 %가 용해 침출되었다. 그리고 Re, Te  Cs의 용해는 각각 

(NH4)2CO3 용액에서의 높은 용해도에 기인하여 H2O2의 함유 여부에 상 없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NH4)2CO3의 농도  H2O2의 농도 증가에 거의 향을 받지 않았다. 반

면에 Mo는 H2O2에 의한 산화/용해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용해시간 증가에 따라 

용해율이 서서히 증가하여 용해 4 시간 후에는 약 33 %가 용해침출 되었다. 한편 용액 내 

pH는 FP-산화물의 산화/용해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pH 7 이하에서는 Sr 등

이 상당량 함께 용해되므로, U의 산화/용해 침출 시 FP의 공용해를 방지하기 해서는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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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 이다. 0.5 M Na2CO3-0.5 M H2O2 계와 비교하여 용해침출 

원소  용해속도는 거의 비슷하 으나, 용해량은 다소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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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0. 산화제 종류에 따른 FP 

산화물의 용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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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1. H2O2 농도별 용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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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3. pH에 따른 용해성.

다. 탄산염계에서 우라늄산화물 산화 용해

(1) 탄산염 용액계에서 화학 산화 용해

(가) 탄산염 용해

탄산염 용액계에서 우라늄산화물은 산화물의 O/U 비가 높을 수 록 용해가 잘되고 용해속

도도 높으나 용해도는 수시간 용해 시, 1 g/L를 넘지 않았다. 탄산염 농도 증가 시 용해도는 

약간 증가하 으나 그 값은 매우 작고 한 0.5 M 이상에서는 용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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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Fig. 3.4.14, Fig. 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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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4. 탄산 용해계 U 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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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5. 탄산농도 향.

(나) 탄산염 용액계 산화제 향

탄산염 용액계에서 우라늄산화물 용해 시 산화제로 NaOCl, Na2S2O8, H2O2를 첨가하면 용

해도와 용해속도는 증가하 다. 이들  H2O2가 용해도와 용해속도  폐기물 감화 측면

에서 가장 좋은 산화제임을 확인하 다. 우라늄산화물은 탄산염 용액에서 H2O2를 산화제로 

첨가하면 uranyl peroxo-carbonato 착물이온으로 용해되며, H2O2 농도 2.0 M에서 약 90 

g/L까지 우라늄이 용해되었다. UO2가 U3O8보다 빨리 용해되었으며, 용해속도는 H2O2 농도

에 비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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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6. 착물이온 흡수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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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2O2 분해와 착물이온의 안정성 

탄산염 용액에서 H2O2는 물과 산소로 분해되며 이때의 속도상수는 k=0.259 hr
-1
이었다. 분

해속도는 속산화물에 의해 증가하며 혼합분말(단순혼합분말) > 환원분말> 산화분말 > 

None 순이었다. 한 분말 양에 비례해 분해속도도 증가하 다. 탄산염 용액  uranyl 

peroxo-carbonato 착물이온, UO2(O2)(CO3)2
-4
은 충분히 안정하다 그러나 속이온이나 속산

화물에 의해 UO2(CO3)3
-4

 착물로 분해가 빠르게 일어났다. (Fig. 3.4.18, Fig. 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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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9. SIMFUEL 용해.

(라) SIMFUEL 용해

탄산염-과산화수소 용액 계에서 16개 원소(U, Ce, Gd, La, Nd, Pr, Sm, Eu, Y, Mo, Pd, 

Ru, Zr, Ba, Sr, Te)들을 포함하여 제조된 SIMFUEL이 순수한 우라늄산화물보다 우라늄 용

해도가 낮았다. 탄산염 용액을 사용하여 SF로부터 TRU는 불용해시키면서 U 만을 선택 으

로 산화-용해시킬 수 있는 공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0.5 M Na2CO3 용액에서 

SIMFUEL 산화분말의 경우 우라늄 용해도는 H2O2 농도 1.0 M과 2.0 M에서 각각 6 g/L와 

11 g/L이었으며, FP 원소들의 용해도는 H2O2 농도 2.0 M에서 Mo 만이 약 60 ppm 정도 

용해되고 Ba, Sr 등이 2-3 ppm, 기타원소들은 < 1 ppm 이하가 용해되었다. SIMFUEL 환원

분말은 H2O2 농도 1.0 M일 때 14.8 g/L, 2.0 M일 때 31.2 g/L이었다. Mo이 약 65 ppm, Sr

과 Ba이 수 ppm 용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IMFUEL은 높은 용해도와 용해속도를 가지며 

10～20 분 이내에 부분의 용해가 완료되며 U 용해도는 약 60 g/L까지 도달한다. 이와 같

은 결과로부터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우라늄U의 선택  용해 침출이 가능함을 측할 수 있

었다.

(2) 탄산염 용액계에서 우라늄 산화물의 양극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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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1. 압에 따른 U 용해속도.

우라늄 산화물의 용해과정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하여 UO2  SIMFUEL 양극으로 

사용하기 한 셀을 고안하여 제작하 다. 부식 평형  Ecorr  측정하기 한 

(OCP)의 steady state  Ecorr는 pH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 산소 발생 를 넘은 

potential window 변화에 따른 CV 변화 측정 시 +1.5 V까지는 1차 CV와 2차 CV에 류 

변화가 없으나 +2 V 이상에서는 2차 CV부터 격한 류 감소를 확인하 고 (Fig. 3.4.20) 

정 압에서 UO2의 용해  용해 속도 측정 시 +4 V 이상에 격한 용해 속도 증가하고 

이때  U 용해 속도: 5x10
-6

 mole/min.cm
2
 이었으며 (Fig. 3.4.21), 용해 류효율이 측정되

었고, +2 V 이상에서 격한 류 감소는 부식 생성물 (UO2CO3, UO3xH2O)에 의한 용해 

억제 상임을 규명하 다. UO2와 SIMFUEL 극의 비교 평가 시 UO2 극에서는 +0.5 

V이후 염소 발생과 산소 발생이 2단 피크를 보이나 SIMFEUL 극에서는 피크 구분 없이 

일정하게 상승하 고 (Fig. 3.4.22), NaCl 용액에서는 pH의 변화에 상 없이 UO2와 

SIMFUEL 극에서 CV 일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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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potential 

(V vs SSE)

Current efficiency 

(%)

+0.5 29.2

+1.5 30.1

+2.5 36.8

+3.5 43.6

+4.0 46.8

+4.5 67.3

Table 3.4.1. 압별 용해 류 효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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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2. SIMFUEL 극에서 CV.

 라. 처분저해 핵종의 선택적 침전 및 공침전 제거  

  

(1) Cs, Tc(/Re)  공침출 원소 (Mo, Te, U 등)의 침 특성 규명

Na2CO3-H2O2 용액계에 의한 SF의 산화용해 시 U과 함께 공용해 되는 Cs, Te, Tc, Mo 등

의 FP 에서 각각 장수명 핵종으로 지하에서의 빠른 핵종 이동성과 고방열성 등으로 처분 

환경을 해하는 Tc(/Re)  Cs의 선택  침 능을 평가하기 하여 침  모의 FP 용액은 

7 성분(Cs, Te, Re, Mo, Zr, Sr, Nd 등) 계의 FP-산화물을 (Table 3.4.2) 0.5 M Na2CO3-0.5 

M H2O2 용액에 의해 2시간 동안 산화 용해한 후 여과한 여액을 사용하 다. Cs과 Re의 선

택  침 제로는 각각 NaTBP  TPPCl ( 는 TPPBr)이 가장 우수하 다. (Fig. 3.4.23)

원소
SF

(wt%)

산화용해-침출 모의용액 조성

 (mg/L)화합물 무게(g) 

Cs 0.256 Cs2CO3 0.313 926±20

Sr 0.083 SrO 0.098 < 1

Nd 0.403 Nd2O3 0.472 < 3

Tc(/Re) 0.077 Re2O7 0.101 306±5

Zr 0.359 ZrO2 0.485 < 1

Mo 0.334 MoO2 0.445 415±20

Te 0.048 TeO2 0.060 189±2

Table 3.4.2. 모의모액 내 FP 원소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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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3. 침 제 종류에 따른 침 율.
                                              

(2) NaTPB  TPPCl에 의한 Cs, Tc(/Re)의 선택  침  특성 규명 

NaTPB-Cs 침   TPPCl-Re 침 은 모두 매우 빠르게 5분 이내에 이루어졌으며, 온도를 

50 ℃, 교반속도를 1000 rpm 까지 증가시켜도 침  속도에는 별 향이 없었다. 침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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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H는 NaTPB-Cs 침   TPPCl-Re 침 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Cs과 Re의 

선택  침  시 Mo 등의 공침 을 방지하기 해서는 pH 9 이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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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4. NaTPB  TPPCl의 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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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5. pH에 따른 Cs  Re의 침 율.

(3) 침 제 첨가 산화용해-침출/침  계에서의 Cs, Tc(/Re)의 공침  특성  속도 

평가

[NaTPB]/ [Cs]  [TPPCl]/[Re]의 몰 농도 비 1 이상에서 Cs  Re은 각각 99 % 이상 

선택 으로 침 되었다. 한편 Na2CO3-H2O2 용해 계 (용해시간 : 2시간)에서 Na2CO3  

H2O2의 농도를 각각 1.5 M과 1 M 까지 증가시켜도 NaTPB-Cs 침   TPPCl-Re의 침 에 

미치는 향은 거의 없으며, 각각의 침 율은 [NaTPB]/[Cs]  [TPPCl]/[Re]의 몰 농도 비

에 의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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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6. [NaTPB]/[Cs]  {TPPCl]/[Re] 

몰비에 따른 Cs  Re의 침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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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8. NaTPB-Cs  TPPCl-Re 침 물의 

Microscope 사진.

   

마. Salt-free 탈탄산화 특성 규명 및 탄산염 회수-재순환 시스템 평가 

 

(1) 해 방법에 의한 탈탄산화 원리 규명  장치 구성

해 방법에 의한 탈탄산화 원리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탈탄산화  탄산염 회수 반응 장

치를 고안 설치하 다. (Fig. 3.4.29, Fig. 3.4.30) 해 반응기에서 CEM, AEM 분리막 비교 평가하

여 AEM에서는  Na
+
 이동이 되지 않아 pH 조정이 되지 않고, CEM에서 양극방은 pH 1 이

하까지 음극방은 pH 13 이상으로 변환하여 양극방에서 탈탄산화가 99% 이상이었다. (Fig. 

3.4.31)  탄산염의 음극방으로 이동에 따른 삼투압 상이 발생하여 물이 양극방에서 음극방

으로 이동하 으며 U 용해시 동반 용해 불순물 이온  Cs 이외에 음극방으로 이동은 없었

으며, 처분 핵종 제거 단계에서 Cs의 제거 필요성을 확인하 고,  탄산염 용액과 불순물 이

온의 분리 가능함을 확인하 다. 해반응 시 압 변화  용액 항 변화는 양극액 항 : 

음극액 항 : CEM =  60% : 30% : 10% 이었다. (Fig. 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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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9. 탈탄산화 해 반응기 

기구.

 Fig. 3.4.30. 해 단산염 회수-재순환 

장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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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1. 탈탄산화 시 이온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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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2. 해 반응 시 기 도도 

변화.

(2) 분리막 해 반응기에 의한 탄산염 회수-재순환 시험평가  연속식 시스템 

평가 

해 탈탄산-회수 반응계 특성 평가 결과 정 류 운 은 공  류 도에 따른 탄산용액 

pH 변곡 의 비례  이동하며 공  류 도에 따른 탈탄산화(탄산염 이온 회수) 시간은 

반비례하 다. 정 압 운 은 공  압에 따라 탈탄산화 시간은 반비례 으로 감소하지 않

았다. 회분식 조업 운  에 지 소모율 평가는 동일 탄산염의 탈탄산 처리를 해서는 정

류 방법이 정 압 방법보다 에 지 소모율이 감소하 다. (Fig. 3.4.33)  연속식 탈탄산-탄산

염 재순환 시스템을 평가하기 하여 직렬 흐름 구조를 가지는 양이온 분리막 three 

cell-stacked 해조를 제작  구성하여 (Fig. 3.4.34) 평가를 하 는데 정상상태에서 99% 이

상 연속식 탈탄산  탄산염 용액 회수가 가능함을 확인하 고, 과잉 공  류 상태에서 

기 반응기 내 용액의 추가 탈탄산 때문에 회수된 탄산염 용액에서 overshooting 피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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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고, 이상태에서 흡수  내 pH 감소 상이 발생하 다. (Fig. 3.4.35, Fig. 3.4.36) 이 

상태에서 가스 흡수  내 pH 감소 피크 발생 극복 방안으로 흡수 내 NaOH 농도를 정상

상태 까지 높임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최종 으로 해 탈탄산  탄산염 회수 공정을 제

시하 다. (Fig. 3.4.37)

  
Fig. 3.4.33. 정 압 정 류 에 지 효율 

비교.

Fig. 3.4.34. Stacked cell 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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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5. 연속식 해 탈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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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7. Salt-free 해 탄산염 회수-순환 시스템 구성도.

바. U의 선택적 흡착 분리 및 U 고도 침전 시험 

 

(1) U의 선택  흡착 분리 

우라늄이 용해된 용액으로부터 우라늄을 선택 으로 분리하기 한 한 방안으로 옥심 작

용기 그룹 (Amidoxime functional group)이 함유된 흡착제를 이용한 우라늄의 분리 특성을 

평가하 다. 이를 해 먼  amidoxime 수지에 한 U의 흡착 거동을 보기 하여 

divinylbenzene (DVB) copolymer-amidoxime 수지와 polyethylene (PE)-amidoxime 수지를 

일차로 합성한 (Fig. 3.4.38. Fig. 3.4.40)후 각각에 해 IR 스텍트럼을 측정하여 amidoxime 

능기를 확인하 으며(Fig. 3.4.39), 합성된 수지에 의한 각각의 U 흡착능을 측정하여 분배

계수를 측정하 고, 이후  polyethylene (PE) 지지체에 감마선을 조사시켜 amidoxime 작용

기를 갖는 수지를 합성하 으며, 조사선량  acronitrile (AN) 함량에 따라 총 13종의 수지

를 합성하여 평가하 다. 수지입자가 작을수록 Kd 값이 높았고, U 흡착량은 ～0.0035 

mmole U/g-resin (Kd ～70)이었으며, pH가 증가할수록 Kd 값이 커졌다. DVB-amidoxime 

수지 흡착탑에서 U 용리거동은 낮은 농도의 Na2CO3 용액에서 U이 amidoxime 수지에 더 

잘 흡착되는 특성을 보 다. (Fig. 3.4.41) 아미드옥심 수지탑에 의한 다성분계에서 U의 용리

특성은 0.1M Na2CO3 매질에서 U을 흡착하고 0.5M HNO3로 용리하 을 때 핵분열생성물질 

(Mo, Zr, Re, Pd, Ru)로 부터 U 을 순수하게 분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 향후 

DVB-amidoxime 수지를 사용하여 Na2CO3 매질에 용해된 사용후핵연료  U 만을 순수하

게 분리 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Fig. 3.4.42) 단 고농도의 탄산염 용액에서의 

용은 U의 흡착량이 매우 어 비경제 이고 비효율 이었다. 용리 한 고농도의 탄산염 용

액에서는 고순도 분리가 불가능하여, 탄산염 농도를 0.1M 이하로 조업하는 것이 효과 이

며, 제조되는 수지의 기공이 발달하지 않아 효과 인 우라늄의 흡착 분리가 어려운 것을 확

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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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1. Amidoxime 수지의 Kd 

측정.

    Fig. 3.4.42. Amidoxime 수지탑 용리 

특성평가.

 (2) U의 고도 침   

과산화수소를 가지는 탄산염 용액에서 우라늄은 [UO2(O2)x(CO3)y]
2-2x-2y

 착물 형태로 용해되

고 이 탄산염 용액의 pH를 2-3으로 조 하면 고순도의 UO4가 침 됨을 발견하여 우라늄 

용해 후 유기 수지 흡수탑을 사용하지 않고도 고순도의 우라늄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음

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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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2(O2)x(CO3)y]
2-2x-2y

 + mH
+
 + 2H2O → UO2(O2) 4H2O + yH2CO3

탄산염 용액에서 우라늄과 공용해되는 FP 물질의 UO4와의 공침  특성을 평가하여 Re과 

Te는 pH 변화 (pH 1～12 범 )에 무 하게 침 이 일어나지 않고, Cs과 Mo는 pH > 4 에

서는 침 이 일어나지 않으며, pH <3 에서 Mo, Cs 등이 침 되며, pH 1에서 각각 43%, 

6% 침 이 일부 일어남을 확인하 다. UO4의 침 을 도입함으로서 아미드 옥심 수지에 의

한 U의 분리/회수 단 공정을 치하여, 세계 최 로 핵확산 항성과 환경친화성을 가지며 

SF로부터 U을 가장 효율 으로 분리/회수할 수 있는 공정 COL (Carbonate-based 

Oxidative Leaching) 제시할 수 있었다. (Fig. 3.4.43)  

Fig. 3.4.43. 최종 제시된 탄산염 용액계를 이용한 COL 

공정.

2. 우 라 늄 혼 합 물   해 도  감 화  기술개발

가. 우라늄 혼합 산화물의 재료 특성 및 산화 용해 특성 연구

 

(1) U 혼합물의 물리.화학  특성 분석

국내에서 발생하 거나 발생하고 있는 우라늄혼합물을 상으로 아래와 같이 고품 , 

품 의 우라늄혼합물을 분류하 고 다양한 우라늄혼합물들에 한 방사능 분석, 원소분석

(완 분해 후 액상분석, XRF), Morphology 분석(XRD, 입도분포, SEM, 열분석) 등을 수행하

다. (Fig. 3.4.44)

     - 고품  우라늄혼합물 (U 함량 90% 이상) ; UO2, 스크랩, (U,Gd)O2 스크랩, 

     - , 품  우라늄혼합물 (U 함량 20% 미만) ; 연구원 변환시설( 재 해체 시설) 운

  발생 U 석회침 물, 연구원 Lagoon 처리 후 발생 슬러지 (U 함량 10～

20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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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4. 우라늄혼합물(K1, K2, 슬러지) 함유 원소의 조성비 (0.5% 

이상).

      

(2) U 혼합산화물의 용액화학 특성 시험

우라늄혼합물 의 U은 탄산염 용액계에서는 모두 uranyl tricarbonate, UO2(CO3)3
4- 로 용해

가 됨을 확인하 다. 그러나 과산화수소가 용해를 한 산화제로 사용시 uranyl 

peroxo-carbonate, UO2(O2)x(CO3)y
2-2x-2y 착물이온 형태로 용해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라늄

혼합물 K1, K2, sludge 등은 1 M 질산에 용해시킨 결과 K1의 경우 10%, K2는 약 40%, 

sludge의 경우 약 30%의 혼합물들이 용해되지 않고 고체 잔류물로 미용해되었다. 그리고 

우라늄혼합물 의 U은 97~99% 이상 용출되었다. Si 등을 일부를 제외한 Ca, Fe, Al, Na 

등이 질산 용액에서 U과 같이 공용해되었다. 질산에 K1, K2, sludge를 용해시킨후 H2O2의 

첨가와 pH 조 에 의해 U을 uranium peroxide로 침 시킬 수 있었다. 이때 pH 3, H2O2 

4M 이상에서 U은 99% 이상 침 되었다. 이때 Fe, Si, Al, P 등이 공침 됨을 확인하 다. 

침 물은 studtite, UO4▪4H2O나 metastudtite, UO4▪2H2O로 확인되었다. 우라늄 석회침

물 K1, K2는 탄산 용액계에서 U 만을 선택 으로 잘 용해시킬 수 있었다. 용해액에 H2O2 

첨가 시 UO2(CO3)3
4- 착물이온은 UO2(O2)x(CO3)y

2-2x-2y 착물이온으로 쉽게 변화됨을 확인하

다. 산에 의한 pH의 감화시 U의 침 을 확인하 고 pH 3.5에서 99.9% 이상의 U 침 이 

침 되었다. 탄산염 용해  질산 용해된 U은 단순히 pH 조 , H2O2 첨가에 의해 모두 

UO4로 99% 이상 고효율 침 됨을 확인하 다. (Fig. 3.4.45, Fig. 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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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5. K2 용해액 침 .

     10 20 30 40 50 60

15.2

21.08

26.36

30.36 42.7245.04

 

 

In
te

ns
ity

 (a
.u

.)

2θ

 

 

Studtite(UO4.4H2O)
Dry: 30oC, 7days

Fig. 3.4.46. UO4 침 물의 XRD.

(3) 고품  U 혼합산화물의 산화 용해 특성 시험 평가

고품  우라늄혼합물 (UOx, (U,Gd)Ox)의 경우 Na2CO3+H2O2 용액계에서 U은 99% 이상 용

해가 가능하며, 불순물은 제한 으로 용해된다. 산화물의 O/U 비가 낮은 UO2가 높은 U3O8 

보다 용해도와 용해속도가 높았다. (U,Gd)Ox의 경우도 UOx와 O/U비에 의한 용해도와 용해

속도 향이 같았다. 고품  우라늄혼합물(UOx, SIMFUEL, (U,Gd)Ox) 들의 용해속도는 UO2 

> SIMFUEL> (U,Gd)O2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H2O2 분해속도에 의한 향으로 나타

났다. (Fig. 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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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7. 탄산+H2O2계에서 우라늄산화물 용해.

Na2CO3+H2O2 용액계에서 (U,GdO)x 용해시 Gd의 미량 용해 확인, Gd의 기 값이 매우  낮

아 정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UO4 침 시 공침 된 Gd의 제거를 해 Gd에 오염된 

UO4를 질산에서 용해 그리고 과량의 과산화수소를 첨가하여 재 침 시키는 과정을 반복시

킬 때 UO4 침 물의 Gd 함량을 0.5 ppm 이하로 낮 출수 있음에 고순도의 UO4로 회수시킬 

수 있다. (Fig. 3.4.48, Fig. 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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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8. 탄산용액에서 Gd 용해도.

  

Fig. 3.4.49. UO4 침 물의 SEM.

(4) 품  U 혼합산화물의 산화 용해 특성 시험 평가

탄산염 용액계에서 석회 우라늄 석회 침 물 용해시 NaHCO3 가 Na2CO3 보다 약간 

높은 용해도와 용해속도를 보 다. 품  U 석회 침 물의 경우 탄산염 용액계에서 최  

90% 정도의 U 용해성을 보 다. 탄산염+H2O2 용액계에서도 U 석회 침 물의 우라늄의 용

해속도는 가하 으나 U 용해도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결과를 보 다. 탄산염 용액에서 

고체물의 미용해 잔류율은 75%±5 정도 다. 열처리된 슬러지 우라늄 혼합물의 경우는 탄산 

용액계에서의 용해성은 매우 낮으나, 1 M 질산에서 99% 이상의 용해성을 보이며 질산에서 

용해된 우라늄은 과산화수소의 첨가에 의해 UO4로 99% 이상 회수가 가능함을 확인하 다. 

(Fig. 3.4.50, Fig. 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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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0. 탄산 용액에서 K1 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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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1. 탄산 용액에서 불순물 용해도.

 

(5) 우라늄혼합물 U 용해 침출  분리 기술 개발

여러 가지 우라늄혼합물의 물리 화학  특성을 기반으로 이들을 처리하기 한 새로운 처리 

방안이 도출되었다. 2차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와 공정의 단순성을 고려하여 고품  UOx  

(U,Gd)Ox 스크랩의 경우는 탄산염 용액에 의한 용해-UO4 침  (-미량 잔류 Gd를 제거하기 

한 UO4 재용해/침 )을 조합한 공정(Fig.4.2.1-9)이, 품  우라늄 석회침 물의 경우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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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염/산 용액에 의한 용해-UO4 침 -잔류 미량 우라늄의 유기 침  공정을 조합한 공정

(Fig. 3.4.53)을, 품  우라늄 열처리 sludge의 경우 약 질산 용해-UO4 침 -잔류 미량 우

라늄의 유기 침 을 조합한 공정(Fig. 3.4.54)이 제시되었다.

Fig. 3.4.52. (U,Gd)Ox 스크랩 처리 

공정.

Fig. 3.4.53. 석회침 물 처리 공정.

Fig. 3.4.54. 열처리 슬러지 처리 공정.

 

나. 우라늄혼합물 내 불순물의 용해(/침출) 특성 및 고액 분리 특성 연구

(1) 우라늄혼합물 내 불순물의 용해 침출 특성 

(가) 고품  우라늄혼합물 

탄산염에 의한 용해/침출 시 침출 원소로는 B (286 mg/L), Mo (335 mg/L), Si (64 

mg/L), U (19.3 g/L) 등이 있으며, 기타 핵종은 1 mg/L 이하로 거의 용해/침출되지 않고 

있다. 특히 탄산염 용해/침출에서 U은 99% 이상이 침출되고 있다. 반면에 질산용액에 의한 

용해에서는 Al (12 mg/L), B (275 mg/L), Ca (653 mg/L), Cd (854 mg/L), Fe (<3 mg/L), 

Gd (779 mg/L), Mo (469 mg/L), Si (<8 mg/L) 등이 용해되어, 탄산염 용액에 의한 용해/

침출 보다 용해되는 불순물 원소의 수와 용해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U의 경우 (1% 이

하 용해, <23 mg/L) 거의 용해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고품  우라늄혼합물로부터 U을 

용해하기 해서는 산화분 기의 탄산염 용액에서 용해/침출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이다. 



- 213 -

(Fig. 3.4.55)

(나) 품  우라늄혼합물 

탄산염에 의한 용해/침출 시 침출 원소로는 Al (45 mg/L), Cr (121 mg/L), Mo (287 

mg/L), Si (31 g/L) 등이 있으며, 기타 핵종은 1 mg/L 이하로 거의 용해/침출되지 않고 있

다. U의 경우 99% 이상이 용해/침출되고 있다. 반면에 질산용액에 의한 용해에서는 Al, Ca, 

Cd, Cr, Fe, Mg, Mo, Ni, Si, Zn 등 모든 불순물 원소가 94～99% 이상 용해되고 있으며, U 

한 99% 이상이 용해되고 있다. U의 용해 차원에서는 탄산염이나 질산 용액에 의한 용해 

모두 만족시키나, 불순물의 최소 용해/침출 차원에서는 탄산염 용해/침출이 질산 용해 보다 

효과 이다. 그러나 질산용액에 의한 용해에서도 후속 U의 침  회수 공정에서 공용해된 불

순물 원소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면 이의 용해법도 효과 일 수 있다. (Fig. 3.4.56)

Fig. 3.4.55. 고품 우라늄 불순물 용해 농도  용해율.

E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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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1hrs. 

Fig. 3.4.56. 품 우라늄 불순물 용해 농도  용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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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해 우라늄 회수를 한 우라늄 침  특성 평가 

(가) 고품  우라늄혼합물 

탈탄산-산성화 침 의 경우 (용액의 최종 pH 3.12) 산화물 계 용해/침출액에서는 U이 

99.9% 이상 침 되었으며, B (약 7%), Mo (9%)가 U과 다소 공침되고 있으나 기타 불순물 

원소는 거의 침 되지 않고 있다. (Table 3.4.3) 그리고 비산화물 계 용해/침출액에서는 Al 

(9%), Si (2%)가 침 되며 기타 원소는 거의 침 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과산화수소 침 의 

경우 (1M H2O2 첨가 용액의 최종 pH 2.92) 한 U은 99.9% 이상 침  가능하고 (실제 

1.0M HNO3 용액에서는 거의 용해되지 않고 있어 UNH 용액을 용해하여 사용하 음), Al 

(6%) B (8%), Ca (9%), Cd (5%), Gd (6%), Mo (27%), Si (26%) 등이 U과 공침되지만 Al과 

Si의 경우 기 주입용액의 농도가 비교  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

산화물 계 용해/침출액에서는 Al (9%), Ca (5%)가 침 되며 기타 원소는 거의 침 되지 않

고 있다. 그리고 고품  우라늄혼합물에 함유되어 있는 U 에서 불순물 원소들의 1회 용

해시 제염계수로 탈탄산-산성화 침 법  과산화수소 침 법 모두 양호하나, 과산화수소 

침 의 경우 우라늄산화물을 온/1M HNO3에서 용해시킬 수가 없으므로 고품 우라늄 혼

합물로부터 U을 회수하기 해서는 탈탄산-산성화 침 법이 효과 이다. (Fig. 3.4.57)

고품 우라늄혼합물, 제염계수

Al B Ca Cd Fe Gd Mo Ni Si

산성화 침

(pH 3.12)
14 10 185

H2O2 침

(pH 2.92)
11.5 11.8 11.4 15.2 9.6 3.5 18.2

Table 3.4.3. 고품  우라늄혼합물의 불순물 제염 계수.

  

(나) 품  우라늄혼합물  

탈탄산-산성화 침 의 경우 (용액의 최종 pH 3.32) U이 99.9% 이상 침 되었으며, Al (약 

7%), Cr (4%), Mo (2%), Si (2%)가 U과 다소 공침되고 있으나 기타 불순물 원소는 거의 침

되지 않고 있다. (Table 3.4.4) 반면에 과산화수소 침 의 경우 (1M H2O2 첨가 용액의 최

종 pH 2.95) 한 U은 99.9% 이상 침  가능하지만, Al (89%), Ca (13%), Cd (18%), Cr 

(>99%), Fe(>99%) Mg (22%), Mo(>99%), Ni (36%), Si (89%), Zn (32%) 등  불순물 원소 

U과 일부분 는 량 함께 공침되고 있다. 품  우라늄혼합물에 함유되어 있는 U 

에서 불순물 원소들의 1단 기  제염계수로 탈탄산-산성화 침 법이 과산화수소 침 법 보

다 우수하며 품  우라늄혼합물로부터 U을 회수하기 해서는 탈탄산-산성화 침 법이 

보다 효과 이다. (Fig. 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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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우라늄혼합물, 제염계수

Al Ca Cd Cr Fe Mg Mo Ni Si Zn

산성화 침

(pH 3.32)
12 34 59 33

H2O2 침

(pH 2.95)
1.2 7.5 5.7 1 1 4.7 1 2.9 1.2 3.2

Table 3.4.4. 품  우라늄 혼합물의 불순물 제염 계수.

이로부터 고품 / 품  우라늄혼합물 모두 우라늄혼합물로부터 U을 회수하기 해서는 

과산화수소 침 법 (질산 용해→과산화수소 첨가→pH 조정) 보다는 탈탄산-산성화 침 법 

(탄산염 용해→질산첨가 pH 조정 탈탄산-산성화)이 U의 회수/정제 (U의 최 용해  불순

물의 최소용해 그리고 불순물에 한 U의 제염계수 증진) 측면에서 보다 효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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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7. 고품 우라늄 불순물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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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8. 품 우라늄 불순물 침 .

(다) 우라늄혼합물 침 물 조성 규명 

탄산염 용액  과산화수소를 함유한 탄산염 용액 계에서 pH 변화에 따른 우라늄 침 물 

형태  구조와 우라닐 용액이 알카리 조건에서 침 된 우라늄 침 물 구조를 해석하기 

하여 각 조건에서 얻어진 침 물을 온도에 따른 침 물 특성 변화를 XRD, TG-DT  IR로 

측정하여 기 침 물 구조를 최 로 해석하 다. (Fig. 3.4.59) 침  조건에 따라 생성되는 

입자의 morphology와 크기가 변화되었으며, uranyl peroxo-carbonate 착물 용액이 pH 3∼4

에서 침 된 침 물은 건조 온도에 따라 수화물이 변화하는 UO4▪x(H2O) 이었으며, pH 13 

이상의 강알카리 조건에서 침 되는 모든 우라늄 침 물은 Na, U 이외에 O, O-H  H2O 

성분을 복합 으로 갖는 clarkeite 구조인 Na2U2Ox(OH)y(H2O)z이었다. 본 연구에서 밝 진 

알카리  탄산염 용액에서의 우라늄 침  조건  침 물 크기  조성은 우라늄혼합물로

부터 우라늄을 회수하기 하여 우라늄혼합물의 용해  침 물의 고-액 분리 수행 시 요

한 기  물성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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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9. 침 물 구조 해석을 한 XRD, TG-DT, IR 측정 결과.

(라) 유기물 침 제에 의한 미량 우라늄 침  특성  

UO4로의 고효율 회수에도 불구하고 방류 수 까지 도달하기 해서는 용해도 차에 의해 

여 히 남아있는 상당량의 우라늄을 완 히 회수/제거할 필요가 있다. 침 방법으로는 가수

분해 침 , 석회침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phenolic hydroxyl 구조로 속이

온에 한 높은 친화도 (affinity)를 갖고 있어 속오염 폐액의 처리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는 유기침 제인 타닌산 (tannic acid, C14H10O9xH2O)과 보조제 Hexamine (hexamethylene 

tetramine, (CH2)6N4)을 선정하여 수행하 다. 탄산염이나 질산 용액 모두 최종 pH가 타닌산 

침 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으며, U을 99% 이상의 침 시키기 해서는 탄산염 용액

의 경우 상온, [타닌산]/[U]=4 그리고 용액 내 최종 pH 6∼7 정도에서, 질산 용액의 경우 

상온, [타닌산]/[U]=4 그리고 용액 내 최종 pH 7∼8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 이다. 그리고 

타닌산에 의한 U의 침  회수/제거는 U의 농도가 100 mg/L까지는 용 가능하나, 20 

mg/L 이하에서는 많은 양의 탄닌산의 소요로 비효율 이었다. (Fig. 3.4.60, Fig. 3.4.61)

Fig. 3.4.60. 탄산염 용액에서 각 원소 타닌침  (용액의 pH  [타닌산]/[U] 

농도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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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1. 질산 용액에서 각 원소 타닌 침  (용액의 pH  [타닌산]/[U] 

농도비 향).

(3) UO4의 동  침  특성  고-액 분리와 우라늄 침 물 변환 특성 평가  

(가) UO4의 동  침  특성 평가

우라늄혼합물을 과산화수소를 함유한 탄산염 용액에서 용해 후 만들어진 

UO2(O2)x(CO3)y
2-2x-2y

 착물 용액의 pH를 조 하여 우라늄을 고순도의 UO4로 침  회수 하는

데 이때 UO4 침  입자의 형태  크기가 큰 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에서는 최 로 

UO4 침  용액 흡 도  시간에 따른 입도 측정을 통하여 UO4 침  시 용액 pH, 우라늄 

농도, 이온 강도, 과산화수소 농도 등의 용액 조건에 따라 UO4 입자 동  침  기구  거

동을 규명하 다. (Fig. 3.4.62) O4 침 용액의 흡 도와 용액순환 입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최 로 정확히 침  개시 유도시간, 침 속도, 체 침  반응 시간  입자 크기 등의 UO4 

침  입자 동  생성과정을 평가할 수 있었다. (Fig. 3.4.63) UO4 침  과정은 용액의 조건에 

따라 크게 변화하 다. pH와 용액 이온강도가 증가할수록 침  개시 유도시간이 길어지고 

침  속도가 느려지며 입자는 개별입자에서 작은 단  입자들이 합체된 모양으로 변화되었

고, 특히 우라늄 기 농도에 따라 침 되는 입자의 크기와 모양이 크게 달라지면 우라늄 

농도가 증가할수록 침  개시 유도 시간은 매우 짧아지고 침 속도가 크게 증가하 다. 

(Fig. 3.4.64) 특히 우라늄 농도가 커 우라늄 침  속도가 빨라질수록 침  입자 모양은 알 

모양의 단  입자 형태에서 매세 작은 입자가 합체된 모양으로 변화됨을 확인하 다. 이러

한 UO4 침  입자 형태는 UO4를 최종 UO2의 핵연료 물질로 변환시킬 때 UO2 펠렛 소결 

특성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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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2. 열처리 슬러지 처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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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3. pH 변화에 따른 입자크기.

     

     느 린 침 전( ) 빠 른 침 전( )

Fig. 3.4.64. 우라늄 침  속도에 따른 UO4 침 물의 크기 성상 변화.

      

(나) 고액 분리 특성 연구

감압식 여과장치를 사용하여 필터 메디아와 침 물에 해 Ruth 식을 용하여 여과평균 

비 항값을 구하 다.  TPPCl-Re 침 물  NaTPB-Cs 침 물 각각에 한 정압여과 계수

는 𝐾 =8.5 x 10
-4

 m
2
/sec  𝐾 =1.1 x 10

-4
 m

2
/sec 이었다. (Fig. 3.4.65) 그리고 TPPCl-Re 

침 물의 평균 여과 비 항 값, α는 1.27 x 10
8
 m/Kg, NaTPB-Cs 침 물의 α 값은 4.42 x 

10
8
 m/Kg로 측정되었다. 압력차, 입자크기, 필터메디아 종류, 탁액 농도 등에 따른 여과

평균 비 항값의 변화를 조사하 다. 탁액 농도, 여과량에 따라 여과평균 비 항값은 다

르게 나타났다. 침 되는 UO4의 입자크기는 1μm의 평균값으로 필터의 pore 사이즈가 무 

작은 경우 여과평균 비 항값은 증가함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Fig. 3.4.66  Fig. 

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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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7. 필터메디아 

종류별 비 항값.

(다) 우라늄 침 물 변환 특성

UO4는 고온 열처리 시 우라늄 화합물 가장 안정한 U3O8 형태로 변화되고, 나트륨을 갖는 

탄산염 용액 는 고알카리 용액에서 침 된 clarkeite 형태의 Na(UO2)1-xO1-y 

(OH)1+y(H2O)0to1 침 물은 고온 열처리를 하는 경우 모두 Na2U2O7로 변환되었다. 

(4) 우라늄 침 물 변환 특성  UO2 핵연료 분말화 특성 평가

회수된 우라늄은 궁극 으로 다시 핵연료 물질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우라늄혼합물로부터 

회수된 우라늄 물질이 재료  에서 핵연료 물질로 환되기 해서 한 물성을 가

졌는지의 평가는 매우 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 함량이 높은 핵연료 제

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라늄 스크랩으로부터 우라늄을 고순도로 회수하기 한 방법과 회

수된 우라늄을 핵연료 물질화하기 한 회수 우라늄의 물성 특성 평가  핵연료 물질로 

변환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탄산염용액에서는 우라늄은 UO2(O2)x(CO3)y
2-2x-2y

 형태로 

선택 으로 용해를 하며 회수한 UO4침 물은 서 마이크론 수 의 단  입자가 응집된 

침 물 형태로 산화-환원 작용에 의한 부피 팽창과정에 의한 분말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Fig. 3.4.68), 물리  볼 링을 통하여 분쇄하면 핵연료 펠렛의 소결  압축 특성을 갖는 

UO2 핵연료 분말로 제조가 가능하 으며, 재생된 UO2 분말에 새로운 UO2 분말을 혼합하

여 UO2 핵연료 분말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된 핵연료 펠렛의 물성 특성은 더욱 향상될 수 

있었다. 최종 으로 물리  분말화 후 새로운 UO2 분말을 혼합하여 펠렛을 제조 시 더욱 

핵연료 소결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최종 으로 COL 공정으로 얻어진 UO4를 UO2 핵

연료 펠렛으로 만들기 한 체 공정을 제시하 다. (Fig. 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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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O 4 환 원 후 ) (UO 4 산 화 후 )

Fig. 3.4.68. UO4 분말화를 한 OREOX 처리 후 침 물의 크기 변화.

      

Fig. 3.4.69. 우라늄 스크랩 처리를 통한 

UO4로부터 UO2 핵연료 제조 공정.

다. 전해 투석에 의한 무기 산, 알카리 회수 기구 특성 연구 및 연속식 공학적 

용해-침전 장치 개발 

(1) 해 투석에 의한 무기산 알카리 회수 기구 특성 평가

  (가) 회분식 해투석에 의한 산-알카리 회수 특성 

회분식 해투석에 의한  UO4 침 과 동시에 탄산염 회수를 한 산-알카리 해투석 시

스템을 제작하고 해 투석기구의 동작 특성을 규명하 다.(Fig. 3.4.70, Fig. 3.4.71) 사용되는 

이온교환막 구성에 따른 해투석 기구를 해석하 다.(Fig. 3.4.72, Fig. 3.4.73) 회분식 정

류, 정 압 운 에 따른 용액 변화를 측정하여 해투석 동작 특성을 해석하 고 이에 따른 

에 지 소모율을 측정하 다.(Fig. 3.4.74, Fig. 3.4.75) 해 투석 반응기에서 동일한 용액을 

처리하기 한 에 지 소모는 공 되는 압 는 류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되지만 정 압 

방법에서 처리시간이 더 길어진다. 해 투석 시 회수되는 산과 알카리 양은 해 투석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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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기에 공 되는 총 기량에 비례한다. 정 압 방법은 정 류 방법에 비해 처리 시간은 길

어지지만 해 투석율 98% 이상을 얻을 수 있었다. (Fig. 3.4.76, Fig. 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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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70. 산-알카리 

해투석시스템.

  

Fig. 3.4.71. 회분식, 연속식 해투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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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72. CEM-AEM 조합 해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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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73. CEM-AEM-BPM 조합 

해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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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74. 정 류 해투석 시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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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77. 공 기량에 따른 투석율.

(나) 연속식 해투석에 의한 산-알카리 회수 특성

연속식에서의 공  기량과 해 투석율 계는 회분식의 결과와 유사하 고 (Fig. 3.4.7

8), 연속식 해 투석에서 역시 산과 알카리를 회수율은 용액에 공 되는 총 기량에 비례

하 으며, UO4 상등액으로부터 발생하는 용액으로부터 산-알카리 용액을 99% 회수하여 

UO4의 침 에 사용되는 산을 공 하고 이때 발생되는 CO2를 회수에 사용되는 알카리를 공

하여 Na2CO3 99% 이상회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종 으로 UO4 침 →탄산염회

수→산-알카리 회수 해투석을 조합하는 최종 공정을 도출하 다.(Fig. 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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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78. 연속식 해투석 시 

농도변화.

Fig. 3.4.79. 탄산염회수를 한 해투석 

공정.

(2) 기 공학 단  장치 개발  연속식 (순차 ) 우라늄혼합물 처리 시스템 제작

(가) COL test station 제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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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스크랩과 같은 고품  우라늄혼합물을 선택  용해  UO4 침  그리고 무기염의 

순환을 해 해투석에 의한 산, 알카리 회수와 련하여 지 까지 비이커 수 에서 수행

된 결과를 이용하여 실제 공정을 구  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비이커 수 에서 수행한 

결과와의 차이 들을 평가하기 한 목 으로 용해 침  단계에 기계  교반  분리 개념

을 도입하여 일련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  공학  수 의 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Fig. 3.4.80, Fig. 3.4.81) 이 일련의 장치는 탄산염 공정 (COL)에 련된 실험을 한 것

이므로 본 에서는 그 장치 설비를 COL test station 이라 명명하 다. 각 단계에서 버퍼탱

크를 통하여 생성된 용액을 장하고 다음 단계로 이송하기 한 공 조로 사용하는 개념으

로 제작 되었으며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침 물의 고액분리는 필터와 진공을 사용하는 고액

분리 개념을 사용하 다. 한 버퍼 탱크간의 이송은 모두 공압식 air-lift 개념을 사용하여 

이송을 하고 각 단계 분석을 한 sampling 한 공압식으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 다. 비이

커 수 에서 수행된 용해, 침   분리 특성을 보기 하여 COL test station에서 U 용해, 

Cs  Tc 침 , UO4 침  공정 장치들의 운 을 통해 공학  수 의 기본 조업 특성을 평

가하 다. 우라늄 석회 슬러지를 이용한 용해, NaTPB를 이용한 Cs 침 , 탄산염 용액에서 

pH 조 에 의한 UO4 침 실험을 수행하 고, 이들 용해, 침  고액 분리 특성은 비이커의 

회분식에서 수행한 결과와 거의 유사함을 확인하 다.(Fig. 3.4.82, Fig. 3.4.83, Fig. 3.4.85)  

  

Fig. 3.4.80. COL test station P&ID.

  

Fig. 3.4.81. 설치된 COL test station.

Fig. 3.4.82. 우라늄 슬러지 용해  고액분리 후 실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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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83. TPPCl 유기 침  반응  고액분리 후 실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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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84. COL test station에서 UO4 침 을 한 pH 조  과정과 용액 변화 사진.

(나) 필터형 고액 분리 장치 개발 

종래의 필터형 고액 분리 장치는 사용시간에 따라 필터에 익이 쌓여 고액 분리 효율이 

떨어지며 이형 착물에 의한 필터를 구성하는 스크린 는 망의 막힘 상이 빈번하게 발

생하여 불편을 래 하고 필터 기능이 상실되거나 효율이 떨어진 필터의 교체 작업이 반복

으로 필요하여 작업상 많은 번거로움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고액을 분리하는 필터, 필터의 상면에 남은 고형물을 어내는 스크래퍼(scraper), 이

를 자동으로 구동하게 하는 컨트롤러 기능을 갖는 공압 방식에 의해 자동 구동되는 용해액 

장용기와 필터의 자동 부/탈착  필터 상부의 침 된 침 물을 자동 구동되는 스크래퍼

에 의한 제거와 필터의 재장착이 용이하도록 구성되는 고-액 분리 장치를 개발하 다.(Fig. 

3.4.86, Fig. 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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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85. 자동 필터 익 제거 기능을 가진 필터형 고액분리기 조감도.

Fig. 3.4.86. 자동 필터 익 제거 기능을 가진 필터형 고액분리기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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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해 체  시스 템  엔지 니어 링 기술 개발

1. 목표  달성 도

기존 단계 해체 DMU와 연계하여 해체 VR 시스템을 구 하여 해체공정을 종합 으로 평

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연구목표를 달성하 다. 한, 원자력시설 해체 작업 

특성에 합하도록 험요소에 한 안 성을 복합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독창 으

로 개발하 다.

사용후핵연료 취 시설과 같은 고방사능 오염 시설의 유지보수  해체 과정에서 알 선 

오염도를 측정하기 하여 알 선 검출과 동시에 원거리로 신호 송이 가능한 일체형의 알

선 측정용 센서 제조방안을 최 로 제안하여 독자 으로 개발하 다. 일체형 센서는 시스

템 구성 시에 추가 인 장치가 필요 없으며, 기존의 물리  결합형 센서에 비하여 신호 송 

효율이 우수하여 고  알 선 오염도 측정에 가장 합한 것으로 단된다.

고방사능 핫셀과 같은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  유지 보수 시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 해체장비에 한 설계를 완료하 고 고방사능 시설에 합한 해체 단 기술로 

극 온 단 기술을 독자 으로 개발하 다. 극 온 단 기술은 고방사능 시설의 용 시 

문제가 되었던 2차 폐기물 발생을 획기 으로 일 수 있는 새로운 단 기술로 고방사능 

환경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2. 외기여도

고방사능시설 해체공정에 한 상세한 해체 차 분석,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 상물의 작

업지역에 한 방사능 분석을 통한 피폭평가 등 해체작업의 안 성과 효율성을 종합 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해체공정 모사  평가 기술은 원자력 산업 뿐만 아니라 작업 난이도가 높

은 지역에서 기술 개발에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산업으로의 효과가 큰 분야이다.

벽면이나 바닥과 같은 넓은 면 의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 분사형의 에멀젼 검출소재를 개

발하 다. 분사형 검출소재는 방사선 검출과 동시에 오염 핵종을 포집하여 제거가 가능한 

기능성의 검출소재로서 세계 으로도 독창 인 기술로서, 추가 인 기술을 개발을 통하여 

산업화한다면 해체 분야의 선도 인 기술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를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출소재  측정기술 개발을 통하여 

오염도 측정분야의 국내 기술 기반을 마련하 으며, 고  오염시설의 방사선 리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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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사  모니터링과 같은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방법보다 신속하고 

안 한 오염도 측정이 가능하다. 한, 개발한 측정기술을 바탕으로 원격 측정 시스템을 개

발하여 용함으로써 국제 인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상되는 고  시설

의 제염해체 사업에도 주도 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극 온 단 기술은 액체질소와 연마재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단하

는 기술로 고방사능과 같은 특수 환경에 용 가능한 해체기술로  세계 으로 처음으로 

시도된 기술이다. 따라서 본 기술은 단 시 2차 폐기물이 발생을 최 한 억제되어야 하는 

분야에 효과 으로 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한 단 시 열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단 

후 재료의 변형이 거의 어 고정 의 부품을 가공하는데 용이 가능하다. 한 단 환경

이 화재에 민감한 장소에서 단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극 온 단 기술은 유일한 안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극 온 단 기술은 식품의 가공이나 수술 시 상물

에 크게 손상을 주지 않고 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산업이나 의료 산업에 응용이 가능하

다. 본 기술을 산업화를 수행한다면 원자력 해체 분야에 국제 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 원자력 발 소 해체나 재처리 시설의 해체 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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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원자 력 환 경  청정 화 기술 개발  

1. 고 방 사 성  Ho t  C e l l  의  극 한  환 경  제 염 용 ( 이 ) 용발  제 염  공 정  확 보

SF 재활용 핫셀의 해체 는 유지 보수 시 제염은 작업 안 성 확보를 해 가장 요하

게 선행되어야 하나, 고방사능의 극한 환경 오염을 제거하는 기술은 아직  세계 으로 확

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거리에서 온라인으로 제염하기 때문에 작업 안 성

은 물론 제염 성능도 우수한 이  기반의 용발 제염 기술 개발에 착수 하여 1차 년도에

는 다양한 이  에서 SUS, 콘크리트 등 고방사능 시설의 주 오염 재질에 가장 효과

인 원으로 펄스형 Nd:YAG 이 를 선정하고 실험실  공정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용발 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 2차 년도에는 핫셀 제염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여러 공정 

인자들, 즉 이  에 지 조건, 이 의 용 거리, 용 횟수, 재 오염 방지 방법, 제염 

후 입자 포집 특성 등에 한 제염 평가 실험을 통하여 용발 제염 공정 특성을 규명하

으며, 3차 년도에는 이  장을 532 nm 역으로 변화시켜 장 변화에 따른 제염 특성

을 규명하 다. 한 용발 제염 생성입자의 장 크기 측정과 이에 따른 포집율 시험을 

통해 포집시스템을 확정하는 등 당  계획 로 목표를 달성하 다. 4차 년도에는 3차원에 

용시킬 수 있는 용발 원격 제염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이에 한 성능실험을 수행하 으

며 비 방사성 시편에 해 재료별, 장별,  조사 횟수별 최  용조건을 도출하 다. 제 5

차년도에는 고 방사선 조사 실험을 수행하여 hot cell 조건에서 용발 원격 제염장치의 

용 타당성을 입증하 다. 한, 원 연료로부터 채취한 시편  방사성 동 원소 용액으로 

오염된 다양한 재료에 한 제염실험을 수행하여 제염계수 100 이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국내외 으로 고 방사능 원자력 시설의 제염  규모 개보수 산업은 차 그 시장이 커

지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기술개발이 어려울 경우 해외의 기술  인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한, 후쿠시마 원  사고에 의해 오염된 시설과 지역에 한 환경 청정화는 경제.산업  효

과를 넘어 원자력 산업 자체에 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

는 필수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에서 개발된 원격 용발 제염기술은  국내 고 방사능 

오염 시설 혹은 장치의 청정화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2. 해 체 부 지  오 염  토 양 을 자 체 처 분 가 능 한  수 으 로  복 원할 수  있는 토 양 제 염  

장 치  개발   기술의  실 용화  기반 구축

원자력 부지의 방출을 해선 오염 부지를 고효율로 제염하는 것이 필수이나 오염 토양의 

복잡한 성분  구조로 인하여 아직 뚜렷한 기술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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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연구로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후 발생하는 토양 폐기물을 복원하여 자체처분 폐

기물화 하는 제염기술 개발을 착수하 다. 그 결과 2년 동안의 연구를 통하여 20년 이상 장

기 숙성된 방사성 토양을 자체처분 폐기물화 할 수 있는 신 개념의 수직형 동 기 세정장치

를 개발하고 실증을 통하여 성능을 검증하여 신기술로 등록을 신청한 상태이다. 한 표면 

오염의 미세입자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퇴 (응결) 침출 제염장치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등 토양 폐기물 복원 기술의 실용화 기반을 구축하 다.

해체 오염 부지를 복원 후 방출하기 해서는 복원 부지의 건 성 평가 기술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지의 잔류 방사능 평가의 신뢰도 향상과 효율성 증진을 한 기술로 부지 

잔류 방사능의 수평 수직 분포도 장 측정 평가 기술과 비 포화  오염핵종의 이동특성 평

가 모델을 2009년부터 개발하고 있다. 재까지 잔류 방사능 장 측정 평가방안을 수립하

고, 오염핵종 이동 평가 로그램을 개발 등록함으로써 부지 복원 평가의 핵심 요소기술 

개발의 석을 다진 상태이다. 

3. 고  방 사 능  시설의  고 착 성  방 사 능  오 염 물  제 염 성 능  우 수 한  겔 화 학  제 염 제  개

발   성 능 실 증

겔 화학 제염기술은 면  오염을 신속하게 제염하여 공간 선량을 쉽게 일 수 있는 

표 제염기술로 방사능의 안정성과 폐기물 발생량을 감할 수 있는 친환경  겔화학 제염제

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식 실리카 기조 겔 형성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이온성 성 조제  표면 착 특성, 건조  박리특성, 제염능 등이 우수하

며 Ce 제염제에 합하고 최종 폐기물량 감에 효과 인 성조제의 종류와 농도 등 성

조제 formulation을 확보하 다. 한 오염특성 (고착성/비고착성 오염), 제염 상 모재(SUS 

304/콘크리크/타일)  표면 형태(표면 조도, 도장/미도장 표면) 등과 같은 제염 상별 겔 

화학 제염제의 성능을 평가하여 제염공정조건을 확립하 다. 개발된 겔화학 제염제를 방사

성 오염 장((주)원  연료 우라늄 오염 화학실험실)을 상으로 실증시험을 통해 기술을 검

증함으로써, 면  방사성 오염 장에 합한 겔 화학제염 공정을 개발하여 특허화하 다. 

개발된 겔 화학 제염기술은 DUPIC과 같은 고방사능 시설의 개선보수/해체 뿐만 아니라 SF 

재활용의 미래 기술인 이로 로세싱 설비의 유지 보수를 한 건식 제염기술의 수 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 국제 경쟁력 있는 국내 고유 후행핵연료주기 기술

자립에 기여하며, 국내 취약한 고방사성  Hot Cell 유지보수 기술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

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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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고 방 사 능  시설 운   해 체 폐 기물  처 리 기술 개발

1. 목표  달성 도

국내외 규제해제 기 에 따른 콘크리트 폐기물 재활용 방안을 설정하고, 재활용 방안에 

한 방사선학  안 성 평가를 통해 작업자  일반 의 피폭선량을 평가하여 핵종별 

규제 해제 농도를 산출함으로써 콘크리트 폐기물의 비원자력 분야 재활용  원자력 분야의 

제한  재활용에 한 가열분쇄 감용  재활용 공정장치의 성능 요건을 제시하 다. 연구

로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장으로부터 발생된 콘크리트 폐기물의 열 /기계  처리방법

으로 가열분쇄하여 자체처분 상 골재(굵은 골재  잔골재)와 방사성 콘크리트 미분말 폐

기물로 분리하여 감용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 열 /기계  처리를 통한 가열분쇄 공정의 최

화로 약 70%의 방사성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을 감용할 수 있는 공정을 확립함으로써 설정 

목표치인 세계수 의 감용율 65% 이상을 달성하여 당  계획한 로 목표를 달성하 다. 

방사성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의 가열분쇄공정 과정에서 발생되어 기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의 20%를 상회하는 방사성 콘크리트 미분말의 안정화공정 개발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미분

말의 수화성 회복을 한 열  처리  미분말 고화체 성능 향상을 한 규산소다  산화

마그네슘 첨가를 통하여 콘크리트 미분말을 최  96%까지 포함하는 고화체 제조조건을 도

출함으로써 최종 폐기물로써 고화체의 부피 증가를 최소화시키는 안정화공정을 확립하 다. 

방사성 콘크리트 미분말 폐기물 안정화를 한 다른 안으로 고온 슬래깅 공정개발을 통하

여  국내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연구로 량콘크리트, 우라늄 변환시설 경량콘크리트) 발생 

특성을 고려한 콘크리트 미분말 폐기물 최  슬래깅 고화체 제조 조건을 도출하 으며, 

량  경량 콘크리트 미분말의 배합비에 따라 감용율 65% 이상을 실 하 다. 

원자력연구원을 심으로 발생하는 HEPA 필터 폐기물의 발생 황과 HEPA 필터의 구조

 특성  핵종 오염 특성을 분석하여 HEPA 필터 폐기물의 화  감용을 한 기

 물성 자료를 확보하 다. 한 HEPA 필터 폐기물 처리를 한 단 기술로 열 /화학  

처리기술, 필터 매체의 방사성 를 감소시키는 화 기술  필터 매체의 부피를 

감소시키고 안정한 고화체를 제조하는 감용/안정화 기술을 선정하 다. HEPA 필터 매체의 

처리를 한 단 공정 특성시험을 통해 유리섬유 매체에 오염된 핵종을 99% 이상 제거 가

능한 기화학 /화학  용출 공정과 감용비 30 이상의 고온 용융 감용 공정에 한 성능 

자료를 확보하여 당  목표를 100% 달성하 다. HEPA 필터 폐기물의 오염 특성, 처리기술 

황 분석  단 공정 특성실험에 의한 오염핵종 제거  감용특성 평가를 통해 HEPA 필

터 폐기물의 화  감용 flowsheet를 도출하 다. 한 실증규모 해 필터 용출처리장

치를 제작하 고, 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한 고방사성 HEPA필터를 화학  반복용출시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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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A필터에 한 오염제거 성능 99% 이상 가능하여 당  목표를 100% 달성하 다. 한 

방사성 HEPA 필터 매체에 감용/안정화 공정을 용하여 부피를 1/30 이하로 효과 으로 감

소시켰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방사성 핵종과 속의 휘발과 침출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한 

고화체를 형성하는 공정을 확보하 다.

국외의 여러 가지 소각 체공정의 기술 황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부터 기존의 소각공

정의 큰 문제 인 화재 험성이나 다이옥신의 발생 등의 문제 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소각

과 같은 최고의 감용 효과를 주는 수증기개질 공정을 우라늄함유 TBP 유기폐액의 분해처리

에 가장 합한 공정으로 선정하 다. 이 수증기개질 공정의 개발에 필요한 단 공정의 특

성을 평가하기 하여 국외의 열분해 수증기개질공정의 기술 황을 분석한 다음, 상폐기

물인 우라늄함유 TBP 유기폐액의 열분해 가스화 특성을 고찰하고, 그 결과로부터 열분해-수

증기개질- 매산화 단 공정을 유기성분의 분해를 한 기본공정으로 선정하여 특성  성

능평가를 실험  동역학  모델 계산 방법을 통해 효과 으로 수행하 다. 뿐만 아니라 알

함유 유기혼성폐기물의 열분해/수증기개질 처리 시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NOx의 처리

를 한 기화학  매개산화방법에 한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P2O5가스의 부식성 인산으로

의 응축을 근원 으로 방지하기 한 Ca계 흡착제를 이용한 고온흡착 제거단 공정 도입의 

필요성을 도출함으로써 다음 연구단계에서 수행 정인 유기혼성폐기물 처리 실증연구 기반

을 확립하 으므로 당  계획한 목표를 100% 달성하 다.

2. 외기여도  

본 연구를 통해 독창 인 가열분쇄 감용 공정장치를 개발하여 기술을 실증함으로써 국내 

원자력시설 해체 시 발생하는 량의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에 한 용성을 확보함에 따라 

당면한 국가 해체사업인 연구로 해체 사업에서 발생한 267톤의 방사화 량콘크리트 해체폐

기물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사업에서 발생한 100톤 이상의 우라늄 오염 경량콘크리트 해

체폐기물 감용  자체처분 기술로 2010년부터 곧바로 직  활용하여 할 것이다. 연구로 방

사화 콘크리트 폐기물의 약 65% 이상, 우라늄 변환시설 콘크리트 폐기물의 약 70% 이상을 

감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약 80억 원 이상의 처분 비용 감이 기 된다. 아울러, 국내 

규모 원자력 시설의 해체 시 발생하게 될 막 한 양의 콘크리트 폐기물  비가연성 잡고

체 폐기물의 감용  자체처분을 비한 공통기반기술로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북한 핵시

설 해체사업에 비한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감용  자체처분 기술의 활용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화  감용기술은 기화학 /화학 /열  처리의 다양한 기술

의 조합으로 기존에 장되어 있거나 앞으로 다량으로 발생될 HEPA 필터 폐기물을 안 하

고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어 원자력 산업 뿐만 아니라 일반 환경산업까지 기술  효

과가 클 것으로 기 된다. 원자력시설 운   개선·보수 시 다량의 HEPA 필터 폐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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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며, bulk 도가 큰 HEPA 필터 폐기물의 특성 상 본 기술을 용하면, 폐기물 부피를 

폭 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최종 방사성 폐기물 처분비용을 상당히 감할 수 있는 경제

 이득이 기 된다. 한 일반산업체의 폐기물 소각, 용융, 제강분야에서 공조시스템으로 

HEPA 필터는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속으로 오염되어 있어 부분 지정폐기물로 처리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확보된 화  감용기술을 이들 HEPA 필터 폐기물

에 용하면, 일반산업으로의 효과가 기 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유기혼성폐기물의 열분해 가스화 특성  이의 효과  산화분해를 

한 요소공정인 열분해/수증기개질 단 공정, 수증기개질 가스의 매산화 공정  NOx 처리

를 한 기화학  매개산화공정과 본 연구의 결과로서 도출된 Ca계 흡착제를 이용한 고

온흡착 제거 단 공정은 다음 연구단계에서 수행 정인 유기혼성폐기물 처리 실증연구에 사

용될 벤치규모 유기혼성폐기물 수증기개질 처리 공정의 설계, 제작설치  실증 운 조건 

의 설정에 직  활용될 될 것이며, 장기 으로는 존 국내기술로 처리할 수 없는 Niche 

Waste 인 알 유기혼성폐기물은 물론 최근 국제 원자력사회에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방사

화 흑연과 같은 장반감기 C-14 함유 Carbowaste 를 효과 으로 처리를 한 수증기개질공정

의 개발로 연계되어 국제 원자력사회에서 우라나라의 상을 크게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

다.



- 233 -

제  4  우 라 늄 혼 합 물  해 도  감 화  기술 개발

1. 목표  달성 도

1 단계(‘07-’09년)에서는 ‘악티나이드 해도감화기술개발“의 과제명으로 SF로부터 핵확산

항성과 환경친화성을 가지며 U만을 선택 으로 분리할 수 있는 탄산염 용액 계를 이용한 

COL (Carbonat-based Oxidative Leaching) 원천 기술을 개발하 고, 이어서 수행된 2단계 

(’10-‘11년)의 ’우라늄혼합물 해도 감화 기술개발‘ 과제에서는 COL 공정을 기반으로 다

양한 우라늄혼합물 처리기술과 공정을 개발하여 련기술을 국내외 학회지에 기고함과 동시

에 미국, 일본, 랑스, 캐나나, 한국에 특허를 출원하여 개발 기술의 창의성과 진보성을 보

다. 

탄산염 용액 계를 이용한 산화용해-침  공정 기술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안하여 개발한 

기술이므로 제안된 공정과 련 단 기술을 입증하기 한 다양한 기  물성자료를 실험으

로 생산하기 하여 많은 RFP 항목을 계획 설정하고 각 연구항목에서 충실한 결과를 얻어, 

1단계에서는 SCI 논문 14편, 비 SCI 논문 7편, 특허 출원 11건 (국외 2건 포함) 특허 등록 1

건, 기술 보고서 2건을 달성하 고, 2단계에서는 SCI 논문 8편, 비 SCI 논문 2편, 특허 출원 

5건 (국외 2건 포함) 특허 등록 6건 (국외 2건 포함), 기술 보고서 3편, 기술 이  2건을 달

성하여 1, 2 단계 총 논문 31편 게재, 특허 출원/등록 23건, 기술보고서 5편, 기술이  2건

을 달성하여 1,2 단계 목표치를 모두 상회하 다. 특히 SCI 논문  impact factor 4 이상 2

편, 3 이상 3편, 2 이상 2편, 1 이상 6편 등 논문의 질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함을 입증하

으며, 2010년에는 잔류 차염 분해 속산화물 매 (M2O3) 제조 기술  질산성 질소화합

물 분해 극 제조 기술을 민간기업((주)테크 )에 이 하기도 하 다. 

2. 외기여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탄산염 용액 계를 이용한 우라늄의 산화 용해-침  (COL) 기술을 이

용한 선행핵연료 주기 발생 우라늄혼합물 해도 감화 기술은 핵연료 생산 시설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우라늄 스크랩  우라늄 혼합 폐기물의 처리에 활용될 것이며, 재 한국원자

력연구원내에 장되어 있는 변환시설 발생 폐 우라늄혼합물 처리에 일차 으로 활용될 것

이다. 한 본 기술은 KEPCO NF (한  원자력연료 주식회사)에서 발생되는 우라늄 스크랩 

 다양한 우라늄 혼합 폐기물 (우라늄 석회 침 물,  NaDU 스크랩 우라늄, 실린더 세척 

폐액 등)의 처리를 해 명간 기술이  는 응용기술로 확장할 정이다. COL 기술은 

TRU, RE (희토류 속), TE ( 이 속) 핵종은 부분 불용해 상태로 혼합 침 시키며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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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만의 용해가 가능한 기술로 그 가능성을 보임에 따라, 향후 후행핵연료주기 연구에 용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로 발 시킬 수 있다. 후행핵연료주기 분야로서 재 국내에서 활발

히 개발 인 Pyro 공정의  단계에서 COL 공정 기술을 사용하여 SF의 우라늄을 제거하

면, 재 개발되는 일련의 Pyro 단  공정 장치의 크기를 크게 일 수 있어 Pyro 공정의 

경제성과 유연성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Pyro 공정의 해 정련 단계에서 다량 발생

되는 미량의 TRU가 오염된 폐 우라늄 잉곳으로부터 TRU를 제염한 후 우라늄을 재순환하

는 기술로도 발 시킬 수 있다. 우라늄혼합물로부터 방사능 독성 수 이 천연 우라늄 수  

이하의 우라늄만을 분리할 수 있으므로 COL 공정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후핵연료의 95%이

상을 차지하는 우라늄을 제거하면 사용후핵연료를 직  처분하는 것보다 고  폐기물의 

부피를 수 십분의 일로 크게 일 수 있어 고  폐기 처분 부지능의 증 를 가능  할 수 

있어 한국 실정의 원자력 환경에 부합하는 사용후핵연료 리 기술로 더욱 발  사용될 수 

있고, 한 COL 공정 단  기술인 우라늄의 침  분리 제거 기술  탄산염  무기산 염

의 salt-free 순환 기술은 일반 환경 산업에 친환경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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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공정 평가, 오염도 측정 기술, 고방사능 설비 단 기술들은 국

내 사용후핵연료 취 시설 (PIEF, DFDF 등)과 같은 고방사능 오염시설의 단  개선보수 

시에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2017년(1회 수명 연장 가정) 해체가 상되는 고리원 과 같은 

상용 원 과 더불어 북한 핵시설의 해체 비  과정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제  1  해 체  시스 템  엔지 니어 링 기술 개발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공정 평가, 오염도 측정 기술, 고방사능 설비 단 기술들은 국

내 사용후핵연료 취 시설 (PIEF, DFDF 등)과 같은 고방사능 오염시설의 단  개선보수 

시에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2017년(1회 수명 연장 가정) 해체가 상되는 고리원 과 같은 

상용 원 과 더불어 북한 핵시설의 해체 비  과정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사용이 종료된 원자력시설의 해체 비용은 시설에 따라 건설비의 20∼4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원자력시설의 해체 시에 여러 가지 해체작업  장비를 사 에 가

상의 환경에서 모사하여 평가하고, 문제 을 악하여 해체 장비 개발에 활용함으로써 실제 

개발 시의 시행착오를 여 개발 비용을 감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에 이어 향후 추진이 상되는 해체 사업에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

한 고방사능 시설 해체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약 2조원 이상의 사업비와 15년 이상이 소요되

는 장기사업에 당사자국으로서 주도 으로 참여하여 국내 해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화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고방사성 오염도 측정용  핵종 포집용 신소재 검출소재 제조를 통하여 자체 확보한 원

천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 하여 산업화하고, 재 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계측기 분야의 외화 감의 효과와 더불어 향후 기술 수출을 통하여 외화 획득을 통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확보한 연구시설(연구로 1&2호기  우라늄 변환시설)의 해체 기술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고방사능 시설 해체 기술을 확보하여 해체 기술 자립의 발 을 마련하

고, 이들 확보 기술을 활용하여 원  는 북핵 시설과 같은 규모 원자력시설의 해체 사

업에 순수 국내 기술로 참여가 가능하여 국가 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고방사능시설 해체공정에 한 상세한 해체 차 분석, 고방사능 시설의 해체 상물의 작

업지역에 한 방사능 분석을 통한 피폭평가 등 해체작업의 안 성과 효율성을 종합 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해체공정 모사  평가 기술은 원자력 산업 뿐만 아니라 작업 난이도가 높

은 지역에서의 기술 개발에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산업으로 효과가 큰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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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방사능 시설의 오염도 측정 기술은 고방사능 지역에서 용이 가능한 검출소재 개발로

서 방사선 측정, 고분자 소재, 그리고 신호처리 등 IT 기술의 융합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최

근의 기술  트 드로 떠오르고 있는 컨버 스의 한 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이질

인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기존의 개발된 기술을 보다 복합 인 역으로 확장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균형 인 발 에 기여할 수 있다.



- 237 -

제  2  원자 력 환 경  청정 화 기술 개발

고방사선장하에서의 제염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기술기반이 취약한 상태이었으나 원격 

용발 제염기술 개발을 통해 일반 인 방법으로 용이 어려운 구역을 효과 으로 

청정화하는 기술을 확보하 다. 개발된 기술은 DFDF 시설  이로 연구 시설 등 제염이 

어려운 구역의 개보수 시 작업자 방사선 피폭을 감화하기 한 기반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 한, 원자력발 소  핵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장치  방사성폐기물의 제염 시에도  

활용될 것으로 본다. 이를 해, 국내 원자력 시설 보수회사와 공동연구 혹은 수탁연구 등을 

통해 사업화하고자 한다.  본 기술개발을 통해 차후 국내 원자력 련시설 제염 보수뿐만 

아니라 나노입자 제조, 표면처리, 용   단 산업 등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단된다.

부지 복원기술 개발 결과는 연구로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부지 발생 토양의 

복원기술로 활용할 정이다. 즉, 동 기세정 제염기술은 제염 효율이 높기 때문에 20년 

이상 장기 숙성 오염된 방사성 오염 토양에 용할 경우 자체처분 폐기물화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한 응결 침출 제염기술은 제염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면 

오염이나 비 숙성 오염 토양을 상으로 동 기세정 제염기술과 선택 으로 용가능하다. 

이 밖에 임계 이산화탄소 제염기술은 우라늄 오염 토양이나 고독성의 TRU 핵종 오염 

토양에 효과 으로 용될 수 잇을 것으로 단된다. 토양 제염기술은 향후 북한 핵시설 

부지 복원 시에도 요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폐 산 등 속 오염 부지에도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겔화학 제염기술 개발 결과는 실용화를 한 실증연구의 단계를 거쳐  DUPIC 시설의 

Refurbishment 에 직  활용하거나 이로 로세싱 연구 시설의 유지보수 시 자체 

제염기술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겔 화학 제염기술의 효용성을 높이기 한 

분산매질 변화  혼합 매질연구 등을 개선하기 한 추가 인 연구가 보완된다면 국내외 

원자력 제염해체 련 산업체에 련기술 이  추진하여 형원자력 설비의 면  오염을 

신속하게 제염하여 공간 선량을 쉽게 일 수 있는 기술 의 하나로 단된다. 한 북한 

핵주기 련시설 해체 시 제염기술로 제공 가능하며, 일반 산업의 청정기술 분야에 

세척기술로도 응용이 가능하며, 성조제의 유변특성 정보는 화장품, 식품분야 등의 유변학 

이용 분야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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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고 방 사 능  시설 운   해 체 폐 기물  처 리 기술 개발

원자력 시설 해체 시 발생하는 막 한 양의 콘크리트 해체폐기물로부터 65% 이상 방사성

폐기물을 분리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을 감용함과 아울러 고품질 골재를 회수 재활용함으로

써 근본 으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부피를 최소화하는 콘크리트 폐기물 감용․재활용 고도 

처리기술 확보로 국내 원자력시설 해체 시 발생하는 방사성 콘크리트 해체폐기물에 직  기

술 활용이 가능하다. 당면한 국가 해체사업인 연구로 해체 사업에서 발생한 267톤의 방사화 

량콘크리트 해체폐기물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사업에서 발생한 100톤 이상의 우라늄 

오염 경량콘크리트 해체폐기물 감용  자체처분 기술로 직  활용할 계획이며 연구로 해체

폐기물뿐만 아니라 향후 규모 원자력 시설 해체 시 발생하는 해체폐기물의 처분비용을 감

축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국내 실을 감안할 때 안 하

고 경제 인 방사성 해체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특히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에 의한 콘크리트 해체폐기물 처분부피 감용을 통해 처분 비용의 획기  감축으로 폐기물 

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잠재 인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재 연간 1,500만 톤 

이상 발생되고 있는 비원자력분야 일반 환경산업의 재생골재 재활용기술 고도화에 기술 활

용으로의 확  용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향후 상용 원자력 시설의 해체가 상되는 상황

에서 우리나라도 원자력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며,  세계 으로 원자력시설의 제염 해체산

업이 진 으로 확 되는 추세에 있는 시 에서 해체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폐기물에 한 

독창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해외 시장의 수요에 극 응하기 한 기술로 활용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되는 HEPA 필터 폐기물의 화  감용기술을 개발하여 고방사

능 시설을 포함한 원자력시설 발생 HEPA 폐기물 처리기술로 활용하고, 일반 환경산업체의 

공조시스템으로 폭넓게 사용되어 속으로 오염되어 있는 HEPA 필터 처리에 기술 활용

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취   핵연료주기 개발시설 등 고방사능 원자력시설의 운   

유지·보수 시 발생하는 고방사성 HEPA 필터 폐기물와 의 화  감용기술로 2012년부

터 활용 가능하며, 원자력 연구시설, 핵연료 제조시설  기타 원자력 시설 운   발생되

어 장하고 있는  HEPA 필터 폐기물 감용기술로 2012년부터 활용 가능하다. 원자

력 시설의 운   해체 시 발생하는 HEPA 필터 폐기물의 부피감용을 포함한 폐기물 리

방안 수립에 기술 활용할 수 있다. 일반산업체의 폐기물 소각, 용융, 제강분야에서 공조시스

템으로 폭넓게 사용되어 속으로 오염되어 있는 HEPA 필터 처리에 기술 활용 가능하다.

개발 인 유기혼성폐기물 수증기개질공정은 가연성폐기물은 물론 산성폐액이나 슬러지도 

처리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소각 체 공정 에서 가장 상폐기물의 취 범 가 넓으면서 

가장 큰 감용효과를 주는 최고의 공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되고 평가되는 

이 수증기개질 공정의 요소 단 공정은 소각, 고온 용융, 열분해, 유리화 등과 같은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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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고온처리공정의 요소기술로 활용되는 열분해가스화, 열분해가스의 수증기개질, 수

증기개질가스의 매산화와 같은 다이옥신을 발생하지 않고 화재의 험성이 없는 비화염 

산화 요소 단 공정 들은 물론 질소산화물가스  인산가스의 제거를 한 고효율 신기술 

들을 포함하고 있어 방사성폐기물 뿐만 아니라 Biomass나 산업폐기물 등의 친환경 가스화 

처리공정의 요소 단 공정기술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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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우 라 늄  혼 합 물  해 도  감 화  기술 개발  

본 연구의 활용성을 종합하면 본 과제에서 개발한 탄산염 용액 계 산화용해-침  기술은 

재 안으로 두되는 선행핵연료주기 발생 우라늄혼합물의 친환경  처리 기술로 바로 

활용이 가능하며, 향후 재 연구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건식 공정의 유연성 제고  

향후 습-건식을 병행한 Hybrid 공정을 한 보완 기술로 활용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로부

터 우라늄만의 고순도 회수를 통해 우라늄 활용률 증진,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감, 처분 

부지 이용률 극 화  처분 안정성 제고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고효율/ 비용의 새로운 핵 

비확산성 후행핵연료 주기 기술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한 본 연구 과정에서 개발되는 

우라늄의 선택  용해, 침  고-액 분리  해투석 수용 염 처리 기술 등은 일반 환경 폐

수 처리에 있어 속의 제거, 유용원소 회수, 도체 제조나 속 산화물 제조, RE와 유

가 속의 고순도 정제 재활용에 직  사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 부수 으로 

개발되는 여러 가지 단 기술과 련 장치는 일반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우라늄 폐기물 이외

에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 처리와 자원 재활용에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용액 무해화 해 

기술, 친환경 분해소재 개발 기술 등을 산업체에 기술 이 하여 산업화 진하고 RE, 백

족  Cs, Sr 등 유용원소 재활용에 의한 수입 체 효과  폐기물 자원화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 그러나 재 본 연구를 통하여 확보된 우라늄혼합물을 처리하는 기술

은 실험실 으로 확보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기술이므로 보다 복잡한 성상의 우라

늄 복합물의 처리  산업체에 용하기 한 실용화를 해서는 추가 인 보완 실험  상

용화를 한 공학  구  기술 확보를 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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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  1  해 체  시스 템  엔지 니어 링 기술 개발

해체공정 안 성 평가 기술 개발과 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원자력시설 해

체를 한 계획수립부터 부지의 규제해제까지  기간 동안 안 성 평가의 활용”에 하여 

실 이고 유용한 권고사항들을 제공하기 하여 Fig. 3.4.87 과 같이 국제 력 로젝트

(FaSa Project)가 진행 에 있다. IAEA에서는 이 FaSa 로젝트를 수행하기 하여 총 4차 

기술 회의를 개최하 고 26개 회원국이 참석하 으며, 우리나라도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IAEA FaSa 기술회의 참석하 다.

Fig. 6.1.1. IAEA FaSa Project 추진 계획.

IAEA FaSa 기술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working group에 각 회원국들이 참여하여 기술보

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Nuclear Power Plant Test Case Working Group

∙Research Reactor Test Case Working Group

∙Fuel Fabrication Facility Test Case Working Group

∙Mining and Minerals Processing  Test Case Work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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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IAEA FaSa 기술회의 참석하여 해체공정 안 성 평가 기술에 한 정보를 

교류하여 기술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이와 련하여 수집한 해체 기술정보를 다음

과 같은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 다.

∙KAERI/OT-2070/2008

∙KAERI/OT-2229/2009

∙KAERI/OT-2453/2011

한 고  알 /베타선 오염도 동시 측정 기술 개발과 련하여 KAERI-CEA의 한-불 해

체정보교환회의를 통하여 재 랑스 CEA에서 개발 인 고방사능 오염 지역의 알 선 오

염도를 이미지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한 진행 황  추진 계획에 한 정보를 획득

하 다.

제  2  원자 력 환 경  청정 화 기술 개발

용발 제염기술 시스템 개발과 련하여 일본에서는 일본원자력기구(JAEA) 외에도 

와카사만 에 지 연구센터의 연구개발부에서도 용발 제염공정 개발 연구를 수행 임을 

악하 다. 이들은 다양한 이  발진기 장치와 그 주변기기를 이용해서 고 효율 

제염능을 실 하는 가능성에 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 이다. 펨토  극단 펄스 자유 자 

이 , 물 (水)분류도  이 , Q-switched YAG 이 , 이버 이  등에 한 

연구를 통해 이 을 집속하여 용발하기 해 충분한 도 조건을 도출하 다. 개발 

인 이 에 의해 표면 깊은 층에 해서도  용융하는 일 없이 제거가 가능하 고, RI를 

이용하지 않는 모사 오염물질에 한 제염성능이 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기술을 실제 용하기 해서, 이  제염장치를 시작(시험을 한 장지 제작)할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음을 악하 다. 한편, 랑스 CEA 에서도 엑시머 이  외에도 

섬유 이 를 사용한 용발 제염기술을 개발 에 있음을 악하 다. 섬유 이 에 

의한 제염  발생되는 나노입자 크기의 미세 분진을 효율 으로 제거하기 해 

AspiLaser
(R)

 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 시스템은 안 하고 자동 으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발생된 미세분진을 진공 컵에 의해 모은 후 방사성폐기물드럼에로 직  넣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자동화된 AspiLaser
(R)

 시스템을 사용하여 핵시설 내부 벽면  바닥에 

한 제염실험을 수행 인데 2차원으로 용된다. 

부지제염 기술개발에서는 부지 오염 특성평가  부지 제염 기 농도 설정에서는 IAEA가 

제시한 기 치를 용하여 개발하 다. 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 막 한 연구비를 투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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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용 수 의 부지제염  복원후 오염 감 모니터링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악하 다. 

이들은 복원 효율의 향상을 해 electrokinetic method, soil flushing, 침출(Leaching), 

응결(Agglomeration) 등의 부지제염기술과 제염 후 부지 안 성을 확보하기 한 부지 샘 링 

 방사선 측정 기술  오염 감평가 기술의 고도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을 착안하여 

부지제염기술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선진국들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틈새기술을 

도출하 다. 캐나다에서 개발한 오염부지의 제염방법은 오염토양 특성에 합한 고착제를 

개발하고, 응결기술을 사용하 으며 Concordia 학에서는 Soil washing에 의한 토양내의 

오염물질 제거효율을 높이기 한 세정제를 개발하는 것을 악하 다. 한 일본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31℃, 73기압에서 핵연료로부터 

재사용이 가능한 우라늄과 루토늄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선하 다. DOE에서는 Han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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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am 발 소 오염부지를 상으로 동 기, Soil washing, 응결기술 등을 실용화 하는 

단계에 있으며, 부지 오염도 평가를 해 비포화 에서의 오염 감평가 기술  MARSSIM 

에 의한 통계학  평가기술을 개발 인 MARSSIM을 이용하여 부지 표시료의 개수  

치선정을 한 평가방법론을 평가하 다. 

겔 화학 제염기술개발과 련된 기술정보는 본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한국-일본, 

한국- 랑스 기술교환회의를 통해 일본과 랑스에서 개발된 겔화학 제염제의 선행기술 

개발 황을 악하 으며 상호간의 극 인 력으로 세부 인 기술  도움을 

교환하 다. 겔 화학 제염제는 alumina나 silica와 같은 무기물인 도성 겔 형성제와 

제염 상 표면의 방사성 오염 특성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산, 염기, 산화제, 환원제 혹은 

이들 혼합물 등의 제염제로 구성되며 일부 상용화되어 있다. 최근에는 제염효율의 향상  

용 후 표면 제거를 쉽게 하기 한 계면 반응 개선에 추가 연구개발이 미국, 랑스 등 

고방사성 시설 이용실 이 오래된 원자력 선진국을 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악하 다. 최근 랑스 CEA에서는 염산, 불소, 나트륨산화물 등과 같은 제염제와 

glycerophthalic, glycerophosphoric  cellulose acetate와 같은 화합물이 첨가된 제염 겔을 

사용해서 비교  높은 제염결과를 얻었지만 표면에서만 제염이 가능한 기술  한계에 

착해 있는 것으로 팡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고 속 표면의 

고착성  비고착성 방사성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무기 겔 형성제를 선정하 다. 한 

무기 겔 형성제와 물리화학  안정성이 우수한 성조제를 선정하기 한 기 을 세우는데 

활용하 다.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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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연구시설․장비 황 

제  1  해 체  시스 템  엔지 니어 링 기술 개발

 

본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하여 사용된 연구시설  장비 황은 아래와 같다.

연구시설 는 장비명 용도

스테 오비젼 카메라 오염도 측정센서 치 제어용

극 온 단 장비 극 온 단 실험용

오염도 원격 제어 시스템 오염도 원격 측정용

EON Studio 해체환경 가상 실 구축용

3D Max 해체 3D 모델링 작업용

극 온 노즐 치 제어 장치 극 온 노즐 치 제어용



제  2  원자 력 환 경  청정 화 기술 개발

 본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하여 사용된 연구시설  장비 황은 아래와 같다.

연구시설 는 장비명 용도

Q-switched Nd:YAG laser and Integrated second 

harmonic generation
제염공정 실험

Q-switched Nd:YAG laser 제염공정 실증

Powermeter system 에 지 측정

제염생성물 포집장치 제염분진 회수

Artciculate arm optics 에 지 송

Third harmonic generation and separation package  장 조정

Articulate arm 355nm 용 송 장비

Beam focusing module 원형빔을 선형빔으로 변경

Attenuator 에 지 조

Pulsed fiber laser 제염공정실험

MCA 방사능분석

이 제염장치 원격이송장비 용발 원격제염공정 3차원 용

방사선조사부품 성능평가장치 고방사선장 재료건 성 평가

음  센서  컨트롤러 용발 원격제염 공정 개선

제염공정시험 물성측정장비 물성측정

Rheometer 도측정

Homogenizer 겔 특성분석

High & Low Temp. Bath Circulator 화학겔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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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고 방 사 능  시설 운   해 체 폐 기물  처 리 기술 개발

1. Microprocessor-controlled Flue Gas Analyzer: A20-11-5708

  - 열분해  수증기개질 발생가스의 조성분석을 한 기자재로 외자도입

  - 측정범

    O2 : 0-25 ％, H2: 0-20,000 ppm, CH4 : 0-5％, THC(NDIR) : 0 - 50,000 ppm

  - 수분함량, 이슬  측정기능, 가스온도: -30℃ - +1200 ℃까지 측정, 가스압력(동압, 차압, 

정압) Δp : -250 - +250 hpa, Gas Velocity (가스유속) : 0 - 100 m/sec 측정

2. 인산가스 고온흡착 시험장치 : J20-11-5345

- 고온에서 인산가스의 흡착제거 시험을 한 자체개발 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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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우 라 늄 혼 합 물  해 도  감 화  기술 개발

1. 입도분석기 (Laser Paritcle size analyzez)

  - 측정원리 : 단일화된 산란 기술을 사용하는 이  회  분석 

  - 입도측정범  :Typical range: 0.08 - 1408 um 

  - 샘 링 시스템 : 샘 챔버 부피 : 250 ml 유기용매 합성 : 물  부분의 일반 인 

유기용매 사용가능 

  - SDC(sample Delivery Controller) 

  - Microtrac FLEX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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