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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해석․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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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RT에서 지하수 콜로이드의 기 특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규명하고,암반 단열을 통한 콜

로이드의 장 이동실험을 수행하고 이동모델에 한 검증 연구를 수행하 다.

․ 해외 지하연구시설(GTS)에서 콜로이드 형성 이동에 한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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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제목

핵종 이동 특성 규명

II.연구개발의 목 요성

부존 에 지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안정 인 에 지자원의 확보를 해서

는 원자력에 지의 지속 이고 효율 인 이용이 필요하다.이를 해서는 선행핵연

료주기 뿐만 아니라 후행핵연료주기 기술도 확보되어야 하는데,환경친화 인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선진핵연료주기 기술을 완성하기 해서는 고 폐기물 처분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 심부 지하에 고 폐기물을 안 하게 격리시키기 해

서는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 핵종들의 거동 특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향후

고 폐기물 처분을 한 인허가 안 성 평가를 해서는 매우 다양한 기술들

과 자료가 필요한데,국내 지질환경에 합한 자체 자료와 요소기술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들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도입하기 하여 매우 비싼 기술료

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방사성폐기물 반에 한 국민 시각이 매우 민감하고

부정 인 실에서 유일한 돌 구는 공론화를 통하여 국민 공감 를 형성하는 것

이다.따라서 본 과제와 같은 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해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안

리에 한 기술 타당성을 제시함으로서 국민 신뢰도를 꾸 히 구축해야 한다.

고 방사성폐기물은 환경 인간에 한 험성이 매우 큰 핵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이러한 고 핵종들(특히 악틴족 원소들)은 심부지하의 지화학

조건에 따라 복잡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양한 화학종을 가진다.따라서 고

폐기물 처분장의 안 성을 보장하기 해서는 고 폐기물 고화체 핵종들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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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분환경에서 거동특성이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련 기술과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안 성 평가를 해서는 용해도나 열역학 반응상

수와 같은 지화학반응 특성자료,핵종 수착분배계수,암반확산 계수 등의 자료를 생

산하고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따라서 국내 환경에 합한 처분안 성 평

가를 한 자료들을 생산하고 D/B를 구축하기 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지하

매질을 통한 핵종이동 지연 특성과 련된 연구를 극 수행할 필요가 있다.아

울러 국내의 지하연구시설인 KURT는 재 심도가 체 으로 100m 수 으로 낮

아 환원환경 유지가 힘들고,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없는 단 들을 가지고 있으므

로 이를 극복하고 필요한 기술정보와 연구경험을 효율 으로 확보하기 해서는 우

리 실에 합한 해외의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에 극 참여하는 것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의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다.

l 고 폐기물 처분 안 성 평가를 한 기술자료 생산

l 심부 처분환경에서 핵종 이동 특성 규명을 통한 불확실도 감

이러한 최종 목표 달성을 해 설정된 1단계 연구(2007년 ∼ 2009년) 2단

계 연구(2010년 ∼ 2011년)의 주요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l 1단계 연구목표

-심부 지하 처분 조건에서 고 핵종의 지화학반응과 수착특성 규명 D/B

구축

-국내(KURT)와 해외(GTS)지하시험시설을 활용한 핵종과 콜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

-핵종이동 지연에서 물/미생물 복합반응 향 평가를 통한 불확실도 감

l 2단계 연구목표

-처분환경 이로폐기물 용출특성 분석 처분안 성 평가자료 구축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이동성 물질 이동 특성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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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개발의 내용 범

재 당 과제에서 개발 인 A-KRS에 입각한 처분개념을 하여 이로과정

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들의 특성을 조사하고,이들의 용출 특성을 사용후핵연료와

유리고화체의 특성과 비교하여 보았다.

연구원 내 심부 처분환경을 체하는 지하연구시설(KURT)의 심부지하수와 화

강암을 이용하여 고 핵종들(U,Th,Np,Am)과 고이동성핵종들(I,Se,Tc)에

한 지화학반응( ,용해도 화학종) 수착특성을 규명함으로서 안 성 평가자

료를 확보하고자 하 다. 한 pH,Eh,이온강도와 같은 지화학변수들의 향을 고

찰하고 미시 에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착특성을 규명하 다.

특히 미래에 지하매질에서의 핵종의 수착거동을 측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해

단일 물과 복합 물에 한 열역학 수착모델을 개발, 용하고 그 결과를 해석

하 다.

고 핵종들 고이동성 핵종들뿐만 아니라 핵분열생성물이 포함된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에서 심 상 핵종들의 열역학자료 수착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처분안 성 평가를 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착 D/B를 구축하 다.특

히,각국 핵종들의 지화학반응에 한 열역학데이터를 비교 선정하고,열역학데

이터 보정방법에 해 고찰하 다.아울러 기존 수착 D/B 로그램을 분석하고,

Web기반의 새로운 수착 D/B(KAERI-SDB)를 구축하 다.

균열 암반을 통한 핵종의 암반체 확산 장기거동 특성을 규명하기 하여

KURT 시추 코어 암반 지하수를 이용한 확산실험을 수행하여 핵종의 암석확산

깊이를 측정하 고,암석표면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 다. 한,내부확산 이동모델

을 자체 개발하여 암반 확산특성을 해석하고 확산계수를 평가하 다.

고 폐기물 심지층 처분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미생물/핵종/ 물간의 상호 반

응에 해 연구하 다.KURT 지하수의 미생물 특성을 규명하고,방사성핵종과의

상호반응 핵종 물화(Bio-mineralization),산화환원 반응 향 등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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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심부 처분환경에서 핵종/ 물/미생물 복합반응에 의한 핵종이동 특성을 분

석하 다.특히 미생물의 용존 핵종과 반응 기작,용존 핵종의 흡착 제거 기작,

그리고 물화 과정 등 미시 과정과 기작들에 해 조사하 다.

KURT에서 장 용질이동 실험 수행을 해 KURT에 장 용질이동 시스템을

제작․설치하 다.그리고 장 용질이동 실험을 한 다수의 시험공을 시추하고

균열 지하수의 수력학 특성을 조사하 다.KURT 장에서 비수착성

(non-sorbing)핵종,단순수착성(simply sorbing)핵종,다가수착성(multi-valent

sorbing)핵종들을 이용하여 암반 단열을 통한 핵종 이동 지연 특성을 규명하

다.아울러 암반 충 물인 토 물이나 산화철 물 등과 핵종과의 상호반응에

한 분석 평가를 수행하 다.

KURT DB-1 시추공에서 심도별로 채취한 지하수를 상으로 ICP-MS,

TEM/EDS,PCS,LIBD등의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KURT 지하수 콜로이드

의 조성,크기,농도와 같은 기 특성을 분석하고 상호 비교․검증하 다.아울러

KURT에서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 수행을 해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 장비를

제작․설치하고,KURT에서 비수착성 용질 콜로이드의 장이동 실험을 수행하

으며,이를 평가하기 하여 콜로이드 이동 모델을 개발하고 용하 다.

마지막으로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핵종 콜로이드 이동에 한 연구 황

정보를 수집하고,조사․분석하여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

동 국제공동연구 참여 타당성을 분석하 다.이를 바탕으로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한 구체 인 차를 진행하여,스웨덴 SKB의 Äspö 스 스 GTS등의 지하연

구시설에서의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 다.특히 GTS에서 수행 인 CFM(Colloid

FormationandMigration)PhaseII 로젝트에 극 으로 참여 이다.

IV.연구개발결과

심부지하 처분조건에서 이로폐기물들의 용출시험이 국내․외에서 시도된 바

없으나,핵주기공정개발부에서 이 폐기물들의 건 성 평가를 하여 PCT(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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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encyTest)-A 방법으로 실험실 조건에서 용출시험을 시도한 결과,ZIT 고

화체의 매트릭스 용출률이 10-3g/(m2d)로 나타났다.이 결과는 당 부서에서 수행한

압축 벤토나이트 사이에 넣은 붕규산유리 고화체의 용출률보다 약 1승수 이상 낮

은 값에 해당한다.

고 핵종의 용해도 수착특성 규명 연구에서는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악틴

족 고 핵종들인 U,Th,Np,Am의 지화학반응 수착반응에 한 pH와 Eh의

향을 평가하 다.다양한 산화환원 를 갖는 KURT 지하수에서 UO2,ThO2,

NpO2와 Am(OH)3의 용해도를 측정하 으며,지화학코드인 PHREEQC를 이용하여

실험용액과 동일한 조건에서 용해도 용해 화학종을 계산하 다. 한 이들 결과

의 상호 비교뿐 아니라 문헌에 수록된 결과와도 비교하 다.실험 계산결과,U,

Th,Np의 농도는 Eh값이 -0.2V 이하인 조건에서 10
-7
mol/L이하로 나타났으며,

PuO2(cr)의 용해도는 UO2(cr)보다 1∼ 2승수 낮을 것으로 상된다.그러나 지하

수 탄산이온 농도가 증가하면,pH 8∼ 11사이에서 4가 악틴족 원소의 농도가

훨씬 증가할 수 있다.10
-6
mol/L의 아메리슘 용해도는 KURT 지하수에서 다소 보

수 인 값에 해당된다고 단된다.계산결과들은 Eh가 -0.2∼ -0.3V이며 약알칼

리 역에서 용해화학종은 탄산화합물 혹은 ternary화학종이 주 화학종이며,pH =

11.4,Eh=-0.4V와 같이 강환원 조건의 강알칼리 용액에서는 수산화물이 주 화학

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산화환원 pH 조건의 KURT 지하수 조건에서 화강암에 한

고 핵종들(U,Th,Np,Am)의 수착분배계수를 측정하 다.실험결과를 통하여

고 핵종들은 지하수의 산화환원 와 pH는 핵종 수착에 미치는 향이 큰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이는 지하수의 지화학 조건 변화에 따른 화학종 형성에 기인

하는 것으로 단되었다.특히,열역학 수착모델(thermodynamicsorptionmodel,

TSM)을 용하여 화강암과 같은 천연복합 물에 한 고 핵종 수착특성을 평

가하 다.이를 하여 비정 기 TSM을 이용하여 화강암에 한 우라늄의 수착

을 해석하 다.SOUO2
+와 SOUO2CO3

-의 두가지 표면 화학종을 가정하고,강한 수

착 은 체 수착 의 1%로 가정하 을 때 모델 계산 결과는 실험결과와 비교

잘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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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환원 가 낮은 심부 지하수에서 셀 늄의 주요 거동은 철의 농도에 좌

우될 것이며,KURT 지하수 성분에서 FeSe2의 용해도는 Eh값이 -0.3V 이하에서

1x10-6mol/L이하의 값을 갖는 반면,산화조건에서는 1.0x10-3mol/L이상으로

단된다.환원 조건에서 주 용해 화학종은 HSe-로 계산되었다.pH가 6～9.5 역의

환원성 화강암지하수에서 TcO2의 용해도는 5x10
-8
～1x10

-9
mol/L로 나타났으며,이

pH 역에서 주 용해 화학종이 TcO(OH)2로 상되지만,pH 10.5～12와 pH 12이

상에서는 TcO(OH)3
-와 TcO4

-가 각각 주 용해 화학종으로 계산되었다.아이오딘은

NaI를 KURT 지하수에 용해한 경우 10mol/L부근까지 용해되었는데,산화조건의

NaIO3의 용해도보다 10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KURT 화강암을 이용하여 지화학 조건 변화에 따른 고이동성 핵종들(I,Se,

Tc)의 수착 분배계수를 측정하 다.고이동성 핵종들은 pH의 향은 무시할 정도

로 게 나타났으나,Se과 Tc의 경우 산화환원 의 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

다.고이동성 핵종인 셀 늄에 한 TSM 연구를 병행하 다.자철석에 한 셀

늄의 수착을 설명하기 하여 TSM의 하나인 이 층모델(DLM)을 이용하 다.자

철석에 한 셀 늄의 표면 반응을 SOSeO2
-
와 (SO)2SeO으로 고려하 으며,셀 늄

과 자철석의 표면 화학종을 SOSeO2
-
으로 고려하 을 때 더 양호한 계산결과를 도

출할 수 있었다.

안 성평가를 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착 D/B구축에서는 처분안

성 평가의 활용성과 신뢰성을 증진하기 하여 자체 생산된 자료들을 이용한

D/B를 지속 으로 구축하 다.특히 수착 D/B구축을 해서는 자체 생산된 Kd

해외 Kd 데이터를 지속 으로 기존 D/B(SDB-21C)에 추가하 다. 아울러

SDB-21C의 단 을 보완하고,확률론 통계기법을 용한 Web기반의 새로운 수

착 D/B인 KAERI-SDB를 개발하 다.수착자료의 활용방법론 개발을 하여 국제

공동연구인 OECD/NEA SorptionProjectPhaseIII에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

다. 한 수착자료의 생산방법에 한 국내외 기술 황을 논의하고,수착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국내 문가들을 청하여 워크 을 개최하 다.

장 조건에서 암반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확산특성 평가를 해 풍화

암의 경우 약 1∼2년 정도,신선암의 경우 약 2∼3년 동안 확산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결과 비수착성 핵종인 트리튬(H-3)은 이미 20cm 길이의 암석 체로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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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해 들어갔다.수착성 핵종 Eu와 Cs는 확산깊이가 4cm 수 이었고,Co,Sr,

Np,Th,U등의 핵종들은 약 9cm 깊이까지 확산 첨두가 침투해 들어갔다.아울러

핵종의 암석 확산 깊이를 측정하고 암석 표면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하여 자

기방사분석장치(Autoradiography)장비를 설치하고 분석방법을 개발하 다.자기방

사분석장치를 이용한 측정 결과 Np-237의 경우 암석 내 깊이 2∼3cm 이내에 핵

종이 주로 수착되어 있었고,약 5cm 이상에서는 농도는 낮지만 확산첨두는 더 깊

이 침투해 들어간 모습이 찰되었다.확산계수 평가를 한 내부확산 이동모델은

두 가지 선원항(source-term)을 고려하여 개발하 다.풍화암에 해 평가된 겉보기

확산계수()는 Eu,Cs은 10-12m2/s수 이고,Co,Sr,Th은 10-10m2/s수 으로

가장 크고,Np,U은 그 간 값을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이러한 풍화암에서의

확산계수값들은 신선화강암에서의 확산계수값들과 비교해서 핵종에 따라 약 102∼

104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 처분환경에서 핵종/ 물/미생물 복합반응 특성 분석을 해 KURT지하수

미생물의 기 특성을 규명하고,Fe,Mn,Se,SO4,U등의 나노 물 형성 특성을 분

석하고,핵종/ 물/미생물 간의 복합 상호작용에 한 메커니즘을 규명하 다.

미생물에 의한 핵종 물화(Bio-mineralization)과정 핵종거동에 한 향을

평가하 다.실험결과,KURT 망간환원미생물에 의해 용존 우라늄이 일주일 만에

부분 제거되었으며,우라니나이트(Uraninite,UO2)라는 우라늄 물이 형성되었다.

한,스와넬라균에 의해 만들어진 우라늄 물은 불순물로 칼슘과 인을 함유하고

있었으며,닌교아이트(Ningyoite,CaU(PO4)2․H2O)라는 불용성 우라늄 물로 바

었다. 미생물에 의한 핵종 물화(Bio-mineralization)과정 핵종거동에 한

향을 평가하 다.아울러 미생물에 의한 지하수 Eh변화 핵종 환원반응 향

실험 등의 연구를 통해 핵종이동에 미치는 미생물의 향을 분석하 다.실험결과

에 의하면,불가리스와 디설 리칸스와 같은 황산염환원미생물은 물속의 황산염을

환원하고 맥키나와이트(Mackinawite,FeS)라는 황화 물을 만들어내었으며,우라늄

과 같은 핵종을 물내로 포획하여 용존우라늄을 감하는 역할을 수행하 다.

한, 속환원미생물이 KURT 지하수의 Eh를 -500mV까지 낮추어 환원지하수의

성질을 지속 으로 갖도록 하 다.그리고,암반 단열에 형성된 생물막은 핵종들의

수착에 큰 향을 주었는데,특히 우라늄의 경우 생물막의 형성정도에 따라 우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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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착량이 달라졌으며,이는 심부환경에서 생물막이 우라늄의 이동에 상당한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KURT 장 암반 단열을 통한 핵종이동 지연특성 규명 연구에서는 원거리

에서 실시간으로 실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목 으로 원격제어 시스템

을 포함하는 장 용질이동 시스템을 설계하고 KURT에 설치하 다.실험장치는

주입부,회수부,측정부,그리고,패커가스 조 부 등 4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지하수 유동이 있는 단열을 선정하기 하여 시험공을 시추하 으며,단열의

수리 특성을 조사하 고,시추공 상촬 수리시험을 통하여 선정된 단열을

이용하여 용질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선정된 암반 단열에서 비수착성 핵종

(Uranine,Bromide),단순 수착성 핵종(Rb,Ni),다가 수착성(Sm,Zr)핵종들을 이

용하여 암반 단열을 통한 핵종이동 지연특성을 규명하 다.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획득한 정보와 기술들을 활용하 다.

KURT DB-1 시추공에서 심도별로 채취한 지하수를 상으로 ICP-MS,

TEM/EDS,PCS,LIBD등의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KURT 지하수 콜로이드

의 조성,크기,농도와 같은 기 특성을 분석하고 상호 비교․검증하 다.분석 결

과,KURT 지하수 콜로이드는 주로 aluminosilicate계열의 토 물,calcite 물,

속 산화물 유기물로 존재하며,크기는 주로 50-200nm,농도는 약 20-40

ppb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암반 단열에서 콜로이드 이동 특성을 규명하기 하여 KURT에 콜로이드

이동 실험장치를 설계하고 설치하 다.용질이동 실험보다 긴 지하수 유동로를 확

보하기 하여 시험공을 추가 시추하 으며,단열 특성과 상 성을 측정하기 하

여 시추공 상촬 수리시험을 수행하 다.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은 두 종류

의 추 자를 이용하 다.비수착성 모의 핵종으로 우라닌을,그리고,두 가지 평균

입경(0.34,1.0μm)을 가진 비반응성 콜로이드를 혼합 추 자로 사용하 다.아울

러, 장 실험결과를 해석하기 하여 콜로이드 이동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 다.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콜로이드 형성 이동 공동연구 수행을 해 해외 기

의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조사․분석하여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 콜

로이드 이동 국제공동연구 참여 타당성을 분석하 다.타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한 구체 인 차를 진행하여,스웨덴 SKB의 Äspö를



-ix-

심으로 한 “TaskforceonmodelingofGW flow andtransportofsolutes”

스 스 Nagra의 GTS에서 수행 인 “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CFM)

PhaseII”등의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 다. 한 국내에서 트 회의를 개최하는

등 CFM 국제공동연구에 극 으로 참여하 다. 특히 GTS에서 수행 인

CFM(ColloidFormationandMigration)PhaseII 로젝트에 극 으로 참여 이

며,공동연구 진행 황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 다.

V.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건의사항

본 연구는 기본 으로 한국형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스템인 A-KRS의

안 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기술 자료를 제공한다.본 연구에서

개발된 열역학 수착 D/B는 국내 지하 매질에서 핵종들의 지화학특성과 흡착특

성을 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한 기술 신뢰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특히,Web을 이용한 수착 D/B가 외국에 공개될 경우,국

내 방사성폐기물 리 기술에 한 국제 인지도가 증가할 것이다.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들은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련 연구뿐만 아니

라, ․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지하 환경에서 오염물질 이동과 련된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특히,미생물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

들은 지하수내 용존 우라늄의 제거와 구리용기 부식 등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스템

에서의 다양한 미생물학 문제 을 해결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한편, 이

로폐기물의 발생경로 특성의 이해는 향후 이 폐기물들의 처분연구에 기여할 것

이다.

한 연구결과들은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해 개발된 국내 고 폐기물

처분기술들의 과학기술 안 성을 입증하는데 기여할 것이다.아울러 연구결과들

은 측 가능한 국가 정책의 수립에 활용될 것이고,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 원

자력 산업 반에 한 국민 신뢰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x-

SUMMARY

I.Title

InvestigationonNuclideMigrationBehaviors

II.ObjectiveandImportance

Inourcountrylackinginenergyresources,thecontinuousandeffectiveuse

ofnuclearenergyisinevitableforastableenergysupply.Forthisback-end

nuclearfuelcycletechnologiesaswellasfront-endnuclearfueltechnologies

shouldbesecured.Inordertoachieveanadvancednuclearfuelcycletechnology

ofanenvironment-friendlyfuturenuclearpowersystem astudyondisposalof

the high-levelradioactive waste is necessary.In addition,a study on the

behaviors ofhigh-levelradionuclides in deep disposalenvironments is also

necessarytosafelyisolatethehigh-levelradioactivewasteinadeepgeological

formation.Various technologies and data are necessary forthe licenseand

permissionofthehigh-levelradioactivewastedisposalandsafetyassessmentof

the disposalsystem.We should pay tremendous amount of expense for

importingthetechnologiesanddatafrom developedforeigncountriesifwecan

securethem appropriatetodomesticgeologicalenvironment.Theonlywayto

overcomenegativeviewpointofnationalpeoplefortheradioactivewastemaybe

to gain people'ssympathiesvia publicopinion.Thusreliability fornational

peopleshouldbecontinuouslyestablishedbyprovidingtechnicalappropriateness

forthelong-term safemanagementofradioactive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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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evelradioactivewastecontainsmanytoxicandthreateningnuclidesto

human and environment.These high-levelradionuclides (especially actindes)

exists in various chemicalspecies and reacts sensitively and complicatedly

dependingondeepgeochemicalconditions.Thusthebehaviorsandinteractions

ofwasteformsandradionuclidesofthehigh-levelradioactivewasteindeep

geological disposal environments should be understood and concerning

technologiesanddatashouldbeobtainedforthesafetyofhigh-levelradioactive

wasterepository.

Forthe safety assessmentofthe high-levelradioactive waste disposal

system,itisnecessarytoproducevariousdataandconstructtheirdatabases

(D/B)forgeochemicalreactionpropertiesofradionuclidessuchassolubilities

andthermodynamicreactionconstants,distributioncoefficientsforradionuclide

sorption,and rock matrix diffusion coefficients ofraidonuclides.Thus itis

necessary to construct facilities and instruments for producing data and

constructing D/B forthe safety assessmentofhigh-levelradioactive waste

disposalappropriatetodomesticenvironmentsandtocarryourresearchesfor

theradionuclidemigrationandretardationthroughgeologicalmedia.Besides,the

domesticundergroundresearchfacility,KURT,ishavesomedrawbackssucha

low-depth ofabout100 m below surface which is difficultto maintain a

reducing conditionandnopermissionoftheuseofanyradioactivematerial.

Therefore,itisverynecessarytoparticipateininternationaljointstudiesusing

foreignundergroundresearchfacilitiesappropriatetoourdomesticenvironments

to overcome the drawbacks ofKURT and effectively obtain the necessary

technicalinformationandexperience.

Thusthefinalgoalsofourresearchprojectare

l to provide technicaldata and reduce their uncertainties for the safety

assessmentofhigh-levelradioactivewaste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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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oinvestigatetheradionuclidemigrationandretardationintheenvironment

ofKURT

l to investigategeochemicalreactions,sorption,colloidalbehavior,combined

interactions with geomedia ofhigh-levelradionuclides in deep geological

conditions.

Majorobjectivesofthefirstresearchstage(from 2007to2009)toachieve

thefinalgoalsare

l toinvestigatethegeochemicalreactionsandsorptionpropertiesofhigh-level

radionuclidesindeepgeologicaldisposalconditionsandconstructtheirD/B

l tostudyontheradionuclideandcolloidmigrationusingdomestic(KURT)

andforeign(GTS)undergroundresearchfacilities

l to reduce uncertainties by evaluating the effects of the combined

mineral/microbeinteractionsontheradionuclidemigrationandretardation.

Majorobjectivesofthesecondresearchstage(from 2010to2011)are

l toinvestigatethedissolutionpropertiesofpyro-wastesindeepgeological

disposalconditionsandconstructthedisposalsafetyassessmentdata

l to study the mobility ofhighly mobile radionuclides in deep geological

disposalconditions

III.ScopeandContents

The characteristics of wastes produced from pyro-processing are

investigatedforadisposalconceptonthebasisofA-KRS whichis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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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inourdepartment,andtheirdissolutionbehaviorsarecomparedwith

thoseofspentfuelandglasswastes.

Thegeochemicalreactions(forinstance,solubilityandchemicalspecies)and

thesorptioncharacteristicsofthehigh-levelradionuclides(U,Th,NpandAm)

andhighmobileradionuclides(I,Se,Tc)werecloselyinvestigatedusingthe

groundwaterandgranitesampledfrom KAERIUndergroundResearchTunnel

(KURT)which representthedeep disposalenvironment.Theresulting data

obtained wereutilized forthesafety assessmentofahigh-levelradioactive

wastedisposal.Inaddition,theeffectsofgeochemicalparameterssuchaspH,

Ehandionicstrengthwereinvestigatedandthemicroscopicbehaviorsofthe

geochemical reactions and sorption of high-level radionuclides were also

analyzedbyusingthermodynamicsorptionmodel(TSM).

Thethermodynamicandsorptiondataoftheinterestingradionuclidesinthe

disposalradioactivewastedisposalcontainingthehigh-levelandhighlymobile

radionuclidesaswellasthefissionproductswereinvestigatedandanalyzed,and

then databasesforthesafety assessmentofa high-levelradioactivewaste

disposalwereconstructed.Inparticular,thermodynamicforgeochemicalreactions

ofradionuclidesfrom somecountriesdatawereselected and compared,and

correctionmethodsofthethermodynamicdatawerealsoinvestigated.Besides,

existing sorption D/B was analyzed and a new web-base Sorption

D/B(KAERI/SDB)wasconstructed.

Fortheinvestigationofrockmatrix diffusionandlong-term behaviorof

radionuclidesthroughafracturedrock,rockmatrixdiffusionexperimentswere

conductedusingthegroundwaterandrockcoressampledfrom KURT.From

these experiments,the rock matrix diffusion depths ofradionuclides were

estimatedandtheirinteractionswithrockmatrixsurfacewereanalyzed.The

rock matrix diffusion was characterized and the diffusion coefficient was

evaluatedbyanin-diffusiontransportmodelwhichwasdevelopedinthis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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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ombinedinteractionsbetweenmicrobe,radionuclides,andmineralswere

investigatedregardingtothegeologicaldisposalofHLW.Microbespresentin

KURT groundwater were characterized.The effects of microbes on the

migrationofradionuclideandthecombinedreactionsofmicrobe,rockmaterial,

and radionuclidein the environmentofdeep disposalwereinvestigated via

researchesfortheinteractionofmicrobewithradionuclide,bio-mineralizationof

radionuclides,andtheeffectsofmicrobesontheredoxreaction.Inparticular,

microscopic processes and mechanisms such as reaction mechanisms of

radionuclideswithmicrobes,sorptionandremovalmechanismsofradionuclides

by microbes,and theprocesses and mechanisms ofbio-mineralization were

investigated.

Forthein-situ solutemigration experiments,an in-situ solutemigration

system wasdesignedandinstalledinKURT.Severalboreholesweredrilledand

thehydraulicpropertiesoffractureandgroundwaterwereinvestigated.Forthe

study on themigration and retardation ofradionuclidesin afractured rock,

in-situsolutemigrationexperimentswereperformedusingnon-sorbing,simply

sorbing,andmulti-valentsorbingnuclides.Inaddition,theinteractionbetween

nuclidesandrockfracture-fillingmaterialssuchasFe-oxidesandclayminerals

wereanalyzedandevaluated.

BasiccharacteristicsofKURT groundwatercolloidssuch ascomposition,

sizeandconcentrationwereanalyzedbyusingvariousanalyticalmethodssuch

as ICP-MS,TEM/EDS,PCS,and LIBD and compared each otherforthe

groundwaterssampledfrom KURT DB-1boreholewithvaryingdepths.Besides,

in-situexperimentalapparatushavebeendeignedandinstalledinKURTforthe

in-situ colloid migration experimentsand then in-situ colloid migration was

accomplishedtoinvestigatethemigrationofcolloidthroughthefracturedrock.

A modelforthecolloidmigrationwasestablishedandevaluatedfordescribing

themigrationbehaviorofcoll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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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tatusandinformationabouttheresearchesontheradionuclideand

colloid migration in the foreign underground research facilities (URF)were

collected,investigated and analyzed in order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joint studies for the radionuclide and colloid

transportsin URF.Based on thestudy,wefinally joinedinternationaljoint

studies in URFs of Äspö,SKB,Sweden and GrimselTest Site (GTS),

Switzerland.In particular,wearepositively participating in theCFM(Colloid

FormationandMigration)PhaseIIperforminginGTS.

IV.Results

Thedissolutionratetestsofpyro-wastesunderadeepundergrounddisposal

conditionhasnotbeencarriedoutbothathomeandabroad.However,theresult

from thedissolutionratetestfrom aPCT-A(ProductConsistencyTest-A)to

assessthedurabilityofthewasteinRadionuclideCycleProcessingDevelopment

DepartmentindicatesthatthedissolutionrateforthematrixofZIT solidwaste

is10
-3
g/(m

2
d).Thisrateisaboutoneorderlessthanthatfortheborosilicate

glass waste,which are a form ofglass discs located between compacted

bentoniteblocks,thevalueobtainedinourlaboratory.

TheeffectsofpH andEhonthegeochemicalreactionsandthesorption

reactionsofthehigh-levelradionuclidessuch asU,Th,Np and Am were

investigatedclosely.ThesolubilitiesofUO2,ThO2,NpO2 andAm(OH)3 inthe

KURT groundwaterhavebeenmeasuredundervariousredox conditions,and

theirsolubilitiesandaqueouschemicalspeciesinthesameconditionsasthe

experimentalsolutions have also been calculated by using the PHREEQC

geochemicalcode.Then,theseresultshavebeencomparedwitheachotheras

wellaswiththeliteraturevalue.TheconcentrationsofU,ThandNpdissolved

werelessthan10-7 mol/L underEh -0.2V ofreducingcondition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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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nd calculation.Thesolubility ofPuO2(cr)wasestimated tothe

valuelowerthanthatofUO2(cr)by1∼ 2orders.Howeveriftheamountof

carbonateioningroundwaterwasincreased,theconcentrationoftetra-valent

actinidesatpH 8∼ 11wouldbegreatlyincreased.Thesolubilityofamericium

of10
-6
mol/LmightbealittleconservativevalueintheKURT groundwater.

Thecalculationresultsshow thatthedominantaqueousspecieswerecarbonate

orhydroxo-carbonateccomplexesat0.2∼ -0.3V ofEhandweaklyalkaline

solution,andhydroxocomplexesatthestrongreducingandhighpH solution,

suchaspH=11.4,Eh=-0.4V,respectively.

Distributioncoefficientsofhighlevelradionuclides(U,Th,NpandAm)for

theKURT groundwaterandgraniteweremeasuredtoevaluatetheeffectof

redoxconditionandpH ontothesorptionofradionuclides.Theresultsshowed

that the redox potentialand pH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sorption of

high-levelradionuclides due to the formation ofdifferentchemicalspecies

accordingtothechangesingeochemicalconditions.Moreover,thesorptionof

uranium asahighlevelradionuclideontonaturalcompositemineralsuchas

granitewasevaluated by using athermodynamicsorption model(TSM).A

non-electrostaticTSM wasusedtointerprettheuranium sorption properties

onto granite.The modelcalculation results considerably agreed with the

experimentalresultsassuming thatSOUO2
+
and SOIUO2CO3

-
weredominant

surfacespeciesandthestrongbindingsiteswere1% oftotalbindingsites.

Themajorbehaviorsofselenium in groundwateratadeepunderground

condition, having a lower redox potential, are likely dependent on the

concentration ofiron.The solubilities ofFeSe2 in the KURT groundwater

compositionarebelow 1x10
-6
mol/LatEh≦ -0.3V,andhigherthan1.0x10

-3

mol/Latanoxidizingcondition.Thedominantspeciesdissolvedinareducing

conditioniscalculatedtobeHSe-.ThesolubilityofTcO2anddominantspecies

ingraniticgroundwaterwithareducingpotentialatpH 6～9.5aresuggestedas

5x10
-8
～1x10

-9
mol/LandTcO(OH)2,respectively.However,thedominant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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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H 10.5～12andhigherthanpH 12arecalculatedtobeTcO(OH)3
-
and

TcO4
-,respectively.WhenNaIwasdissolvedintheKURT groundwater,the

concentrationofiodidereachedaround10mol/L,whichwas10timeshigher

thanthesolubilityofNaIO3inanoxidizingcondition.

Thesorptionofhighmobileradionuclides,suchasI,Se,andTc,inthe

presenceoftheKURT granitewereinvestigated to evaluatetheeffectsof

geochemicalconditionssuchaspH andredoxpotentialontheTcsorption.The

effectofpH ontheTcsorptioninthepresenceoftheKURT granitewas

insignificant,whileredoxpotentialplayedacriticalroleinthesorption.Diffuse

doublelayermodel(DLM),whichisoneoftheTSM,isappliedtointerpretthe

sorption behaviorofselenite,ahigh mobileradionuclide,in thepresenceof

magnetite.WhenSOSeO2
-and(SO)2SeOwereconsideredforthespeciesonthe

magnetite surface, DLM modeling results show a better fit with the

experimentalresultsforSOSeO2
-
thanfor(SO)2SeO.

Inordertoincreasetheapplicabilityandreliabilityofthegeochemicaland

sorptiondataforsafetyassessmentofahigh-levelradioactivewastedisposal,

thedataobtainedinourstudywerecontinuouslyaddedtoconstructtheD/B.In

particular,self-producedKdandforeignKddatawereaddedtotheexisting

database(SDB-21C).Moreover,anew web-basedsorptionD/B,KAERI-SDB,

wasdevelopedbycomplementingtheweakpointsofSDB-21C andapplyinga

probabilisticstatisticaltechnique.Fortheutilizationofthesorptiondatabase,we

participatedintheinternationaljointstudy"OECD/NEA SorptionProjectPhase

III".Wehaveheldaworkshopandinviteddomesticexpertstodiscussabout

thestatusofdomesticandabroadtechnologiesforthesorptiondataproduction

andtoensurethereliabilityofsorptiondata.

Fortheinvestigationofrockmatrix diffusionandlong-term behaviorof

radionuclidesthroughafracturedrock,rockmatrixdiffusionexperimentswere

conductedforabout1∼2yearsandabout2∼3yearsforaweatheredrockand

afresh rock,respectively.Experimentalresultsshowedthatthenon-sor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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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r,tritium (H-3),diffusedwidelyandhomogeneouslyintotherockwitha

lengthof20cm.ThediffusiondepthofEuandCsamongsorbingtracerswas

about4cm andthefrontendofdiffusionofothernuclides,suchasCo,Sr,Np,

Th,U,diffused about9cm intotherock.Furthermore,an autoradiography

equipmentwasinstalledandananalysismethodwasdevelopedtoestimatethe

rock matrix diffusion depth and the interaction with rock surfaces.Itwas

observedfrom theautoradiographymeasurementsforNp-237thatNp-237was

mainly sorbedontotherock within 2-3cm in therock andthefrontend

diffused deeperinto therock atabove5cm although theconcentration of

Np-237 was low.An in-diffusion transportmodelwas also developed to

evaluatethediffusioncoefficientsconsideringtwokindsofsource-terms.The

evaluatedapparentdiffusioncoefficients()ofradionuclidesfortheweathered

rockwereabout10
-12
m
2
/sforEuandCs,10

-10
m
2
/sforCo,Sr,andTh,and

10
-12
∼ 10

-10
m
2
/sforNpandU.Thesediffusioncoefficientsofradionuclides

fortheweatheredrockweregreaterthanthoseforfreshrocksbyabout10
2
to

104dependingonradionuclides.

Basicpropertiesofmicrobesfrom theKURTgroundwaterwascharacterized,

nano-mineralformation ofFe,Mn,Se,SO4,and U wasanalyzed,and the

mechanism of combined interactions among microbe, rock material, and

radionuclidewasinvestigated.Theexperimentalresultsshowedthatmostofthe

dissolveduranium wasremovedfrom thesolutionwithinaweekby KURT

manganese-reducingbacteriaresultinginformingauranium mineral,uraninite

(UO2).Theuranium mineralproduced by Shewanella contained calcium and

phosphorasimpurities,andtheyformedaninsolubleuranium mineral,ningyoite

(CaU(PO4)2․H2O).Bio-mineralizationprocessofaradionuclideanditseffecton

the radionuclide behavior was also evaluated.Additionally,the effects of

microbesonthetransportofradionuclidewereanalyzedbystudyingtheeffect

ofmicrobes on redox reactions ofradionuclide and thaton Eh change of

groundwaterbymicrobes.Itwasobservedfrom theexperimentalresultsthat

SRB(sulfate-reducing bacteria)such as Vulgaris and Desulfuricans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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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fatefrom solutionformingasulfidemineral,mackinawite(FeS),andremoved

dissolveduranium whichwasincorporatedintothesulfidemineral.Inaddition,

themetal-reducingbacteriareducedtheKURT groundwaterto-500mV ofEh,

keepingitfrom beingoxidizedforalongtime.Inanothercase,abiofilm formed

onarockfracturemadeaneffectontheradionuclideadsorptioninalaboratory

test,in particular,the adsorption of uranium by the degree of biofilm

development,suggetingthatthebiofilm insubsurfaceenvironmentscouldgivea

significanteffectontheuranium migration.

Inthestudyonthemigrationandretardationofradionuclidesthrougha

fracturedrockintheKURT,anin-situsolutemigrationsystem wasdesigned

andinstalledintheKURT includingaremotecontrollingsystem forthedistant

monitoring oftheprogressin real-time.Theexperimentalsystem ismainly

composedoffourpartsincludinginjection,extraction,measurementandpacker

gascontrolunitparts.Fortheselection ofawater-conducting fracturefor

in-situ solute migration experiment,boreholes were drilled and hydraulic

characteristics of fractures were investigated,and finally solute migration

experiments were performed using the selected fracture by borehole image

processing system and hydraulic tests.In the selected rock fracture,the

migrationandretardationofnuclidesinafracturedrockwereinvestigatedusing

non-sorbing (uranine,bromide),simply sorbing (Rb,Ni),and multi-valent

sorbing (Sm,Zr)nuclides.Theinformation andtechniqueslearned from the

internationaljointstudywerealsoutilizedinthisstudy.

Fundamentalcharacteristics ofthe KURT groundwatercolloids including

composition,sizeand concentration weredetermined using variousanalytical

methods,such as ICP-MS,TEM/EDS,PCS,and LIBD.The groundwater

sampleswereobtainedfrom theKURT DB-1boreholewithvaryingdepthsand

they wereconcentratedusing atangentialflow ultrafiltration (TFUF),which

was desigend in this study, to attain reasonable and acceptable data.

Consequently,theanalysishasshownthattheKURT groundwatercolloidsare

composedmainlyofclaymineralsofaluminosilicates,calcite,metaloxide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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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swithasizeof50-200nm andaconcentrationof20-40ppb.

Anin-situcolloidmigrationapparatuswasdesignedandinstalledinthe

KURTforinvestigatingthebehaviorofcolloidmigration.Anadditionalborehole

totheexistingoneswasdrilledtofindoutalongergroundwaterpaththanthat

forasolutemigrationexperimentandthen,hydrauliccharacteristicsoffractured

rockwereinvestigated.Anin-situcolloidmigrationexperimentwasperformed

using two types of tracers,such as non-sorbing nuclide (uranine) and

non-reactivecolloidswithaveragediameterof0.34and1.0μm,respectively.A

modelfor nuclide and colloid migration was established and verified by

simulatingtheresultsofthein-situexperiment.

The feasibility for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joint studies was

analyzed by investigating and evaluating the technicalreports and research

papersfrom theinternationalandforeigninstitutes.Basedontheresultsfrom

thefeasibilitystudy,wehavefinallyjoinedtheinternationaljointstudiesbothof

Äspö,SKB,Swedenentitled"Taskforceonmodellingofgroundwaterflow and

transportofsolutes"and ofGrimselTestSite (GTS),Nagra,Switzerland

entitled"ColloidFormationandMigration(CFM)PhaseII".Inparticular,weare

currentlyparticipatingandpositivetocontinueparticipatingintheCFM PhaseII

internationalprojectperformedinGTSbyholdingapartnermeetinginKorea.

The major results and research status of the CFM project have been

summarizedinthisreport.

V.ApplicationsandProposals

The current research basically provides technical data including the

databasesneededforthesafetyassessmentoftheKoreanhigh-levelradioactive

wastedisposalsystem,A-KRS.ThermodynamicandsorptionD/Bsdevelopedin

this study can be used to estimate and predictgeochemicaland 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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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sofradionuclidesin Korean geomediaandtoimprovethetechnical

reliability for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Especially,ifthe web-based

sorption D/B isopened toforeign countries,internationalawarenessforthe

domestic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technology can be improved.

Additionally,the fundamentalunderstandings on the producing process and

characteristicsofpyro-wasteswillcontributetothedisposalstudyinthefuture.

Thetechniquesdevelopedinthisstudycanbeapplicabletoresearchesfor

thelow-andintermediate-levelradioactivewastedisposalaswellasforth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including various researches for

contaminantmigration under subsurface environments.In particular,results

obtained from microbe studies can be utilized in resolving microbiological

problemsintheradioactivewastedisposalsystems,suchasaremovalofthe

dissolveduranium ingroundwaterandacorrosionofacoppercanister.

Inaddition,theresearchproductswillcontributetoproveanddemonstrate

thescientificsafetyofthedevelopeddomestictechnologiesforthedisposalof

high-levelradioactivewastes.Furthermore,theresearchproductscanbeutilized

intheestablishmentofpredictablenationalpoliciesfortheradioactivewaste

managementandhelptoimprovethereliabilityofthepeopleontheradioactive

wastemanagementtechnologyandontheoverallatomicenergy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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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 배경

재까지 고 방사성폐기물을 인간과 환경으로부터 안 하게 격리하고 리

하기 해 알려진 방법 에서 가장 안 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고 폐기물( 는 사용후핵연료)을 속제의 특수용기에 넣어 완 하여

지하 수 백 m 깊이의 암반층에 처분하는 것이며,이러한 지 처분 방식은 재

세계 으로 가장 리 받아들여지는 처분방식이기도 하다[1.1.1].

이러한 심지층 처분시설의 안 성 확보와 평가를 해서는 방사성폐기물을 처

분하 을 때 처분장 주변 암반환경 생태환경으로의 방사성 물질의 유출 이동

과정 등에 한 과학기술 이해와 인간 주변 환경에 미치는 향 평가를 한

신뢰할만한 자료들과 측 도구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1.1.2].이를 해서는 우선

다양한 실험실 연구를 수행하여 모든 련 상들과 과정들에 한 폭넓고 심도 있

는 이해와 자료 확보가 있어야 한다.따라서 실제 처분시설의 조건과 유사한 환경

에서 다양한 실증실험을 수행하여 실질 인 자료를 확보하고,실험실에서 생산한

자료들과 개발도구들의 실제 용성을 확인하기 한 실증연구가 필수 이다.이러

한 이유로 미국,스웨덴,스 스, 랑스,독일 등 주요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실제

처분시설과 유사한 환경을 가진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여 다양한 실증연구를 수행

하여 왔다[1.1.3,1.1.4].

고 폐기물 처분 문제는 한 국가만의 ,원자력 분야만의 문제는 아니며,주

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문가들과 국민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특히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고 폐기물의 장기 리정책을 수립할 때

는 핵주기와 련된 국제사회 국내의 정세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에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우리나라는 제 253차 원자력 원회(2004년 12월 17일)에

서 사용후핵연료 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 하에서 검토·추진하기

로 의결하 기에 재 사용후핵연료 리를 한 다양한 공론화 방안에 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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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1.5].그러나 이러한 국내의 공론화 과정도 요하지만

국제사회와의 력을 통한 주변국과의 공감 형성,다양한 공동연구 참여를 통한

국제사회에 한 기여와 상 정립,세계 인 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한 국내 기술

인력의 세계화 등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 방사성폐기물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

우 다르다.먼 고 핵종의 경우 환경 인간에 한 험성이 매우 큰 핵종들

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1.1.6].그러나 더 큰 험은 이러한 고 핵종들이 심지층

처분환경에서 매우 복잡하게 거동한다는 것이다[1.1.7].따라서 이러한 고 핵종들

의 지하매질을 통한 이동특성이나 지하매질들과의 상호작용 등의 거동특성을 이해

하고 그 특성 자료를 획득하지 못하고서는 처분장의 안 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

다.따라서 원자력 선진국들은 처분안 성 연구에 있어 이러한 고 핵종들의 환

경 거동특성에 한 연구를 최우선으로 수행해 왔다.

악틴족 핵종들을 포함하는 고 핵종들은 심부지하의 지화학 조건변화에 복

잡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양한 화학종을 가지므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

지만 분석기술 등 물리화학 방법의 한계로 다양한 연구의 수행에 많은 제약을 받

아왔다.그러나 최근엔 Time-ResolvedLaser-InducedFluorescenceSpectroscopy

(TRLFS),Laser-InducedBreakdownDetection(LIBD)등 이 를 이용하는 기술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EXAFS),X-ray Absorption

Near-EdgeStructure(XANES)등 X-선을 이용하는 기술 등 다양한 분석방법들이

등장함에 따라 처분연구와 련하여 다방면에 걸쳐 고 핵종거동 련 연구들이

미국,일본,독일, 랑스 등의 원자력 선진국들을 심으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

다[1.1.3].

처분장에서 출된 방사성핵종들은 부분 지하수를 따라 천연방벽인 암석 등

을 통해 생태계까지 이동하게 된다.그리고 방사성 핵종들은 이동경로를 따라 이들

암석매질과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1.1.8]. 한 암석매질,암석균열

의 충 물,지하수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들(콜로이드,유기물,미생물 등),지하

수의 지화학 조건 등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수천 년 는 수십만 년에 이르는 고 폐기물 처분장의 리

기간에 걸쳐 장기 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와 련한 연구 한 매우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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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바라보아야 한다[1.1.9,1.1.10].따라서 재 수행되는 연구들은 이들 상호작용

을 어떻게 수학 모델을 이용하여 정량 으로 측 평가하고,그 불확실성을 일

것인가에 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특히,고 핵종들의 지하매질과의

표면반응( 를 들면,수착,solidsolution형성,콜로이드 형성 등)에 한 분 학

방법들을 활용한 분자 규모의 미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1.11].

실험실 규모 연구와 이론 측을 바탕으로 스웨덴은 Äspö,스 스는 Grimsel

TestSite(GTS),미국은 YuccaMt.등을 건설해 장기간에 걸친 핵종이동 장실험

을 수행 이며,일본은 최근에 미즈나미(Mizunami)와 호로노베(Honorobe)등 심부

지하시험시설(URL)건설을 통해 고 폐기물 처분개념의 실증을 한 장실험을

본격 으로 시작하는 단계이다[1.1.3].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심부 처분환경에서 핵종거동에 한 연구를 꾸 하게 수행해 왔으나,고

폐기물의 처분안 성 연구에 한 인식부족과 인력, 산 등의 문제로 선진 외

국과는 달리 그동안 주로 안 성 평가 도구 방법론 확보를 한 소 트웨어

연구에 집 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안 성 확보를 한 분석기술개발 연구나 기술자

료 확보를 한 실험 연구는 매우 미흡하 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2007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지하처분연구시설(KURT:KAERIUndergroundResearch

Tunnel)을 건설하여 지하연구시설을 이용한 장시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실험실

규모 연구에서 장 실증연구로 연구 역이 차 확 되고 있고,실험실에서도 고

핵종들과 지하매질과의 상호작용을 체계 으로 연구하기 한 실험 시설과 장

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따라서 기존에 확보한 기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 한 산 인력 투자가 꾸 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상

당한 수 으로 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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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내·외 연구 환경 변화

1.국외의 연구 환경 변화

스웨덴은 2008년도 4월에 SFR에 한 장기안 성 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

고,규제 련 기 인 SKI와 SSI를 통합하 다.그리고 고 폐기물 처분장 상

지역인 Oskarshamn과 Östhammar에 한 주민 지지투표를 실시한 결과 각각 83%

와 77%의 높은 정 지지의사를 확인하 다.향후 2020년 운 시작을 목표로

2011년에는 최종 처분장을 선정하고,40년간 운 후 2060년에 폐쇄할 계획을 세우

고 있다. 재 ÄspöHRL에서는 KBS-3개념에 바탕을 두고 가스발생 이동,미

생물 향,시멘트 향 등에 연구들을 집 으로 수행하고 있다.

핀란드는 Onkalo지역의 Olkiluoto고 폐기물 처분장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

이며,2009년에 비안 성분석보고서(PSAR)을 제출하고,2012년에 건설허가 취

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부지에 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면

서도 연구가 부족하다는 단 하에 련 자료와 정보 확보를 해 국제공동연구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후행핵주기 연구에 의해 발생될 다양한

고 폐기물들의 안 한 리방안에 한 과학기술 검토가 필요하다.스 스는

2기의 1,600MWe원자력발 소를 추가건설하기로 확정하고,고 폐기물 처분장

후보 지층으로 스 스 북쪽에 치한 매우 안정한 토층인 OpalinusClay지층을

선정하고,2005년도의 “The new Energy Act”에 의한 처분장 선정을 한

“SectoralPlan”을 2008년 4월에 승인하 다.6개 후보지역에 한 지질 조사를 거

쳐 2010/2011년 까지 잠정 지역을 선정하고,2013/2014년 까지 어도 2개 정도의

후보 지역을 승인,2016/2018년에 최종 선정할 정이다.

랑스는 2006년에 새로운 방사성폐기물 리 지침을 한 법 개정과 함께 고

폐기물 처분장 상 지층인 Callovo-Oxfordian 토층에 한 연구를 B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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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을 심으로 TranspositionZone이라는 개념하에 부지선정을 한 연구들을 수

행하고 있다.2015년 처분장 건설 신청을 하고 2025년 처분장 운 을 시작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일본은 미즈나미 URL 호로노베 URL을 건설 이며,

2009년도부터 미즈나미 URL에서 장실험을 수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폐

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에 실패한 원인을 일본의 지질학 안정성에 한 국민들 심

지어 문가들에게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원자력 선진국들은 지하연구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실증연구 뿐만이 아니라,핀

란드,미국과 같이 실제 고 폐기물 처분장을 비하고 있는 나라 스웨덴과

같이 조만간 처분장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부족한 자료들과 안 성 평

가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한 실험실에서의 기 실험,지하연구시설에서 추가 실

증 실험,국제공동연구 참여 등을 통한 추가자료 확보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IAEA와 OECD/NEA 등 원자력 국제기구를 심으로 고

폐기물 처분안 성 확보를 한 Safetycase개발 평가자료 구축 등에 한

국제 력 국제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도부터

OECD/NEA의 SorptionProjectII TDBProjectIII등의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

는 등 안 성 평가자료 구축을 한 국제공동연구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 폐기물의 심부 처분환경에서의 거동특성 규명을

통한 안 성 평가 Safetycase개발을 해,그동안 단순화 과정을 통해 가정되

어 왔던 복잡한 지구화학 과정 요인들에 한 미시 연구들에 추가로 수행하

고 있다. 표 인 연구주제로는 핵종이동에 향을 미치는 미생물 콜로이드

향,공학 방벽의 성능에 향을 미치는 가스 발생 이동,시멘트 향 등이 있

다. 한 이러한 연구수행을 해 X선 분 법이나 이 분 법과 같은 첨단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국내에서도 이러한 연구방법의 개발 장비구축이 빨리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최근에 Science Nature와 같은 최고 수 의 과학 에

발표된 주요 논문들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한 미생물의 역할과 요성에

한 연구결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아직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미생물과

련된 연구 분야는 아직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요한 연구

분야로 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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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의 연구 환경 변화

국내에서는 KAERI에 건설된 소규모 지하연구시설인 KURT의 단 들을 보완하

고,해당 분야에 한 선진국의 기술습득,국제 력강화 등 다양한 목 으로 2008년

부터 스 스 Nagra에서 운 인 알 스에 치한 화강암반 지하연구시설인

GTS(GrimselTestSite)의 CFM(ColloidFormationandMigration)PhaseII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하게 되어,공식 으로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는 처음으로 partner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국제공동연구 참여는 국내에서 부

족한 기술과 자료들을 확보하는데 목 이 있을 뿐만 아니라,해외에서 국내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고 폐기물 처분에 한 국제 력을 강화함으로서 고 폐기물

처분에 한 국민 신뢰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고 폐기물 처분안 성 평가를 한 자료들을 국내환경(특히,

지하연구시설인 KURT를 심으로)을 고려하여 생산하고 D/B를 구축하고 있다.아

울러 보다 다양한 국내 지질환경을 반 한 핵종이동 지연특성 자료들을 생산하

고,D/B를 구축하기 해 노력하 다.아울러 본 과제에서는 실험을 통해 수착과

이동 상을 미시 인 수 까지 찰하고,이를 근거로 실험결과 해석을 한 단

모델을 개발하여 핵종이동 지연특성을 정량 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표

로 삼고 있다.핵종이동 지연특성 해석을 한 모델의 최 화를 해 과제 내

에 모델링 을 별도 구성하여 활동 이며,계산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스웨덴 Äspö 스 스 GTS에서 수행 인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상호비교

검증 연구도 수행하 다.

최근에 Science Nature와 같은 최고 수 의 과학 에 발표된 주요 논문들

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한 미생물의 역할과 요성에 한 연구결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아직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미생물과 련된 연구 분야는 아

직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요한 연구 분야로 두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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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개발의 필요성

1.기술 측면

고 방사성폐기물은 환경 인간에 한 험성이 매우 큰 핵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이러한 고 핵종들(특히 악틴족 원소들)은 심부지하의 지화학

조건에 따라 복잡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양한 화학종을 가진다.고 폐기물

처분장의 안 성을 보장하기 해서는 고 폐기물 고화체 핵종들의 심부 처분

환경에서 거동특성이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련 기술과 자료를 확보해야만 처분

장의 안 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안 성 평가를 해서는 용해도나 열역학 반응상

수와 같은 지화학반응 특성자료,핵종 수착분배계수,암반확산 계수 등의 자료를 생

산하고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따라서 국내 환경에 합한 처분안 성 평

가를 한 자료들을 생산하고 D/B를 구축하기 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연구

를 극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의 지하연구시설인 KURT는 재 심도가 체 으로 100m 수

으로 낮아 환원환경 유지가 힘들고,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없는 단 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고 필요한 기술정보와 연구경험을 효율 으로 확보하기 해

서는 우리 실에 합한 해외의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에 극 참여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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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천연방벽에서 고 핵종 이동 지연특성 규명 연구의 역할 요성.

2.경제․산업 측면

부존 에 지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안정 인 에 지자원의 확보를 해서

는 원자력에 지의 지속 이고 효율 인 이용이 필요하다.이를 해서는 선행핵연

료주기 뿐만 아니라 후행핵연료주기 기술도 확보되어야 하는데,환경친화 인 미래

원자력시스템 선진핵연료주기 기술을 완성하기 해서는 고 폐기물 처분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 심부 지하에 고 폐기물을 안 하게 격리시키기 해서는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 핵종들의 거동 특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고 폐기물 처분 사업을 한 인허가 안 성 확보를 해서는 매우

다양한 기술들과 자료가 필요한데,국내 지질환경에 합한 자체 자료와 요소기술

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들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도입하기 하여 매

우 비싼 기술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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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문화 측면

방사성폐기물 반에 한 국민 시각이 매우 민감하고 부정 인 실에서 유

일한 돌 구는 공론화를 통하여 국민 공감 를 형성하는 것이다.따라서 본 과제

와 같은 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해 고 폐기물처분과 련한 기술 근방법에 의

한 근본 이고 원칙 인 해결의지를 가시화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안 리 방

안에 한 기술 타당성을 제시함으로서 국민 신뢰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국제공동연구 참여는 국내에서 부족한 기술과

자료들을 확보하는데 목 이 있을 뿐만 아니라,해외에서의 국내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고 폐기물 처분에 한 국제 력을 강화함으로서 고 폐기물 처분에

한 국민 신뢰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제 4 연구개발 목표 내용

1.연구개발 목표

본 과제(2007.3.1∼ 2012.2.29)의 연구개발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다.

l 고 폐기물 처분안 성 평가를 한 기술자료 생산

l 지하 처분환경에서 핵종이동 특성 규명을 통한 불확실도 감

본 과제 1단계 연구(2007.3.1∼ 2010.2.28)의 연구개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l 심부지하 처분조건에서 고 핵종의 지화학반응과 수착특성 규명 D/B구축

l 국내(KURT)와 해외 지하시험시설을 활용한 핵종과 콜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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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핵종이동 지연에서 물/미생물 복합반응 향 평가를 통한 불확실도 감

아울러 2단계 연구(2010.3.1∼ 2012.2.29)의 연구개발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

다.

l 처분환경 이로폐기물 용출특성 분석 처분안 성 평가 자료 구축

l 심부처분환경에서 고이동성 물질 이동 특성 규명

2.주요 연구개발 내용

본 과제 1단계 연구(2007.3.1.∼ 2010.2.28.) 2단계 연구(2010.3.1.∼

2012.2.29.)의 주요 연구개발 목표 내용을 표 1.4.1과 표 1.4.2에 정리하여 제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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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련

결과

1차

년도

(2007)

심부지하처분환

경에서 U,Th의

지화학반응과 수

착특성 규명

안 성평가 자료

확보

․심부지하처분환경에서 U,Th의 지화학반응 특성 규명

-KURT지하수 조건

-pH Eh변화에 따른 화학종 규명

․심부지하처분환경에서 U,Th의 수착 특성 규명

-KURT지하수 암석 시료

-pH,Eh변화에 따른 수착특성 규명

․안 성평가를 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

착특성 자료 구축

3장

2

3

6

장 암반을 통

한 핵종확산 깊

이 측정 실험장

치의 설계,설치

기 실험

․암반 단열면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실험장치 설계,설치 기 실험

-KURT지하수 암석 시료

-확산이동모델 개발

-이동해석모델 개발

3장

7

지하처분연구시

설 (KURT)에서

암반단열을 통한

비수착성 핵종의

이동 지연 특

성 규명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에서 암반 단열을 통한 비수

착성 핵종의 이동 지연특성 규명

-음이온(Br-),유기형 염료

-실험장치 분석시스템설치

-이동해석모델 개발

3장

11

해외 지하시험시

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공동 연구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공동

연구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실험

타당성 분석

-지하시험시설 연구동향 기술 황 분석

- 련 기술자료 습득 분석

3장

14

심부 처분환경에

서 핵종과 반응

하는 물/미생

물 특성 규명

․KURT지하수의 기성미생물 동정 특성 분석

․심부처분환경에서 반응하는 물/미생물 특성 규명

-미생물 향 분석

- 물/미생물 상호작용 분석

3장

8

표 1.4.1.1단계 연구의 주요 연구개발 목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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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련

결과

2차

년도

(2008)

심부지하처분환경

에서 Np의 지화학

반응과 수착특성

규명 안 성평

가 자료 확보

․심부지하처분환경에서 Np의 지화학반응 특성 규명

-KURT지하수 암석 시료

-pH Eh변화에 따른 화학종 규명

․심부지하처분환경에서 Np의 수착 특성 규명

-KURT지하수 암석 시료

-pH,Eh변화에 따른 수착특성 규명

․안 성평가를 한 지화학반응 수착 특성자료

활용방법 개발

3장

2

3

6

장 조건에서 암

반을 통한 핵종확

산 깊이 측정

해석

․암반 단열면을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KURT지하수 암석 시료

-암반 물 표면반응 특성 분석

-Autoradiography를 이용한 핵종확산 분석방법 개

발

3장

7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에서 암반

단열을 통한 단순

수착성핵종의 이동

지연 특성 규명

․KURT에서 암반단열을 통한 단순 수착성 핵종의

이동 지연 특성 규명

-알카리족 속(Rb), 이 속(Ni)

-단열충 물과 상호작용 분석

-이동 지연특성 평가방법 개발

3장

11

해외 지하시험시설

에서 핵종 콜로

이드 이동 공동 연

구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공

동연구

-실험장치 분석방법 상호 비교

-국내개발모델의 용성 검토

- 장실험기술 분석 련자료 습득

3장

14

심부 처분환경에서

Bio-mineralization

의 핵종거동 향

규명

․미생물에 의한 나노 물 형성 특성 분석

․심부처분환경에서 Bio-mineralization의 핵종거동

향 규명

-미생물에 의한 핵종 물화 반응 특성 분석

-미생물의 핵종수착 향 분석

3장

8

표 1.4.1.(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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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련

결과

3차

년도

(2009)

심부지하처분환경

에서 Am의 지화학

반응 수착특성

규명 안 성평

가 자료 확보

․심부지하처분환경에서 Am의 지화학반응 특성 규명

-KURT지하수 암석 시료

-pH Eh변화에 따른 화학종 규명

․심부지하처분환경에서 Am의 수착 특성 규명

-KURT지하수 암석 시료

-pH,Eh변화에 따른 수착특성 규명

3장

2

3

6

안 성평가를 한

고 핵종들(U,

Th,Am,Np)의 지

화학반응 수착

D/B구축

․안 성평가를 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

착 D/B구축

-체계 인 지화학반응 수착 특성 자료 D/B구축

-D/B활용성 평가 활용방법 개선

3장

6

장 조건에서 암

반을 통한 핵종확

산 깊이 측정

확산특성 해석,평

가

․암반 단열면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확산깊이별 핵종분포 특성 분석

-분석방법 개발 용

-확산계수 평가방법 개발

3장

7

장 암반단열을

통한 다가 수착성

핵종의 이동 지

연 특성 규명

․KURT에서 암반단열을 통한 다가 수착성 핵종의 이

동 지연 특성 규명

-다가 수착성 핵종:Eu(III),Zr(IV)

-이동 지연특성 평가방법 개발

-이동모델과의 비교,검증

3장

11

해외 지하시험시설

에서 핵종 콜로

이드 이동 공동 연

구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공동

연구

-이동실험 수행

-국내 연구결과의 상호비교

-국내개발 기술 자료의 활용 검증

3장

14

심부처분환경에서

핵종/미생물 산화/

환원 반응의 향

분석

․심부처분환경에서 반응하는 핵종/미생물 산화/환원

반응의 향 분석

-미생물에 의한 핵종 산화/환원 반응 향 분석

-핵종 이동 지연 향 분석

․지하수에서 미생물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 특성 규명

3장

8

표 1.4.1.(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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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련

결과

4차

년도

(2010)

고이동성

핵종의

지화학반응

수착 특성 규명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이동성 핵종(I,Se)의 지화학반응

특성 규명

-KURT지하수조성에서 용해도 측정

-Phreeqc계산결과와 비교

-I,Se의 화학종 규명

-pH(8~10),Eh(+300~-400mV)

-지하수 조성 향 평가

․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이동성 핵종(I,Se)의 수착특성

규명

-KURT지하수 암석 이용

-지화학변수(pH,Eh등) 향

-단열충 물에 한 수착특성 규명

3장

4

5

6

처분환경에서

환원 미생물

특성 규명

․환원미생물 반응 특성 분석

-KURT철환원미생물과 핵종과의 반응 실험

․SRB의 생 물화 작용 규명

-황화 물 형성 구조 분석

-핵종 포획특성 실험

3장

9

핵종/미생물

복합 이동 특성

규명

․핵종/미생물 복합이동 실험장치 설치 이동모델 개발

-KURT인공 균열암반 이용

-이동실험 장치 설치

-균열을 통한 핵종/미생물 복합 이동모델 개발

3장

10

국내외

지하연구시설에

서 콜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

․KURT지하수 콜로이드 특성 규명

-심도별(100-500m)지하수 재취,분석

-KURT지하수 기 특성 분석

․해외 지하연구시설(GTS)에서 콜로이드 형성 이동

실증

-GTS에서 CFM 국제공동연구 참여

-GTS 장실험 시료분석

3장

12

14

표 1.4.2.2단계 연구의 주요 연구개발 목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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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련

결과

5차

년도

(2011)

고 폐기물

처분환경 용출

특성 분석

․ 이로 폐기물 용출 특성 조사 분석

-용출률 용해도 자료 수집 조사 분석

-용출 주요 인자 분석

․고 폐기물 처분안 성 평가자료 보완

-지화학반응 수착 D/B보완

-음이온성 핵종 이로폐기물 련 자료 보완

-데이터 500개 이상 추가

3장

1

고이동성 핵종의

지화학반응

수착 특성 규명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이동성 핵종(Tc)의 지화학반응

특성 규명

-KURT지하수 조건에서 Tc용해도 측정 실험

-pH(8~10),Eh(+300~-400mV)변화에 따른

용해도 화학종 변화 규명 실험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이동성 핵종(Tc)의 수착특성

규명

-KURT지하수 암석 이용

-단열 충 물에 한 수착 실험

-지화학변수(pH,EH등)변화에 따른 수착실험

3장

4

5

6

처분환경에서

환원미생물 특성

규명

․환원미생물의 처분시스템 향 평가

-KURT미생물의 지하수 산화환원 향 (-300mV

이하 감)조사

-SRB의 핵종포획 기작 용해반응규명

-처분용기 재료에 한 미생물 부식 향 분석

3장

9

핵종/미생물 복합

이동 특성 규명

․핵종/미생물 복합이동 특성 규명

-균열면 Biofilm 형성 핵종 수착 향 분석

-핵종/미생물 복합 이동모델 검증 개선

-미생물의 핵종이동 향 해석

3장

10

국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콜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

․KURT지하수 콜로이드 특성 규명

-콜로이드 on-line분석시스템 장 설치

-LIBD를 이용한 콜로이드 특성 측정

․KURT에서 콜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 이동모델

검증

-암반단열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실험 장치 설치

-콜로이드 이동모델 개발 검증

․해외 지하연구시설 (GTS)에서 콜로이드 형성

이동 실증

-GTS에서 CFM 국제공동연구 참여

-연구결과의 상호비교 분석

3장

12

13

14

표 1.4.2.(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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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내·외 기술개발 황

1. 이로폐기물 용출 특성 조사 분석

경수로 산화물 사용후핵연료을 이용한 이로공정에서는 해환원 공정으로부

터는 Cs/Sr/Ba등의 I/II족 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하는 LiCl염폐기물이, 해제련 공

정으로부터는 희토류 핵분열생성물 핵종을 포함하는 LiCl-KCl공융염 폐기물이 발

생하게 된다.이와 같은 염폐기물은 고방열성 핵분열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으며,물

에 해 높은 용해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장기간 동안 자연환경 내에 고립처분하

기 해서는 내구성이 높은 고화체 형태로 제조되어야 한다.

미국의 INL(IdahoNationalLaboratory)등에서는 속 핵연료인 EBR-II핵연

료의 해정련(Mark-IV)과정 에 발생되는 LiCl-KCl공융염 폐기물 체를 핵분

열생성물 핵종의 제거 없이 제올라이트에 occlusion 시킨 다음,세라믹 고화체

(Glass-bondedsodalitewasteform)로 제조하는 기술 공정장치를 개발 완료하

다.제조된 세라믹 고화체의 구성성분은 제올라이트 65.8wt%,유리 25.0wt%,

LiCl-KCl공융염 약 6.4wt%,기타 방사성 핵종 염성분이 2.8wt% 정도로 기

발생 염폐기물에 비해 10배 이상 폐기물이 증가하는 문제 으로 인해,최근에는 재

생을 통해 발생 염폐기물의 감용에 한 연구의 수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종처분부피의 최소화를 해 염폐기물을 90%이상 재생할 수 있

는 기술과 그 잔류폐기물을 고화처리할 수 있는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엔지니어링

규모의 공정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다.LiCl염페기물의 재생공정을 통해 배출되는

방사성 핵종이 농축된 LiCl염폐기물은 무기복합체인 SAP(SiO2-Al2O3-P2O5)과 반

응시켜 고화처리하고,LiCl-KCl재생공정을 통해 배출되는 희토류 침 물은

ZIT(ZnO-TiO2-SiO2-B2O3-CaO-P2O5)로 혼합소결하여 고화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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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고화체들의 물리화학 특성평가를 수행 에 있다. 자는 주요 핵종으로 주로

스트론튬이 포함된 고화체이며,후자는 란탄족 원소와 미량의 악틴족 원소가 함유

되는 고화체로서,wasteloading이 높아,ANL의 고화체에 비해 부피 감화 효과가

크고,내구성이 우수한 특성을 갖는다.SAP ZIT 고화체는 표 침출시험법인

PCT-A(B),MCC-1P,ISO법을 이용하여 건 성평가를 KAERI에서 수행하고 있으

나,고화체 자체의 내구성에 국한된 시험을 수행하고 있어,실험 조건이 처분장의

조건과는 매우 상이하다.실제 처분조건을 고려한 이로폐기물의 용출시험은 국내

외에서 시도된 바 없다.

2.심부 처분환경에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착 특성

규명

처분장에서 방사성 원소들의 화학종의 규명은 그들의 거동과 운명을 견하기

한 것으로 궁극 으로 핵종의 용해도와 이동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따라서 사

용후핵연료 혹은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 장수명 핵종의 용해도와 화학종

규명은 처분장 sourceterm으로 작용하므로 매우 요하다.이들의 특성은 지하수

의 pH,Eh,리간드들의 활동도,이온강도,온도,압력 등에 의존하는데,장수명 핵종

들(특히 악틴족 원소)의 용해도 화학종에 하여 국내외에서 실험 혹은 지화학

코드로 계산하여 얻은 결과들과 연구동향을 조사하 다.

l 지하수의 조성에 따른 핵종들의 용해도 화학종 변화

l 용해도 화학종을 계산하기 한 열역학 데이터의 선정

l 화학종 규명을 해 이용되는 기술

가.악틴족 원소의 용해도 화학종

스웨덴은 SKB 연구 장소와 ÄspöHRL에서 데이터(1980∼2001년)들이 모델

링 되어왔는데,그 결과는 미래에 지하수의 조성이 변화된다는 것이다[2.1.1].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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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는 향후 1,000년 동안 유지되겠지만,10,000년이 경과하면 온도변화 지표

면 상승에 따른 지하수 조성변화가 상되는데,이를 모델링하기 한 코드 M3

(MixingandMassbalanceModelling)가 개발되었고 PHREEQC의 결과와 상호 비

교하 다.이러한 모델은 처분장 폐쇄 후 지하수 화학에 한 상세한 그림을 제공

하기 하여 SR-Can에서 물 반응 모델과 같이 사용된다.

부분의 처분장 조건에서 악틴족 원소는 용해도가 낮고,이동성이 낮을 것으로

상하지만 아직도 규명되어야 할 요소가 많다. 로서 콘크리트의 부식에 의한 높

은 pH와 높은 칼슘 농도조건에서 Cax[M(III)(OH)n]3−n+2x(n=3,4,6)과

Ca4[M(IV)(OH)8]
4+
같은 화학종의 형성은 수 승수만큼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

며,용해되어 있는 유기물과 화합물 형성에 따른 악틴족 원소의 이동성,흄산/펄빅

산과의 상호작용에 한 정확한 메커니즘이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 한,콜로이드

형성에 의한 이동성의 향도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2.1.2]. 한,흄산과 루토

늄과의 반응에 의한 Pu(V)의 환원[2.1.3],미생물에 의한 혹은 그들의 사작용 생

성물에 의한 핵종의 화학종 변화[2.1.4]등도 연구되고 있다.

나.용해도 화학종을 계산하기 한 열역학 데이터

부분의 경우 처분 안 성 평가를 한 악티나이드 용해도는 천연지하수와 비

교하여 상 으로 간단한 용액으로부터 구한다.그러나 천연지하수에는 다양한 음

이온이 존재하고 이들 이온의 효과 한 무시할 수 없다.그러므로 처분환경 하에

서 악티나이드의 용해도 화학종은 지화학 코드를 이용한 계산이 자주 수행되었

다.

그러나 이들 계산은 서로 유사한 지하수의 유사한 조성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수 천배 까지 다른 결과를 보여 다.이는 악티나이드 용해도의 지화학 조건에

한 강한 의존성과 각 연구에서 용된 열역학데이터의 차이 때문이다.따라서 악티

나이드 용해도는 각국의 특정 부지특성인자를 고려한 고유한 계산이 필요하고,계

산에 사용되어지는 열역학데이터의 신뢰성이 요함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국내 화강암지하수 악틴족 원소의 용해도를 구하기 하여

MUGREM 로그램을 개발하 으며[2.1.5],세계 으로 리 사용되는 지화학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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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PHREEQC(Ver.2)를 사용하여 계산을 하 다[2.1.6].이 때 열역학 데이터로는

OECD/NEA[2.1.7], Nagra/PSI[2.1.8],KAERIdata[2.1.9]를 사용하 다.그러나 최

근에 Th-OH-CO3,Ca-UO2-CO3와 같은 새로운 이온들에 한 열역학 데이터가 생

산됨에 따라 국내 열역학 데이터도 지속 인 개선이 필요하다.WolfgangHummel

등은 oxalate,citrate,ethylenediaminetetraacetate(EDTA),α-isosaccharinate와 같은

유기 리간드에 한 악틴족 원소와의 화합물에 한 OECD/NEA TDB 로젝트에

서 검토한 바 있다.

다.화학종 규명 기술

처분장에서 방사성 원소들의 화학종 규명은 그들의 거동과 운명을 견하기

한 것으로 궁극 으로 핵종의 용해도와 이동도에 향을 미치는 데,주로 지하수의

pH,Eh와 리간드의 활동도에 의존한다.최근에 장수명 핵종을 분석하는 방법이 계

속 발 하고 있는데,농도분석 화학종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기술들을 각각 그

림 2.1.1과 표 2.1.1에 나타내었다[2.1.10].

그림 2.1.1.각 분석기술의 농도 측정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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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Analyte
Concentration

(mol/L)
Comment

CE-ICP-MS Pu 10
-7

Puredoxstatesdetermined

NMR UO2
2+ 10-1

Complexeswithiminodiacetateand

oxydiacetate

Raman U(VI) 10
-3∼10-5 OH,NO3,ClO4andacetatespecies

SERS Tc 10
-4∼10-7

Humic/EDTAspecies,kineticoxidation

ofTc(IV)

UV-vis Th 10
-5

Organiccomplexation,competition

EXAFS U(VI) 10-2 Aquo,Clcomplexation

TRLIF Eu 10
-6 humicspeciesinsimulatednatural

waters

TRLIF U(VI) 10
-4∼10-7 Analysisofnuclearreprocessingliquids

ESI-MS U(VI) 10-4
HEDPcomplexationbypHandligand

ratio

ESI-MS Th 10
-5

EDTA,NTAcomplexes,pHeffect

※ CE-ICP-MS,Capillaryelectrophoresis-inductivelycoupledplasmamass

spectrometry;NMR,Nuclearmagneticresonancespectroscopy;SERS,

Surface-enhancedRamanspectroscopy;UV-vis,ultraviolet-visiblespectroscopy;

EXAFS,ExtendedX-rayabsorptionfine-structurespectroscopy;TRLIF,

Time-resolvedlaser-inducedfluorescencespectroscopy;ESI-MS,Electrospray

ionisationmassspectroscopy.

표 2.1.1.수용액에 용해된 장수명 방사성핵종의 화학종 분석을 한 기술들

라.암반체에 한 수착

암반의 핵종 수착에 한 기단계는 주로 분쇄암에 한 수착분배계수(Kd)를

측정하는 것이었으며,최근에는 열역학 수착 모델을 이용한 암반의 수착해석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최근에는 분쇄암 뿐만 아니라 암반 블록 등에 한 핵

종 수착 확산계수 측정이 동시에 수행되고 있으며,분쇄암을 이용하여 회분식

시험으로 측정한 수착계수와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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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Kd를 측정하기 하여 분쇄암을 이용한 회분식 실험을 주로 하 으나

최근에는 기 방법을 이용하여 수착에 한 Kd 값을 측하기도 한다. 기

차를 이용하여 수착 상물질을 이동시키며 암반 표면에서의 수착계수를 측정하

는 방법으로 분쇄암을 이용한 회분식 실험보다 Kd가 낮게 측정이 되었으며,이는

기존의 회분식으로 측정한 분쇄암에 한 Kd 값이 과 평가된 것임을 나타낸다

[2.1.11].분쇄하지 않은 암반체에 한 다른 연구는 인 으로 조성된 미세 균

열에 핵종을 이동시킴으로써 Kd와 확산계수를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2.1.12].

회분식 실험으로 측정된 핵종의 수착은 주로 열역학 수착모델을 이용하여 수

착분배계수를 측하는데 용되어져 왔다.암반체와 같은 천연복합 물에 한 핵

종수착에 열역학 수착모델을 용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하나는 복합

물을 구성하는 각 단일 물들의 표면특성을 규정하는 ComponentAdditivity(CA)

방법과 복합 물의 표면특성을 단순화하여 규정하는 GeneralizedComposite(GC)방

법으로 구분한다[2.1.13].특히 화강암과 같이 표면 특성이 복잡한 천연복합 물의

경우 GC방법이 주로 이용된다.최근에는 GC방법에 이온교환 등의 반응을 추가

으로 고려하기도 한다.Tertre등[2.1.14]은 무암의 희토류 원소 수착을 평가하기

하여 이온교환을 고려한 GC방법을 용하기도 하 다.

경제 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Economic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산하의 원자력기구(NuclearEnergyAgency,NEA)에서 주 하는 Sorption

Project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환경에서 핵종의 수착을 열역학 수착모델의

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1,2단계에 걸친 공동연구를 수행하 으며,2007년부터 3

단계 국제공동연구를 착수하 다[2.1.15,2.1.16].특히,3단계에서는 1,2단계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장 용을 목 으로 한 련 지침서를 발간하 다[2.1.17].

OECD/NEASorptionproject의 각 단계별 추진 내용을 표 2.1.2에 요약하 다.

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1997년도부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고

폐기물 처분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 으며,2007년도부터는 고 폐기물 장

기 리기술 개발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2.1.18].

수착연구에서도 그동안 국내에서는 단일 물 화강암을 이용한 일부 고

핵종들(U,Th,Eu 등)에 한 수착 특성에 해서만 제한 으로 수행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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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2.1.25],2006년에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 설치된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이용한 처분환경에서 암반의 핵종 수착 련 연구를 최근 시작하 다. 한,2007년

부터 OECD/NEA SorptionProjectPhaseIII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핵종 수착

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단계 기간 주요 추진 내용

1

1997

∼

1998

․1997년 5월 국에서 개최된 Workshop에 을 둠

․열역학 수착모델링(TSM)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진 에

을 둠

․Kd선택을 돕는 TSM에 한 보고서 2001년 발간

2

2000

∼

2005

․각각 다른 모델링 방법을 이용하여 복합 물들에 한 수착 특성 자료

수집

․여러 가지 경우에 한 모델링 시험 수행

․2005년 리에서의 Workshop과 함께 종료함

-주요 수행내용 논의들에 한 보고서 발간

3

2007

∼

2010

․2단계에서의 연구결과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3단계 필요성 확인

-TSM 모델개발에 한 지침(guideline)개발의 필요성

-모델의 타당성/불확실성/Upscaling요건 신뢰성 등에 한

평가/확인의 필요성

-TSM 용을 한 련자들에 한 교육/훈련

․2011년 련 지침서 발간

표 2.1.2.OECD/NEASorptionProject단계별 추진 내용 요약

마.균열 충 물 수착

단열을 충 하는 물질에 한 연구는 충 물질에 한 용해와 침 을 주로 다

루고 있고 핵종들의 수착작용 지하수에 한 향 등을 으로 연구하고 있

다.단열 충 물질의 용해와 침 은 과거부터 재,그리고 미래에까지 지속 으로

진행되는 지화학 과정이다.이러한 작용들의 부분은 지하 열수반응에 의해 단열

충 물들이 형성되며,낮은 온도조건에서 만들어지는 충 물들도 존재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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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물들을 통해 그 당시 지하수의 지화학 조건을 이해할 수 있으며,산화

환원 조건 등을 추정할 수 있다.

l 지하처분장이 건설 이거나 운 일 때 산화조건이 조성될 수 있다.처분장

폐쇄 시 에 상당한 양의 산소가 처분장 주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l 빙하기와 같은 격변기가 도래할 때,산소가 풍부한 물이 지하심부로 침투하여

지하 심부의 지화학 조건을 교란시킬 수 있다[2.1.26].

ÄspöHRL에서 처분장 폐쇄 후 남아있는 산소가 터 주변 혹은 단열을 따라

암석/ 물 지하수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하 다[2.1.26]. 한,실내 실험도 병

행하 는데, 부분의 산소는 며칠 내로 완 히 소모되어 없어졌다.

용존산소와 환원물질(2가 철,황화물)간의 무기반응 완충능력을 조사하 다.조

사 상은 단열충 물인 녹니석의 풍화를 통해 확인하 다[2.1.28].녹니석은 Fe(II)

를 풍부히 포함하고 있어서 산소를 함유한 지하수와 하는 암석의 완충능력을

배가시켜 다.몇몇의 Fe(II)를 함유한 단열충 물의 풍화속도에 한 연구가 최

근에 진행되었다[2.1.29,2.1.30].

EU project의 하나로 1997∼2000년까지 이 진 단열충 물 연구는 부분 방

해석(calcite)에 한 것으로,방해석은 재와 과거의 지하수화학을 알려주는 지시

자이다[2.1.30].동 원소 혹은 미량원소의 포함에 따라 당시의 지하수 특성을 악

할 수 있다.황화 물과 산화철 물들 한 그 때 지하수의 산화 환원조건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KURT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상으로 장의 단열 에 한 단열충

물의 핵종함유 여부 분포에 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다[2.1.31].그리고 단

일 물로는 Fe(II)를 함유한 흑운모에 한 핵종 흡착특성을 악하기 해 재 연

구진행 에 있다.Fe(II)를 함유한 단열충 물에 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앞

으로 지속 으로 이 질 것으로 보인다. 한,Fe(III)산화철 물 동 원소 분

석 등을 통한 과거 지하수의 화학을 이해하고 연 를 측정하는 연구가 활발할 것으

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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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부 처분환경에서 고이동성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착

특성 규명

가.고이동성 핵종의 지화학반응 특성

사용후핵연료 혹은 고 방사성폐기물을 심부지하에 안 하게 처분하기 해

서는 지하환경에서 방사성 핵종들의 거동을 정확히 측하여야 한다.방사성 핵종

아이오딘,셀 늄,테크네튬은 지하수 조건에 따라 음이온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장수명 핵종이므로,처분용기가 손된 후 생태계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특히,사

용후핵연료가 이로과정을 거쳐 처분될 경우,셀 늄은 아이오딘 다음으로 10,000

년까지 해도가 높은 핵종으로 검토되고 있다.

셀 늄과 테크네슘은 지하수 환경에 따라 산화수가 다르고 용해도 차이도 클

뿐더러,셀 늄 화합물의 열역학 데이터가 문헌에 따라 차이가 많으며,방사성폐기

물의 처분 에서 용해도를 좌우하는 고체도 서로 다르다 [2.1.33,2.1.34].그러나

국내에서 셀 늄과 테크네슘의 산화환원 향 등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의

지화학반응에 한 실험은 시도된 바 없다.

1) 아이오딘

핵분열생성물 I-129는 반감기가 1.6x107년이며,산화조건에서는 IO3
-로,환원

조건에서는 I
-
로 존재한다. 한,아이오딘은 용해도가 매우 높으며,산화환원 어느

조건에서도 음이온으로 존재하므로 양이온 흡착 성질을 갖는 주변 암반이나 토에

흡착능이 낮다.따라서 사용후핵연료의 직 처분 혹은 재처리, 이로폐기물의 처

분에서도 가장 많이 고려해야할 핵종 의 하나이다.

미국의 SNL(SandiaNationalLab.)는 I과 Tc와 같은 음이온성 이온들의 getter

개발을 한 연구를 많이 수행하 으며,2004년 말에 WorkshoponDevelopment

ofRadionuclideGettersfortheYuccaMountainWasteRepository를 개최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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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워크샾에서 아이오딘의 getter 물질로서 은(Ag),LDH(Layered Double

Hydroxide),CarbonMaterials,그 외에 다공성 물질 들이 거론되었으나,AgI의 낮

은 용해도와 은의 요오드에 한 선택성 때문에 은이 가장 유력한 getter로서 언

되었으며,다공성 유리의 공극에 은을 첨가하는 방법 등도 소개되었다.아이오딘의

getter물질로서 두 종류의 물질 (hydrotalcite(Mg6Al2(CO3)(OH)16.4H2O의 LDH)계

열과 hydrousbismuthhydroxide와 유사한 층상구조를 갖는 물질)이 유력하나,이

들이 아이오딘을 선택 으로 흡착하는 지는 보다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2.1.35].

은이 첨가된 제올라이트 화합물(Ag-MOR)을 통해 아이오딘의 흡착성능을 평가

하고,유기 합체 형태의 속화합물인 Metal-organic-frameworks(MOFs)를 이용

한 휘발성 아이오딘 흡착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한,이들 아이오딘이 흡착된

물질 뿐만 아니라,AgI,I2를 고정화 시킬 수 있는 낮은 온도(550-500℃)에서 제조

가 가능한 고화체를 개발하는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2.1.36].그러나 최근 SNL에서

는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아이오딘이 다시 용출되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하

다[2.1.37].

2AgI+Fe⇌ 2Ag+Fe
2+
+2I

-

당 부서에서도 은산화물,망간산화물을 이용하여 아이오딘 흡착시험을 시도한

바 있으나,처분조건에서 장기간 이들의 특성변화 성능 하 등에 해 자세한

실험이 진행된 바 없다.

2) 셀 늄

셀 늄은 여러 가지 동 원소를 갖는데,자연 에 안정한 상태인 Se-74,Se-76,

Se-77,Se-78,Se-80,Se-82가 각각 0.87,9.02,7.58,23.52,49.82,9.19% 비율로 존

재한다[2.1.38].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주요 심 핵분열생성물인 Se-79는 연소도가

66GWD/MTU를 갖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우라늄 1톤에 약 11g이 포함

되어 있다(ORIGEN2계산결과).

셀 늄은 자연 에서 selenide(Se(−II)), 속 셀 늄(Se(0)),selenite,selenate

와 같이 4개의 서로 다른 산화수를 갖는 화합물로 주로 존재하는데 [2.1.39],F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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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CuSe와 같은 selenide화합물과 속 셀 늄은 용해도가 매우 낮다.그러나

selenate와 selenite는 용해도가 클 뿐더러 수용액에 음이온으로 존재하여 처분장의

완충재로 많이 고려되고 있는 벤토나이트 혹은 지하 암반에 흡착력이 작아 이동성

이 클 수 있다.

일반 으로 심부지하의 환원환경에서 셀 늄은 산화수가 −II,0,+IV로 존재하

는데,약 환원조건에서 주요 화학종인 Se(IV)는 철산화물, 토,유기물과 흡착/탈착

반응을 일으키는데,이 반응이 지하환경에서 주요 이동과정일 것이다[2.1.38].그러

나 강한 환원조건에서는 Se(-II)가 열역학 으로 안정하며, 속 셀 늄으로 존재한

다[2.1.40]. 한,Fe(II)가 존재할 경우,FeSe혹은 FeSe2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2.1.41].

3) 테크네튬

테크네튬은 자연수 산화분 기에서 Tc(VII)O4
-
로 존재하며,환원분 기에서

TcO2.xH2O로 침 된다.TcO2.xH2O는 환원조건에서 pH가 2-10의 용액에 약 10-8

mol/L의 Tc(IV)가 용해되며,강 산성용액에서 약 10-5 mol/L까지 증가한다.

Non-complexing 용액에서 pH가 2-10인 경우, Tc(IV)의 주 용해화학종은

TcO(OH)2(aq)로 그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2.1.42].

TcO4
-
+ 4H

+
+3e

−
= TcO(OH)2(aq)+H2O(l)

테크네튬의 용해도는 환원조건에서 지하수의 조성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며,산

화환원 가 transitionalEh(Eh
tr
)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하게 유지된다.Eh

tr
도달

후 용해도는 criticalEh(Eh
cr
)에 도달할 때까지 격히 증가한다.Eh

cr
에 이상에서

매우 용해도가 크다.Ehtr 이하에서는 pH가 용해도에 크게 향을 주지 않으며,

Ehtr와 Ehcr사이에서 Eh에 따른 용해도의 증가률에도 향을 주지 않는다.그러나

pH는 Eh
tr
와 Eh

cr
의 값에 향을 다. 로서 pH 6.9에서는 Eh

tr
와 Eh

cr
가 각각 0,

250∼260mV이지만,pH8.5에서는 이들이 각각 -100,150∼200mV이다.탄산화물

TcCO3(OH)2는 -200mV보다 낮은 Eh에서 소량 존재하며,-200∼200mV 역에서

TcO(OH)2보다 약간 작은 농도를 갖는다.Eh가 200mV이상에서는 TcCO3(OH)2의

농도가 증가하나,총 농도에는 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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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용기의 부식생성물의 하나인 그린러스트는 이 물질에 존재하는 Fe(II)가 용

액 테크네튬의 농도를 감소시키는데,그 메커니즘은 Tc(VII)를 환원시켜 강한

Tc(IV)표면 화합물을 형성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화합물이 공기와 한 경우,

그린러스트는 쉽게 결정성이 약한 고에타이트를 형성하는 반면,테크네튬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그린러스트의 산화에 따른 테크네튬의 용해도 증가는 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그린러스트를 용액 테크네튬의 농도를 감소시키는데 사

용할 수 있을뿐더러,처분장에서 테크네튬의 이동을 이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단된다.그러나 테크네튬의 환원이 그린러스트 에 존재하는 Fe(II)에 단

지 의존한다면,Fe(II)수산화물들이 용액 에 테크네튬을 제거하는데 덜 효과 인

경향을 설명하기 곤란하므로 TcO2상을 형성한다기보다 Tc(IV)표면 화합물을 형

성으로 생각된다.FeS(mackinawite)에서도 유사한 상이 발견되었다[2.1.44].

나.고이동성 핵종의 수착 특성

재까지 고 폐기물의 처분장은 처분용기와 처분용기를 둘러싼 완충재를 포

함하는 인공방벽과 인공방벽 주변의 모암 등의 구성요소를 고려하고 있다.일반

으로 고 핵종들은 완충재 등의 인공방벽이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암과 토

양에 어느 정도 수착이 된다.그러나,I,Se,그리고,Tc등의 음이온성 핵종들은 인

공방벽이나 천연방벽에 한 수착이 낮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음이온성 핵

종들이 유출되었을 때, 해성은 고 핵종들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다.

고이동성 핵종 요오드-129는 장반감기(1.57×10
7
년)를 갖는 핵종이면서 Kd값

이 낮게 분포하므로 방사성폐기물 처분 측면에서 보았을 때,독성이 높고 이동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2.1.45].요오드는 방연석이나 진사 등의 일부 물에 수착한다

고 보고되었으나 Kd의 범 는 1-100mL/g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처분

장 모암으로 평가되고 있는 화강암반에 함유되어 있는 규산염 물이나 단열 충

물에 한 요오드의 Kd값은 1-10mL/g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1.46].셀 늄-79는 6.5×104년의 반감기를 가지며,산화/환원 조건 변화에 따라 주

화학종이 민감하게 변화한다[2.1.47].셀 늄의 수착분배계수는 매우 낮게 평가되는

데,철산화물과 셀 늄의 반응성이 비교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들에 한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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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의 수착 친화도는 철석>침철석>흑운모>몬트모릴로나이트>화강암의 순으로

보고되었다[2.1.48].테크네튬-99는 2.13×105년의 장반감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사

성폐기물 처분 측면에서 요오드,셀 늄과 더불어 요하게 다루어지는 핵종 의

하나이다.테크네튬도 셀 늄과 마찬가지로 산화환원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Kd

값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특히,철(II)에 의한 셀 늄이나 테크네튬 등의 음이온성

핵종의 환원과 그에 따른 수착 특성 변화는 고이동성 핵종 련 연구 분야에서 최

근 세계 으로 요성이 인식되고 있다[2.1.49-2.1.53].우리나라는 고 핵종에

한 연구를 최근 수행하 으며,고이동성 핵종 련 연구는 매우 미흡한 단계이다.

4.처분안 성 평가를 한 지화학반응 수착 D/B구축

지하환경에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핵종들은 장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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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유출되어 생태계에 도달할 수 있다.지하환경으로 유출된 방사성핵종들은 처분

장의 인공방벽을 거쳐 지하수의 흐름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이 때 지하환경에서

방사성핵종의 거동에 요한 향을 미치는 요소 의 하나가 수착(收着,sorption)

이다.따라서,방사성핵종의 수착특성 자료는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 성 평가 측면

에서 매우 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다[2.1.54].

수착반응은 복합 인 요소에 의하여 향을 받으므로 실험을 통하여 얻은 특정

조건에 한 핵종의 수착 분배계수는 처분환경의 복잡한 지화학 조건에 한 수

착 특성을 규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방 한 수착자료를 구축하고 구축된 자료에

서 특정 조건에 한 수착자료를 추출해 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OECD/NEA에서 방 한 양의 Kd를 제공하는 NEA 수착

D/B(SorptionDataBase,SDB)를 구축하 다[2.1.55].그러나 SDB가 포 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상의 어려움과 데이터를 하게 분석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없었기에 D/B의 사용에 한계를 갖게 되었다.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검색 추

출이 용이하고 D/B의 활용성을 증 시킬 목 으로 독일에서 RES
3
-T[2.1.56]를 그

리고,일본에서 JAEA-SDB[2.1.57]등 선진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수착 D/B 로그

램이 개발되었다.우리나라도 핵종 수착 DB 로그램인 SDB-21C를 개발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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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이를 토 로 최근 Web기반의 핵종 수착 DB를 개발하여 일반에 공개하

다[2.1.59].

5.암반을 통한 핵종 확산 깊이 측정 확산 특성 평가

처분장 주변의 암반을 통한 핵종이동 과정에서 암반확산(Rock matrix

diffusion)은 매우 요한 이동 지연과정 주의 하나로 인식되어 그동안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최근에 핵종들이 과연 암반을 통해 어느 깊이까지 확산해 들어갈

것인지(즉,암반 확산 깊이)에 한 문제가 요한 이슈로 제기되어 선진국들을

심으로 실험실 규모의 실험 장실험 등을 통해 이를 측정하기 한 연구를 시

작하 다.

오염물질들이 암반균열 내를 이동할 때,일부는 암반매질내로 확산해 들어가게

된다.확산양은 암반의 공극(pore)에 크게 좌우되는데 심부결정질암반의 경우 개

0.003수 이다.즉,1m3부피 암반에서 오염물질이 공극을 통해 확산해 들어간다

면 약 3L의 물이 장될 수 있다.그러므로 오염물질이 암반표면에 수착하지 않더

라도 확산만으로도 상당한 수 으로 이동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확산에 해 정

확히 평가하는 것이 요하며 특히,음이온의 경우,암반 매질 내 확산이 결정 인

이동 지연 메커니즘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에서 암반체 확산의 요성은 암반체 확산이 이동

하는 핵종들과 하는 암반 표면의 면 을 매우 크게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을 제

공한다는 것이다[2.1.60∼2.1.63]. 암반확산이 흐름 경로의 표면으로부터 암반체의

큰 부분까지 핵종들을 지연시킬 수 있는 체 기공부피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이

것은 I-129나 C-14과 같이 약한 수착성 비수착성을 가지는 핵종들로부터의 방

사선량(dose)을 생각할 때 더 결정 이다.

국내에서는 실험실 규모에서 다양한 방사성핵종들의 확산깊이를 측정하는 실험

을 2008년부터 수행하고 있다.해외에서는 지하시험시설에서 장 확산깊이 측정시

험을 수행하고 있다.실험실 실험에서는 핵종확산깊이가 제한된 경계조건을 갖는

반면에 장 실험에서는 무제한 경계조건을 갖는다.캐나다 Whiteshell에서 확산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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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측정시험을 2000년 에 가장 먼 시작했으며,비수착성 THO의 경우,2년간

약 10cm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스웨덴 Äspö와 스 스 GTS에서도 장기핵종확

산실험(LongTerm DiffusionExperiment)이 재 진행 이다[2.1.64,2.1.65].방사

성폐기물처분을 연구하는 모든 나라들은 암반에서 핵종확산계수를 기본 으로 실험

실에서 측정하는데,한국에서도 통확산실험을 통해 련연구를 꾸 히 수행하고

있다.최근에는 음이온성 핵종의 이동 지연능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인자로 암반

층내로 확산해 들어가는 침투깊이가 부각됨에 따라 확산깊이 측정실험에 심 을 쏟

고 있다.

6.심부 처분환경에서 미생물 향 평가

가.심부처분환경에서 핵종/ 물/미생물 복합반응 특성 규명

심부지하환경은 지표환경과 다르게 산소가 희박한 환원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지하를 구성하는 암석 물질 등은 부분 환원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

으며,간혹 산화지하수와 하는 부분은 산화물 형태로 존재한다.페리하이드라이

트(ferrihydrite)나 침철석(goethite)과 같이 산화철 형태로 존재하는 물들도 속

환원미생물과의 반응에 의해 자철석(magnetite)나 능철석(siderite)과 같은 환원된

형태의 물로 이(transition)될 수 있다.

지하 심부는 지하수 외에 암석( 물),미생물,그리고 핵종들이 복합 으로 작용

하는 공간이다.따라서,우리가 지하심부의 핵종거동을 이해하려고 할 때, 와 같

은 다른 계의 특성과 상호작용도 같이 이해해야 한다.지 까지 이러한 노력의 일

환으로 미생물- 물,미생물-핵종,그리고 물-핵종 간의 상호 반응에 한 연구

가 활발히 이 져 왔다[2.1.66,2.1.67].하지만,수용액 상에서 의 3가지 계에 한

복합 상호작용에 한 연구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

일반 으로, 속환원미생물인 철환원박테리아(IRB)나 황산염환원박테리아

(SRB)는 철과 망간과 같은 속원소들을 환원시킬 뿐만 아니라 우라늄과 같은 핵

종들을 환원시킬 수 있다.핵종들의 환원은 핵종들의 용해 침 과 련이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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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우 요한 지화학 기작이다.따라서,미생물에 의한 핵종들의 산화/환원 반

응은 매우 요하게 취 되는 요소(factor)이다. 한,미생물은 물의 변이

(alteration)나 생성(generation)과도 련이 있어서 핵종과의 복합 연구가 요하다.

최근 실험 결과에 의하면 SRB미생물이 맥키나와이트(mackinawite,FeS)라는 황화

물을 생성시키며,이러한 황화 물이 우라늄의 흡착 환원,그리고 이동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 졌다[2.1.68].과거에는 미생물에 의한 산화철

물의 환원 우라늄의 환원과의 경쟁 계에 해서만 연구가 집 되었지만

[2.1.66], 차 미생물기원 물(biogenicminerals)의 역할 요성이 부각되고 있

다.

침철석에 흡착된 우라늄이 미생물에 의해 다시 용출되는 상도 찰되었다.

즉,침철석의 Fe(III)가 Fe(II)로 되면서 철의 용출이 발생되고 표면에 수착되어 있

던 우라늄도 같이 떨어져 나오는 상이 찰되었다.이는 미생물/ 물/핵종이 복합

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상치 못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용존우라늄이 미생물에 의해 환원될 때 우라니나이트(uraninite)라는

물로 변한다는 사실이 밝 졌다[2.1.69].하지만,이러한 우라늄 물은 계속 성장하

지 못하고 최 입자 크기가 5µm 이하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1.69].하지만,이러한 우라늄 물도 재산화되거나 콜로이드 형태로 부유하며 이

동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이슈로 재기되고 있다.

그리고,처분시스템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벤토나이트의 주 구성 물인 몬모릴로

나이트(montmorillonite)의 일라이트(illite)화 작용이 미생물 존재 시 매우 빠른 속도

로 진행될 수 있음이 최근 발표되었다[2.1.70].지하심부가 아닌 실내실험 조건( :

기조건)에서 몬모릴로나이트가 일라이트로 진행되는데,단 몇 주 만에 이루어졌다

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하지만, 토 안에 Fe원소를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쉽게

진행될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몬모릴로나이트가

일라이트로 변이되는 경우 벤토나이트의 팽균특성이 감소되어 완충재로써의 가능이

크게 하되어 처분안 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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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처분환경에서 환원미생물 특성 규명

미생물은 지하수 화학에 향을 주며,매우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지하수의

산화/환원 반응은 무엇보다도 크게 향을 받으며,암석 물의 풍화작용도 상당

한 향을 받는다.스웨덴의 ÄspöHRL과 다른 여러 연구지역에서 암석의 단열에

생존하는 많은 미생물에 해 연구하 다.일부 미생물들은 지표면으로부터 유입되

면서 지하수에 함유된 유기물질을 소모하며 생존하기도 하고,다른 미생물들은 지

각의 맨틀로부터 유래된 메탄 혹은 수소가스를 이용하면서 생존하기도 한다[2.1.71].

지하심부의 미생물들은 산소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일부 미생물들은 지 에

산소가 존재하면 죽는 개체도 있다.하지만,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은 만일 지 에

산소가 유입되면 이를 소모하면서 생존할 수 있음이 밝 졌다[2.1.72].만약 산소가

없다면,지 미생물들은 6가 황이나 3가 철을 이용하면서 황화물이나 2가 철을 만

들어 낸다.4가의 망간 물은 미생물에 의해 2가 망간으로 변화된다.이러한 반응은

물이 채워져 있는 단열공간에서 주로 진행된다. 한 단열에서 미생물에 의한 산소

의 소모 과정을 모델링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2.1.73].단열환경에서 산소의 소모에

해 단기 으로는 미생물의 향이 극 화되었고 장기 으로는 무기 반응이 지

배하 다.

지하미생물들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심을 끄는 미생물들은 철환

원미생물과 황산염환원미생물들이다.이들은 핵종들을 환원시킬 뿐만 아니라,지하

수의 산화/환원 의 변화를 조 한다.본 연구에서 미생물에 의해 KURT 지하수

의 Eh값이 2주만에 -500mV까지 감소한다는 사실을 찰하 다.이러한 사실은

지하미생물이 지하수의 Eh에 깊이 여하고 있으며,이는 지하수를 따라 이동하는

핵종들의 거동에도 큰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인공방벽 내에 존재하는 벤토나이트 버퍼층 구리용기의 부식에 해 미생물

향에 한 연구가 최근 이루어졌다. 토 버퍼층을 지나 구리용기 주변에 존

재하는 미생물은 구리 용기의 부식을 가져올 수 있다.구리용기 표면에 바이오막을

형성하거나 황화물을 형성하여 구리용기의 부식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발표되었다.스웨덴의 SKB는 수 년 간 미생물에 의한 구리용기의 부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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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구하 다.주입된 황환원 미생물은 벤토나이트 버퍼층의 도가 2,000kg/cm
3

이상이고 물로 완 포화되어 팽창된다면,미생물이 생존하기 힘들다는 결과를 얻

었다[2.7.74,2.1.75].하지만,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강도 압축 벤토나이트 환

경에서도 미생물이 생존하며 구리용기를 부식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2.1.76]. 한,실험실에서 키운 미생물보다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생존력이 훨

씬 강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SRB미생물들은 지하수의 sulfate를 sulfide로 환원시키는 특성이 있는데,이러

한 생지화학 기작이 처분용기의 부식에 향을 미칠 수 있다.특히,구리 용기와

같이 부식이 어려운 속재질도 sulfide와 결합하면 구리황화물이 형성되면서 부식

강도의 하를 가져올 수 있다.향후,미생물에 의한 구리 주철용기의 부식에

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생물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가스는 처분장에 구조 인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지하심부 지하수에 생존하는 미생물에 한 연구는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

며,수소가스가 미생물의 에 지원 자공여체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 다

[2.1.77].ÄspöHRL의 실험에서 수소가스는 미생물에 의한 아세테이트 황화물

형성을 진시켰다.지하 450m의 자연조건에서 수소의 공 에 의한 최 황화물

형성 속도는 하루에 약 0.14mg이다.철 부식에 의한 수소의 생성 이들의 황화

물 형성은 구리를 부식시키는데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YuccaMountain지역은 지하수층이 낮고 유기물 함량이 어 미

생물에 의한 가스 발생의 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WIPP(Waste

IsolationPilotPlant)의 경우에는 폐기물 내에 미생물에 의해 활용될 수 있는 유기

물 양분이 많아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할 수 있으며,CO2발생이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측되었다[2.1.78].이러한 CO2가스의 감방안으로 폐기물 주변에

충진재로 MgO를 사용하는 방안에 한 연구를 수행 에 있다.

다.핵종/미생물 복합 이동 특성 규명

최근 들어 심지층 처분 시스템의 안 성 측면에서 암반 균열에 존재하는 미생

물이 핵종이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세계 각지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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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Humphreys등[2.1.79]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미생물은 다양한 조건의 지

질 환경에서 지하 수백 미터까지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다. 한,우리나라의 유일

한 지하연구시설인 KURT 지하심부에서도 속환원미생물의 발견이 보고된 바 있

다[2.1.80].이러한 미생물은 핵종을 자수용체로 사용하는 산화/환원반응을 통해

부분의 핵종들을 환원시키고,이 게 환원된 핵종은 용해도가 떨어져 침 되는

경향이 있다[2.1.81].이 게 생물학 산화/환원반응을 통해 핵종의 이동성을 해

시킨다는 측면에서 미생물의 존재는 정 인 의미를 가진다.하지만,크기가 수

µm인 미생물이 동시에 콜로이드 특성을 가짐을 고려할 때,핵종이 미생물 표면에

흡착되어 미생물과 함께 이동함으로써 핵종의 이동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부정 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이는 Pang등[2.1.82]이 수행한 미생물에 의한 카

드뮴의 이동성 증가 실험 결과와 Flury와 Qiu[2.1.83]가 정리한 모델링 련 연구

보고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더불어,균열 표면에 형성되는 생물막은 암반 균열

표면과 함께 다른 핵종 흡착매질로서 작용하여 핵종의 고정화를 향상시킬 수 있

다.여기서,심지층 처분시스템의 안 성과 련된 연구에서 이러한 미생물이 핵종

이동에 미치는 정 /부정 향들이 동시에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두된다.

미생물에 의한 물표면에 형성된 바이오막에 한 핵종원소들의 수착율을 조

사한 결과,실험에 사용된 핵종들(Co,Pm,Am,Th,Np,Mo) 부분이 신선한 암석

표면에 한 수착율보다 낮은 값을 보여주었다[2.1.84].하지만,Pm은 바이오막에

해 높은 수착율을 나타내었다[2.1.85].그리고 미생물로부터 발생된 분비물

(complexingagents)이 핵종들의 이동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2.1.86].

7.지하연구시설(KURT)에서 핵종이동 지연특성 규명

미국,핀란드와 같이 실제 고 폐기물 처분장을 비하고 있는 나라 스웨

덴 등과 같이 조만간 처분장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선진국들은 지하연구

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실증연구 뿐만 아니라,부족한 자료들과 안 성 평가의 불확

실성을 감소하기 해 실험실에서의 기 실험과 국제공동연구 참여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지하 암반 매질을 통한 핵종이동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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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실증하기 한 장 실험은 연구 수행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우선 방사성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하연구시설이 세계 으로 스웨덴 ÄspöHRL과 스 스

GrimselTestSite(GTS)등 두 곳 밖에 없다.

TRUE 로젝트는 스웨덴 ÄspöHRL(HardRockLaboratory)에서 수행 인

실험으로 500m 심도 실험시설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시추를 하여,암반 균열 분포

를 종합 으로 악한 다음,서로 연결된 이동통로를 설정해 한 시추공에서 추 자

를 주입하여 이동하는 양태를 다공(multipole)에서 계속 찰하여 3차원 흐름장

(flow field)에서 수리 도도와 방사성핵종 이동을 악하는 실험이다.이 로젝트

에는 스웨덴 SKB(Svensk Kärnbränslehantering AB),핀란드 Posiva, 랑스

Andra(Agencenationalepourlagestion desdéchetsradioactifs),일본 JAEA

(JapanAtomicEnergyAgency)같은 기 들이 주도하 다.1단계 연구(TRUE-1,

1996∼2002)를 거쳐,2단계 연구(BS2,TrueBlockScaleContinuationProject)가 진

행되어 2007년에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었다[2.1.87].

스웨덴 ÄspöHRL에서 수행한 CHEMLAB 로젝트는 Äspö 장에서 균열을

포함한 약 20cm 크기 암석을 채취/가공하고,이동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장시추

공에 다시 삽입한 다음 장조건에서 주로 악틴족 핵종들을 상으로 이동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2.1.88].핵종과 암반균열표면과의 상호작용에 한 미시 찰,회

분식으로 구한 수착 이동자료의 검증 등에 해 가치 있는 연구결과들을 보고하

고 있다.이 실험은 스웨덴 SKB와 독일 INE가 공동연구하고 있는데,한국도 일부

연구 분석에 참여하여 실험결과 해석에 일조하고 있다.

스 스의 GrimselTestSite(GTS)에서도 장 규모의 핵종이동 실험이 다양하

게 수행되어져 왔다.일본 앙 력연구소(CRIEPI)에서 수행하는 균열암반에서 용

질이동 균열특성을 조사하는 C-FRS(CRIEPIFracturedRockStudies) 로젝트,

EUFramework의 일환으로 수행된 로젝트로 연구내용 일부를 FEBEX장치를

활용하여 핵종이동에 한 연구를 수행한 FUNMIG(FundamentalProcesses of

RadionuclideMigration) 로젝트 등이 있다[2.1.89].아울러 핵종의 암반확산 상

을 장기 실증하는 LTD(Long-Term Diffusion) 로젝트와 암반과 완충재 경계에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발생 이동,핵종이동에 미치는 향을 장기 실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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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M (ColloidFormationandMigration) 로젝트 등은 재 2단계 연구가 진행

이다[2.1.89,2.1.90].

국내에서는 인공균열암반,1m 규모 자연균열암반에서 핵종 이동실험 등 다양

한 실험실규모 실험을 수행하 으며,2008년부터 KURT 암반 균열 에서 2∼3m

경로수 의 용질 이동 실험을 수행 이다.그러나 KURT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할

수 없기에 유기염료 안정된 속 물질들을 사용하여 용질이동 지연 특성 실

험을 수행하고 있다.

8.국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콜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

가.콜로이드 특성 규명 분야

처분장 주변에 존재하는 콜로이드의 물리화학 특성에 한 연구는 방사성 폐

기물(핵종의 종류 농도 ) 처분장 환경(pH,Eh,온도,이온 강도,지하 매

질의 종류 특성 등)에 의존하는 콜로이드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한 분석 연구

이다.이러한 콜로이드의 특성들에 한 주요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다.

l 지하수 콜로이드 채취방법 유지 방법

l 인공 지하수 콜로이드의 크기 분포 농도 결정

l 인공 지하수 콜로이드들의 형태 조성

l 참 콜로이드들의 형성 과정 변수들의 향

l 콜로이드들의 회합성 안정성

산화수가 큰 핵종들(특히 악틴족 핵종들)은 가수화 반응에 의해 자체 으로 고

분자화 되면서 콜로이드를 형성하게 된다.이 게 형성된 콜로이드를 참콜로이드라

한다.특히 +4의 산화수를 가지는 핵종들( 를 들면,U(IV),Th(IV),Pu(IV)등)은

매우 안정화된 콜로이드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이들 콜로이드 형



-37-

성에 한 연구는 핵종들의 용해도 화학종 규명과 같은 열역학 특성과 매우

하게 련이 있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 동안 집 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1.1.6].특히 최근에는 solid-solution형성,공침(coprecipitation)과 같은 표면반응과

연계된 콜로이드 형성에 한 연구들이 심을 끌고 있다[1.1.11].이러한 연구 분야

는 첨단 분석기술의 발달과 함께 nano-scale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되고 있

다.

한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을 규명하기 한 연구들이 1990년 에 스웨덴

[2.1.91],스 스[2.1.92],독일[2.1.93],캐나다[2.1.94]등을 심으로 다수 수행되었다.

국내에서도 해외와 공동연구로 지하수 콜로이드를 분석하기 한 노력이 있었다

[2.1.95].그러나 최근에는 분석기술의 발달과 함께 콜로이드의 물리화학 특성 규

명을 해 LIBD(Laser-InducedBreakdownDetection)와 같은 이 분석 기술,

AsymFFFF(AsymmetricalFlow Field-Flow Fractionation)등을 도입하여 기존의

미경학 분석 기법 ICP-MS(Inductively-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등과 결합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2.1.95~2.1.100].

콜로이드의 특성 규명에서 고려해야할 요한 분야는 콜로이드의 안정성

(stability)과 련된 분야이다.다양한 메커니즘과 과정들에 의해 다양한 콜로이드

가 형성되지만 형성된 콜로이드가 불안정하면,용해되어 다시 이온형태로 되돌아가

거나 더 성장하여 침 물을 형성하게 된다.이러한 콜로이드의 안정성은 콜로이드

의 크기,농도,표면 하 등 콜로이드의 특성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pH,Eh,이온강

도,다른 양이온의 존재,유기물 미생물의 존재 등 매우 복잡한 지구화학 조건

과 변수들에 의존하게 된다.이러한 안정성에 한 연구 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 꾸 하게 수행되어져 오고 있다.

나.콜로이드와 핵종의 반응 특성 분야

지하매질을 통한 핵종이동에 한 콜로이드의 향을 평가하기 해서는 다양

한 콜로이드의 물리화학 특성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콜로이드와 방사성

핵종의 반응특성을 규명하는 것 한 매우 요하다.콜로이드의 반응특성을 규명

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들에 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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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콜로이드 형성 반응상수 자료 구축

l 콜로이드 형성 반응의 속도론 특성 연구

l 콜로이드 형성 반응의 가역성

l 콜로이드 형성 반응 모델링 연구

l 콜로이드 형성의 지화학 조건 변수들의 향 규명

l 공침,용해/침 ,산화/환원 반응 등 다른 반응들과의 상호작용 계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핵종과 콜로이드들에 한 콜로이드 형성상수

를 구축하기 한 많은 실험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그러나 방사성 핵종이 자연

콜로이드와 반응하여 형성된 이러한 의사콜로이드 형상상수는 다양한 지화학 조

건과 콜로이드의 특성을 반 할 수 없으므로 보다 엄격하게 이를 모사하고,실험결

과를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들을 개발하여 용해오고 있다.무기콜로이드에

해서는 열역학 수착모델(ThermodynamicSorptionModel,TSM)을 개발하여

사용해오고 있으며, 유기콜로이드에 해서는 Charge Neutralization Model,

CD-MUSICmodel등을 개발하여 용해오고 있다. 재 이러한 모델들의 다양한

시스템에 한 용성에 한 연구들이 여 히 수행되고 있으며,다양한 모델들이

개발되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아울러 이러한 의사콜로이드 형성반응은 콜로이

드의 안정성(stability)을 포함하는 콜로이드의 물리화학 특성과 하게 련되

어 있다.

아울러 의사콜로이드 형성 특성 규명 연구의 일환으로 반응의 속도론 특성,

반응의 가역성 등 열역학 특성에 한 연구 한 요한 연구분야로 두되고 있

으며,다른 반응들(공침이나 용해/침 ,산화/환원 반응 등)과의 상호작용 계를 이

해하고 평가하기 한 연구들이 해결해야할 요한 이슈들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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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콜로이드 이동 향 평가 분야

지하매질을 통한 콜로이드의 이동 방사성 핵종들의 이동에 한 향을 규

명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분야들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l 콜로이드의 크기 분포를 고려한 이동 과정 이해 자료 구축

l 균열암반 다공성 매질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모델의 개발

l 콜로이드의 수력학 상 이해 규명

l 여과 는 침 상 규명을 한 이론 ,실험 연구

l 핵종이동에 미치는 콜로이드 향 규명

l 콜로이드에 의한 핵종 이동 가속화 상 평가도구 개발

그러나 최종 으로는 이러한 콜로이드 련 연구들이 처분장의 안 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근거 자료의 확보 콜로이드의 역할 향 평가에 필요한 평가

도구의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지하매질을 통한 콜로이드의 이동연구는 최근

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들을 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l 지하연구시설(URL)에서의 콜로이드 이동 상에 한 장실험 장기거동 검

증 실험

l 완충재로부터 지하수 침식에 의해 발생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향 장기

거동 실증을 한 연구

l 암반균열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시의 여과,암반확산,수착 등에 한 실험

이론 연구

l 미생물 유기 콜로이드의 이동 특성 향 규명을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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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국내 연구 황

국내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련하여 콜로이드에 한 연구는 1990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심으로 꾸 하게 수행되어져 왔으나,본격 이고 집 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단편 이고 소규모의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연구실 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그동안 국내에서 콜로이드 련하여

수행되어져 온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l 지하수로부터 채취한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 규명 연구[2.1.95]

l LIBD,ICP-MS AsymFFFF등을 이용한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 규명 연구

[2.1.100]

l 실리카 콜로이드에 한 우라늄 수착 실험[2.1.101]

l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에 한 U,Eu와 Th수착실험[2.1.102,2.1.103]

l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침식 벤토나이트 콜로이드 발생 특성 규명 연구

[2.1.104]

l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안정성에 한 연구[2.1.105]

l 다공성 매질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 연구[2.1.106]

l 규모 균열 암반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 핵종이동에 미치는 향 평가 실험

[2.1.107]

l 균열암반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 크기분포를 가지는 콜로이드의 이동 모델링

연구[2.1.108,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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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기술 상태의 취약성 수

국내의 경우 고 폐기물 처분 련 연구가 1997년 착수되어 선진국의 연구

기간에 비하면 아직은 기단계이고 참여 인력규모 한 외국에 비하여 상당히 취

약한 상태이다.고 폐기물 처분의 안 성평가 련기술은 처분시설이 치하는

부지의 특성에 따라 민감하게 향을 받게 되므로 선진 외국에서의 개발된 기술을

직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따라서 국내 환경에 용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제되어야 한다.아울러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 핵종들의 지하매질을 통한 이동

지연 특성 규명 연구를 통한 복잡한 자연환경에서의 상호작용에 한 이해

련 기술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이 게 습득된 기술은 폐기물 리방안 수립,

고 폐기물의 안 성 평가,처분부지 선정,처분장 설계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

이고,처분의 기술 타당성 평가의 불확실성 감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는 본 과제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는 기 이 거의 없고,한국지질자원연구

원에서 유사한 연구를 일부 수행하 다고는 하나 연구시설,인력,경험 등에서 비교

할 때 60% 정도 수 이라 평가한다.선진국의 연구기 과 비교할 때 일부 분야는

80% 이상의 수 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기 악틴족 핵종의 지화학 반응 특성

연구 분야는 80% 정도를 유지하는 것도 있다.이는 첨단 분석 장비의 부족에 주로

기인하므로 국내외 기 의 첨단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면 이러한

기술격차를 일 수 있을 것이다. 체 으로 연구개발 수행이후인 재 선진국의

기술 기 에 약 80% 정도의 수 에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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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항목
국내 선진국

연구수

연구개발

이 이후

이로

폐기물

용출특

성 조사

분석

▪폐기물 담체의 조성을 계속 변

화시키면서 보다 내구성이 뛰

어난 조성을 조사하는 단계임

▪휘발성 핵종을 포집한 폐필터

속고화체의 처리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처분환경에서 폐기물의 용출시

험은 시도된 바 없음

▪선진국에서도 지속 으로 이

로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담체를 개발하고 있음

▪ 속고화체을 용융처리하는 연

구를 시도하고 잇으나,아직 확

정된 것은 아님

▪선진국에서도 처분환경에서 폐

기물의 용출시험은 시도된 바

없음

50 70

고

핵종의

지화학

반응

수착특

성 규명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심으로

일부 핵종들에 한 단편 연

구결과 도출

▪심부 처분환경에서 지화학반응

연구는 첨단장비 인력/ 산

부족으로 자체 기술자료 도출

한계

▪수착특성은 다양한 매질에

한 실험 자료 도출

▪미시 에서의 메커니즘

규명 연구가 부족하 음

▪안 성평가를 한 체계 인

자료 구축 활용의 방법론이

부재

▪선진국은 자체자료 D/B를 확보

하고 안 성 평가를 한 활용

시스템 구축

▪독일, 랑스,일본 등을 심으

로 분자 수 의 미시 연구

를 통한 메커니즘 규명연구에

집 하고 있음

▪스웨덴,핀란드,미국 등은 처분

사업화 용을 한 기술자료의

보완,활용방법론 개발,불확실

성 감소를 한 연구 등을 수행

임

70 80

고이동

성 핵종

의 지화

학 반응

수착

특성 규

명

▪본 과제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는 해당 핵종들에 한 연구가

매우 미약한 상태임

▪실험결과 해석을 한 첨단장

비의 사용 등에 한 기술부족

과 방사성 핵종을 측정하기

한 장비의 한계성이 있음

▪선진국에서는 해당 핵종에

한 오랜 연구경험을 갖고 있음

▪선진국에서는 방사성 핵종들의

거동 해석을 한 첨단장비의

사용이 용이함

70 80

표 2.2.1. 기술 상태의 연구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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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항목
국내 선진국

연구수

연구개발

이 이후

처분안

성평

가를

한 지화

학반응

수착

D/B구

축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심으로

일부 핵종들에 한 단편 연

구결과 도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착

D/B를 개발하 으나, 근성이

좋지 않아 활용도가 미흡함.

▪D/B 개발에 한 이해도 부족

으로 D/B개발 자료 경신이

미진함.

▪선진국은 자체자료 D/B를 확보

하고 안 성 평가를 한 활용

시스템 구축

▪독일,일본,OECD/NEA 등의

선진국 선진기 들은 자체

D/B를 보유함.

▪특히 일본의 경우, 체계 인

D/B 리로 방 한 자료를 구

축함.

40 90

암반을

통한 핵

종 확산

깊이 측

정

확산특

성 평가

▪KAERI를 심으로 실내 규모

의 실험이 일부 산발 으로 수

행되었음

▪심부 환경에서의 다양한 지화

학 환경을 고려한 확산실험

이 확산깊이를 측정하는 실험

의 수행이 요구됨

▪해외에서는 실험실 연구와

함께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장실증연구 단계임.

▪암반 확산깊이 확산 상에

한 미시 에서의 연구

개발이 새로이 심을 받고 있

음

50 80

심부 처

분환경

에서 미

생물

향 평가

▪KURT 지하미생물을 채취

배양하고 핵종과의 반응 이

동 상에 한 연구를 수행

▪지하 심도별 미생물의 변화

특성에 한 연구가 빈약하고

미생물의 연속배양 활용 연

구가 필요함

▪최근 스웨덴,미국, 랑스,일

본,독일 등을 심으로 처분에

서 미생물의 역할 핵종이동

에 미치는 미생물의 향에

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음

▪미생물에 의한 용기부식 가

스 생성에 한 연구가 활발함

40 80

지하연

구시설

에서 핵

종이동

지연

특성 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심으로

1m 규모의 형 균열암반이나

시추코어를 이용한 실험실 규

모의 실증실험이 수행되었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하처

분연구시설을 2006년 11월에

공하여 운 시작하 음

▪캐나다,스웨덴,스 스 등에서

는 URL을 활용한 핵종이동

지연 특성에 한 다양한 장

실험을 자체 으로 국제공동

연구로 추진해 왔음

▪스웨덴의 Äspö에서는 독일과

공동으로 악틴족 원소를 이용한

장 이동실험인 CHEMLAB

Project를 수행한 바 있음

50 70

표 2.2.1.(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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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항목
국내 선진국

연구수

연구개발

이 이후

지하시

험시설

을 활용

한 핵종

콜로

이드 이

동

지연특

성 실증

▪캐나다 AECL과 공동연구로 실

험실 규모의 암반을 통한 핵종

콜로이드 이동연구가 수행

된 바 있으나 장 실험은 수

행된 바가 없음

▪독일 INE와 공동으로 KAERI

가 KAERI연구부지 지하수에

콜로이드 특성을 분석하 음

▪지하수 콜로이드 특성에 해서

는 매우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

되었으며,분석방법이 개발 에

있음

▪각국의 지하연구시설을 심으

로 콜로이드 이동 장실험이

다양하게 수행되었음

▪최근엔 스 스 Nagra의 GTS에

서 균열암반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에 한 국제공동연구

(CFM)를 수행 임

60 80

표 2.2.1.(계속)

제 3 앞으로의 망

최근 선진국에서는 지 까지 개발된 처분기술이 실제 처분장에 용되었을 때

이론 실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한 것과 잘 일치하는가에 한 확인연

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처분시스템의 구성요소 에서 고 폐기물을 직 포

함하고 있는 공학 방벽의 특성,그리고 처분장 주변 단열암반을 포함하는 천연방

벽에서 방사성핵종 이동 지연특성을 실증하는 것은 처분의 안 성,나아가서는

처분 자체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매우 요한 부분이다.따라서 선진 외국에서도 처

분개념이 제안되면,제안된 처분개념에 해 주요 구성요소의 거동을 필수 으로

실증한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시스템을 확정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핵종과 지하매질의 상호작용에 한 연구는 몇 가지 연구 가능한 핵종

들을 심으로 충실하게 수행되어져 왔다.분자수 의 미시 연구를 통한 상호작

용 규명,다양한 고 핵종들을 이용한 연구,심부지질 장 조건 실험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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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분야에 한 연구는 산 인력 등의 문제로 매우 제한 으로 수행되어져

왔다.그러나 이러한 분야는 문성을 갖춘 연구원을 심으로 외부기 들과의 유

기 연구 력 체제 구축을 통한 고가의 첨단 장비의 활용 등을 통해 충분히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특히 국내 처분연구의 숙원사업으로 건설한 지하처분

연구시설(KURT)에서 수행할 장시험에는 경험부족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상되

지만 외국 문가 활용,외국 지하시험시설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연구효율을

높임으로서 국제 수 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선진국에서는 각국의 고유한 처분장 부지특성 처분방식에 따라 방사성폐기

물 처분안 성 평가를 한 기술을 독자 으로 개발하여 왔다.우리나라도 외국과

다른 독자 인 기 처분시스템을 제안하고 있고,자연환경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형처분시스템의 실증에 외국의 기술을 그 로 사용할 수 없다.따라서 외국에

서 자국의 환경에 맞추어 개발된 기술을 면 으로 도입하는 것은 안 하고 경제

인 처분을 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다만 공동연구 참여 등으로 국내 기술개발

결과의 타당성 입증을 한 선진기술의 응용 도입 활용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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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이로폐기물의 용출 특성 조사 분석

1.연구 개요

2008년도 말 세계에서 가동 인 원 은 439기로,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이와 같이 원자력의 이용확 를 해서는 원 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

를 안 하게 리할 뿐더러 그 양을 여야 한다. 한,최근에 U-235의 농축

도가 높은 핵연료를 사용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고려하고 있는데,핵

확산 항성이 높은 건식공정처리( 이로 로세싱,pyroprocessing)이 최근 많이 연

구되고 있다.

이로 로세싱 기술은 1990년 고속로와 연계되어 연구가 시작되었고,일

본, 랑스와 같은 유럽연합국가,그리고 러시아도 이 공정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러한 이로 로세싱 기술은 기존의 습식재처리 방법인 PUREX와 달리

해공정에 의해 우라늄, 루토늄 미량 악틴족 핵종이 동시에 회수되므로 핵확산

항성이 높다.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이후 속연료를 LiCl이나 KCl혹은 그 공용융

염에 녹인 후, 속고유의 산화/환원 차를 이용하여 선택 으로 석출해 내는 이로

로세싱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상 사용후핵연료는 PWR사용후핵연료를 고려하고

있는데,이 연료를 일정기간동안 냉각한 다음, 이로 로세싱 공정을 거쳐 우라

늄 (ultrauranics,TRU)은 회수하여 고속로의 핵연료를 만들어 재사용하고,핵분열

생성물 에서 반감기가 길어 처분측면에서 요한 아이오딘이나 테크네튬을 따로

분리하여 고속로에서 소멸시킨다. 한,핵연료 피복재 등과 같은 속은 따로 분리

하여 처분하는 핵연료주기를 국내에서는 선진핵연료주기라 하여 개발하고 있다.

체 인 이로 로세싱 개략도를 그림 3.1.1에 나타내었다[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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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에서 각 공정은 (1)사용후핵연료 을 단하는 Chopping,(2)산화물 연

료의 분말화와 탈피복을 하는 Voloxidation/Decladding,(3) 속으로 환원시키는

Oxidereduction,(4)우라늄만을 기화학 으로 분리하는 Electrorefining,(5)TRU

를 기화학 으로 회수하는 Electrowinning,그리고 마지막으로 (6)공용융염 에

남은 희토류 등을 산화-침 시켜 분리하는 LiCl-KClpurification공정으로 구분된

다.

그림 3.1.1.Pyro-process의 차도.

방사성 폐기물 발생 측면에서 바라 본 건식재처리공정의 장 은 폐기물의 부피

감용과 고방열 폐기물의 분리에 있다.사용후핵연료를 그냥 폐기 처분하게 될 경우

에는 넓은 처분장이 필요하지만,재처리를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우라늄과 장반감

기 핵종인 TRU를 제거하면,방사성 폐기물량을 일 수 있다. 한 고방열 핵종인

Cs과 Sr은 따로 수집하여 고형화 시키게 되므로,방사성 폐기물의 열 발생도 일

수 있으므로 고 폐기물 처분장의 부하를 이는 효과도 있다[3.1.2].

당 연구부서에서 컴퓨터 코드를 이용하여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처분 시스템

(A-KRS)개념에서 이로폐기물의 처분안 성과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폐기물고

화체의 용출률,폐기물 용기의 건 성 암반 균열의 수리 도도 등이 요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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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명되었다.특히,처분환경에서 이로폐기물의 용출률에 한 실험은 시도되

지 않았으므로 이에 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3.1.3].

본 연구에서는 이로 로세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특성 등을 조사

하고,기존에 많이 연구된 유리고화체와 사용후핵연료의 직 처분할 경우 이 핵연

료의 용해율 등을 서로 비교하 다. 한,처분 에서 우리가 향후 연구할 방사성

폐기물의 용해실험 내용에 해서는 간단히 언 하 다.

2. 이로폐기물

가.발생폐기물의 종류

그림 3.1.1의 이로 로세싱 공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표 3.1.1에 보다 자세히

분류하 으며,폐기물량과 처리방안을 나타내었다.해당폐기물들을 간략하게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3.1.4].

-Metalwaste:핵연료 피복 과 사용후핵연료 해체시에 발생된 스텐 스 격

자 등이다.

-Off-gaswaste:Voloxidation단계에서 배출된 기체로서 흡착제로 고정화된

것으로 고방열 Cs폐기물과 장반감기의 I,Tc폐기물로 나뉜다.

-CeramicwasteI:Reduction공정의 LiCl용융염 정제하면서 나온 핵종의 세

라믹 고화체이다.

-CeramicwasteII:LiCl-KCl공용융염을 정제하면서 나온 핵종의 세라믹 고화

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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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Long-livedwaste Interim decaywaste

Metal
Monazite Filter SAP Flyash

LiCl+KCl Off-gas LiCl Off-gas

Majornuclides U,TRU RE,TRU I,TC Cs,Sr Cs

Mass(kg) 3136.4 664.9 455.5 2845.7 318.7

Heat(W)40years

afterdisposal
- 297 0.06 2597 3253

Density(g/cm
3
) 6.71 3.57 1.65 2.37 2.74

Volume(L) 467.4 186.2 276.0 1200.7 116.3

Heatdensity

(W/L)
- 1.59 0.0002 2.16 27.97

Management

strategy

200m

disposal

500m

disposal

Transmut-

ation

Long-term

storage

Long-term

storage

표 3.1.1.U-235농축도 4.5%,연소도 55GWD/MTU,10년 냉각을 거친 10MTHM

산화연료로의 이로 공정으로부터 생성되는 폐기물의 분류

나.폐기물의 특성

1) 속폐기물 [3.1.5]

사용후핵연료에서 피복 (clad)과 사용후핵연료(UO2)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fuel

element의 화학 변화가 거의 없고, 이로 로세스 공정에 합한 크기로 잘라낼

수 있는 Mechanicaldecladding방법이 고려되고 있다.이 방법으로 벗겨낸 피복

(hull)과 사용후핵연료 해체시에 발생된 스텐 스 강 격자 등이 속폐기물의 부

분이 차지한다.Electrorefining공정에서도 속 폐기물이 발생한다.우라늄을 회수

하기 한 정련공정에서 용융염에 녹지 않는 불순물 (주로 noblemetal)이 발생하

며,폐기불순물 (anodesludge)은 hull,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용융염 세척을 거친 후

에 속폐기물에 포함된다.이 폐기물에는 소량의 Cs,Sr,우라늄,TRU,핵분열생성

물 등이 함유되어 있고,열발생량이 지만,TRU와 같은 장반감기 핵종이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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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므로 처분 상 폐기물로 분류된다. 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피복 (Zr-4)

은 제련을 통해 Zr만을 분리하고,스텐 스 구조재는 용융 혹은 압축을 고려하고

있다. 속폐기물들을 고온으로 가할 경우 휘발되는 핵분열생성물은 flyash필터

혹은 Ca-filter를 사용하여 흡착한다.

2) Off-gas흡착 필터 [3.1.6]

그림 3.1.1에서 배기체로 발생되는 핵종들은 우선 한 필터를 사용하여 흡착

하여야 한다. 이로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휘발성 핵종들을 흡착하기 하여 고

려되고 있는 필터의 재질들을 표 3.1.2에 나타내었다.그러나 이 필터들을 처분장에

직 처분하는 것은 핵종이동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므로,결국 최종 으로 처분되

기 해서는 유리,암석 등과 같이 어떤 담채에 용해되어 고화체로 제작되어야 한

다.

본 연구원의 재순환공정연구부에서는 이 필터들을 고화시키기 하여 열을 가

하 을 경우, 이들 필터 에 흡착된 해당 핵종을 탈착 여부를 TGA

(thermogravimetricanalysis)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그 결과,그림 3.1.2에서와 같

이 칼슘필터에서 늄(Rh)이 약 1000K에서부터 휘발하기 시작하 고,AgX의 X

신에 흡착한 아이오딘은 200℃ 이하에서도 휘발하 다.

Nuclide Half-life(years) Mass(kg) Filter

Cs-137 30.17 39.926

FlyashRb-87 4.88x10
10

5.483

Cd-113 9.3x10
15

2.141

Tc-99 2.6x10
6

12.324

Calcium

Ru-106 1.02 34.843

Rh-101 3.3 5.709

Te-130 7.9x10
20

4.092

Mo-100 7.8x10
18

34.096

C-14 5.73x10
3

1.067

I-129 1.57x10
7

3.661
AgX

Br-77 57hours 0.322

표 3.1.2.필터에 보집되는 핵종의 특성과 포집필터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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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lcium filter (B)AgXfilter

그림 3.1.2.흡착필터의 TGA결과.

3) SAP고화체

SAP고화체는 SiO2-Al2O3-P2O5을 담체로 하는 인산염유리로서 LiCl염페기물

을 수용한 고화체로서 주로 Cs과 Sr을 포함하고 있다.따라서 모의 고화체의 경우,

벤토나이트 등에 한 침출시험에서는 매트릭스 용해율을 측정하기 한 기 원소

로서 인(P)의 유출률을 조사하며,첨가된 Cs과 Sr의 용액 농도를 측정하여 핵종

의 유출률 추정할 수 있다.그러나 Cs과 Sr을 포함한 이 고화체는 열이 많이 나지

만,Cs과 Sr의 동 원소들 반감기가 긴 Cs-137의 반감기가 약 30년이므로 이

고화체는 고 처분장에 처분보다는 장기 장을 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

고화체의 건 성을 서로 비교하기 하여 주로 사용하는 표 방법으로는 MCC

(MatrialsCharacterizationCenter)-1,MCC-3,그리고 PCT(ProductConsistency

Test)등이 흔히 사용되는데,본 연구원에서 PCT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매트릭스

의 용해율 10-1g/m2d로서 표 유리보다 1order정도 더 낮게 나타났으며,Cs과

Sr의 침출률은 10
-2
g/m

2
d로 나타났다.

4) Monazite와 ZIT고화체

모나자이트(monazite)는 희토류 원소를 포함하는 황갈색 는 갈색의 인산염

물로,토륨,우라늄,세륨의 주요 원 석으로서, 개 단사 정계(單斜晶系)로 알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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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양 는 기둥 모양의 결정 형태로 얻어진다.반투명이며 택이 있고,회토류

원소의 요한 원료이다.

모나자이트라는 단어는 원래 희랍어 ‘혼자 존재하는’라는 어원을 가진

‘monazein’에서 출발하 다.이것은 본래 결정성으로 존재하여 다른 것과 잘 혼합되

지 않는 성질을 갖는데,주요 구성원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3종류로 나뉜다.

MONAZITE-(Ce):(Ce,La,Nd,Th,Y)PO4

MONAZITE-(La):(La,Ce,Nd)PO4

MONAZITE-(Nd):(Nd,La,Ce)PO4

일반 으로 모나자이트는 그들이 무 metamict(우라늄 혹은 토륨의 방사선에

의해 결정성을 잃는 비결정성화,방사성폐기물 베타,감마선에 무 하고,Pm 등

의 알 선에 의해 조 변형된다고 하나 그 향은 nm 스 일로 미미하다고 함)

하지 않는다면,결정성 모나자이트는 꽤 건 성이 높다.그들이 모암에서 풍화되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여 강이나 바닷가 퇴 물에 모여질 수 있는데,이 물은 비

이 크기 때문에 (4.6∼5.7)모래와 같은 낮은 비 의 물질들이 물에 의해 씻겨 나

가고 큰 비 의 물질들이 모여 placer(사 과 같이)에 모여 결정을 형성하기 쉽

다.인도의 해변 모나자이트 산은 세계의 모나자이트 수요를 수 년간 만족시킬

정도로 크다.토륨과 우라늄의 알 붕괴로 인해 모나자이트는 헬륨을 포함하고 있

으며,가열을 통해 분리할 수 있는데,방사능을 띄므로 방사능으로 인해 손상이 가

는 물과 함께 보 하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원에서는 LiCl-KCl공용융염을 정제하면서 생성된 희토류와 TRU 핵종

들을 모나자이트 형태로 만든 후,이를 ZIT(ZnO-TiO2-SiO2-B2O3-CaO-P2O5)로 혼

합소결하여 고화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고화체들의 물리화학 특성평가를 수행

에 있다.이 고화체의 건 성 시험을 PCT 방법으로 시도한 결과,매트릭스의 용

해율 10
-3
g/m

2
d로,희토류의 침출률은 10

-4
g/m

2
d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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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화체 사용후핵연료의 용출률 비교

국내·외에서 처분조건에서 이로폐기물 우리가 심부지하 처분 상으로 고

려하고 있는 모나자이트/ZIT고화체나 속폐기물의 용출실험이 처분조건에서 시도

된 바가 없으므로 유리고화체나 사용후핵연료와 직 비교가 곤란하다.따라서 문헌

에 수록된 건 성 시험을 한 데이터와 상호비교하여 보았다.표 3.1.3에서는 몇

가지 고화체와 사용후핵연료의 실험조건에 따른 용출률을 비교하 다.

고화체 혹은 화합물 실험조건 용해율 (g/m
2
d) 비고

La1/3Zr2(PO4)3 증류수,96℃

P(matrix):

1x10-3

Zr:1x10-3

La:1x10
-4

14일동안

용출

Monazite

glass-ceramic

waste

증류수,90℃ matrix:0.3 7일동안 용출

SON68borosilicate

glass
모의 지하수,90℃,100bar matrix:6x10-3

수개월경과후

( 랑스)

3kindsof

borosilicateglass

모의 지하수,1mL/day,70℃,

7.5bar,압축벤토나이트에

사이에 시편 삽입

matrix:3x10
-2 3년경과후

(국내결과)

Spentfuel

10mM NaHCO3

용액,pH>6,0.1

mL/min.

산화조건 3x10
-3

수십일

경과후환원조건 3x10-6

증류수
산화조건 8x10

-2
15-20일동안

용출환원조건 6x10
-3
∼ 6x10

-7

표 3.1.3. 이로 폐기물 유사 화합물,유리고화체 사용후핵연료 용출률 비교

표 3.1.3에서 두 종류의 모의 monaziteglass-ceramicwaste의 용출률이 유사한

실험조건에서 국내값과 3order만큼 차이가 났는데,이는 매트릭스의 조성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시험에 사용한 고화체의 조성을 표 3.1.4에 나타내었

다[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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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W1 W2 Oxide W1 W2

Fe 6.97 6.43 Fe2O3 7.83 7.42

La 29.36 27.09 La2O3 27.07 25.64

Ce 38.84 35.85 CeO2 37.52 35.53

Mo 10.24 9.45 MoO3 12.08 11.44

Zr(=TRU) 14.59 0.19 ZrO2 15.49 0.21

Nd(=TRU) 0 20.99 Nd2O3 0 19.76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표 3.1.4.두 가지 모의 monaziteglass-ceramicwaste의 조성 제조를 해

첨가된 화합물

표 3.1.3의 결과는 략 으로 환원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용해가 가장 낮을

것으로 단된다.그리고 ZIT 고화체의 용출률은 붕규산유리고화체 보다는 성능이

우수할 것으로 측된다.그러나 동일 조건에서 용출시험이 시도된 것이 아니고,더

욱이 심부 처분조건에서 시도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얻기 해서

는 실제 처분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실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속폐기물은 아직 국내에서 처리방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데이터

가 없다.다만,외국에서 스텐 스(78wt%),Zr(15wt%),U(2wt%),Tc(1wt%),

Ru(1wt%),Rh(1wt%),Nb(1wt%),Ag(1wt%)의 조성을 갖는 고화체를 제조하

여 표면 /용액부피 (S/V)=40(1/m)의 시편으로 90oC에서 90일간 모의 지하수를

갖고 실험한 결과,표 3.1.5를 얻었다[3.1.8].

Elementdissolved
Nominalmassloss

(g/m
2
)

Dissolutionrate

(g/m
2
/day)

Fe 0.05 5.56×10
-4

Cr 0.0016 1.78×10
-5

Ni 0.007 7.78×10
-5

Zr 0.0045 5.00×10
-5

U 0.8 8.89×10
-3

Tc 0.005 5.56×10
-5

표 3.1.5.모의 속폐기물로부터 용해된 원소별 용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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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향후 고화체 용출시험을 한 계획

국내·외에서 처분조건에 한 이로고화체의 용출시험이 시도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당 연구실에서는 붕규산유리고화체를 이용한 실험에서

와 유사 조건에서 ZIT고화체의 용출시험을 구상하고 있다 그림 3.1.3.지하수의 유

속을 최 한 낮추어 벤토나이트 완충재 층을 확산속도와 유사하게 만들어 수 년동

안 용출실험하면서,시료의 무게 감소 XPS,EPMA,XRD,SIMS,FT-IR,

OpticalMicroscopy등을 이용한 고화체의 침출두께,표면변화를 측정하고자 한다.

한,완충재 뿐만 아니라 처분용기의 부식을 고려하여 철 혹은 마그네타이트를 시

편게 하게 한 다음,그 용출결과도 비교하고자 한다.지하수의 조성변화가 용출률

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pH,Eh,탄산이온 등을 변화시켜 이들의 민감도 분석도

수행할 계획이다.이러한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향후 처분장의 안정성 평가를 한

데이터로서 사용될 것이다.

그림 3.1.3. 이로폐기물 용출시험을 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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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심부처분환경에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특성

규명

1.연구 개요

사용후핵연료 혹은 고 방사성폐기물을 안 하게 생태계와 격리시키기 하

여 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들을 내부식성 속용기에 넣은 다음,지하 수 백 m의

심부지하에 처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이 경우 속용기의 부식 후,사용후핵연

료 혹은 고 방사성폐기물이 하는 지하환경은 우리가 일상 으로 하는 자연

계의 환경과 다를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지하환경에서 방사성 핵종들의 거동을

측하기 해서는 지하 수 백 m의 처분공에서 장실험을 직 시도하거나,실험실

에서 이와 유사한 조건을 갖는 환경을 조성하여 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실험

을 해 당 부서에서는 지하연구시설(KURT,KAERIUnderground Research

Tunnel)을 굴착하 으나,이 시설에서는 방사성물질 사용을 하고 있다.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새로운 방사성물질 사용 실험실을 구축하 으며,이 실험실에 지하환경

분 기 조성을 한 러 박스(glovebox)들을 설치하여 실험하 다.

고 폐기물에 존재하는 유독성 핵종 악틴족 원소는 반감기가 긴 동 원소

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장에서 수만 년이 경과한 후 해도가 큰 핵종들의

주를 이룰 것이다.Th(IV)을 제외한 악틴족 원소는 주변환경에 따라 산화수가 달라

지는데, 부분 3∼6가의 상태로 존재한다.그러나 고 폐기물 처분장 지하심부의

환원조건에서는 5가와 6가의 악틴족 부분이 3가와 4가의 산화수로 환원될 것으로

상되는데,이 환원 는 그림 3.2.1과 같이 핵종에 따라 서로 다르다[3.2.1].4가

의 핵종들은 성 역의 지하수에서 용해도가 매우 낮고,콜로이드를 형성하는 등

매우 복잡한 성질을 가지므로 실험 으로 화학종을 찰하기가 쉽지 않다(그림 3.2.

2)[3.2.2].따라서 간단한 용액조건에서 각 악틴족 원소들에 한 열역학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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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여,이를 토 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지하수에서 악틴족 원소의 화학종과

용해도를 측하기 한 지화학코드가 개발되었다.

그림 3.2.1.pH=8.1과 이온강도 =0.7M에서 우라늄,넵투늄, 루토늄의 환원 .

그림 3.2.2.자연수계에서 이동도를 결정하는 핵종들의 화학 상태들.

그러나 지화학코드를 이용한 계산결과는 지하수의 조성이 서로 유사함에도 불

구하고 크게는 수천 배까지 차이를 나타낸다.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당 연구원의

화강암 터 (KURT)에서 채취한 지하수를 이용하여 우라늄,토륨,넵투늄,아메리슘

에 한 용해도 실험을 수행하 으며,지화학 코드를 이용하여 이 핵종들의 용해도

용해 화학종을 계산하 다. 한,이들 결과를 국내외 실험 혹은 지화학코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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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여 얻은 결과들과 비교하여 국내 심부 지하수에서 악틴족 원소들의 용해도

화학종을 측하고자 하 다.

2.실험시설 장치

가.방사성물질 사용 실험실 구축

당 부서에서는 2005년도에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내에 지하연구시설(KURT)을

굴착하 다.그러나 이 연구터 은 지하수의 오염 가능성 때문에 방사성 핵종의 사

용이 지되어 있으므로 실제 핵분열생성물이나 악틴족 원소를 사용할 수 없다.따

라서 방사성 핵종을 상으로 한 실험은 실제 국내 환경에서 채취한 지하수나 암반

등을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이를 하여 본 과제에서는 2007년에

새로운 방사성물질 사용 실험실을 구축하 으며(그림 3.2.3),이 실험실에 지하환경

분 기를 조성하기 한 러 박스(glovebox)들을 설치하 다.2009년 재 실험

실에 3개의 러 박스가 설치되었는데,이들을 이용하여 암반 매질 완충재에

한 핵종의 흡․탈착 실험,지하수 핵종의 용해도 화학종 규명,미생물에 의

한 핵종의 산화수 변화 혹은 물화 반응에 미치는 향 등에 한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특히,2008년 새로 구입․설치한 성능이 향상된 러 박스(습식실험용+

학실험용:1.5+1인용)는 심부지하의 방사성폐기물 처분환경을 보다 유사하게 모사하

기 하여 주문 제작하 다(그림 3.2.4).

이 러 박스는 산소농도를 최 한 낮게 유지하기 하여 산소제거 장치로 기

존의 구리분말 신에 팔라듐 분말을 사용한다.주로 산화/환원 환경에 민감한 악틴

족 원소와 같은 방사성 핵종의 화학 특성 실험은 기화학 장치가 부착된 습식실

험용 러 박스(1.5인용)에서 수행하 고,조제된 시료의 핵종 농도 화학종은

이 등 원 조사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학용 러 박스(1인용)로 이동하여

분석한다.이 두 러 박스는 사각 T-antechamber를 통하여 서로 연결됨으로서

기 없이 시료의 이송이 가능하다.한편,각각의 로 박스에는 독립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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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장치가 있어 내부의 불활성기체(아르곤 가스)가 정제장치를 통해 순환함으로써

일정 농도 이하의 산소 수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3.2.3.방사성물질 사용 실험실 내부 평면도.

그림 3.2.4.실험실에 설치된 1.5+1인용 (습식실험용+ 학용) 러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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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로 박스의 사용 조건 성능은 다음과 같다.

l 습식실험용 러 박스 :아르곤 가스 환경 (산소 1ppm 이하)

l 학용 러 박스 :아르곤 가스 환경 (수분 산소농도가 1ppm 이하)

l 사각 T-antechamber:진공 배기 (도달 진공도:5×10-3torr이하) 아르곤 가

스 purge

l 러 박스 본체의 내하 :100kg이상

l 기 성 :3×10
-10
std.cc/sec이하; 러 박스 내부의 압력을 -100mmAq로 조

하고 2시간 방치 후,내부압력이 -80mmAq이하를 유지함

습식실험용 러 박스에서 얻은 시료용액에 포함된 핵종의 정량,화학종 콜

로이드를 분석하기 하여 그림 3.2.5와 같은 Nano-Particle Analyzer/

Laser-InducedBreakdownDetection(NPA/LIBD)장치를 2010년에 구축할 정이

다[3.2.3].이를 하여 이 발생장치(Nd:YAG solidlaser) 미경,검출기의

부속부품을 구매 계획 에 있다. 한,이들을 설치하기 한 opticalboard를 러

박스 바닥에 미리 설치하 으며, 러 박스 밖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송하기

한 opticalfiber를 설치할 목 으로 러 박스 상부에 몇 개의 ports를 부착하

다.

(a)laser

(c)energydetector

(e)cuvette

(g)microscope

(i)computer

(b)beam splitter

(d)lens

(f)nuclidesinsamples

(h)camera

그림 3.2.5.NPA/LIBD기기의 모형도.



-61-

나.지화학반응 실험을 한 실험장치

습식실험용 러 박스에는 산화/환원 (Eh)에 민감한 핵종의 거동을 측정하

기 하여 용액의 산화/환원 를 조 할 수 있는 기화학셀(그림 3.2.6)을 설치하

다.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 박스 밖에 컴퓨터로 제어하는 미국

Gamry 사의 Potentiostat/Galvanostat로부터 조 된 압 혹은 류를 feed

through연결핀을 통하여 러 박스 안으로 공 하 다.

 

Teflon
® 

Stirring bar 

pH electrode 

Working e lectrode 

Vycor
TM 

glass 

Ground water 

Counter e lectrode 

Reference electrode 

(SCE)  

Syringe 

Eh electrode 

Filter 

Septum 

그림 3.2.6. 기화학 실험장치.

이 압 혹은 류는 그림 3.2.6에서와 같이 기화학셀의 기 극,상 극,

일 극(workingelectrode)에 연결되어 용액의 산화/환원 를 조 한다.상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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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극에 (-) 압을 많이 걸어 수록 용액의 Eh값이 더 낮아진다.이 기화

학셀은 용액의 산화/환원 에 따라 용해도 화학종이 변하는 핵종의 지하환경

에서 거동 특성에 한 정보를 얻는데 매우 유용하다.이 기화학셀 제작을 해

사용된 각 구성부품의 규격 성능은 다음과 같다.

1) Potentiostat/Galvanostat

l 모델명 :GamryReference600

l 사양

-최 류 :600mA;최소 류분해능 :20aA

-최 압 :11V;최소 압분해능 :1µV

- 압/ 류 구분 단계 :5단계 이상

l 소 트웨어,multiplexcable등

l 컴퓨터

2) 기화학셀

l 셀 재질 내부용량 :테 론,약 500mL

l 극류

-기 극 :포화칼로멜 극(SCE)

-일 극 :Platinum flag(5cm
2
),백 을 제외한 부분은 유리로 싸인 구리막

-상 극 :일 극과 동일하나,실험용액과 격리를 하여 Vycormembrane

glasstubes(OD17mm,ID15mm)에 넣은 용액에 담

-Eh 극 :용액의 산화/환원 정도를 측정하기 한 극(ORP combination

electrode,BNCtype,Fisher13-620-81)

-pH 극 :용액의 pH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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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시료채취

-용액시료 채취시 러 박스내에 존재하는 미량의 산소에 의한 용액의 Eh변화

를 방지하기 하여 기화학셀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사용하는 septum을

부착시켰다.이를 이용하면 그림 3.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사바늘과 주사기

사이에 필터를 연결하여 러 박스 내 잔류할 수 있는 산소와 없이 바로

여과하면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3.악틴족 원소의 용해도 주 용해 화학종

가.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토륨,넵투늄,아메리슘의 용해도

측정

1) 지하수

실험에 사용한 지하수는 KURT DB-1시추공에서 지하 200m 깊이의 지하수

를 패커시스템을 사용하여 채취하 다.지하수 보 용기로는 50L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하 으며,지하수 채취 에 용기 내부를 고순도(>99.999%)질소를 10분 이상

흘려주었고,질소로 충 된 상태에서 지하수를 채취하 다.사용한 KURT지하수의

조성을 표 3.2.1에 나타내었다.그러나 이 지하수를 장기 보 하거나 러 박스 내

장기실험을 할 경우 지하수의 Eh값이 증가할 수 있다.

우라늄,넵투늄, 루토늄과 같은 악틴족 원소는 Eh에 민감하므로,모사 심부

지하환경에서 이들의 용해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Eh값이 (-)수백 mV의 값을

유지하여야 한다.이를 하여 실험을 inert환경의 러 박스에서 수행함은 물론

상당량의 환원제를 용액에 첨가하기도 한다.그러나 KURT 지하수와 같이 이온강

도가 낮은 지하수에 환원제를 첨가할 경우,첨가된 환원제의 향을 배제할 수 없

다.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환원제 첨가 신 에서 설명한 기화학셀(그림 3.2.6)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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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용액의 Eh값을 조 하 다.이 장치를 사용하면 보다 심부의 지하수 조

건(낮은 Eh조건)을 얻을 수도 있다.

Element
Concentration

(mg/L)
Otherproperties

Na 17.4 Depth(m) 140∼150

K 0.26 Temperature(°C) 25.7

Ca 17.3 TDS(mg/L) 246.6

Mg 1.82 DOC(mg/L) 1.23

CO3+HCO3 78.4 pH(-) 8.44

Cl 2.18 Conductivity(µS/cm) 221.4

SO4 6.97 DO(mg/L) 0.06

F 3.41

SiO2 41.3

Mn 2.2×10
-2

Li 1.7×10
-2

Sr 0.27

Al 1.6×10
-2

W 1.9×10
-2

Fe 5.0×10
-2

Ba 9.0×10
-2

Mo 3.8×10
-2

표 3.2.1.KURTborehole로부터 채취한 지하수의 지화학 조건

2) 실험 차

가) 고체시료의 비

용해도 실험을 해서 UO2,ThO2,NpO2,Am(OH)3를 사용하 다.UO2,ThO2는

각각 우라닐질화물과 토륨질화물을 탈질산시켜 제조하 다(그림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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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UO2와 ThO2의 XRD패턴.

NpO2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Np-oxalate를 만든 후,가열하여 oxalate를 제거하

다.

① 넵투늄 feedsolution 비 :1∼4M 질산 용액에 5∼50g/L되게 넵투늄을 넣

고,0.05M 되게 hydrazine을 첨가한다.

② 용액을 어주면서 온도를 50±5°C로 맞춘다.

③ Feedsolution을 0.05M ascobicacid농도로 맞춘다.

④ 넵투늄을 침 시키기 하여 충분량의 1M oxalicacid를 30∼45분동안 서서히

가한다.

⑤ 슬러지에 과량의 0.1M oxalicacid가 되게 넣는다.

⑥ 슬러지를 어주면서 50±5°C에서 30분동안 방치한다.

⑦ 슬러지를 상온으로 냉각시킨 후 여과한다.

⑧ 침 을 filterfrit에서 2M 질산 +0.1M oxalicacid로 3번 세척한다.

⑨ 세척액에서 넵투늄 회수를 해 따로 모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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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Washedcake을 기 에서 건조시킨다.

⑪ 생성된 Np-oxalate(Np(C2O4)․6H2O)를 용 로에 넣고,온도를 1시간이상 걸려

150°C까지 올린다.

⑫ 150°C에서 1시간 방치한다.

⑬ 1시간이상 걸려 500∼550°C까지 올린다.

⑭ 이 온도에서 2시간 방치한다.

Am(OH)3를 제조하기 해서는 염산용액에 녹아있는 아메리슘을 러 박스내

에서 NaOH를 가하여 pH 12이상 용액을 만들면 침 이 형성되는데,이 침 을

10,000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제하고 러 박스에서 건조하여 시

료로 사용하 다.

나) 용해도 실험

실험에 사용한 러 박스는 산소제거 장치를 이용하여 러 박스 내부의 산

소농도를 10mg/L이하로,CO2농도는 0.1mg/L이하로 유지하 다.아메리슘의 경

우를 제외하고,KURT 지하수에 핵종 산화물 0.1g을 넣은 후 반응용액의 Eh를

-0.2∼-0.44V로 조 하 다.Eh와 pH가 안정된 상태에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

약 20mL의 시료용액을 채취하 다.시료용액 채취시 러 박스내에 존재하는 미

량의 산소 향을 방지하기 하여 주사기를 사용하 다. 기화학셀에 부착된

septum을 통해 주사바늘과 주사기 사이에 0.22µm 필터(Millex®GPPES)를 연결하

여 여과하면서 시료를 채취하 다.그 후 바로 이 용액을 3∼5nm poresize

membraneultrafilter(Millipore)로 재필터함으로써 용액 존재할 수 있는 콜로이드

를 제거하 다.

아메리슘의 용해도 실험을 해 Am-241을 사용하 다.Am-241은 방사능이 매

우 높아 납 차폐장치를 사용하 으며,KURT 지하수 10 mL에 약 1.2 mg의

Am(OH)3를 넣었다.KURT 지하수는 기화학셀을 이용하여 Eh값을 -0.2V로 조

한 용액을 사용하 는데,Eh값은 실제 아메리슘의 용해도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용액의 pH는 NaOH와 HClO4를 첨가하여 조 하 다.

한,20nm poresizefilter(Millipore)를 사용하여 용액을 여과하 는데,필터흡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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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아메리슘 농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하여 기존의 낮은 농도의 침 이 없는 용

액을 동일 종류의 필터로 여과함으로써 필터에 의한 향을 측정하 다.

용해도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시료 우라늄과 토륨의 농도는 Inductively

CoupledPlasma-MassSpectrometry(ICP-MS,Perkin-Elmer,Elan6100)로 측정

하 으며, 넵투늄과 아메리슘은 Liquid Scintillation Analyzer(LSC, Packard,

2500TR/αβ)로 측정하 다.

3) 실험결과

가) 우라늄과 토륨의 용해도

KURT 지하수의 Eh값을 -0.2,-0.3,-0.4V로 조 하 을 경우,pH가 각각

8.1,9.8,11.4로 변하 다.이 조건에서 반응기간에 따라 채취한 우라늄과 토륨 농도

변화를 각각 그림 3.2.8과 그림 3.2.9에 나타내었다.Eh=-0.2V에서 실험 기 우라

늄과 토륨의 높은 농도는 지하수의 기 Eh값이 높은 상태에서 산화/환원 가

안정화됨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단된다.상기조건에서 35일의 반응시간이 경과

한 후 우라늄과 토륨의 농도가 각각 10
-8
,10

-7
mol/L이하로 나타났으며, 상과 달

리 pH=8.1와 Eh=-0.2V조건에서 토륨의 농도가 우라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8.다양한 pH와 Eh조건에서

용해시간에 따른 우라늄의 농도변화.

그림 3.2.9.다양한 pH와 Eh조건에서

용해시간에 따른 토륨의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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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넵투늄 용해도

NpO2시료를 넣고 KURT 지하수의 Eh값을 -0.2V로 조 하 을 경우,동일

Eh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pH가 각각 9.5,10.2,11.1로 변화하 다. 한,Eh값

을 -0.3,-0.44V 조 하고 15일 경과후 시료용액을 채취할 시 에서 pH를 측정한

결과,용액의 pH가 각각 11.8과 13.0로 나타났다.

이 실험조건에서 pH 변화에 따른 넵투늄의 농도변화를 그림 3.2.10에 나타내었

다.이 그림에서 보듯이 Eh=-0.2V에서 넵투늄의 농도가 10-8∼10-7mol/L 역

에서 나타났으며,Eh=-0.3V 이하,pH 11.8이상의 조건에서는 넵투늄의 농도가

5×10
-9
mol/L이하로서 LSC의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그림 3.2.10.다양한 pH와 Eh조건에서 넵투늄의 농도변화.

다) 아메리슘 용해도

KURT 지하수의 Eh를 미리 -0.2V로 조 한 약 10mL용액에 Am(OH)3을

1.2mg넣어 실험하 다.이러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반응기간에 따라 용액의 Eh

값이 변할 수 있는데,아메리슘의 경우는 일반 지하수에서의 용해도가 Eh값에 따

라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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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nm pore-sizefilter(Millipore)의 필터흡착에 의한 아메리슘 농도 감소를 측

정하기 하여 낮은 농도의 침 이 없는 용액을 동일 종류의 필터로 여과한 결과,

여과후 용액의 농도가 약 25% 감소하 다.따라서 이 값을 기 으로 시료의 농도를

보정하 는데,시료와 아메리슘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보정방법이 정확하진

않으리라 생각된다.용액 pH가 8.1,11.0,12.4일 때,Am(OH)3로부터 용해된 아메

리슘의 농도는 각각 6.6×10
-8
,7.0×10

-10
,4.6×10

-10
mol/L로 나타났다.

나.고 핵종들의 용해도 용해 화학종 계산

실험에 사용한 KURT 지하수 조건에서 핵종들의 용해도를 세계 으로 리 사

용되는 지화학 코드인 PHREEQC(Ver.2)를 사용하여 계산하 다.열역학 데이터로

는 주로 OECA/NEA(2003년)[3.2.4]와 Nagra/PSI(2002년)[3.2.5]의 열역학 데이터를

사용하 다.

체로 악틴족 원소는 침 기에 비결정질 상태로 존재하다가 시간이 경과하

면서 차 보다 안정 인 결정질로 변할 수 있는데,비결정질 고체를 SLSP로 사용

할 경우 보다 보수 인 용해도를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우라늄의 용해도 주 용해화학종

실험용액과 동일한 pH Eh조건에서 KURT 지하수에 용해된 우라늄을 계산

하기 하여 SLSP로서 UO2(s)는 Nagra/PSI의 데이터 (UO2(s)+4H
+
=U

4+
+

2H2O LogKs,0 =0±2)를,UO2(am,hyd)는 OECD/NEA 데이터(UO2(am,hyd)+

2H2O =U
4++4OH- LogK =-54.5)를 사용하 다.이를 PHREEQC(Ver.2)으로

계산한 결과,UO2(s)와 UO2(am,hyd)로부터 용해된 우라늄의 농도는 각각 7.8×10
-12

∼7.1×10
-7
( 심값 7.8×10

-10
∼7.1×10

-9
)와 2.4×10

-8
∼2.3×10

-7
mol/L로 나타났다(표

3.2.2).

주 용해 화학종으로는 pH=8.1과 Eh=-0.2V,pH=9.8과 Eh=-0.3V조건

에서는 U(VI)이 탄산화합물로 존재하는 반면,pH =11.4와 Eh=-0.4V와 같이 강

환원환경에서 pH의 값이 높을 경우 수산화물이 주 화학종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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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P pH
Eh

(V)

Concentration

(mole/L)

Dominant

Species
(%)

UO2(s)

[UO2(am,
hyd)〕

8.1 -0.2

7.8×10-10a

(7.8×10
-8
∼7.8×10

-12
)
b

[2.4×10
-8
]
c

UO2(CO3)3
4-

UO2(CO3)2
2-

U(OH)4

57

27

13

9.8 -0.3

4.0×10
-9a

(4.0×10
-7
∼4.0×10

-11
)
b

[1.3×10
-8
]
c

UO2(CO3)3
4-

90

11.4 -0.4

7.1×10
-9a

(7.1×10-7∼7.1×10-11)b

[2.3×10
-7
]
c

UO2(OH)3
- 85

a
Centervaluesofuranium concentrationcalculatedfrom UO2(s)asSLSP

b
Wholerangesofuranium concentrationcalculatedfrom UO2(s)asSLSP

c
Uranium concentrationcalculatedfrom UO2(am,hyd)asSLSP

표 3.2.2.PHREEQC(Ver.2)코드로 계산한 KURT지하수에서 우라늄의 용해도

주 용해화학종

2) 토륨의 용해도 주 용해화학종

우라늄과 같은 방법으로 KURT 지하수에 용해되는 토륨의 용해도를 계산하기

하여 SLSP로서 ThO2(s)는 Nagra/PSI의 데이터(ThO2(s)+4H
+
=Th

4+
+2H2O,

Log Ks,0 = 9.9±0.8)를,Th(OH)4(am)는 데이터(Th(OH)4(am)+ 4H
+ = Th4+ +

4H2O,LogKs,0=8.99)[3.2.6]를 사용하 다.이를 이용하여 지화학코드로 계산한 결

과,ThO2(s)와 Th(OH)4(am)로부터 용해된 토륨의 농도는 각각 9.0×10
-9
∼1.2×10

-6

( 심값 3.3×10
-8
∼1.9×10

-7
)과 4.1×10

-9
∼2.3×10

-8
mol/L로 나타났다(표 3.2.3).그러

나 Th-OH-CO3의 ternary화학종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Th(OH)4(am)를 이용하

여 계산한 결과는 표 3.2.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모두 1.0×10-8mol/L이하로 실

험값과 차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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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P pH
Eh

(V)

Concentration

(mole/L)

Dominant

Species
(%)

ThO2(s)

〔Th(OH)4

(am)]

8.1 -0.2

1.9×10-7d

(1.2×10
-6
∼3.0×10

-8
)
e

[2.3×10
-8
]
f

Th(OH)3CO3
-

Th(OH)4

Th(OH)2(CO3)2
2-

72

14

13

9.8 -0.3

1.0×10
-7d

(6.3×10
-7
∼1.6×10

-8
)
e

[1.3×10
-8
]
f

Th(OH)3CO3
-

Th(OH)4

Th(OH)2(CO3)2
2-

69

24

7

11.4 -0.4

3.3×10
-8d

(1.9×10-7∼9.0×10-9)e

[4.1×10
-9
]
f

Th(OH)4

Th(OH)3CO3
-

Th(OH)4CO3
2-

76

17

7

d
Centervaluesofthorium concentrationcalculatedfrom ThO2(s)asSLSP

e
Wholerangesofthorium concentrationcalculatedfrom ThO2(s)asSLSP

f
Thorium concentrationcalculatedfrom Th(OH)4(am)asSLSP

표 3.2.3.PHREEQC(Ver.2)코드로 계산한 KURT지하수에서 토륨의 용해도

주 용해화학종

SLSP Condition
Ternary
species

Concentration

(mol/L)
Dominant
species

Th(OH)4(am)

pH=8.1&

Eh=-0.2V

with 2.3×10
-8

Th(OH)3CO3
-

without 3.2×10
-9

Th(OH)4(aq)

pH=11.4&

Eh=-0.4V

with 4.1×10-9 Th(OH)4(aq)

without 3.1×10
-9

Th(OH)4(aq)

표 3.2.4.Ternaryspecies를 고려유무에 따라 PHREEQC(Ver.2)코드로

계산한 KURT지하수에서 토륨의 용해도 주 용해화학종의 비교

주 용해 화학종으로는 Th(OH)3CO3
-와 Th(OH)4로 나타났는데,pH =8.1∼9.8에

서는 Th(OH)3CO3
-가,pH =11.4이상에서는 수산화물이 주 용해화학종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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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넵투늄의 용해도 주 용해 화학종

넵투늄의 용해도 주 용해 화학종을 계산하기 한 SLSP로서 NpO2(am,

hyd)를 사용하 다.그러나 NpO2(am,hyd)와 Np(OH)4(aq)의 열역학 데이터가

OECD/NEA와 Nagra/PSI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하 다.한

편, Np(OH)x(CO3)y
4-x-2y

의 존재여부 데이터가 문헌에 따라 다르므로

OECD/NEA에서 이 화합물에 한 존재 가능성에 하여 언 은 하 지만 열역학

데이터를 수록하지 않았다.본 연구에서는 Np(OH)x(CO3)y
4-x-2y

가 존재하지 않은 경

우와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계산하여 보았다.Np(OH)x(CO3)y
4-x-2y에 한 열역학

데이터는 Neck등[3.2.7]과 Eriksen등[3.2.8]이 주장한 값을 지화학코드에 입력하여

계산하 다.이들 계산결과를 표 3.2.5와 표 3.2.6에 나타내었다.

Ternary화학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환원조건의 성이상 pH용액에서는 넵

투늄의 용해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주된 용해 화학종으로 Np(OH)4(aq)

가 계산되었다.그러나 OECD/NEA와 Nagra/PSI의 열역학데이터에 따라 약 5배의

농도차가 발생하 다.Ternary화학종을 고려할 경우,실험 역에서 넵투늄의 주

용해 화학종이 Np(OH)3CO3
-
,Np(OH)4,Np(OH)4CO3

2-
로 계산되었다.그러나 주화학

종인 Np(OH)3CO3
-
와 Np(OH)4CO3

2-
의 순 가 pH 10.5부근에서 서로 바 는데,

SKB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Nagra/PSI열역학 데이터와 SKB의 ternary화

학종 평형상수를 입력하여 계산하면,넵투늄의 농도가 9.1×10-9∼1.3×10-8 mol/L로

서,OECD/NEA 열역학 데이터와 Neck의 ternary 평형상수로부터 얻은 결과

(5.4×10
-9
∼9.2×10

-9
M)보다 조 높게 나타났다.Eh=-0.2V에서 실험결과가 계

산값보다 조 높으나,1승수 이내에서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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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

constantof

Np(OH)4(aq)

Solubilityproductof

NpO2(am,hyd)
Eh(V) pH

Np(OH)4(aq)

(mol/L)

without

considering

ternaryspecies

Np(OH)x(CO3)y
4-x-2y

+Np(OH)4(aq)

(mol/L)

[3.2.7] [3.2.8]

logK=-8.3

(OECD/NEA)

NpO2+2H2O=Np
4+
+

4OH
-

logKsp=-56.7

(OECD/NEA)

-0.2

9.5

1×10-9

9.2×10-9 2.4×10-9

10.2 7.0×10-9 1.9×10-9

11.1 5.4×10-9 1.8×10-9

-0.3 11.8 5.4×10-9 1.8×10-9

-0.44 13.0 7.4×10-9 2.2×10-9

logK=-9.8

(Nagra/PSI)

NpO2+4H
+
=Np

4+
+

2H2O

logKsp=1.5

(Nagra/PSI)

-0.2

9.5

5×10-9

1.3×10-6 1.2×10-8

10.2 9.7×10-7 1.3×10-8

11.1 7.0×10-7 9.1×10-9

-0.3 11.8 7.2×10-7 9.2×10-9

-0.44 13.0 1.0×10-6 1.1×10-8

표 3.2.5.PHREEQC(Ver.2)코드로 계산한 KURT지하수에서 넵투늄의 용해도 주 용해화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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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P Eh(V) pH Dominantspecies %

NpO2(am,hyd)

≡ Np(OH)4(am)

-0.2

9.5

Np(OH)3CO3
-

Np(OH)4

Np(OH)4CO3
2-

81

11

8

10.2

Np(OH)3CO3
-

Np(OH)4CO3
2-

Np(OH)4

58

27

14

11.1

Np(OH)4CO3
2-

Np(OH)4

Np(OH)3CO3
-

65

18

17

-0.3 11.8

Np(OH)4CO3
2-

Np(OH)4

Np(OH)3CO3
-

65

19

17

-0.44 13.0
Np(OH)4CO3

2-

Np(OH)4

86

14

표 3.2.6.Ternaryspecies를 고려하여 계산한 KURT지하수에서 넵투늄의 주

용해화학종

4) 아메리슘 용해도 주 용해 화학종

아메리슘의 용해도 주 용해 화학종을 계산하기 한 SLSP로서

Am(OH)3(am)와 AmOHCO3(am)를 사용하 다.산화/환원 의 향을 보기 하

여 여러 Eh값에서 계산하여 그 결과를 표 3.2.7과 그림 3.2.11에 나타내었다.표 3.2.

7에서 보듯이 Am(OH)3(am)와 AmOHCO3(am)로부터 용해되어 나온 아메리슘의 양

이 동일 pH에서 Eh=+0.3,0,-0.2V에서 차이가 없었으며,다만 Eh=-0.4V 일

경우 소량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한편,그림 3.2.11은 pH 9.5부근에서 SLSP가 바 는 것을 나타낸다.즉,pH

9.5이하에서는 용해도가 큰 Am(OH)3로부터 용해된 아메리슘이 AmOHCO3(am)침

을 형성하여 AmOHCO3(am)가 용액 아메리슘의 농도를 결정하나,그 pH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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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Am(OH)3(am)자체가 아메리슘의 농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두 고체로부터 계산된 주 용해 화학종의 비(%)는 동일하 다.아메리슘 역시 약

pH 10.5까지는 지하수내 주 용해 화학종이 탄산화합물이나,그 이상에서는 수산화

물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pH Eh(V)

SLSP

Dominantspecies(%)
Am(OH)3

(am)

AmOHCO3

(am)

Concentration(mol/L)

8.1 0.3,0,-0.2 3.9×10
-5

8.2×10
-7 AmCO3

+ 66

Am(CO3)2
-

31

8.5 0 8.6×10
-6

4.7×10
-7 Am(CO3)2

-
52

AmCO3+ 45

9.5 0.3,0,-0.2 2.8×10
-7

2.1×10
-7

Am(CO3)2
-

81

AmCO3
+

10

Am(OH)2
+

7

9.5 -0.4 2.1×10-7 1.9×10-7
Am(CO3)2

-
77

AmCO3
+ 11

Am(OH)2
+

10

10.5 0 5.9×10
-9

1.3×10
-7 Am(CO3)2

-
50

Am(OH)2
+ 36

11.0 0.3,0,-0.2 1.4×10
-9

2.2×10
-7 Am(OH)2

+
50

Am(OH)3 37

11.5 0 7.2×10-10 1.×10-6
Am(OH)3 69

Am(OH)2
+

30

12.5 0.3,0,-0.2 5.3×10
-10

7.0×10
-5 Am(OH)3 96

Am(OH)2
+

4

12.5 -0.4 5.2×10
-10

7.0×10
-5 Am(OH)3 96

Am(OH)2
+

4

13.5 0 4.8×10
-10

1.0×10
-2

Am(OH)3 99

표 3.2.7.PHREEQC(Ver.2)code로 계산한 KURT지하수에서 아메리슘의

용해도 주 용해화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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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SLSP로서 Am(OH)3(am)와 AmOHCO3(am)를 가정하여

PHREEQC(Ver.2)로 계산한 KURT지하수에서의 아메리슘의 농도.

5) 루토늄 용해도 주 용해 화학종

루토늄은 심부 지하수 조건에서 3가 는 4가 상태로 존재하는데,산성 역

에서 Pu(III)이 우세하고, 성 알칼리 역에서는 Pu(IV)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3.2.6].

루토늄의 용해도 주 용해 화학종을 계산하기 한 SLSP로서

Pu(OH)4(am)와 PuO2(am,hyd)가 언 되나[3.2.6,3.2.9],Pu(OH)4(am)의 열역학데이

터 값이 KAERI와 SKB 사이에 무 큰 차이를 보인다.따라서 KURT 지하수에

루토늄의 용해도 계산을 하여 PuO2(am,hyd)만을 사용하 다.그러나 이 값도

성이나 알칼리성 용액에서는 부 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3.2.4]. 한,pH

8이하의 용액에서 Pu2(CO3)3(am)를 SLSP로 선정한 문헌도 있다[3.2.10]. 루토늄에

해서는 본 연구실에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우라늄,토륨과 동일조건의 KURT

지하수 조건에서 계산하 으며,그 결과를 표 3.2.8에 나타내었다.

표 3.2.8에서 보듯이 KURT지하수에서 PuO2(am,hyd)의 용해도가 다른 악틴족

의 우라늄,토륨,넵투늄,아메리슘보다 낮게 나타났으며,주 용해화학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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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OH)3CO3
-
,Pu(OH)4CO3

2-
와 같은 ternary화합물 혹은 Pu(OH)4(aq)로 나타났다.

이는 Pu(IV)도 Th(IV),Np(IV)과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된다.

SLSP pH
Eh

(V)

Concentration

(mole/L)

Dominant

Species
(%)

PuO2(am,
hyd)

8.1 -0.2 3.3×10
-10

Pu(OH)3CO3
-

Pu(OH)2(CO3)2
2-

Pu(OH)4(aq)

82

13

4

9.8 -0.3 1.7×10
-10

Pu(OH)3CO3
-

Pu(OH)4(aq)

Pu(OH)4CO3
2-

Pu(OH)2(CO3)2
2-

78

9

7

6

11.4 -0.4 9.0×10
-11

Pu(OH)4CO3
2-

Pu(OH)3CO3
-

Pu(OH)4(aq)

64

16

16

표 3.2.8.PHREEQC(Ver.2)code로 계산한 KURT지하수에서 루토늄의

용해도 주 용해화학종,SLSP로서 PuO2(am,hyd)가 사용됨

다.타 연구결과와의 용해도 비교 논의

McKinley등[3.2.11]은 고 폐기물의 성능평가를 한 각국의 용해도를 비교

하 다.이 문헌에서는 나라별 지하수와 벤토나이트 공극수의 조성 SLSP,그리

고 이들 용액에서 몇 가지 핵종들의 용해도 결과 주 용해화학종을 수록하 다

(표 3.2.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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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외국의 근계에서 고려하는 기 SLSP

Kri써all i n- l • ’r VQ.92 ‘ PNC/ H.3 ' 5KR.914 SKl.뻐 ‘ AECL' 

Am AmÛH(CO씨 AmOH(ÇO, ) AmOH{Cú‘> AmÛII(COJ) Arn ÛH(CÛ,) 
Cm cop，tC'Pι with Am 
Ni NiO Ni ,S. 
Np NP(OHI. Np(OI’ >, NpO!/애)(OH)‘ NP(ÛII ),‘ Np(OIl}l NpO 
p, PoO 

PV.JioU”i)l 
Pa010H 

pd Pd/ P!l:OIll1 p‘JO/ P!l:O!IJ l 

"" MOlml)‘·· ll PuC OI r). PUO! / 1'\.(011), Pu(o m . “‘OH l.‘ PuO! 

”‘ ".π p ‘ Ih CI RISO.‘ •• so‘ •• so‘ 
s. FeSc . s. F,s<‘ }s‘”JoS‘'. i 
Sn 5110. "'0 5n01 5nO. 

1 ‘ T1끼dO3ii··1 T<O, TcOd TcO, . 2H10 TcO: Tc01 ' 1L 10 T<O, 
T、 T‘ 0 ’ 1"h01 /η(ûtI/‘ ThO ThO ’"" 
U 

Uz@OJZ··1 
UO.( tlJell UaO{OsH‘ r，)./UOhi에i U01 (fu~ 1) 

z U,Oo: 
1)0 ‘ 

z , z.o, 

' "，’n~r ( 1!I94) 
- Ollila μ992); VI“>riroen Bnd lelnc얘어"Vnan (19\12)‘ 
’ P서C (1 992), 
‘ SKB (1 992); P. Sc llin (petli α~m“‘ . 1992), 
• SKI (199 1). 

r M01 a쨌Jmed 10 be stable 50I id ‘n .11 n ses( l .cmirc: ud VJriSIO. 1989) 

KrL~lall i n. r • ’rvO.92 ‘ PNC/ H.) ‘ 5Kfl.91 ~ 5 KJ .뻐 ‘ AECL f 

Am AmOH(Cû씨 AmOH( t:O,) AmOH(CO,) AmOIl(COJ) AmOH‘CO,) 
Cm @에1Itcip “‘ilh Am 
Ni NiO f<l i ,5. 
N, Np(OHI, NplQIIl, NpOJ/Mμ011)‘ NP(OH),‘ Np(OIl씨 N"o‘ 
p, P,Q 

P”·이，Ouill)h‘ 
P앙) 10H 

" N / '‘'11(011): p‘JO/ I'd(O!l)~ 

'" ,",0’ tlCll)O‘·· i1 
PulOI Il. ruo~ /’"I.(QJI). 1'11(0 11), "“)H). p‘。 ‘

R. C때fCCLp ‘Ih'" 11150,‘ ’‘.so‘ R ，S。‘

'" Fι:“ ‘- Ft Sc. ’s‘이l)S:t. i 
Sn SoL。’ SnO. SnOj 5nO. 
T, 

m11Oii-- 1 
T<O, TcOzlTcO: ' 2H IO TcO: T<O、. " 、8 T<O, 

Th Th0 1 ’"'0ι / T\(ûtl)‘ Thn ThO, ',>0‘ 
U UZ@OJz., 1 UO、‘ (u;:[)

UgJO{OsH‘ ri )‘ /UOI“에， UO j (fIl t l) un, ‘' 0 , 
깐 zκ)‘ ZIO , 

‘ '"’"" ‘ 1!)Q4). 
” 이liI3 (1 99잉; Voori↑'le n and Ltfno-F여'Sml n ()9\l2). 
‘ PNζ ‘ 1 992) 
‘ SKB (1 992); 1'. St llin (pen; 얘nmulI •• J 11'12). 
• SKI (199 1). 

I MO) 1S5U1IKd I。 κ ".ble søl얘 in all n sa(l..cmiR alld GariSlo. 얘89l. 

KriSlall in.1 • ’l‘VO.92 ‘ PNC/H •. l ‘ 5KR.~ 1 ‘ SKJ .?O • AECL’ 
Am AmOH(COμ AmOH(ιQ‘ ) AmOH(CO,) AmOIl‘cαJ ) AmOH(CO,) 
Cm α써lIccipι with Am 
Ni I'l,O l'I i ,S. 
N, N,‘OHI, Np(OII), NpO~/씨)(0 11). Np(OHl‘ 8삐011).1 N"o‘ 
,. }여O 

P”l· ,ouill )l 
，.0、OH

" Pd/ '‘!KOII), p‘10/ 1'11(0 11)1 

"" ""'0’t lC”lO‘ •• , il F‘11010. 1"uO, / I'\.'‘ 0 \1}, r uCOIH, κ{OHl‘ P에0， 

R. C뼈fCCLp“ '" R.SO,‘ R.so‘ R.5O‘ 
κt F잉k‘ " Fc$c, ’s‘어J)S:c， s. 
5, S"O. 웅이 • • 5nO, 5nO. 
T, 

mn 1Oii-- l 
ToO, TcO~/TcO‘ 211 ,0 T，끼

Uzd@(꺼11，-:，( 
TcQ,' 1I ‘o 

T 
rdhO3.

‘ 
Th TOO ’1'110 1/ 1)(0111

‘ '"0‘ U 
x U@Oa3--l UO . ‘ """ 

& 
UO

‘
OSHUi)./UO:i·m, f1ltl

’ Z 
L1r0O.2 UO: 

z , 

• lk.nN (1‘ • • ’-• OUib (1~2’: Vu，어inen and l.e씨o-- Fonom.n fl9112). 
‘ PNζ ‘ IW2) 

‘ SKB ( 1'192); 1'. Scl!in (~tIi. commu lI .. • <,1112), 

’ 5 KI 
‘

199 1}.‘ r MO) .없，mξ에 10 be 511ble ~이id in QII nSQ('l .cmll~ arld GariSlo‘ 19891. 

Kri.~lall i n. 1 • ’l‘VO.92 ‘ PNCjH •. l ‘ 5 KR.41 ‘ SI\J.'!O • AECL’ 
Am AmOH(COμ AmOH(ÇO‘ ) AmOH(CO,) AmOIl‘cαJ l AmOH(CO,) 
Cm α에lIccipι with Am 
Ni I'l,O l'I i ,S. 
N, N,‘ OH), NP(OIl), NpOJ/써)(011). NP(OH). Np(OIl써 Np。‘

" ""0 
P’’i· ,Ouil1 

，.0、OH

" Pd/ r IKOII), p‘JO / I'd(O!IJ, 
I'U(OIH. '" ""'0’t lC”lO‘ •• , il F‘1(0 11). R“), / I'\.'‘ 0 \1}. Pu(OHj‘ P에0， 

R. C때’ P“ " . R.SO,‘ R.sD‘ R,5O‘ 
κt F잉k‘ " Fc$c, ’s‘nJOS:c, s. 
5, s.‘O. 웅이 • • 5 .. 0 , 5 .. 0 . 
T, 

InCO1Oi
‘ 
•• , ToO, TcO~/TcO‘ 2H,Q T，끼

Uzd@(‘111，-:，( 
TcO,' 1I ‘8 TTdhO3.

‘ 
Th TOO ’1'110 1/ 1)(0 111

‘ 
TkÖ1 

U 
X U@OJ: · ·l UO . ‘ """ & UO‘ OsH‘”)./UO:i·m, f1j t l l Z UI0。.2 m ‘ 

z • 

• I:k"’“ . 0 ‘l<l~ ) . 
• Ollib ( 1~2’: Vu，어inen Ind l ..e씨o-Fonom.n (l9Cl2). 
‘ PNζ ‘ IW2) 
‘ SKB ( 1'192): P. Scl!in (~ tIi . commllll .. • <,1112), 
’ SKI ‘ ""λ 
I M01 .없.mξ에 10 be 511ble ~이띠 1" AII nsa(l .cmll~ alld GariSlo‘ (989). 



표 3.2.10. 결정질 암반에서 외국의 표준지하수 조성 

KIi‘ l:ùlin.! ~ l’G ’115 1‘ 1'V().92 ‘ 

Tem’‘erallJrt ('C) ~5 5~ 2) 

pH 7.1>5 7-~5 7.$0 

1:11 (mV) -1&1 - 2.\0/ -(씨 350 
N. IAl . lO " 1.80. 10" 4.13'10- ‘ 
K :!.IS' 10- ‘ 1. 10 ' 1 。 6.24.1‘) ‘ 
o. :1.50 ,10'‘l 2.20 ,10' ! B4 . lO" 
Mg 1.:2.$ ’(1 '; UO . IO ' ’ 2‘:!:! -10 ~ 4 

fc 1(1.1 1.211 ' 10 ' 1.4, ‘ 10" 
Si 5.91' 10'; 13). )‘r ‘ 
l’ ICO, J 4.12 -10- .1 2 .()O " 。‘ l 2.00.10'> 

CI 3.62 . 10 ‘ ! 빼) . IU ' ‘ ~ .l l. ’{I'‘ 
S( ... Yll 3.09,10 ‘ 1.60 . 10 ' 5.ZI' IO' ‘ 
S( ' 1lJ 1.50, 10" 1,18 ' 10'" 
F 6.-13' 10 ‘ l ‘에， 10 '" 1.22 ‘ 10‘ • 
!rl 1.29’ \0 . 111- <6.46. 10' • 

:, Wesl~m Cf}'’S4~lI i l'l c r.::iclCnct ~toundWah!r. (rC:3.f':WIn unCl ScltûILis., 1'?93) . 
• !3öu".;n h냉her，씨1; lI i[)' rerere’‘(t. ground." "" ()，'쟁.， 19&,5), 
, Kjwlty t'r，ι잉1 groundwa~ pH "od Eh "' m.",urcd íD fidd (011;1., 1 1)~2)， 
이 F .... b, r.dud"g high.pH Nlt)u.dwat.r ‘Fi!HP) (VNC, 1992), 

PNCj H.3 ‘ SKB .. 91c 

23 2:'1 

8.74 6.9 
- 2&l -20(1 

7.20' W,' l 이) . 10' , 
J.90. !W ‘ 8.18.)[1 .' 

3‘80 . IÚ " 1.9ü .IO' ‘ 
2.59. 111'‘ 

6JI’ 10-$ 1.61 . 10-" 

1.80.10" 2,14'11}'‘ 
6.90.10 ' .' 3.61. ’1)'’ 

l η.10' ,\ 

1.30 ' ur' 9.27.10 ' ~ 

3. 11; ,10" 
3.75 . 10" 

SKI-IJO ’ AE.CL ‘ 

?‘ ?‘ 
8.2 

-3Q(’ 
1.39. 10 ‘ 8.4- 111-' 
Z.S6' 1O ' , 3.62 ‘ 10 - , 
S.óö . lO " S.38 ‘ IU ' , 
S,2.1 . W' S 그‘5‘， 10'‘ 
1.7‘) . 10- ’ 1.01. 10 " 
(),82' lO'‘ , ,8(1, 10" 
2깨) -10 - ~ 1,13. 1O- J 

4깅 10" 1.74 . 10' ’ 
4.17.10 ' .< J.lU. lO '" 

1.42 ‘ l‘’ ‘ ) .06 . 10'‘ 

, 1‘'0‘h foinJl에떼 ‘ιιlct ωrnpo:silj QoIl oscd ωI 야nClrmlllt\."( an41ysls Q lL."U.lalioü‘ {8[ul\샤 때d s.:mD, 19')JJ. N.κ A diU~m::m compusitioll i‘ *마:j!’ié니 t“ tftc r(o( .. r<11ιc 
groondwιtct ill SKB '91 (S IU!. 1992 .1. 
‘、ion~μ lìnc rdc .A:fl c.;C' ""“1<'1 (5KI, 1')91). 

'Wκ ，MI “，r.ιrC l'l ç(: srou’“j''''''l]’<r (r.~""yn<. 19.씨‘ Cì mundw.11cr “’mpo:s. iti떼s u."icd for (X: T(t)111 1i.1 nιe a.!'Sci,')’llcn1 'J.'crt: t: ~dnll:ltιd (11\ ., proh~‘ b i l i‘lic ba..o.;Îs v、 inε
cnmt.iUJ1icm :s 이 ('"0, , Na<:J. N"SO“ C. F . nd P (1자rnitc 'itrld (i‘ui$tc. 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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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1 외국의 표준 벤토나이트 공극내 지하수 조성 
.-• - -------",-“ 

.Kri~t a.l lin.t • PG ‘~~ • ‘IVO.92 ‘ PNC/l I.) ‘ AECL’ 
CRW.2A JnI3(J(J.6A c2 c3 

Tompcralurc ‘.C) 5‘l 50 ,5 2s 25 25 25 
pH 8‘97 B.49 7-8.5 10.19 10,) 9.0 9.5 
Eb (mV) - 397 .368 -3이JJ-뻐 3어J -4찌 -340 
N. 

7‘s4‘ ’“ 2.40' lfJ‘ l '.81). (0'" ’.18. 1Il" 1.-10. 10" 1.“). w ,' Lα). ，‘’。
K 1.6(,, 10'" 5.7.'1 '10" 1.10‘ ”’-, Lα，‘ 10'‘ 1.10. )0" 1.2()'1O-. 
c. 1.07. Jij" 5.48.10 ’ 2.20 ' 10-' 4.47'10'“ ‘ o 3α).10'] 2.00 .10-' 
M용 6.65 ' W" 4.81.10'‘ ‘ 10"0-‘ 1.77 . /0" J.I~). 10' ‘ 
f~r()r 5_n ' IO ι 

Si 2.61. J{f ‘ 1.&l. lQ" ‘ Z‘66‘ 10'‘ 
IHCO,l S.16.lfr" 1.없.10 ' 2 2.00 ,10-' 9.g4.IO ‘ 2.50‘10- 2 6.<XI.'O' J 6.31 . \0" 
U -’ tJ(1. 1O" 1.ll7.W' 1 1

‘
ijo.w- I 2.25 . 1(1" 

S( + VI) 4.50.10 '" L62. 1O- J 1.00. 10" 6.21 .I{r' 1.20'10-' 1.21), 10' • 3.16 , 10' I 
s( -u) \'1)') '10 '" 3.7(>'10'’ 4.10.10 .‘ 4‘8{) .10'" 
F 7.02 ' 10 .‘ 1.90.10'‘ J.에J.lO ’‘ 3.95 .10'‘ 1.58-10" 
!P) ’ 60.10- 0 1.9Il . 10'- fJo 5.00.10" 

a CRW.1A i‘ ”‘’110rulC c‘.11J ilibr"Cl.:d wi‘h rcduclllS lo"",.sa1 inity s;rollodw，써e， (Kti5l.1n".J 8l"UI얘".’c， of T.bJ. 2); BT’300-6A i. bc:ntODi,. <quilib,.,od Wi~l 
tUgh ..... wi lÛ’1)' grouncJwι.r (1löI"'lcio &,ounðw.,,,, of T.blc Z). 다I i‘ ddiø<<i b,Y høm o1IÎtc-Dwgnclilc-p.)-ri‘c (ClIlli, JW3) 
" NI,ll ù‘od 피 p。 ’a5 b.so<:JSe; 내” ωmptl5;iiioI1 ，어떠dcrs urüy pH .nd ,.dox bolf<ring in ‘hc n( .. r~fl~씨 wilhIJUI 13ktllg 1010 aCCOWH cha.cg:e‘ În fhe ma.jor ums 
(McKl떠cy， 19851. 
, Campo잉li~n bo15<닝 on <<por;mem, ùf ~nellm.n (1 986), wilh pll "",,"ul.loo by 1:03J6 .，，，um씨‘. <kòj>‘~pht，ç Pro, = 10'‘ -10" ""m (Ollila. 19'n; J.'P' S.lo. 
llCπ c."llmmUn‘. 1993). 
ιCompo.siûons dCIl\'t!d by cquiUbruωD of frc싸‘ ’~ducing high-pll grooodw엉'<r (FRlU’,) w;lh 00110.11 •. C2 ,.“tS (0 :1I:j헤CrlCC (){ buffcdng l:Jy cal여11: und ion 
•• 대뼈양; cl rcfi띠 10 dmc p:lwd Mlcr Ioss of blJf(crin.g ('.얘AC;ly (PNC. 1992) 
~ Corop3SEtíoc ‘kriv，써 by cqui뼈13.tton I,){ OlJC P。κ V.JIIlIlO of WN-MI moιIcI g‘'(lnndwater ∞rnposidoll (Table 2) whh A.ool •• btJ,mnj,. (wilh impuri,jcsl (t.emlrc 
aod Ga,i'lo_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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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2 외국에서 고려하고 있는 방사성핵종들의 용해도 표준값들 

” 
“ 
, 

‘ 

씨
 
<“
“m 

씨
·
k
 

@m 

% 
k 

ι‘
 
‘M 
E 

n대
 
U 

갑
 

K꺼“.0il1 .1 • 

’ ‘1fI-‘(1 tn '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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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3 외국의 근계에서 고려하는 지하수내 기준 주 용해화학종 

Kri‘i파값n.I ÒII TVO-92 • PNC/H-3 • SKB.91 ' SKI.90 f AECL ’ 
Am 쩌OH(CO，)~ - Arn(OH영 에，(cO，)l-

ArnO‘+o; Am3+ 
A1버이1l，(CO，)- AAnml((CcO。l!)))i Arn Am(OH)~ 

AmCO; 
Cm 
Ni Ni(CO‘w NNKiOOIHl’)~ Ni!+ 

Njl~ 

에i NpCOH), NP('이I)~ N마Oflll NP(아’ )J NP(OH)l NpCOH)~ 
NP(OH), 

Pa 
PPYadlj{{OOCOHH)3);3)3-

Pa(0I0 , P%aO띠2H(O)gH) PaO, (OIll 
Pd 

PRdjK(oOmH)?g PU(OH)gn 
pu Pu(CO,)! - Pu" Pu'''' Pu(OH)~ 

ruso, I'\J(OH)" 

R. Ra1 ... Ra2+ R3? + 
Puc2+o; 
Ra 

RRiaScOofg 

So HSc- HSc- HSo- 1ISe- l‘5e-
Sn Sn(OH), Sn(OI1)2 Sn(OIJ)~ Sn(OH)~ Sn(OH)! 

Tc 

끼 TπUd(lcO(αX0HOl0)l}g잉}I)I)g2)g 
TcO(OH)~ Tc여OH)~( 

T(TUT1d(1KO(XOXHOHO”H)Hg))1: )영g 
STnd(OXHOH);)9 

T이OH); 
(Tc여Ofll， )~ 

끼U(l(OOHH)?)g l'h nU{，(OOHH)?잉 1lJ1(lO(OHH))3g TUh(O(OHH)?)g 
U 

UO,(CO,)!- Izjtgg2{HC않O꽤 • 
Zr 강\OU)， ZnOH)~ zκOH)， zκOH)， 

강(OH)， 7-<<OH), 
~ Spccjation in rl!ícrcncc bcntonÌle pore waler (Bcrncr. 1994). 
b Spr:ciaCion in h t:ntonite plre nu’‘i unde:r reducing ∞nditions (Vuorìnen and l..cino-Fors.man‘ 1992; U dat. 
fiom 이li"-. 1992), incJudîng phosphate complex31Îon wOllld resull in CQntributioll.'J, from U02(H2 PO펴， 
C Sp<<i.ation 띠 fresκ reducing high.pH groundw‘ ter 댁이librat에 with bentonite (PNC, 1992) 
에 Spcciation in reducing. rr.esh FinnsjöJ’ ”이cr (SKB, 1992; P. Scllin, pcrs. commun., 1992). 
’ Speciation in rcducing groundwatcr (SKrr 199]). 
’ Speci:llìon at 1αrc in r.ducing groundwatcr (I.emir. and O.nsto. 1989)‘ 

1) 우라늄 

KURT 지하수에서 겉 표면에 대기와 접촉에 의한 약간의 U308가 포함된 

UOz(cr ) 분말을 사용하여 실혐한 결과 및 PHREEQC를 이용하여 실험조건에서 계 

산한 결과를 영국 Drigg 처분장의 지하수에서 연구결과와 비 교하기 위하여 그림 

3.2.12에 나타내었다. 이 그럼에서 지화학코드로 계산한 값의 표시는 SLSP로서 

U02(S)로부터 얻은 전체 영역의 값이 너무 넓은 범위를 차지하므로 중성값을 기준 

으로 하여 U02(am, hyd)로부터 얻은 값과의 영역을 막대로 표시하였다 또한， 25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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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후핵연료 혹은 simfuel,UO2를 넣고 화강암 지하수에서 얻은 외국 실험값

들을 표 3.2.14에 나타내었다.

그림 3.2.12.다양한 pH에서 우라늄의 용해도에 한 본 연구 문헌치와의

결과 비교(본 연구의 측정값과 지화학코드 결과를 각각 와 로 표시함).

표 3.2.14.다양한 용액조건에서 우라늄 용해도에 한 문헌값들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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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라늄의 용해도는 외국 결과와 본 실험결과

모두 유사한 역에서 나타났다.그림 3.2.13에서 pH=11.4,Eh=-0.4V 역에서

계산치보다 조 낮게 나타났으나,용해도가 반응기간에 따라 조 증가하는 경향

을 감안한다면 외국의 실험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러나 당 연구원에서

원지하수(J-1)와 유성지하수(K1,K2,K3)조건에서 지화학 코드 MUGREM을 이

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우라늄의 농도가 1.46×10
-5
∼3.58×10

-4
mol/L로 매우 크게 나

타났는데,이는 탄산농도가 2.72×10-4∼1.26×10-3 M,pH가 9.1∼10.1,Eh가 -0.13∼

-0.23V를 고려한다고 해도 본 실험값 외국의 데이터보다도 큰 값에 해당한다.

본 실험결과 지화학코드를 이용한 계산결과,그리고 외국의 문헌값 등을 고려해

볼 때 pH가 8.1∼11.4와 Eh값이 -0.2V이하인 KURT지하수 조건에서 UO2로부터

용해되어 나온 우라늄의 농도는 1×10
-7
mol/L 이하로 단된다.그림 3.2.13의

shadedarea에서 탄산이온과 sulfate농도와 각각 67.5,108mg/L인 지하수에서

PNNL결과도 우라늄의 농도가 1×10-7mol/L이하로 보고되었다[3.2.12].

용액 주 용해화학종은 pH=8.1,Eh=-0.2V와 pH =9.8,Eh=-0.3V에서

UO2(CO3)3
4-
와 UO2(CO3)2

2-
같은 U(VI)탄산화물이 주를 이룬 반면,pH =11.4,Eh

=-0.4V와 같이 강환원 조건과 강알칼리 용액에서는 수산화물이 주 화학종으로 나

타났다.이는 MUGREM 계산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그림 3.2.13.우라늄의 pH-EhDiagram[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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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륨

KURT 지하수에서 ThO2(cr)분말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PHREEQC를 이

용하여 실험조건에서 계산한 결과를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하여 그림 3.2.

14에 나타내었다.이 그림에서 지화학코드로 계산한 값의 표시는 우라늄과 같은 방

식으로 SLSP로서 ThO2(s)로부터 얻은 토륨 농도의 심값과 ThO2(am,hyd)로부

터 얻은 값과의 역을 막 로 표시하 다.본 실험결과는 실제 ThO2(cr)를 사용하

여 실험하 으나,비결정성 산화물 혹은 수산화물로 계산한 토륨 농도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므로 pH 성 이상의 용액에서는 고체의 결정성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KURT 지하수에서 pH =8.1과 Eh=-0.2V 조건에서 용액 토륨의 농도가

우라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탄산이온이 포함되지 않은 외국데이터보다 조 높게

나타났다.이러한 상은 토륨이 Th(OH)x(CO3)y
4-x-2y

형태의 ternary용해성 화합물

을 형성하는 것으로 단한다.만약 이 ternary화합물의 열역학데이터 없이 계산하

을 경우,KURT 지하수 조건에서 토륨의 용해도는 1×10-8mol/L이하로 나타났

다.약 알칼리 용액조건에서의 주 용액화학종으로서 Th(OH)3CO3
-
는 MUGREM 계

산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용액 탄산농도의 증가는 토륨의 용해도를

높일 것으로 상한다.그러나 pH=11.4,Eh=-0.4V와 같이 강한 환원조건과 강

알칼리 용액에서는 우라늄과 유사하게 수산화물이 주 화학종으로 나타났다.

실험 계산결과,그리고 외국 데이터와의 비교로부터 토륨산화물로부터 용해

된 토륨의 농도는 Eh값이 -0.2V 이하이고,탄산농도가 1mM 부근인 이온강도가

낮은 화강암 지하수 (일반 인 국내 심부 화강암 지하수 조건)에서는 1×10
-7
mol/L

이하로 상된다.그러나 탄산농도가 0.1혹은 0.01M과 같이 높은 경우 pH 8∼11

사이에서 토륨 농도는 훨씬 증가할 수 있다(그림 3.2.15)[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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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다양한 pH에서 토륨의 용해도에 한 본 연구 문헌치와의 결과

비교(본 연구의 측정값과 지화학코드 결과를 각각 와 로 표시함).

그림 3.2.15.pH와 탄산농도 변화에 따른 토륨 용해도 변화[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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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넵투늄

KURT 지하수에 NpO2(cr)분말을 넣고 실험한 결과와 PHREEQC를 이용하여

실험조건에서 계산한 결과를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하여 그림 3.2.16에 나

타내었다.이 그림에서 지화학코드로 계산한 값의 표시는 OECD/NEA와 Nagra/PSI

의 Np(OH)4(aq)와 NpO2(am,hyd)의 용해상수 값에 한 열역학 데이터 값이 서로

다르므로 실험값을 기 으로 하여 Np(OH)x(CO3)y
4-x-2y

의 반응상수 문헌 [3.2.7]

과 [3.2.8]의 값을 선택하여 계산한 결과를 표시하 다. 한,각 용액조건에서 NpO2

혹은 NpO2를 함유한 유리고화체에서의 용해에 의한 외국의 실험결과를 표 3.2.15에

나타내었다.

그림 3.2.16.다양한 pH에서 넵투늄의 용해도에 한 본 연구 문헌치와의

결과 비교(본 연구의 측정값과 지화학코드 결과를 각각 와 로 표시함;

는 LSC의 검출한계(5×10-9mol/L)이하를 나타냄).

그림 3.2.16에서 외국의 결과는 탄산농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알칼리 역에서

넵투늄 농도가 1.0×10
-8
mol/L이하의 값을 나타냈으며,용액 탄산이온의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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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M일 때 pH가 증가함에 따라 넵투늄의 용해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은 본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 다.표 3.2.15에서는 탄산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넵투늄의 용해도가 증가하는 상을 나타내었다.

당 과제에서 측정한 Eh=-0.2V와 pH 9.5∼11.1 역에서 넵투늄의 농도는

KURT 용액 탄산이온의 농도가 1.3mM를 감안할 때,표 3.2.15에 나타난 값과

매우 유사한 값으로 평가된다.따라서 탄산이온 농도가 1mM 부근이며,pH가 알칼

리 역에서의 심부 화강암지하수의 경우 넵투늄 산화물로부터 용해된 넵투늄의 농

도는 1×10-7mol/L이하로 상된다.그러나 처분공에 완충재 혹은 콘크리트 구조

물이 존재하면 탄산이온 농도가 증가하여 용해도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용액
Eh

(V)
pH

Np
concentration

(mol/L)
Reference

Glass/bentonite/water

-0.5 9.5 10
-7
∼10

-8
[3.2.14]

-0.4

-0.4

7.71

11.2∼12.9

1.0×10
-8

<5.0×10
-9 [3.2.15]

Cementsuspensions

10∼13 8×10
-9 AEREReort

R-1975

8.5∼12.5 3×10
-9

M.I.Pratopo

0.5M NaClO4

0.5M NaClO4

0.5M NaClO4+2.5mM CO3
2-

0.5M NaClO4+1.0mM CO3
2-

0.5M NaClO4+10mM CO3
2-

-0.17

-0.22

-0.40

-0.40

-0.40

11.1

11.2

9.2

11.2

9.2

3.9×10
-8

1.2×10
-9

2.7×10
-8

9.6×10
-9

7×10
-8

[3.2.8]

표 3.2.15.다양한 용액조건에서 넵투늄 용해도에 한 문헌값들의 비교

용액 주요 용해화학종 계산결과는 Th(IV)와 같이 Np(IV)에서도

Np-hydroxocarbonate의 ternary화학종이 주를 이루었는데,이 화합물의 존재에

해서는 아직 확실히 밝 진 바가 없을뿐더러 그들의 열역학 데이터도 문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OECD/NEA[3.2.4]에서는 이들에 한 열역학데이터의 선정을 미루

었다.그러나 표 3.2.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ternary화학종의 고려없이 지화학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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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산한 결과들이 1×10
-8
mol/L이하로 유사한 조건에서 실측한 값들보다 낮게

나타났다.이는 용액 탄산농도의 향으로 단되며,결국 ternary화학종의 존재

를 간 으로 시사한다.MUGREM 지화학코드를 이용한 넵투늄 용해도의 탄산농

도에 의한 민감도 계산결과에서도 넵투늄 용해도가 탄산농도에 의존한다고 주장하

다[3.2.6].

pH
Eh

(V)

Concentr
ationof
CO3

2-

(mM)

Concentr
ationof
Np

(mol/L)

Dominant
species

Remarks Reference

7∼10 -0.2∼-0.5 2.9 8×10-9 Np(OH)4(aq)
Calculated,
EQ3/6

[3.2.16],

[3.2.17]

6∼12 <-0.2 2.81 3×10-9 Np(OH)4(aq)
Calculated,
EQ3NR [3.2.18]

8 -0.28 8 4×10-9 Np(OH)4(aq) Calculated [3.2.19]

11 -0.46 - 8×10-8 Np(OH)5
- Calculated [3.2.19]

7.66 -0.18 4.72 1×10-10 Np(OH)5
- Calculated,

MINEQL/PSI [3.2.11]

7.8 -0.35 2.0 2×10-9 Np(OH)4(aq)
Calculated,
EQ3/6 [3.2.11]

8.74 -0.28 6.9 2×10-12 Np(OH)4(aq)
Calculated,
EQ3/6 [3.2.11]

6.9 -0.2 3.61 2×10-9 Np(OH)4(aq)
Calculated,
EQ3/6 [3.2.11]

8.2 -0.3 2.0 4×10-9
Np(OH)4(aq)

Np(OH)5
-

Calculated,
PHREEQC [3.2.11]

11∼14 -0.4
∼0and
10

<5×10-9 Np(OH)4(aq) Measured [3.2.15]

9.5 -0.5 -
1×10-8

∼1×10-7
Np(IV) Measured [3.2.14]

9.2 -0.4 2.5 3×10-8 Np(IV) Measured [3.2.8]

9.2 -0.4 10 7×10-8 Np(IV) Measured [3.2.8]

11.2 -0.4 1 1×10-8 Np(IV) Measured [3.2.8]

표 3.2.16.환원조건에서 넵투늄의 용해도에 한 실험값과 지화학코드

결과들과의 문헌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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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메리슘

KURT 지하수에 Am(OH)3침 을 넣고 실험한 결과와 PHREEQC를 이용하여

실험조건에서 계산한 결과를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하여 그림 3.2.17에 나

타내었다.이 그림에서 보듯이 실험으로부터 얻은 측정농도가 Duro등[3.2.20]의 결

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이 그림에서 아메리슘의 용해도가 pH 값이 약 10까

지는 SKB혹은 Nagra/PSI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정성 화합물과 유사하 으

나,pH 11이상에서는 결정성보다 높은 비결정성 화합물 쪽으로 용해도가 이동하

다.PHREEQC를 이용한 계산결과도 외국의 비결정성 화합물에서와 유사한 값을 나

타냈으나,본 실험에서 얻은 값보다 1승수정도 높게 나타났다.따라서 아메리슘의

경우는 비결정성 화합물 기 으로 계산하면 보수 인 용해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라 기 되는데,본 연구의 실험결과 코드 계산결과 그리고 외국 데이터를 고려

할 때 pH 8.1이상의 KURT와 유사한 조성을 갖는 지하수에서 아메리슘의 용해도

를 1×10-6mol/L로 선정하면 다소 보수 인 값에 해당된다고 단된다.

그림 3.2.17.다양한 pH에서 아메리슘의 용해도에 한 본 연구 문헌치와의

결과 비교(본 연구의 측정값과 지화학코드 결과를 각각 와 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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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루토늄

당 실험실에서는 루토늄을 이용하여 얻은 실험결과가 없으므로,단지 우라늄

용해도 실험과 동일한 조건의 KURT 지하수에서 PuO2(am,hyd)가 용해되었다고

가정하고 PHREEQC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하

여 그림 3.2.18에 나타내었다.이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의 계산결과는 외국의 실험

결과와 매우 유사하 으며,Grambow 등[3.2.21]이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 뿐 아니라,Haschke등[3.2.22]의 결과(그림 3.2.19)와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그러나 J-13지하수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그림 3.2.20)[3.2.9]와는 상당한 차

이를 보인다.

그림 3.2.18.다양한 pH에서 넵투늄의 용해도에 한 본 연구

문헌치와의 결과 비교(본 연구의 지화학코드 결과를 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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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낮은 이온강도 용액에서 Pu(OH)4(am)용해 연구로부터 얻은

정상상태에서의 루토늄의 농도변화[3.2.22](pH와 Eh의 향을 각각 solid,

opensymbols로 나타냄).

그림 3.2.20.pH6,7,8.5에서 J-13지하수의 루토늄

용해도에 한 온도의 향[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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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도를 좌우한다고 알려진 Pu(OH)4(am)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KAERI의

열역학데이터[3.2.23]를 사용할 경우 약 1승수만큼 낮은 용해도 값을,SKB의 열역

학데이터[3.2.20]를 사용할 경우 1×10-7mol/L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한,SKB

의 열역학데이터 값의 범 가 무 크므로 어느 값을 취하느냐에 따라 루토늄의

용해도 값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한편,OECD/NEA[3.2.4]와 Nagra/PSI[3.2.5]

에서는 Pu(OH)4(am)의 용해반응에 한 열역학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따라

서 KURT 지하수에서 루토늄의 정확한 용해도를 얻기 해서는 향후 이 화합물

에 한 보다 정확한 열역학 데이터 실제 실험결과가 필요한 실정이다.

주 용해화학종에 한 계산 결과는 MUGREM으로 계산한 화학종과 매우 유사

하 다[3.2.23].

4.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고 방사성폐기물을 심부지하에 처분하 을 경우 지하환경에

서 방사성 핵종들의 거동 측을 하여 새로이 구축한 방사성물질 사용 실험실에

성능이 향상된 러 박스를 설치하 다.이 러 박스 내에서 심부지하환경에서

고 핵종들의 거동을 측하기 해 기화학 방법으로 지하수의 산화/환원

를 조 하여,이들 변화에 따른 악틴족 원소들의 용해도를 측정하 다. 한,이

실험과 동일조건에서 PHREEQC지화학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용해도와 비교하

으며,주 용해화학종을 계산하 다.실험 계산 결과로부터 얻은 악탄족 원소들의

값들을 유사한 조성을 갖는 국내외 문헌 값들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하 다.

l UO2(cr),ThO2(cr),NpO2(cr)를 실험에 사용하 으나,측정된 원소들의 농도가

비결정성 산화물 혹은 수산화물로 계산한 농도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이는

성 이상의 용액에서는 이들의 용해도가 결정성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 것으

로 단된다.

l KURT 지하수 (Eh값이 -0.2V 이하,탄산농도가 1mM 부근인 이온강도가 낮

은 화강암 지하수)조건에서 UO2(cr),ThO2(cr),NpO2(cr)로부터 용해된 우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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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륨,넵투늄의 농도는 1×10
-7
mol/L이하로 나타났으며, 루토늄의 농도는 이

들보다 1∼2승수 낮을 것으로 상된다.그러나 처분공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존재하여 탄산이온 농도가 증가할 경우 pH 8∼11사이에서 4가 악틴족 원소의

농도가 훨씬 증가할 수 있다.

l KURT 지하수에서 아메리슘의 용해도를 1×10-6mol/L로 선정하면 다소 보수

인 값에 해당된다고 단된다.

l Th(IV),Np(IV),Pu(IV)에서 hydroxo-carbonate의 ternary화학종을 고려하지

않고 지화학코드로 계산한 결과들은 1×10
-8
mol/L이하로서 유사한 조건에서 실

측한 값들보다 낮게 나타났다.이는 용액 탄산농도의 향으로 단되며,결국

ternary화학종의 존재를 간 으로 시사한다.그러나 이 화학종의 존재여부

열역학 데이터가 문헌에 따라 매우 다르므로 이에 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l pH가 8이상이며 Eh값이 -0.2V 이하인 KURT 지하수 조건에서 아메리슘은 3

가,토륨,넵투늄, 루토늄은 4가,우라늄은 4가와 6가의 산화수를 가진 화학종

이 주 용해화학종으로 존재하 다.

l Eh가 -0.2∼-0.3V이며 약알칼리 역에서는 탄산화합물 혹은 ternary화학종이

주 용해화학종인 반면, pH =11.4,Eh=-0.4V와 같이 강환원 조건의 강알칼

리 용액에서는 수산화물이 주 화학종으로 계산되었다.

l 루토늄의 정확한 용해도를 얻기 해서는 향후 Pu(OH)4(am)에 한 정확한

열역학 데이터가 필요하며,실제 지하수 조건에서 실측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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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심부처분환경에서 고 핵종들의 수착 특성 규명

1.연구 개요

지하환경에서 방사성핵종은 장기간 동안 제거되지 않고 이동하므로 생태환경

안 성의 측면에서 수용액- 물계면에서 미량 유해물질의 반응은 요하게 다루어

져야 할 부분이다.특히,방사성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핵종은 반감기가 상

당히 길기 때문에 생태계에 노출될 경우 그 향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

다.따라서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방사성폐기물로부

터 안 하게 보호되어야 한다.이를 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있어서 폐기물 자체,

인공방벽 그리고,천연방벽의 3 다 방벽 개념에 의해 방사선의 해로부터 안

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인공방벽은 핵종유출을 막기 하여 폐기물의 주 를 공학

설계로 포장 뒷채움재를 보강한 것이고,이를 근계 역(near-field)이라고 한

다.반면에 천연방벽은 처분장이 치한 지하매질,즉 처분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천연 물을 말하고 이를 원계 역(far-field)라고 한다[3.3.1].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심부 지하 환경,즉 원계 역에서 방사성핵종이 유출될

경우,천연방벽에서 이들 핵종은 모암층 단열의 지하수 흐름에 따라 이동을 하여

지하 환경의 토양층을 거쳐 최종 으로 인간에게 노출될 수 있다.방사성폐기물 처

분장과 핵종 유출에 한 모식도를 그림 3.3.1에 나타내었다.방사성 핵종이 유출되

면,천연방벽에서는 물과 지하수 그리고,방사성 핵종이 상호반응을 하며 생태계

로 이동하는 경로가 되므로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 성 평가 측면에서 천연방벽에서

의 핵종의 반응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정부 주도 하에 고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안 성 평가에 한 연구

를 시작하 다.안 성 평가에 있어서 필수 항목 의 하나는 핵종들의 수착특성을

고려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원계 역(far-field)에서 핵종이동을 측하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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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따라서,원계 역에서의 수착연구는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정성 평가

연구에 있어서 매우 요한 요소이다[3.3.2].

그림 3.3.1.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부터 유출된 방사성핵종의 이동 개념도.

핵종들의 거동을 평가하기 해서 주로 이동모델을 사용하여 지하수에서 핵종

의 이동을 이류와 분산의 물리 과정으로 이해한다. 다수 핵종들의 경우,지하

환경에서의 이동은 착화반응(complexation),침 과 용해,그리고 산화/환원 반응 등

의 화학반응에 많은 향을 받는다.그러나 실제로 부분의 반응 이동모델에서는

오염물질의 이동 지연 상을 평가하기 하여 착화반응이나 수착 상 등을 고려하

지 않은 분배계수를 주로 사용한다[3.3.3,3.3.4].

수착은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안 성 평가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핵종이동의 지

연에 요한 역할을 하므로 유출된 핵종이 생태계에 끼칠 수 있는 해를 감시키

는 역할을 한다.즉,지하매질에서 핵종의 수착은 지하 환경에서 지표권으로 핵종이

이동하는 것에 한 지연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

이다[3.3.2,3.3.5].따라서 물에 한 핵종의 수착 상을 이해하는 것은 방사성폐

기물 처분 안 성 확보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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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착 상의 요성을 인식하여 1997년부터 경제 력개발기구(Organizationfor

EconomicCooperationandDevelopment,OECD)산하 원자력기구(NuclearEnergy

Agency,NEA)의 주최로 수착 로젝트를 수행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장기안

정성 평가에 있어서 수착 상을 보다 잘 이해하기 하여 열역학 수착모델의 이

용 가능성에 한 연구들을 수행하 다.제 1단계는 1997년부터 1998년의 2년간 수

행되었으며,수착모델링을 이용한 자연유사(naturalanalogue)연구에 주로 을

두었다. 한,안정성평가를 하여 타당성 있는 분배계수 선정을 한 열역학 수

착 모델에 한 보고서를 발간하 다[3.3.6].제 2단계는 2000년부터 5년간 수행되어

졌으며,복합 물에 한 열역학 수착모델링에 한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었다

[3.3.7].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열역학 수착모델 련분야의 연구는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처분 안 성 평가에 사용될 입력인자인 암석,즉,한국원자력연

구원 부지 내 건설된 지하연구시설인 KURT에서 채취한 화강암에 한 고 핵종

들의 수착분배계수를 생산하고,열역학 수착모델을 이용하여 고 핵종들의 수

착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고 핵종의 수착분배계수를 생산하기 하여 국내

처분시스템과 유사한 환경이 조성된 KURT에서 세 종류의 화강암을 채취하여 수착

매질로 사용하 다. 한 KURT 심부 지하수를 이용하여 우라늄,토륨,넵투늄,그

리고,아메리슘 등의 고 핵종들에 한 수착 분배계수를 측정하 다.처분시스템

의 지화학 조건 변화에 한 핵종 수착을 평가하기 하여 지하수의 pH와 산화/

환원 변화에 따른 고 핵종들의 수착분배계수를 측정하 다.아울러,핵종과

물의 수착실험은 모든 지화학 조건을 고려한 실험이 실 으로 어렵기 때문에

열역학 수착모델을 이용하여 화강암에 한 핵종의 수착을 평가하고자 하 다.

화강암의 표면의 기 특성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비정 기 모델을 용하여 우

라늄의 수착을 평가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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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URT화강암에 한 고 핵종들의 수착 특성

가.수착

수착(收着,sorption)은 흡착보다 의 인 의미로서 고체의 표면에 어떠한 물질

이 축 되는 과정을 의미하며[3.3.8]표면화학의 기 가 된다.수착에 향을 주는

요인은 pH,수착 되는 물질의 화학 특성,경쟁 이온의 농도와 특성,그리고,수착

부하 등이 있으며,이 요인들에 의해 수착 되는 이온과 수착 (sorptionsite)사이

의 분배가 결정된다.고체의 표면에서 수착이 일어나면 수착은 수용액과 입자상 물

질 사이에서의 어떤 물질의 분배에 향을 주어 궁극 으로 다양한 수용체로 물질

의 이동에 향을 다. 한,수착은 부유입자나 콜로이드입자의 기 특성에

향을 주며,매질 표면의 반응성에 향을 주기도 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부터 유출되어 나온 핵종들의 이동 경로는 주로 지하

수에 의해 결정된다.유출된 핵종들은 암반내의 균열에 존재하는 지하수를 따라 이

동하게 된다.따라서,심부처분환경에서 지하수 흐름을 통한 방사성 핵종들의 이동

을 평가하기 해서는 주변 암반과 균열 내 충 물질에 한 핵종들의 수착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일반 으로 핵종의 수착은 핵종들의 고체매질과 용액사이의 평형 분배를 묘

사하는 상학 는 경험 인 값인 분배계수(distributioncoefficient)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3.3.1)

여기서,Cs(mol/g)와 Cq(mol/cm
3
)는 각각 고체상 용액 상의 핵종농도,그리

고,Kd(cm
3
/g)는 분배계수를 의미한다.고체상에서의 핵종 농도,즉,Cs는 다음과 같

이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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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2)

여기서 C0(mol/cm
3
)는 핵종의 기 농도,V(cm

3
)는 용액의 부피,그리고,M(g)

은 수착매질로 사용된 고체의 무게를 의미한다.Kd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3.3.3)

고체표면에서의 수착반응을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다.

⇌․ (3.3.4)

여기서,SOH는 고체 표면의 수착 ,M은 수용액에 존재하는 이온 M,SOH․

M은 이온 M이 수착된 매질 표면의 작용기를 의미한다.

식(3.3.1)의 Kd는 아래와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
(3.3.5)

여기서,[SOH․M]은 이온 M이 수착 되어 있는 수착 의 농도이고,[M]T는 수

용액에 녹아있는 이온 M의 총 농도를 의미한다.따라서 식(3.3.5)은 다음과 같은 선

형의 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3.3.6)

Kd는 경험 인 변수로서 그 값은 측정되는 특정 조건에서 의미를 가진다.과거

에 다양한 범 의 핵종들에 한 값들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많은 수착연구들이 수

행되어 졌으며[3.3.9∼3.3.12], 개의 경우 표면 측정을 한 분쇄된 암석 등을 이용

한 회분식 수착실험들이 행하여져 왔다[3.3.13]. 한,일련의 Kd자료는 방사성폐기

물 처분안 성 평가뿐만 아니라,오염물질 이동모델 등에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수

착의 요성을 인식하여 원자력을 사용하는 국가( :캐나다,핀란드,독일,스웨덴

등)들은 Kd에 한 D/B를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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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실험방법 재료

1) 지하수 채취 이동

지하수는 DB-1시추공에서 지하 200m 지 의 지하수를 패커시스템으로 채취

하 다.DB-1시추공 지하수는 Eh가 약 -390mV로 환원상태로, 장에서 지하수

채취 용으로 제작한 50L알루미늄 용기에 외부공기와의 을 최소화 한 상태

에서 즉시 장하 다.이 용기는 지하수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하여 내부를

아노다이징 공법으로 코 처리 하 으며,지하수 채취 에 고순도 질소(99.999%)

를 이용하여 10분 이상 flushing하여 질소로 충 된 상태에서 지하수를 채취하

다.표 3.3.1에 수착실험에 사용한 KURT 시추공인 DB-1의 지하수 성상을 나타내

었다.

단열 충 물에 한 넵투늄의 수착실험은 DB-1시추공의 지하 200m 지

에서 채취한 지하수와 YH3-1의 시험공에서 채취한 암반 단열 유동 지하수를 사용

하 다.YH3-1시험공 지하수는 산화상태로 환원상태의 DB-1시추공 지하수와 산

화/환원 변화에 따른 실험결과를 측정하고자 하 다.표 3.3.1에 KURT 시추공

인 DB-1의 지하수 성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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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이 온 농도 (mol/L)

양이온

Na
+

7.2E-04

K
+

9.8E-06

Ca
2+

4.3E-04

Mg
2+

7.1E-05

Sr
2+

7.1E-06

Al3+ 3.6E-07

Ni
2+

2.9E-08

Pb2+ 1.4E-08

Mn
2+

2.6E-06

As(total) 1.5E-08

Fe(total) 1.6E-05

Cu(total) 7.9E-08

U(total) 4.4E-08

음이온

Cl
-

6.2E-05

SO4
2- 7.3E-05

NO3
-

3.7E-06

F- 1.8E-04

HCO3
-

1.3E-03

SiO2 6.9E-04

 기타

pH 8.10

온도 15.4°C

산화/환원  -384mV

기 도도 159μS/cm

용존산소 0.02mg/L

표 3.3.1.KURT시험공 DB-1의 지하수 성상

2) 수착매질

KURT화강암에 한 고 핵종들의 수착 분배계수 측정을 하여 KURT 시

추공 YH1-1,KP1-20,그리고,KP1-32암반코어를 수착 매질로 사용하 다.각 시

추공 시료는 햄머분쇄기로 1차 분쇄한 후 디스크타입 분쇄기로 2차 분쇄하 다.분

쇄된 화강암은 입자 크기별로 체분리 하여 0.15≤ Φ <0.3mm 크기의 화강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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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사용하 다.분쇄화강암에서 철성분의 용출로 인한 철산화물 형성 등을 방지

하기 하여 입자크기별 분리 세척은 건식으로 수행하 다.

단열충 물에 한 고 핵종들의 수착분배계수 측정을 하여 녹니석과

Na-몬트모릴로나이트를 사용하 다.녹니석은 KURT에서 채취한 녹니석 모암을 분

쇄한 후 체거름하여 0.075mm 이하 크기의 녹니석 분말을 사용하 다.KURT에서

채취한 녹니석은 XRD 분석결과 녹니석 외에 일라이트와 펌펠리아이트도 일부 함

유하고 있다(그림 3.3.2).Na-몬트모릴로나이트(SWy-2)는 AmericanMineralogical

Society'sSourceClayDeposit에서 제공된 시료를 사용하 다.녹니석 Na-몬트

모릴로나이트는 분쇄 후 체거름 하여 녹니석과 동일하게 0.075mm 이하 크기의 분

말을 사용하 다.

그림 3.3.2.실험에 사용된 시료의 XRD분석결과.

3) 로 박스(Glovebox)

모든 수착실험은 기조건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2인용 로 박스에서 수행하

다.산소제거장치를 설치하여 로 박스 내부의 산소농도를 10ppm 이하 유지

하 으며,CO2농도는 0.1ppm 이하로 유지하 다. 로 박스 내부의 기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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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9%의 고순도 알곤은 이용하여 알곤 분 기를 유지하 다. 로 박스 외부에

는 실시간 산소분석기를 연결하여 주기 으로 로 박스 내부의 산소 농도를 지속

으로 측정하 다.따라서 로 박스 내부의 기조건 변화에 의한 지하수의 지

화학 조건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단된다.

4) 핵종

수착실험에 사용한 우라늄과 토륨은 시약용으로 제조한 UO(NO3)2․6H2O

Th(NO3)4․5H2O의 형태로 MerckCo.로부터 제공되었다.0.001mol/LHClO4에 용

해된 10-3mol/L의 우라늄 는 토륨 용액을 희석하여 10-4mol/L 10-5mol/L로

조제하여 사용하 다.넵투늄은 시약용으로 제조한 시약이며,NpO2(IPLCo.,USA)

의 형태로 진한 질산용액에 용해된 시약을 사용하 다.5×10
-5
mol/L의 stock

solution으로 조제하여 기 농도가 10
-6
mol/L이 되도록 하여 수착실험을 수행하

다.아메리슘은 시약용으로 제조한 시약이며,AmCl3(IPLCo.,USA)의 형태로 진한

질산용액에 용해된 시약을 사용하 다.50μCi/mL의 stocksolution으로 조제하여

기 농도가 약 2×10
-11
mol/L이 되도록 하여 수착실험을 수행하 다.

5) 수착실험

분쇄화강암에 한 고 핵종들의 수착실험은 pH와 산화/환원 의 의 향

에 하여 회분식으로 수행되었다.모든 수착 실험은 25±2°C에서 수행되었으며,실

험 용액은 18.3MΩ-cm 의 항도를 가진 순수(Milli-Q,Millipore)를 이용하여

제조하 고,AR등 의 시약들을 사용하 다.0.5g의 분쇄 화강암을 15mL의 폴

리 로필 용기에 칭량하여 담았다.KURT 지하수에 이온강도 조 제,Na2S2O4를

당량 첨가하여 기 산화/환원 를 -400∼+200mV의 범 로 조 하 다.수용액

의 pH 산화/환원 는 ThermoScientific사의 Orion5-star멀티미터를 사용하

여 측정하 으며 산화/환원 는 상 값(RmV)으로 기록하 다.분쇄화강암이

담긴 용기에 산화/환원 가 조 된 DB-1지하수를 10mL씩 첨가하 다.이 용

액의 pH는 0.1mol/L 0.01mol/LHClO4 는 NaOH를 용액을 이용하여 조 하

다.pH가 안정화되었을 때 고 핵종의 stocksolution을 일정량 첨가하여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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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농도를 10
-6
∼2×10

-11
mol/L의 범 로 조 하 다. 로 박스 내에서

25±2°C를 유지하며 100rpm 속도로 교반시키며 핵종에 따라 5∼15일간 수착 반응

시켰다.수착반응 후에 용액의 최종 pH를 측정한 후 상등액을 약 5mL를 취하여

0.2μm 기공 크기를 가진 필터를 이용하여 부유물을 제거한 후,여과액은 ICP-MS

로 우라늄 농도를 분석하 다.모든 수착실험은 3번 반복으로 수행하 으며,핵종별

실험조건에 하여 표 3.3.2에 요약하 다.

항목
핵종

우라늄 토륨 넵투늄 아메리슘

기 핵종농도(mol/L) 10
-6
∼10

-7
10
-6
∼10

-7
10
-6

2×10
-11

반응시간(일) 5 5 5 15

KURT화강암
암석코어명 :YH1-1,KP1-20,KP1-32

분쇄입자 크기 :0.15≤ Φ <0.3mm

고체/액체비(g/L) 50

지하수 KURTDB-1시추공 지하수(심도:-200m)

pH pH3.0∼9.0으로 조

Eh -0.38V,+0.2V로 조

실험온도 실온(25±2°C)

기타 로 박스에서 수행

표 3.3.2.핵종별 실험 조건

다.KURT화강암 특성분석

화강암에 해 박편을 제작하여 편 미경 찰 모달분석을 실시하여

물학 특성을 조사하 다.실험에 사용한 화강암의 물학 조성은 편 미경

(Nikon,DPTIPHOT-POL)을 이용하여 모달분석을 수행하 으며,각 시료당 2,500

개소를 찰하 다(표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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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물조성(%)

YH1-1 KP1-20 KP1-32

석 46.96 9.12 33.48

사장석 19.28 26.84 7.68

K-장석 18.24 48.64 38.64

미사장석 0 3.76 15.84

녹니석 14.28 8.64 2.52

흑운모 0.28 2.28 1.12

표 3.3.3.수착실험에 사용한 KURT화강암의 물조성

편 미경을 이용한 모달분석 방법으로 수착매질들의 조성을 분석한 결과,실

험에 사용한 KURT 화강암은 형 인 화강암의 특성을 보여주며,주 구성 물로

는 석 (quartz), 사장석(plagioclase), K-장석(K-felsdpar) 그리고, 미사장석

(microcline)등이 있으며,미량 구성 물로는 녹니석(chlorite),흑운모(biotite),백운

모(muscovite),그리고,스핀(sphene)등이 존재한다(그림 3.3.3).미량구성 물

핵종의 수착 친화도가 상 으로 높은 녹니석의 함량은 YH1-1> KP1-20>

KP1-32의 순으로 찰되었다(그림 3.3.4).

Biotite

Plagioclase

K-feldspa

r

Quartz

Quartz

Chlorite

그림 3.3.3.KURT화강암의 박편사진.



-106-

가)

나)

다)

녹니석

그림 3.3.4.KURT화강암의 편 미경 사진:화강암시료의 녹니석의

분포.가)YH1-1,나)KP1-20,다)K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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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핵종들의 수착 특성

1) 우라늄과 토륨의 수착특성

가) 산화/환원 의 향

기 산화/환원 가 -0.38V일 때,KURT화강암에 한 우라늄의 Kd는 pH

9.30∼9.35에서 17.3∼69.5mL/g의 범 를 나타내었으며,pHavg =9.32±0.03일 때,

Kd의 평균값은 43.7±26.1mL/g이었다.반면에 지하수의 기 산화/환원 분 기가

산화조건(Eh=+0.2V)일 때,Kd는 pH =9.13±0.01에서 18.5∼34.2mL/g의 범 를

나타내었으며,이때의 평균값은 26.6±7.9mL/g이었다.토륨은 지하수의 기 산화/

환원 가 -0.38V 일 때,KURT 화강암에 한 Kd가 pH 9.14∼9.37에서 94.3∼

170.0 mL/g의 범 를 나타내었으며,pHavg = 9.22±0.13 일 때,Kd의 평균값은

130.8±37.9 mL/g 이었다.산화조건(Eh = +0.2 V)일 때,토륨의 Kd는 pH =

9.21±0.04에서 902.5∼1336.1 mL/g의 범 를 나타내었으며, 이때의 평균값은

1439.3±595.2mL/g으로 측정되었다(표 3.3.4).

핵종 기농도
(mol/L)

기 Eh
(V)

매질 최종
pH

Kd
(mL/g)

pH 평균 Kd평균
(mL/g)

우라늄 ∼10-7

-0.38

YH1-1 9.30 69.5

9.32±0.03 43.7±26.1KP1-20 9.35 44.4

KP1-32 9.31 17.3

0.2

YH1-1 9.12 34.2

9.13±0.01 26.6±7.9KP1-20 9.13 27.1

KP1-32 9.13 18.5

토륨 ∼10
-7

-0.38

YH1-1 9.14 170.0

9.22±0.13 130.8±37.9KP1-20 9.37 128.2

KP1-32 9.15 94.3

0.2

YH1-1 9.17 902.5

9.21±0.04 1439.3±595.2KP1-20 9.21 2079.3

KP1-32 9.25 1336.1

표 3.3.4.산화/환원 변화에 따른 KURT화강암에 한 우라늄과 토륨의

수착분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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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종 농도의 향

KURT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한 핵종 농도의 향을 표 3.3.5에 나타내었

다. 기 우라늄 농도가 10-6 mol/L 인 경우,pH 9.09±0.04에서 우라늄의 Kd는

7.1±3.8mL/g이었다. 기 우라늄 농도가 10
-7
mol/L로 감소할 경우,Kd는 pH

9.13±0.01에서 Kd=26.6±7.9mL/g으로 3배 이상 증가하 다.이러한 경향은 우라늄

이 단핵(mononuclear)표면 착물을 형성하는 것을 시사한다[3.3.14].즉,화강암 표

면의 수착 농도가 과량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우라늄 농도가 낮을 경우 우라늄

이 다핵(polynuclear)화학종을 형성한다면 우라늄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우라늄 수

착도 증가해야 할 것이다.그러나,우라늄 농도가 증가 할수록 Kd가 낮아지는 경향

을 보여주므로 단핵 표면 착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단된다.

기농도
(mol/L)

기 Eh
(V)

매질 최종 pH
Kd

(mL/g)
pH 평균

Kd평균
(mL/g)

∼10-6

+0.2

YH1-1 9.04 11.1

9.09±0.04 7.1±3.8KP1-20 9.10 6.7

KP1-32 9.13 3.4

∼10
-7

YH1-1 9.12 34.2

9.13±0.01 26.6±7.9KP1-20 9.13 27.1

KP1-32 9.13 18.5

표 3.3.5.핵종 기농도 변화에 따른 KURT화강암에 한 우라늄의 수착분배계수

2) 넵투늄의 수착특성

가) 산화/환원 의 향

KURT화강암에 한 넵투늄의 Kd는 산화/환원 가 -0.38V 일 때,109.4∼

256.2mL/g의 범 를 나타내었으며 이때의 평균값은 177.1±74.1mL/g이었다.반면

에 산화/환원 가 +0.36V일 때,Kd는 8.4∼22.2mL/g의 범 로 측정되었으며

이때의 평균값은 14.8±6.9mL/g으로 측정되었다.지하수의 기 산화/환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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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V일 때,Kd는 8.4∼22.2mL/g의 범 를 나타냈으며,이때의 평균값은 pH

8.70±0.08일 때 14.8±6.9mL/g으로 측정되었다(표 3.3.6).

기농도
(mol/L)

기 Eh
(V)

매질 최종 pH Kd
(mL/g)

pH 평균 Kd평균
(mL/g)

∼10-6 -0.38

YH1-1 8.56 256.2

8.56±0.04 177.1±74.1KP1-20 8.61 165.6

KP1-32 8.53 109.4

∼10-6 +0.2

YH1-1 8.77 22.2

8.70±0.08 14.8±6.9KP1-20 8.62 13.8

KP1-32 8.71 8.4

표 3.3.6.산화/환원 변화에 따른 KURT화강암에 한 넵투늄의 수착분배계수

나) pH의 향

pH 3.5∼8.5의 범 에서 pH 변화에 따른 KURT 화강암에 한 넵투늄의 수착

향을 측정하 다.pH3.46±0.54에서 넵투늄의 Kd는 32.7±2.2mL/g으로 측정되었으

며,pH 5.69±0.44에서 65.2±4.1 mL/g으로 측정되었다. 한,pH 8.55±0.02에서

KURT 화강암에 한 넵투늄의 수착이 격히 증가하여 수착분배계수는

182.8±103.8mL/g으로 확인되었다.넵투늄의 화강암 수착에 한 pH 향은 pH가

증가함에 따라 Kd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산화/환원 의 향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3.7).

기농도
(mol/L)

기 Eh
(V)

매질 pH
Kd

(mL/g)
pH 평균

Kd평균
(mL/g)

∼10
-6

-0.38

YH1-1 3.84 34.3
3.46±0.54 32.7±2.2

KP1-32 3.07 31.1

YH1-1 5.38 68.1
5.69±0.44 65.2±4.1

KP1-32 6.00 62.3

YH1-1 8.56 256.2
8.55±0.02 182.8±103.8

KP1-32 8.53 109.4

표 3.3.7.pH변화에 따른 KURT화강암에 한 넵투늄의 수착분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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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메리슘의 수착특성

가) 산화/환원 의 향

KURT 지하수 조건에서 KURT　화강암에 한 아메리슘의 Kd는 산화/환원

의 향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 산화/환원 가 약 -0.38V 일 때,

아메리슘의 화강암에 한 Kd는 pH 8.05∼8.25의 범 에서 4.1∼15.2m
3
/kg의 범

로 측정되었으며,이때 평균값은 pH 8.13±0.11에서 11.2±6.2m
3
/kg으로 찰되었다.

기 산화/환원 가 +0.2V 일 때,아메리슘의 화강암에 한 Kd는 pH 8.44∼

8.73에서 3.6∼8.9m3/kg의 범 로 측정되었으며,이때 평균값은 pH 8.59±0.15에서

6.3±2.6m
3
/kg으로 찰되었다.아메리슘은 환원환경에서의 Kd값이 산화환경 보다

2배 정도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3.8).

기농도

(mol/L)

기 Eh

(V)
매질 pH

Kd

(m3/kg)
pH 평균

Kd평균

(m3/kg)

∼2×10
-11

-0.38

YH1-1 8.09 15.2

8.13±0.11 11.2±6.2KP1-20 8.25 4.1

KP1-32 8.05 14.3

∼2×10
-11

+0.2

YH1-1 8.73 8.9

8.59±0.15 6.3±2.6KP1-20 8.60 6.2

KP1-32 8.44 3.6

표 3.3.8.산화/환원 변화에 따른 KURT화강암에 한 아메리슘의 수착분배계수

나) pH의 향

KURT 화강암에 한 아메리슘의 Kd는 pH가 증가함에 따라 격히 증가하다

가 알칼리 역에서 약간 감소하 다.pH 3.04∼3.14에서 아메리슘의 Kd는 32.9×10-3

∼51.3×10-3m3/kg의 범 으며,이때의 평균값은 pH 3.08±0.05에서 39.4±10.3×10-3

m
3
/kg로 측정되었다.그러나,pH 5.79∼6.11범 의 성 역에서 아메리슘의 수착

은 격히 증가하여 5.6∼2.0m
3
/kg이었으며,평균값은 pH 6.07±0.26에서 14.4±7.7



-111-

m
3
/kg로 확인되었다.수용액의 pH 8.13±0.11의 알칼리 역에서는 성 역과 비슷

한 Kd=10.8±5.9m
3/kg을 나타내었다(표 3.3.9).

기농도

(mol/L)

기 Eh

(V)
매질 pH

Kd

(m
3
/kg)

pH 평균
Kd평균

(m
3
/kg)

∼2×10
-11

-0.38

YH1-1 3.14 32.9×10-3
　

3.08±0.05

　

39.4±10.3×10
-3KP1-20 3.05 33.9×10

-3

KP1-32 3.04 51.3×10
-3

YH1-1 6.11 19825.5

6.07±0.26　 14.4±7.7KP1-20 6.30 17833.5

KP1-32 5.79 5640.0

YH1-1 8.09 15226.0

8.13±0.11　 10.8±5.9KP1-20 8.25 4063.1

KP1-32 8.05 13103.8

표 3.3.9.pH변화에 따른 KURT화강암에 한 아메리슘의 수착분배계수

4) 단열충 물에 한 핵종 수착 특성

KURT에서 수행할 장 용질이동실험에 한 기 자료를 생산할 목 으로

KURT 암반 단열 충 물에 한 넵투늄,루비듐,그리고,니 에 한 수착 분배

계수를 측정하 다(표 3.3.10).넵투늄의 기농도가 약 10-6mol/L일 때,DB-1시

추공 지하수(Eh=-0.39V)에서 Na-몬트모릴로나이트에 한 넵투늄의 수착분배계

수는 26.6mL/g(pH8.71)으로 측정되었으며,YH3-1시험공 지하수(Eh=+0.56V)

에서 최종 pH 8.77일 때 수착분배계수는 13.9mL/g으로 측정되었다.Na-몬트모릴

로나이트에 한 수착분배계수 평균값은 pH8.74±0.04에서 20.2±9.0mL/g으로 평가

되었다.환원상태의 DB-1시추공 지하수에서 pH8.93일 때,녹니석에 한 넵투늄

의 수착분배계수는 99.2mL/g인 반면,산화상태의 YH3-1시험공 지하수에서 pH

8.68일 때,22.9mL/g이었으며,녹니석에 한 수착분배계수 평균값은 pH 8.81에서

61.1±53.7mL/g으로 확인되었다.넵투늄의 경우 환원조건에서의 수착분배계수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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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으며 Na-몬트모릴로나이트보다 녹니석에 한 수착분배계수가 높게 나타

났다.

핵종 단열충 물 지하수 pH
Kd

(mL/g)
pH 평균

Kd평균

(mL/g)

넵투늄

Na-몬트모릴로나이트
DB-1 8.71 26.6

8.74±0.04 20.2±9.0
YH3-1 8.77 13.9

녹니석
DB-1 8.93 99.2

8.81±0.18 61.1±53.7
YH3-1 8.68 22.9

루비듐

Na-몬트모릴로나이트
DB-1 8.51 2.3

8.63±0.17 1.7±0.9
YH 8.75 1.1

녹니석
DB-1 8.65 7.9

8.70±0.06 9.9±2.8
YH 8.74 11.8

니

Na-몬트모릴로나이트
DB-1 8.59 <192.20

8.64±0.06 <192.20
YH 8.68 <192.20

녹니석
DB-1 8.7 <192.20

8.73±0.04 <192.20
YH 8.75 <192.20

표 3.3.10.단열충 물에 한 넵투늄과 루비듐의 수착분배계수

루비듐의 기농도가 약 10
-6
mol/L일 때,DB-1지하수에서 Na-몬트모릴로나

이트에 한 넵투늄의 수착분배계수는 pH 8.51에서 2.3mL/g이었으며 YH3-1시험

공 지하수에서 1.1mL/g으로 측정되었다.한편 녹니석에 한 루비듐의 수착분배

계수는 DB-1지하수에서 7.9mL/g(pH 8.65),YH3-1지하수에서 11.8mL/g(pH

8.74)으로 확인되었으며,이때의 평균값은 pH 8.70±0.06에서 9.9±2.8mL/g으로 측정

되었다.루비듐도 넵투늄과 마찬가지로 산화조건보다 환원조건에서 그리고,Na-몬

트모릴로나이트 보다 녹니석에 한 수착분배계수가 높게 나타났다.Na-몬트모릴로

나이트와 녹니석에 한 니 의 수착분배계수는 모든 수용액 조건에서 192.20

mL/g이상으로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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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한 구성 물의 향

KURT 화강암에 한 토륨과 아메리슘의 수착 분배계수는 비교 높게 측정되

어 구성 물의 향을 실험오차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핵종 수착에 한 구성

물의 향을 직 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반면에,수착분배계수가 비교 낮게

평가된 우라늄과 넵투늄에 한 구성 물의 향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다.구성 물

녹니석의 함량변화에 따라 핵종의 수착분배계수도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화강암의 구성 물 녹니석이 핵종 수착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

으로 찰된다[3.3.15]. 한,단열충 물에 한 핵종수착 실험 결과에서도 보듯

이 녹니석이 Na-몬트모릴로나이트와 같은 토 물보다 수착 친화도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3.3.10).따라서,고 핵종의 수착에 하여 KURT 화강암의

구성 물 녹니석의 향이 가장 클 것으로 단된다.

녹니석은 주로 변성암이나 화성암 등의 일차 물에서 기인하거나,각섬석

(hornblende),흑운모(biotite), 는 기타 철-망간 물의 변형된 산물로 생성되기도

하는 (Mg,Fe,Al)6[AlSi3O10](OH)8의 구조식을 갖는 2:1:1구조의 표 인 토 물

이다[3.3.16].수착실험에 사용한 KURT 화강암들의 녹니석 분포는 YH1-1(14.28%)

>KP1-20(8.64%)>KP1-32(2.52%)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3.3).

우라늄의 경우, 기농도가 약 10-6mol/L이고, 기 산화/환원 가 -0.38V

일 때,YH1-1에 한 수착분배계수는 69.5mL/g이다.그러나,녹니석의 함량이 감

소할 수록 수착분배계수도 KP1-20의 경우 44.4mL/g,KP1-32의 경우 17.3mL/g

으로 뚜렷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경향은 기 산화/환원 가

+0.2V일 때도 유사하게 확인되었다(그림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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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KURT화강암의 미량구성 물 구성 변화에 따른 우라늄 수착분배계수.

넵투늄의 경우도 우라늄과 마찬가지로 녹니석의 분포 변화에 따라 Kd가 다르게

나타났다.넵투늄의 기농도가 약 10-6mol/L이고,산화/환원 가 -0.38V일 때,

YH1-1에 한 Kd는 256.2mL/g이다.그러나,녹니석의 함량이 8.64%(KP1-20)

2.52%(KP1-32)로 차 감소함에 따라 넵투늄의 Kd도 각각 165.6mL/g 109.4

mL/g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이러한 경향은 기 산화/환원

가 +0.2V일 때도 유사하게 확인되었다(그림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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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KURT화강암의 미량구성 물 구성 변화에 따른

넵투늄 수착분배계수.

천연복합 물인 화강암의 핵종 수착에 한 녹니석의 향을 평가하고자 화강

암과 녹니석의 함량을 각각 다르게 하여 우라늄 수착에 한 녹니석의 향을 평가

하 다.화강암과 녹니석의 함량을 비표면 의 비로 각각 100:0,80:20,그리고,

70:30으로 혼합하 을 때,혼합 물에 한 우라늄의 Kd를 그림 3.3.7에 나타내었다.

우라늄의 화강암에 한 Kd는 녹니석이 없을 때 pH 5.5까지 증가하다가 pH 7부

근에서 감소하 다.그러나,녹니석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pH 7에서 우라늄 수착이

뚜렷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특히,녹니석이 없을 경우 pH 7.0에서 Kd는 38

mL/g이었으나,화강암과 녹니석의 혼합비가 70:30일 때의 Kd는 158.5mL/g으로

약 4배 증가하 다.이 결과는 녹니석의 우라늄에 한 수착친화도가 화강암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Aksoyoglu는 수착된 우라늄의 일부는 화강암과 강한

결합을 이루기 때문에 화강암의 우라늄 탈착이 비가역 이라는 실험결과를 보고하

다[3.3.17].이는 화강암에 미량 함유되어 있는 녹니석과 같은 토 물들과의 반

응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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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화강암과 녹니석의 혼합물에 한 우라늄의 수착 분배계수.

녹니석의 우라늄 수착이 크게 나타나는 다른 이유로는 녹니석에 함유되어

있는 철 성분에 의한 수착을 가정할 수 있다[3.3.18].녹니석은 일라이트(illite)와 같

은 2:1 토 물에 비하여 비표면 과 양이온교환능이 음에도 불구하고,구리,니

,크롬,비소 등의 양이온들에 한 친화력이 훨씬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3.3.19,

3.3.20].이는 녹니석에는 고 핵종과 친화도가 높은 철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

기 때문에 이들 철 성분이 녹니석의 구조에서 용출되어 철산화물을 형성할 경우,

수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3.3.8에 녹니석의 철산화물 형성에

한 투과 자 미경 사진을 나타내었다.수용액 속에서 녹니석에 함유되어 있는

철 성분이 용출되어 새로운 철 산화물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이들 철

산화물은 고 핵종을 다량 수착하는 것으로 단된다.그림 3.3.9의 녹니석에

한 유로퓸 수착의 EPMA(ElectronProbeMicroAnalyzer)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

듯이 녹니석에 수착된 유로퓸은 부분 녹니석의 철 성분의 분포와 잘 일치한다.

녹니석의 다른 수착 메커니즘으로 미세균열 는 미세공극에 한 확산을 생각

할 수 있다.즉, 기 수착과정에서 우라늄은 녹니석의 표면에 수착되지만,시간이

경과하면서 녹니석의 미세균열이나 미세공극 등의 내부 수착 으로 확산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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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녹니석의 철산화물 형성 투과 자 미경 사진.

그림 3.3.9.녹니석의 유로퓸 수착 EPMA사진.

뜨웰m 

c::::=그 2.0 μm Si K c:::=그 2.0 μm KK 

c::::=그 2.0 μm Fe K 亡그 2.0 μm Eu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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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강암의 핵종 수착에 한 열역학 수착모델 용

가.표면착화반응 모델

표면 착화반응 모델은 정 기 수착 개념을 도입한 기 이 층 모델(electric

doublelayermodel,EDL)로서 매질 표면의 하 특성과 계면에서의 와 하

계를 표 하는 것이 요하다. 기 이 층 모델에서는 수용액과 한 고체 매

질 표면의 양 는 음 하가 수용액 상에서 정 기 를 형성하고,이 정 기

는 수착제로부터 멀어질수록 격히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물 표면의 반

하를 띤 이온들이 매질 표면에 근 하여 있으며,수착제 표면과 동일한 하를

띤 이온들은 매질 표면으로부터 먼 곳에 존재하여 양이온과 음이온의 균형을 이룬

다고 가정한다.따라서 표면 착화반응 모델은 분자수 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배계수나 등온식 보다 용범 가 넓다.

물-용액 계면은 기 이 층의 에서 표 될 수 있으며,이러한 이 층은

선택 으로 수착된 이온들이 할당된 표면층(surfacelayer)과 용액에서 상 이온들

로 구성된 확산층(diffuse layer)으로 되어 있다.확산층에서 이온들의 분포는

Gouy-Chapman방정식에 의해 표 될 수 있다고 가정하며,표면 하와 사이

의 계식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sinh


 (3.3.7)

여기서,σ :표면 하 도(coulombs/m2)

I: 해질 농도(mol/L)

z: 해질의 차

Ψ :표면 (volts)

F:Faraday상수(96,480coulombs/mol)

R:이상기체 상수(8.314J/mol․K)

T: 온도(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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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하는 표면의 결합 (bindingsite)의 수에 의해 제한된다.이 층 이론에

의해 고정된 Coulombic항은 pH의 함수로 표면의 명목 산도 상수(apparent

acidityconstant)에서 연속 인 하를 모델링하기 해 사용된다.이것은 한 양

이온과 음이온의 표면 착화반응을 표 하는 물질수지식에도 포함되어 있다.

Coulombic 는 정 기 항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exp


(3.3.8)

여기서,Δz:표면화학종의 하변화

F:Faraday상수(96,480coulombs/mol)

R:이상기체 상수(8.314J/mol․K)

T: 온도(K)

매질 표면으로부터 떨러진 곳으로 이동한 이온의 활동도(activity)의 변화는

기 일로써 표면 착화반응 모델에서는 지수형식의 Boltzmann 계식을 이용하여

정 기 항을 고려한 활동도의 변화를 설명한다[3.3.22].수착 과정에서 활동도 계

수(activitycoefficient)는 Boltzmann상수항과 동일하다고 본다[3.3.23].


 exp


 (3.3.9)

여기서,Z:이온 M의 하

{MS
Z}:표면에 근 한 하 z를 띤 이온 M의 활동도

{MZ}:표면 하에 향을 받지 않는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 M의 활동도

Ψ :층의 정 기 차(volts)

표면 결합 (SOH)의 protonation과 deprotonation을 고려함으로써 정 기 항

을 표 할 수 있다.

SOH0+H+⇌ SOH2+:protonation (3.3.10)

SOH0⇌ SO-+H+ :deprotonation (3.3.11)

여기서,SOH,SOH2
+
,그리고 SO

-
는 각각 성,양성,그리고 음으로 하 된 표

면의 작용기이다.표면 하에 가변 인 명목 산도상수(apparentacidityconstant;


 ,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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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12)


 

｛｝
(3.3.13)

여기서,[]와 {}는 각각 농도와 활동도를 나타낸다.표면화학종들에 한 활동도

계수들이 같다고 가정하면,질량작용식(massactionequation)에서 표면 결합 의

활동도는 농도로 치할 수 있다.

이온들이 구배(potentialgradient)에 의해 표면으로 이동하기 해서 에

지가 필요하므로 
 와 

 는 일정하지 않고 표면의 하에 의존 이다.이론

인 표면반응의 총 자유에 지의 변화(
 )는 표면 하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유

화학 작용의 항(
 )과 하의 변화에 따른 가변 인 기 항(

 )으로 구

성된다.


 

 


(3.3.14)


 는 기 일에 한 항으로 Morel은 다음과 같은 이론 표 을 유도하

다[3.3.23].


  (3.3.15)


 과 Δ는 다음과 같이 표 되므로,


 ln (3.3.16)

따라서,식(3.3.14)는 다음과 같이 다시 쓰일 수 있다.


exp


 (3.3.17)

여기서,Kint는 표면 하에 독립 인 고유평형상수(intrinsicequilibrium constant)

이다.표면에서의 protonation과 deprotonation의 Kint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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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







 (3.3.18)


 

 exp




｛｝



 (3.3.19)

동일한 방법으로 2+ 하를 띤 양이온 M
2+
가 표면에 수착 되었을 때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SOH0+Ms
2+
⇌ SO-M

+
+Hs

+
(complexation,

 

) (3.3.20)

여기서,SOH0는 하를 띠지 않는 표면 수착 을 의미한다. 반응식에서 평

형상수는 일반 으로 수착(sorption) 는 결합(binding)상수라 한다.음이온의 수

착도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용될 수 있다.Boltzmannfactor항을 치환하면,


 
　 　｛｝

　․｛｝



 (3.3.21)

표면 착화반응 모델은 일반 으로 표면의 기 특성에 한 가정에 따라서

표 으로 일정용량 모델,확산 이 층 모델,그리고,삼 층 모델의 세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일정용량 모델과 확산 이 층 모델은 물-물 계면에서 단일층이 존

재한다고 가정하며 삼 층 모델은 3개의 층으로 가정한다.그러나,이 세 가지 모델

은 모두 속이온과 물표면의 착화물 형성 반응은 속이온의 수용액 에서의

착화물 형성 반응과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그 외에 표면의 기 특성을

배제한 비정 기 모델 등이 있다.표 3.3.11에는 일정용량 모델,확산 이 층 모

델,그리고,삼 층 모델에서의 표면 반응과 모델 입력 인자들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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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M CCM TLM

Protolysis

Reaction

SOH+H
+
⇌ SOH2

+
K
+

SOH⇌ SO
-
+H

+
K
- SameasDLM SameasDLM

Surface

Complexation

Reactions

SOH+Me
2+
⇌ SOMe

+
+H

+
KMe

SOH+L
-
⇌ SL+OH

-
KL

SameasDLM SameasDLM

Ion-pair

complexes
NotAllowed NotAllowed

SOH+Cat
+
⇌ SO

-
-Cat

+
+H

+
KCat

SOH+An-+H+⇌ SOH2
+-An- KAn

Charge-potential

relationship

-σo=σd=-0.1174sinh(zFψd/2RT)

ψo=ψd
σo=Fψo

σd=-0.1174sinh(zFψd/2RT)

σo=C1(ψo-ψβ)

σo+σβ =C2(ψβ -ψd)=-σd

Adjustable

modelparameters
K+,K-,Ns K+,K-,Ns,C1 K+,K-,Ns,Kcat,KAn,C1,C2

여기서,K+,K-:surfaceprotonationanddeprotonationconstant

C1,C2:capacitanceofinner-andouter-layercapacitanceofmineralsurface

Ns :surfacesitedensity(sites/nm2)

표 3.3.11.표면 착화반응과 모델 입력 인자[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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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용량 모델(Constantcapacitancemodel)

일정용량 모델은 1)모든 표면 착화물들은 inner-sphere착화물을 형성하고,2)

바탕 해질의 이온들은 매질 표면에서 착화물을 형성하지 않으며,3)매질 표면은

하를 띤 한 개의 층(o-plane)이 존재하며,o-plane의 표면 하에 의하여 모든 이

온들이 수착 된다고 가정한다.일정용량 모델은 용액의 이온강도가 높거나,표면

가 낮은 조건에 용되는 확산 이 층 모델의 특별한 경우로 간주된다[3.3.24].일

정용량 모델에서 체 표면 하(σ)는 표면 (ψ)에 비례하게 되어 표면 하의

계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3.3.22)

여기서,C는 표면의 하용량이다.

일정용량 모델은 이온강도에 상당히 의존 인 경향이 있으며,확산 이 층 모델

에 비하여 입력 인자가 하나 이상 더 필요하다.일정용량 모델의 하와 의 상

계를 그림 3.3.10에 나타내었다.

그림 3.3.10.일정용량 모델의 고체-수용액 계면의 구조 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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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산 이 층 모델(Diffusedoublelayermodel)

확산 이 층 모델에서 물표면 o-plane의 (Ψo)는 확산층인 d-plane의

(Ψd)와 동일하다(Ψo =Ψd).즉,일정용량 모델과 확산 이 층 모델은 물 표면의

하(σo)는 반 하를 띤 확산층의 하(σd)와 균형을 이루며,o-plane에서 이온이

수착 된다고 가정한다.따라서,일정용량 모델과 확산 이 층 모델에서 수착된 이온

은 물 표면의 하(σo)를 결정한다.확산 이 층 모델에서는 1)모든 표면 착화물

들은 inner-sphere착화물을 형성하고,2)바탕 해질의 이온들은 표면 착화물을 형

성하지 않으며,3)고체 표면에 하를 띤 두 개의 층이 있다고 가정한다.

o-plane과 d-plane에서의 하 도에 한 표 즉,σo와 σd에 한 계는 다

음과 같이 주어진다.

  (3.3.23)

따라서,식(3.3.23)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sinh


 (3.3.24)

확산 이 층 모델은 이온강도(I)가 0.1mol/L이하인 경우에 용 가능하다.이

모델의 장 은 단순하여 모델에 필요한 데이터가 어지므로 모델 결과의 불확실도

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확산 이 층 모델의 하와 의 상 계를 그림

3.3.1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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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확산이 층 모델의 고체-수용액 계면의 구조 하 상 계.

3) 삼 층 모델(Tripplelayermodel)

산화물-수용액에 한 삼 층 모델은 Davis등[3.3.25]에 의해서 개발되었으며,

inner- 는 outer-sphere착화반응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다[3.3.26,3.3.27].

삼 층 모델에서는 1)수소이온과 수산기 이온은 매질 표면 inner-sphere착화물을

형성하고,2)이온의 흡착은 inner-sphere 는 outer-sphere착화물을 형성하며,3)

바탕 해질의 이온들은 outer-sphere착화물을 형성하고,4)매질표면은 세 개의

하를 띤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따라서,매질 표면의 각 층은 고유의

하와 를 띠게 된다.삼 층 모델에서 매질 표면 각 층의 표면 하(σ),정 용량

(C),그리고,표면 (ψ)의 계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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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σo,σβ,σd는 각각 o-,β-,d-plane의 하를 의미하고,C1,C2는 각각

o-,β-plane과 β-,d-plane사이에서의 하용량을 의미하며,ψo,ψβ,ψd는 각각 o-,

β-,d-plane에서의 를 의미한다.삼 층 모델의 표면 하 특성에 한 모식도

를 그림 3.3.12에 나타내었다.삼 층 모델에서 수착은 강한 화학결합과 정 기

인력에 의한 결합으로 나 어 설명하기 때문에 일정용량 모델이나 확산 이 층 모

델 보다 용성이 넓은 장 이 있는 반면,계산해야 할 변수가 증가하므로 불확실

도가 커지는 단 이 있다.

그림 3.3.12.삼 층 모델의 고체-수용액 계면의 구조 하 상 계.

4) 비정 기 모델(Non-electrostatic surface complexation

model)

정 기 항을 고려하는 표면 착화반응 모델들은 표면의 하특성을 고려하기

하여 어도 하나 이상의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그러나,언 한 세 가지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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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착화반응 모델과는 다르게 비정 기 모델은 표면의 하는 표면에서의 착화반

응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한다[3.3.28].이러한 단순성 때문에 표면의 하특

성을 고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정 기 모델은 최근 들어 많은 연구가 수행

되고 있다[3.3.29,3.3.30].특히,이 모델은 표면의 기 특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복합 물의 수착특성을 해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3.3.31].

나.실험방법 재료

1) 수착실험

분쇄화강암에 한 우라늄의 수착실험을 pH와 탄산염 농도의 함수로 회분식으

로 수행하 다.모든 수착 실험은 25±2°C에서 수행되었다.실험 용액은 18.3MΩ

-cm 의 항도를 가진 순수(Milli-Q,Millipore)를 이용하여 제조하 고,AR등

의 시약들을 사용하 다.수용액의 이온강도를 하게 유지하기 하여 당한

농도의 NaClO4용액을 기본 해액으로 사용하 다.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한 이온강도의 향을 찰하기 하여 1g의 분쇄

화강암을 30mL의 폴리 로필 용기에 넣고 여기에 0.01mol/LNaClO4용액 20

mL를 첨가하 다.이 용액의 pH는 0.1mol/L 0.01mol/LHClO4 는 NaOH를

용액을 이용하여 조 하 다.pH가 안정화되었을 때 0.001mol/LUO2(NO3)2․6H2O

를 20µL첨가하여 기 우라늄의 농도를 10-6mol/L로 만들었다.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한 탄산염 농도의 향을 찰하기 하여 1g의 분

쇄 화강암을 30mL의 폴리 로필 용기에 넣고 여기에 바탕 해질로 0.01mol/L

NaClO4 용액 20mL를 첨가하 다.이 용액의 pH는 1.0mol/L 0.01mol/L

HClO4 는 NaOH를 용액을 이용하여 원하는 pH로 조 하 으며,pH가 안정화되

었을 때 0.001mol/L UO2(NO3)2․6H2O를 20µL를 가하여 기 우라늄의 농도를

10
-6
mol/L로 조제하 다.NaHCO3(Sigma-Aldrich,Co.)를 이용하여 수용액의 탄산

염 농도를 0.0001,0.001, 는 0.01mol/L이 되도록 조 하 다.탄산염 농도를 일정

하게 유지하기 하여 모든 실험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1ppm 이하로 유지되는

러 박스에서 수행하 다.우라늄은 UO2(NO3)2․6H2O(Merck)의 형태의 시료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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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고,우라늄의 농도는 ICP-MS(varian,Ultramass700)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2) 분쇄화강암

실험에 사용된 화강암은 덕정화강암이며 화강암 모암을 분쇄하고 체거름하여

입자 직경이 0.15mm 보다 크고 0.3mm 보다 작은 입자들만 분리하여 비하 다.

화강암 입자들은 실험 에 증류수를 이용하여 반복하여 세정하고,체거름하여 습

식으로 다시 분리하여 사용하 다.

직경이 0.15mm < Φ < 0.3mm 인 분쇄된 화강암 입자들의 비표면 은

QuantachromeAutosorbAutomatedGasSorptionSystem(QuantachromeCo.)을

이용하여 BET 방법으로 측정하 다.화강암의 비표면 이 매우 작으므로 일반 으

로 많이 사용하는 질소 가스 신에 크립톤(Kr)가스를 이용하 으며,분쇄 화강암

의 비표면 은 약 0.0846m
2
/g으로 측정되었다.

실험에 사용한 화강암의 박편시료를 제작하여 편 미경 찰 모달분석을

실시하여 물학 특성과 물조성을 규명하 다.표 3.3.12에 모달분석에 의한 화

강암의 물조성 결과를 나타내었다.분석 결과 실험에 사용된 화강암 모암은 조립

질 화강암의 형 인 특성을 보여주며 주구성 물로는 석 (quartz),사장석

(plagioclase),K-장석(K-feldspar),흑운모(biotite)가 있고,부구성 물로 각섬석

(hornblende)과 스핀(sphene)등이 존재한다.구성 물들은 비교 신선한 물 입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간혹 견운모로 심하게 변질된 장석 물 입자들이 찰되

기도 한다(그림 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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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조성(%)

석 (Quartz) 44.2

장석(Plagioclase) 25.4

K장석(K-feldspar) 11.5

흑운모(Biotite) 14.7

각섬석(Hornblende) 2.1

스핀(Sphene) 0.8

기 타 1.3

합 계 100

표 3.3.12.분쇄화강암의 물학 조성(%)

그림 3.3.13.화강암 박편의 편 미경 사진.(×115,Bt:biotite,Pl:

plagioclase,Sp:sphene,Qz:quartz,M:micro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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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용액 상에서 우라늄의 화학반응과 화학종

1) 열역학 반응 반응상수

우라늄은 퇴 암에서 2.2∼15μg/g의 농도범 로 분포하며,평균 1.2∼1.3μg/g

의 농도로 존재한다[3.3.32,3.3.33].우라늄은 4+,5+,6+3가지 형태의 산화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5+산화상태의 우라늄은 간생성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계

에서 우라늄의 거동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요하다.특히 지표 는 지하수상에서

산화된 우라늄은 주로 6+의 형태의 우라닐이온(UO2
2+)이나 착화물의 형태로 이동하

며[3.3.34],탄산 착화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6+산화상태의 우라늄의 화학 특성에

한 이해를 함으로써 지하수 환경에서 우라늄의 수착특성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 말부터 우라늄의 다양한 조건에 한 수용액상의 화학반응에 하여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으며,우라늄의 화학종 형성에 한 연구결과가 Hostetler와

Garrels에 의해 발표되었다[3.3.35].충분한 열역학 자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여

이 연구결과는 우라늄이 두 개 는 세 개의 탄산염과 결합하여 상당히 안정한 화

합물을 형성하여 이동한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1978년에 Langmuir는 우라늄의 수

용액상의 화학반응이 지하수나 지표수 등에 매우 요한 요소임을 강조하 다

[3.3.32].1980년 말에 OECD/NEA의 주도 하에 500여 개 이상의 연구논문 등을

평가하여 재 다 지고 있는 우라늄의 열역학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 다[3.3.36].

OECD/NEA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에[3.3.37∼3.3.39]의하여 물의 우라늄 수착

에 한 열역학 상수에 목할 만한 진 이 있었으며,이러한 열역학 인 진보는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우라늄 수착을 측하는 모델링의 진보를 가져왔다.

우라늄의 수착을 이해하고 열역학 모델을 용하기 하여 리 사용되고 있

는 OECD/NEA에서 수집한 우라늄 열역학 자료들을 사용하 다.우라늄의 화학종

수용액상에서의 반응과 그에 따른 형성상수(Formation constants)를 표 3.3.13과

3.2.1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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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s logK (I=0)

UO2
2+
+H2O– H

+
⇌ UO2(OH)

+
-5.25

a)

UO2
2+
+2H2O– 2H

+
⇌ UO2(OH)2(aq) -12.15

a)

UO2
2+
+3H2O– 3H

+
⇌ UO2(OH)3

-
-20.25

a)

UO2
2+
+4H2O– 4H

+
⇌ UO2(OH)4

2-
-32.40

a)

2UO2
2+
+H2O– H

+
⇌ (UO2)2(OH)

3+
-2.70

b)

2UO2
2+
+2H2O– 2H

+
⇌ (UO2)2(OH)2

2+
-5.62

b)

3UO2
2+
+4H2O– 4H

+
⇌ (UO2)3(OH)4

2+
-11.90

b)

3UO2
2+
+5H2O– 5H

+
⇌ (UO2)3(OH)5

+
-15.55

b)

3UO2
2+
+7H2O– 7H

+
⇌ (UO2)3(OH)7

-
-32.20

a)

4UO2
2+
+7H2O– 7H

+
⇌ (UO2)4(OH)7

+
-21.90

b)

UO2
2+
+CO3

2-
⇌ UO2CO3

0
(aq) 9.94

a)

UO2
2+
+2CO3

2-
⇌ UO2(CO3)2

2-
16.61

a)

UO2
2+
+3CO3

2-
⇌ UO2(CO3)3

4-
21.84

a)

3UO2
2+
+6CO3

2-
⇌ UO2(CO3)6

6-
54.00

a)

2UO2
2+
+CO3

2-
+3H2O-3H

+
⇌ (UO2)2(CO3)(OH)3

-
-0.86

b)

3UO2
2+
+CO3

2-
+3H2O-3H

+
⇌ (UO2)3(CO3)(OH)3

+
0.65

a)

11UO2
2+
+6CO3

2-
+12H2O-12H

+
⇌ (UO2)11(CO3)6(OH)12

2-
36.40

b)

a)Guillaumont등 (2003)[3.3.38],b)Grenthe등 (1992)[3.3.36]

표 3.3.13.수용액상에서 우라늄 화학종의 형성상수

Reactions logK (I=0)

UO2
2+
+H2O– 2H

+
⇌ UO3(am)(gummite) -10.41

a)

UO2
2+
+3U

4+
+7H2O(l)– 14H

+
⇌ U4O7(c) 12.6

a)

UO2
2+
+3H2O– 2H

+
⇌ UO3·2H2O(schoepite) -5.37

b)

UO2
2+
+H2O– H

+
⇌ UO2(OH)(s) -5.00

a)

UO2
2+
+2H2O– 2H

+
⇌ UO2(OH)2(s) -4.94

a)

UO2
2+
+CO3

2-
⇌ UO2CO3(c) 14.47

c)

UO2
2+
+2NO3+3H2O(l)⇌ UO2(NO3)2·3H2O(c) -3.73

a)

UO2
2+
+2NO3+6H2O(l)⇌ UO2(NO3)2·6H2O(c) -2.24

a)

UO2
2+
+3Na

+
+2H2O(l)– 4H

+
⇌ Na3UO4(c) -56.27

a)

UO2
2+
+Na

+
+H2O(l)– 2H

+
⇌ NaUO3(c) -8.34

a)

UO2
2+
+2Na

+
+2H2O(l)– 4H

+
⇌ Na2UO4(c) -30.03

a)

2UO2
2+
+2Na

+
+3H2O(l)– 6H

+
⇌ Na2U2O7(c) -22.6

a)

2UO2
2+
+2Na

+
+6H2O(l)– 6H

+
⇌ Na2U2O7·3H2O(c) 26.94

c)

UO2
2+
+4Na

+
+3CO3

2-
⇌ Na4UO2(CO3)3(c) 26.94

a)

a)Bond등(1997)[3.3.40],b)Dpeiaz와 Grambow (1998)[3.3.41],c)Grenthe등 (1992)[3.3.36]

표 3.3.14.우라늄(VI)의 고체화학종의 형성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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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종 계산 분포

수용액- 물 계면에서 우라늄의 이동성은 물에 한 우라늄의 수착경향이나

침 물의 형성 등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지화학 인 조건에 따라서 우라늄은 수

착이 되지 않는 강한 화학종을 형성하기도 하는데,그럴 경우 우라늄의 이동성이

증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를 들면,강한 알칼리 조건에서 우라늄은 우라닐 탄산

착화물을 형성하여 물에 한 수착이 매우 약한 경향을 나타낸다[3.3.42].

우라늄은 다른 악티늄 계열 원소 는 이 속 원소와 마찬가지로 수용액상에

서 pH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이온 는 침 물의 형태로 존재 하며,분포하는 화학

종의 형태에 따라 매질에 수착 되는 경향도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표 3.3.13과

3.2.14에 나타낸 우라늄의 반응 열역학 자료를 토 로 환경시스템에 한 지화

학 평가 모델 로그램인 MINTEQA2[3.3.43]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총 우

라늄 농도가 10
-5
mol/L 10

-6
mol/L 일 때,그리고,탄산염 농도가 기조건

(PCO2=10
-3.5atm),0.0001mol/L,0.001mol/L,그리고,0.01mol/L일 때,25°C,I

=0.01mol/L조건에서 pH 변화에 따른 우라늄 화학종의 분포를 구하 다.우라늄

농도 탄산염 농도 변화에 따른 우라늄 화학종 분포를 그림 3.3.14∼3.3.19에 나타

내었다.그림 3.3.14와 3.3.16에는 탄산염이 없을 경우,우라늄의 농도가 각각 10
-5
,

10
-6
mol/L일 때,우라늄의 화학종 분포를 나타내었다.우라늄은 농도가 높을 경우,

(UO2)3(OH)5
+,(UO2)3(OH)7

-등의 다핵 우라늄 화학종을 형성하지만,우라늄 농도가

10-6 mol/L로 감소하면 UO2OH
+와 UO2(OH)3

- 등의 단핵 화학종의 분포가 증가한

다.

우라늄은 부분의 경우 자연계에서 용존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탄산착화물을

형성한다.지하환경에서 우라늄은 강한 탄산 착화물을 형성하여 물과의 반응성을

감소시켜 지하수를 통한 이동성을 증 시키므로 우라늄 탄산 착화물은 우라늄과

물간의 반응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특히,Hsi등은 산화철 물과 수용액에서

의 우라늄의 분배에 탄산염이 결정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 다[3.3.44].그

림 3.3.14에 나타내었듯이 우라늄은 이산화탄소의 향을 받지 않을 때,pH 5이하

의 산성조건의 수용액상에는 주로 UO2
2+
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pH 6∼8의 성 역

에서는 UO2
2+의 분포는 감소하고 UO2OH

+,(UO2)3(OH)5
+,UO2(OH)2등의 우라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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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이 형성되며,pH 8 이상의 염기성 역에서 우라늄은 주로 (UO2)3(OH)7
-
,

UO2(OH)3
-의 형태로 존재한다.반면 그림 3.3.15에서 보여주듯이 [U(VI)]=10-5

mol/L,25°C,I=0.01mol/LNaClO4의 조건에 이산화탄소가 일반 으로 기 에

존재하는 분압인 10
-3.5
atm으로 존재할 경우,수용액상의 우라늄 화학종 분포는 확

연한 차이를 보인다.pH 5이하의 산성 역에서 우라늄은 이산화탄소의 향이 없

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UO2
2+의 형태로 존재한다.그러나 우라늄은 탄산염과 강하게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3.3.45]pH 6∼8의 성 역에서 UO2OH
+의

수화물 외에 (UO2)2(CO3)(OH)3
-
의 우라닐 탄산 화학종의 형태로 존재한다.pH8이

상의 염기성 조건에서 우라늄은 UO2(CO3)3
4-
의 형태로 존재하며 수산화물 형태의

우라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특히,그림 3.3.16∼3.3.19에 나타내었듯이,

우라늄은 탄산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수착친화도가 낮은 UO2(CO3)(aq),

UO2(CO3)2
2-,그리고,UO2(CO3)3

4-등의 우라늄-탄산염 착화물을 형성하여 우라늄의

수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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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pH에 따른 수용액상의 우라늄(VI)화학종([U(VI)]tot=10
-5
mol/L,

[CO3
2-
]=0mol/L,I=0.01mol/L).



-134-

1.0E-08

1.0E-07

1.0E-06

1.0E-05

1.0E-04

3 4 5 6 7 8 9 10

pH

C
on

ce
n

tr
a
ti

o
n

 o
f 

U
(V

I)
 (

m
o
l/
L

)
UO2

2+

UO2OH+

UO2(OH)2 (aq)

(UO2)2(OH)2
2+

(UO2)3(OH)5
+

UO2CO3 (aq)

(UO2)2(CO3)(OH)3
-

UO2(CO3)2
2-

UO2(CO3)3
4-

(UO2)4(OH)7
+

그림 3.3.15.pH에 따른 수용액상의 우라늄(VI)화학종([U(VI)]tot=10
-5mol/L,

CO2=10
-3.5atm.I=0.01m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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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pH에 따른 수용액상의 우라늄(VI)화학종([U(VI)]tot=10
-6mol/L,

[CO3
2-]=0mol/L,I=0.01m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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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7.pH에 따른 수용액상의 우라늄(VI)화학종([U(VI)]tot=10
-6
mol/L,

[CO3
2-
]=0.0001mol/LNaHCO3,I=0.01m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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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pH에 따른 수용액상의 우라늄(VI)화학종([U(VI)]tot=10
-6mol/L,[CO3

2-]

=0.001mol/LNaHCO3,I=0.01m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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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pH에 따른 수용액상의 우라늄(VI)화학종([U(VI)]tot=10
-6
mol/L,

[CO3
2-
]=0.01mol/LNaHCO3,I=0.01mol/L).

라.복합 물에 한 열역학 수착모델의 용 해석

1) 회분식 수착실험 결과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한 탄산염의 향을 평가하기 하여 NaHCO3의 농

도를 0.0001,0.001그리고,0.01mol/L의 농도로 변화시키며 수착실험을 수행하 으

며,그 결과를 그림 3.3.20에 나타내었다.탄산염이 존재하지 않을 때 화강암의 우라

늄 수착은 pH 6.59에서 약 90% 이상이었으며,이때의 Kd는 216mL/g로 나타났다.

그러나,수용액의 탄산염 농도가 증가할수록 수착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pH가 낮아

지고 수착되는 양도 히 감소하여 탄산염의 농도가 0.01mol/L일 때,pH 5.83

에서 수착량은 75%(Kd=54mL/g)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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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0.탄산염 농도변화에 따른 분쇄화강암의 우라늄 수착([U(VI)]tot=

10
-6
mol/L,I=0.01mol/L).

우라늄 농도가 10-6mol/L이고 탄산염이 없을 때 에 나타내었듯이,우라늄은 주

로 우라닐이온(UO2
2+
)이나 수산화 우라닐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은

화강암 표면 작용기와 쉽게 반응하여 탄산염의 향이 있을 경우보다 수착이 잘 되

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그림 3.3.16).반면에 탄산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우라닐

탄산 착화물 형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화학종 분포 계산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3.3.17∼3.3.19에서 보여주듯이,탄산염이 증가할수록 UO2OH
+,(UO2)3(OH)5

+,

UO2(OH)2(aq),그리고,UO2(OH)3
-
등과 같은 수산화 우라닐 이온은 큰 폭으로 감소

한다.반면에 수용액의 탄산염 농도가 증가할수록 UO2CO3와 UO2(CO3)2
2-
,그리고,

UO2(CO3)3
4- 등의 우라닐 탄산 착화물이 차 증가하여,탄산염 농도가 0.01mol/L

일 때,수산화 우라닐 이온의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된다.따라서,pH 6이상의 알칼

리 역에서 수착이 낮게 평가되는 것은 물에 한 수착친화도가 낮은 우라닐 탄

산 착화물의 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한 pH 6이상의 높은 pH 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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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우라늄이 수착된 것은 우라닐 탄산 이온이 수착친화도가 낮지만,일부는 물

-우라늄-탄산염의 3성분 착화물의 형성에 의해 물과 우라늄이 반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3.46,3.3.47].

2) 비정 기 모델 표면 화학종

일반 으로 핵종의 수착을 평가하기 한 표면 착화반응 모델은 매질 표면의

하에 의한 정 기 항을 고려한 정 기 확산 이 층 모델을 주로 사용하여 왔

다.정 기 이 층 모델은 매질의 표면 산도상수 등의 매질의 표면 특성에 련

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단일 물들은 그 기 특성이 비교 잘 알려져 있

으므로 일반 으로 확산 이 층 모델을 용하여 우라늄의 수착을 해석한다.

그러나 복잡한 조성을 지닌 복합 물은 표면의 하특성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

므로 정 기 모델을 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따라서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특

성을 이해하기 하여 정 기 항을 배제한 비정 기 (non-electrostatic)표면 착

화반응 모델을 용하 다.표면의 하특성을 설명하기 하여 하나 는 그 이상

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 기 모델과는 달리 비정 기 모델은 표면의 하특

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3.3.29]표면 특성이 잘 알려진 표면에 합하지 않으나,조

성이 복잡하고 표면 특성 분석이 어려운 복합 물의 경우에 유용한 방법이다

[3.3.31].따라서 다른 표면 착화반응 모델과는 달리 비정 기 모델은 표면의 하

는 표면 착화반응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므로[3.3.28]복잡한 조성을 가진

천연 복합 물의 하나인 화강암의 수착해석에 비정 기 모델을 용하 다.

수착평가 모델을 단순화하기 하여 용한 비정 기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

은 사항을 고려하 다.첫째,표면 수착 농도는 Davis와 Kent[3.3.14]가 제안한

3.84µmol/m
2
을 용하 다.둘째,연속화학추출법을 이용한 화강암 구성 물의 수

착기여도 평가 결과에서 보여주듯이[3.3.13],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은 일부 구성 물

의 수착기여도가 큰 을 감안하여 표면 수착 은 강한 결합을 하는 수착 과 약한

결합을 하는 수착 의 두 종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 다.셋째로 모델 모사를 단순

화하기 하여 화강암 표면의 반응은 3개 는 그 이하의 화학종이 반응하는 것으

로 가정하 다.넷째,Sener[3.3.48] Ishido와 Matsushima[3.3.49]에 의하면 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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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제타 는 pH 역에서 (-)를 나타내므로,양으로 하 된 화강암 표면 작

용기(SOH2
+)와 우라늄과의 반응은 고려하지 않았다.

Bargar 등[3.3.46]의 XAS와 FTIR 연구결과와 Ulrich 등[3.3.50]의

EXAFs(ExtendedX-rayAbsorptionFine-StructureSpectroscopy)연구결과에 의

하면 우라늄은 탄산염이 있을 때 < 물 표면 작용기-우라늄-탄산염>의 3성분 착

화물을 형성한다.탄산염과 철석을 이용한 실험에서 다핵 우라늄 표면 화학종이

형성되는 것을 찰하 으나,이는 pH 8.0∼8.5의 좁은 구간에서 우라늄의 수착이

높게 나타났을 때에 국한된 것이므로[3.3.46]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은 비교 많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핵 우라늄 화학종 형성은 고려하지 않았다.따라서,화강

암 표면과 반응하는 우라늄의 화학종은 UO2
2+
,UO2OH

+
,UO2CO3

0
(aq),그리고,

UO2(CO3)2
3-
의 4가지로 가정하 다.표 3.3.15에는 화강암 표면에 한 우라늄의 착

화반응에 하여 나타내었다.

순번 표 면 반 응

1 SOH+UO2
2+
⇌ SOUO2

+
+H

+

2 SOH+UO2
2+
+H2O⇌ SOUO2OH+2H

+

3 SOH+UO2
2+
+CO3

2-
⇌ SOUO2CO3

-
+H

+

4 SOH+UO2
2+
+2CO3

2-
⇌ SOUO2(CO3)2

3-
+H

+

*여기서,SOH는 우라늄과 반응하는 분쇄화강암의 표면 작용기를 의미한다.

표 3.3.15.비정 기 표면 착화반응 모델에 고려한 우라늄의 표면반응

3) 비정 기 모델의 용

두 자리 수착 을 가정하여 비정 기 모델을 용하는 것은 계산해야 할 변

수가 증가하여 불확실도가 증가하게 된다.그러므로,한 자리 수착 을 가정하여 표

3.2.15에 언 한 화강암에 한 우라늄의 반응 에서 최 의 우라늄 표면 반응 조

합을 구하여 두 자리 수착 비정 기 모델의 우라늄 표면반응으로 고려하 다.

한 자리 수착 비정 기 모델에서는 SOUO2
+
와 SOUO2CO3

-
의 두가지 표면 화학

종을 가정하 을 때 실험결과와 모델 모사결과가 가장 잘 일치하 다.그림 3.3.19

의 우라늄 화학종 분포는 pH 4.5∼6.0의 역에서 UO2CO3(aq)가 지배 으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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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따라서 탄산염이 존재할 경우,화강암 표면,우라늄,그리고,탄산염의 3성분

반응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3.3.47].

SOH+UO22++CO32-⇌ SOUO2CO3-+H+

복합 물은 포함되어 있는 일부 산화철 물이나 일부 친화도가 높은 토 물

이 우라늄 수착에 많은 향을 수 있다.따라서,천연복합 물인 화강암의 우라

늄 수착을 설명하기 하여 두 자리 수착 비정 기 모델을 용하 다.한 자

리 수착 모델을 통하여 얻은 표면화학종을 상으로 하여 강한 수착 (SsOH)와

약한 수착 (SwOH)의 두 가지 표면 수착 을 가정하여 모델 평가를 수행하 다.

체 수착 농도에 한 강한 수착 농도를 정하기 하여 강한 수착 을

체 수착 농도의 0.1,0.2,0.5,1,10,그리고,20%로 가정하여 모사결과의 양호도를

평가하 으며,강한 수착 은 체 수착 의 1%로 가정하 을 때 모사결과의 양호

도가 가장 좋게 평가되었다(표 3.3.6).이는 동일한 시료로 연속화학추출법으로 화강

암 구성 물의 우라늄 수착에 한 기여도 평가에서 녹니석이 1% 미만으로 포함되

어 있지만 우라늄 수착기여도는 체 화강암 구성 물 20% 정도로 매우 높게

평가된 결과와 일치한다[3.3.13].녹니석은 비표면 이 1.57 m2/g으로 화강암의

0.0846m2/g보다 18배 이상 크며,연속화학추출법에서 화강암 녹니석의 함량은

최고 1%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비표면 을 고려하면 이론 으로 녹

니석이 차지하고 있는 강한 수착 은 체 수착 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그러나,모델의 양호도 평가는 강한 수착 이 체의 1%일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이는 우라늄이 토양에 수착될 때,수착 친화도가 높은

물의 체에서 수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의 가장자리(edge)부분과 우라

늄이 주로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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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강한 작용기 / 체 작용기(%) 합도(SOS/DF)

1 0.1 N.C.

2 0.2 N.C.

3 0.5 N.C.

4 1 0.07

5 10 N.C.

6 20 N.C.

표 3.3.16. 체 표면 작용기에 한 강한 표면 작용기 비의

변화에 따른 FITEQL 합도 계산 결과

표 3.3.17에 탄산염의 농도가 0.01mol/L일 때,고려한 우라늄과 화강암의 표면

반응 모델을 용하여 구한 착화물 형성상수를 나타내었다.표 3.3.15에 고려한

반응 외에 SOUO2OH,SOUO2(CO3)2
3-,SO(UO2)2CO3(OH)3 등의 여러 가지 반응들

도 모델에 고려하 으나,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그림 3.3.20에는 화강암에

한 우라늄 수착실험결과와 비정 기 모델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실험결과

와 모델 결과는 비교 잘 일치하 다. 한 강한 수착 에서 15%이상 수착되는 것

으로 평가되어 표면의 하 특성을 알기 어려운 화강암에 한 우라늄 수착은 2자

리 비정 기 착화반응 모델로 설명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 다.그림 3.3.21에서

보이듯이,비정 기 착화반응 모델을 용할 경우,화강암의 우라늄 분배계수를

비교 정확하게 측이 가능하 다. 한 그림 3.3.22에 나타내었듯이 비정 기

모델로 계산한 우라늄의 표면 화학종 수용액의 화학종 분포를 통하여 pH7.0이

상의 역에서 UO2(CO3)3
4- 형태의 우라닐 탄산 화합물의 형성은 우라늄의 화강암

수착을 감시키는 것을 시사한다.따라서,pH 탄산염 등의 지화학 조건이 우

라늄 화학종 분포를 변화시키고,이는 지하환경에서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과 이동

에 결정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3.3.42,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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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표 면 반 응
형성상수(logK)

(I=0.01mol/L)

1 SsOH+UO2
2+
⇌ SsOUO2

+
+H

+
3.24

2 SwOH+UO2
2+
⇌ SwOUO2

+
+H

+
0.39

3 SsOH+UO2
2+
+CO3

2-
⇌ SsOUO2CO3

-
+H

+
12.32

4 SwOH+UO2
2+
+CO3

2-
⇌ SwOUO2CO3

-
+H

+
9.58

*여기서,표면 작용기의 총 농도는 3.84µmol/m
2
,SsOH SwOH는 각각 강한

작용기와 약한 작용기를 의미한다.

표 3.3.17.두 자리 수착 ,비정 기 표면 착화반응 모델을 용 표면 반응

그에 따른 형성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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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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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UO2CO3
-

          Sum

그림 3.3.21.분쇄화강암에 한 우라늄 수착 실험 모델 결과

비교([U(VI)]tot=10
-6mol/L,[CO3

2-]=0.01mol/LNaHCO3,I=0.01m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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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분쇄화강암의 우라늄 수착 분배계수에 한 모델 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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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수용액 수착된 우라늄 화학종 분포.

4.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 성 입력자료로 활용할 목 으로 지화학

조건 변화에 따른 고 핵종의 수착특성을 평가하 다.지하연구시설에서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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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강암과 심도 200m에서 채취한 지하수를 이용하여 산화/환원 와 pH 변화

에 따른 우라늄,토륨,넵투늄,그리고,아메리슘에 한 수착분배계수를 측정하

다. 한,열역학 수착모델,즉 비정 기 표면 착화반응 모델을 용하여 화강

암에 한 핵종의 수착특성을 평가하 다.

l 수착매질로 사용한 KURT 화강암은 시추코어 YH1-1,KP1-20,KP1-32를 쇄

하여 사용하 으며,이들의 주 구성 물은 석 ,장석,K-장석,미사장석이며,

미량 구성 물로는 녹니석과 흑운모 등으로 확인되었다.미량구성 물 핵종

의 수착 친화도가 상 으로 높은 녹니석의 함량은 YH1-1 > KP1-20 >

KP1-32의 순으로 찰되었다.

l Eh = -0.2 V 이하의 KURT 지하수 조건에서 우라늄의 수착분배계수는

43.7±26.1mL/g인 반면,산화조건에서는 26.6±7.9mL/g으로 확인되었다.토륨

의 수착분배계수는 환원조건에서 130.8±37.9 mL/g 이었으며,산화조건에서

1439.3±595.2mL/g으로 측정되었다.

l 넵투늄의 수착분배계수는 환원조건에서 177.1±74.1mL/g으로 확인되었으며,산

화조건에서는 14.8±6.9mL/g으로 측정되었다.한편,지하수의 pH를 각각 3.5,

5.5,8.5등으로 조 하 을 때,수착분배계수는 32.7±2.2mL/g,65.2±4.1mL/g,

그리고,182.8±103.8mL/g으로 pH가 증가할수록 화강암에 한 넵투늄의 수착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l 아메리슘도 넵투늄과 마찬가지로 산화조건보다 환원조건에서 화강암에 한 수

착이 높게 평가되었으며,이때의 수착분배계수는 각각 11.2±6.2m3/g과 6.3±2.6

m
3
/g으로 확인되었다.KURT 화강암에 한 아메리슘의 수착분배계수는 pH가

증가함에 따라 격히 증가하다가 알칼리 역에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pH 3.0에서 수착분배계수는 39.4±10.3×10-3m3/kg로 측정되었으며,pH 5..5

와 pH8.0에서는 각각 14.4±7.7m3/kg와 10.8±5.9m3/kg로 확인되었다.

l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한 탄산염 농도의 향을 열역학 수착모델을 용

하여 평가하 다.화강암에 한 우라늄의 수착은 강한 수착 과 약한 수착 의

두 자리 수착 을 가정하여 비정 기 수착 모델을 사용하여 우라늄 수착을 평

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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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심부처분환경에서 고이동성핵종들의 지화학반응 특성

규명

1.연구 개요

핵분열생성물 79Se,99Tc,129I는 반감기가 각각 3.6x105,2.1x105,1.7x107년으

로 장수명 핵종이다.이들 원소는 자연수 에서 용해도가 클 뿐더러 지하수에 음

이온으로 존재하여 처분장 주변 암석에 잘 흡착하지 않을 것으로 상되어,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서 주요 심 핵종들로 고려되고 있다[3.4.1,3.4.2].

셀 늄은 환원조건에서 Se(IV),Se(0),Se(-II)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 화강암 심부지하조건(pH=8.5∼9.5,Eh≦-0.35 V)을 고려할 경우,

Se(IV)의 양은 미미할 뿐더러 철 부식물에도 쉽게 흡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4.3,3.4.4].한편,Se(cr)는 환원조건의 증류수에 10
-5
～10

-6
mol/L정도 용해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3.4.5].Se(cr)이 환원조건에서 지하수를 만나면 아래 반응식과

같이 hydrogenselenide(HSe-)로 용해된다[3.4.6].

→   

생성된 HSe
-
는 염기성 용액에서 아래 식과 같이 polyselenide(Se4

2-
)를 형성할

수 있는데,이 Se4
2-는 음이온으로 처분장의 암반이나 벤토나이트에 흡착되기 어렵

다[3.4.5].

   →


고 폐기물 처분장에서 셀 늄의 용해도를 좌우하는 고체상 (Solubility

Limiting SolidPhase,SLSP)으로는 Se(cr),FeSe2,FeSe등이 상되는데,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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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e2가 많이 고려되고 있다[3.4.7,3.4.8].이 경우 셀 늄과 철의 화합물은 지하수

의 철이나 처분용기로부터 유출된 철 이온과의 반응을 고려한 것이다[3.4.9].

테크네튬은 자연수 에서 TcO4
-로 존재하는데,이 TcO4

-는 환원성 지하수에서

Tc(IV)로 환원될 수 있다.Tc(IV)는 용해도가 낮고,주변 매질과 흡착되기 쉬워 처

분장에서 이동성이 낮을 수도 있다.심부지하 처분조건에서 테크네튬의 SLSP로는

TcO2가 알려져 있다[3.4.10].

아이오딘은 산화 의 용액에서 IO3
-
로,황원지하수에서는 I

-
로 존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이 두 화학종 모두 알칼리 속과 결합된 경우,용해도가

매우 커서 지하수의 산화환원 와 계없이 매우 이동성이 클 것으로 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KAERIUndergroundResearchTunnel(KURT)지하수에 환원

제를 첨가하여 산화환원 를 조 한 상태에서 FeSe2,TcO2,NaI와 NaIO3의 용

해도를 각각 측정하 다. 한,실험과 유사한 조건에서 지화학코드를 이용하여 용

해도를 계산하 으며,문헌값과도 상호 비교하 다.이 지화학코드를 이용하여 셀

늄과 테크네튬의 용해되어 있는 화학종도 계산하 다.

2.실험 계산

가.시약 장비

셀 늄의 용해도 측정을 하여 FeSe2를 다음과 같이 합성하 다[3.4.11].

① FeCl3․6H2O,Na2SeO3,hydrazinehydrate(N2H4․H2O)의 농도가 각각 0.075,

0.075,1.5mol/L이 되도록 혼합하여 증류수 40mL에 교반하면서 녹인다.

② 이 혼합액을 100mL테 론 코 된 스테인리스 autoclave병에 넣고,140℃에

서 12시간동안 반응시킨다.

③ 용기를 식 생성된 검정색 생성물 FeSe2를 증류수와 에탄올로 서 차례 세척

한 후,50℃ 진공오 에서 6시간 이상 건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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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조된 FeSe2의 일부를 XRD로 확인하 으며 (그림 3.4.1), 러 박스에 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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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합성 FeSe2의 XRDpattern.

TcO2의 용해도를 측정하기 하여 Eckert& ZieglerIsotopeProducts로부터

구매한 ammonium pertechnetate를 아래 순서와 같이 아연분말로 환원시켜 TcO2를

제조하 다[3.4.12].

① 유리병에 증류수 15mL와 고순도 염산 2～3mL를 넣고 용액을 40℃로 유지한

다.

② 용액에 약 8mg의 테크네튬에 해당하는 ammonium pertechnetate를 넣는다.

③ 용액온도를 40℃로 유지한 상태에서 아연분말을 수 mg첨가한다.

④ 모든 아연이 반응한 다음,진한 암모니아수를 가하여 용액의 pH를 5.5～6.0으로

조 한다.만약,pH가 6.0보다 높으면 아연수산화물 침 이 형성된다.

⑤ 검정색의 수화된 TcO2가 생성된다.

⑥ 40℃로 용액을 20분간 유지시켜 검정색 분말을 충분히 생성시킨다.

⑦ 3000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한 다음,상등액을 버린다.

⑧ 검정색 분말을 러 박스에서 건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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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사용한 지하수는 KURT DB-1시추공에서 지하 약 200m 깊이의 지하

수를 패커시스템을 사용하여 채취하 다.지하수 보 용기로는 20L테 론 코 된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 으며, 지하수 채취 에 용기 내부를 고순도

(>99.999%)질소로 10분 이상 흘려주었고,질소로 충 된 상태에서 지하수를 포집

하 다.사용한 KURT 지하수는 악틴족 원소들의 용해도 측정에 사용한 지하수와

조성이 조 다른 지하수를 사용하 다 (표 3.4.1).채취한 지하수는 냉장보 하

다.

용액 셀 늄과 아이오딘의 농도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ICP-MS,Perkin-Elmer,Elan 6100)로,테크네튬의 선량은 Liquid

ScintillationCounter(LSC,Packard,Tri-Carb2770TR/SL)로 측정하 다.

Element
Concentration

(mg/L)
Element

Concentration

(mg/L)

Na 19.9 Li 2.4x10
-2

K 0.6 Sr 5.8x10
-4

Ca 13.9 Al 3.7x10
-2

Mg 1.5 W 8.6x10-3

CO3+HCO3 83 Fe 2.0x10
-2

Cl 2.1 Ba 8.0x10
-2

SO4 18.8 Mo 6.0x10-2

NO3 0.2 B 7.0x10
-4

F 3.8 Zn 1.5x10
-2

Si 18.8 Cu 3.0x10
-3

Mn 1.3x10
-2

표 3.4.1.고용해성핵종의 용해도 실험에 사용한 KURT지하수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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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해도 측정 실험

KURT 지하수의 산화환원 를 조 하기 하여 KURT 지하수에 환원제인

hydrazine의 농도가 10,1.0,0.1mmol/L되도록 넣은 용액에 FeSe2를 넣고 용해도

실험을 실시하 다.12,26,35일 경과한 다음,상등액을 채취하여 공극크기 0.22μm

polyethersulfone(PES)필터로 여과하 으며,이들 몇 용액은 NMWL(Nominal

MolecularWeightUnit)1000의 ultrafiltrationmembrane(Millipore,PES)로 여과

하 다.처분조건에서 테크네튬 농도 측을 해서는 FeSe2 신에 TcO2를 넣고

동일한 방법으로 시도하 다.여과된 시료용액은 시료용기벽에 테크네튬의 흡착을

막기 하여 고순도 질산 20µL를 가한 후 분석하 다.아이오딘 용해도 측정은

산화조건과 환원조건을 고려하여 각각 NaIO3와 NaI를 사용하 다.

다.지화학코드를 이용한 용해도 화학종 계산

실험과 유사한 pH와 Eh값을 갖는 KURT 지하수 조건에서 PHREEQC와

MINTEQ지화학코드를 사용하여 셀 늄과 테그네튬의 용해도와 주요 용해 화학종

을 계산하 다. 한,심부지하수의 산화환원 를 Eh=-0.35V로 고정시킨 상태

에서 pH 핵종 농도에 따른 주요 화학종의 분포를 VisualMINTEQ코드로 계산

하 다.계산에 사용된 셀 늄과 테그네튬의 반응식 평형상수를 각각 표 3.4.2와

표 3.4.3에 각각 나타내었는데, 이 데이터는 OECD/NEA[3.4.10, 3.4.13],

Nagra/PSI[3.4.14],JAEA[3.4.15],그리고 SKB[3.4.6]보고서들에서 수집하 다.



-150-

Reaction logK

Se
2-
+H

+
=HSe

-
14.9

2Se
2-
=Se2

2-
+2e

-
25.32

3Se
2-
=Se3

2-
+4e

-
49.966

HSe
-
+4H2O=SeO4

2-
+9H

+
+8e

-
-81.13

HSe
-
+H

+
=H2Se(aq) 3.8

4HSe
-
=Se4

2-
+4H

+
+6e

-
14.4

HSe
-
+3H2O=SeO3

2-
+7H

+
+6e

-
-45.64

H2Se +3H2O =H2SeO3+6H
+
+6e

-
-46.2

SeO3
2-
+H

+
=HSeO3

-
8.36

SeO3
2-
+H2O=SeO4

2-
+2H

+
+2e

-
-27.49

SeO3
2-
+2H

+
=H2SeO3 11.24

SeO4
2-
+2H

+
=H2SeO4 -0.21

HSeO4
-
=SeO4

2-
+H

+
-1.75

H2SeO3=HSeO3
-
+H

+
-2.64

H2SeO3+H2O=HSeO4
-
+3H

+
+2e

-
-37.3

2HSe
-
+Fe

+
=FeSe2(s)+2H

+
+2e

-
16.8

표 3.4.2.셀 늄의 용해도와 화학종 계산을 하여 사용된

셀 늄의 반응식 평형상수

Reaction LogK

TcO(OH)2+H
+
=H2O+TcO(OH)

+
2.5

2H
+
+TcO(OH)2 =TcO

2+
+2H2O 3.87

TcO2++3H2O=3H
++TcO(OH)3

- -14.9

TcO
2+
+CO3

2-
+H2O=TcCO3(OH)2 15.25

TcO
2+
+CO3

2-
+2H2O=TcCO3(OH)3

-
+H

+
6.95

TcO
2+
+3H2O=TcO4

-
+6H

+
+3e

-
-33.43

TcO2․1.6H2O(s)+H
+=TcO2++2.6H2O 4.4

표 3.4.3.테크네튬의 용해도와 화학종 계산을 하여 사용된 테크네튬의

반응식 평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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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이동성핵종들의 용해도와 주요 화학종

가.셀 늄

Hydrazine을 이용하여 KURT 지하수의 산화환원 를 조 한 용액에 FeSe2

를 넣고 실험한 용해도 실험결과를 표 3.4.4에 수록하 다. 한,실험과 유사한 pH,

Eh조건에서 PHREEQC와 MINTEQ 지화학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 용해도 주

용해 화학종,그리고 문헌에 발표된 셀 늄의 용해도 자료도 이 표에 추가하 다.

상 로 두 코드로 계산한 용해도와 화학종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당 실험실에서 FeSe2를 사용하여 측정한 용해도는 지화학코드로 계산한 값에

비하여 100～1000배 더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이러한 용해도 차이는 표 3.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의 유사한 조성을 갖는 지하수에서도 발견되었다.이러한 상

은 셀 늄의 용해도가 산화환원 에 매우 민감하므로 실험조건에 따라 큰 값 차

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SKB-CEN에서는 FeSe가 산화에 매우 민감하므로

정 한 세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3.4.16].실제로 산화분 기,즉 기 에서

측정한 셀 늄의 농도를 외국의 경우 ‘high'로 표시하 다.당 실험실에서 기와

한 KURT지하수에 7일간 FeSe2 분말을 넣고 여과하여 얻은 결과는 1.5x10-3

mol/L로 높게 나타났다.따라서 실측값,계산값과 문헌값을 비교해 볼 때,pH가

7～10이고, Eh값이 -0.3V 부근의 환원 지하수에서 FeSe2의 용해도는 체로

1x10
-7
mol/L(보수 으로는 1x10

-6
mol/L)이하의 값을 갖는 반면,산화조건에서는

1x10-3mol/L이상의 값을 갖는 것으로 단된다.지화학코드로 계산한 값에서 pH

9.9와 9.5의 경우,Eh의 값이 -0.28～-0.4V 역에서 Eh의 값이 소량 감소함에 따

라 용해도가 증가하 다.이러한 상은 이 Eh 역에서 용해도를 좌우하는 주 용

해 화학종인 HSe
-
가 되기 해서는 자를 받아들여 Se(-II)를 형성해야 하므로 Eh

의 값이 소량 감소함에 따라 용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pH가 12

이상의 강염기 용액에서는 1x10-6mol/L이상으로 용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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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V) pH Solubility
Dominant

species
Remarks

-0.28 9.9 1.0x10-7

Experimentallymeasuredvalues

inthisstudy
-0 7.37 1.7x10-4

+0.4 7.1 1.5x10-3

-0.28 9.9 1.7x10-10 HSe-

Code-calculatedresults

inthisstudy

-0.34 9.9 1.6x10-9 HSe-

-0.3 9.5 6.5x10-10 HSe-

-0.4 9.5 3.0x10-8 HSe-

-0 7.37 4.5x10-7 Se(0)

Oxidizing High SeO3
2-
,SeO4

2-
[3.4.7,3.4.17,3.4.19]

-0.28 8 1x10
-16

HSe
-

[3.4.19]

-0.28 8.5 5x10
-9

HSe
-

[3.4.17],SLSP
b
=FeSe2

-0.3 11.4 1x10
-7

HSe
-

[3.4.17],SLSP
b
=FeSe2

-0.18 7.66 1.0x10
-8
(6.0x10

-7
)
a

HSe
-

[3.4.8],SLSP
b
=FeSe2

-0.23～

-0.06

7～8.

5
1.0x10

-8
[3.4.8]

(High-salinitygroundwater)

-0.35 7.8 4x10
-6

HSe
-

[3.4.8],SLSP
b
=Se(s)

-0.28 8.74 (8.0x10
-7
)
a

HSe
-

[3.4.8],SLSP
b
=FeSe2

-0.2 6.9 1.0x10
-9

HSe
-

[3.4.8],SLSP
b
=Fe3Se4

-0.3 8.2 3.0x10
-8

HSe
-

[3.4.8],SLSP
b
=Se(s)

-0.25 5x10-8 HSe-
[3.4.16],SLSPb=FeSe

(Boom claywater)

a
Conservativevalues

표 3.4.4.본 연구에서 얻은 셀 늄의 용해도와 문헌치와의 비교

철이 없는 증류수에서 검정색 Se(cr)을 이용하여 용해도를 측정한 결과는 pH

8.7,Eh=-0.43V에서 1.5x10-7mol/L의 셀 늄 농도를 얻었다.

KURT 지하수 조성 Eh=-0.35V조건에서 pH에 따라 셀 늄의 화학종을 계

산한 결과를 그림 3.4.2에 나타내었다.이 지하수에는 철이 약 4x10
-7
mol/L용해되

어 있는데,Eh=-0.35V 조건에서는 철이온이 Fe(II)로 존재할 것이다.이 Fe(II)은

셀 늄 이온과 만나면 난용성 FeSe2를 형성한다.그림 3.4.2(a)에서 Se4
2-는 철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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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셀 늄 농도에 비해 낮아 FeSe2를 형성하고 남은 셀 늄으로 인해 계산된 것이

다.하지만 그림 3.4.?의 (b)와 (c)같이 4x10-7mol/L이하의 셀 늄 농도에서는 모

든 셀 늄이 알칼리 역에서 Se42-가 형성되지 않고 FeSe2를 형성하 다.실제

자연수나 지하수 셀 늄의 농도가 10-8mol/L이하로 매우 낮을뿐더러[3.4.18],

처분장에서도 셀 늄의 농도가 낮을 것으로 상된다. 한,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서 처분용기의 부식에 의해 철의 농도는 매우 높을 것이다.따라서 용해도 실험

화학종 계산에 사용한 Fe-Se화합물이 처분장에서 셀 늄 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3.4.1.Eh=-0.35V,KURT지하수 조건에서 셀 늄의 주요 화학종.

(a) [Se]total=10-5 mol/L (b) [Se]total=10-7 m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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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e]total=10-9 m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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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테크네튬

환원 가 Eh=-0.2～-0.4V 조건에서 얻은 본 실험결과를 그림 3.4.3에 타문헌

값들과 같이 나타내었다.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 약염기 역 (pH6～

9)에서 Eh가 -0.1V 이하인 용액에서 TcO2의 용해도는 5x10
-8
～1x10

-9
mol/L로 나

타났다.TcO2는 수용액 에서 TcO2․xH2O로 수화되는데,최근연구는 x의 값이 약

1.6을 갖는다[3.4.6,3.4.10].한편,테크네튬의 용해도는 성 약염기 조건에서 산

화환원 가 Tc(IV)를 유지할 경우,지하수의 조성 pH의 향을 크게 받지 않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6].

VisualMINTEQ코드를 이용하여 Eh=-0.35V 조건에서 테크네튬의 농도에 따

른 용액 화학종들의 분포와 TcO2․1.6H2O(s)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용해도를 계

산한 결과를 각각 그림 3.4.4와 3.4.5에 나타내었다.이 그림들로부터 KURT와 같이

성 약염기 역의 pH를 갖는 화강암 지하수의 경우,주 용해 화학종이

TcO(OH)2로 상되며,pH 10.5이상에서는 TcO(OH)3
-
로 나타났다.그러나 용액

pH가 12이상의 강염기 용액에서는 TcO4
-가 주 용해 화학종으로 나타났는데,이는

TcO4
-가 Tc(IV)로 환원되는 가 매우 낮아서 테크네튬이 Tc(VII)로 존재하여

용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6].그림 3.4.5에 나타낸 KURT지하수에

서 계산한 테크네튬의 용해도는 실험치보다 약간 낮았으나,1승수 이내에서 일치

하 다.

다.아이오딘

산화조건과 환원조건을 고려하여 각각 NaIO3와 NaI를 KURT 지하수에 넣고

약 25일간 경과한 후 용액 아이오딘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0.7,9.9mol/L를 얻었

다.이 결과는 일반 핵종들과 달리 산화조건에서보다 환원조건에서 더 용해도가 높

은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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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환원지하수에서 테크네튬의 용해도.

[20]=[3.4.20],[21]=[3.4.21],[22]=[3.4.22],[23]=[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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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total=10
-7mol/L (b)[Tc]tota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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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Eh=-0.35V,KURT지하수 조건에서 테크네튬의 주요 화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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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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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Eh=-0.35V,KURT지하수 조건에서 TcO2․1.6H2O의

용해도와 주요 화학종.

4.결과요약

Eh의 값이 낮은 심부 지하수에서 셀 늄의 주요 거동은 철의 농도에 좌우될 것

이며,KURT 지하수 성분에서 FeSe2의 용해도는 Eh값이 -0.3V 이하에서 1x10-6

mol/L이하의 값을 갖는 반면,산화조건에서는 1.0x10
-3
mol/L이상으로 단된다.

환원 조건에서 주 용해 화학종은 HSe
-
로 계산되었다.pH가 6～9.5 역인 환원성

화강암지하수에서 TcO2의 용해도는 5x10
-8
～1x10

-9
mol/L로 나타났으며,이 pH

역에서 주 용해 화학종이 TcO(OH)2로 상되지만,pH 10.5～12와 pH 12이상에서

는 TcO(OH)3
-와 TcO4

-가 각각 주 용해 화학종으로 나타났다.아이오딘이 알칼리

속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산화-환원 에 계없이 'high'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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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심부처분환경에서 고이동성핵종들의 수착 특성 규명

1.연구 개요

세계 으로 원자력을 이용한 력생산과 다양한 평화 응용 연구 등의

원자력 련 로그램을 시행하는 나라들은 공통 으로 안 한 방법으로 방사성폐

기물을 처분해야 하는 공통 인 당면과제를 갖고 있다.방사성폐기물의 안 한 처

분의 궁극 인 목 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부터 생물권으로 유출되는 방사성핵

종의 이동을 근본 으로 격리시키거나 이동을 지연시키는 것이다[3.5.1].심부 처분

환경에서 방사성핵종의 이동은 방사성핵종과 주변 모암,지하수,그리고,단열 충

물 등과의 반응에 향을 받는다.제 4 에 언 한 우라늄,토륨,넵투늄,그리고,

아메리슘 등의 고 핵종들은 비록 지화학 조건에 따라 수착 특성이 변화하지

만 비교 수착이 잘 되는 경향을 보인다.그러나,요오드,셀 늄,그리고,테크네

튬 등의 음이온성 핵종들은 심부 처분환경에서 주변 모암으로 고려되고 있는 화강

암에 한 수착양이 매우 어 이들 음이온성 핵종들이 지하 환경으로 유출되면 이

동성이 고 핵종들에 비하여 매우 크게 나타는 고이동성 핵종이 될 것이다.

철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용기의 주재료 의 하나이다.처분용기를 구성하고 있

는 철이 부식되면 부식생성물로 그린러스트(greenrust)와 자철석(magnetite)으로

존재할 것이다[3.5.2,3.5.3].이러한 철 부식생성물들은 일부 음이온이동을 지시키

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셀 늄 이온이 침 ,흡착, 물화 등 여러 상들이 일어나

이동이 지연될 수 있다.심부 지하환경에서 자철석은 철(II)과 철(III)이 약 2:3비로

존재하고,그린러스트는 3:7비로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4,3.5.5].

철(II)과 철(III)가 공존하는 자철석에 의한 셀 늄(IV)의 환원에 한 연구는 일부

상반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지만[3.5.6,3.5.7],철(II)은 셀 늄(IV),테크테튬(VII),

넵투늄(V),그리고, 루토늄(V)을 환원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 있다[3.5.8-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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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철석, 철석,자철석과 같은 산화철 물들은 셀 늄에 해 높은 수착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13-3.5.15].Balistrieri등[3.5.16]은 침철석에 셀 늄(IV)

이 수착될 경우,인산염,규산염,황산염 에서 규산염이 셀 늄(IV)의 수착반응에

가장 강한 경쟁이온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 다.이처럼 철화합물은 암석이나 토

와 달리 음이온을 수착할 수 있지만,지하수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음이온들의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본 연구의 첫 번째 목 으로 요오드,셀 늄,그리고,테크네튬 등의 고

이동성 핵종들에 한 다양한 지화학 조건에서 화강암에 한 수착 특성을 분석

하고자 하 다.두 번째 목 으로 처분환경에서 철산화물에 의한 셀 늄의 거동을

측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속용기의 주 재료인 철과 부식생성물인 철산

화물들에 한 셀 늄(IV)과 셀 늄(VI)의 수착 환원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한,여기서 얻어진 표면착화모델을 용하여 셀 늄과 철산화물의 반응 기작을

평가하 다. 한,지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음이온들(F-,CO3
2-,SiO3

2-)이 자철석 표

면과 셀 늄 이온간의 흡착 반응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2.고이동성핵종들의 특성

가.요오드

요오드는 핵분열생성물로 방사성폐기물 에 존재하며,다양한 동 원소 에

요오드-129는 1.7×10
7
년의 긴 반감기를 갖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 처분 측면에서

보았을 때,독성이 높고 이동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3.5.17].심부 지하수 조건에

서 요오드는 iodide이온 (I-)상태로 존재하며,iodate이온 (IO3
-)형태로 존재하기

도 한다.심부 처분환경에서 부분의 물들은 음 하를 띠기 때문에 이들 물들

에 한 요오드의 수착은 정 기 힘에 의하여 배제된다.일반 으로 음이온 교환

반응을 기 할 수 있기 때문에 pH가 증가할수록 요오드의 수착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 휴믹산이나 풀빅산과 같은 유기물에 요오드가 수착된다고 알려져 있

다[3.5.18].Kispatsi[3.5.19]는 요오드의 Kd 값이 0.6mL/g 이라고 보고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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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ard등[3.5.20]은 진사(cinnabar,HgS)나 방연석(galena,PbS)등의 물에 화학

으로 수착을 하고,철 는 알루미늄 수산화물,그리고,석 이나 감람석 등의 규산

염 물 등에도 수착된다고 보고하 으나,Kd의 범 는 1∼100mL/g으로 낮게 확

인되었다.특히,심부 처분환경에 존재할 수 있는 철 수산화물 등의 단열충 물이

나 화강암 모암 등에 포함되어 있는 규산염 물에 한 요오드의 Kd는 1～10

mL/g으로 매우 낮게 보고되었다.Anderson등[3.5.21]은 화강암에 수은,은,비스무

스,구리,그리고,납 등의 속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요오드를 수착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한 Byegård등[3.5.22]은 심부 지하 암반층에서 요오드를 추 자로

한 이동실험을 수행하 는데,요오드는 지연작용 없이 이동하여 화강암에 한 수

착이 무시할 정도라고 결론지었다.

나.셀 늄

셀 늄은 핵분열 생성물인 셀 늄-79의 형태로 존재하며,3.6×10
5
년의 반감기를

갖는 핵종이다[3.5.23].환경 에서 셀 늄은 2,3,4,그리고,6가의 형태로 존재한

다.산화상태의 지하수에서 셀 늄은 SeO4
2-의 형태로 존재하며,약한 환원조건에서

는 SeO3
2-의 형태로,그리고,심부 지하의 강한 환원상태에서는 HSe-와 Se2-의 형태

로 존재한다[3.5.18].셀 늄은 요오드와 마찬가지로 음이온성 핵종이므로 일반 으

로 화강암에 한 수착은 매우 게 나타난다.셀 늄과 같은 음이온성 핵종들의

수착되는 양은 pH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다.셀 늄의 수착분배계수

는 매우 낮게 평가되는데,철산화물과 셀 늄의 반응성이 비교 좋은 것으로 알려

졌다. 물들에 한 셀 늄의 수착 친화도는 철석>침철석>흑운모>몬트모릴로나

이트>화강암의 순으로 보고되었다[3.5.24].일반 으로 셀 늄과 친화력이 좋은 산

화철 물에 해서 SeO3
2-
이 SeO4

2-
보다 수착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3.5.25].

이는 산화/환원 조건 변화에 따라서 셀 늄의 화학종이 변화하여,매질 표면과 반응

성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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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테크네튬

모든 테크네튬 동 원소들은 방사능을 띠고 있으며,그 에서 테크네튬-99는

2.13×10
5
년의 장반감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 처분 측면에서 요하게

다루어지는 핵종이다.자연계에서 테크네튬은 우라늄-235가 붕괴되면서 생성된다.

테크네튬은 가장 안정한 산화상태인 +7과 +4가의 형태로 존재한다.심부 처분환경

의 지하수 조건에서 테크네튬(VII)과 테크네튬(IV)이 안정한 산화상태이다.산화상

태의 지하수 조건에서 테크네튬은 용해도가 높으며,지하매질과 반응성이 은

pertechnetate이온(TcO4
-
)의 형태로 존재한다.한편 환원조건의 지하수에서는 테크

네튬(IV)의 형태로 존재한다[3.5.18].Cui등[3.5.8]은 산화조건에서 테크네튬의 Kd

값은 0.76mL/g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한,산화상태의 테크네튬 화학종,

즉,TcO4
-는 화강암 지하수에서 철(II)과 철(III)에 의하여 환원된다고 보고하 다.

특히,자철석이나 녹니석 등의 철을 많이 함유한 물들은 함유량이 어도 테크네

튬의 환원에 요한 역할을 한다.

3.KURT화강암에 한 고이동성 핵종들의 수착특성

가.실험방법 재료

1) 지하수 채취 이동

고이동성 핵종들의 수착실험에는 KURT의 DB-1시추공에서 지하 200m 지

의 지하수를 사용하 으며,지하수의 채취 이동은 제 3장,제 4 의 나.실험방

법 재료의 (2)지하수 채취 이동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 다.단,단열충

물에 한 고이동성 핵종들의 수착실험에는 DB-1시추공의 지하수만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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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착매질

KURT화강암에 한 고 핵종들의 수착 분배계수 측정을 하여 KURT 시

추공 YH1-1,KP1-20,그리고,KP1-32암반코어를 수착 매질로 사용하 다.각 시

추공 시료는 햄머분쇄기로 1차 분쇄한 후 디스크타입 분쇄기로 2차 분쇄하 다.분

쇄된 화강암은 입자 크기별로 체분리 하여 0.15≤ Φ <0.3mm 크기의 화강암 분

말을 사용하 다.분쇄화강암에서 철성분의 용출로 인한 철산화물 형성 등을 방지

하기 하여 입자크기별 분리 세척은 건식으로 수행하 다.

KURT에서 찰된 단층 단열 충 물로는 일라이트,스멕타이트,녹니석과

같은 토 물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망간이나 철 산화물,그리고,방해석 등이 분

포하고 있다[3.5.26].단열충 물에 한 고이동성 핵종들의 수착분배계수 측정을

하여 Na-몬트모릴로나이트와 침철석을 사용하 다. Na-몬트모릴로나이트

(SWy-2)는 AmericanMineralogicalSociety'sSourceClayDeposit에서 제공된 시

료를 사용하 다.침철석은 JohnsonMattheyCo.에서 제공된 표 물질을 사용하

다.단열충 물 시료들은 체거름 하여 0.075mm 이하 크기의 분말을 사용하 다.

3) 로 박스(Glovebox)

모든 수착실험은 기조건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로 박스에서 수행하 으며,

로 박스의 조건은제 3장,제 4 의 나.실험방법 재료의 (3) 로 박스

(Glovebox)에 기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4) 고이동성 핵종

수착실험에 사용한 요오드와 셀 늄은 시약용으로 제조한 NaI,Na2Se2O3,

Na2SeO4의 형태로 AldrichChemicalCo.로부터 제공받았다.각 시약들은 기농도

를 1×10-3mol/L의 농도로 조제하여 실험 수행 시 희석하여 사용하 다.테크네튬

은 Eckert& ZieglerIsotopeProducts로부터 구매한 테크네튬-99동 원소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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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테크네튬은 1×10
-5
mol/L의 stocksolution을 조제하여 기 농도가 1×10

-6

mol/L이 되도록 하여 수착실험을 수행하 다.

5) 수착실험

분쇄화강암에 한 고 핵종들의 수착실험을 pH와 산화/환원 의 의 향

에 하여 회분식으로 수행하 다.모든 수착 실험은 25±2°C에서 수행되었으며,실

험 용액은 18.3MΩ-cm 의 항도를 가진 순수(Milli-Q,Millipore)를 이용하여

제조하 고,AR등 의 시약들을 사용하 다.0.5g의 분쇄 화강암을 15mL의 폴

리 로필 용기에 칭량하여 담았다.단열충 물은 화강암보다 일부 고이동성 핵

종에 한 수착친화도가 좋기 때문에 화강암보다 은 양인 0.01g을 칭량하여 담

았다.

KURT 지하수에 이온강도 조 제,Na2S2O4를 당량 첨가하여 기 산화/환원

를 -0.35∼+0.35V의 범 로 조 하 다.수용액의 pH 산화/환원 는

ThermoScientific사의 Orion5-star멀티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산화/환원

는 상 값(RmV)으로 기록하 다.분쇄화강암이 담긴 용기에 산화/환원

가 조 된 DB-1지하수를 10mL씩 첨가하 다.이 용액의 pH는 0.1 0.01

mol/LHClO4 는 NaOH를 용액을 이용하여 조 하 다.pH가 안정화되었을 때

고 핵종의 stocksolution을 일정량 첨가하여 원하는 기농도를 1×10
-5
∼1×10

-6

mol/L의 범 로 조 하 다. 로 박스 내에서 25±2°C를 유지하며 100rpm 속도

로 교반시키며 5일간 반응시켰다.수착반응 후에 용액의 최종 pH를 측정한 후 상

등액을 약 5mL를 취하여 0.2μm 기공 크기를 가진 필터를 이용하여 부유물을 제

거한 후,ICP-MS(Perkin-Elmer,Elan6100)을 이용하여 여과액의 요오드와 셀 늄

은 농도를 분석하 으며, 테크네튬-99 농도분석에는 액체섬 계수기(Packard,

Tri-Carb2770TR/SL)를 이용하 다.모든 수착실험은 3번 반복으로 수행하 으며,

핵종별 실험조건에 하여 표 3.5.1에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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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핵종

요오드 셀 늄 테크네튬

기 핵종농도(mol/L) 1×10-5 1×10-5 1×10-6

반응시간(일) 5 5 5

KURT화강암
암석코어명 :YH1-1,KP1-20,KP1-32

분쇄입자 크기 :0.15≤ Φ <0.3mm

고체/액체비(g/L) 50

지하수 KURTDB-1시추공 지하수(심도:-200m)

pH pH3.0∼9.0으로 조

Eh -0.35∼ +0.35V로 조

실험온도 실온(25±2°C)

기타 알곤 분 기의 로 박스에서 수행

표 3.5.1.핵종별 수착 실험 조건

나.고이동성 핵종들의 수착 특성

1) 요오드의 수착 특성

가) 산화/환원 의 향

요오드의 수착분배계수는 산화/환원 의 조건과 상 없이 수착 분배계수가 1

mL/g이하로 매우 낮게 측정되었다(표 3.5.2). 기 산화/환원 가 -0.35V 일

때,pH 8.80～8.88범 에서 KURT 화강암에 한 요오드의 수착 분배계수는 0.1～

0.4mL/g의 범 로 나타났으며,이때의 Kd 평균값은 0.2±0.2mL/g 이다.Eh=

+0.35V의 산화조건에서 pH 8.80～8.88일 때,요오드의 Kd값은 0.1～0.5mL/g의

범 로 측정되었으며,이때의 Kd평균값은 0.3±0.2mL/g이다.요오드는 산화/환원

가 -1.0～+0.5V 일 때,pH 2～10의 역에서 부분의 경우 I
-
의 형태로 존재

하기 때문에 수착실험을 수행한 산화/환원 와 pH 범 에서 산화/환원 의

향은 없는 것으로 단된다[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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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농도
(mol/L)

기 Eh
(V)

매질 pH
Kd

(mL/g)
pH 평균

Kd평균
(mL/g)

∼10-5

-0.35

YH1-1 8.88 0.1

8.83±0.04 0.2±0.2KP1-20 8.81 0.4

KP1-32 8.80 0.2

+0.35

YH1-1 8.84 0.1

8.83±0.03 0.3±0.2KP1-20 8.80 0.5

KP1-32 8.85 0.3

표 3.5.2.산화/환원 변화에 따른 KURT화강암에 한 요오드의 수착분배계수

나) pH의 향

pH 3.5∼8.8의 범 에서 pH 변화에 따른 KURT 화강암에 한 요오드의 수착

변화를 측정하 다.pH 3.01±0.02에서 요오드의 Kd는 0.5±0.2mL/g으로 측정되었으

며,pH6.63±0.70에서 0.6±0.1mL/g으로 측정되었다. 한,pH8.83±0.04에서 KURT

화강암에 한 요오드의 수착분배계수는 0.2±0.2mL/g으로 확인되었다(표 3.5.3).요

오드는 물과의 반응성이 기 때문에 산화/환원 뿐만 아니라,pH에도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3.5.28].

기농도
(mol/L)

기 Eh
(V)

설정pH 매질 pH
Kd

(mL/g)
pH 평균

Kd평균
(mL/g)

∼10
-5

-0.35

3.0

YH1-1 3.03 0.3

3.01±0.02 0.5±0.2KP1-20 3.02 0.7

KP1-32 2.99 0.4

6.0

YH1-1 7.39 0.5

6.63±0.70 0.6±0.1KP1-20 6.49 0.5

KP1-32 6.01 0.8

8.7

YH1-1 8.88 0.1

8.83±0.04 0.2±0.2KP1-20 8.81 0.4

KP1-32 8.80 0.2

표 3.5.3.pH변화에 따른 KURT화강암에 한 요오드의 수착분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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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셀 늄의 수착 특성

가) 산화/환원 의 향

기 산화/환원 가 -0.35V일 때,KURT화강암에 한 셀 늄(IV)의 Kd는

pH 8.52∼8.54에서 0.79∼4.15mL/g의 범 를 나타내었다.평균 pH가 8.53±0.01일

때,KURT 화강암에 한 셀 늄(IV)의 Kd의 평균값은 2.5±1.7mL/g이었다. 한,

지하수의 기 산화/환원 분 기가 산화조건(Eh=+0.35V)일 때,셀 늄(IV)의 Kd

는 pH 8.73±0.08에서 0.7∼4.1 mL/g의 범 를 나타내었으며,이때의 평균값은

2.1±1.8mL/g이었다(표 3.5.4).

셀 늄(VI)의 Kd 값은 산화/환원 가 -0.35～+0.35V의 범 에서 0.5～4.1

mg/L의 범 로 나타나 셀 늄(VI)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 산화/환원

가 -0.35V 일 때,셀 늄(VI)의 Kd는 pH 8.66～8.77에서 0.5～1.3mg/L의 범 를

나타내었으며,이 때의 평균값은 pH 8.76±0.09에서 0.8±0.4mg/L이었다.산화/환원

가 +0.35V일 때,셀 늄(VI)의 Kd는 pH8.74±0.08에서 1.1～4.1mL/g의 범

를 나타내었으며,이 때의 평균값은 2.36±1.58mL/g으로 측정되었다(표 3.5.5).

일반 으로 수용액- 물 계면에서 핵종과 물 표면과의 반응은 지화학 조건

에 따라 변화하는 핵종의 화학종 분포와 물 표면의 하와 한 계가 있다.

따라서,셀 늄과 같은 음이온성 핵종들은 물 표면이 음 하를 띠는 알칼리 역

에서 수착이 게 나타난다.특히,화강암은 셀 늄에 한 수착 친화력이 매우 낮

은 물이다[3.5.24].따라서 수착실험을 수행한 알칼리 역에서 화강암에 의한 셀

늄의 수착량은 매우 어 산화/환원 에 한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심부 처

분환경의 지하수는 일반 으로 pH 7～9의 성～알칼리성을 보이는데[3.5.29],이는

셀 늄이 심부 지하환경에서 셀 늄의 산화상태나 산화/환원조건 변화에 계없이

이동성이 증가할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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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농도
(mol/L)

기 Eh
(V)

매질 pH
Kd

(mL/g)
pH 평균

Kd평균
(mL/g)

∼10-5

-0.35

YH1-1 8.54 2.45

8.53±0.01 2.5±1.7KP1-20 8.54 4.15

KP1-32 8.52 0.79

+0.35

YH1-1 8.65 4.1

8.73±0.08 2.1±1.8KP1-20 8.74 0.7

KP1-32 8.81 1.3

표 3.5.4.산화/환원 변화에 따른 KURT화강암에 한 셀 늄(IV)의

수착분배계수

기농도
(mol/L)

기 Eh
(V)

매질 pH Kd
(mL/g)

pH 평균 Kd평균
(mL/g)

∼10
-5

-0.35

YH1-1 8.66 1.3

8.76±0.09 0.8±0.4KP1-20 8.84 0.5

KP1-32 8.77 0.7

+0.35

YH1-1 8.65 4.1

8.74±0.08 2.36±1.58KP1-20 8.77 1.1

KP1-32 8.79 1.9

표 3.5.5.산화/환원 변화에 따른 KURT화강암에 한 셀 늄(VI)의

수착분배계수

나) pH의 향

KURT 화강암에 한 셀 늄의 Kd는 낮은 pH에서 높게 나타나다가 pH가 증

가할수록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특히,알칼리 역에서 셀 늄의 수

착은 산화/환원 에 거의 향을 받지 않는 결과를 보 으나,낮은 pH에서 셀

늄(IV)수착은 산화/환원 에 많은 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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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조건(Eh=-0.35V)에서 셀 늄(IV)의 Kd값은 pH 2.41∼2.50에서 39.0～

545.2mL/g의 범 으며,이때의 평균값은 pH 2.46±0.04에서 263.3±258.0mL/g으

로 측정되었다.그러나,pH 5.72∼6.00범 의 성 역에서 셀 늄(IV)의 수착은

격히 감소하여 2.9∼27.2mL/g이었으며,평균값은 pH 5.85±0.14에서 11.1±14.0

mL/g으로 확인되었다.수용액의 pH가 8.76±0.09의 알칼리 역에서는 성 역의

Kd값 보다 감소한 0.8±0.4mL/g을 나타내었다(표 3.5.6).그러나,산화조건(Eh=

+0.35V)에서 KURT 화강암에 한 셀 늄(IV)수착은 환원상태보다 훨씬 낮은 값

을 나타내었다.산화조건에서 셀 늄(VI)의 수착은 환원조건에서의 수착과 마찬가지

로 pH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산화조건의 셀 늄(IV)에 한

Kd값은 각각 pH 3.03±0.04에서 22.8±11.6mL/g,pH 6.01±0.04에서 17.7±3.7mL/g,

그리고,pH8.74±0.08에서 2.36±1.58mL/g으로 나타났다.

한편,환원조건에서 셀 늄(VI)수착은 환원조건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원조건(Eh=-0.35V)에서 셀 늄(VI)의 Kd 평균값은 pH 2.89±0.10에서 8.0±6.0

mL/g,pH 6.13±0.44에서 5.7±2.8mL/g,그리고,pH 8.76±0.09에서 0.8±0.4mL/g으

로 각각 확인되었다(표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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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농도
(mol/L)

기 Eh
(V)

설정pH 매질 pH
Kd

(mL/g)
pH 평균

Kd평균
(mL/g)

∼10
-5

-0.35

3.0

YH1-1 2.41 205.8

2.46±0.04 263.3±258.0KP1-20 2.50 545.2

KP1-32 2.47 39.0

6.0

YH1-1 6.00 2.9

5.85±0.14 11.1±14.0KP1-20 5.83 3.2

KP1-32 5.72 27.2

8.7

YH1-1 8.54 2.45

8.53±0.01 2.5±1.7KP1-20 8.54 4.15

KP1-32 8.52 0.79

+0.35

3.0

YH1-1 2.98 35.9

3.03±0.04 22.8±11.6KP1-20 3.03 14.3

KP1-32 3.07 18.1

6.0

YH1-1 5.97 15.2

6.01±0.04 17.7±3.7KP1-20 6.01 8.4

KP1-32 6.05 14.5

8.7

YH1-1 8.65 4.1

8.74±0.08 2.4±1.6KP1-20 8.77 1.1

KP1-32 8.79 1.9

표 3.5.6.pH변화에 따른 KURT화강암에 한 셀 늄(IV)의 수착분배계수

기농도
(mol/L)

기 Eh
(V)

설정pH 매질 pH
Kd

(mL/g)
pH 평균

Kd평균
(mL/g)

∼10-5 -0.35

3.0

YH1-1 3.00 14.9

2.89±0.10 8.0±6.0KP1-20 2.82 4.0

KP1-32 2.84 5.0

6.0

YH1-1 6.50 8.9

6.13±0.44 5.7±2.8KP1-20 6.25 3.8

KP1-32 5.64 4.4

8.7

YH1-1 8.66 1.3

8.76±0.09 0.8±0.4KP1-20 8.84 0.5

KP1-32 8.78 0.7

표 3.5.7.pH변화에 따른 KURT화강암에 한 셀 늄(VI)의 수착분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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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크네튬의 수착 특성

가) 산화/환원 의 향

KURT 지하수 조건에서 KURT　화강암에 한 테크네튬의 Kd는 산화/환원

의 향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5.8). 기 산화/환원 가 약 -0.35

V 일 때,테크네튭의 화강암에 한 Kd는 pH 8.41∼8.53의 범 에서 24.2∼35.9

mL/g의 범 로 측정되었으며,이때 평균값은 pH 8.51±0.10에서 30.6±5.9mL/g으로

찰되었다. 기 산화/환원 가 +0.35V 일 때,테크네튬의 화강암에 한 Kd는

pH 8.59∼8.74에서 1.1∼6.8 mL/g의 범 로 측정되었으며,이때 평균값은 pH

8.67±0.07에서 3.0±3.3mL/g으로 측정되었다.이는 환원조건에서 테크네튬(IV)을 형

성하여,반응성이 좋은 다른 4가 원소들처럼 반응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환원환경

에서의 Kd값이 산화환경 보다 10배 정도 크게 측정된 것으로 평가된다[3.5.18].

기농도
(mol/L)

기 Eh
(V)

매질 pH
Kd

(mL/g)
pH 평균

Kd평균
(mL/g)

∼10
-6

-0.35

YH1-1 8.53 35.9

8.51±0.10 30.6±5.9KP1-20 8.61 31.6

KP1-32 8.41 24.2

+0.35

YH1-1 8.59 6.8

8.67±0.07 3.0±3.3KP1-20 8.74 1.1

KP1-32 8.69 1.2

표 3.5.8.산화/환원 변화에 따른 KURT화강암에 한 테크네튬의

수착분배계수

나) pH의 향

산화조건에서 KURT 화강암에 한 넵투늄의 수착에 한 pH의 향은 무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나타났다(표 3.5.9).산화/환원 가 +0.35V일 때,pH2.90

∼3.01에서 KURT 화강암에 한 테크네튬의 Kd는 2.0∼10.0mL/g의 범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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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평균값은 pH 2.96±0.06에서 5.8±4.1mL/g으로 측정되었다.한편,pH 8.59∼

8.74의 알칼리 역에서 테크네튬의 Kd는 1.1∼6.8mL/g의 범 으며,이때의 Kd

평균값은 평균 pH 8.67±0.07에서 3.0±3.3mL/g으로 산성 역에서의 Kd값과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농도
(mol/L)

기 Eh
(V)

설정pH 매질 pH
Kd

(mL/g)
pH 평균

Kd평균
(mL/g)

∼10
-6

+0.35

3.0

YH1-1 3.01 10.0

2.96±0.06 5.8±4.1KP1-20 2.98 5.4

KP1-32 2.90 2.0

6.0 KP1-32 5.45 4.8 5.45±0.65 4.8±1.2

8.7

YH1-1 8.59 6.8

8.67±0.07 3.0±3.3KP1-20 8.74 1.1

KP1-32 8.69 1.2

표 3.5.9.pH변화에 따른 KURT화강암에 한 테크네튬의 수착분배계수

4) 단열충 물에 한 수착 특성

KURT 암반 단열 충 물에 한 고이동성 핵종들의 수착특성을 비교하기

하여 기 Eh=-0.35V 일 때,Na-몬트모릴로나이트와 침철석에 한 요오드,셀

늄,그리고,테크네튬에 한 수착 분배계수를 측정하 다(표 3.5.10).요오드와 셀

늄은 Na-몬트모릴로나이트 보다 침철석에 한 Kd값이 높게 나타났다.Na-몬드

모릴로나이트에 한 요오드의 Kd 값은 pH 8.51±0.08에서 34.4±19.2mL/g으로 측

정되었으며,침철석의 경우 pH 8.42±0.07에서 68.5±19.1mL/g으로 확인되었다.

한,Na-몬드모릴로나이트에 한 셀 늄의 Kd 값은 pH 8.51±0.06에서 100.7±13.4

mL/g으로 측정되었으며,침철석의 경우 pH 8.37±0.08에서 301.6±4.7mL/g으로 확

인되었다. 테크네튬의 수착분배계수는 Na-몬트모릴로나이트의 경우, pH가

8.43±0.23일 때,1327.6±561.2mL/g이었으며,침철석에 한 Kd는 pH 8.31±0.02에

서 22.03±31.5mL/g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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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기농도

(mol/L)

기 Eh

(V)
단열충 물 pH 평균

Kd평균

(mL/g)

요오드 ∼10
-5

-0.35

Na-몬트모릴로나이트 8.51±0.08 34.4±19.2

침철석 8.42±0.07 68.5±19.1

셀 늄 ∼10-5
Na-몬트모릴로나이트 8.51±0.06 100.7±13.4

침철석 8.37±0.08 301.6±4.7

테크네튬 ∼10-8
Na-몬트모릴로나이트 8.43±0.23 1327.6±561.2

침철석 8.31±0.02 22.03±31.5

표 3.5.10.단열충 물에 한 요오드,셀 늄 그리고,테크네튬의 수착분배계수

4.철과 그 화합물에 의한 셀 늄의 수착

가.실험

1) 시약 장비

실험에 사용한 자철석(Fe3O4)과 철(Fe)분말은 일본의 Showa제품을 사용하

다.이들의 비표면 은 MicrometricsASAP기기를 사용하여 77K에서 질소를 반

응시켜 얻은 결과를 Brunauer-Emmet-Teller(BET)식에 입하여 구하 다(표 3.5.

11).Aldrich제품의 Na2SeO3와 Na2SeO4를 증류수에 용해하여 1mmol/L의 셀 늄

(IV)과 셀 늄(VI) 장용액을 제조하 다.10
-6
mol/L이하의 낮은 셀 늄 농도에

서 실험하기 하여 EcKert& ZieglerIsotopeProducts제품의 셀 늄 동 원소

75Se(H2Se(IV)O3형태,200µCi/mL,100ug/mLSecarrieradded,반감기120일)을

사용하 다.7.4MBq/mL 75Se원용액을 370배 희석하여 18.5mL 장용액을 제조

하 다.이 게 제조한
75
Se 장용액의 방사능은 20KBq/mL이고,농도는 3.75x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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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L이다. CO3
2-
, SiO3

2-
, F

-
음이온들은 Na2CO3(Shinyo), Na2SiO3(Junsei),

NaF(Sigma)을 증류수에 용해시켜 10mmol/L의 장용액을 각각 제조하 다. 한,

그린러스트와 자철석을 합성하기 해서 FeCl2․4H2O(Aldrich), FeCl3․

6H2O(Alrich)와 Na2CO3(Shinyo)를 사용하 다.실험용액의 이온세기를 일정하게 유

지하기 한 해매질 용액은 NaNO3(Showa)와 NaClO4(Merck)를 증류수에 희석하

여 비하 다.실험에 사용한 모든 장용액은 테 론(Teflon®)용기에 보 하 다.

용액의 pH 조 을 해서 proanalysis등 의 HClO4,NaOH시약을 희석하여 사용

하 다.실험에 사용한 증류수는 Milli-Q 장치(Millipore)로 제조한 18.2MΩ-cm이

상의 순수에 질소가스를 2시간이상 흘려 다음 사용하 다.

실험용기로는 폴리 로필 (PP)병을 사용하 고,고-액 분리를 한 여과는

0.22㎛ polyethersulfone(PES,Millipore사)주사기필터를 사용하 으며,시료 콜

로이드를 제거하기 해서는 NominalMolecularWeightLimit(NMWL)가 1000혹

은 5000인 한외여과막(Millipore,PES)으로 여과하 다.

셀 늄의 농도는 ICP-MS(InductivelyCoupledPlasma-MassSpectrometry,

Perkin-Elmer, Elan 6100)로,
75
Se은 γ-spectrometry(GEM-30185-P, EG&G,

ORTEC)로,
99
Tc는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LSC, Packard, Tri-Carb

2770TR/SL) 로 측정하 다. 고체시료 결정생성은 XRD(micro X-ray

Diffraction,D/Max-2500(18KW))로 측정하 다.

측정조건 BET 결과

시료 자철석 철 시료 자철석 철

시료무게 (g) 1.18 0.32

BET비표면

(m
2
/g)

5.11 1.04포화기체 질소가스

온도 (K) 77.3

표 3.5.11.자철석의 BET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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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산화물 제조

가) 그린러스트 합성

그린러스트는 산소농도가 10mg/L 이하인 아르곤 분 기의 로 박스에서

Taylor등[3.5.30]과 동일한 방법으로 합성하 다.1mol/L의 FeCl2․4H2O 용액 100

mL와 0.2mol/L의 FeCl3․6H2O용액 100mL에 각각1mol/L의 Na2CO3용액을 가

하여 pH를 7로 조 하 다.그 후,두 용액을 혼합하고 지속 으로 교반하 다.1

mol/L의 Na2CO3용액으로 혼합용액의 pH를 8로 유지하면서,1시간 동안 반응시켜

청녹색 침 물을 얻었다.이 침 물을 진공펌 를 이용하여 여과 세척하 는데,

얻어진 그린러스트는 산소에 매우 민감하므로 합성 후 즉시 실험에 사용하 다.

나) 자철석 합성

상품으로 구매한 자철석은 기와 하 기 때문에 표면이 모두 Fe(III)로 산화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표면이 모두 Fe(III)로 변하지 않은 새 자철석을

FengDang등[3.5.31]의 방법으로 합성하 다.1.25mol/L의 FeCl2․4H2O80mL용

액을 교반하면서 10mol/L의 NaOH 20mL용액을 주입하여 Fe(OH)2로 상되는

침 물을 얻었다.다시 10mol/L의 NaOH용액을 사용하여 Fe(OH)2침 물이 혼합

된 용액의 pH를 12.6으로 조 한 후 50℃에서 2시간가량 음 를 조사시켜 자철석

을 합성하 다.

3) 상용 자철석에 한 수착실험

모든 수착실험은 배치식으로 이루어졌으며,산소농도가 10mg/L이하인 아르곤

분 기의 로 박스에서 수행하 다.실험용액은 조건에 맞춰 각각 제조하 으며,

최종용액부피는 약 20 mL로 일정하게 조 하 다. 해액으로는 0.02 mol/L

NaClO4 는 NaNO3을 사용하 다.이 게 비한 실험용액과 고체시료를 30mL

폴리 로필 병에 넣고 교반하 으며,반응 후 0.22㎛ PES주사기필터로 여과하여

시료용액을 얻었다.얻어진 용액을 로 박스에서 꺼낸 후, 고순도 질산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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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첨가하여 PP병 내벽에 셀 늄이온의 수착 가능성을 제거하 다.단,환원조건에

서 셀 늄(II)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시료는 pH 3이하에서 H2Se(g)가 형성하여

용액 셀 늄 농도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질산을 첨가하지 않았다.

본 실험에 앞서 셀 늄이온과 용기 필터간의 반응 여부,수착제와 반응시간,

콜로이드 생성여부, 해액(NaClO4,NaNO3)종류에 따른 향을 알아보기 한

비실험을 수행하 다.그 결과,표 3.5.12와 같이 실험에 사용한 용기,0.22㎛ 주사

기필터(PES)에 의해 셀 늄이온이 수착되지 않았고,수착반응시간은 3일 이내 으

며,실험기간 콜로이드는 생성되지 않았다.

자철석

(g)

반응용액의 기농도

최종 pH

0.22㎛ 여과 후

셀 늄 농도

(mg/L)
셀 늄(VI)

(mg/L)

셀 늄(IV)

(mg/L)

Na2CO3

(mmol/L)

해액

(mmol/L)

- 0.78 - 1 NaNO3,20 9.1 0.81

- - 0.78 1 NaNO3,20 9.0 0.75

1 0.78 - 1 NaNO3,20 9.1

0.75(3일 후)

0.74(5일 후)

0.78(7일 후)

1 - 0.78 1 NaNO3,20 9.1

0.032(3일 후)

0.033(5일 후)

0.031(7일 후)

1 7.7 0.1 NaNO3,20 9.2
7.70(0.45μm)

7.90(한외여과 후)

1 - 7.7 1 NaNO3,20 9.2
1.40(0.45μm)

1.40(한외여과 후)

- 0.78 - 1 NaNO3,20 9.1 0.81

1 - 7.7 - NaClO4,20 9.1 0.44

1 - 7.8 1 - 9.1 1.3

1 - 7.8 1 NaClO4,20 9.1 1.3

1 - 0.77 10 NaNO3,20 9.4 0.094

1 - 0.77 10 NaClO4,20 9.3 0.088

1 - 0.78 0.1 NaNO3,20 8.9 0.020

1 - 0.78 0.1 NaClO4,20 8.7 0.018

표 3.5.12.자철석/셀 늄 수착실험 시 필터,반응시간 해액에 한 비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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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철석에 한 셀 늄(IV)과 셀 늄(VI)의 수착실험

pH변화에 따른 셀 늄산화이온과 자철석간의 수착 정도를 조사하기 하여 0.2

mol/L,NaClO4매질에서 0.01mmol/L의 셀 늄(IV) 는 셀 늄(VI)용액에 1g의

자철석을 넣고,용액의 pH를 7-11로 조 한 다음 교반하 다. 한,이 결과를 사용

하여 표면착화반응모델의 하나인 확산이 층모델(Diffuse double layer model,

DDLM)을 이용하여 열역학 평형상수 수착기작을 도출하 다.표면착화반응모델

계산에는 FITEQL4.0을 이용하 다.

나) 경쟁음이온 존재 시 셀 늄(IV)의 수착실험

일반 인 자연수 KURT(KAERIUndergroundResearchTunnel)지하수에

녹아있는 규산,탄산, 루오린 이온들이 셀 늄(IV)과 자철석간의 수착반응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한 연구를 수행하 다.이에 0.01mmol/L,셀 늄(IV)과 0.1-1

mmol/L농도의 규산,탄산, 루오린 이온들이 용해되어 있는 pH 7-11의 실험용액

을 각각 제조하여,경쟁음이온 pH변화에 따른 자철석에 한 셀 늄(IV)의 수착

을 비교하 다.실험용액의 경쟁음이온(규산,탄산,불소)농도는 KURT 에서 측정

한 음이온들의 농도와 유사하게 조 하 다[3.5.32]. 한,실제 처분장에서 탄산이

온과 규산이온은 셀 늄이 유출되기 에 이미 지하수에 용해되어 존재하는 이온들

이다.따라서 처분용기의 부식생성물인 자철석의 표면은 셀 늄과 에 탄산이

온 는 규산이온으로 포화된 상태일 것이다.따라서 실제 처분장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기 해서 자철석의 표면을 탄산이온 는 규산이온으로 포화시킨 상태에서 셀

늄 수착실험도 병행하여 수행하 다.자철석 표면 반응기 수는 아래와 같이 BET

와 단 면 당 반응기수(2.5site/nm2)[3.5.4,3.5.33]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0.02

mmol/g으로 계산되었다.

결과로부터 표면이 탄산이온 는 규산이온으로 포화된 자철석을 제조하기

해서 10g의 자철석 분말을 10mmol/LNa2CO3 는 Na2SiO3500mL용액에 각

각 넣어 3일 동안 수착반응 시켰다.이 포화된 자철석 분말을 필터로 여과하여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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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세척과정 없이 로 박스 안에서 자연 건조시켜 표면이 탄산이온 는 규산

이온으로 포화된 자철석 분말을 얻었다.이 분말을 사용하여 pH 7-11에서 0.01

mmol/L셀 늄(IV)의 수착실험을 수행하 다.

다) 자철석에 수착된 셀 늄(IV)과 셀 늄(VI)의 산화수 측정

자철석에 수착된 셀 늄의 산화상태를 알아보기 하여 0.5g의 자철석을 5

mmol/L의 셀 늄(IV)혹은 셀 늄(VI)용액 25mL에 각각 넣고,pH를 9로 조 하

여 평형에 도달시켰다.규산이온으로 포화된 자철석 한 유사한 방법으로 5

mmol/L셀 늄(IV)용액에 넣어주고 pH를 각각 4,10으로 조 하여 반응시켰다.

자철석은 7일동안 반응 후 로 박스 안에서 자연건조 시켰다.

4) 철에 의한 셀 늄(IV)의 수착실험

500mLTeflon
®
용기에 철 분말 3g과 50mmol/L의 셀 늄(IV)200mL을 주

입하고,0.1mol/LNaOH을 이용하여 용액의 pH를 10으로 조 하 다.pH 조 후

Eh값은 -350mV 이었다.용기를 마개로 막고,7일동안 교반시켰다. 한,Visual

MINTEQ3.0코드를 이용하여 실험과 유사한 산화환원조건에서 셀 늄(IV)이온의

화학종 변화를 계산하 다.표 3.5.13은 계산에 사용된 열역학상수이다. 한,셀

늄(cr)의 용해도 이하에서 수착여부를 찰하기 해 셀 늄 동 원소(
75
Se)를 사용

하여 10-6mol/L이하의 셀 늄(IV)농도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용액 셀 늄

(IV)의 농도를 3.75x10-7-3.75x10-9mol/L로 조 한 0.02mol/L의 NaClO4용

액 20mL에 1g철 분말을 넣고 pH를 9로 조 한 후 반응시켰다.

5) 합성 자철석과 그린러스트에 한 셀 늄이온의 수착실험

합성한 그린러스트,자철석과 산화셀 늄간의 수착과정에서 경쟁음이온 향

환원반응을 알아보기 해,0.01mmol/L셀 늄(IV) 는 셀 늄(VI)20mL실험

용액을 각각 비하 다.이 실험용액 일부는 1mmol/LSiO3
2-를 용해시켰다.

이 게 비된 실험용액에 0.5g의 합성한 자철석 는 0.3g의 그린러스트를 넣어

pH9에서 반응시켜 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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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식 LogK

SeO3
2-
+H

+
↔HSeO3

-

HSeO3
-
+H

+
↔H2SeO3

8.36[3.5.34]

2.6[3.5.34]

SeO4
-2
+H

+
↔HSeO4

SeO4
-2
+2H

+
↔H2SeO4

1.8[3.5.35]

0.21[3.5.36]

≡FeOH+SeO3
2-
+H

+
↔≡FeSeO3

-
+H2O 14.12[3.5.4]

표 3.5.13.화학종 계산에 사용된 셀 늄의 열역학상수

나.결과 토의

1) 상용 자철석에 한 셀 늄이온의 수착 모델 계산결과

pH조건에 따른 자철석에 한 셀 늄(IV) 는 셀 늄(VI)의 수착실험 결과를

수착율(%)로 나타내었다.수착율([Se]srobed(%))은 기농도([Se]initial)와 수착반응 후

농도([Se]final)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 다.

셀 늄(VI)은 pH 7∼11 역에서 자철석에 수착되지 않는 반면,셀 늄(IV)

은 pH 7∼10에서 자철석에 95% 이상 수착하 다.그러나 pH가 10을 과할 경우

셀 늄(IV)의 수착은 격히 감소하여,pH 11에서는 자철석에 흡착된 비율이 40%

이하로 나타났다(그림 3.5.1).상품화된 자철석과 달리 표면이 산화되지 않은 자철석

은 Fe(II)과 Fe(III)가 공존하므로 Fe(II)에 의한 셀 늄(IV)의 환원여부가 논쟁 이

지만[3.5.6,3.5.7],본 실험에서 사용한 상품 자철석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셀 늄의

환원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자철석 표면반응기와 셀 늄(IV)의 반응기작 열역학 상수를 알아보기 해

표면착화반응모델을 사용하 다.여기에 사용한 열역학 상수는 표 3.5.13에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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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모델 계산에는 자철석과 반응하는 셀 늄(IV)의 주 화학종을 HSe(IV)O3
-
와

Se(IV)O3
2-로 가정하여 아래 두 가지 반응을 고려하 다.

Model1: Fe HO Se
O

O
Fe OOH Se

O

O
H H2O

Model2: Fe O Se
O

O
O HFe O Se

O

O

OH

Model2보다 Model1을 표면착화반응모델에 용한 결과 자철석과 셀 늄(IV)

간의 수착실험 결과와 가장 일치하 고,철 화합물들과 셀 늄(IV)간의 반응은

Model1과 같은 수착기작을 가진다는 기존의 연구[3.5.4,3.5.47]와 잘 일치하 다.

Model1은 자철석 표면반응기(≡FeOH)와 HSe(IV)O3
-
의 수착반응에서 H2O를 생성

하는 inner-sphere결합으로 강한 결합력을 가진다.Model1의 반응식을 가지고 표

면착화반응모델에 용한 결과 자철석 표면반응기(≡FeOH)와 HSe(IV)O3-의 수착

평형상수(LogKeq)는 7.72로 계산되었다.그러나 셀 늄(VI)은 자철석에 수착되지

않았는데,이는 열역학자료(표 3.5.13)를 이용해 실험조건(0.01mmol/L셀 늄(VI),

I=0.2mol/L)에서 셀 늄(VI)의 화학종을 VisualMINTEQ 3.0code로 계산한 결

과,pH7∼11에서 부분 HSe(VI)O4
-가 아닌 Se(VI)O4

2-형태로 존재하여 수착반응

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Martinex등[3.5.48]은 약산성에서 셀 늄(VI)이

철화합물의 표면 반응기들과 수화물을 형성하여 약한 물리 인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 지만,염기조건인 본 실험에서는 자철석과 셀 늄(VI)의 수착반응이 확

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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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pH조건에 따른 자철석에 셀 늄(IV)과 셀 늄(VI)수착실험결과

( 해액 =0.02mol/LNaClO4,[Se] 기농도 =0.01mmol/L,자철석/반응용액 =

50g/L).

2) 지하수내 경쟁음이온들의 향

지하수에 SiO3
2-,CO3

2-,F이온들과 셀 늄(IV)이 같이 용해되어 있을 때,자철

석과 셀 늄(IV)간의 수착분율(%)을 그림 3.5.2에 나타내었다.NorbertJordan등

[3.5.33]은 자철석에 한 규산이온의 수착이 pH에 따라 변화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

으며,이들이 얻은 수착평형상수(Log Keq)값을 이용하여 VisualMINTEQ 3.0

code에서 1mmol/L규산이온이 존재할 때 자철석에 한 셀 늄(IV)의 수착량을

계산하 다(그림 3.5.2).열역학 자료를 이용한 계산 결과의 신빙성을 해 pH 9에

서 0.1∼1mmol/L규산이온의 농도변화에 따른 자철석에 한 셀 늄(IV)의 수착

실험을 수행하 다.그 결과,계산결과와 잘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그림 3.5.

3).이때 사용한 열역학 상수는 표 3.5.13에 나타내었다.

1mmol/L불소이온은 자철석과 셀 늄(IV)간의 반응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하 지만,1mmol/L탄산이온은 약간의 방해를 하 고,1mmol/L규산이온은 가

장 많은 방해를 하 다.이에 탄산이온과 규산이온들은 셀 늄(IV)과 자철석의 같은

표면반응기에 경쟁 으로 수착반응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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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이온은 pH7-8에서 셀 늄(IV)과 자철석간 수착반응에 거의 향을 미치지

못하지만,pH9이상부터 조 씩 셀 늄(IV)의 수착을 방해하기 시작하고,pH 10에

서는 상당한 수착방해를 하 다.pH가 증가함에 따라 셀 늄(IV)의 수착율이 pH 8

에서부터 조 씩 감소하기 시작하여,높은 pH에서는 크게 감소하 다(그림 3.5.4).

이는 pH 증가에 따라 탄산이온 CO3
-
의 비율이 차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된

다(그림 3.5.5).따라서 HCO3
2-
보다 CO3

2-
화학종이 셀 늄(IV)과 자철석간 수착반응

에 주된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탄산이온과 달리 규산이온은 pH에 큰 향을 받지 않고 자철석 표면에

수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3.5.31].이에 pH 9에서 규산이온과 탄산이온이

자철석과 셀 늄(IV)간에 수착에 미치는 향력을 비교하기 한 실험결과를 그림

3.5.6에 나타내었다.1mmol/L의 규산이온 농도에서는 셀 늄(IV)의 수착반응에 상

당한 방해를 하 지만,0.1mmol/L이하의 규산이온은 자철석에 한 셀 늄(IV)의

수착에 큰 향을 끼치지 못하 다.이는 자철석의 표면 반응기수가 1mmol/L로

0.1mmol/L의 규산이온과 0.01mmol/L의 셀 늄이온 모두 수착된 것으로 생각된

다.반면,탄산이온 1mmol/L이 존재하여도 셀 늄(IV)의 수착반응에 향을 주지

못하 다.이는 규산이온과 탄산이온이 같은 양이 존재 할 때 규산이온이 탄산이온

보다 자철석 표면과 더 잘 수착할 수 있다.따라서,≡FeOH과 규산간 logKeq값이

≡FeOH와 탄산이온간 logKeq값보다 더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본 연구에서는 탄

산이온의 농도를 측정이 어려워 수행하지 못하 다.그림 3.5.5에서 CO3
2-
의 농도는

탄산이온에 존재하는 CO3
2-
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실제 처분장에서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 탄산이온 는 규산이온으로 포화된

자철석에 한 셀 늄(IV)의 수착실험 결과는 그림 3.5.7에 나타내었다.규산이온으

로 포화된 자철석에 셀 늄(IV)의 수착분율(%)은 60% 미만으로 일반 자철석에 비

해 상당히 감소되었다.하지만 탄산이온으로 포화된 자철석은 일반 자철석과 비슷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이는 탄산이온의 수착실험을 해 pH를 7-10으로 조 할

때,자철석에 수착되어 있던 CO3
2-
가 HCO3

2-
로 탈착되어,셀 늄(IV)와 경쟁 으로

수착반응 할 수 있는 CO3
2-농도가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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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경쟁음이온들이 존재할 때 자철석에 셀 늄(IV)의 수착실험결과

[Se(IV)]initial=0.01mmol/L, 해액 =0.02mol/LNaClO4:(●)[Si]initial=1

mmol/L,계산된 결과;(○)[Si]initial=0.1mmol/L,계산된 결과;(▼)[F]initial=1

mmol/L(▽)[F]initial=0.1mmol/L(■)[HCO3
-
+CO3

2-
]initial=1mmol/L;(□)

경쟁음이온이 존재하지 않음.

그림 3.5.3.0.1-1mmol/L규산염이 존재할 때 자철석에 셀 늄(IV)의

수착실험결과와 열역학 상수를 이용한 계산결과와의 비교 ([Se(IV)]initial=

0.01mmol/L, 해액 =0.02mol/LNaClO4);(●)실험결과,(○)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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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탄산염의 농도와 pH조건에 따른 자철석에 셀 늄(IV)의

수착실험결과.

그림 3.5.5.pH조건에 따른 탄산염의 주요 화학종

([HCO3
-
+CO3

2-
]=1mmol/L, 해액 =0.02mol/LNaCl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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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CO3
2-와 SiO3

2-농도에 따른 자철석에 셀 늄(IV)의

수착실험결과 ([Se(IV)]initial도 =0.01mmol/L,pH=9).

그림 3.5.7.SiO3
2-

는 CO3
2-
으로 포화된 자철석에 셀 늄(IV)수착실험결과.



-185-

3) 철에 의한 셀 늄(IV)환원

0가 철 분말과 셀 늄(IV)의 반응 실험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험용액의

색이 무색에서 주홍색으로 변하고(그림 3.5.8가)),7일이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Teflon®용기 벽면에 색침 물이 찰되면서 다시 투명한색으로 변하 다(그림

3.5.8나)).벽면에 생성된 색침 물을 XRD측정결과,그림 3.5.9와 같이 셀 늄(cr)

로 확인되었다.이는,셀 늄(IV)이 Fe(0)에 의해 형성된 -330mV이하의 환원조건

에서 셀 늄(cr)로 환원되었기 때문이다.일반 으로 결정형 셀 늄(cr)은 Sen형태의

합체를,비결정형인 색의 셀 늄(am)은 Se8 링 형태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3.5.39,3.5.40].본 실험에서 셀 늄(IV)이 환원되어 생성된 셀 늄 고체는 비결정형

과 결정형이 혼합되어 있는 물질로 생각된다. 의 실험을 바탕으로,셀 늄(IV)이

환원되어 생성되는 화학종을 셀 늄(cr)로 고려하여 셀 늄의 화학종 분율을 Visual

MINTEQ 3.0code로 계산한 결과,셀 늄(cr)이 주요 생성물로 실험결과와 일치하

다(그림 3.5.10). 한,pH 10,상온,[Se]total=50mmol/L에서 셀 늄(cr)형성 Eh

조건을 열역학 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약 -450∼-30mV 역에 해당되었

다.

환원조건에서 셀 늄(IV)은 환원되어 셀 늄(cr),셀 늄(am)을 형성하는데,이

들은 pH 9.05,Eh=-350mV,I=0.1mol/L용액에서 약 10
-5
-10

-6
mol/L의 용해도

를 가진다[3.5.41].이에 3.75x10-7-7.5x10-9mol/L농도의 셀 늄(IV)용액에 0.5-1g

의 철을 넣어 실험한 결과(그림 3.5.11),셀 늄의 농도가 상당량 감소되었다.pH 9,

Eh=-350mV,I=0.2mol/L에서 철에 의해 셀 늄(IV)이 환원되어 생성되는 셀

늄의 화학종을 계산한 결과 셀 늄(IV)이 주 화학종이었다.이에 10
-7
-10

-9
mol/L

셀 늄(IV)가 철 분말에 의해 환원되어 셀 늄(II)를 형성하고,이 셀 늄(IV)이

Fe(II)이온과 결합하여 FeSe혹은 FeSe2침 물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된다.아울

러,용액 셀 늄의 농도가 FeSe2용해도 이하까지 감소한 상은 셀 늄(II)이 철

표면에 수착되기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FeSe2(s)의 용해도는 약 1x10
-8
M로 알

려져 있다[3.5.7]. 한,용액 1mmol/L규산이온이 존재하거나 철 표면이 규산이

온으로 포화되어 있다라도 철에 의해 넣어 셀 늄(II)농도가 크게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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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그림 3.5.8.가)3일 반응 후 0.22μm PES주사기필터를 통과한 용액 (나)7일

반응 후 Teflon
®
용기 안쪽벽면에 생성된 색침 물.

그림 3.5.9. 색침 물의 X-ray회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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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0.pH조건에 따른 셀 늄 화학종 계산결과 ([Se]=50

mmol/L,Eh=-330mV).

그림 3.5.11.셀 늄(cr)용해도 이하에서 철에 의한 셀 늄(IV)의 농도변화( 해액

=0.02mol/LNaClO4,닫힌기호 =[Se(IV)]initial,열린기호 =[Se(IV)]final);(■)initial:

3.75x107mol/LSe(IV),(●)initial:3.75x10
7mol/LSe(IV)와 1mmol/LSiO3

2-,

(▲)initial:3.75x10
8mol/LSe(IV)와 1mmol/LSiO3

2-,(▼)initial:7.50x10
9mol/L

Se(IV)와 1mmol/LSiO3
2-,(◆)initial:3.75x10

7mol/LSe(IV)와 SiO3
2-로 포화된

철,(◀)initial:3.75x10
8mol/LSe(IV)와 SiO3

2-로 포화된 철,(▶)initial:1.38x10
8

mol/LSe(IV),(★)initial:1.38x10
8mol/LSe(IV)와 1mmol/LSiO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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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성 자철석과 그린러스트에 한 셀 늄 이온의 수착

합성한 그린러스트 는 자철석과 셀 늄이온간 반응실험 결과를 표 3.5.14에

나타내었다.앞 실험에서 표면이 산화된 상품 자철석은 셀 늄(VI)을 수착하지 못하

지만,합성한 자철석은 셀 늄(VI)의 농도를 감소시켰다.이는 실험용액에 합성한

자철석을 넣어 에 따라 산화환원 기 -300mV이하로 떨어져 셀 늄(VI)이온

이 속 혹은 셀 늄(II)이온으로 환원되어 수착 는 침 에 의해 제거된 것으로

생각된다.그린러스트 한 셀 늄(IV)을 1시간 이내에 환원시켜 용해되어 있던 셀

늄(IV)의 부분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셀 늄(VI)에서 셀 늄(IV)으로 환원되는

데 1시간의 반응시간이 짧아 일부만 환원되어 제거되고, 첨가된 규산이온의 향

은 거의 없었다.합성한 그린러스트와 자철석이 용액 셀 늄산화이온의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 지만,정확한 메커니즘 규명을 해서는 향후 연

구가 더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합성한 그린러스트는 로 박스 안에서도 수

시간 내에 청녹색에서 검은색으로 색이 변하 다.이러한 상은 그린러스트가 자

발 으로 자철석 형태로 반응하는 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3.5.42].이를 확인하기

해 검게 변한 그린러스트를 XRD분석한 결과 자철석과 능철석(FeCO3)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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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착제

(g)

기농도
(µg/L) NaClO4

(mmol/L)

규산염

(mmol/L)
pH

반응시간

(day)

Eh

(mV)

최종농도

(µg/L)셀 늄
(IV)

셀 늄
(VI)

0.66

(자철석)

1016 -

10

1 7.7

3
-320~
-350

0

- 1054 1 7.9 0

1016 - - 8.2 0

- 1054 - 8.2 0

1016 - 1 7.8 0

- 1054 1 8.7 0

1016 - - 8.3 0

- 1054 - 8.3 0

0.47

(Greenrust)

1016 - 1 9.0

1
-220~
-240

15.5

- 1054 1 9.0 65

1016 - - 8.9 26.5

- 1054 - 9.0 620

1016 - 1 8.9 18.6

- 1054 1 9.0 80.1

1016 - - 9.0 30.6

- 1054 - 9.0 686

표 3.5.14.합성 그린러스트와 자철석에 셀 늄(IV)과 셀 늄(VI)의 반응실험 결과

다.결론

지하수에 흔히 녹아있는 규산이온과 탄산이온은 자철석의 같은 반응기에 셀

늄(IV)과 경쟁 으로 수착하여 자철석 표면에 셀 늄(IV)의 수착을 방해하지만,불

소 이온은 셀 늄(IV)의 수착에 향을 주지 않았다.규산이온은 용액의 pH에

상 없이 자철석에 한 셀 늄(IV)의 수착을 방해하는 반면,탄산이온은 HCO3
-가

아닌 CO3
2- 만이 수착을 방해하 다.그러므로 CO3

2-의 농도가 충분히 높은 조건,

즉 용액 탄산농도가 매우 높거나,CO3
2-
/HCO3

-
의 비가 높은 pH 10이상의 조건

에서 탄산이온이 자철석에 한 셀 늄(IV)의 수착을 방해할 것이다.동일 농도의

CO3
2-
와 규산이온을 비교할 경우,CO3

2-
보다 규산이온이 자철석과 셀 늄(IV)의 수

착반응에 더 큰 경쟁이온으로 작용하 다.따라서 KURT 지하수의 pH와 녹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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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들의 농도를 고려하면 규산이온이 자철석에 한 셀 늄(IV)의 수착반응에

가장 큰 경쟁이온으로 작용할 것으로 단된다.

처분용기의 주 재료로 철을 사용할 경우,처분공에는 다량의 철이 존재하여 더

낮은 환원조건을 형성하게 된다.이 경우,지화학조건은 약알칼리성의 환원성 용액

으로 상된다.이 조건에서 10
-5
mol/L이상의 산화셀 늄이 존재한다면 침 이 형

성될 것이고,용해되어있는 셀 늄은 셀 늄(II)으로 존재할 것이다.그러나 용해되

어 있는 셀 늄(II)은 반응성이 크므로 철 혹은 철산화물에 수착되거나,Fe2+와 반응

하여 FeSe2침 물을 형성할 것으로 생각된다.이 경우,환원조건에서 KURT지하수

와 같이 1mmol/L이하의 농도를 갖는 규산이온은 철과 셀 늄(II)이온의 수착반

응에 크게 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그러나 실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서는 물의 방사화에 의해 생성된 산소 혹은 과산화수소에 의해 셀 늄이 셀 늄

(IV)으로 산화되고,처분용기 부식생성물인 자철석의 표면도 산화될 수 있다.이러

한 경우 규산이온의 방해로 인해 셀 늄이 수착되지 못하고 지하수에 따라 쉽게 이

동할 수도 있다.

5.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 성 입력자료로 활용할 목 으로 지화학

조건 변화에 따른 고이동성 핵종들의 수착특성을 평가하 다.지하연구시설에서

채취한 화강암 단열충 물과 심도 200m에서 채취한 지하수를 이용하여 산화

/환원 와 pH 변화에 따른 요오드,셀 늄,그리고,테크네튬에 한 수착분배계

수를 측정하 다. 한,고이동성 핵종의 수착 환원특성을 평가하고자 철과 셀

늄의 반응기작을 평가하 다.

l KURT 화강암에 한 요오드의 수착은 매우 낮게 평가되었으며,산화/환원

나 pH등의 지화학 변수들의 수착에 한 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l 셀 늄의 수착은 낮은 pH에서 셀 늄(IV)이 산화/환원 와 pH가 낮을수록,

Kd값이 높게 측정되었으나,셀 늄(VI)는 pH에 한 향이 매우 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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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었다. 한,셀 늄(IV)과 셀 늄(VI)모두 KURT의 pH 조건에서는 산화/

환원 의 향이 없었다.

l 테크네튬은 KURT 지하수의 pH 범 에서 산화/환원조건의 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산화조건에서 pH의 변화가 테크네튬의 수착에 미치는 향은

매우 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l 고이동성 핵종들의 단열 충 물에 한 수착은 요오드와 셀 늄의 경우 Na-

몬트모릴로나이트 보다 침철석에 한 친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반면,테크

네튬은 Na-몬트모릴로나이트에 한 수착 친화도가 침철석보다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l 요오드,셀 늄,그리고,테크네튬의 고이동성 핵종들 에서 셀 늄과 테크네튬

의 수착은 산화/환원 등의 지화학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따라서,방

사성폐기물 처분에 있어서 고이동성 핵종들에 한 지화학 거동에 한 연구

가 앞으로 더욱 심도 있게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l 철산화물의 하나인 자철석에 한 셀 늄(IV)의 수착은 규산이온과 탄산이온과

경쟁 인 계이므로 자철석 표면에 셀 늄(IV)의 수착을 방해하지만,불소이온

은 셀 늄(IV)의 수착에 향을 주지 않았다.규산이온은 용액의 pH에 상

없이 자철석에 한 셀 늄(IV)의 수착을 방해하는 반면,탄산이온은 HCO3
-
가

아닌 CO3
2-
만이 수착을 방해하 다.따라서 KURT지하수의 pH와 녹아있는 음

이온들의 농도를 고려하면 규산이온이 자철석에 한 셀 늄(IV)의 수착반응에

가장 큰 경쟁이온으로 작용할 것으로 단된다.

l 철이 존재하는 경우,10-5mol/L이상의 산화셀 늄은 침 될 것이고,용해되어

있는 셀 늄은 셀 늄(II)으로 존재할 것이다.그러나 용해되어 있는 셀 늄(II)은

철 혹은 철산화물에 수착되거나,철(II)과 반응하여 FeSe2침 물을 형성할 것으

로 생각된다.이 경우에는 KURT 지하수 조건에서는 셀 늄(II)수착에 큰 향

을 주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는 물의 이온화에 의해

생성된 산소 혹은 과산화수소에 의해 셀 늄이 셀 늄(II)으로 산화되고,처분용

기 부식생성물인 자철석의 표면도 산화될 수 있다.이러한 경우 규산이온의 경

쟁으로 인해 셀 늄이 수착되지 못하고 지하수에 따라 쉽게 이동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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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처분 안 성평가를 한 지화학반응 수착 D/B구축

1.연구 개요

악틴족 원소들은 pH가 부분 성 약알칼리 역의 지하수에서 용해도가

매우 낮고,콜로이드를 형성하는 등 지하매질에 따라 매우 다양한 성질을 가지므로

지하수 조건에 따라 실험 으로 화학종을 상세히 찰하기가 쉽지 않다.따라서 간

단한 용액조건에서 각 악틴족 원소들에 한 열역학데이터를 측정하여 이를 토 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지하수에서 악틴족 원소의 화학종과 용해도를 측하기 한

지화학코드가 개발되었다.지화학코드를 이용한 계산결과는 서로 유사한 지하수의

유사한 조성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용해도 화학종이 수천 배까지 차이를 나타낸

다.이는 악틴족 원소들의 용해도가 지화학 조건에 한 강한 의존성을 나타내며,

각 연구에서 용된 열역학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이다.따라서 처분환경에서 핵종의

화학종과 용해도,반응특성을 정량 으로 모델링하기 하여 각 기 과 국가에서는

추구하는 목 에 따라 다양한 D/B를 확보하려고 한다. 한,각국의 천연지하수에

는 서로 다른 조성의 음이온이 존재하는데,이 이온들의 효과 한 무시할 수 없다.

재 알려진 D/B는 독립 으로 활용되는 D/B와 지화학코드에 통합되어 있는

D/B로 양분된다.OECD/NEA의 열역학데이터[3.6.1]는 표 인 독립 D/B로서 개

별화학종의 Gibbs에 지,생성반응상수,열용량,엔트로피,엔탈피 데이터도 포함하

고 있다. 한,이 데이터는 다양한 문헌과 문가들의 평가에 의해 선정되었기 때

문에 재 가장 신뢰성 있는 열역학 D/B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다.스 스의

Nagra/PSI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한 지화학 모델링을 하여 열역학 D/B를 구

축하 다[3.6.2].이 D/B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정성 평가를 한 데이터들로만 구성

되어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일본의 JAEA도 2003년에 DATABASEVersion

011213c2.tdb을 공개하 으며[3.6.3],SKB도 OECD/NEA 데이터와 Nagra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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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최근에 D/B를 연구보고서로 발간한 바 있다[3.6.4]. 한,국내에서도 지하

수 핵종의 용해도 용해화학종을 계산할 목 으로 개발한 지화학반응 해석용

컴퓨터 코드인 MUGREM을 하여 열역학데이터를 수집한 바 있다[3.6.5,3.6.6].한

편,컴퓨터 코드와 통합된 D/B로는 EQ3/6[3.6.7],MINTEQ2[3.6.8]가 있다.그러나

이러한 코드내에 포함된 D/B는 코드 활용 차원에서만 공 되므로 그 신뢰성이 떨

어지는 편이다.이러한 D/B는 핵종들의 용해도 한계를 구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완충재나 암반의 공극수 모델링에도 사용될 수 있고,case-specific흡

착계수를 얻어내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을 지하에 처분하 을 때 지하 환경에서 방사성핵

종의 수착거동에 한 자료를 조사/검토하여 이를 활용하기 한 D/B도 구축하

다.방사성폐기물 처분 안 성평가에 활용되는 분배계수(Distribution Coefficient,

Kd)로 정의하는 평형분배상수는 동력학 으로 빠르고 가역 인 수착을 평가하는데

사용되어 왔다.그러나 Kd는 측정된 실험 조건에 한하여 그 수치가 유효하므로 기

존에 측정된 Kd를 방사성폐기물처분의 안정성 평가에 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물,즉,고체의 종류와 양,수용액의 조성,pH,산화/환원 ,이온강도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수착은 향을 받는다[3.6.9].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지화학 조건에

서 핵종의 수착자료를 실험 으로 얻어 내거나,문헌을 통하여 자료를 추출해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기도 한다.따라서 다양한 실험조건에서 측정된 방 한 수

의 Kd값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용 가능한 Kd값을 추출해내는 새로운 방법

론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방 한 양의 Kd를 제공하는 NEA 수착

D/B(SorptionDataBase,SDB)가 OECD/NEA에서 구축되었다[3.6.10].그러나 SDB

가 포 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상의 어려움과 데이터를 하게 분석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없었기에 D/B의 사용에 한계를 갖게 되었다.이러한 문제를 극복

하고 한국형처분시스템에 합하도록 국내에서 생산된 Kd의 D/B를 구축하기 하

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조건에서 다양한 핵종의 Kd를 추출하기 하여

OECD/NEA의 수착자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자체 생산한 수착 자료를 검색하

고 조건별로 추출할 수 있는 핵종 수착 D/B(SorptionDatabase-21C,SDB-21C)를

개발하 다[3.6.1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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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우리나라의 SDB-21C,독일의 RES
3
-T[3.6.13],그리고 일본의 JAEA-SDB

[3.6.14]등의 다양한 핵종 수착 D/B 로그램들이 개발되어왔다(표 3.6.1).그러나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 성 평가 측면에서 볼 때, 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수착 D/B의 원활한 근 검색이 가능해야하고 검색한

수착 D/B정보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정보가 필요하다.그러나 이러한 수

착 D/B의 근 검색이나 통계정보는 재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따라서 수착

D/B를 정확하고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는 방법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요한 악틴족 원소들의

기본 성질과 각국의 열역학 데이터를 상호 비교하여 선정하 으며,온도와 이온강

도에 따른 열역학데이터 보정방법을 소개하 다.아울러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심핵종인 주요 핵분열생성물의 열역학데이터도 조사하 다. 한,기존 수착 D/B

로그램의 리/검색 기능을 분석 보완하고,사용자들에게 보다 효율 인 방법

으로 수착 D/B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웹(web)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수착 D/B

시스템을 갖추고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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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 명칭 년도 데이터수 비 고

일본/

JAEA
JAEA-SDB 1999 24,000

-2003년 MSAccess버 공개

-2009년 웹기반 버 서비스 실시

-22개 주원소1) 추가원소2)수록

독일/

FZK
RES

3
-T 2003 -

-열역학 수착모델을 한 D/B

-6종류의 열역학 수착 모델 데이터 수록
3)

-데이터가 어 활용에 한계

스 스/

Nagra
- 1996 -

- 고 핵종으로 구분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

-매질을 시멘트,근계 역,벤토나이트,모암4)등

으로 구분하여 분배계수를 분류하여 수록

NEA NEA-SDB 1991 14,000

-1991년에 NEA주 하에 참여국별로 핵종 수착

자료 취합

-1991년 이후 자료 업데이트 되지 않음

한국/

KAERI
SDB-21C 1998 16,000

-2,000여개의 자체자료 수록

-parametricmodel구

-2009년 웹기반 S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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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g,Ce,Co,Eu,Fe,Sr

3)Non-ElectrostaticModel,DiffuseDouble-LayerModel,ConstantCapacitanceModel,Triple-LayerModel,

BasicSternModel,CD-MUSIC

4)Granite,Marl,andOpalinusclay

표 3.6.1.국내외 핵종 수착 D/B 황

2.지화학반응 D/B구축

2007-2009년까지 주로 악틴족 핵종과 기타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심있는 핵

분열생성물 체에 한 지화학 D/B를 구축한 반면,2010-2011년에는 고이동성 핵

종 핵분열생성물에 한 D/B를 보완하 다.핵분열생성물 Se과 Tc의 지화학

특성에 한 자세한 설명과 D/B는 본보고서 제3장 제4 에 수록하 으며,그 외의

핵종은 I와 Ni에 한 열역학데이터만 지면 계로 본 보고서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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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특성

1) 우라늄

우라늄은 천연지하수 조건에서 4∼6가 산화수로 존재하며,용해도 용해 화학

종이 pH,Eh 탄산농도의 향을 매우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우

라늄 4∼6가의 반응에 한 반응상수를 열역학데이터에 나타내었다.

지하처분장의 환원조건에서 지하수에 의한 우라늄의 용해도를 결정하는 고체

(Solubility Limiting Solid Phase,SLSP)로서 UO2가 SKI,SKB,YJT,PNC와

AERE에서 고려되었다[3.6.15]. UO2는 크게 UO2(am, hyd), UO2(fuel)와

UO2(cr)(uraninite)로 나 어지는데,[3.6.16]는 사용후핵연료(UO2(fuel))의 용해도가

UO2(am,hyd)와 UO2(cr)의 간단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 다. 한,비결정성

UO2가 오랜 기간이 경과하면 결정성을 갖는 uraninite침 물로 변화될 수 있는데,

산소가 차단된 지하수에서 벤토나이트와 한 과량의 우라늄을 함유한 모의 붕규산

유리고화체 페기물로부터 용출되어 나온 우라늄이 벤토나이트와 고화체 면에서

수년이 경과한 후 uraninite가 생성됨을 확인한 바 있다[3.6.17].이러한 결정성

uraninite는 pH 4이하의 산성용액에서 비결정성 UO2보다 침 /용해 반응상수가 6

∼7승수 차이가 난다.그러나 pH 4이상의 성이나 알칼리 용액에서 uraninite와

UO2의 용해도 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3.6.2],이는 기에 uraninite실험을

하여도 기에 용해된 우라늄이 결정질 표면에 재침 되면서 결정질 표면에 비결정

질 고체가 표면층을 이루면서 실제로는 비결정질과 용액이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3.6.18].따라서 U(IV)의 용해도를 결정하는 침 물로

uraninite보다는 비결정질인 UO2를 가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다[3.6.19].

Nagra/PSI에서는 pH 6 이상의 지하수에서 우라늄의 용해도 계산을 하여

uraninite와 UO2(am)를 구별하지 않는 UO2(s)를 주장하 다.같은 논리가 Th(IV),

Np(IV) Pu(IV)침 물에도 용될 수 있다.

한편, 화강암계 지하수에서 U(VI)이 soddyite((UO2)2SiO4·2H2O) 혹은

uranophane(Ca(UO2)2(SiO3OH)2·5H2O)과 같은 실리카 화합물이나 schoep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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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3·2H2O(cr))로 침 될 수 있는데,어느 침 물이 생성되느냐는 용액 내에 존재

하는 규소 농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 다[3.6.5].규소 농도가 3×10-5mol/L이

상이면 soddyite가,그 이하면 schoepite가 더 안정한 침 물로 존재한다고 하 다.

본 실험실에서도 uranylsilicate화합물인 uranophane을 발견한 바 있으나[3.6.17],

실제로 Eh값이 낮은 심부지하 환원환경에서 이들이 생성될지는 보다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Soddyite+4H
+
=2UO2

2+
+SiO2(aq)+4H2O(aq) (3.6.1)

반응식의 평형상수를 [3.6.20∼3.6.22]가 실험 으로 측정한 결과,각각

5.74±0.21,3.9±0.7,2.98±0.29를 얻었다.이 게 값이 다른 것은 soddyite의 용해도

결정이 매우 복잡하고 고체의 결정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3.6.21]은

실리카 농도가 6.3×10
-5
M 이하일 경우 우라닐 실리 이트 이온(UO2SiO(OH)

3+
)이

주 용해화학종이 될 수 없다고 보고하 다(그림 3.6.1).

우라늄은 UO2뿐 아니라 U4O9(s),U3O7(s),U3O8(s)과 같은 안정한 산화물도 형

성할 수 있다[3.6.1,3.6.23]. 한,콘크리트 구조물이 존재할 경우 시멘트 지하수에

서 우라늄과 칼슘 화합물인 CaUO4(s)[3.6.23]와 becquerelite(Ca(UO2)6O4(OH)6

·8H2O)[3.6.24∼3.6.26],그리고 국 Drigg처분장에서 산화조건의 탄산수에서 존재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상하는 CaMgUO2(CO3)3(swartizite)와 Ca2UO2(CO3)3

(liebigite)[3.6.27]가 형성될 수 있는데,이들의 존재와 열역학 데이터는 향후 더 연

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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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실리카 농도에 따른 용액 우라늄 용해 화학종의 분포.

가) U(VI)hydroxidecomplexes

pH가 2∼5사이의 용액에서 10-4 M 이상의 우라늄 농도를 갖고 많은 실험이

수행되었는데,이 경우 polymericU(VI)화합물이 주요 화학종이다[3.6.2].그러나

부분의 우리나라 화강암 지하수의 경우 pH가 성에서 약 알칼리성으로서 우라

늄 농도가 낮으므로,본 연구에서는 이 polymericU(VI)species에 한 조사를 생

략하 다. 성과 약 알칼리성 용액에서 U(VI)species는 난용성 uranate침 물과

UO2(CO3)2
2-
,UO2(CO3)3

-4
가 형성되는 등 복잡해진다.매우 낮은 농도의 우라늄 용

액에서는 polymericspecies보다 monomericspeciesUO2(OH)n
2-n
가 주요 화학종일

것으로 상되지만,확실한 실험 증거는 없다.UO2OH
+
의 존재 생성을 한

평형 상수의 값은 지난 40년동안 계속 논의되어오고 있다[3.6.2].

나) U(V)hydroxidecomplexes

pH 5미만의 용액에서만 UO2
+
가 주요 화학종으로 제안되고,높은 pH 용액에서

는 높은 농도의 UO2
+
hydroxidespecies가 존재하기 어렵다[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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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IV)hydroxidecomplexes

그림 3.6.2와 같이 높은 pH에서 우라늄의 용해도 증가를 설명하기 하여 도입

된 U(OH)5
-는 [3.6.23]이 U4+ +5H2O =U(OH)5

- +5H+ 반응에 하여 평형상수

logK =-16.54를 주장하 다.그러나 U(OH)5
-
가 pH12이하의 용액에서 재까지

실험 으로 확인되지 않아서 이 화학종의 존재에 하여 회의 이므로[3.6.2,3.6.4,

3.6.27],이 데이터를 무시하 다.이 화학종은 OECD/NEA,SKB Nagra/PSI에서

도 고려하지 않았다.pH가 11이상이며 약한 환원용액에서 UO2(s)의 용해도 증가는

U(OH)5
-
의 생성보다는 높은 pH에서 우라늄의 산화수가 4가에서 6가로 산화되어 용

액 UO2(OH)3
-
와 UO2(OH)4

2-
의 존재 때문이라 생각된다[3.6.4].U6(OH)15

9+
화합물

도 pH 2이하,0.01M U(IV)용액에서 제안되었으나,처분장 지하수가 pH 2보다

높으므로 이 데이터 역시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3.6.2.실험과 OECD/NEA와 Nagra/PSI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UO2(s)의 용해도 비교.

그림 3.6.3에서 UO2-H2O시스템의 경우 우라늄의 용해도 농도는 pH 3이하에서

는 pH에 따라 변화하 으며,고체의 결정성에도 크게 의존하 다.그러나 용액의

pH가 4이상에서는 용해도가 일정하 으며 고체의 결정성에도 크게 향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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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이 게 서로 다른 상을 설명하기 하여 pH에 따라 사용하는 열역학데이터

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여야 하는데,이러한 상은 Th(IV)와 같은 다른 4가의 악틴

족에서도 발견되었다. Nagra/PSI에서는 UO2-H2O 시스템뿐만 아니라

UO2-H2O-CO2시스템에도 용가능한 넓은 오차를 갖는 logKs,0값을 제시하 다.

그림 3.6.3.UO2-H2O계에서 용해도 데이터[3.6.2].

2) 토륨

토륨은 천연지하수 조건에서 Eh의 향은 받지 않고 4가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4가의 타 악틴족 원소 거동에 한 유사물질로 흔히 사용되어 왔다.국내 방사성폐

기물 처분장 지하수는 pH가 6이상이며,이온강도가 해수보다 작을 것이다.이와

같은 조건에서 약간의 인산,황산,불산 이온이 포함되기도 하지만,용액 토륨의

가장 요한 화학종은 수산화물과 탄산화물일 것이다.토륨 산화물과 수산화물의

용해도와 결정화도(crystallinity)는 이들이 성 pH 역에서 콜로이드를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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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크므로 많이 변할 수 있다.이것이 Th(OH)4(s)의 용해도가 문헌마다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이다[3.6.4].

가) Hydrolysis

Th(IV)는 polynuclear혹은 콜로이드 화학종을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나 아직도

가수분해 데이터에 한 확실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 으로

Th(OH)4(aq)가 pH 6이상의 용액에서 가장 주요 수화물로,ThO2가 폐기물 리

련 시스템에서 주요 고체상으로 받아지고 있다[3.6.2].

그림 3.6.4와 같이 산성에서는 결정성과 비결정성의 ThO2에 따라 용액 토륨

의 농도가 크게 다르나,pH가 6이상의 용액에서는 차이가 거의 사라졌다.이를

[3.6.28]은 ThO2(s)의 표면에 형성된 비결정성의 수화층 때문으로 설명하 다.

그림 3.6.4.pH에 따른 ThO2의 용해도에 한 문헌값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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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arbonatecomplexes

용액 탄산농도가 약 0.15M 이상으로 높을 경우,Th(CO3)5
6-가 가장 요 화

학종임을 XAS(X-rayAbsorptionSpectroscopy)로 찰하 다[3.6.29].

ThO2(s)+5CO3
2-
+4H

+
=Th(CO3)5

6-
+2H2O logKs,50=39.7±0.4 (3.6.2)

탄산농도가 0.1M 이하의 경우 hydroxidecarbonate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는

데 이 화합물의 정확한 성질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다만 [3.6.30∼3.6.32]에서는

측정된 용해도를 모델링하기 하여 Th(OH)3CO3
-
를 제안한 반면,[3.6.29]는 분 학

방법을 통해 Th(OH)2(CO3)3
4-
를 주장하 다.

ThO2(s)+CO3
2-
+H

+
+H2O=Th(OH)3CO3

-
logKs,13 =6.77±0.21(3.6.3)

Th(CO3)4
4-
, Th(CO3)5

6-
,Th(OH)3CO3

-
,Th(OH)2(CO3)3

4-
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사용하 을 경우 그림 3.6.4에 보이는 바와 같이 실험값과 잘 일치하 다[3.6.4].

[3.6.33]은 Th(OH)3CO3
-와 Th(OH)2(CO3)3

4-와 같은 ternary화합물의 생성을 가정할

때,그림 3.6.5와 같이 [3.6.34]와 [3.6.25]의 실험데이터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었다.

이 화학종과 그들의 안정도 상수값은 [3.6.32]의 실험 데이터로부터 얻어졌다.V.

Neck등[3.6.34]은 새로운 ternary화합물(Th(OH)2(CO3)2
2-
)을 추가하 다.

그림 3.6.5.서로 다른 실험조건에서 ThO2․2H2O(am)의 용해도

계산값과 실험값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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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넵투늄

Np(III)화학종은 강한 환원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하수에서 존재하기 어려우

므로,이 화학종의 데이터는 많지 않다.그러나 처분장에서 철의 부식 등으로 인해

강환원 조건의 지하수가 존재할 경우,Np(III)화학종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일반

으로 천연지하수의 Eh와 pH 범 에서 넵투늄은 4가 혹은 5가로 존재하는데,심

부 지하수와 같이 mild한 환원조건의 경우는 넵투늄이 Np(IV)로 존재할 것이다.

넵투늄의 용해 화학종은 그림 3.6.6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pH와 Eh에 큰 향

을 받는다.환원조건의 천연지하수에서 pH 6∼10의 범 에 걸쳐 4가의 넵투늄

화합물이 안정하다.산화상태가 되면 안정한 수용액상의 화학종은 5가의 수산화물

이나 탄산화물로 변한다.탄산농도 한 넵투늄 화학종에 매우 큰 향을 다.그

림 3.6.6을 보면 pH 5.5∼10.5범 에서 탄산농도의 증가와 함께 안정한 화학종은

Np(OH)4(aq)에서 Np(OH)3CO3
-
로 변한다[3.6.5].MUGRAM으로 계산한 국내 지하

수 조건에서 넵투늄 용해도는 3.1×10-9∼1.3×10-8mol/L범 로 거의 일정하 는데,

이는 천연 심부지하수 조건에서 넵투늄의 용해도가 개의 경우 안정한 화학종인

Np(OH)3CO3
-
로 존재하기 때문이라 주장하 다[3.6.5].그러나 Np(OH)3CO3

-
와 같은

ternary화학종의 존재여부 열역학데이터의 신뢰도는 보다 검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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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수용액에서 넵투늄의 화학종 분포.

4) 아메리슘

수용액 에서 아메리슘은 강산화 조건에서 AmO2
+
혹은 AmO2

2+
로 존재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 부분 산화수가 3가 이온으로 존재한다.따라서 고 방사성폐기

물 처분을 한 심부지하수를 고려할 때 Nagra/PSI와 같이 우리도 주로 Am(III)만

을 고려하 다.아메리슘의 용해도 용해화학종은 용액의 산화/환원 에 거의

향을 받지 않는다.

3가 악틴족과 란탄족 원소의 경우 화합물과 용해화학종이 비슷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상은 용액 그들의 배 화학(coordinationchemistry)과



-205-

화합물 형성반응에서는 잘 일치함을 의미한다.열역학 데이터와 반응상수가 이온반

경에 따라 달라지는데,Nd(III)와 Eu(III)는 Cm(III)과 Am(III)와 유사한 반경을 가지

므로 Cm(III)과 Am(III)의 모사 원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를 들면 배 수가 8인

경우 Am
3+
,Cm

3+
,Nd

3+
,Eu

3+
의 결정반경이 각각 1.10,1.09,1.11,1.07Å으로 유사

하다[3.6.35].따라서 이들의 활동도 계수 이온반응상수의 차가 무시할 정도이다

[3.6.30,3.6.36,3.6.37].Isostructuralsolids의 용해상수 차이는 상당한 반면,유사 수

화화합물(aqueouscomplexes)의 생성상수 역시 부분 시험오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3.6.38].그리고 Am(III)과 Cm(III)는 물리․화학 성질의 차이보다 체

로 실험오차가 더 크므로 이 두 원소의 데이터는 일반 으로 동일하게 취 된다

[3.6.1].

가) Aqueousamericium hydroxidecomplexes

Am(OH)n
3-n 에서 pH =13∼14까지도 n이 4이상인 음이온 수산화물의 형성을

찰할 수 없었다[3.6.39].

나) Solidamericium oxidesandhydroxides

[3.6.40]은 pH 12.5∼13.1과 탄산농도 0.07 M인 용액에서 AmOHCO3(cr)와

Am(OH)3(aq)의 평형상수로부터 아메리슘의 농도를 1×10-7 mol/L로 측하 으나,

[3.6.39]와 [3.6.1]의 검토로부터 기 고체가 보다 안정된 Am(OH)3(cr)로 바뀔 것으

로 상되며,이 조건에서 더 낮은 용해도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이는 [3.6.40]이

측정한 3.2×10
-8
∼7.9×10

-10
mol/L 역에서의 아메리슘 농도로 잘 설명된다.

Am(OH)3(s)의 용해도는 결정정도,즉 숙성시간(agingtime)에 의존하며,입자의

크기 방사선량(알 선,특히 Am-241의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3.6.1].그러나 이

결정성과 비결정성 Am(OH)3의 차이는 과도하게 단순화된 모델이기 쉽다.왜냐하면

X-선 데이터는 bulk구조에 한 정보를 주지만 실제 용해도는 표면 구조에 좌우

되기 때문이다.[3.6.41,3.6.42]의 실험결과는 pH에 따라 결정성과 비결정성 모델값

들을 넘나든다(그림 3.6.7). 기에 침 된 Am(OH)3(s)는 회 을 나타내기에 무

작은 결정들의 덩어리일 수도 있다.그러나 이들이 숙성과정을 거쳐 회 을 나타낼

수 있으나,아메리슘의 self-irradiation에 의해 결정화가 방해받을 수도 있다[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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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가 11∼13인 알칼리 용액에서는 알 선량과 bulk고체의 결정성에 무 하게

많은 연구들이 Am(III)의 농도가 10
-10
∼10

-11
mol/L을 나타내었다(표 3.6.2).

그림 3.6.7.298.15K에서 0.1M NaClO4와 NaCl용액에서 aged

Am(OH)3(s)[3.6.42]와 결정성 Am(III)hydroxide[3.6.53]의 용해도 비교.(Solid

곡선은 logK
0
s,0(Am(OH)3,cr)=(15.6±0.6)와 이온강도 0.1mol/L로 환산된

계산값이며, 선은 95%신뢰도의 불확정성 역을 표시하고,dashedline은

[3.6.39]에서 사용된 상수로부터 계산된 값임)

다) Carbonatecompoundsandcomplexes

높은 농도의 탄산용액에서 Am(CO3)4
5-의 생성이 주장되었으나[3.6.38],이 화학

종의 존재에 한 실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3.6.2],주장된 데이터 값의 차

이도 커서 선택하지 않았다[3.6.1].

[3.6.39]는 Am(III)-bicarbonate 화합물도 실험 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3.6.2]는 보다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그러나 [3.6.37]은 CmHCO3
2+에 한

증거를 얻은 후,이 값을 Am(III)에 용시켜 AmHCO3
2+의 생성상수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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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AmHCO3
2+
의 생성상수는 AmCO3

+
의 생성상수보다 약 5승수 낮으므로 1기

압 이상의 높은 CO2부분압 조건을 제외하곤 약한 탄산 화합물이 주 용해이온이

될 수 없다[3.6.1].따라서 일반 처분환경에서는 주 이온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a)Solutionswerecentrifugedbutnotfiltered.Asdiscussedin[3.6.39],thehighamericium

concentrationisprobablycausedbythepresenceofcolloidalparticles.

r.t.:room temperature

표 3.6.2.pH11∼13 역의 용액에서 Am(III)의 용해도에 한 문헌값들

라) Am(III)hydroxide-carbonatecomplexes

AmOHCO3(cr)⇌ Am
3+
+OH

-
+CO3

2-
(3.6.4)

반응에 하여 [3.6.39]의 데이터는 [3.6.43]과 [3.6.44]의 데이터에서 큰 차이

가 보이므로 신뢰성이 떨어지며,Am(III)hydroxide-carbonate화합물의 존재에

한 몇몇의 문헌은 단지 carbonate혹은 hydroxidecomplexes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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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 다[3.6.45∼3.6.47].특히,TRLFS(Time-Resolved LaserFluorescence

Spectroscopy)를 이용한 carbonate-bicarbonate 용액에서 Cm(III)에 한 연구

[3.6.48∼3.6.50]는 넓은 범 의 pH와 carbonate농도에서 실험하 으나,용해되어 있

는 ternaryhydroxide-carbonate화합물 형성에 한 증거를 얻지 못하 다.따라서

Am(III)-hydroxide-carbonate화합물도 역시 배제되었다[3.6.1,3.6.38].그러나 아래

반응에서 용해상수 logK0s,0=−(22.6±1.0)은 [3.6.43],[3.6.40],[3.6.46],[3.6.51]이

측정한 용해도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 다.

AmCO3OH․0.5H2O(cr)=Am
3+
+CO3

2-
+0.5H2O+OH

-
(3.6.5)

고체 Am(OH)3,AmOHCO3,Am2(CO3)3의 안정도는 NaAm(CO3)2(s)가 생성되지

않을 정도의 충분히 낮은 이온강도를 갖는 용액에서 CO2의 부분압에 의존한다.

[3.6.52]는 기 CO2의 부분압 정도에서도 AmOHCO3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이상의 결과로부터 수용액에서 Am(III)hydroxide-carbonate화합물의 존재를

인정 혹은 부정하기 해서는 향후 보다 연구가 필요하다[3.6.2].

마) Phosphorouscompoundsandcomplexes

아메리슘과 phosphate화합물에 한 문헌에 발표된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을

뿐더러, 부분의 연구가 낮은 pH 역에서 그리고 꽤 높은 인산염 조건에서 이루

어 졌다[3.6.2].Nagra/PSID/B에서는 Am
3+
과 H2PO4

-
와의 데이터만을 사용하 으

나, SKB에서는 3가 악틴족 란탄족 원소의 유사성으로부터 1차와 2차

phosphates,그리고 hydrogenphosphates등의 열역학 값을 추정하 다[3.6.4].

바) Siliconcompoundsandcomplexes

Am
3+
+SiO(OH)3

-
=AmSiO(OH)3

2+
logß=8.1±0.2 (3.6.6)

이 값은 pH3.0∼3.8사이에서 얻어진 유일한 실리 이트와의 반응데이터로서 다

른 데이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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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루토늄

루토늄은 심부 지하수 조건에서 3가 혹은 4가 상태로 존재한다.산성 역에

서 Pu(III)이 우세하고, 성 알칼리 역에서는 Pu(IV)가 우세하다.Pu(III)이 우

세한 역은 pH Eh가 작을수록 커진다. 루토늄 화학종도 다른 악틴족 원소와

비슷하게 탄산농도에 매우 민감하다.탄산농도가 증가할 때 알칼리 역에서는 우세

한 화학종이 Pu(OH)4(aq)에서 Pu(OH)3CO3
-
로 변하고,산성 성 역에서는

Pu(III)의 수산화화합물이 넓은 범 의 탄산농도에 걸쳐 안정하다[3.6.5].

심부지하수의 mild한 환원 조건에서는 Pu(IV)가 우세할 것으로 기 된다.우리

나라의 화강암 지하수와 같이 pH가 약 알칼리성일 경우 Pu(III)이 쉽게 Pu(IV)로

산화되기 때문에 Pu(OH)4(s)가 루토늄의 용해도를 좌우할 것으로 상한다[3.6.5,

3.6.4].Pu(III)-carbonate 화합물 형성에 한 실험 문헌데이터가 거의 없다

[3.6.56].그럼에도 불구하고 철 속용기의 부식 등에 의해 강환원조건이 형성되어

Pu(III)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 히 배제할 순 없다[3.6.4].Pu(III)의 성질을 모사하기

하여 다른 원소,즉 3가 란탄족 원소를 사용하기도 한다.[3.6.57]은 PuCO3
+의 안

정성이 Pu(OH)4(am)의 용해도에 요한 향을 다고 보고하 다.[3.6.2]는

Pu(III)모델링을 하여 아메리슘 사용을 제안하 다.강환원조건에서는 Pu(III)고

체에 의해 루토늄의 용해도가 의존할 수 있는데,벤토나이트/ 속용기 면에서

Pu(OH)3(s)와 Pu(OH)CO3(s)가 안정할 수도 있다.

Eh에 따라 악틴족 원소의 용해도가 크게 변하는 경우는 안정한 화학종이 3가에

서 4가로 변하는 역으로, 루토늄의 경우는 략 Eh=-0.3V 근처에서 용해도

의 격한 변화가 일어난다.[3.6.58]과 [3.6.59]는 Eh=-0.3V,28°C에서 반응 기

Pu(OH)3(s)가 후에는 Pu(OH)4(s)로 변하는 것으로 단된다[3.6.4].4가 화학종만이

안정하게 존재하는 조건에서 용해도는 Eh에 거의 무 하다.한편 탄산농도가 증가

하면 용해도도 약간 증가하는데,이는 안정한 용액 화학종이 Pu(OH)4(aq)에서

Pu(OH)3CO3
-
로 변하기 때문이다.

Pu(IV)(cr)에 의한 용해반응에 한 열역학데이터는 매우 신뢰하기 힘들다.왜

냐하면 실제 용해되는 표면은 bulk한 결정상태와 다르기 때문이다[3.6.1].PuO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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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에 한 [3.6.1]의 데이터를 선택할 경우,용해도 계산값은 실험데이터보다 조

낮긴 하지만 체로 잘 일치한다(그림 3.6.8).[3.6.60]에 의해서 보고된 아래 반응의

용해도 상수도 유사한 값을 나타낸다(그림 3.6.8에서 선).

Pu
4+
+4H2O=Pu(OH)4(am)+4H

+
logKs=-0.80±1.30 (3.6.7)

그림 3.6.8.PuO2(am)의 용해도에 한 실험값과 계산값의 비교.

나.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D/B

본 열역학 데이터는 2002년 당 부서에서 발간한 열역학데이터[3.6.5]뿐만 아니

라 OECD/NEA[3.6.1],Nagra/PSI[3.6.2],JAEA[3.6.3],그리고 SKB[3.6.4]데이터를

수집하 으며,최근 문헌에 발표된 지화학반응에 한 열역학 자료들도 첨가하 다.

이 열역학 데이터들은 표 화를 하여 표 상태 (25°C,1atm,이온강도 =0M)를

기 으로 수록하 는데,본 연구에서도 이 값들을 비교․검토하 다.

본 연구에서 얻은 열역학데이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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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국내에서는 국내 지하수와 같은 성 혹은 알칼리 역에서 실험 으로

악틴족 원소의 지화학 반응에 한 열역학데이터를 얻기 한 실험이 거의 수행되

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외국의 데이터를 인용하 다.다만,본 과제에서 수행된 용

해도 실험을 통해 얻어진 실험값과 지화학코드로부터 얻은 계산값이 크게 다른 경

우,이를 해석하기 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심 화학종의 지화학 반응에

해 상세히 기술하 다.그 로서 4가 악틴족 원소의 hydroxo-carbonate화합물이

심 화학종으로 고려되었다.[3.6.18]은 Np(IV) Pu(IV)의 hydroxo-carbonate화

합물을 LIBS(LaserInducedBreakdownSpectroscopy)로 찰하 고,이 화합물은

성 알칼리 역에서 안정 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 화학종

의 생성에 한 열역학 데이터가 문헌에 따라 매우 다르므로 이에 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둘째, (UO2)2CO3OH
+
와 같은 동일 원소의 다핵 화합물 혹은

(UO2)2(PuO2)(CO3)6
6-와 같은 타 핵종의 화합물은 고려하지 않았다.이 화합물은

1992년 OECD/NEA D/B[3.6.23]에 포함되어 있지만,실험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 화합물의 실험 증거는 개의 경우 과포화 상태의 potentiometric 정 실험으

로부터 측정된 것이다.그러나 과포화 상태의 실험조건에서 다핵 착화물이 잘 형성

될 것이라는 것에도 다소 의문이 있다.아마도 실험 으로 찰된 그 화합물은 콜

로이드의 한 종류로 단된다. 한,실제 처분장 원계 지하환경에서 악틴족 원소의

농도가 높지 않아 이들 화합물이 잘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Nagra

의 열역학 D/B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다핵 화합물을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열역학 으로 타당성 있는 용해도를 구하기 해서는 주어진 조건에서

SLSP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 요하다.일반 으로 화강암계 지하수에서는 악

틴족 원소들의 hydroxide,oxide carbonate형태가 가장 안정한 화합물로 알려져

있는데,본 보고서에는 외국에서 주로 SLSP로서 고려하고 있는 고체를 기 으로

이들의 지화학반응상수 데이터를 수록하 다.따라서 악탄족 고체화합물 질화물

이나 황화물 등 처분조건에서 존재하기가 힘든 화합물에 한 열역학데이터는 수록

하지 않았으며,산화물,수산화물,탄산화물에 해서는 열역학데이터 외에도 더 자

세히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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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틴족 원소의 용액반응과 그 생성상수,그리고 주요 심 고체물질의 평형상수

를 각 원소별 표 3.6.3∼표 3.6.7에 수록하 다.이 표들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각

국의 데이터 문헌 데이터를 서로 비교․검토하여 ‘selected'열에 선정된 값을 표

시하 다.이 ‘selected'열에 표시된 숫자는 외국의 값들이 서로 같거나 비슷한 값을

가질 경우 값의 신뢰성이 높을 것으로 단되어 굵은 자로 표기하 다.그러나

데이터 간 서로 값들이 상이하거나 다른 연구결과에서 고려하지 않은 열역학데이터

는 신뢰성이 낮으므로 가는 씨체로 표시하 다.이 표들에서 지화학반응식은 일

반 화학식 표기방법이 아닌 향후 지화학코드에 사용이 용이하도록 PHREEQC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내었다. 한,산화수별 악틴족 원소의 안정도 상수가 유사

할 것으로 단되어 이들 값들을 표 3.6.8∼표 3.6.10에 비교하 으며,악틴족 원소

와 유기물과의 반응도 표 3.6.11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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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3. 우라늄 화합물의 반응에 대한 열역학 데이터

ReaCli on Aeference (10; K) 

Qε00 Na; ra "ε" ' PNN L "'ε" ' m Don9 W,' SeleCled 
U(l V) 

U‘4 'e- ' U*3 9.35:!: 0.07 9 깅S ←9 깅S 9353 9.35 :1: 0.07 Gre nlhe el a l. 1연Z 

U.4. H∞ • UOH.3 . H. "^. "^.，α. "^" 에 5 "^.，α. - 0.54:t0.OG Necr and Klm 었"" 
U*4 * 2H2O • U( OH) 2+2 + 2H + -↑ 떠 - 1.10 :1:α 1 - 1. 10 :1: 0. 1 Nec r and Kim 2OO1a 

u‘4 ‘ itj20 • U(Oμ);“ ~. - 4.69 - 4.701 1.00 - 4. 70 :1: 1. 00 Necr and Kim 2OO1a 

U*4 * 4H 2O - U(Q H)4 * 4H* 912 9" 11. 25 1α 00 il. 40 10.00土1. 40 Guill aumont et a l. 2003 

U‘4' 40H - ' U(OH)4 46.00 46.00 
υ.4 • C03- 2 ' UC03+2 • ' " • ' " Nec r and Klm 200 lb 
μ+4 + 2003- 2 ' U( C03)2 24,3J 24,3J Nec r and Kim 200 lb 

u‘4 ‘ ~03-2 ' U(C03)3-2 3• " j • " Necl and Kim 200 lb 

U‘4 ' 4C03-2 - U(C03)4-4 35.22 il. 03 " 35.1 2:!: o. 93 35.12 :1: 0.93 Guill aumont et a l. 2003 
U.4. 5003-2 ' U( C03)5~ % 34. I:t 1 "., 이 " 

34.0:to. 9 34.0 :1: 0. 9 Gui ll aumont et a l. 2003 
υ . ， ‘ 3-1 20 • C03- 2 ' U( O H)~03- • 3-1 + Grenlh e el a l. 1992 
u‘4 + 2003-2 + 앙， 20 • U(Oμ) 2( C0 3) 2-2 + 2H+ • 3" •3. 

u‘4 + F- - UF*3 g ‘2 9. 281 0.0"3 3æ 9æ 9. 4, 
U‘4' 21'- ' UF2*2 1 6 . 5ε 1 6 . 23 :!:α" 16.21) 16.23 1 6 . 5ε 

U'4' :F-' UF3. 끼% 21. 6:1: 1.0 e• m 21. 6 2 t.B9 
U+4 + 4F-' UF4 '"‘ 25. 6:1: 1. 0 ". ".5 26.34 

u‘4 + 51'- ' UF5- 27. 0 1:tα 3 27. 01 낀미 27.01 :1: 0. 3 Grenth e et a l. 1992 

υ.， ‘ SF- - UF6- 2 28 . 00 :!:α' 8 noo "00 29.08 :1: 0.18 Grenthe et a l. 1없Z 

U'4' CI- ' UCI*3 1 η l.72:t0.1 3 1 η 1. 72 :1: 0.1 3 Grentheetal. 1 명깅 

U'4 • 201-' UCI+2 • g • g 80nd 01 all 997 
μ+4 + 8r-' U8r+3 1. 46 1. 46 Grenlh e 91 a l. 1992 

υ‘4 ‘ 1- . UI*3 • • • • Grenth e et a l. 1992 

U‘4 ‘ N03- - UN 03*3 1 ‘7 1. 47:!: 0.1 3 1 ‘7 1 .4, 1. 47 :1: 0.13 Gre nthe et a l. 1연Z 

U.4. 헨W3-' U(N 03)2. 2 8." 2.3:to. 35 8." 2.9 2. 3:1: 0. 35 Grenthe et a l. 1명Z 

U-4 • S0 4- 2 ' US0 4*2 50 &58 :1: 2.7 50 6.58土2.7 Grenlheel a l. l992 

U-4 - 28 04-2 ' U( S04) 2 10. 51 10. 51 :1: 2.8 1 ιsι •• 7 10.5 1 土 2.8 Grenlh e el a l. 1992 

u‘4 ‘ 2H2O - U0 2* - 4H* - e 7.55 7. 554 7.55 Grenth e et a l. 1영2 

U‘,. 깐， 20 • U02*2 ‘ '"“ '8 - 9 여 -9. 0，혔" 여 -9 여 -9 α. - 9.038:t0.04 Grenthe et a l. 1연Z 

υ.4. 3-1 20 ' U。∞H•• 5H •• 2e - - 14. 74 - 14. 74 Nec r and Klm 200 lc 
μ_4 _ 4H∞ • U0 2( OH) 2 - 61-1 - • 2e - - 21. 14 - 21. 14 Nec r and Kim 200 lc 
υ‘，. 앙， 20 • U0 2( OH)3- - 까， - -2e- -n여 -n여 Necl and Kim 200 lc 

Reacti on Reference (Iog K) 

。ε00 Nag ra "ε에 PNNL "'ε" ' m Do ng '+1, - Salacled 
U(l V) 
U_4 _ e• • U_3 9,35 :!: 1107 '" •" •9353 9.35 :10.07 GrentM et al. 1행g 

U_4 _ H20 • UOH_3 _ H' 

'" -Ð,54 :1:O. æ 에 애 에 5 -Ð,54 :1:O. æ - 0. 54:t0.OG Nec r and Klm 200 Ia 

U-4 - 2H 20 • U( OH) 2-2 - 2H‘ - 1. 09 - 1. 10:1: 0. 1 - 1. 10土 0. 1 Necr and Kim 200 Ia 
U-4 - itj20 . U(Oμ);“ ~. -4,69 - 4,70 i1. 00 - 4.10 :1 1‘ 00 N8c r and Kim 200 Ia 

U-4 - 4H20 - U(OH)4 ‘ '". '" -,. 11 ,2$ lO. 00 i1. 40 10.00 :1 1. 40 Gui ll aumont et al. 2003 
U‘ 4 _ 40 H- . U( OH )4 46,00 46,00 
μ_4 • C。웅2 . UC03_2 • 3m • 3m Nec r and Klm 200 lb 
υ_4 _ 2003-2 . U( C03)2 24,l:) 24 l:) Necr and Kim 200 lb 
u‘ 4 ‘ X03-2 . U(C03)3-2 3 1 ， ~ 이 " 

Necr and Kim 200 lb 
u ., ‘ 4C03-2 - U( C03)4-4 35,22 i1. 03 "' 35, I2 :!: o. 93 35.1 2土 0.93 Guillaum ont et al. 2003 
U_4 _ 5003-2. U(C03)H % 34,1 :t l •. , 이 8 34,0:t0. 9 34.0 :10.9 Gulll aum ont et aI, 2003 
υ. ， ‘ 훌"。 ‘ C03-2. U(O H) X 03- • 2ti- Grenth e et al. 1992 
υ_4 • 2003-2 - 2H 20 • U(OH) 2( C0 3)2-2 - 앙，. 13,33 13,33 
u‘ 4_F _ _ UF_3 3ι 9. 28:!:α æ ,. 9æ 9. 4, 
U_4 _ 21"- . UF2‘ 2 18,56 16. 23 :!: 111 5 "" 16,23 16,56 
u., ‘ ';F-. UF3_ 끼% 21,6:1: 1,0 이 • 21,6 21.89 
u., ‘ 4F-. UF4 "" 25. 6:1: 1. 0 ". " .5 26.34 
υ‘4 ‘ 51'- . UF5- 27,01:!:0. 3 27,01 27 ,01 21.01 :10.3 Grenlh e 81 al. 1992 

U‘ 4 ‘fF- - UF8-2 29. 00 :!: o. I8 2잉 æ "00 29.09 :10.18 Grenthe et al. 1992 
U‘ 4 _ CI- . UCI_3 1 η 1 ， 72 :!:α" 1 η 1. 72:10.1 3 GrentMetal. 1 탱용 

μ_4 • 201-. UCI_2 • g • g 80nd et 8.1 1 9잉7 

υ‘4-8r-. U 8 r‘3 1. 46 1. 46 Grenth e et al. 1992 
υ‘4 ‘ 1- ' UI-3 ' " • , Grenth e et al. 19'32 

U‘ 4 ‘ N0 3- - UN03_3 1 ‘7 1. 41:!:α" 1 ‘7 1 ,41 1. 47 :10.13 Grenthe et al. 1 양앓 

U_4 _ '"‘。 3-. U(N 03)2_2 3." 2,3:1:0. 35 3." 3.3 2.3:1 0. 35 Grentn e et 8.1, 1 용없 

μ.， ‘ S04-2. US04'2 50 6. 58 :1: 2,7 '" 6.58土2. 1 Grenth e et al. 1였2 

U-4 - 230 4-2. U( S04)2 10. 51 10. 51:!:2,8 ↑ ι잉 11 ,7 10.51:12.8 Grenln e et al. 1992 
υ _4 _ 2H 20 - U0 2- + 4H _ - e 7,55 7,554 1.55 Grenth e et al. 1영2 
U‘ 4 ‘ 2H 20 • U02_2 _ 4H __ 2e‘ R여 -g， O혔，，. →g여 -9 , [t38 - 9.039 :1D. 04 GrentM et al. 1행Z 
U_4 _ 2ti20 • U。∞H__ 5H __ 20- - 14,74 - 14,74 Nec r and 때m 200 I c 

υ+4 + 4H∞ • U0 2( OH) 2 + 51-1+ • 20- -2 1. 14 -2 1. 14 Necr and Kim 200 lc 
μ‘4 ‘ 앙j20 . U0 2( OH)3- + 까4“ ,,- ←'"ι ←"여 N8cr and Kim 2OO1c 

Reac~ on Reference (Iog K) 

。ε00 Nag ra "ε에 PNN L "'ε" ' m Dong '+1, . Salecled 
U(l V) 
c., ‘ e• • U*3 9,35 Hl07 '" •" •9353 ‘ 9.35 :1: 0.07 Grenme el al. 1연g 
μ_4 _ H20 • UOH_3 _ H_ 

'" -Ð,54 :!:O. æ -이0 에 5 -Ð,54 :!:O. æ - 0.54:t0.OG Necr and Klm 200 la 
U*4 • 2H2O • U( OH) 2*2 * 2H* - 1. 09 - 1. 10:1:0. 1 - 1. 10 :1: 0. 1 Necr and Kim 200 la 
U*4 * itj 2O . U(OH)3“ ~. -4,69 - 4,70 :1:1. 00 - 4.10 :1: 1.00 Nocr and Kim 200 la 

U‘4 ‘ 4H 2O - U(OH)4 ‘ '". w .,. 11 ,2$ IOJl lt l. 40 10.00 :1:1. 40 Guillaumont et al. 2003 
U‘4 _ 40H-. U( OH)4 46,00 ‘9.00 
U_4 • C。동2 . UC03_2 • 3 m • 3m Nacr and Kl m 200 lb 
υ*4 * 2C 03-2 . U(C03)2 24,l:) 2‘ I Necr and Kim 200 lb 

υ‘4 ‘ X03-2 . U(C03)3-2 3• " 3 1 ，~ Necr and Kim 2OO1b 
‘,., ‘ 4C03-2 - U(C0 3)4-4 35,22 H 03 " 35, I2tQ. 93 35.12土0.93 Guillaumont et al. 2003 
U_4 _ 5003-2. U ( C03)5~ % 34,1:1: 1 •. , 이 8 34,0:1:0. 9 34.0 :1: 0.9 Gulll aum ont et 8.1, 2003 

μ.， ‘ 훌"。 ‘ C03-2. U( OH) X 03- • 2ti* Grenth e et al. 1992 
μ*4 • 2C 03-2 * 2H 20 • UωH) 2( C03) 2-2 * 앙，. 13,33 13,33 
u‘4*F- - UF*3 9. 4, 9. 28t o. OS ,æ 9" 9. 4, 
U_4 _ 2F- . UF2*2 18,56 16. 23 :t 0. 15 1 ιm 16 ,23 16,56 
μ.， ‘ ?F-. UF3_ 끼 • 21,6:1: 1,0 이 • 21,6 21.89 
υ*4. 4F-. UF4 ". 25, 6:1: 1. 0 ". ".9 26.34 

u‘4 ‘ 51'- . UF5- 27 ， 0 1:!:ι3 27,01 27 ,01 21.01 :1: 0. 3 Gronth o 01 al. 1992 

U‘4 ‘<F--UF6-2 29. 00 :tQ. 18 2잉 æ "00 29.09 :1: 0.18 Grenthe et al. 1영Z 

U_4 _ CI- . UCI*3 1 η 1 ， 72 :1:α" 1 η 1.12:1: 0.1 3 GrentM etal. 1 헛없 

υ.4 • 201-. UCI*2 • g • g 80nd el 8.1 1 9잉7 

μ*4' 8r-. U8r‘3 1. 46 1. 46 Grenlh e el al. 1992 

‘」‘4 ’ 1- ' UI*3 ' " • " 
Grenth e et al. 1992 

U‘4 _ N0 3- . UN0 3*3 1 ‘7 1. 4H o. 13 1 ‘7 1 ,41 1. 47 :1: 0.13 Grenthe et al. 1 양앓 

U_4 _ 하<03-. U(N0 3)2‘z '" 2 ， 3 :1:α. ,." ' .3 2.3:t0. !!5 Grentn a et al. 1 용없 

μ.， ‘ 504-2 . US04*2 '" 6. 58 :1: 2,7 '" 6.58土2.1 Grenlh e el al. 1였2 

υ*4 * 2S 0 4-2. U( S0 4) 2 10. 51 10. 51:!:2,9 ↑ ι잉 11 ,7 10.51:1: 2. 8 Grenln e 01 al. 1992 

υ *4 * 2H2O - U02* + 4H * * e 7. 55 , .. 1.55 Grenth e et al. 1992 
U‘4 ‘ 었， 20 • U02*2 _ 4H __ 2e• R여 -9， 0혔，，. .，여 •9 ,. - 9.039 :1: 0.04 Grenthe et al. 1행Z ,., ‘ 2ti2O • U。∞H__ 5H __ 20- - 14,74 - 14,74 Necr and Kl m 200 lc 
μ+4 + 4H 2O • U0 2( OH)2 + 51-1+ • 20 - -2 1. 14 -2 1. 14 Necr and Kim 200 lc 
잉‘4 ‘ 앙j20 . U0 2( OH)3- + 까4“ ". ←'"잉 ←'"ι 에8c r and Kim 2OO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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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3. (계속)

U'4 • 61-1 20 • U0 2( OH)4-2 . EI-! •• 2e - -41.44 -41.44 Necr and Klm 200 lc 
2!J.4. 앉， 20 . (U 0 2) 2( OH)2.2. I ~ •• 4e - -23.78 - 23.78 Necr aM Kim 200 lc 

).1'4 ' IIH20' ( 02) 3( OH) 5" 1깨 .. " 42.91 42.91 Nec < and Kim 200 IC 

3니'4' 1:Jj2O . (U02) 3( OH)7- ' 13-1“ " - - 58. 61 - 58. 61 Necr and Kim 200 IC 
u ‘,. 앙， 20 • C0 3-2 . U0 2C 0 3 ' 4H" 2e - ι" ι" 
υ'4 • 2H 2O • 2003-2 . U0 2( C03)2-2 ' 4H‘ ’ . - ' .0 ' .0 
U.4. 2H2O • 엇~0 3-2 . U0 2( C03)3-4. 4H •• 29 - •3." •3." 
u‘4 ‘ H20 • S04-2 . U 02S여 * 었，. • 5835 •-5.æ5 
υ(C03)5-6 . C03-2 * U(C03)4-4 • •2 • •2 

u‘" 
U0 2* • ~03-2 . U0 2( C03)3-5 5. 7. 4 1:1:α " 5. 
U(V1l 
U0 2. 2. e- . U02. 1. 484 1. 484 :t0. 022 ,.m 1. 494:10.02 

υ0 2'2 * H20 • U020H ' ‘ ". ,. 5. 21 0. 3 •-5.1 , .• Grenth e et a l. 1영Z 

υ0 2'2 * 와， 20 • U0 2( OH)2 * 양，. - 12,15 - 12,0iD. 5 - 10 ,3 - 12. 15 Gr8nth 8 8t a l. 193< 
υ0 2*2 * 월20 • U0 2( OH) 3- * 3-1 * -". - 1 9， 2 1α4 - 19.2 -". - 20.25 Yamamura et a l. 1998 
U 0 2*2 .4H∞ • U0 2( OH)4-2 . 4H. -32.40 - 33 :1: 2 -30 -32.40 - 32.40 Gu ill aumont et al 었m 
:uJ2. 2. H20 • (U 02) 2( OH).3. H' -2 . 7η - 2.HI .0 -2.7 - 2.7:11. 0 

:uJ2' 2 ' 2H 2φ • (U 02)2( OH)2' 2 ' 깐，. '" 5. 621αM 5. E2 5.6210.04 
iOJ2' 2 ‘ 4H 2O • (U02) 3( OH)4*2 * 4H ' - 11. 3J - 11. 91 0. 3 - 11 ,9 - 11. 9 :1: 0.3 
iOJ2*2 * 당， 20 • (U0 2)3( OH)5* * 51-1 * - 15. 55 - 15. 55 iD. 12 - 15. )5 - 15.55土0. 12

iOJ2*2 . 7H 2O • (U 02)3( OH17- • 7H. -32.20 - 31 :1: 2 -이 - 32. 20 
4002.2. 까， 20 • (U 02)4(OH17 •• 깨* -21. 3J - 21. 9:1: 1. 0 -21.9 - 21.9:1:1. 0 

μ0 2'2' C03-2' U0 2C 03 ,. 9 . 6Hα ， 9.67 9.941α03 9.94:10.03 Guill aumont et a l. 2003 
υ02'2 * 2C 03-2 . U0 2( C03)2-2 16. 61 16. 9iD. 12 16. ~4 16. 61:1:0. 09 t6.6t :1: 0. 09 Gu ill au mont et a l. 2003 
μ0 2'2 * ~03-2 . U0 2( C03)3-4 21. 84 21. 6:1:0. 05 21 ,6 21. 84 :1:0. 04 21. 8‘ :1: 0. 04 Gu ill aumont 8t a l. 2003 
iOJ2*2 ' 6C 0 3-2 . (U 02)3( C03)6-6 • . 00 . , • % .,• 54:1 1 Grenth e et a l. 1였2 

:uJ2.2. 3-1 20 • C03-2 . (U 02) 2( OH)~0 3- . ]-I . -<l 96 :1: 0.5 서oæ 매 .. -<l 96 :1: 0.5 - 0.86 :1: 0.5 

iOJ2' 2 ' 3-1 20 ‘ C03-2 . (U 0 2)3( OH)X03“ ~. 0.66 :t0.5 o. O 얀2 O 없:t 0. 5 0.66 ;10.5 
t1 J02' 2* 12H 20 ‘ 6C 03-2' (U02) II (OH) I2( C03)6- * 12H ' " ‘ 3 )3 .42'7 36.43 
U0 2' 2 * F- . U0 2F* 5 •6 5. 091 0. 13 5." 5. 161 0. æ 5.16 ;10.06 Gu ill aumont 8t a l. 2003 
U0 2*2 * 21'-. U0 2F2( aQ) '" a621 0. 04 8 잉 a S31 0. æ 8.83:1: 0.08 Guill aumont et a l. 2003 
U02. 2 . ;F-. U0 2F3- •o . 1α 9 :1: 0 . 4 10. 9 1α 9 :1: 0.4 10.9 :1: 0.4 Gu lll aumont et a l. 2003 
U02. 2. 4F- . U0 2F4-2 11. 84 I1. H 0. 7 •• ? 11. 84 :t0.11 t t.84 ;1 0. t t Guill aum ont et al 연m 

υ02'2 ' CI- ' U。χ，. '" 0. 1710.0"2 O. 17 O. t1土0.02

U02' 2 * 2C1- . U0 2C 12 - 1. 10 - 1.1:1:0. 4 - 1,1 - 1. aO.4 

U_4 _ SH20 • U02( OH)4-2 _ EI-I + + 2e- -41. 44 -41. 44 N ec~ and Kl m 200 lc 
"" • 없， 20 • (U 02) 2( O H )2‘，. ，아， + + 4e- -23, 78 -23, 78 N ec~ and Klm 200 lc 

~.， ‘ IIH20 • ω。2)~O H ) S> ‘ 1깨“ " 42.91 42.91 Nec< and Kim 200 IC 
l.f>4 + 1it120 . (U02)~O H ) 1- + 1:11+ + &l- '''' '''' "ι< and Kim 200 1ι 

u‘,. 앙， 20 + C03-2. U02C03 ‘ 4H+ + 28- ι" ι" 
U_4 _ 2H2O _ 2003-2. U02(C03)2-2 _ 4H __ 2e- ' .0 ' .0 
U+4 + 2H2O + r 03-2. U02(C03)3-4 + 4H+ + 2e - •, ., •, ., 

U+4 + H20 ‘ S04-2 ‘ CO~여 • ~. • 5835 •-5. 1?05 
십 (C03)5-6 . C03-2 + U(C03)4-4 1. 12 1,12 

u‘" U02+ _ r03-2. U02(C03)3-5 5. 7. 41:1:0. 27 5. 
U(VIl 
U02+2 + e- . U02‘ • ,. 1. 484 :tα'" • • 1. 494:10.02 
U02+2 + H20 • U0 2OH+ + H+ ~. '5. 21 0. 3 • -5.1 5." Grenthe et aJ . 1 앙양 

U02+2 + 앙， 20 • U02( OH)2 + 2H+ - 12,15 - 12,0:1:0. 5 - 10,3 - 12. 15 Grenth8 et al. 199< 
υ02+2 _ 톨， 20 • U02(OH)3- + 훌，. -". - 1 9. 2 :1:α4 - 19.2 -ε'" - 20. 25 Yamamura et al. 19913 
U0 2_2 • 4H 2O • U02(OH)4-2 • 4H+ -32.40 -33 :1: 2 -< -32.40 - 32.40 Gull laumont et aI . 2003 
2IJ:J 2+2 + H20 • (U 02) 2( OH)+3 + H+ -2.70 -2.7:1: 1.0 -2.7 -2.7:1 1. 0 

2IJ:J 2+2 + 2H Zφ • (U02)2(OH)2+2 + 2H + '" ''''α ， 5. E2 5.62:1:0.04 
lJJ2+2 ‘ 4H20 • (U02) 3(OH)4+2 + 4H+ - 11. 3:) - 11. 9:1:0. 3 - 11,9 - 11. 9:1: 0.3 
lJJ2+2 + 당， 20 • (U02)3( OH)5+ + 51'1_ - 15, 55 - 15, 55 :1: 0. 12 - IU5 - 1 5.55土0. 1 2

lJJ2+2 • 꺼녁20. (U02)3( OH )7- . 7H. -32.20 -31 :1: 2 -이 - 32.20 

" "'‘,. 깨20 • (U 02)μ。H )7+ + 7H+ - " 영O - 21.9:1: 1.0 -21.9 - 21. 9:1: 1. 0 

U02+2 + C03-2' U02003 ,. 9. 671 0. 05 9.61 9.!J4:tO.03 9.94:10.03 Gui ll au mo nt et al. 2003 
U02+2 + 2003-2 . U02(C03)2-2 16. 61 16. 9:1:0. 12 16. ~4 16. 61:!:0. 09 16.61 :1: 0.09 Gu ill aumont et al. 2003 
U02+2 + r 03-2. U02(C03)3-4 인 • 21. 6:1:0. 05 21 .6 21.84 :1:0. 04 21. 84:10.04 Gu ill aumont 8t al. 2ol3 
lJJ2+2 _ 6c。동2. (U 02)영C03)6-6 " .00 "'• " "'• 54:1: 1 Grenthe et al. 1 9'없 

2IJ:J 2+2 ‘ :11 20 + C03-2 . (U 02) 2( OH) r 03- _ 1-1_ -<l 96 :1: 0. 5 에톰 ~8'ß -<l 96 :1:0. 5 - 0.86 :1: 0.5 

lJJ2+2 ‘ 용"" ‘ C03-2 ‘ ( U 02)~OH)r03+ + 용4‘ 0.66:tO.5 o. O 하2 0. 66 :1: 0. 5 0.66 :1: 0.5 
11J02+2 + 12H2O + 6C 03-2 . (U02) II (OH)I2(C03)6- + 12H + "" :)) .41'1 "‘" 
U02+2 + F-. UO깐‘ s •6 5, 09 :1:0. 13 5." 5, 16:1:o. æ 5. 16:1: 0.06 Gu illaumont et al. 2003 
υ02+2 + 21'-. U。양2(aq) '" 9. 62 :1: 0. 04 8 잉 8.83 :1: 0.æ 8. 83土0.08 Guill aumont et al. 2003 

U0 2+2 + "'-. U02F3- ↑ a∞ 1 0. 9 :1:α4 10.9 10. 9:1:0. 4 10.9:1: 0 ‘ Gull laumont et aI . 2003 
U02+2 + 4F- . U02F4• 2 11. 84 I 1. H 0. 7 •• ? 11. 84 :1: 0. 11 11. 04:10. 11 Guill aumont et al. 2003 
U02+2 + CI- . U0201‘ ι" 0. 171 0. 02 O. 1 1 0.17土0.02

υ02+2 + 2C1- . U02C12 - 1. 10 - 1. 1:!:0. 4 - 1,1 ’-1. 1:1:0.4 

U'4. 61-1 20 • U0 2( OH)4-2' EI-!', 2e- -41,44 -41,44 N ec ~ and Kl m 200 lc 

"" ‘ 양， 20 • (U 0 2) 2( O H)2‘，. ，아4“ ,,- -23, 78 -23, 78 N ec~ and Klm 200 lc 

X써 • IIH2O. (U02)~O H ) S. ' 1깨 .. " 42,91 42,91 Nec< and Kim 200 IC 

>>>4 ' 1 ~2O . (U02)~OH) 7- ' IEI-! " 6I!- '''' '''' "ι< and Kim 200 1ι 

u ‘ 4' 2H2O • C03-2. U0 2C03' 4H" 2e- ι" ι" 
U'4' 2H2O • 2003-2. U0 2( C03)2-2' 4Hμ .- ' .0 ' .0 
U_4 _ 깐， ro • 명~03-2 . U0 2( C03)3-4 _ 4H __ 2e - •, ., •, ., 

U-4 - H Z。 ‘ S04-2 ‘ OO~여 • ~. • S κF •''" 
U(C03)5-6 . C03-2' U(C03) 4-4 1. 12 1,12 

u ‘" 
U02' • ~03-2. U0 2( C03)3-5 5. 7. 41:1:0. 27 5. 
U(VIl 
U02_2 _ e- . U02‘ 1,484 1 ， 484:!:α없Z ,.m 1. 494土0.02

U02-2 ' H20 • U0 2O H- ‘ " . -<. '5. 210,3 •-5 ,1 5." Grenthe et aJ, 199:: 

juQν2 쩌20 • U0 2( OH)2' 2H - 12. 15 - 12. 0:1:0. 5 - 10 ,3 - 12. 15 Granth 8 et a l. 199:: 
υ02_2 • 톨， 20 • U0 2( OH )3-' 훌，. -". - Hi2 :1:α4 - 19 ,2 -". - 20.25 Yamamura et a l. 19913 
U02'2. 4H 2O . U0 2( OH)4-2 _ 4H_ - 32,40 -33 :1: 2 -< -32,40 - 32.40 Gulll aum ont et aI , 2003 
2IJ:J 2_2 _ H20 • (U 0 2) 2( OH) _3 _ H_ -2,70 -2,7:!:1 ,0 -2 ,7 -2. 7:11. 0 

2IJ:J 2-2 ‘ 깐"φ • (U02)2( OH)2-2 - 2H - 5" 5. 621 0. 04 5 , E2 5.62:1: 0.04 

lJJ2-2' 4H 2O • (U02)~OH)4'2' 4H' - 11. 3:) - 11. 9:1:0. 3 - 11 ,9 - 11. 9:1: 0.3 

1뼈2_2' S1 20 • (U02)~O뻐 % - 15,55 - 15. 55 :1:0. 12 - IU5 - 1 5.55土 0. 1 2

않Xl2+2 _ 71-1 20. (U 0 2)~OH )7- _ 71-1_ -32,20 -31 :1: 2 -이 - 32. 20 
4002_2 _ 채20 . (U 02) 4( OH )7 __ 71-1_ 

- " 영O -21,9:!: 1,0 -21,9 - 21. 9 :1:1. 0 

U0 2-2 - C03-2' U02003 ,. 9. 671 0. 05 9 ,67 9,84 :!: 0,03 9.94:1: 0.03 Gui ll aum ont et aJ , 2003 

U02-2' 2003-2 ' U0 2( C03)2-2 16. 61 16. 9:1:0. 12 16 , ~4 16. 61:!:o. æ 16. 61 :1: 0. 09 Gu ill au mont et a l. 2003 

0"‘ 2' ~03-2. U0 2( C03)3-4 인 • 21. 6:1:0. 05 21 ,6 21,84 :1:0. 04 21. 84:1: 0. 04 Gu ill aumont 8t a l. 2003 
lJJ2'2' 6c。동2. (U02)~C03)6-6 " .00 %에 " "'• 54:1: 1 Glenth e et a l. 1 9'앓 

」%2 2 %@ 。어-2 . (U 02) 2( OH)~여 % -<l 96 :1:0. 5 서oæ ~8'ß -<l 86 :!: 0. 5 - 0.86 :1: 0. 5 

엿..0 2-2 ‘ ￥， ro ‘ c"‘ 2 ‘ ( U 02)~OH)~03“ 엇4‘ 0,[;6 :!: 0,5 '" O 아2 0. [;6 :t0. 5 0.66 :1: 0.5 

IIJ02-2' 12H2O' SC03-2 ' (U02)II (OH) I2( C03)6- ‘ ， ~. "" l) ,42'1 "‘" 
υ02-2' F-. U0 2F‘ s •6 5. æ:l:o. l3 5." 5. 16:1:o. æ 5. 16 :1: 0. 06 Gu ill aumont et a l. 2003 
υ02_2' 21'- . U。흥2( aq) '" aS2 :1:o. 04 8 잉 8,83 :1: 0,æ 8.83土0.08 Gui ll aumont et a l. 2003 

U02'2. ';F-. U0 2F3- ↑ a∞ 1 0. 9 :1:α4 10 ,9 10. 9:1:0. 4 10. 9 :1: 0 ‘ Gulll aum ont et aI , 2003 
U0 2_2 _ 4F- . U0 2F4• 2 1• % 11 ， 7 :tα 7 •• ? 11. 84:!: 0. 11 11 . 04:1: 0. 11 G uill aumδnt et a l. 2003 

'" 0. 171 0. 02 0 , 17 0.11土0.02

υ02-2' 2C1- . U0 2C12 - 1. 10 - 1. 1:!:0. 4 - 1,1 ’ -1.1: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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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3. (계속)

U02+2 + N03-. U。쩌。" '" α .，α " 0. ' 0.30土0.15

υ。 2+2 + P0 4- 3 . U0 2P 0 4- • '" 13. 23 :1: 0. 15 13.23 1 3 . 23土0. 1 5

U02+2 + P04-3 + H+ . U0 2H P04 19. 59 19.59 19.59 

μ02+2 + P04- 3 + 2H + ' U02H2P 0 4+ "< " ∞3 22.823 

U02+2 ‘ P04-3 + 양， + . U0 2H::f'04‘ 2 22.48 22 .463 22 .463 

U02+2 + 2P 0 4-3 + 4H+ . U02(H2P 0 4)2 "여 44 .046 44. 046 

U02+2 + 2P 0 4- 3 + 511+ . U 0 2H (H캘。4) 2+ 44. 05 ”야￡ ‘ 5.056 
U02+2 + HP0 4- 2 . U0 2H P0 4 7.24 7.24:1: 0. 26 1. 2(:1: 0. 26 

U02+2 + μ 2P 04- . U02H2P 04+ ‘ a 3. 26 :1: 0. 07 3. 26 :1: 0. 01 

U02+2 + 2H2P 04- - U02(H2P 04)2 4.92 :1:0. 13 4.92 :1:0. 13 

U02+2 + H2P 0 4- ' U 02P여 , ~， 8.33 :!: 0.42 8.33 :!: 0.42 

U02+2 + H2P 04- . U0 2H P04- + H+ 0. 03:!:0.47 0. 03:!:0.47 

U02+2 + H행。4- + H+ . U0 2H:F0 4+2 2.9J:l: 0.1 5 2 . 9J:I:α " 
υ。2+2 + 2H2P 0 4- + H‘ . U 0 2H2P0 4H뿐。4‘ 5. 93 :1: 0. 11 5. 93 :1: 0. 11 

U02+2 + H:F0 4 . U0 2H2P 0 4+ ‘ ", 1. 12 1. 12:1: o. æ 1. 12:1: 0. 06 

U02+2 + H￥04 . U02Hif' 04‘ 2 ι7ι 0. 761 0. 15 0.16:1: 0. 15 

U02+2 + 2H::f' 0 4 ' U02(H2P 04)2 ' 00 ‘ 00 
U02+2 + 깐， ::f' 04 . U 0 2H (H행여)2+ + H+ U5 U5:!:O. 11 1. 65 :1: 0.11 

U02+2 + 2H:F0 4 . U0 2(H2P 04)2 + 2H + o . 0.B4 :1: 0. 11 0. 6(:1: 0. 11 

U02+2 • 904- 2 . U0 2S 0 4 3 • S a 1 5 :1:α " 3.1 5 3.15 :1: 0.02 

υ。2+2 + 250 4- 2 . U0 2( S0 4) 2- 2 4. 14 4. 14 :1: 0. 07 4. 14 ‘. ，‘土0. 07
υ0 2'2 + 33 04-2 . U02( S04)3-4 ‘@ ‘ @ 
U02' 2 ' S03-2' U02503 ，~ ，~ 

U02. 2 ‘ S203-2 - U0 2S 203 2.8 2.8 

U02. 2 . Ca. 2 . 엇~0 3-2 . Cau02( C0 3)3-2 27. 18 27. 18 

υ。2+2. 2Ca.2. ~03-2 . Ca2U 0 2( C03)3 "" "" υ。2+2 + MS+2 + 웅~03-2 . MsU0 2( C03)3-2 " •• " •• 

μ"‘2 + S i (Oμ)4( aq) • U025 i O(Oμ) 3+ + 삐* - 1. B4 - 1. B4:1: o. 1 - 1. 84:1: 0. 1 Guill aum ont et al. 2003 

υ02'2 ‘ Pu02' 2 ‘ 6C 03-2 - (U02) 2P u0 2( C03)6-6 '" '" 

μ。 2-2 - N。동 • ，。찌。，. , . α 3J:t 0. 15 0. ' 0. 3O:t0.15 
μ。 2-2 - P04-3' U0 2P 04- 13. 23 1 3. 23 :tα" 13.23 13.23:t0. 15 
μ02-2 - P04-3 ‘ μ‘ • U0 2H P04 19. 59 19.59 19.59 

υ02-2 ‘ P04-3 - 2H - . U0 2H2P 04‘ "" " ∞s 22.823 
U02_2 ‘ P여 , . ￥， _ . U02HõF여.， 22.40 22 .463 22 .(63 
U0 2_2 _ 2P 04-3 _ 4H‘ • U0 2( H2P 04) 2 44.04 44.046 ((.0(6 

μ。 2_2 _ 2P 0 4-3 - 5H _ ' U 0 2H (H핸。4) 2_ 44.05 애 띠￡ ‘ 5.056 
υ。 2_2 ' HP 0 4-2' U0 2H P0 4 7. 24 7.24:t 0. 26 1.2(土，."

υ0 2'2 + H2P 04-. U0 2H2P 04+ ，~ 3. 26 :to. 07 3.26 :10. 01 
U02+2 + 2H2P 0 4- ' U0 2( H2P 04)2 4.32 :to. 13 4.32 :to. 13 

U02+2 ‘ H생。4- ' U0 2P 0 4 ‘ 깐" 6. 33 :!: 0.42 6. 33 :t0.42 
U02+2 + H2P 04“ U0 2H P04- + H‘ 0. 03:!:0.47 0. 03i0. 47 
U02+2 • H찢。4- . H. ' U0 2H:F0 4_2 2.3J:t 0. 15 2.9J:t0.1 5 
U02_2 _ 2H2P 0 4- _ H_ • U0 2H2P 0 4H :F0 4' 5. 93 :to. 11 5. 93 :to. 11 

00'‘ 2 ‘ H:F04 . U0 2H2P 0 4+ ‘ ". 1. 12 1. 12:to. æ 1. 12:10.06 

U02*2 + H￥04 . U0 2Hif'04‘ 2 ι7‘ 0. 7S :tα" 0.16 :10. 15 

U02*2 * 2HõF 04 ' U0 2( H2P 0 4)2 ' 00 ‘ 00 
U02*2 ‘ 칸에 õF 04 ' U 0 2H (H행。'"’ ‘ ". 1.65 1.65:!: 0. 11 1. 65 :10.11 
U02*2 * 2H:F0 4 ' U 0 2( H행。 4) 2 _ 2H * '" 0. 64 :t0. 11 '.5‘:10. 11 
U02_2 • S0 4- 2 ' U0 2S 0 4 '" 3. 15:t 0. 02 3. 15 3. 15 :10.02 
υ。 2+2 + 280 4-2' U0 2(S0 4) 2-2 4. 14 4.14 :to. 07 4.14 (. 1(土0.01

υ02*2 ‘ 3304- 2 ' U0 2( 804)3-4 ‘@ ‘∞ 
U02*2 * 803-2' U0 2S 03 ，~ ，~ 

U02*2 ‘ "'"•2 ' U0 2S 203 ' .8 '8 
'"‘2 ‘ " ‘ , . 엇~03-2' CaU0 2( C0 3)3-2 27. 18 27. 18 
υ。 2_2 _ 2C a*2 _ ~03-2' Ca2IJ 0 2( C03)3 "" "" μ。，.， ‘ M딩-2 + ~03-2' M; U0 2( C03)3-2 X •• " •• 

co ,‘ 2 + Si(Q H)4( aQ) • U0 28 iO(OH) 3+ + H+ - 1. 64 - 1. 64 :t 0. 1 - 1. 84:10. 1 Gu ill aumonl 81 a l. 2003 

υ02*2 ‘ Pu02*2 ‘ 6C 03- 2 • (U 02) 2P u0 2( C03)6-6 " 
, 잉 

υ。2+2 + N03-. U0 2N 03* , . α 3J :l:0. 15 0.3 0.30 :1: 0.15 
υ。2*2 * P04-3 . U0 2P 04- 13. 23 1 3.23 :1:α" 13.23 13.23:1: 0. 15 
U02*2 * P04-3 ‘ μ‘ • U0 2HP04 19. 59 • 8. 19.59 

μ02*2 ‘ P04- 3 * 2H * - U02H2P 04* "" ""' 22.823 

U02*2 * P04-3 * ￥， * - U02HõF여.， 2:'.48 22. 463 22 . (63 

U0 2+2 ‘ 2P 04- 3 * 4H‘ • U0 2(H2P 04)2 "여 44.046 ((.0(6 

μ。 2+2 * 2P 0 4-3 * 5H* . U 0 2H ( H핸。4)2+ 44. 05 ‘” 띠￡ ( 5.056 

U02+2' HP04- 2 . U0 2HP04 7,24 7,24 :1:0. 26 7.2(土，."

U02*2 + H2P 04- . U02H2P 0 4‘ ‘ a 3. 26 :1:0. 07 3. 26 :1: 0.01 
U02+2 ‘ 2H2P04- - U02(H2P 04)2 4.92 :1:0. 13 4.92 :1:0. 13 

U02+2 ‘ H생。4- - U0 2P 0 4 ‘ 양" 6. 33 :!: 0.42 6. 33 :1: 0.42 

""‘2 + H2P 04“ U0 2HP04- + H+ 0. 03:!:0.47 0. 031 0. 47 
U02+2 • H찢。4- . H' . U0 2H:F0 4+2 2.3J:l:0. 15 2.9:):1:0. 15 

U02+2' 2H2P 04- + H‘ • U0 2H2P 04H:F04' 5. 93 :1:0. 11 5. 93 :1:0. 11 

""‘2 ‘ H:F04 . U0 2H2P 04+ ‘ ". 1. 12 1. 12:1:o. æ 1. 12:1: 0. 06 
μ02*2 + H￥04 . U02Hif' 04‘ 2 ι7ι 0. 76 :1:α" 0.16 :1: 0. 15 

lJ02*2 * 2HõF 04 - U02(H2P 04)2 ' 00 ‘ 00 
lJ02*2 * 칸에õF04 ' U0 2H (H 2P 04)2’ ‘ ". ↑염 1.65:!: 0. 11 1. 65土0. 11

U02*2 * 2H:F04 ' U 0 2( H행。4)2 • 2H* '" 0. 64 :1: 0.11 0.6(:1: 0.11 
μ。2+2 + 904- 2 . U02정。4 ' " 3. 15:1:0. 02 3,15 3. 15:1; 0.02 
υ。2*2 + 2S 04- 2 . U0 2( S04)2- 2 4, 14 4,14:1:0. 07 4, 14 ，. ’‘土0.01
υ02*2 ‘ 3.'3 0 4-2 . U02( 904)3-4 '" ‘@ 
U0 2*2 * 903-2 - U0 2S 03 8~ ，~ 

U02*2 * 없어→2 ' U0 2S 203 '8 '8 
""‘2 ‘ " ‘ ,. 엇~03-2 ' CaU0 2( C03)3-2 27. 18 27. 18 
υ。2*2 + 2C a*2 + 웅~0 3-2 . Ca2IJ 0 2( C03)3 "" "" 니。，.， ‘ M딩*2 + ~03-2 . M; U0 2( C03)3- 2 " •• " •• 

U02+2 ‘ Si(QH)4(aQ) • U0 2S iO(OH)3+ + H+ - 1. 64 - 1. 64 :1: 0. 1 - 1. 8(:1: 0. 1 Gu ill aumont st al. 2003 

υ02*2 ‘ Pu02*2 ‘ 6C 03- 2 • (U02) 2Pu0 2( C03)6- 6 " g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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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3. (계속)

PH ASES 
uα2( c r) + 4H‘ • 2H2O + U+4 0. 34 iO, 4 -，명 -4,96 (7) -4,96 N ec ~ and Kim 200 l a 

U02(cr) ‘ 2H2O • U(애" -{8,7:1: 0,4) 

U02( am,h\ld) + 양， 20 • U+4 + 40H- -{54,5:tl. O) - (5(.5:1 1. 0) Grenlhe et al. 200:2 

U 02( am， h ，찌 )+4H+ ' 2H2O + U써 • ‘ s • ‘ s N ec ~ and Klm 200 la 
U 02CO~s ) • U02+2 + C03-2 - 14,78 - 14,49iO,ll4 - 14,47 - 14,78 iO, 02 - , ( . 76 :10. 02 Gu ill aumont et al. ::003 
U02(OH) 2( s) + 2H+ ' U0 2+2 + 2H 2。 .. " s 

c ，μSü I 9. 1 1 H 2O (ιr) +14H + . Ca+2 + 1(Jj2O + SU02+2 . ‘, . ". 
u∞9; cr) + 16H+ + 4e - ' E1-12O + 3.) +4 "" "" 80nd et al. 1 연? 

U30 ij(ι ，) • 양， + . 4H Z。 ‘ U+4 + 2U 02+2 2,48 2,4E 

U309; am) + EI-I + ' 4H∞ + U'4 + 2U 02+2 2,47 2,47 

U40~cr) + 14H+ ' 깨20 + 3.)+4 + U02+2 •" 12,8 •" 
U03,2H2O (scho ep ite) + 3-1 + ' 3-1 20 + U02+2 , .. α" '" 5, 96 :1: 0,18 

USl 04 (Coninite) + 4H+ ' Si(OH)4. U‘ 4 7. 83 e •" 7. 83 

"‘U02)2(Si04H)2 (uranophane) + 6H‘ • 2U 02+2 + 2H 4S i04 + Ca+2 • 7 • 7 80nd 9t al. 1997 
U(HP여) 2， 4H 2O (cr)' 4H * ' U.4. 깐，Y04(a이) .4HZ。 11 ,83 11 ,83 
U02HP04,4H 2O(cr) + 2H‘ • U02+2 + HY 04(aq) + 4H 2O -2,5:1:o. æ -2,5:1:o. æ 
(U 0 2)엿P04)2， 4H 2O (cr) ‘ 6H * ' 3.) 02*2. 2H Y04(aq) .4H2O - 5,97 - 5,97 

(U02) 2S i04,2H2O (so dd,;te) + 4H‘ • 2U 02*2 ‘ Si02( aq) + 4H 2O i • 5 5, 74:1:0. 21 NU 9Uyen 9t al. 1992 
Mo lI et al. 1 옛. 19 :1:α 7 Pérez et al. 1연7 

2,æiO, 29 Cera 19SE 

Cα1 9 W, and B , C, Brooks, Determ i n메이 이 the lormation ιon stants 01 ternary ιQ ηp l exes 01 ωan \l1 anc ιarb o n히e ~th 버k버 i n e earth met버s(Mg상 C, 2‘ SI2‘ and Ba2‘ ) usir딩 

an lon exchange method, En Yi ronπ끼「폐 Sclence and Techno logy, 40(15), 4688-468띤 (1886) 

PH ASES 

U02(cr) + 4H‘ • 2H2O + U+4 0. 34 :1:0. 4 - 4,94 , .• (7) - 4,96 N ac~ and Kim 200 l a 

U02(cr) ‘ 2H2O • U (애" -(9. 7:1;D.4) 

U02( am,hyd) + 2H2O . U‘ 4 + 40H- -(54,5:1:1. 0) - (54.5:1: 1. 0) Granlha at al. 200:2 

U02( sm,hyd) + 4H+ . 2H2O + U써 
• " • " 

Nec~ sn d Ki m 200 l s 

U02CO~ s ) • U02+2 + C03-2 - 14,76 - 14,49 :1:0. 04 - 14,47 - 14,76 :1:0, 0:2 - 14.76 :1: 0. 02 Guill aumont 8t al. 때3 

U02(OH) 2( s) + 2H+ . U02+2 + 2H 2。 s .. " s 

C il.JSü I 9， II H 2O (ιr) +14H‘ • Ca+2 + IËti 20 + SU02+2. ". ". 
U~9; c r) + 16H+ + 49-. EIoi 20 + ::.u +4 "" "" 80nd et al. 1 영? 

U308( cr) + Ëti+ - 4H 20 + U‘ 4 + 2U 02+2 2 ‘ 6 2,46 

U30 9; am) + EIoi + . 4H20 • U+4. 2U 02+2 2,47 2,47 

U409( cr) ‘ 14H ' • 깨20 ' ，ψ4 + U02' 2 " 12,6 •" 
U03,2H 20 (schoep ite) + "'+ . "'20' U02+2 , .. α" '" 5, 96 :1:0. 18 

USl 0 4 (C offinite)' 4H ' . Si(OH)4. U‘ 4 - 7. 83 g •" 7. 83 

c.‘ U02)2( Si04H)2 (uranophane) + 6H‘ • 2U 02+2 • 2H 48 i04 + Ca+2 • 7 • 7 80nd et al. 1997 
U(HP여)2， 4H 20 (cr).4H“ U. 4. 2HY0 4( SQ) .4HZ。 11. 83 " 잉3 
U02HP04,4H 2O (cr) + 2H+ . U02' 2 + HY0 4( aQ) + 4H 2O - 2,5to. 09 - 2,5:1: 0. 09 

(U 0 2)엿P04) 2 ， 4H20(cr)' 6H • • ::.u 02. 2 ‘ 2H Y04(aQ) .4H20 -5,97 •'" 
(U02)2S i04,2H2O (so dd,;ta) ‘ ，~‘ • 2U 02' 2 ' Si0 2( aQ) ‘ '~ 20 i • 5 5, 74:1: 0. 21 NU 9 U얘n 81 al. 1992 

MolI et al. 1 옛훌 3, 9:1: 0,7 Pé rez el al. 1연7 

2,33 :1:0. 23 C8 ra I ~ 

' Cong W , and B , C , B rc야 S. Dete rmin히 jρn 이 th e 10m 페이 ιJn stc깨00/ 떠nar\l ιQ ηp l exes 01 uran)l1 anc ιarbo nate ~새th alkaline earth metal s(Mg상 C, 2‘ S,2 ‘ and Ba2‘ ) 니S기. 
S 에。 n exchange method , Environmental S이 e nce and Techno logy, 40( 15) , 4689-469경 ( ' 996) 

PH ASES 

U02(cr) + 4H‘ • 2H2O + U+4 0. 34 :1:0. 4 -4,94 ••• (7) -4,96 N 8C~ and Ki m 200 l a 

U02(cr) ‘ :>H2O • U (애" -(8. 7:1; 0,4) 

U02(am,hyd) +:>H2O . U‘4 + 40H- - (54,5:1:1. 0) -(54.5:1: 1. 0) Grenlhe et al. 2002 
υ。2( am， h해) + 4H+ . :>H2O + U+4 

• '" • '" 
Necr and Ki m 2((J l a 

U02C03( s) • U02+2 + C03-2 - 14,76 - 14,49:1:0. 04 - 14,47 - 14,76 :1:0.0:2 - 14.76 :1: 0.02 Guillaumont et al. 때3 

U02(OH) 2( s) +:>H+ . U02+2 +:>H 2。 s .. " s 

CilJSü I9, 11H2O(cr) +14H+ . Ca+2 ‘ 1Ëti2O + OlJ 02+2 . ". ‘,. 
U~9; c r) + 161-1+ + 49-. EIoi2O + 3.) +4 "" "" 80nd et al. 1 연? 

υ30 8( c r) + 않， + - 4H 2O + U‘4 + 2U 02+2 2 ‘6 2,46 
U309; am) + EIoi+ . 4H 2O • U+4. 2U 02+2 2,47 2,47 

U40 9(cr) ‘ 14H ' • 깨20 + 3.) +4 + U02' 2 • 3 12,6 • • 3 

U03,:>H2O (scho ep ite) + 3-1+ . 3-120' U02+2 , .. α" '" 5. 96 :1: 0. 18 
USl 04 (Coffin ite)' 4H ' . Si(OH)4. U‘4 -7. 83 g • " 7. 83 

c.‘U02)2(Si04H)2 (uranophana) + 않4‘ • 2U 02+2 + :>H 4S i04 + Ca+2 • 7 • 7 80nd et al. 1397 
U(HP여)2， 4H 2O (cr)' 4H. ' U.4 ‘ :>Hl'04(aQ) .4HZ。 11. 83 11. 83 

{UQa PQ4 4H@(Cf) * %* • uQ2‘,. "￥04( aq) ‘ '"" - 2. 5:1:0.0'3 - 2,5:1: 0. 0'3 

(U 0 2)영P04)2， 4H 2O (cr) ‘ 앉， •• 3.) 02. 2. :>Hl'04(aq) . 4H2O "''' -5,97 

(U02) 2S i04,:>H2O (so dd,;ta) ‘ '"‘ . ~야'2 ' Si02( aq) ‘ '"" i • 5 5. 74:1: 0. 21 NU9U>'lln 9t al. 1992 
MolI et al. 1 옛훌 9, 9:1; 0,7 Pé re z et al. 1연7 

2,913 :1:0. 23 Cara 1396 

. cα19 W ， andB ι B roo씨 S. Dete rmin히 jρn 이 the 10m 메이 ιJn stc깨S 01 tern ar,. ιQ ηplexes 01 uran )l1 anc ιarbo n ate ~새th alkaline earth metal s(Mg상 c，ε S,2‘ and Ba2‘ ) 니S기. 
S 에。 n exchange melhod, Environmenl al S이 ence and Technology, 40( 15) , 4689-469경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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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4. 토륨 화합물의 반응에 대한 열역학 데이터

Aeaction Aeference (109 K) 

Na9ra KAEAI "~， m [2005ALT!NEC] Selecled 

Th*4 + H20 - ThOH*3 ‘ ". 2.4:!:O.5 •" 2. 2O :!:O. 2O ，.m土0.20 NeCK and Kim (200la). NeCK et al. 2002 
Th+4 + 2H 20 - Th( OH)2*2 + 2H* • e , 6 6. 00 :!:O 뻐 '.00土0.60 NeCK and Kim (200la). NeCK et al. 2002 
Th*4 + ￥120 - Th(OH)3* ’ ￥" 11.7 까↑ I I. OO :!:l. OO 11.00:1 1.00 NecK and Kim (200la). NecK et al. 2002 
Th*4 + 4H20 - Th(OH)4+ 4H* 18. 4:!: O.6 17.5 19.7 17.50:!:O.50 17.50土0.50 NeCK and Kim (2001a). NeCK et al. 2002 
m ‘ 4 + 2H 20 - Th 2( OH)2*6 + 2H* •6 • •., •.5.7 • •. , NeCK et al. 2002 
m ‘,. 양120 - Th4(OH)8*8 + 양" 21. 1 ←~‘ ←~， ←~‘ NeCK et al. 2002 
m ‘ 4 + 12H 20 - Th4(OH)12*4 + 12H* • •. , • •. , • •. , NeCK et al. 2002 
m ‘ 4 + 15H 20 - Th 6( OH)15*9 + 15H* ←죠 7 •. 죠 7 

Th*4 + F-- ThF*3 g g '" g Hummel et al. 2002 
，"써 + 2F-- ThF2*2 •‘ 2 •‘ 2 •B ‘ •‘ 2 Hummel et al. 2002 
，"써 + :F-- ThF3‘ • •.• • •• • •. æ •,." • •• Hummel et al. 2002 
Th*4 + 4F-- ThF4 "' " "~ 20.41 "' Hummel et al. 2002 
Th*4 + 51'-- ThF5 2‘ ?‘ 2‘ , 
Th*4 + f,F-- ThF6-2 ,.% ,.% 
Th+4 + CI-- ThCI*3 • •3 • • • 2• • 2• Hummel et al. 2002 
Th*4 + 2C 1-- ThC12*2 ••• •• •• Pearson and Waber. 1 앉염 

Th*4 + 명:1-- ThCI3* • e, • e. • e. Pearson and Waber. 1 앉염 

Th*4 + 4CI-- ThCI4 • • • • • • Pearson and Waber. 1 앉염 

Th+4 + 4S04-2- Th(S04)4-4 •• 8.48 8.48 Bond et al. 1937 
Th*4 + 3304-2- Th(S04)3-2 •2 ‘ • •• 12.42 •" 12.7 Hummel et al. 2002 
Th*4 + 2304-2- Th(S04)2 •• 6 9.73 •• g 11. 8 Hummel et al. 2002 
Th*4 + S04-2- ThS04+2 7.6:!:O.5 5.45 B u Hummel et al. 2002 
Th*4 + N03-- ThN03*3 • 6 ,. O.OO:!:O. 2O 
Th+4 + 2N 03-- Th(N03)2*2 , .• , .• Bond et al. 1937 
Th*4 + 3에。 3-- Th(N03)3* 2 2 Bond et al. 1937 
Th*4 + 4N03-- Th(N03)4 Bond et al. 1937 

Ae action Aeference (1 09 K) 

Na9ra KAEAI "~， m [2005ALT!NEC] Selecled 

Th *4 + H20 - ThOH*3 ‘ H‘ 2. 4:!:α5 •" 2 . 20 :1:α ~ 2.20 :10.20 NecK and Kim (200 la). NecK et al. 2OJ2 
Th+4 * 2H 20 - Th( OH)2*2 * 2H‘ ~. 6 6. [J) :l:ü. W '.00土0.60 NecK and Kim (200 la). NecK et aj. 2OJ2 
Th*4 + ￥120 - Th (OH)3‘ ’ ￥" 11.7 까↑ I I. [J) :!:I. [J) 11.00:1 1.00 NecK and Kim (200la)ι NeCK et al. 2OJ2 ,c‘ 4 + 4H20 - Th(OH)4+ 4H+ 18. 4:!: 0.6 17.5 19.7 17. 50 :1: 0. 50 17.50:10.50 NeCK and Kim ( 200 1 a)ι NeCK et al. 2OJ2 
m ‘ 4 ‘ 2H 20 - Th 2( OH)2*6 + 2H‘ ~ ， •., •.5. 7 • •. , NeCK et al. 2OJ2 
m ‘ 4 ‘ 양120 - Th4(OH)8*8 + 양4‘ 21.1 •ro‘ ←~， •ro‘ Ne CK et al. 2OJ2 
m ‘ 4 + 12H 20 - Th4(OH)12*4 + 12H * •" ←2ε7 •" NeCK et al. 2OJ2 
m ‘ 4 + 15H 20 - Th6( OH)15*9 + 15H * ←죠 7 •. %., 
Th *4 + F- - ThF*3 g g '" g Hummel et al. 2OJ2 
Th+4 + 2F-- ThF2*2 •‘ 2 •‘ 2 •B ‘ •‘ 2 Hummel et al. 2OJ2 
Th+4 + :F- - ThF3‘ • •.• •" •, .æ 17.54 •" Hummel et al. 2OJ2 
Th*4 + 4F-- ThF4 "' " "~ 2。이 "' Hummel et al. 2OJ2 
，c써 + 51'-- ThF5 

2‘ ?‘ 2‘ , 
，c써+ f,F-- ThF6-2 ,.% ,.% 
Th+4 + CI-- ThCI*3 1. 13 • • "• 1.21 Hummel et al. 2OJ2 ,c‘ 4 + 2C 1-- ThC12*2 0 .• , .• , .• Pearson and Waber. 1 앉8 ,c‘ 4 + XI-- ThCI3‘ '" • " • .. Pearson and Wabe r. 1 앉8 

Th *4 + 4CI-- ThCI4 
" 

• , • , Pearson and Waber. 1 앉8 

Th+4 + 4S04-2- Th(S04)4-4 " 8.48 8.48 Bond et al. 1937 
Th*4 + 3304-2- Th(S04)3-2 12.4 •, .• 12.42 •" 12.7 Humm el et al. 2OJ2 
Th*4 + 2S 04-2- Th(S04)2 •• 6 .B •• 8 11. 8 Hummel et al. 2OJ2 ,c‘ 4 + 304-2- ThS04‘ 2 7.6:1: 0.5 5.45 ?’ u Hummel et al. 2OJ2 ,c’ 4 + N03-- ThN03*3 

" " 0.00 :1: 0.20 
Th+4 + 2N 03-- Th(N03)2*2 ,., " Bo nd et al. 1937 
，c써 + 3'j 03-- Th(N03)3‘ 2 2 Bon d et al. 1937 ,c‘ 4 + 4N0 3- - Th(N03)4 Bond et al. 1937 

Ae action Aeference (1 09 K) 

Na9ra KAEAI "~， m [2005ALT!NEC] Selecled 

Th *4 * H20 - ThOH*3 ‘ ". 2.4:!:α5 •" 2.20:!:α~ 2.20 :1: 0.20 NecK and Kim (200 la). Nec K et al. 2OJ2 
Th+4 + 2H 20 - Th( OH)2*2 + 2H+ ~. i 6. [J) :!:ü. W 6.00 :1: 0.60 NecK and Kim (200 la). NecK et aj. 2OJ2 
Th+4 + ￥120 - Th(OH)3‘ ’ ~. 11.7 까↑ I I. [J) :!:I. [J) " 이J:t1. 00 NecK and Kim (200la). NecK et al. 2OJ2 
, 0‘ 4 + 4H20 - Th(OH)4+ 4H+ IS. 4:!: O.6 17.5 19.7 17.50íO.50 17.50:1: 0.50 NecK and Kim (200 la). NecK et al. 2OJ2 

m ‘ 4 ‘ 2H 20 - Th 2( OH)2*6 + 2H‘ ~， •" •.5.7 •" NeCK et al. 2OJ2 
m ‘ 4 ‘ 양120 - Th4(OH)S*S + 앙4‘ 21.1 • ro , ←~， • ro , Ne CK et al. 2OJ2 
m ‘ 4 + 12H 20 - Th4(OH)12*4 + 1 얀， . •" ←2ε7 •" NeCK et al. 2OJ2 
m ‘ 4 + 15H 20 - Th 6( OH)15*9 + 15H * ←~， •. %., 
'0‘ 4 + F-- ThF*3 g g '" g Hummel et al. 2OJ2 
Th +4 + 2F-- ThF2*2 •‘ 2 •‘ 2 •B ‘ •‘ 2 Hummel et al. 2OJ2 
Th+4 + :F- - ThF3‘ •'" •" •, .æ 17.54 •" Hummel et al. 2OJ2 
Th+4 + 4F-- ThF4 "' " "~ 2。이 "' Hummel et al. 2OJ2 
，0써 + 51'-- ThF5 2‘ ~ 2‘ , 
，0써+ f,F-- ThF6-2 ,.% ,.% 
Th+4 + CI-- ThCI*3 • •3 • • "• • " Hummel et al. 2OJ2 
' 0‘ 4 + 2C 1-- ThC12*2 ιg 0.' 0.' Pearson and Waber. 1 앉영 

'0‘,. 명:1-- ThCI3‘ '" • " • " Pe arson and Wabe r. 1 앉8 

Th *4 + 4CI-- ThCI4 
" 

• x • x Pearson and Wabe r. 1 앉8 

Th+4 + 4S 0 4-2- Th(S04)4-4 " 8.48 8.48 Bond et al. 1937 
Th+4 + 3304-2- Th(S04)3-2 12.4 •0.' 12.42 •" 12.7 Hummel et al. 2OJ2 
Th+4 + 2S 04-2- Th(S04)2 •• 6 'B •• g 11. 8 Hummel et al. 2OJ2 
, 0‘ 4 + S04-2- ThS04‘ 2 7.6 íO.5 '" ?’ u Hummel et al. 2OJ2 
, 0’ 4 + N03-- ThN03*3 

" " O.OO:!:O.20 
Th+4 + 2N 03-- Th(N03)2*2 ,., " Bon d et al. 1937 
'0써 + 3'j 03-- Th(N03)3‘ 2 2 Bond et al. 1937 
' 0‘ 4 + 4N0 3- - Th(N03)4 Bond et al.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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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4. (계속)

"‘ ’ HC03- ' ThC03*2 ’". "‘ ’ 4C03-2 ' Th(C03)4-4 ".‘ ’5C03-2 - Th(C03)5-6 ".‘ + C03-2 + 3H20 - Th(C03)(OH)3 ’'". ".‘ ’ 3C03-2 + 2H20 - Th(C03)3(애" ‘’ m. "‘ ’ C"• 써C03-2 • Thρ"(C떠)‘ s "‘ ’~"←. C03-2 • Th(애)2(;03 "‘ ’∞H→2C03-2 ' Th이애w떠)2-2 
"씨 ’~"←. C03-2 • Th(애)X03카 "‘ ’""•. C03-2 • Th이애)‘C03-2 
πh+4* 2H 20 - Th 2( O에2*6 + 2H* 
4Th+4 • [tj 20 • Th4( 0에8*8 + [tj + 

4Th+4 사m∞ • Th4(에↑%’ 
6Th+4 사 5H20 • Th6(에↑ 5'9 + ↑ ~ . 

"‘’ HP04-2 ' ThHP04+2 
"‘써2 ’ H* ' ThH 2P O‘’3 
"‘써2 + 2H* - ThH J' 04써 
"ι 2HP04-2 ' n써P04) 2( a이 

PHASES 
，，(에 (am) ’ 4H* ' Th+4 ’ '"X 
"ρ2 2H 20(삐 +4H+ - Th씨 ’"∞ 
，，(애)‘ ((ψ 애 •• Th*4 써H∞ 

"ρ2( 8) + 애 • • Th+4 + 2H 20 
Th0 2( an이 + H* + C03-2 + H20 • Th( C03) (OH)3 
Th0 2( am) ’ 4H* • 5C 0 3-2 • Th( CO빠’~~ 
Th0 2( cr) + 애 • • Th+4 ’ ~~ 
Th(HP04) 2( s) ’ 2H* ' Th+4 ’ 2H2P 04 

0.671 

23. 8:!: 1. 1 
" • 

3, I :t1. 0 3.~ 

•" 
←~‘ • •. , •. 

13:!:1 
11.749 
11. 249 
26, 397 

eÆ 

• '.e " 9, 9:!:O, 8 

0.671 
31. 60:!:2. 00 3 1. 60土2.00 Riglej-Martial & Capde에 la 1993 
28.60:!:2. 00 28.60土2.00 Riglej-Martial & Capde에 la 1993 
1.~:!:1. 00 ? 

• C. , • C. , Riglej-Martial & Capde에 la 1993 
3!j.8:!:O.3 3!j.8:!:O.3 [ 2005ALT!NEC] 
l].7:!:O.4 l].7:!:O.4 [ 2005ALT!NEC] 
37.0:!:O.4 37.0:!:O.4 [ 2005ALT!NEC] 
38, 5:!:O, 6 38, 5:!:O, 6 [ 2005ALT!NEC] 
40, 6:!:O, 5 40, 6:!:O, 5 [ 2005ALT!NEC] 

•" NeCK and Kim (2OO 1a) 

←~‘ NeCK and Kim (2OO 1a) • •. , NeCK and Kim (2OO 1a) •. NeCK and Kim (2OO 1a) 
13:!:1 
11.749 
11. 249 
26, 397 

".~ NeCK and Kim (2OO 1a) 
9, OO :!:1. 00 '.00土1. 00 NecKetal. 2002 

9, 9:!:O, 8 
6, 78 [1997FE니 
37, 6 [1997FE니 

1. 00:!:UJ 1. 00:!: l.lJ NecK and Kim 2001 
15, 33:!:O,5Q 

"’4 ’ HC03- ' ThC03*2 ’". 
Th+4 ‘ 4C03-2 ' Th(C03)4-4 ".‘ ’5C03-2 - Th(C03)5-6 ".‘ + C03-2 + 3H20 - Th(C03)(OH)3 ’'". ".‘ ’ 3C03-2 + 2H20 - Th(C03)3(애" ‘ ’ '". 
Th+4 ’ C"←써C03-2 • Thρ"(C어)4-5 

"’4 ’ ~"← ’ ∞3-2 - Th(애)2C03 
Th*4 + 20H• 2C 03-2 ' Th이애)"C여)2-2 
"써 ’~"←. C03•2 • T11(애)X03카 "’' 4 + 40H• • C03• 2 - Th(애)‘C03-2 
π，.， ‘ 2H 20 -Th 2( O에μ8 ‘ ~. 
4Th+4' ~20 • Th4(O에，.， ‘ ~. 
m‘4 시~∞ -깨(뻐↑ 2+4+1 2H+ 

tTh+4 시~∞ • Th6(에↑ 5*9 +↑~. 

Th+4 + HP04-2 ' ThHP04+2 
"’4써2 ’ H* ' ThH 2P 04+3 
Th *4써2씬‘ - ThHJ'04써 

"써 ’ 2H P0 4-2 .깨P04) 2( a이 

PHASES 
，，(에(，미)’ 4H* ' Th+4 • 4H 2C 

"ρ2 2H 20(삐‘ 4H+ - Th샤 ’ '"X 
，，(애)‘ ((ψ 애"Th+4+4H∞ 
" ρ2( 8) + 애‘ • "씨 . ~~ 

Th0 2( an이 ι H* . C0 3-2 ‘ Hιo • Th (C03) (OH)3 
Th 0 2( am) ‘'"“ 5C 0 3-2 • Th( (03)5-6 ‘ ~~ 
Th0 2( cr) .애 • • ，꺼 +4 • 2H 20 
Th (HP04) 2( s) ’ 2H+ ' Th+4 ’ 2H2P 04 

0.671 

zg , 8:!: 1. I 
" • 3, I :t1. 0 3. 7ξ 

•" 
←~‘ •" •. 

13:!:1 
11 , 749 

’ 1. 249 
26, 337 

'" 
• ‘8 " 9, 9:!:O, 8 

0.671 
31. SO:!:2, [JJ 31. 60 :1 2.00 Riglel-Martial & Capde에 la 1999 
2& SO:!:2, [J) 28.60 :1: 2.00 Riglel-Martial & Capde에 la 19'3':l 

1.~:!:1. 00 ? 

10.2 10.2 Riglel-Martial & Capde에 lal 9'39 

3!j.8ìO.3 엿， S:!:O.3 [2ruiALT!NEC] 
)).7:tα 4 30. 7:!: O.4 [2OO5ALT!NEC] 
37.0:W4 37.0 :1:α4 [ 2005ALT!NEC] 
38, 5:!: o. 6 없~5 :!: o. 6 [ 2005ALT!NEC] 
40, 6:!:O, 5 4α6:!:O ， 5 [2005ALT!NEC] 

•" Ne CK and Kim (2OO 1a) 

←~‘ NeCK and Kim (2OO 1a) 

•" Ne CK and Kim (2OO 1a) •. NeCK and Kim (2OO 1a) 
13:!:1 
11.749 
11. 249 
26, 337 

".~ NeCK and Kim (2OO 1a) 
9, OO :!:1. 00 9.00 :11. 00 Ne cK et al. = 

9, 9:!:O, 8 

ι'" [1 !l'37FE니 

37.6 [1 !l'37FE니 

I , OO:!:UJ I , OO:!:I ,l:) NecK and Kim 2001 
15, æ:!: o. 50 

Th+4 ’ HC0 3- - ThC03+2 ’ , . 
Th+4 ‘ 4C03-2 - Th (C03)4- 4 
,..‘ ’5C03-2 - Th(C03)5-6 
,.’‘ + C03-2 + 3H20 - Th(C03)(OH)3- + 3H+ 
,..‘ ’ 3C03-2 + 2H 20 - Th(C03)3(애" ‘ ’ ". 
Th+4 + OH• 이C03-2 - Th OH(C0 3)4- 5 '"‘ ’ ~，←+ C0 3- 2 - Th (애) 2C0 3 
Th +4 + 20H• 2C 0 3- 2 - Th (애)"C여)ε2 

'"써 ’~，←+ C0 3• ) . ，↑이애)X0 3까 
Th+4 + 40 H• + C0 3• 2 - Th (애)‘C0 3-2 

πh써 ‘ 2H 20 - Th 2( O에N ‘ ~. 
Hh+4+~20-Th4(0에，.， ‘ ~. 
H h+4 + 1 2H∞ - Th4(에↑ ).ι )~. 
tTh+4 시~∞ - Th 6(에↑ 5+9 + ↑ ~ . 

Th+4 + HP0 4-2 - ThHP Oι2 

'"“빠2 ’ H + - ThH 2P 0 4+3 
Th+4써2 ‘ 깨‘ - ThH J' 0 4써 

'"써 ’ 2H P0 4- 2 -깨P에"，이 

PHASES 
'" (에 (，미) ’ "’ - Th+4 ‘ "x 
'"ρ2 2H 20 (삐‘ 4H+ - Th샤 ’ " x 
'" (애 ) 4 (cr) +애+ - Th+4+4H∞ 
'"ρ2( 8 ) + 애+ - Th씨 . ~~ 

Th0 2( an이 ‘ H' + C0 3- 2 + Hηo -Th(C0 3)(üH)3 
Th 0 2( am) ‘"“5C0 3-2 - Th ( (0 3) 5-6 ‘~~ 
Th 0 2( cr) + 애 • • ，꺼써 .~~ 

Th (HPO‘ )2( 8) ’ 2H+ - Th+4 ’ 2H2P 0 4 

0, 671 

~， 8 :!:1. 1 
" • 

3, 1 :!:I. O 3 .~ 

•" 
←~‘ 
• " 
• . 

13:!:1 
11 , 749 
11 , 249 

2ε"' 

,. 

•3' " 19:!:0,8 

0, 671 
3I. SO :!: 2, [JJ 31. 60:!: 2.oo Riglel-Martial & Capde에 l a 1999 
2a SO :!:2, [JJ 28.60:!:2.oo Riglel-Martial & Capde에 la 1999 
I.~ :!:I. [JJ ? 

10,2 •), Riglel-Martial & Capde에 l a 1999 
3!j, 8:!:O,3 3!j, 8:!: O,3 [ 2ruiAl. T ! NEC 1 
11 7:!: O, 4 11 7:!: O, 4 [ 2OO5Al. T ! NEC 1 
37, O:!:OA 37 ， O:!:α4 [ 2ruiAl. T ! NEC 1 
38,5:!: o. 6 없~5 :!: o. 6 [ 2ruiAl. T ! NEC 1 
40,6:!: O,5 4α6 :!: O ， 5 [ 2ruiAl. T ! NEC 1 

•" NeCK and Kim (2OO Ia) 
←~‘ NeCK and Kim (2OO 1a) 
• " NeCK and Kim (2OO 1a) 
• . NeCK and Kim (2OO 1a) 
13:!:1 
11.749 
11. 249 
2ε"' 

". ~ NeCK and Kim (2OO 1a) 
g, [JJ :!:I. [JJ 9.oo:!: 1. oo Ne cK el al. = 

19:!:0,8 

ι" [ 1 !l'3TFE니 

37.6 [ 1 9'3TFE니 
I , OO :!:l. lJ I , OO :!: I , lJ Ne cK and Ki m 2001 

15, 33 :!: O,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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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5. 넵투늄 화합물의 반응에 대한 열역학 데이터

Aeaction Aeference (109 K) 

。"'0 Na9ra KAEAI "~， '" Selecled 
Np(lll) 

Np*3 ' Np‘,., 2,488 •" 2,49 2.488 

Np*3 * H20 • NpOH*2 + H* " •" •" 6 ， OO:!:α" '.00土0.30 Lemire et al. 2001 
Np*3 * 2H~선J . Np(OH)2* + 2H* •" 17,OO :!:l. OO 17,OO :!:l. OO 회lard et al. 1 앉% 

Np*3 * 2H 20 • Np02*2 + 4H* ’ > 33,5 33,5 

Np*3 * :tj20 ' Np(OH)~aQ) * ￥4‘ •, 27,OO :!:2,OO -21.00土'.00 회 lard et al. 1 앉" 

Np*3 * 4H20 ' Np(OH)4- + 4H* •, , 

2N p*3 + 2H 20 ' Np 2( OH)2‘,. ~‘ ←「‘ ••‘ 
:t.Jp*3 + 앉120 ' Np~OH)5‘4 + 5H* •" " Np*3 * C03-2 ' NpC03* " 7 ， 67:!: 0，~ 7， 67:!: 0，~ 

Np*3 * 2C 03-2 ' Np(C03)2 •" 12,60:!:0,85 12.60土0.85

Np*3 * 명:03-2 ' Np(C03)3-3 •" 15,65 15,66:!:2,51 15.66土 2.51 Lemire et al. 2001 

Np*3 * 304-2 ' Np304+ 3. ~:!:0 ， 66 3. ~:!:0 ， 66 

Np{l VJ 

"'‘4 ’ H20 • NpOH*3 + H‘ 0,55 0,23 :!:1. 0 c. , • c , 0,55:!:0,20 0.55土0.20 Guillaumont et al. 2003 

"'‘4 + 2H~선J . Np(OH)2*2 * 2H* " 4 0;• O,35:!:O,lJ o.~土0.30 Guillaumont et al. 2003 

"'‘,. ￥"선J . Np(OH)3* + ￥，. • 8 2,79 2,OO :!:l. OO '.00土1. 00 NecK and Kim 2001 

"'‘4 + 4H∞ • Np(OH)4(aQ) ‘ ". " 9,8:!:1. 1 ," •• 0 8,lJ:!:I. 10 •. ~土1. 10 Guillaumont et al. 2003 

"'‘4 + 5H~선J . Np(OH)5- + 앉，. ←~ ←~ 

"'‘4 + 2H 20 ' Np02* + 4H* + e 10,83 10,2 10,83 10.89 

"'‘4 + 2H 20 • Np02*2 + 4H* ’ " 23. 8:!:α" •", 31.78 • n. Lemire et al. 2001 

"'‘4 + 4C03-2 ' Np(C03)4-4 죠 7 3‘;; 3‘ ;; Lemire et al. 2001 

"'‘4 + 5C 03-2 ' Np(C03)5-6 " " 33,37 " Lemire et al. 2001 

"'‘4 + Br- ' NpBr*3 1. 55:!:0,40 1. 55:!:0,40 

"'‘4 +1- • Npl*3 1.5O:!:0,40 1.5O:!:0,40 

"'‘,. ￥120 + C03-2 ' Np(OH)X03- * ￥，. 6 떠 3. 82 :!:1. 13 3,82:!: 1. 13 EriKsen et al. 1933 

"'‘4 + 2H 20 + 2C 03-2 ' Np(OH)2( C03)2-2 * 2H‘ •,% 4,746 15, 17:!: 1. 50 15.11:1 1. 50 Aai et al. 1 얹영 

"'‘4 + 4H20 + C03-2 ' Np(OH)4C03-2 + 4H* 4,57 6,83 :!:1. 13 6,83:!: 1. 13 EriKsen et al. 1933 

"'‘4 ’ F- ' NpF*3 ,.% 8,96:!:0, 14 ,.% •. %土0.14

"'‘,. 영，- . NpF2*2 •" 15,7:!:0,3 •" 15.1土 0. ，

"'‘，.￥: ‘ NpF3* ~， "' ~， 

"'‘4 +4F- ' NpF4(aQ) , • 27,7 , • 

Aeaction Referenc e (109 K) 
F 

。"'0 Na9ra KAER I ，~， , æ Selecled 
Np(lll) 

Np*3 - Np‘ 4 ‘ e 2,488 • u 2,49 2.488 

Np*3 * H20 • NpOH*2 + H* " •,., • " -\;,oo :!:o.lJ 6.80土0.30 Lemire et al. 2001 

Np *3 * 2H 20 - Np(OH)2* + 2H‘ 까5 17,OO :!:l. OO 17,OO :!:I ,OO 회lard et al. 1 옆% 

Np*3 ‘ 2H 20 • Np02*2 + 4H* ’ > m •m 
Np*3 * :tj20 - Np(OH)~aQ) * ￥" •g 27,OO :!:2,OO -27.00土'.00 회 lard et al. 1 양" 

Np*3 * 4H20 ' Np(OH)4- + 4H+ • . • 
2N p*3 + 2H 20 ' Np 2( OH)2*4 * 깐" ←「 ‘ 까‘ 
:t.Jp*3 + 앙120' Np~OH)5‘4 + 5H * • " " Np*3 * C03-2 - NpC03* " 7 ， 67:!:o.~ 7 ， 67:!:αæ 

Np*3 * 2C 03-2 ' Np(C03)2 •" 12,SO:!: o. 85 12.60土o.~

Np *3 ‘ X03-2 - Np(C03)3-3 •" 15,65 15.S6 :!:2,51 15.66土 2.51 Lemire et al. 2001 

Np*3 * S04-2 ' NpS0 4+ 3. ~:!:0，S6 3. ~:!:0，S6 

Np{l VJ 

"'‘4 ‘ H20 • NpOH*3 + H* "" o. 29 :!:1. O O. •O. α55 :!:0 ， 20 0.55:!:0.20 Guillaumont et al. 2003 

"'‘ 4 ‘ ~，선J . Np(OH)2*2 * 2H * " 4 "• o. 35:!:O,lJ o.~土0.30 Guillaumont et al. 2003 

Np +4 + ￥120 ' Np(OH)3* +:tj‘ •8 •'" 2,OO :!:l. OO 2.80 :1:1. 00 NecK and Kim 2001 

"'써 • '"∞ • Np(OH)4(aQ) ‘ " . " 9,8:1:1. 1 ,." 까O 8,lJ:!:I. 10 •. ~土1. 10 Guillaumont et al. 2003 

"'‘4 ‘ 5H 20 ' Np (OH)5- + 앉4‘ ←~ •@ 
"'‘ 4 ‘ 2H 20 • Np02* + 4H * + e w 영 1α2 10,89 10.89 

Np +4 + 양120 • Np0 2*2 + 4H‘ ’ " 29. 8:!:α " •m 31.78 •n. Lemire et al. 2001 

"'‘4 + 4C03-2' Np(C03)4-4 ~， 26,67 ~o; Lemire et al. 2001 

"'‘4 ‘ 5C 03-2 - Np(C03)5-6 ., ., 33,37 ., Lemire et al. 2001 

"'‘ 4 ‘ Br- ' NpBr*3 1. 55:!:0,40 1,55:!:0,40 

Np +4 + 1- • Np l*3 1. ~ :!:0 ， 40 1. ~ :!:ü.40 

"'‘,. ￥"선J + C03-2' Np(OH)X03- * ￥" S 떠 3,82 :1:1. 13 3,82:!: 1. 13 EriKse n et al. 1993 

"'‘4 ‘ 2H 20 + 2C 03-2 ' Np (OH)2( C03) 2-2 * 2H * •, .% 4,746 15, 17:!: I ，~ 15.17:1: 1. 50 Rai et al. 1 엇갱 

"'‘4 ‘ 4H20 + C0 3-2 ' Np(OH)4C03-2 + 4H* 4,57 6,83 :!:1. 13 &83:!: 1. 13 Eri Ksen et al. 1993 
Np +4 + F- ' NpF*3 •.• ‘ 8 ， 96 :!:α " •. % 8.96 :1: 0.14 

"'‘4 + 2F- ' NpF2*2 •,. , 15. 7:!: 0,3 •" 15.7土0.'

"'‘，.￥，- . NpF3* ro , "' ro , 
"'‘4 +4F- ' NpF4(aQ) , • 27. 7 a • 

Aeaction Reference (10 9 K) 

。"'0 Na9ra KAER I ，~， '" Selecled 
Np(lll) 

Np*3 ' Np‘ 4 ‘ 8 2,488 • ‘ 7 2,49 2.488 

Np *3 * H20 • NpOH*2 + H* ~O • '0 • ,; -S,OO :!: (),ól J 6.80土 0. 30 Lem ire et al. 2001 

Np *3 * 2H 20 ' Np (OH) 2* ‘ ~‘ 까5 17,OO :!:l. OO 17,OO :!: I ,OO 회 l ard et al. 1 옆% 

Np*3 ‘ 2H 20 • Np0 2*2 + 4H * ’ > m • m 
Np*3 * :tj20 ' Np (O H ) ~aQ ) * ￥" •g 27,OO ì2,OO -27.00土'.00 회 l ard et al. 1 양" 

Np *3 * 4H20 ' Np (OH)4- + 4H+ • , , 

2N p*3 + 2H 20 ' Np 2( OH)2*4 * 2H* ←「 ‘ • •‘ 
:t.Jp*3 + 앙120 ' Np~OH ) 5‘4 ’ 앉" •" " Np*3 * C0 3- 2 ' NpC0 3‘ " 7 ， 67:to. ~ 7， 67:tα. 

Np *3 * 2C 0 3-2' Np(C03) 2 •" 12,SO :!: o. 85 1 2.60土0.85

Np *3 * X 03-2 ' Np(C03) 3- 3 •" 15,65 15.S6 :!: 2,51 15.66土2.51 Le mire et al. 2001 

Np*3 * 30 4- 2 ' Np30 4+ 3. ~ :!: 0，S6 3. ~ :!: 0 ， S6 

Np{l VJ 

"‘4 ‘ H20 • NpOH*3 + H‘ "'. o. 29 :!:1. 0 0 .• •O . α55 :!: 0 ， 20 0.55:!:0.20 Gu ill aumont et al. 2003 

"‘4 ‘ ~，선J . Np(OH)2*2 ‘ ~. " 4 " • α 35 :!: o. 30 o.~土0.30 Gu illaumont et al. 2003 

Np+4 + 양1 20 ' Np(OH)3’ ‘ ~‘ •8 • '" 2,OO :!:l. OO 2.80 ì 1. 00 NecK and Kim 2001 

"써 + 4H 20 ' Np (OH)4(aQ ) ‘ " . ,. 9,S:!:I. 1 '" 까O 8,30 :!:I. 10 ".~土 1. 10 Gui ll aumont et al. 2003 

"‘4 ‘ 5H 20 ' Np (OH)5- + 5H * ←~ •m 
"‘4 ‘ 2H 20 • Np0 2* + 4H * + e w 영 1α2 10,89 10.89 

Np+4 + 양1 20 • Np0 2*2 + 4H‘ ’ " 29. 8:!:α" •". 31. 7B ←~." Le mire et al. 2001 

"‘4 + 4C03-2' Np(C03) 4-4 ~， ~;; ~o; Lem ire et al. 2001 

"‘4 ‘ 5C 03-2 ' Np(C0 3)5-6 '" " 33,37 '" Lem ire et al. 2001 

"‘4 ‘ Br- ' Np8 r*3 1. 55:!: O,40 1,55 :!: O,40 

Np+4 + 1- • Np l*3 1. ~ :!: O ， 40 1.~:!:ü.40 

"‘,. ￥1 20 + C0 3- 2 ' Np (OH)X 0 3- * ￥" <0; 3,82 :!:1. 13 3,82:!: 1. 13 Eri Ksen et al. 1983 

"‘4 ‘ 2H 20 + 2C 0 3- 2 ' Np (OH)2( C03)2-2 * 2H‘ •,. 4,746 15, 17:t I ， ~ 15.11ì 1. 50 Rai et al. 1 엇% 

"‘4 + 4H20 + C0 3- 2 ' Np(OH)4C0 3- 2 + 4H‘ 4,57 6,83 :!:1. 13 6,83:!: 1. 13 Eri Ksen et al. 1983 

Np+4 + F- ' NpF*3 ••• 8 ， 96 ìα" " ".~土0.1 4

"‘4 + 2F- ' NpF2*2 • •. , 15. 7:t 0,3 •"' 15. 1:!:0. 3 

"‘， .￥，- . NpF3‘ ro , "' ro , 
"‘4 +4F- ' NpF4(aQ ) , • 27.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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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5. (계속)

N~ *4 * 2C 1- . N~C I 2*2 • g • 3 

N ~*4 * S04-2 . N ~S04*2 ，.，α" , .• g ‘ 85:1: 0.16 Lem ire e1 ai. 2001 

N~ *4 * 2504-2 . N ~ (S04)2 II .O'S iO.27 •• 7 11 . O'S iα " 

N~*4 * HS04- . N ~S04*2 * H* 4.87 4.87 

N ~*4 * 2I-I S04- . N ~( S 04)2 * 21-1* , .. , .. 
N ~ *4 * N03- ' N ~N03*3 1. 9H I5 1. 91 0. 15 

N ~*4 ‘ 2N 03- . N ~ (N 03)2*2 , , 
" Np(V) 

N ~02* * H20 • N ~0 2O H * H* 11.J - 11. 31 0. 7 - 11. 3 - 11. 3 - 11. 310. 7 Le mire 81 ai. 2001 

Np02* * 21-1 20 • Np0 2(OH)2- * 21-1* -2H -236 - 23.6 -2H54 - 23.6 Lem ire e1 ai. 2001 

N ~ 02* * C03-2' N ~ 0 2C03 4. :13, ‘ • 4 ‘” " ‘ 9떠 
Np02* * C03-2 * H‘ . N p0 2l-l CO~aq) • " • " 

Np02* * 2C 03-2 . Np0 2(C03)2-3 '" 6.55 6.53 Necr et ai. 1 옛뼈 

N~02* * 2C 03-2 * 21-1* . N ~0 2( H C03)2- 24.S 24.S 

Np02* * ~03-2 . Np0 2(C03)3-5 " ,. ,., 
NP02* * H 2。 ‘ 2C 03-2 ‘ NP0 2(C03)20H--4 ‘ " . 5. 3!1. 2 " 5. 31 1. 2 

N ~0 2* * F- . N ~0 2f(aq) • 2 • 2 • 2 • g ,., 
Np02* * CI- . Np0 2CI(aq) ""• """ "" • 

N~02* * 804-2' N ~ 0250 4 α“ '" '" 2 0.44 L8 mi r8 81 al. 2001 

Np02* • P04-3 * H* . Np0 2l-lP04- 15. 31 •'" 15.31 Lem ire e1 ai. 2001 

Np02* * P04• 3 * 21-1 * ' NP0 2l-l2P0 4(aq) 21. 003 21. 003 

N ~02“ HP04-2 . N ~0 2l-l P04- ,. ,. ,." 
Np02* * N03- . N p0 2N O~aq ) 에어 • • ""어 

" ‘'" Np02*2 * e- . Np02* • " • " 

Np02*2 * H20 • NP020H* ‘ " . 5 • -5.1 , , - 5.1 

N ~02*2 * 깐， 20 • N ~0 2( O H ) 2( aq) * 깐，. - 11 5 - 12.21i1.5O - 12.211 1. 50 

"야*2 *,.,20 • Np0 2(OH)3- *,.,* :5 -. 9 :5 - 19 

에 ~ 02*2 * 4H20' N ~ 0 2( O H ) 4-2 * 4H * ,:;-)3 ,:;-)3 

2N p02*2 * H20 • (N p02)2어*3 * H* 
깐，p02*2 * 21-1 20 • (Np02) 2(OH)2*2 * 21-1* "" < ’ 7 -1:.27 - 6.27 Lemlre et ai. 2001 

itj~02*2 * 앙， 20 • (N ~02)~OH )5“ 앙4‘ - 17.12 - 17 1 - 17.12 - 17. 12 L8 mire 81 al. 2001 

Np*4 * 2C 1- ' NpC12*2 
1 ’ " Np*4 * S04- 2 . NpS0 4*2 &85 :tO. 16 ,. g ‘ .，土0.16 Lemire et aJ . 2001 

"'써 * ZS04•2 . Np(S0 4)2 11.05 :tα" •• ? 11. 05 :tα" 

Np*4 * HS04- . NpS04‘ , . " ‘ 4.87 4.87 

Np*4 * 2H S04-. Np(S04)2 * 2H* , .. , .. 

Np*4 ’ "" ‘ NpN03*3 I. 9H I5 1. 9:t0. 15 

Np*4 • 2N 0 3-. Np(N03)2*2 , , " Np(V) 

Np02* * H20 • Np020H ‘ H‘ u , - 11. 3t 0. 1 - 11.3 - 11.3 - 11. 3i:0. 1 Le mira et al. 2001 

Np02* * 2H 20 • Np0 2( OH )2- • 2H* -m - 236 - 23.6 - 23. 654 - 23.6 Lemlre et aJ . 2001 

Np02* ‘ C03-2' NP 0 2C 03 4 χ2 ‘ $ 4. 81 
4 ’ ‘ " Np02* • C0 3- 2 * H* . Np0 2HCO~aq ) • " • " 

Np02* * 2C 03-2 . Np02(C03)2-3 '" ,. 6.53 Neck el al. 1 엇엠 

Np02* * 2C03딩 .~‘ • Np0 2(HC03)2- 24.6 24.6 

Np02* * ~03-2 . Np0 2(C03)3-5 " 8." 8.8 

NP02* * H20 * 2C 03-2' NP 0 2(C03)20H--4 * H* '5. 3i1. 2 " 5. 3i:1. 2 

Np02* * F-. NpO깐(aq) • 2 • 2 • 2 • 3 , ., 
Np02“ CI-. Np02C I ( a이) 매 ↑ -0.07 에 ↑ 

Np02* * S04- 2 . NpOZS04 ι“ '" α‘4 2 0. 44 Le mire et al. 2001 

Np02* • P04-3 * H* . Np0 2HP04- 15. 31 •'" 15.31 Lemlre et al. 2001 

Np02* ‘ '" •3 * 2H * ' NP0 2H2P 0 4(aq) 21. 003 21. 003 

Np02* * HP04- 2 . Np0 2HP04- ι . ι . 2.95 

Np02‘ ’ N03-. N p0 2N O~aq ) 셔，. • • 에엄 

'"‘ " , 
Np02*2 * e-. Np02' • " • " 

Np02*2 ‘ H20 • NP020H“ ". S • • 5 , 5. , • 8. , 

Np02*2 * 2H 20 • Np02( OH) 2( aq) * 2H‘ - 11 5 - 12.21t1. 50 - 12.21i: 1. 50 

Np02‘ 2 * l-i20 • Np02(OH)3- * l-i* :5 -. 9 :5 - 19 

Np02*2 ‘ 4H20' NP 0 2(OH)4- 2 * 4H * ,:;-)3 ,>-33 

2N p02+2 * H20 • (Np02)20H+3 * H* 

2N p02*2 * 2H 20 • (NP02)2(애"‘2 * 2H * -&27 -':.27 -':.27 - 6. 27 Leml re el al. 2001 

3IIp02*2 * 앙， 20 • (Np02)~OH) 5“ 앙， . - 17.12 - 171 - 11. 12 - 11. 12 Le mire et al. 2001 

Np*4 * 2C 1- ' NpC12*2 , j 
" Np*4 * S04-2 . NpS04*2 &85 iU 16 ,. g ‘ .，土0.16 Lem ire el aJ . 2001 

Np*4 * Z잉어→2 . Np(S0 4) 2 11.(15 :tO.27 •• ? 1 1.C15 :tα" 
Np*4 * HS04- . NpS0 4‘ 2 * H* 4.87 4.87 

Np*4 * 2H S04-. Np(S04)2 * 2H* ,.æ ,.æ 
Np*4 + N03- . NPN03*3 I. 9H I5 1. 9:t0. 15 

Np'4' 2N 0 3- . Np(N03)2*2 , , 
" Np(V) 

Np02* + H20 • Np020H + H‘ u , - l l.3 t o. 7 - 1 1.3 - 1 1.3 - 11. 3i: 0. 1 Le mira el al. 2001 

Np02" 2H 20 • Np02( OH)2- • 2H* -m - 236 - 23.6 - 23. 654 - 23.6 Lem lre el aJ . 2001 

Np02* + C03- 2 ' NP 0 2C 03 4 χ2 ,. 4. 81 " ‘ " Np02* • C03-2 + H' . Np0 2HCO~aq ) • " • " 

Np02* * 2C 03-2 . Np02( C03)2-3 '" g “ 6.53 Neck el al. 1 엇뼈 

Np02* + 2C 03-2 + 2H‘ • Np0 2(HC03)2- 24.0 24.6 

Np02" ~03-2 . Np02( C03)3-5 " '" 
,., 

Np02* * H20 * 2C 03-2' NP0 2( C03)20 H.헤 • ". '5. 3i1. 2 " 5. 3i:1. 2 

Np02+ + F-. NpO양(aq) • 2 • 2 • 2 • 3 ,., 
Np02“ CI-. Np02C I( a이) 에 ↑ .. m 에 ↑ 

Np02* + S04- 2 . Np0 2S 0 4 ι“ ι" α‘4 2 0. 44 Lemire el al. 2001 

Np02' • P04-3 ' H' . Np0 2H P04- 15. 31 • " 15.31 Lemlre el al. 2001 

Np02* ‘ '" • 8 . ~’ ‘ Np02H2P 0 4(aQ) 21. 003 2 1. 0없 

Np02* + HP04- 2 . Np0 2H P04- ι￡ ι. 2.95 
Np02“ N03-. Np0 2NO~aQ ) 세，. • • .. 엄 

'"‘", Np02+2 • e- . Np02' • " • " 

~p02*2 ‘ H20 • NP020H“ ". S • •5 , 5. , •,. , 
Np02*2 ‘ 2H2O • Np02( OH) 2( aq) ‘ ~‘ - 11 5 - 12.21i1. 50 - 12. 21i:1. 50 

Np02*2 * l-i 20 • Np02( OH)3- * 핫，. :5 -. 9 :5 - 19 

Np02*2 ‘ 4H 20 ' NP 0 2( OH)4- 2 * 4H * , -" :>-33 

2N p02'2 ‘ H20 • (Np0 2)20H'3 + H+ 

2N p02*2 * 21-‘ 20 • (NP 02) 2( OH)2‘ 2 ‘ a“ -&27 ...,.27 ‘ '6.27 ι6. 27 Leml re el al. 2001 

3IIp0 2*2 + 앙， 20 • (Np02)~OH)5“ 앙，. - 17.12 - 171 - 17.12 - 17. 12 Le mire el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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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5. (계속)

Np 02. 2. C03-2 . N p0 2CO~a이) '" '" '" 요" Lemlre et a l. 2001 
Np 02' 2' 2C 03-2 . Np 0 2( C03)2-2 1 S, 51 6 •"‘ •'" 1‘." Le mire el a l. 2001 
Np02'2' ~03-2 . Np0 2( C03)3-4 •'" •" H37 
엿，p02'2 ‘ SC03-2 . ( N P0 2)~C03) s-t 49.8 53. 77 '9.8 
Np0 2C03-' C03-2 . Np0 2( C03)2-3 1. 572 1 572 
Np0 2( C03)3-4. e-. Np0 2( C03)3-5 gη iη 

Np (C03)5-6 ' e-' 2C 03-2 ' NP(C03)3-3 16.261 1;.261 

Np(。Q2Qfe깡。3)42 * QQ3-2 - Np(QQ3% - 1. 07 - 1. 07 
Np0 2( C03)2-3. C03-2 . Np0 2( C03)3-5 - 1.034 - 1.034 

Np 0 2( C03)3-5 • 아， - . C03-2 ' Np 0 2( C03)20H-4 ,,. ,,. 
톨，p0 2( C03)3-4 . ~03-2' (Np0 2) ~C03)6-li - 8, 272 - 8, 272 
2N p02.2. 양， 20 • C03-2 . (N p0 2) 2( OH)~03- . 3 H. -2.87 - ).87 

Np 02' 2' F- . Np。양‘ 4. 57 " ’ 4. 57 ‘ " Le mire e1 a l. 2001 
Np02'2' 21'-. Np0 2F2( aQ ) u u u '" Lem ire 91 a l. 2001 
Np02.2. CI- . Np0 2C I. " " " ... Lemlre et a l. 2001 
Np 02' 2' 804-2 ' Np 0280 4 ,. ,. ,. 

'" Le mire el a l. 2001 
Np02'2' 2804-2 ' Np0 2(S04)2-2 u " " ‘’ Lem ire 91 a l. 2001 
HP04-2' Np 02. 2 . Np 0 2H P04 " 

,., •. , 
Np02' 2' H2P 0 4- . Np0 2H2P 0 4' ,. " '" Np 02'2 • 2H P04-2 ' Np0 2( HP04)2-2 " " ’ 5 
Np 02' 2' N03- . N P。깐， 03' →O 잉 o. 2IJ t o. l5 α 2IJ t o. l5 

Np02' 2' SC03-2' 2lJ 02' 2 . (U02) 2N P02(C03)6-li ". '"β 

Np02*2 * C03-2 . Np0 2C Ol:aQ) '" '" '" 요" Lemlre et al. 2001 

Np02*2 * 2C 03-2' Np02( C03)2- 2 16. 51. • " 1 G. 52 1‘." Lemire et al. 2001 

Np02*2 * ~。동2 . Np0 2( C03)3-4 • '" • " H37 

￥，P02*2 ‘ SC03-2 . (Np02) l:C03)s-t: 49.8 53. 77 19.8 

Np0 2C 03- ‘ C03-2 . Np02( C03)2-3 1. 572 1 572 
Np0 2( C03)3- 4 * e-. Np0 2( C03)3- 5 sη ‘η 
Np(C03) 5--I; * e- ' 2C 03- 2 ‘ NP(C03)3-3 1 • . 261 ß261 

Np(。C2Qfc참。3)42 * QQ3-2 - Np(QQ3)5냉 - 1. 07 - 1. 07 
Np02( C03)2- 3 * C03- 2 . Np02( C03)3-5 - • 떠4 - 1 . 0명 

Np02( C03l3- 5 ‘ 。H - ' C03- 2 + Np0 2( C03)20H- 4 ". ". 
::Np0 2( C03)3- 4 . ~03-2 + (Np0 2) l:C03)6-li - 8, 272 -am 

2N p02‘ 2 * 3-1 20 + C03- 2 . (N p0 2) 2( O H)~03- * 3 H+ - 2.87 -1.87 

Np02*2 + F- . NpO양· 4. 57 4. 5' 4. 57 ‘ " Le mire et al. 2001 

Np02+2 + 21'-. Np02F2( aQ) " " " '" u mire et al. 2001 

Np02*2 ‘ CI- . Np0 2C1‘ " " " ••• Lemlre et al. 2001 

Np02*2 * 804-2 . Np0 2S 04 ,. 
"’ 

,. ,." Lemire el al. 2001 

Np02*2 * 2504- 2 . Np0 2( S0 4) 2- 2 ., ., " ‘ 1 
u mire et al. 2001 

HP04-2 ‘ Np02*2 . Np0 2HP04 " " •. , 
Np02*2 ‘ H2P 04- . Np02H2P 0 4‘ ,. ;; ;,; 

Np02*2 • 2HP04- 2 . Np0 2( HP04)2- 2 " " ’ 5 
Np02*2 * N03- ' NP0 2N 0 3* '" o.2I'J t o. l 5 α .，α" 

Np02*2 ‘ SC03-2 ‘ 2U 02*2 . (U0 2)2N p02(C03)6-li ". 5~59 

Np02*2 * C03- 2 ' Np0 2C Ol:aQ) '" R경 '" 요" Lemlre et al. 2001 

Np02*2 ‘ 2C 03- 2 ' Np02( C03)2- 2 16. 51 S 16. ~ι I G, 52 ’‘." Le mire et al. 2001 

Np02*2 * ~03-2 ' Np0 2( C03)3- 4 • '" • " H37 

￥，P02*2 * SC03-2 ' (Np02) l:C03)S- S 49.8 53. 77 19.8 

Np02C 03- ‘ C03-2 ' Np02( C03)2-3 1. 572 I 572 
Np0 2( C03)3- 4 • e-' Np0 2( C03)3- 5 sη ‘η 
Np(C03)5- S * e- ' 2C 03- 2 + NP(C03)3-3 16.261 • ß261 

Np(。C2Qfc참。3)42 * QQ3-2 - Np(QQ3)5냉 - 1. 07 - 1. 07 
Np02( C03)2- 3 + C03- 2 ' Np02( C03)3-5 - • 떠4 - 1.034 

Np0 2( C03)3- 5 + 아， - . C03- 2 + Np02( C03)20H- 4 3 • . ". 
::Np0 2( C03)3- 4 ' ~03-2 + (Np0 2) l:C03)6-6 - 8, 272 - a272 

2N p02.2 * 명， 20 + C03- 2 ' (Np02) 2( OH)~03- * 3 H+ - 2.87 -1.87 

Np02*2 + F- . NpO양· 4. 57 ' 5• 4.57 ‘ " Le mire el al. 2001 

Np02+2 + 21'-' Np02F2( aQ) " " " '" Lemire et al. 2001 

Np02.2 ‘ CI-' Np0 2CI* " " " ••• Lemlre et al. 2001 

Np02*2 ' 804-2 ' Np02804 ,. '" ,. ,." Lemire et al. 2001 

씨p02.2. 2804- 2 ' Np0 2( S04)2-2 u ., u ‘ 1 
u mire et al. 2001 

HP04-2 * Np02*2 ' Np0 2HP0 4 " " •. , 
Np02*2 ‘ H2P 0 4- . Np02H2P 0 4' ,. ;; '" Np02.2 • 2HP04- 2 ' Np0 2( HP0 4) 2- 2 " " ’ 5 
Np02*2 * N03- ' NP0 2N 0 3‘ '" α 2I:I :!:o. 15 α .，α" 

Np02*2 ‘ SC03-2 ‘ 2U 0 2*2 ' (U0 2)2N p02(C0 3)6-li ". 5~59 



- 222 -

표 3.6.5. (계속)

PHASES 

에p(OH)4(am) ‘ 4H* ' Np‘ 4 + 4H∞ 0,71 0,71 NeCK and Kim 2OO 1a 
Np0 2( am, hyd) + 2H 20 ' Np*4 + 40H %., %., 

에p0 2( am， h\에) , 아， 20 + C03-2 = Np(C03)4-4 + 40H- -1 7. 79 -1 7. 79 

Np0 2( am, hyd) + 4H* ' Np*4 + 2H 20 1. 5:!: 1. 0 α 7:!: 0 ， 5 0. 7:!: 0,5 Guillaumon1 e1 al. 2003 

써p0 2( cr) + 4H* ' Np‘ 4 + 2H 20 •" •, , NeCK and Kim 2OO 1a 

Np0 2( s) + 4H* ' Np‘ 4 + 2H 20 9,75 :!:1. 07 9,75:!: 1. 07 Lemire e1 al. 2001 

Np205( s) + 2H* ' 2N p02‘ , "∞ , .æ , .. NeCK 1997 

Np205( cr) + 2H* ' 2N p02* + H∞ 3, 70:!:2, 78 1 70:!:2, 78 Lemire e1 al. 2001 

Np0 2( OH) 2( s) + 2H* ' Np02*2 * 2H 20 5,47 
s ‘7 

"'。￥， 20(cr) * 2H* ' Np02*2 + 2H 20 s ‘7 s ‘7 
5,47 

5 ‘1 Lemire e1 al. 2001 
Np02CO~s) • Np02*2 + C03-2 14,6 14,6 14,6 14.6 Lemire e1 al. 2001 

Np020H(am, aged) + H* ' Np02* + H20 • u 4,70 ，~ NeCK e1 al. 1 얹% ‘ 1 
써p020H(am， fresh) + H* ' Np02‘ ，"~ '" '" 5,24 NeCK e1 al. 1 얹% ，.~ 

Np02* + 2C 03-2 + 3에 a* ' Na:t.Jp0 2( C03) 2( cr 용은 ,) 14,22 (cr) 14,7 (s) • 4 NeCK e1 al. 1 얹% 
1‘ 

써p02* + 3,5H20 + C03-2 + Na+ ' NaNp0 2C 03,3,5H20(cr) •• 0 11. 16 11. 0 

에p02* + C03-2 * Na* ' NaNp0 2C 03 (s, aged) •• • • c.< NeCK e1 al. 1 얹% •• • 

Np(OH)~s) + ￥，* . Np*3 + :tj20 18,OO :!:2,OO 18,OO :!:2,OO 회lard e1 al. 1 앉% 

에p(OH)(C03)(s) + H* ' Np*3 * H∞ + C03-2 , c‘ , c‘ 

PHASES 

Np(OH) 4(am) ‘ 4H* ' Np써 • '"∞ 0, 71 ~ ，↑ Nec< and Kim 2OO 1a 
Np 0 2( am, hyrl ) + 얀， 20 • Np*4 + 40 H ~ ， sε 7 

써 p 0 2( am， h \에 ) + 2H 20 + C03-2 = Np(C03) 4- 4 + 40H- -1 7. 79 -1 7. 79 

Np0 2( am， h ，에 )+ 4H* ' Np써 + 얀，~ 1. 5:t 1, 0 α 7:t 0 ， 5 α 7:t 0 ， 5 Guill aum on1 e1 aj , 2003 

Np0 2( cr) + 4H‘ - ",‘4 ‘ ~~ •" • , , Ne c< and Kim 2OO 1a 
Np0 2( 8) + 4H * ' Np‘ , . 얀，~ 9, 75 :t1. 07 9, 75 :t1. 07 Lem ire e1 al. 2001 

Np205( s) * 2H * . 2N p0 2‘ • "∞ , .æ ,.æ Nec< 1937 

Np205( cr) ‘ 2H * ' 2N p0 2* + H∞ 3, 70 :t2, 78 1 70:t2, 78 Le mire e1 aj , 2001 

Np 0 2( OH)2( s) + 2fμ • Np0 2*2 * 2H 20 5, 47 
a ‘7 

"。￥， 20(cr) ‘ 얀， * . Np0 2*2 + 2H 20 5 ‘7 5 ‘7 
5, 47 

5 ‘1 Lem ire e1 al. 2001 
Np 0 2C OóX 8) • Np02*2 + C0 3- 2 14, 6 14, 6 14, 6 14.6 Lemire e1 al. 2001 

Np0 20H(am, aged ) ‘ H* . Np0 2* + H20 • u 4, 70 "‘ Ne c<e1al. 1995 ‘ 1 
Np0 20H(am, fresh) ‘ H* ' Np0 2‘ . "~ ' " ' " 5, 24 Ne c<e1al. 1995 ，. ~ 

Np0 2* + 2C 0 3- 2 + :t.J a* ' Na:t.Jp0 2( C0 3)2( cr 용은 .) 14, 22 (cr) 14, 7 (8) " Ne c< e1 al. 1 엇% 
1‘ 

써 p0 2* + 1 5H 20 ‘ C0 3- 2 + Na‘ • NaNp0 2C Oll 5H 20(c r) •• o 11. 16 11. 0 

Np0 2* + C03-2 ‘ ",‘ • NaNp0 2C 03 (S, aged ) •• • •,. Nec< e1 al. 1 엇% •• • 
에 p (O H ) óX s) ‘ ￥4‘ • Np *3 + :tj20 18. 00 :t2, OO 18, OO :t2, OO 회lard e1 al. 1 앉% 

Np(OH)(C0 3)( s) ‘ H * . Np *3 * H∞ + C0 3- 2 '"‘ 0." 

PHASES 

Np(OH) 4(am) ‘ 4H* ' Np써 + 4H 20 < ,• •"• Nec< and Kim 2OO 1a 
Np 0 2( am,hyd ) + 얀， 20 • Np‘ 4 + 40 H ~， ~， 

ND0 2( am， h \에 ) + 2H 20 + C03-2 = Np(C03) 4- 4 + 40 H- -1 7.79 -1 7.79 

Np 0 2( am,hyd) + 4H * ' Np+4 + 쩌@ 1.5:!: 1.0 αHα5 α 7:!: 0.5 Guillaumont et aj . 2003 

Np 0 2( cr) + 4H‘ . "‘4 ‘ ~~ •" •, , Ne c< and Kim 2OO 1a 
Np 0 2( 8) + 4H * ' Np‘ , . 얀，~ 9, T5 :!:1. G7 9.T5 :!:1. 07 Lem ire et al. 2001 

Np205( s) + 2fμ • 2N p02‘ • "∞ , .æ , .. Nec< 1937 

Np 20 5( cr) ‘ 2H * ' 2N p0 2* + H∞ 3. 70:!:2. 78 3. 70:!: 2. 78 Le mire et aj . 2001 

Np 0 2( OH)2( s) + 2H * ' Np0 2*2 * 2H 20 '" 5 ‘7 
"。￥， 20(cr) ‘ 얀， * . Np0 2*2 + 2H 20 5.47 5.47 5.47 5 ‘1 Lem ire et al. 2001 
Np 0 2C OóX 8) • Np02*2 + C03-2 14.6 14.6 14.6 14.6 Lemi re et al. 2001 

Np 0 20H(am, aged ) ‘ H* ' Np0 2* + H20 • u 4.70 " ‘ Ne c< et al. 1 얹% ‘ 1 
Np 0 20H(am, fresh) ‘ H“ Np0 2‘ ."~ '" '" 5.24 Ne c< et al. 19'35 ，. ~ 

Np 0 2* + 2C 0 3- 2 + :t.J a* ' Na:t.Jp0 2( C0 3)2( cr 용은 .) 14.22 (cr) 14.7 (8) " Ne c< et al. 1 엇% 
1‘ 

Np 0 2* ‘ ，~~ ‘ C0 3- 2 + Na‘ • NaNp0 2C 0 3. 3. 5H 20( cr) •• o 11. 16 11. 0 

Np 0 2* + C03-2 ‘ Na+ ' NaNp0 2C 03 (S, aged ) •• • •,. Nec< et al. 1 엇% •• • 
Np (OH)óX s) ‘ ￥4‘ • Np *3 + 윷，~ 18. 00 :!: 2.00 18.00 :!: 2. 00 회lard et al. 1 앉% 

Np(OH)(C0 3)( s) ‘ H* ' Np *3 * H∞ + C0 3- 2 "‘ , 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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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6. 아메리슘 화합물의 반응에 대한 열역학 데이터

Aeaclion , ference (109 K) 

OECD Nag ra KAER I """ "" Salactad 
Am +3 + H20 • Am OH+2 + H+ - 7. 20 :Hl5O - 7. 3:Hl 2 - 7,3 -6,4 - 7. 20 :Hl5O - 1. 2:10.5 N 9c ~ 91 al. (1똥" 
Am +3 + 2H2O • 앙n(O H )2* ‘ 깐" 15. IOi o. 70 15. 2iαg '" 14,1 15. 1 Oiα" t5. 1i0.1 N ec ~ et al. ( 1없정) 
Am +3 +,.,20 . Am (OH) 3 +,.,+ - 26,20iO,5O -25,7i0,5 -25,7 -28,6 - 26,20iO,5O - 26.2:10.5 Sil ya el al. (1 잊"' 
,," , 3 ‘ F- - Am F*2 3. 41 0. 4 3. 40:Hl 40 ‘4 ‘4 

3. 40:Hl 40 3.'土 0. ' Silyael al. ( 1됐) 
""션 * 2F-. Am F2* 5,8:!:0,2 5,00 :!:0,20 " " 5,00 :!:0,20 5.B:t0.2 Silyaela l. (1 뽕"' 
""녕 + iF-. 찌oF3 • QS •• 2 • , . • , . 
Am *3 * CI-' 삶nC I *2 α 24:1:α03 1. 05:!:α ， • , α 24:1:α03 0. 2HO.03 
Am +3 + 2C1-. Am CI2+ -{),74 :1: 0,05 • 8 -α74 :1: 0 ， 05 - 0.1HO.05 
Am *3 * S04-2- Am S0 4+ 3.lJ:l:0. 15 3. 85 to. 03 ,. 3.lJto. l5 3.30 :tO.15 
Am +3 + 2S 04-2. Am (S04)2- 3. 70:!: 0, 15 5,4:!: 0. 7 " 3. 70:!: 0, 15 3.10 :1: 0. 15 
빼，3 ' 뼈.3 ' 캔， • 빼￠뼈，2 " .. " .3 " .3 
,," , 3 ‘ H2P 0 4- . Am H2P 0 4‘ 2 3. OO :!:α . 3. 0:!:αs 3. OO :!:α . 3.0 :1: 0.5 
Am +3 + H2P 04-. Am P04 + 2H+ - 7.76:1:0. 61 - 7.76:1:0. 61 
Am *3 * 2H2P0 4- - Am (P04)2-3 * 4H * 19. 43:1:1. 01 19. 43:1:1. 01 
Am +3 + H2P 04-. Am HP04* * H+ - 1,74:!: 0. 67 - 1,74:!: 0. 67 
Am *3 * 2H2P04- . Am (HP 04)2- + 깐" -5. 31:1:1. 01 -5. 31:1:1. 01 
,," , 3 ‘ N02- . Am N0 2+2 2,10:!:0,20 

• " Am +3 + N0 3-. Am N0 3+2 1,33 :1: 0,20 1,33 :1: 0,20 • ;; 1,33 :1: 0,20 1.33:t0.20 
Am *3 * C03-2' Am C03* 8. 00 :1:0. 40 7,8:1:0. 3 " 36 8. 00 :1:0. 40 8.0 :1: 0. ( 
Am +3 + 2C 03-2. Am (C03)2- " 영O :!:O ， õO 12,3:!:0,4 •3 • " " 영O:!: O ， õO 12.9 :1: 0.6 
,," , 3 ‘ ~03-2. Am (C03)3-3 •5 15. 2:1:0. 6 • " • " 1 5. 00 :1:1. 00 15.0 :t1. 0 
Am (C03)3-3 ’ 2C 03-2 . Am (C03)5-6 * e- ."• ."• 
Am +3 +4C03-2. Am (C03)4-5 •3 •3 N 9C ~ 91 al. (1 988) 
Am *3 *HC03- . Am HC03*2 3. 1 :1:0. 3 3. 1 :1:0. 3 
Am +3 +HP04-2. Am P04* 3 3 
Am *3 * SiO(O H) 3- . Am SiO(O H) 3+2 8. l:!:o. 2 8. l:!:o. 2 
Am *3 * SI( OH)4- . Am SIO(O H) 3*2 * H* - • • - • • 
Am 0 2+ + C03-2 . Am 0 2C 03- 5. 1 :1:0. 5 5. 1 :1:0. 5 
Am 02* ‘ 2C 03-2 ' Am 0 2( C03)2-3 6. 7i 0. 8 6. 7i 0. 8 
Am 02+ + ~03-2 . Am 0 2( C03)3-5 (5,1 :!: 1,0 (5. 1 :1: 1,0 
,," , 3 ‘ H20 * C03-2 . AmO HCO~aq ) + H+ ι? ι7 
Am *3 * 2H2O * C03-2 . Am (OH) 2C 03- * 2H * - 7. 2 - 7. 2 
Am +3 + H20 + 2C 03-2 . Am OH( C03)2-2' H+ .8 '.8 

Ae aclion lference (109 K) 

OECD Nas ra "ε" ' "'" "" Salactad 
Am +3 + H20 • Am OH+2 + H+ - 7. 20111 50 -7.31112 - 7,3 -" - 7.2OiIl 50 - ,‘2:10.5 N Bc~91 al. (1않" 
Am +3 + 2H2O • 앙n(OH)2* ‘ 깐， . 15. 1 Oiαm 15. 2iα§ '" 14.1 15. IOi l1 70 t5. 1i0.7 N ec~elal. ( 1없" 
Am +3 + 3-1 20 ' Am (OH) 3 * 3-1* -""土0.• -25 . 7土 0 . ' -" , -28.6 - 26. 20 :1: 1150 - 26.2:1: 0.5 Sil ya el al. (1 99'5) 
,,". , ‘ F- . Am F*2 3. 4i114 3. 4011140 " " 3. 40ill40 3. 4:1: 0.4 S i lνasl al. (199'5) 
""션 * 2F-' Am F2* 5.8:t0.2 5.EIJ :t0.2O '" '" 5.EIJ :t 11 2O 5.8 :1: 0.2 생 lI ya el al. ( 1뺑) 

"",, ‘ ,-• 야0" ↑ι6 •u •,. •, . 
Am *3 * CI‘ • 삶nC I *2 α 24iα03 1. 051α ， • , 1124i1103 0.24:1: 0.03 
Am +3 * 2C1-' Am CI2+ -α7411105 • 6 -<l. 74 :1: 1105 - 0.14:1: 0.05 
Am *3 * S04-2o Am S0 4+ 3. ))1 11 15 3. 85 i1l 03 ,. 3. ))1 0. 15 3.3010.15 
Am +3 * 2S 04-2o Am (S04)2- 3. 70 :t 11 15 5. 4:t117 " 3. 7O:t0. 15 3.70 :1: 0. 15 
.‘3 ‘ 뼈-， ‘ 2Ifo . 빼_.， "." ".3 "' Am *3 * H2F' 0 4- ' Am H2F' 0 4*2 3. 00 :1: 0 행 3. 0:1: 0.5 3 "'α . 3.0tO.5 
Am +3 + H2F' 04-' Am P04 + 2H* - 7. 76 i1l 61 - 7.7610.61 
,," ' 3 ‘ 2H2F' 04- . Am (P 0 4) 2-3 ‘ '". 19. 43 tl. 01 19. 43 tl. 01 
""션 * H2F' 04-' Am HP04* * H* - 1 . 74 :tα" - 1.74 :t1167 
"", , ‘ 2H2F' 0 4- ' Am (HP04) 2- ‘ 깐， . - 5. 31tl. 01 -5. 31tl. 01 
A에 '3 ‘ N02- ' Am N0 2+2 2.1 0:t 11 2O 

• " Am +3 + N0 3-' Am N03+2 1. 3310.20 1. 3310.20 • ;; 1.3310.20 1.33:1:0.20 
,I.m*3 * C03-2- Am C03* 8. oo i 0. 40 7,8i 0. 3 " 7. 6 8. 001 0. 40 8.0tO. 4 
Am +3 + 2C 03-2' Am (C03)2- I V~J :tl1õO 12.3:t0.4 •3 •2' 12. !JJ :t0. õo 12.9iO.6 
Am *3 * :;;:;03-2. Amω03) 3-3 •5 15.2i 0. S '" '" 15. oo tl. 00 15.0:1 1. 0 
Am (C03)3-3 ‘ 2C 03-2 ' Am (C03)H * e- -ro • -ro • 
Am +3 *4C03-2o Am (C03)4-5 •3 •3 N9 C~ 91 al. (1 S88) 
,I.m*3 *HC03- - Am HC03*2 " 소 α3 " 소 03 
Am +3 +HP04-2' Am P04* 1 3 
"", , ‘ SiO(OH)3- ' Am SiO(OH) 3+2 8. li0. 2 8. li0. 2 
"" ' 3 ‘ SI( OH)4- ' Am SI0(OH)3*2 ‘ H‘ - • • - • • 
Am 02* + C03-2 ' Am 0 2C 03- 5. 1 10.5 5. 1 1 0. 5 
융rn 02* ' 2C 03-2 ' Am 0 2( C03)2-3 6. 7i 0. 8 6. 7 i 0. 8 
Am 02+ + 웃어-2 ' Am 0 2( C03)3-5 '" 土 ' .0 (5. 1 :1: 1.0 
,,". , ‘ H20 * C03-2 . Am OHC0 3( aq) + H‘ ι7 ι7 
""션 * 2H 20 * C03-2 ' Am (OH) 2C 03- * 2H * -7. 2 -7. 2 
Am +3 + H20 + 2C 03-2 ' Am OH(C03)2-2 * H+ " " 

-Ae action lfe rence (IOg K) 

OECD Nagra "ε" ' "'" "" Seleclad 
Am +3 + H20 • Am OH+2 + H+ - 7.2QiO. 50 -7.3iO. 2 - 7,3 ." - 7.2QiO. 50 - , ‘2:10.5 N ec~et al. ( 1 않" 
Atn +3 + 2H2O • 앙n(OH)2* ‘ 깐， - 15, 1 Oiαm '"소α§ '" 14,1 15, IOi o. 70 15.1i0.7 Ne c ~etal ， ( 1 없" 
Am +3 +"'20 ' Am (OH )3''''' - 26,2Q:to. 50 -25 ， 7土" . " , -28,6 -""土，. - 26.2:10.5 Sil ya et al. ( 1 잊"' 
,,"-3 ‘ F- . Am F*2 3. 4:1:0- 4 3. 40 :t o. 40 " " 3. 40 iO. 40 3. 4:t O. 4 S i lνast al. ( 1쨌) 

""션 • 2F-' Am F2' 5,e:tO,2 5,EIJ :tO,2Q '" '" 5,EIJ :t I1 2Q 5.B:t0.2 생 lI ya et al. ( 1뺑) 

""녕 • if'-. 야oF3 ↑ ι6 • L2 •, . •, . 
,,"-3 ‘ " ‘ • 삶nC I *2 o. 24:tα03 1. 05 :tα ， " o. 24:to. 03 0.24:t0.03 
Am +3 + 2C1-' Am CI2+ -α74 :t 1105 • 8 -<l. 74 :tD. 05 - 0.74:t0.05 
Am *3 * 804-20 Am 80 4+ 3. lJ:tD. 15 3. 85 :tD. 03 ,. 3. lJ :tD. 15 3.30土 0. 1 5

Am +3' 2S 04-2o Am (S04)2- 3. 7O:t 11 15 5,4:t117 ,. 3. 70 :t1115 3.70 :t0. 15 
.‘3 ‘ 뼈.3 ‘ 왜- - 빼￠때4-2 " .. ".3 ".3 
Am *3 * H2F' 04- ' AmH2F'여-2 3. oo i D. 50 3. 0i D. 5 3 "'α " 3.0iO.5 
Am +3 + H2F' 04-' Am P04 + 2H' - 7. 76 :t0,61 - 7.76:t0,61 
,,"-3 ‘ 2H2F'04- . Am (P 0 4) 2-3 ‘ ' H‘ 19. 43 :tl. 01 19. 43 :tl. 01 
""션 * H2F' 04-' Am HP04* * H+ - 1,74 :t0,ô7 - 1,74 :tl1 ô7 
,,"-3 ‘ 앙，2F' 0 4- ' Am (HP04) 2- ‘ 깐， - - 5, 31:tl. 01 - 5, 31:tl. 01 
""-3 ‘ N02-' Am N0 2+2 2,IOiO,2Q l,ô7 
Am *3 + N03-' Am N03+2 1,33 :t0,2Q 1,33 :t0,2Q • ;; 1.33:t0,2Q 1.33:t0.20 
Am *3 * C03-2' Am C03* 8. oo i D. 40 7,8iD. 3 " 7. 6 ' 00'α. 8.0iO. 4 
Am +3' 2C 03-2' Am (C03)2- I V~J :tα. 12,3:t114 •3 •33 12, EIJ :tI1 60 12.9:tO.6 
""‘3 * );:;03-2' Am (C03)3-3 •5 15, 2:t D. ô '" '" 1 5, oo :tl. 00 15. 0:t 1. 0 
Am (C03)3-3 ‘ 2C 03-2 • 회n(C03)5-l> * e- .ro • '30 • 
Am +3 *4CO동20 Am (C03)4-5 •3 •3 Ne c ~ et al. (1 S88) 
Am *3 *HC03- ' Am HC03*2 " 소 α3 " 소 03 
Am +3 +HP04-2' Am P04' 1 3 
Am *3 * SiO(OH)3- ' Am 8iO(OH) 3+2 8. l:tD. 2 8. l:tD. 2 
""-3 ‘ SI(OH)4- ' Am SI0(OH)3' 2 * H‘ - • • - • • 
Am 02* + C03-2 ' AmOχ0;. 5, 1 :tD. 5 5, 1 :tD. 5 
Am 02* ‘ 2C 03-2 ' Am 02( C03)2-3 6. 7 i11 8 6. 7 i 118 
Am 02+ + 웃어-2 ' Am 02( C03)3-5 '" 土 ' .0 (5, 1 :t 1,0 
,,"-3 ‘ H 2。 ‘ C03-2 ' Am OHC0 3( aq) + H‘ ι7 ι7 
""션 • 2H 20 * C03-2 ' Am (OH) 2C 03- * 2H * -7. 2 -7. 2 
Am +3 + H20 + 2C 03-2 ' Am OH(C03)2-2' 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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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6. (계속)

PHASES 

Am (OH)3 (am) * ￥" . Am *3 * ￥，~ 16， ~:!:0 ， OO 17,0:!:0,6 • 7 16 ， ~:!:0 ， OO 16.9土".• Silyaeta1. (1 얹.) 

Am (OH)3 (cr) * ￥，* . Am *3 * ￥，~ 15,60:!:0 뻐 15,2:!:0,6 •" 15,60:!:0 뻐 15.6 :10.6 Silyaeta1. (1 얹.) 

Am2( C03)~cr) ' 2hn*3 * 명:03-2 0 0 
Am2( C03Ham) 욕은 Am2( C03)3 해 o • 2Am *3 * OC03-2 16 ， 7소) ) 16 ， 7소) ) 16.1土). ) 
Am2( C03)~cr) ' 2hn*3 * 명:03-2 33,4 33,4:!:2,2 33.4土，.， Silyaeta1. (1 얹.) 

~C。명JH(am) • An *3 + C03-2 * OH 20, 2:!:1. 0 20, 2:!:1. 0 
~C。명JH(am) * H“ Am *3 + C03-2 * H20 ;) 6, 2:!:1. 0 
~C。명JH(cr) • H* ' Am *3 + C03-2 * H∞ •. ) 6, 2:!:1. 0 
~C。명JH(cr) • Am*3 + C03-2 * OH 21. 2:!:1. 4 21. 2:!:1. 4 
~C。명JH ， O，5H 20(cr) ' Am *3 * C03-2 + 0,5H20' OH 22,4:!:0,5 22,4:!:0,5 
~C。명JH(s) • H*' Am *3 + C03-2 * H∞ •)) •)) Silyaeta1. (1 얹.) 

NaAm02CO~s) • >'<11 02*' C03-2 + Na+ 10,9 10,9 
NaAm (C03)Z 5H 20(cr) ' Am *3 * 2C 03-2 * Na* *5H 20 ←ι↑ 21. 0:!:0,5 2 1. 0土".，

Am 0 2( OH) (am) + H* ' Am 02*' H20 ' " '" Am (s) • Am *3 + 3e 104,83:!:0,83 104,83:!:0,83 104.89土0.83

PHASES 

Am (OH)3 (am) ‘ ￥，_ . Am _3_ ￥，~ 1 6. ~ :!:O ， OO 17,O:!:O,6 • 7 1 6. ~ :!:O ， OO 16.9 :1: 0.8 Silyaeta1. (1 얹.) 

Am (OH)3 (cr) _ ￥서 • Am _3_ ￥，~ 15,60 :!: O 없 15,2:!: O,6 •" 15,60 :!: O 없 15.6土".， Silνa e1 a 1. (1 얹.) 
Am2( C03):(cr) ' 2hn_3 _ :0::: 03-2 0 0 
Am2( C03):(am) 욕은 Am2( C03)3 해 o . 2Am션 • :0::: 03-2 16,7:!: 1. 1 16,7:!: 1. 1 16.1土). ) 
Am2( C03):(cr) ' 2hn'3' :0::: 03-2 33,4 33.4:t 2,2 33.4土，.， Silνae1a1. (1995) 
Am CO :DH(am) • An '3 ' C03-2' OH 20, 2:!:1. 0 2Il 2:!:1. 0 
~C。명JH (am) ‘ H‘ . Am '3' C03-2 ‘ "~ " 6, 2:!:1. 0 
~C。명JH (c r) • H" Am '3' C03-2' H20 " 6, 2:!:1. 0 
~C。명JH(cr) • Am'3' C03-2' OH 21. 2:!:1 ,4 21. 2:!:1. 4 
Am CO :DH,o,5H20(cr) ' Am '3' C03-2' α 5H 20 • OH 22, 4:!:o, 5 22, 4:!:o, 5 
Am CO :DH(s) • H‘ . Am '3' C03-2' H∞ •" •" Silνa e1 a 1. (1 얹.) 

NaAm 0 2C O:(s) • Þm 02" C03-2' Na‘ )'" )0, 
Na Am (C03)Z 5H 20 (cr) ' Am '3' 2C 03-2 ‘ "" ‘~~ ←ι↑ 21. 0:!: O,5 2 1. 0土".，

Am 0 2( OH) (am) . H" Am 02" H20' ,; ,; 
Am (s) • Am '3 ' 3e 1Q4, 83:!:O,83 1Q4, 83:!:O,83 104.89土0.83

PHASES 

잉n(OH)3 (am) ‘ ￥" . Am *3 * ￥，~ 1 6. ~ :!:O ， OO 17,O:!:O,6 • 7 1 6. ~ :!:O ， OO 16.9 :1: 0.8 Silyaeta1. (1 얹.) 

Am (OH)3 (cr) * :t1* . Am *3 * ￥，~ 15,60 :!: 0,60 15,2:!: 0,6 •" 15,60 :!: 0,60 15.6:!:0.6 Silνa e1 a 1. (1 얹.) 

Am2( C03) :(c r) ' 2hn*3 * :0::: 03-2 0 0 
Am2( C03):(am) 용은 Am2( C03)3 해 o . 2Am션 * :0::: 03-2 1o,7:!: 1. 1 1o,7:!: 1. 1 16.1土). ) 
Am2( C03):(cr) ' 2hn*3 ‘ 명:0 3-2 33,4 33.4:t 2,2 33. 4:1 2.2 Silνae1a1. (1 995) 
잉"C。명J H (am) • An *3 + C03-2 * OH 20, 2:!:1. 0 2Il 2:!:1. 0 
~C。명JH ( am) * H‘ . Am *3 + C03-2 * H20 " 6, 2:!:1. 0 
~C。명JH (c r) ‘ H* ' Am *3 + C03-2 ‘ "~ " 6, 2:!:1. 0 
~C。명JH (cr) • Am*3 + C03-2 * OH 21. 2:!:1. 4 21. 2:!:1. 4 
Am CO }JH,O,5H 20(cr) ' Am *3 * C0 3-2 + α~~ ‘ 。H 22,4:!:O,5 22，4:!:α5 

Am CO }JH(s) + H+ ' Am *3 + C0 3- 2 * H∞ •" •" Silνa e1 a 1. ( 1 얹.) 

NaAm 0 2C O:(s) • Þm 02* + C03-2 ’ "'‘ )'" 10,9 
Na Am (C03)Z 5H 20 (cr) ' Am *3 * 2C 03-2 ‘ "" ‘~~ ←ι↑ 21. 0:!:O,5 2 1. 0土".，

잉n0 2( O H ) (am) + H“ Am 0 2* + H∞ - ,; ,; 
Am (s ) • Am *3 + 3e 104,83:!:O,83 104,83:!:O,83 104.89土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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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7. 플루토늄 화합물의 반응에 대한 열역학 데이터- .. -
Aeaction Reference (109 K) 

。ECD Nag ra ~a8ri Jasa '" "" Selectod 
PU( II I) 
Pu*3 ' H20 • PuOH*2 ' H* 09 6, 9iO, 3 ~9 6. 4 -7,0 6.9土0.3 Le mire el al. 2001 
Pu*3 ' 2H 20 • PU띠H)2* ‘ ~‘ 15 14 ,1 15, 3) :H oo 15.90 :11. 00 회lard el al. 1 ~ 

Pu*3 ' ~20 • PU띠H)3 • 양， . • '.6 ".소 1. . 25.30 :11. 50 회 l ard el al. 1 ~ 

Pu*3 *C03-2 ' PuC03' 06 1.6 7,64:tO, OO " 7.64:10.86 
Pu*3 *2C03-2 ' Pu(C03)2- • 29 12.3 12.54 :to. æ • 29 1 2.5(土0.86

PU ' 3 '~O3-2 . Pu(C03)3-3 • " 15.2 • " • " 16 ‘ 
PU ' 3 ' S04-2 . PuS04* 3. 9:t O, S ,. 3.9:!:O.6 Lemire et al. 2001 
Pu*3' HS04-. PuS04*' H* • 93 • 잉3 

Pu+3' 2HS04-. Pu(S04)2- ' 2H* 
• " 

• N 
' "녕 + 2S 04-2 . Pu(S04)2- 5.7:tα 8 "• 5.1 :1: 0.8 Lem ire et al. 2001 
Pu+3 + CI-. PuCI +2 1 ， 2 :tα 2 • 2 1.2:1:0.2 Lem ire et al. 2001 
Pu+3 + P04-3 + 21-1+ . PuH 2P 04*2 "'" "'" Pu+3' H2P 04-. PuP04(aq ) • 2H. - 7. 92:tO. Sl - 7. 9210.61 
Pu+3 • 앙"'1' 0 4-. Pu(P04)2-3 ' 4H+ - 19.73:H03 - 19.73:H03 
Pu*3 ' H2P04- . PuHP04*' H* - 1. 82 iO, S7 - 1. 82 iO, S7 
Pu*3 ‘ 2H2P04- - Pu(HP04)2- ‘ 칸， . -5, 4S il. 02 -5, 4Sil. 02 
Pu*3 * 1-' Pu l*2 11 1. 1010, 40 1. 10 :1 0. 40 Le mire et al. 2001 
Pu*3 *F- ' PuF*2 

3 ‘ 3 ‘ Pu*3 *2F-' PuF2* 5.8 5.8 
Pu*3 *l"- ' PuF3 11 .2 11 .2 
Pu (l V) 
'0“ 4 * 8r- - PuBr*3 I. SO :l: Cl ~ 1. 60 :1:α " Lemlre el al. 2001 
'"‘4 ‘ 1- - PU I*3 1. 62 :1:α" 1. 62 :1:α" 
PU*4 * e-- Pu*3 • " 16. 99 • " Lemire el al. 2001 
PU*4 * H20 *e-- P U애+간 ". • 0 8 • 0 8 
' "써 * CI-+e-- PuCI*2 • " • " 

Pu*4 * H20 - PuOH녕 • ". -{l 78 :1:αffi 05 에 5 α".α~ 05 0.60 :10.20 Gu ill aumonl el al. 2003 
Pu*4 * 21-1 20 - Pu (O H)2*2 * 21-1* ι8 -2.3 ι8↑ Cl SO :tCl ~ ι8 0.60 :10.30 Gu ill aum onl el al. 2003 
Pu*4 * 양， 20 - Pu02* * 4H* * e- -18.585 -17.5 -18.6 - 18.6 
Pu*4 * 앙， 20 - Pu02*2 * 4H* * 28 - -34.EE; -33.3 "., -34.EE; 
PO‘,. 월20 - Pu띠H)3* *3애* -2.3 -<3 -2.2'3 -2.lH o. lJ -2.3 - 2.30 :10.30 Guill au monl 81 al. 2003 
'0‘4*4H20 - Pu띠H)4 * 4H* as -8Ail. 1 -7,9 -9 .1 5 -8, 5010, 50 -06 - 8.50 :10.50 Gui ll au monl 81 al. 2003 

Aeaction Reference (109 K) 
。ECD Nagra ~aeri Jaea S'" "" Selected 

PU(III) 
Pu*3 * H∞ • p，애'2 ‘ H' ~9 --t 910, 3 ~9 -6 ,4 'D →6.9土0.3 Le mire et al. 2001 
Pu*3 * 2H 20 • P u띠H) 2* * 2H‘ 15 14,1 15,3J i1. 00 15. 9O i 1. oo 뼈 l ard et al. 1 ~ 

Pu*3 * :lj20 • Pu띠H)3 * :lj * • æ.6 ".소 1 . 25.30i1. 50 회 l ard et al. 1 ~ 

Pu*3 +C03-2 . PuC03‘ " 1. 6 ，.소'" " 7.64i0.86 
Pu*3 *2C여‘2 . Pu(C03)2- 12,9 12,3 12,54 :1:o' æ • 29 t2.54i0.86 
Pu*3 *~03-2 . Pu(C03)3-3 • " 15,2 • " • " " ‘ Pc‘ 3 ‘ S04-2 . PuS04* 3， 9 :1:α s '" 3.9i O.6 Lem lre et al. 2001 
Pu*3 * HS04-. PuS04* * H* • 93 ↑ 잉 

Pu*3 * 2H S04-. Pu(S04)2- * 2H* 
• " 

• N 
pc션 * 2504-2. Pu(S04)2- 5, 7:t0, 8 "• 5.7i0.8 Lemire et aI , 2001 
P c녕 * CI-. Pu CI *2 1 ， 2 :tα2 • 2 1.2i O. 2 Lemire et aI , 2001 
Pu*3 * P04-3 * 에* . PuH 2P 04*2 "'" "'" Pu*3 * H2P04-. PuP04(aQ) * 2H* - 7, 92 :1:0. . 1 - 7, 92 :1:0. 61 
Pu*3 * 2H2P04-. Pu(P0 4) 2-3 * 4H* - 19,73 i1. 03 - 19,73:!:1. 03 
Pu*3 * H2P04-. PuHP04“ H‘ - 1. 8:2 :1:0. 67 - 1. 92 :1:0. 67 
Pu*3 * 앙1 2P 0 4- . Pu(HP04)2- ‘ 양4‘ -5, 46 i1. 02 -5, 4S i1. 02 
Pu*3 * 1- . Pu l*2 1.1 1. 101 0. 40 1. 10iO. ‘。 Lemire et al. 2001 
Pu*3 *F- ' PuF*2 9.' 9.4 
Pu*3 *2F-' PuF2‘ 5.8 5.8 
Pu*3 *l"-. PuF3 11 ,2 11 ,2 
Pu (1 V) 
pc“ 4 * 8r- . PuBr*3 1,6JJ:l:0'2IJ 1,6JJ:l:0'2IJ Lem lre et al. 2001 
pc‘ 4 ‘ 1- - Pu l*3 1 ， 62 :1:α" 1 ， 62 :1:α " 
PU*4 * e-- Pu*3 • " 16,99 • " Le mire et al. 2001 
PU*4 * H20 *e -- PuOH녕 • H. • 09 • 09 
Pu'4' CI-+e-- PuCI'2 • 89 • 89 
Pu'4 • H20 - PuOH'3' H' - {l 78 :t0 뻐 06 에 S 0,6JJ:t0,20 0.6 0.60i O.20 Gu illaumont et al. 2003 
PU' 4 • 2H 20 - Pu(O H)2'2' 2H' 00 -2,3 00• o. 6JJ :!:03 l 08 0.60i O.30 Gu illaumont et al. 2003 
PU' 4 • 2H 20 - Pu02" 4H" e- . " 앉% -17. 5 -18,6 - 18.6 
Pu*4 • 양120 - Pu02. 2. 4H" 28- -34,æ -33.3 "' -34,æ 
p, ‘ 4 ‘ 월20 - Pu(OH)3* *3뻐+ -2,3 ." -2,2'3 -2,"" :1:0. "" -2,3 - 2.30iO.30 Gui llaumont 8t al. 2003 
p,‘4 ‘ 4H 20 - Pu(OH)4' 4H * as -a 4i1. 1 -7,9 -9 ,15 -a 50 :1:0. 50 .&S - 8. 5O i O. 5O Gui llaumont 8t al. 2003 

Aeaction Reference (109 K) 
。ECD Nagra ~a8ri Ja8a 8'" "" S818Ctod 

PU( II I) 
Pu*3 * H∞ • p，애*2 * H* " 6. 91 0. 3 •" •8 ‘ 'D →6.9土0.3 L8 mir8 et al. 2001 
Pu*3 * 2H 20 • Pu띠H)2* * 2H‘ 18 14,1 15,3Jil. OO 15.9Oi1. oo 회 l ard et al. 1:øJ 
Pu*3 * :lj20 • Pu띠H)3 * :lj * • æ.6 ".소 1. 25.30 i1. 50 회 l ard et al. 1:øJ 
Pu*3 +C03-2 . PuC03‘ " 1.6 ，.소'" " 7.6410.86 
Pu*3 *2C여‘2 0 Pu(C03)2‘ 12,9 12.3 12.54 :1:o. æ • 29 12.5410.86 
Pu*3 *~03-2 . Pu(C03)3-3 • " 15.2 • " •" " ‘ Pu*3 * S04-2 . PuS04* 3， 9 :1:αg '" 3.9:1: 0.6 Lemlre et al. 2001 
Pu*3 * HS04- . PUS04* ‘ ", • 93 ↑ 잉 

p ，녕 * 2HS04- . PU( S04)2- * 2H* 
• " 

• N 
'"션 * 2S 04-2 . PU( S04)2- 5.7:1:0. 8 5.71 5.7:1:0.8 Lem ire et a] . 2001 
Pu*3 * CI- . Pu CI *2 1.2:1:0. 2 • 2 1.2:1:0. 2 Lem ire et a] . 2001 
Pu*3 * P04-3 * 양，* . PuH 2P 04*2 "'" "'" Pu*3 * H2P 04- . PuP04(aQ) * 2H* - 7. 92 :1:0. . 1 - 7. 921 0. 61 
Pu*3 * 2H2P04- . Pu(P04)2-3 * 4H* - 19.73 i1. 03 - 19.73:H03 
Pu*3 * H2P04- . PuHP여，，"‘ - 1. 82 :1:0. 67 - 1. 92 :1:0. 67 
Pu*3 * 2H2P04- . Pu(HP04)2- ‘ 양4‘ -5, 46:!:l. 02 -5, 46 i1. 02 
Pu*3 * 1- . Pu l*2 1.1 1. 101 0. 40 1. 10 :1: 0. ‘。 L8 mi re et al. 2001 
Pu*3 *F- ' PuF*2 

3 ‘ 3. 4 
Pu*3 *2F-' PuF2‘ 5.8 5.8 
Pu*3 *l"- o PuF3 11 ,2 11 ,2 
Pu (l V) '"“4 * 8r- 0 PuB r*3 I ， SO :l:o. ~ I ， SO :l:o.~ Lemlre et al. 2001 
'"‘4 ‘ 1- . PU I*3 1. S2:1:α " 1 . 62 :1:α . 

PU*4 * e-. Pu*3 • " 16.9'3 • " Lem ire et al. 2001 
PU*4 * H20 ‘ e-. PUOH*간 ", • 09 • 09 
Pu'4' CHe-. PUC I'2 • 69 • 69 
Pu'4 • H20 • PuOH'3' H' -0.78 :1: 0 뻐 06 에 S αffi.α~ 06 0. 60 :1: 0. 20 Guill aumont et al. 2003 
Pu'4' 2H 20 • Pu (O H)2'2' 2H' 06 -2.3 06• O . SO:!:O . ~ 06 0. 60:1: 0. 30 Gu ill aum ont et al. 2003 
PU'4 • 2H 20 • Pu02" 4H" e- -18.585 -17. 5 -18. 6 - 18.6 
Pu*4 • 양， 20 • Pu02'2' 4H" 28- -34.æ 313 "' -34.æ 
p,‘4 ‘ 월20 . Pu(OH)3* *3뻐+ -2.3 .<3 -2.2'3 -2."" :1:0. "" -2.3 - 2.30 :1: 0.30 Gu ill aum ont 8t al. 2003 

Ip:‘ 4 ‘ 4H 20 • P u띠H)4' 4H* as -a 4:l:1. 1 -7,9 -9 ,15 -a 50 :1:0. 50 .OS - 8.50 :1: 0.50 Gui ll au mont 8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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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7. (계속)

Pu _4 _ S04-2 . PuS04_2 , .. α " " g &89 :1:(1 23 Lemire et al. 2001 
' "써 * 영。4-2 . P u ( S여12 11.14:!:α" 11.1 5 •• 7 11.1 4 :!:α" Lemlre et al. 2001 
'"‘4 ‘ HS04- . PuS0 4+2 + H+ 4,91 4,91 
Pu _4 _ 2I-I S04-. Pu(S0 4) 2 _ 21-1_ 7 • g 7 • g 

' "써 ‘ C03-2 . PuC03+2 ↑ 깅 8 ↑ 깅 8 Necr and Klm 200 lb 
'"‘4 ‘ 2C03-2 . Pu(C03)2 " " "ιr and Kim 200 1b 
Pu _4 _ æ 03-2 . Pu(C03)3-2 3• S 히 S Necr and Kim 200 lb 
' "써 + 4C 03-2 . Pu(C03)4-4 깅? 35.9:!:2.5 " ., 37. 00 :!:1 .1 0 % 37.00:1:1. 10 
P"‘ 4 ‘ 5C 03-2 ' Pu (C03)5-6 "" 34. 5:1: 2,5 "8 34.1 8 35. 65 :1:l. 13 "' 35.65 :1:1. 13 
Pu+4 + 21-1 20 + 2C03-2 . Pu(OH) 2(C03)2-2 + 21-1+ • " 16.76 • " Necr and Kim 200 lb 
Pu+4 ‘ 3써 20 + C03-2 . Pu(OH) l:è03- ‘ 3써* 8 8 Necr and Klm 200 lb 
P"‘ 4 ‘ '" '。 ‘ C03-2' Pu (OH)4C03-2 + 4H+ •" " "，ιr and Ki m 200 1b 
Pu+4 + 4H 2O + 2C03-2 . Pu(OH)4(C03)2-4 + 4H + -;, ;, Necr and Kim 200 lb 
Pu+4 + CI-. PuCI+3 • 8 1. 8:!: 0, 3 • 8 1.8:!:0.3 Lemlre et al. 2001 
'"‘ 4 ‘ 2C 1- ' PuCI+2 

" " Pu+4 + F-. PuF+3 ,. 8, 84:1: 0, 1 ,. 88 8.84:1: 0. 1 Lemire et al. 2001 
'"씨 + 2F-. PuF2+2 • " 15, 7:!: 0, 2 • " • '" 15. 7:1: 0.2 Lemlre et al. 2001 
PU+4 + ~- . PuF3+ '" '" Lemire et al. 2001 
Pu+4 + N03-. PuN03+3 1.95:1:(1 15 1.95:1:(1 15 
'"씨 + 21-1 20 • Pu02++ 4H++e- - 17. 5 - 17. 5 
PU+4 + 21-1 20 +C03-2' Pu02C03-+4H++e "짧 "짧 
Pu+4 + 앙， 20 +æ 03-2 . Pu0 2(C03)3-5+4H++e- - 12.48 - 12.48 
'"씨 + 21-1 20 • Pu02_2_ 4H +_2e _ -33. 3 -33. 3 
' "‘ 4 ‘ 하， 20 • Pu020H“ 하' ++2e '" '" Pu+4 + 4H 2O • Pu0 2( OH)2 + SH + + 2e - -4& 5 -4& 5 
2Pu+4 + SH20 o(Pu02)2( OH) 2_2_ 1 ~++4e - -74.1 -74.1 
'"‘4 ‘ 21-1 20 + 804-2 ‘'"。얹야+ 4H++2e '19 '19 
Pu+4 + 21-1 20 + C03-2 -Pu02C03‘ 4H++2e - -23. 9 -m 
Pu _4 + 21-1 20 _ 2C03-2 of'u02(C03)2-2_ 4H " 2e - - 18.4 - 18.4 
'"‘4 ‘ 21-1 20 +l:è03-2 -Pu02(C03)3-4+ 4H"2e ''" ''" Pu+4 + 21-1 20 + CI- -Pu02CI" 4H"2e - - 3',2, 6 - 3',2, 6 
Pu_4 + 21-1 20 + F- of'u02F __ 4H __ 2e _ -28.74 -28.74 
'"‘4 ‘ H￥。4' PuH￥여.， " 2.4:W 3 2. 4:1:0.3 
Pu+4 + HP04-2 . PuHP04‘ 2 13. 55 • '" 

Pu_4 _ S04-2 ' PuS04_2 6.89 to. 23 " g &89 to. 23 l.!mire et al. 2001 
Pu+4 + 2잉여-2 ' P u (영어12 11 .14:1:1). 34 11.1 5 •• 7 11.1 4:1: 0 갱 Lem lre e1 al 꼈"' 
PU+4 + HS04- . PuS04‘ 2 + H+ 4,91 4,91 
Pu+4 + 2H S04-' Pu(S04)2 + 2H+ ? • g 7 • g 

' "“4 + C03-2' PUC03+2 • " ↑ 깅 S Necr and Klm 200 l b 
p,‘4 + 2C03-2 ' Pu(여312 

2‘ 2‘ "ιr and Kim 200 lb 
Pu_4 + ~03-2 ' Pu(C03)3-2 3• 5 히 5 Necr and Kim 200 l b 
Pu+4 + 4C03-2 ' Pu(C03)4-4 깅? 35, 9:1: 2.5 '5 37. 00 :1: 1.10 % 37.00 :1:1. 10 
PU +4 ‘ 5C0.-2 ' Pu(C03)5냉 "65 34.512,5 "8 34 ,18 35. 85 i1. 13 "' 35.65 :1:1. 13 
Pu+4 + 2H2O + 2C03-2 ' Pu(OH) 2(C03)2-2 + 2H+ • " 18.76 • " Necr and Kim 200 l b 
'"써 * 양， 20 + C03-2 ' Pu(OH) l:è03- + 양4‘ 8 8 Necr and Klm 200 lb 
p, ‘ 4 + 4H Z。 ‘ C03-2' Pu(OH)4C03-2 + 4H‘ ' .8 " "ιr and Ki m 2OO1b 
Pu+4 + 4H 2O + 2C03-2 ' Pu(OH)4(C03)2-4 + 4H+ -;, ;, Necr and Kim 200 l b 
Pu+4 + CI- ' PuCI_3 • 8 1. 8:1: 0.3 • 8 1.8:1:0.3 Lem lre et al. 2001 
p,‘4 ‘ 2C 1- . PuCI*2 

" 
' .9 

Pu_4 * F-' PuF_3 ,. 8, 84:1:1). 1 ,. " 8‘ 84:1: 0.1 Lemire et al. 2001 
p ，써 + 2F-' PuF2*2 • " 15. 7:1:1). 2 • " • 5.' 15.7:1: 0.2 Lemlre et S.I 였"' 
p,‘4 * ~- . PuF3* ,,, 2" Lemire et al. 2001 
Pu*4 * N03-' PuN03*3 l. 95 to. l 5 l. 95 to. l 5 
'"써 + 2H2O • Pu02++ 4H++e - - 17. 5 - 17. 5 
"‘4 ‘ 2H 20 *C03-2' Pu0 2C03-*4H *‘ g "짧 12.38 
Pu*4 * 앙， 20 *~0 3-2 ' Pu0 2(C03)3-5*4H“,- - 12.48 - 12.48 
'"씨 + 2H2O • Pu02‘ 2_ 4H __ 2e _ -33. 3 -33. 3 
p,‘, . ￥1 20 • Pu020H“ 하" ‘" "8 ". Pu*4 * 4H 2O • Pu0 2( OH)2 * OH* * 28 - -46. 5 -46. 5 
2Pu+4' OH 2O o(Pu02)2( OH) 2_2_ 1 ~++4e - -74.1 -74.1 
p,‘4 ‘ ~，。 ‘ S04-2 of' u。앓야+ 4H **2e 2" ,,, 
Pu*4 * 깐， 20 * C03-2 ""u02C03* 4H“ ,,- -23. 9 -23. 9 
Pu_4 + 2H2O _ 2C03-2 of'u02(C03)2-2_ 4H+_2e _ - 18.4 - 18,4 

"‘4 ‘ 2H 20 + X03-2 of'u02(C03)3-4+ 4H‘." ". '" p, ‘ 4 ‘ 2H2O * CI- ""u02C1“ '"“'-- -3:2, 6 -3:2,6 
Pu_4 + 2H2O + F- of'u02F++ 4H++2e - - 28. 74 - 28.74 
Pu +4 + H훈。4 ' Pu H훈。，.， 2' 2 . 4:1:α 3 2. 4:1:0.3 
Pu*4 * HP04-2 ' Pu HP04‘ 2 • '" • '" 

Pu*4 * S04-2 ' PuS04*2 ，.，α" " g &89 :1: 0. 23 l.!mire et al. 2001 
Pu+4 + 2잉여-2 ' P u (영여12 11.1 4 :1:α. 11.1 5 •• 7 11.1 4:1: 0 갱 Lem lre et al 꼈"' 
PU+4 + HS04- ' PuS04‘2 + H+ 4,91 4,91 
Pu'4' 2H S04-' Pu(S04)2 + 2H+ ? • g ? • g 

' "“4 + C03-2 ' PUC03‘2 • " ↑ 깅 8 Necr and Klm 200 l b 
"‘4 + 2C03-2 ' Pu(C03)2 2‘ 2‘ "ιr and Kim 200 l b 
Pu*4 + ~03-2 ' Pu(C03)3-2 3• 5 히 5 Necr and Kim 200 l b 
Pu+4 + 4C03-2 ' Pu(C03)4-4 " 35.9:1: 2.5 5‘ S 37. 00 :1: 1.10 % 37.00 :1: 1. 10 
"‘4 ’ 5C 03-2 ' Pu(C03)5냉 "" 34.5 :1: 2,5 "8 34 ,18 35. S5 t1. 13 "' 35.65 :1:1. 13 
Pu+4 + 쩌20 + 2C03-2' Pu(OH) 2(C03)2-2 + 2H+ • " 16.76 • " Necr and Kim 200 l b 
'"써 * 양， 20 + C03-2 ' P u( OH)~03- + 양4‘ 8 8 Necr and Klm 200 lb 
" ‘4 + 4H Z。 ‘ C03-2' Pu(OH)4C03-2 + 4H‘ ' .8 " "ιr and Kim 2OO1b 
Pu+4 + 4H 2O + 2C03-2 ' Pu(OH)4(C03)2-4 + 4H+ -H " Necr and Kim 200 l b 
Pu+4 ‘ CI- ' PuCI*3 • 8 1. 8:1: 0.3 • 8 1.8:1:0.3 Lemlre et al. 2001 
"‘4 ‘ 2C 1- ' PuCI+2 ' .8 ' .9 
Pu*4 + F-' PuF*3 ,. 8, 84:1:(1 1 '" " 8‘84:1: 0.1 Lem ire et al. 2001 
'"얘 + 2F-' PuF2+2 • " 15. 7:!:(1 2 • " • '" 15.7:1: 0.2 Lemlre et 없 었"' 
Pu+4 + :f'- . PuF3+ '" '" Le mire et al. 2001 
Pu+4 + N03-' PuN03+3 1. 95 :1:(1 15 1. 95 :1:0. 15 
'"써 + 2H2O • Pu02++ 4H+*e - - 17. 5 - 17. 5 
p,‘,. 깐1 20 +C03-2' Pu02C03-+4H +‘g "짧 "앓 
Pu+4 + 앙， 20 +~0 3-2 ' Pu0 2(C03)3-5+4H“,- - 12. 48 - 12.48 
Pu*4 + 2H2O • Pu02‘2* 4H**;>e - -33. 3 -33. 3 

" ‘4 ‘ ￥1 20 • Pu。∞H“ 하，.‘" "8 "8 
Pu+4 + 4H 2O • Pu0 2( OH)2 + 6H+ + 2e - -4&5 -4& 5 
2Pu*4' 61-1 20 o(Pu02)2( OH)2*2* 1 ~++4e - -74.1 -74.1 

1pu‘4 ‘ %∞ + S0 4-2 -P u。영。4+ 4H“" '" '" "써 * 깐， 20 + C03-2 -Pu02C03* 4H“ ,,- -23. 9 -23. 9 
Pu*4 + 2H2O * 2C03-2 ..pu02(C03)2-2' 4H ++;>e - - 18.4 - 18,4 

p,‘4 ‘ 2H2O + ~03-2 -Pu02(C03)3-4+ 4H++2e "8 ''" p,‘4 ‘ 2H2O + CI- of'u02C1“ '"“,,- - 3:2, 6 -32,S 
Pu*4 + 2H2O + F- of' u。핸++ 4H++;>e - - 28. 74 - 28.74 
Pu +4 + H뽀。4 ' PuH훈여.， 

" 2.4:1:0. 3 2. 4:1:0.3 
Pu+4 + HP04-2 ' PuHP04+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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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7. (계속)

Pu(V) 
Pu02“ H20 - Pu02O, • H‘ <- - 9. 73 - 11 .3 " <-- 9. 73 
Pu02“ 깐， 20 -f' u0 2( OH) 2- . 깐" 2영 65 23 .65 
Pu02 •• 2C 03-2 - Pu0 2( C03)2-3 65 6.5 
Pu02" æ 03-2 - Pu0 2( C03)3-5 5, 03 :1:0, 92 '" ε 03 :!:Q， 92 " 5.03 :1: 0.92 Lem ire 91 al. 2001 
Pu02“ C03-2 - Pu0 2C 03 S • 2 5. 12:to, I4 5 • 2 '9 ~ . 12:to, 14 S • 5.1 2:1: 0.14 L9 mir9 91 al. 2001 
' "야 •• H2P 04- - Pu0 2H P04-. H' · • 96 :1: 0.0'5 - 4.96 :1: 0.0'5 MO S ~.녀 n & POZ nya~Oν 1979 
f\.æ • • H' • 매4-3 - "，없f'O<- 15.75 15.75 
"". ‘ •.. 뼈-3 - fI..(ØØ'(에 g• '" g• '" 
Pu02“ F- 0 Pu0 2F(a,) , .9 1. 2O :!:α " 1. 2O :!:α " 

Pu02 •• Cf- - Pu02C 1때) a • ? " 0.1 0 1 Lemlre e1 al. 2001 
Pu。2* * 3:。3-zA-i PguioO3ac。3)3-5 '"' '"' 5.025 
f\.æ • • f(t3- - • • , , 
"" •• 없-2 - f\..æSJ4- 2 2 
Pu(VI) 
Pu02' 2 ' S04-2 - Pu0 2S 04 ‘ 3잉 '"'α2 ‘ 3잉 g • 5 3.38 :1: 0.2 Le mire 91 al. 2001 
Pu02. 2 . 2S 04-2 - Pu02(S04)2-2 4 ‘ 4. 4:!:o, 2 

“ ‘ " 
... 土0.' L9mir9 91 al. 2001 

Pu02.2. N03- - PU。쩌。，. .. • .. • Lemlre e1 al. 2001 
Pu02'2' CI-- Pu0 2C I' α " 0, 7:1:0, 13 ι? o. , C, 23 :!:Q, 03 0.23:1: 0.03 Gu ill aumonl 91 al. 2003 
Pu02' 2 ' 2C 1-- Pu0 2( CIl2 1. 15 O.6 :t O. 2 06 1. 15:tO,;(I 1. 15土0.30 Guill.umon1 91 al. 2003 
' "야.2 . F-- Pu0 2F. , ., 4.56 :1: 0.2 ' 5ε 4.57 ' .1 4.5G :!: 0.2 Lemire e1 al. 2001 
Pu02'2 • 2F-- Pu02F, 1." 7. 25 :1:α" 1." 8.24 l' 1."土0.45 Lem ire el al. 2001 
Pu02*2 ‘ i1'-- Pu0 2Fi- '" 98 '" Pu02*2 ‘ 9-0 Pu02* 15.82 15.82 
Pu02*2 * e- *4H* - Pu*4 * 2H 2。 26.46 26.4E 
Pu02'2' H20 -P u0 2( OH)" H' " - 5, 5:!:Q, 5 " -5,2'1 " - 5.5 :1: 0.5 Lem ire 91 al. 2001 
PuO2· 2 • a 420 -Puoaa OH)2 ‘ ~. 13.2 13. 2H 5 13.2 12.46 • '8 13. 2:1: 1. 5 L9 mir9 e1 al. 2001 
Pu0 2*2 * l-i20 of' uO Z.:OH) 3- ‘ ~. -20.7 -24.75 -20.7 
2P u02'2' 2H 20 -(P u02) 2( OH) 2'2' 2H' - 7,5 - 7,5:1: 1. 0 - 7,5 -7.5土 ' . 0 Lem ire el al. 2001 
Pu02*2 ‘ C03-2 - Pu0 2C 03 " 9. 3:t0, 50 " 8. , .50 :t0, 50 " 9.5 :1: 0.5 Gu ill .umon1 e1 al. 2003 
Pu02*2 ‘ 2C 03-2 0 Pα) 2( C03)2-2 1‘ ? 14 . 6:!:α § 1‘ 9 " 1‘ 70:!: O, 50 " 14. 7:1: 0. 5 Guill . um on1 91 al. 2003 
Pu02*2 * æ03-2 - PL.()2( C03)3-4 •8 17. 7:1:α s • 1.5 17.53 1 R OO :l:α . • 1.5 18.0 :1: 0.5 Gulll aum onl e1 al. 2003 
3" u02' 2 ' 6C 03-2 - (Pu 02)~C03)6-li 4~ 0:2:1: 2 ， 50 4~ 0:2:1: 2 ， 50 Lem ire 91 al. 2001 
Pu02*2 * 6C 03-2 * 2U )2*2 - Pu0 2( C03)6(U0 2)2-6 52.7H 6 \3.48H6 53.48土1. 6 Guill.umon1 91 al. 2003 
f\.æ*2 * f(썼- • f\JJ2N)3* 0.3 0.3 
"".2 ‘ H“ 매4-3 - M깐f'O< 19.59 19.59 
""' 2 ‘ •.. 뼈-3 • fI..(ØØ'(에* """ """ Pu02*2 ‘ C03-2 * H2C 0 Pu020HC03 ‘ ". 9.< 9.< 
Pu02*2 * C03-2. 2H2:l - Pu0 2( OH) 2C 03-2 * 2H* -5 -5 

Pu(V) 
Pu02+ + H20 - Pu020" + H+ <- -9, 13 - 11,3 " <- -9, 13 
Pu02“ 2H 20 -Pu02( OH)2- + 2H‘ "" 23 .65 
Pu02+ + 2C03-2 - Pu02(C03)2-3 " " Pu02+ + æ 03-2 - Pu0 2(C03)3-5 5, 03:t0, 82 5띠 ε03 :t0， 82 " 5.03:t0.92 L8m i'8 8t al. 2001 
Pu02+ + C03-2 ' Pu02C 03 '" !î. 12:t o, I4 5 • 2 '9 ~. 12:tO, 14 5 • 5.1 2;1;0.14 Lemi'e el al. 2001 
' "야“ H찢。4- - Pu02HP04- + H+ · • .. α. - 4.861 0. 05 MO '써n & Pozn ya~oy 1 9엄 

Pr.íI2+ • H •• 매4-3 - >r.없뼈，- 15.75 15,75 
"" • • 캔‘ * 뼈-3 - P‘없'"삐 g• g g• '" 
' "야+ + F- ' Pu02F(a1) ' 9 1 . 2O :!:α" 1. 2O :!:α" 
Pu02+ + Cf- - P u0 2C 1때) a • ? " 0.1 " Leml ,e et al. 2001 
Pu。2* * 3;。3-2R-i PguioO3ac。3)3-5 '''' '''' 5.025 
Pr.íI2* + ~영 - • • , , 
"" .. 없-2 - PtfJ2S껴· 2 2 
Pu(VIl 
Pu02*2 *S04-2 - Pu0 2S 04 ‘. 3.33iO. 2 ‘. 3,15 3.30 :10‘ Z Le mi t1! el al. 2001 
Pu02*2 *2S 04-2 . Pu0 2(S04)2-2 4 ‘ 4. 4:!:0. 2 “ ‘ " 

... 土0. ' Lemi ,e el al. 2CI이 

Pu02+2 + N03- - PU。쩌。，. -<> • 에 ↑ Leml ,e et al 었"' 
Pu02‘ 2 + CI- - Pu0 2CI' α" 0, 1:1:0, 13 α? o. , L23:W03 0.23:t0.03 Gu illaumont 8t al. 2003 
Pu02*2 * 2C 1-- Pu0 2(CI)2 1. 15 -α6:!:O. 2 • M 1. 15:W ;(I 1. 15:10.30 Guill au monl el al. 2003 
"야.， ‘ F-- Pu02F* ‘. 4 . 561α2 , .• ‘ 51 " 4.5G10.2 Lem l,e el., 였"' 
Pu02+2 + 2F-- PU。양2 1.0 1. 25 :!:Q, 45 10 8.2‘ l' 7‘"土0. 45 Leml,e et al. 2001 
Pu02*2 * éF-- Pu02F• '" 98 '" Pu02*2 * e-o Pu02+ ，，~ ，，~ 

Pu02+2 + e- .4H+ - Pu+4 • 2H 2。 "" "" Pu02+2 + H20 -Pu02( OH)+ + H+ " -5. 5iO. 5 " -5 ,2'1 " - 5.5 :10.5 Lem i,e 8t al. 2001 
PuO2· 2 - a4a3 -Puoa?OH)2 ‘ ~. 13. 2 13. 2:!:1. 5 13.2 12.46 • 08 13. 2:1 1. 5 Lemi'e . 1 al. 2001 
Pu02‘ 2 ‘ ""20 -f' uO Z.:OH)3- + ~+ -ro 1 -24.75 -20.7 
2Pu02+2 + 2H2O ":Pu02) 2( OH)2+2 + 2H' - 7.5 -τ5 :t 1. 0 - 7.5 - 7. 5:1 1. 0 Lem i,e et al. 2001 
Pu02*2 + C03-2 - Pu0 2C03 " 9, 3iO. 50 " 8. ， . 501α. " 9.5 :10.5 Gu ill aumonl . l . 1. 2003 
Pu02*2 ‘ 2C03-2 0 Plkl 2(C03)2-2 1‘ 7 14.ô:!: 0. 9 1‘ s ' 5 1‘ 7O :!:O.5O •S 14. 1:t0.5 Gui ll aumonl el al. 2003 
Pu02+2. ~03-2 - Plkl 2(C03)3-4 •8 11. 7:!:Q, 9 17.5 17.53 I R OO :tα. • " 18.0:1 0. 5 Gull laum ont et al. 2003 
if'u02+2 + 6003-2 - (Pu02)3(C03)6-6 4~0212，5O 46. 0212,50 L8m i'8 81 al. 2001 
Pu02*2 + 6003-2 + 2U)2*2 • Pu0 2( C03)6(U02)2-6 52.7 :!:1. 6 \3.46 :!:1. 6 53. 48 :1 1. 6 Gu ill aumonl el al. 2003 
Pr.íI2*2 + )(영- - f\1l2N)3+ 0.9 0.9 
Pr.íI2*2 • H“ 때4-3 - M간"'" 19,59 19,59 

" ∞3 "'" Pu02*2 + C03-2 + H2C • P U。∞"'여 • ". 9. ffi 9ffi 
Pu02+2 + C03-2' 2H2:l - Pu02( OH) 2C03-2 + 2H+ -, -. 

Pu(V) 
Pu0 2+ + H20 - Pu020" + H+ <- -9, 13 - 11 ,3 " <- -9, 13 
Pu02“ 2H 20 -Pu02( OH)2- + 2H‘ "" 2"3 ,65 
Pu02+ + 2C03-2 - Pu02(C03)2-3 " " Pu02+ + æ 03-2 - Pu0 2(C03)3-5 5, 03 :1: o, lI2 '" ε03 :1: o， lI2 " 5.03:1: 0.92 L8m i'8 8t al. 2001 
Pu02+ + C03-2 - Pu0 2C 03 '" 5, 12to. 14 5 • 2 '9 ~ I2t o. I 4 5 • 5.1 2;1;0.14 Lemite et al. 2001 
' "야 .. "행。4- - Pu02HP04- + H+ -;,96 :t0,0'5 - 4,96 t o,0'5 M" 써n & P oznya~oy 197영 
Pr.íI2+ • H' • 매4-3 - >t.없f'OO- 15,75 15,75 
"" • • 캔‘ * 뼈-3 - P‘없'"삐 g• æ3 g• æ3 
Pu02+ + F- ' Pu02F(a1) 19 I ， 2O tα" 1. 2O t o. 3J 
Pu02+ + Cf- - P u 0 2C 1때) o • ? " 0.1 " Leml ,e et al. 2001 
PuQ2* * 3;。3-2R-i Pgui。O3ac。3)3-5 '''' '''' 5.025 
"". ‘ .영 • • • , , 
"" .. 없-2 - PtJJ2S껴· 2 2 
Pu(VI) 
Pu02*2 *S04-2 - Pu0 2S 04 ‘æ 3. 38 iO. 2 ‘æ 

3,15 3.38 :1: 0.2 Le mi t1! et al. 2001 
Pu02*2 *2S 04-2 - Pu0 2(S04)2-2 

4 ‘ 4,HO,2 
“ ‘ " ... 土0.' Lemite et al. 2CI이 

Pu02+2 + N03- - P U。쩌。，. -<> • -<> • Lemlre et al 었"' 
Pu02‘ 2 + CI-- Pu0 2CI' ,. O,1:!:O, I3 α? o. , L23 :!:(), 03 0.23:1: 0.03 Gui ll aumont 8t al. 2003 
Pu02*2 * 201-- Pu0 2(CI)2 1. 15 -α 6t O， 2 • M 1. 15tO,;(l 1. 15:10.30 Gu ill .umont et al. 2003 
"야.， ‘ F-- Pu02F* , .• 4 ， 56 1:α2 ‘. 4,5? ' .1 4.5G:10.2 Lem lre et al 였"' 
Pu02+2 + 2F-- P U。양2 1.0 7. 25:!:()'45 10 8,24 l' 7‘ 25:10.45 Lem i,e et al. 2001 
Pu02*2 * éF-- Pu02F• '" 9 8 ", 
Pu02‘ 2 * e-' Pu02+ "" "" lpu。2*Z * e- *4H* - PU*4 * %∞ "" "" Pu02+2 + H20 -Pu02(OH)+ + H+ " -5. 5iO. 5 " -5 ,2'1 " -5.5土0.' Lemi,e et al. 2001 
PuO2· 2 - a4a3 -Puoa2’OH)2 ‘ ~. 13. 2 13. 2H5 13. 2 12,46 • '8 13. 2;1;1. 5 Le mite et al. 2001 
Pu02‘ 2 ‘ 양j20 -P uO Z.:OH)3- + 양4‘ -ro 1 -24,75 -20,7 
2Pu02+2 + 2H 20 ":Pu02) 2(OH) 2+2 + 2H+ -7.5 -τ5 :1: 1 ， 0 - 7.5 -7. 5土 ' . 0 Lemi,e et al. 2001 
Pu02‘ 2 + C03-2 - Pu0 2C03 " 9, 31 0, 50 " 8'‘ ， ， 50 1αm " 9.5 :10.5 딩 u ill au m o nt et . 1. 2003 
Pu02*2 ‘ 2003-2 - Pl.Ö2(C03)2-2 1‘ 7 14 ， o tα 3 1‘ s 

" 
1U OtO,5O •S 14. 1:10.5 Gui ll .umont et.1. 2003 

Pu02+2 + ~03-2 - Pl.Ö2(C03)3-4 •8 17. 7:!:()' 9 17.5 I? ,53 I R OO :l:α. • " 18. 0:10. 5 Gulllaum ont et al. 2003 
::f'u02+2 + 6003-2 - (Pu02)3(C03)6-6 4~02 :1: 2，5O 46. 02 :1: 2,50 Lam i'8 et al. 2001 
PU02*2 + 6003-2 + 2U)2*2 - Pu0 2( C03)6(U02)2-6 52,7H6 13,4611 ,0 53. 48 :1 1. 6 Gu ill aumont et al. 2003 
Pr.íI2*2 + If영- - f'úl2NJ3‘ 0.3 0.3 
Pr.íI2*2 • H. ‘ 매4-3 - pr.없없 19,59 19,59 

" ∞3 """ Pu02*2 + C03-2 + H2C - P u。∞"'여 • ". 9.< " Pu02+2 + C03-2 + 2H7.l - Pu02(OH) 2C03-2 + 2H+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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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7. (계속)

PHASES 
Pu(OH )CO~s) ' Pu*3 * OH- *C03-2 21. 2 21. 2 
Pu(OH)~s) ' Pu+3 + OIJH • •. , • •. , 
Pu0 2( cr) + 4H* ' Pu*4 + 2H 20 •7 8.012 •7 
Pu0 2( am, hyd) + 2H 20 • PU‘ 4' 40H 58.33:!:0.52 58:!:1 ., 58.33 
Pu0 2( am, hy엔)+4H"Pu써 ， ~，" 2. O:!:i. 0 2.012 2.37소O 뻐 2.37소O 뻐 

Pu(OH씨(cr). 4H* ' Pu‘ 4' 4H∞ 
Pu(OH)4(am) ‘ 4H* ' Pu‘ 4 + 4H∞ 2.512 O.OO:!:UJ O.OO:!:UJ Lemire and Garisto 1983 
Pu(OH)~cr) • ￥， * ' Pu*3* ￥，，" •,., 15. 8:!:i. 5 •" 15.8土 •. , Lemire et a l. 2001 
Pu0 2( OH) 2( s) ' Pu02*2 * 20H •"' •"' Pu0 2( OH) 2( s) + 2H* ' Pu02*2 + 2H 20 " " ,., Lemire et a l. 2001 
Pu0 2( OH) 2( am) • Pu02* + OH •" •" 
Pu020H(am) ’ H“ Pu02* + H20 ,.c 5.0:!:0.5 ,.c ，."土".，
Pu02CO~s) • Pu02*2 + C03-2 14.65 14.2:!:α3 

? 
14.2 

? 
14.3 14.65 

Pu0 2( OH)2.H20(cr) + 2H* ' Pu02*2 * :tj20 " 5. 5:!:i. 0 ，.，土 •. " 
Pu(HP04)2 (am, hyd) • Pu‘ 4' 2H P04-2 01].45 0I].45:!:0.51 30.45土0.51

PuOHCO~s) • H+ ' Pu*3 + H∞ + C03-2 "‘ "‘ Guillaumont et al. 2003 
Pu02CO~s) • Pu02*2 + C03-2 14.65:!:0.47 14.65:!:0.47 Guillaumont et al. 2003 
PuP04 (s, hyd) • Pu*3 * P04-3 24.6:!:0.8 24.6:!:0.8 

PHASES 
Pu(OH )CO~s) ' Pu*3 * OH- +C 03-2 21. 2 21. 2 
Pu (OH)~s ) ' Pu+3 +:DH •" •" 
Pu 0 2( cr) + 4H* ' PU‘4 * 2H 20 •7 &012 •7 
Pu02( am, hyd) + 2H 20 • PU‘4 ‘ "" 58.33:!:0.52 58:!:1 ~; 58.33 
Pu02( am, hy엔)> 4H"Pu써 .~，" 2. O:!:i. 0 2.012 2.37소O 때 2.37소O 뻐 

Pu(OH씨(cr) + 4H “ 'c‘4 + 4H20 
Pu (OH) 4(am) ‘ '"‘ -ec‘4 + 4H∞ 2.512 αOO :!:i. lJ O.OO :!:i.lJ Lemire and Garisto 1없g 

Pu (O H )~cr) ‘ ￥4“ Pu *3 * ￥，，" •,. , 15. 8:!:1. 5 •, .• 15.8土 •• , Lemire et a l. 2001 
Pu 0 2( OH) 2( s) ' Pu 02*2 ‘ '"" •"' •"' Pu02( OH) 2( s) + 2H * ' Pu02*2 + 얀，，" " " ,., Lemire et a l. 2001 
Pu 0 2( OH) 2( am) • Pu02* + OH •" •,., 
Pu 020H(am) + H“ Pu 02* + H20 " 5, 0:!:0.5 ,., 5.0:!:0.5 
Pu0 2CO~ s) • Pu02*2 + C03-2 14.65 14.2:!:0. 3 

? 
14.2 

? 
14.3 14.65 

Pu o 2( OH)2. H20(cr) ‘ 2H * ' Pu 02*2 * :tj20 " 5. 5:!:1. 0 5.5:!: 1. 0 
Pu(HP0 4)2 (am, hyd) • Pu‘,. 깐， P 0 4-2 lJ.45 lJ.45:!:0.51 3O.45:!:0.51 
PuOHCO~s ) + H‘ ' Pu *3 + H∞ + C03-2 '" 5.74 Guillaumont et al. 2003 
Pu02CO~ s) • Pu02*2 ‘ C03-2 14.65:!:0.47 1 4.65:!:α" Guillaumont et a]. 2003 
PuP04 (s, hyd) • Pu*3 ‘ P04-3 24.6:!: O, 8 24.6:!:0.8 

PHASES 
Pu(OH )CO~s) ' Pu*3 * OH- +C 03-2 21. 2 21. 2 
Pu(OH)~s) ' Pu+3 * :DH •" •" 
Pu02( cr) + 4H* ' Pu+4 + 2tj 20 •7 &012 •7 
Pu02( am, hyd) + 2tj 20 • PU‘ 4 ‘ "" 58.33:!:O.52 58:!:1 ~; 58.33 
Pu02( am, hy엔)+4H"Pu써 ， ~，" 2. O:!:i. 0 2.012 2.37소ow 2.37소O 뻐 

Pu(OH씨(cr) + 4H* ' Pu‘ 4 + 4H20 
Pu(OH)4(am) ‘ '"‘ - ec‘ 4 + 4H20 2.512 o. OO :!: 1.lJ O.OO:!: 1.lJ Lemire and Garisto 1없g 

P u(OH)~cr) ‘ ￥4“ Pu*3 * ￥，，" •,., 15. 8:!:1. 5 •" 15.8土 •• , Lemire et a l. 2001 
Pu02( OH) 2( s) ' Pu02*2 ‘ '"" •"' •"' Pu0 2( OH) 2( s) ‘ ~“ Pu02*2 + 얀，，" " " ,., Lemire et a l. 2001 
Pu02( OH) 2( am) • Pu02“ 。H •" •" 
Pu020H(am) * H“ Pu02* + H20 " 5.0:!:α5 '.0 5.0:!:0.5 
Pu02CO~s) • Pu02*2 + C03-2 14. 65 14.2:!:O.3 

? 
14.2 

? 
14.3 14. 65 

Pu02( OH)2.H20(cr) + 2tj“ Pu02*2 * ￥，，" " 5. 5:!:1. 0 5.5:!: 1. 0 
Pu(HP0 4)2 (am, hyd) • P u써 + 깐， P 0 4-2 )).45 )). 45:!:O.51 3O.45:!:0.51 
P uO HCO~s) + H+ ' Pu*3 + H∞ + C03-2 '" 5.74 Guillaumont et al. 2003 
Pu02CO~s) • Pu02*2 + C03-2 14.65:!:O.47 14.65:!:α" Guillaumont et a]. 2003 
PuP04 (s, hyd) • Pu*3 ‘ P04-3 24.6:!: o. 8 2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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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Constant Th(IV) U(IV) Np(IV) Pu(IV)

AnO2(am)+2H2O=
An(OH)4(solubility)

log*Ks,4 8.5±0.6
-8.5±1.0

-9±1

-9.0±1.0

-8.3±0.3

-11.0±1.1

-10.4±0.5

AnO2(am)+4H
+=An4+

+2H2O
log*Ks,0

8.8±1.0 (I=0)

9.37±0.13

(0.5M NaClO4)

0.8±1.0

0±2

-0.7±0.5

1.53±1.00

-2.5±1.1

-2.0±1.0

An4++H2O=AnOH
3++

H+ log*ß101

-2.3(I=0)

-3.3±0.10

(1M NaClO4)

-0.4±0.2

-0.54±0.06

0.5±0.2

-0.29±1.0

0.6±0.2

-0.78±0.6

An4++2H2O=
An(OH)2

2++2H+ log*ß102

-5.5±1.0(I=0)

-8.6±0.1

(1M NaClO4)

-0.5±1.0

(estimated)
0.3±0.3 0.6±0.3

An4++3H2O=An(OH)3
+

+3H+ log*ß103

-10.5±1.0

-14.2

(1M NaClO4)

-3.8±1.0

(estimated)

-2.8±1.0

(estimated)
-2.3±0.4

An4++4H2O=An(OH)4
+4H+ log*ß104

-17.3±1.2(I=0)

-19.4±0.5(1M

NaClO4)

-9.3±1.4

-9±2

-8.8±1.0

-9.8±1.1
-8.5±0.5

AnO2(am)+5CO3
2-+

4H+=An(CO3)5
6-+2H2O

log*Ks,50

37.6(I=0)

-19.4±0.5

(1M NaClO4)

33.8 34.85 33.32

An4++4CO3
2-=

An(CO3)4
4- logβ40 35.22±1.25

36.69±1.11

34.3±1.13

34.5

An4++5CO3
2-=

An(CO3)5
6- logβ50

33.2

32.75±0.35

34.0±0.9

34.1±1

35.62±1.15

32.8

32.2±2

33.0±1.3

35.8±(>1)

AnO2(am)+CO3
2-+H+

+H2O=An(OH)3CO3
- logKs,13

6.11±0.19

6.78

AnO2(am)+2HCO3
-=

An(OH)2(CO3)2
2- logKs,22 -4.8 -4.44 -4.75

표 3.6.8.4가 악틴족의 수화물 탄산염의 안정도상수 비교(Nagra/PSI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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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Np(III) Pu(III) Am(III) Eu(III)

An(OH)3(cr)+3H
+
=An

3+
+3H2O 15.8 15.2 14.9

An(OH)3(am)+3H
+=An3++3H2O 17.0 17.6

An2(CO3)3(cr)=2An
3++3CO3

2- -33.4 -35.0

An(OH)CO3(cr)=An
3+
+OH

-
+

CO3
2- -21.2 -21.7

An
3+
+H2O=AnOH

2+
+H

+
-6.8 -6.9 -7.3 -7.6

An
3+
+2H2O=An(OH)2

+
+2H

+
-15.2 -15.1

An
3+
+3H2O=An(OH)3 +3H

+
-25.7 -23.7

An
3+
+4H2O=An(OH)4

-
+4H

+
-36.2

An
3+
+CO3

2-
=AnCO3

+
7.8 8.1

An
3+
+2CO3

2-
=An(CO3)2

-
12.3 12.1

An
3+
+3CO3

2-
=An(CO3)3

3-
15.2

표 3.6.9.3가 악틴족의 수화물 탄산염의 안정도상수 지수값들의 비교

(Nagra/PSI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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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U(VI) Np(VI) Pu(VI)

AnO2(OH)2(s)+4H
+
=AnO2

2+
+2H2O(solubility) 6.0 5.5 5.5

An2CO3(s)=AnO2
2+
+CO3

2-
-14.5 -14.6 -14.2

AnO2
2+
+H2O=AnO2OH

+
+H

+
-5.2 -5.1 -5.5

AnO2
2+
+2H2O=AnO2(OH)2+2H

+
-12 -13

AnO2
2+
+3H2O=AnO2(OH)3

-
+3H

+
-19.2 -19

AnO2
2+
+4H2O=AnO2(OH)4

2-
+4H

+
-33 -33

2AnO2
2+
+H2O=(AnO2)2OH

3+
+H

+
-2.7

2AnO2
2+
+2H2O=(AnO2)2(OH)2

2+
+2H

+
-5.6 -6.3 -7.5

3AnO2
2+
+4H2O=(AnO2)3(OH)4

2+
+4H

+
-11.9

3AnO2
2+
+5H2O=(AnO2)3(OH)5

+
+5H

+
-15.6 -17.1

3AnO2
2+
+7H2O=(AnO2)3(OH)7

-
+7H

+
-31

4AnO2
2+
+7H2O=(AnO2)4(OH)7

+
+7H

+
-21.9

AnO2
2+
+CO3

2-
=AnO2CO3 9.7 9.3 9.3

AnO2
2+
+2CO3

2-
=AnO2(CO3)2

2-
16.9 16.5 14.6

AnO2
2+
+3CO3

2-
=AnO2(CO3)3

4-
21.6 19.4 17.7

3AnO2
2+
+6CO3

2-
=(AnO2)3(CO3)6

6-
54 49.8

2AnO2
2++CO3

2-+3H2O=(AnO2)2(OH)3CO3
-+

3H
+ -0.9 -2.9

3AnO2
2+
+CO3

2-
+3H2O=(AnO2)3(OH)3CO3

+
+

3H
+ 0.7

표 3.6.10.6가 악틴족의 수화물 탄산염의 안정도상수 지수값들의 비교

(Nagra/PSI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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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1.몇가지 유기물(oxalate,citrate,ethylenediaminetetraacetate(EDTA),

α-isosaccharinate)과 악틴족과의 반응에 한 선택된 NEA열역학 데이터

다.열역학데이터의 보정방법

일반 으로 열역학데이터는 표 상태(25°C,1atm,이온강도 =0M)의 데이터

값을 나타낸다.그러나 이온강도가 ‘0’인 용액은 존재할 수 없다.따라서 표 상태의

데이터는 유한값의 이온강도를 가지는 용액으로부터 구한 반응상수를 외삽하여 구

한다.본 에서는 용액의 이온강도나 온도 등에 한 향을 보정하기 한 계산

방법을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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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온강도의 보정

이온강도를 보정하는 식은 크게 묽은 해질 용액에 용할 수 있는 것과 진한

해질 용액에 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별된다. 자의 표 인 것으로

Debye-Huckel식,Davies식이 있으며 후자의 표 인 것으로 SIT 방정식이나

Pitzer방정식이 있다[3.6.56].

가) 묽은 용액에서 활동도 계수 측

용액에서  이온의 활동도 는 농도()와 활동도 계수()의 곱으로 나타낸다.

 ∙ (3.6.8)

여기서 형 인 Debye-Huckellimitinglaw식에 따라 서로 반 하를 갖는

이온사이의 long-range정 기(electrostatic)작용만을 고려할 경우,는 다음과 같

이 표시된다.

log   ∙
∙ (3.6.9)

여기서 는 상수로 25°C,0.1MPa에서 0.510kg1/2․mol-1/2이며,는 핵종 의

이온 하,는 이온강도를 나타낸다.이온강도 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 (3.6.10)

이러한 Debye-Huckellimitinglaw식은 1:1 해질의 경우  =0.01M,1:3

해질의 경우  =0.001M 이하를 갖는 용액에서 유용하다.그러나 이 식 자체로는

어느 지화학코드에도 사용되지 않으며,다음과 같이 확장된 방정식(theextended

Debye-Huckelequation)을 사용한다.

log   ∙
∙  ∙∙  (3.6.11)

여기서 는 25°C,0.1MPa에서 0.328․10
10
kg
1/2
․mol

-1/2
이며,는 수화된 이

온의 ion-specific직경으로서  이온의 유효직경(혹은 이온-크기 라미터)으로 알

려져 있다.이 식은 이온강도가 약 0.03M 이하인 용액에서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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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진한 농도의 용액에서 활동도 계수를 계산하기 하여 the extended

Debye-Huckelequation을 보다 더 확장시킨 함수를 MINEQL,PHREEQC,EQ3/6

코드에서 사용한다.

log   ∙
∙  ∙∙  ∙(3.6.12)

와 는 순수한 염 용액들에서 측정된 활동도들에 함수를 입함으로서 얻어

지는 각 이온들에 해 결정된다.PHREEQC에서는 WATEQ Debye-Huckel함수

로 언 되어 있다.

한,아래와 같은 Davies방정식이 활동도계수를 계산하는데 리 사용되고 있

다.

log   ∙
∙    ∙

∙∙ (3.6.13)

이 식은 ∙ =1로 가정되었고,의 값은 0.3을 갖는다.이 식에서 유일한

ion-specific 라미터는 이온의 하이므로, 혹은 와 를 알지 못하는 이온에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고농도 해 용액에서 활동도 계수 측

l SIT(SpecificionInteractionTheory)

묽은 해질 용액에서 활동도계수를 나타내는 식에서 가장 요한

Debye-Huckel항은 정 기(electrostatic)효과와 long-range상호작용만을 고려한

다. 그러나 진한 해질 용액에서는 short-range 상호작용 뿐 아니라

non-electrostatic상호작용도 고려하여야 한다.이것은 보통 Debye-Huckel식에 이

온강도에 의존하는 항을 추가함으로써 가능하다.

log   ∙
∙   ∙ ∙ (3.6.14)

여기서 ∙ =1.5kg
1/2
․mol

-1/2
로 가정된 것이고,가 수용액 핵종 와 

사이에 specificshort-range상호작용을 묘사하는 항이다.∑는 용액 모든 화학종

까지 확장한다.고농도의 이온 미디움(1:1saltNX)에서 SIT 식은 다음과 같이 간

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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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
∙   ∙   ∙  (3.6.15)

여기서 M은 양이온이다.동일한 방법으로 음이온 Y에 해서도 상호반응계수

(interactioncoefficient)가 사용될 수 있다.

SIT 함수는 실험실데이터를 이온강도가 ‘0’인 조건으로 외삽(extrapolation)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편리성을 하여 Nagra에서는 와 (reaction)의 요약

화학 유사성에 기 한 측치를 구하 는데,표 3.6.12에 그 값을 나타내었다.

Debye-Huckel식과 Davies식은 성이온에 하여 하를 띠지 않는 항이 없

으므로 활동도계수가 ‘1’로 나타난 반면,WATEQDebye-Huckel함수(식(3.6.12))에

서는 이온세기와 련한 한 항이 남아있다.PHREEQC에서는 모든 온도에서 모든

성 화학종에 하여 default로서 log  ∙ 을 사용한 반면,MINEQL-type코

드에서는 log  을 사용하 다.이것은 두 코드로 계산한 화학종에 해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SIT 함수는 가 동일한 부호의 이온간이나, 성 하의 화학종에 해서는

0의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 다.이 가정은 동일 부호의 이온들은 서로 정 기 으

로 반발하기 때문에 short-range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로 한다.

이것은 성 하의 화학종에 해서도 동일하게 용한다.그러나 실제 으로

CO2(aq),H2S(aq),UO2CO3(aq)는 어도 ‘0’이 아니며,이 값에 의해 반응의 평형상

수가 조 달라질 수 있다.

일반 으로는 이온 상호작용 상수는 이온강도의 함수이다.그러나 3.5M보다

작은 이온강도의 용액 의 1:1,1:2,1:3형태의 이온들에 해서는 그 향이 매우

작기 때문에 자주 무시된다.농도 의존성은 4보다 큰 하량을 가지는 이온들에

해 하량이 커질수록 더 커진다.Pitzer모델은 보통 3종류의 상수값을 요구하는

반면,SIT는 1개의 상수 값만을 필요로 한다.따라서 SIT모델이 상 으로 더 간

편하고,상수 값을 구하는데 필요한 실험의 양도 매우 지만,SIT 모델은 매우 높

은 이온강도를 갖는 용액에서 활동도계수를 구하는 데는 부 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6.5].



-236-

표 3.6.12.Nagra/PSI에서 계산된 ,(reaction)와 화학 유사성에 기 한 측값

e(i,k) estimate medium source of estimate value 

E(EuF2+,CI04-) ~ E(AmF2+,CI04l ~ E(EuF/，CI04η ~ 0 .3 9土0.04

gg((HSOS4O2-4,-H,H++)) 
(Na+CIOι) 

: E((HSOS4O2-4，-N，Na￡) 0.01土0.02
(Na+CIOζ) ~ E(S04'-,Na +) ~ -0 . 12土0.06

E(SnOHC1(aq),Na+CI04-) ~ E(SnC12(aq),Na++CI04-) 
E(SnC12(aq) 인lt+CI04-) ~ E(SnC12(aq)，단++CI04-) 

6e(reaction) medium e(i,k) of reaction value 

LlE(Al ' + +F-.... AIF2+) (NH4~0，-) ~ E(AIF'+,NOn • E(F-,NH4+) - E(AIJ+,NO,-) ~ -0.23000.21 
LlE(AlF2+ +F-.... AIF / ) (NH4~0，-) = e(AlFr ,NON3F1IC+N - E(F-,NH:) - E(AIF2+,NO,-) ~ -0.OHO.17 
LlE(AlF, + +F-.... AIF l( aq)) (NH4~0，-) ~ (AIF,(aq),NH,"+NO,-) E(F-,NH4+) 

- c (A(AlFlF3(2a+이，N，ON3H-)ζ+NO，-) ~ -0 .090,0.22 
LlE(AlF,(aq)+F-.... AIF4') (NH4~0'J 二 E(AIF 4 -,NH4 +) - E(F-,NH:) ~ -0. 190,0.25 

Ae(Eu3++H208EuOOmHHO22H++++2*HH+}+H)) 
(NaCl-) ~ E(EuOH2+,Cn + E(H+,Cr) - E(EuJ+,Cn ~ -0 .450,0 .36 

Ag(((EACum미3+”3++++HHH2O?200‘4→8}ECAu (NaCI04-) ~ E(EuOH' +‘CI04-) 

+ E(H기ClO4-) - sEgE((((EAECuumm33+”}3，+，CC，‘cClloOlloOιJη')η) 
~ -0 .360,0.01 

ð.E(AmJ+ +H2ûHAmOH L+ +H+) (N，;+C10η ~ E(AmOH'+，CIOι) + E(H+,CI04-) ~ - 0.7000.4 

ð.E(Cm3++H20+-+CmOH2++H+) (NaC10ι) ~ E(CmOH'+，CI04η + E(H+,CI04J ~ - 0.7000 .4 
LIE(EuJ+ +C03 2-.... EuCO, +) (NaCIOι) ~ E(EuCO，+，CIOι) - E(CO] 213•2,-N,Na+a)* - ~ -0.2HO.18 
LlE(Eu' + + 2COJ ,-.... Eu(C03)ζ) (NaCI04-) ~ E(Eu(CO,h-,Na) - 2E(CO,'-,Na) - E(Eu' +,Cl0 4-) ~ -1.48土0 .3 1

ó'E(Eu3+ +S04 2 ←~EuSO:) (NaCI04J ~ E(EuSO: ,CI04J - E(SOl-,Na) - E(Eu' +,CI04-) ~ -0.11土0.06

Ae(Eu3++++2CSlO 842E 8uCEl2u*()SO4)ε) (Na ’CI04J ~ E(Eu(S04h-,Na) - 2E(SOl-,Na) - E(Eu'+，CIOι) ~ -0.04土0. 16

LIE(Eu3 (NaCI0 4-) ~ E(EuCI 2기CIOη E(Cr,Na) - E(EuJ+，CIOι) ~ -0.16土0 .05

LlE(EuJ+ +2cr .... EuC12 +) (NaCI04-) ~ E(EuCIζ，C104l 2E(Cr,Na) - E(Eu' ''CI04-) ~ -0 . 1 5土0.12

LlE(H2S(g) .... H2S(aq)) (Na+Cn ~ E(H2S(aq),Na+cn 0.055土0.004

LlE(H2S(aq) .... HS• +H+) (NaCIJ ~ E(H2S(aq),Na +Cll E(HS-,Na) - E(Cr,H+) ~ -0 . 142士0.009

ε(i， k) estimate mεdium source of estimate value 

E(EuF2+,C104-) ~ E(AmP2+,C104l ~ E(EuF2+ ，C104η ~ 0.39土0.04

eg((HSOS4O2-4,-H,H++)) 
(Na+C10ι) ~ E(HS04-,Na+) 0.01土0.02
(Na+C104-) ~ E(SOl-,Na +) ~ -0 .12土~.06

E(SnOHC1(aq),Na+ +C104-) ~ E(SnC12(aq) ，Na++C10ι) 
E(SnC12(aq),Na + +C104-) ~ E(SnC12(aq)，단++C10ι) 

ð.E(reaction) medium E(i,k) of rea야IOn value 

i\E(A1l+十P-.... A1p2+) (NH4+N0 3-) ~ 8(A1P' +,NOn • 8(P-,NH:) - E(A1l+,N03-) ~ - 0.23*0.2 1 
i\E(A1p2+ +r-.... A1F, +) (NH:N03-) = E(AlFr,NON3F-l)C+N 8(P-,NH4+) - E(A1p2+,NO,-) ~ -0.04"'0.17 
i\E(A1P, + +P-.... A1F ,( aq)) (NH:NO,-) ~ (A1F,(aq),NH,"+NO,-) E(F-,NH:) 

- e(A(AlFlF3(ζaq，N)，ONDHζ+NO，-) ~ -0 .09"'0.22 
ßE(A1F,(aq)+P-.... A1F4') (NH:N03l ~ E(A1F 4 -,NH: ) - E(F•,NH:) ~ -0.19"'0.25 

As(Eu3++H208EuOOmHHO22H++++2+HH+++H)) 
(Na+Cl-) ~ E(EuOH2+,Cn + E(H+,Cn - E(Eu'+,Cn ~ - 0.45"'0 .36 

Ae(((EACumm3+” 3+++ +HHH2O?2O0‘4•4}+ECAu 
(NaC10ι) ~ E(EuOH'+‘C10ι) + E(H+，C104η -

EEgE((((EAEClumml33*3기3+
，

+CC，‘CCllOOlloO4J7η4η) 
~ -0 .36"'0.01 

LlE(AmJ++H2ûHAmOH"++H+) (Nà+C10η ~ E(AmOH'+，C10ι) + E(H+,C104-) ~ -0.7土0.4

ßE(Cm3+ +H2ûBCmOH2+ +H+) (NaC10ι) ~ E(CmOH'+，ClOι) + E(H기C10η - ~ - O.HO .4 

i\E(Eu'++CO,'-<->EuCO, +) (NaC104-) ~ E(EuCO/,Cl0 4l - E(CO,•
132

,-N
,
Na+a)

• ) -

~ -0.2HO.18 
ßE(Eu'+ + 2CO, ,-<-> Eu( C03),-) (NaC104-) ~ 8(Eu(CO,h-,Na) - 2E(CO,'-,Na) - E(Eu3기C10ι) ~ -1.48土0 .3 1

ó'E(Eu3+ +S04 2 ←~EuSO:) (Na‘ C104l ~ E(EuSO: ,C104l - E(SOl-,Na) - E(Eu'+，C10ι) ~ -0 . 1 1土0.06

Ae(Eu3++++2CSlO e4+2E 8uCEl2u+()SO4)η (Na ’C104l ~ E(Eu(S04h -,Na) - 2E(SO앙 ,Na) - E(Eu'+，C10ι) ~ -0.04土0 .16

iIE(Eu3 (NaC10 4-) ~ E(EuC1 2+ ，C10η E(CI-,Na) - E(EuJ+，CIOι) ~ -0. 1 6土0.05

ßE(Eu'+ +2cr <->EuC12 +) (NaCI04-) ~ E(EuCI/,CI04l 2E(Cr,Na) - E(Eu'+,CI04-) ~ -0 .15土0.12

iIE(H2S(g)<->H,S( aq)) (Na+Cn ~ E(H2S(aq),Na+Cll 0.055土0.004

ßE(H2S(aq)<->HS-+H+) (NaCI-) ~ E(H2S(aq)，Na나cr) E(HS•, Na) - E(Cr,H+) ~ -0 .142士0.009

ε(i， k) estimate medium source of estimate value 

E(EuF2+,CI04-) ~ E(AmF2+,CI041 ~ E(EuF，+，CI04η ~ 0.39土0.04

eg((HSOs4o2-ι，H，H++)) (Na+CIOζ) 
: e((HSOS4O2-4,-N,Naa++)) 0.01土0.02

(Na+CIOη ~ E ~ -0 .12土~.06

E(SnOHC1(aq),Na+ +CI04-) ~ E(SnC12(aq),Na++CI04-) 
s(SnC12(aq) 인l!++CI04-) ~ E(SnC12(aq)，단++CIOι) 

ôE(reaction) medium E(i,k) of rea야IOn value 

i\E(Al '+十F-.... AIF2+) (NH4+NO,-) ~ 8(AIF'"NOn 8(F-,NH:) - E(AIJ+,NO,-) ~ -0.2HO.21 
i\E(AIF2+ +r-.... AIF, +) (NH:NO,-) = E(AlFr,NON3F-l)C+N E(F-,NH4+) - E(AIF2+,NO,-) ~ -0.04"'0.17 
i\E(AIF, + +F-.... AIF l( aq)) (NH:NO,-) ~ (AIF,(aq),NH,"+NO,-) E(F-,NH:) 

- e(A(AlFlF3(ζaq，N)，ONDHζ+NO，-) ~ -0 .09"'0.22 
ßE(AIF,(aq)+F-.... AIF4') (NH:NO,l ~ E(AIF 4 -,NH:) - E(F •, NH:) ~ -0.19土0.25

As(Eu3++H208EuOH22++++HH+끼) (Na+Cl-) ~ E(EuOH'" Cn + E(H+,Cr) - E(EuJ+,Cn ~ -0 .45"'0 .36 

Ae(((EACumm3+”3++++HHH20?200888ECAuOH H ) 
(Na+CIOι) ~ E(EuOH'+‘CIOι) + E (H+，CI04η -

eEeE((((EAECuumm33*3기3+
，

+CC，‘CCllOOlloO4J7η4η) 
~ -0 .36"'0.01 

ÓE(Am3++H2ûHAmOH2++H+) (Nà+CIOη ~ E(AmOH'+，CIOι) + E(H+,CI04-) ~ -0.7土0.4

ð.E(Cm3+ +H20~CmOH2+ +H+) (Na+CIOι) ~ E(CmOH'+，ClOι) + E(H기CIOη - ~ - O.HO .4 
i\E(Eu'다CO，'-<-->EuCO;) (Na+CI04-) ~ E(EuCO;,Cl0 41 - E(CO,•132,-N,Na+a)+) -

~ -0.2HO.18 
ßE(Eu' + + 2C03 ,-<--> Eu( C03),-) (Na+CI04-) ~ E(Eu(CO,h-,Na+) - 2E(CO,'-,Na) - E(Eu'기CIOι) ~ -1.48土0 .3 1

ßE(Eu3+ +S04 2-.... EUS04 +) (Na‘ CI041 ~ E(EuSO;,CI041 - E(SO걷 ,Na) - E(Eu'+，CIOι) ~ -0 . 1 1土0.06

Ae(Eu”+++2CSlO e4+2E 8uCEl2u+()SO4)η (Na‘ CI041 = E(Eu(SO2+4 C)2l]ONja+) - 2E(SO/-,Na) - E(Eu'+，CIOι) ~ -0.04土0 .16

iIE(Eu3 (Na+CI04-) ~ E(EuCl" ，CI0η E(Cr,Na) - E(Eu3"CIOι) ~ -0. 1 6土0.05

ßE(EuJ+ +2cr <-->EuC12 +) (NaCI04-) ~ E(EuCl;,CI041 2s(Cr,Na) - E(Eu' +,CI04-) ~ -0 .15土0.12

iIE(H2S(g)<-->H2S( aq)) (Na+Cn ~ E(H2S(aq),Na+Cll 0.055土0 . 004

ßE(H2S( aq)<--> HS-+H+) (Na+Cl-) ~ E(H2S(aq),Na +Cll E(HS•, Nal - E(Cr,H+) ~ -0 .142土0.009



표 3.6.12. (계속) 

L'.e(reaction) medium e(i,k) of reaction value 

t.e(N j" +HS-... NíHS‘) (seawater) - -1.2*0 .4 
Óö(N í"+2HS-.•., Ni(HS ),(aq)) (seawater) ~ -1.3土0.3

Óö(Pd(cr)<->Pd'’+2e) (WCIOι) = e(Pd'‘,CIO‘1 0.8土0 . 2

t.e(PdCI, -+CI-<->PdCI치 (H‘ CIO.) = e(PdCI.'-,H‘) - e(PdCJ,-,H‘) - e(Cr,H') = -0.13 ,,0.02 

ag&a6aAd이e디dd(Ss〔 SSssM”ti여nnn“ihS”+야이+‘++1HIC3“。fRη%H 「lis88Ol。“”“Ss8”씨fS·)&n&1”U。e)C(( ‘r〕‘。)}!1H+!야)bJiS、 뼈이〕3。H ‘ HZ1R kη ’) (H· c 。h1 = dsn’ι10，-) 
0.32"'Ü. I3 

(H‘C104) ~ e(Sn" ,CIO.) - e(Sn",CIO,-) O,OO"'Ü .OO 
(Na'CIO,) = e(Ca'‘,CIO,-) + e(Sn(OH)，강-，Na’) 0 .42土0.1 0

(Na'NO,-) = e(SnOH',NO,-) + e(H',NO,) e(Sn'‘,NO,-) ~ -0. 17 
(Na’NO,-) “ ~ e(Sn(OHh(aq),Na'+NO,) + 2e(H',NO,-) - e(Sn" ,NO,-) = -0.3 1 
(Na'NO'-) ~ e(Sn(OH)，-，N에 + 3e(H‘,NO,) - e(Sn" ,NO,) = 0.09 

t.e(Sn"+cr ... SnCI') (Na‘CIO.) = e(SnCI'.CIOη e(CI-,Na‘) - e(Sn안，C104) - - 0. 143 ,,0.03C 
t.e(Sn'‘ +2CI-<->SnCI,(aq)) (Na'CIO.-) ~ e(SnCI，(aq) ，Na‘+CIOι) - 2e(Cr,Na‘) - e(Sn" ，CIOι) = -0.28土0.06

t.e(Sn" + 3cr .-.SnCJ,) (Na’CIO<l = e(SnCI, -,Na‘) - 3e(CI-,Na‘) - e(Sn'‘，CIOι) = --{).31土0 ，09

t.e(Sn" +r ... SnF) (Na’C10.1 = e(SnF’,CIO.) - e(F-,Na') - e(Sn'‘,ClO.1 = -0.02土0 ，24

AEg(rTrhh““++H4FzO8ThOH” +H‘) (Na'CIO.) = e(ThOH" ，CIOη + e(H‘,CIO‘1 e(Th“,CIO.) '" 0,1 
t.eσ H20.-. Th(OH ),(aq)+4H‘) (Na‘ C10.1 = e(Th(OHJ.(aq),Na'+CI041 + 4e(H'，CI。‘η - e(Th“,CIO.) = -1.49土0. 1 7

t.e(Zr'“+cr .-.ZrCI'‘ ) (H‘CI。‘-) = e(ZrCI" ，C IO，η - e(CI-,H‘) - e(Zr'“,CI0.1 = --{).15,,0.06 

AAAaetEe((((ZZZZlrrrAF4F+?”2++2·+HH+HFSH8FOF848-Z8ZrZFrZr”FFr건+Sr’HO++‘깐HH) ‘’+)) H‘ ) 
(때C10.1 

= E((ZZrrFs ”oG,CClOc‘l1OC) 
+ e(H' ，C IOι) - E(IlZIls“。‘Cιl，H+) - e(Zr"，CIOι) = -0.19土0 . 02

(CIO‘1 = e( + e(H’,Cl041 - e(Zr'",CIO,1 e(HF(aq),H'+CIO.1 = -0 . 10土0.01

(CIO‘1 = etZrF，''.CIO‘η + e(H‘,CIO,-) - e(ZrF"，C1。ι) - e(HF(aq),H‘+CIO.-) - --{) . 06土0 ， 0 1
(CIO끼 = e(ZrF，‘，CIOι) + e(H’，CI。‘1 - e(ZrF,",CIO.-) e(HF(aq),H'+CIO,) = --{).10,,0.Ql 

t.e(ZrF,‘+HF ... ZrF,(nq)+H'') (CIO‘-) = E(ZrF4(aq)1.H‘+CIO‘7 + e(H',CIO‘1 - e(ZrF，'‘CIO，η - e(HF(aq),H'+CI0.1 = - 0.01,,0.1 2 

AE(ZlF4(aq)+8HFZ8rFZ감r-F+，} +l’ H)+) (CIO,) = e(ZrF,-,H + e(H‘，CIOι) - e(ZrF.(aq),H'+CIO,ì - e(HF(aq),H‘+CIO.ì = 0,07:0.08 
t.e(ZrF,-+HF (CIOι) - e(ZrF，ι，H‘) + e(H'.CIO,-) - e(ZrFζ，H’) - e(HF(aq),H‘ +CIO‘1 = 0.25소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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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Pitzer모델

Pitzer모델은 이온들 간의 장거리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확장된 Debye-Huckel

항과 근거리의 이온-이온 상호작용을 고려한 virial항들에 기 를 두고 있는데,이

모델은 묽은 용액에서부터 고농도의 다성분 혼합물에 이르기까지 실험값과 매우 잘

일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6.61].Pitzer상 식에 한 자세한 설명은 [3.6.5]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이 Pitzer상 식은 이론에 입각한 식이 아니며 실험에

근거한 식으로서 다른 여러 가지 상 식이 측하기 불가능한 고농도 역에서의

해질 수용액의 거동을 분석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해수에서 지하핵종의

거동 등을 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Pitzer방정식 매개변수의 실험 도출을 한 열역학 이론은 다음과 같다.

단일용매와 임의의 용질로 이루어진 액체용액에 한 Gibbs에 지는 아래와 같이

표 된다.

 (3.6.16)

식에서 는 용매의 몰수이며 는 용질 의 몰수이다.Gibbs자유에 지 

(화학 포텐셜)는 아래와 같이 표 상태에서 활동도 식으로 표 될 수 있다.

 
 ln (3.6.17)

식에서 는 용매와 용질 모두에 해당될 수 있다.

용매의 경우에는 표 상태가 순수상태의 용매로 설정되며 활동도에 있어서는

라울의 법칙이 용된다.

  (3.6.18)

식에서 는 용액 내의 용매의 몰분율을,그리고 는 농도기 의 활동도계

수를 각각 나타낸다.하나 이상의 해질을 포함하는 용액에서는 용매의 몰분율이

아래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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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질 화학식량 한 단 당 발생하는 이온의 개수를 나타낸다(즉,비 해

질은  =1). 해질 용액에서는 몰랄농도 기 이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식(3.6.19)은 아래와 같이 표 되기도 한다.

 





(3.6.20)

몰랄농도는 용매 kg당의 몰수를 나타내며,용액 내에서의 용매의 몰랄농도는

용액의 조성과 상 없이 일정하다.물의 경우에는

 
  ․
 ․

(3.6.21)

활동도계수는 용액 내에서의 각 성분마다의 Gibbs자유에 지의 변화를 나타낸

다.용매의 활동도계수 는 용액에서 용질의 농도가 낮을 경우 그 민감도가 떨어진

다.삼투인자는 용액 내에서 이상용액의 거동과 실제용액의 거동간의 편차를 강조

하기 한 목 으로 정의된 변수이다.한 부류의 삼투인자()는 아래와 같은 식으

로 표 된다.

ln  ln (3.6.22)

한 다른 부류로서는




 ln 







(3.6.23)

의 두 식으로부터

 





ln (3.6.24)

에서 와 는 모두 무차원의 특성치이다.는 ‘실용 삼투인자’라하며 는

‘이론 삼투인자’라 한다.몰랄농도가 주로 사용되는 해질 용액에서는 실용삼투인

자가 부분 사용되므로 일반 인 삼투인자는 실용삼투인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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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액에서 모든 성분의 활동도계수는 1의 값을 보이며 몰랄농도기 에서의

삼투인자는 아래와 같이 유도된다.

  


ln (3.6.25)

삼투인자 는 농도의 함수로서 모든 농도에서 동일한 값을 갖지 않지만,모든

이상용액의 경우 농도구간에서 삼투인자는 항상 1의 값을 갖는다.그러므로

의 식은 무한희석용액에서의 삼투인자를 구하기 한 기 으로 사용된다.이를

해 식(3.6.20)을 아래와 같이 변형시키면

 







(3.6.26)

ln   ln


 

 









(3.6.27)

무한희석용액으로 근하면서 식의 첫 번째 항만을 제외한 나머지 항은 모

두 소거되며 식(3.6.25)는 아래와 같이 변형된다.

lim
→
 






  (3.6.28)

용매의 활동도계수와 동일하게 는 무한희석용액의 경우 한계값을 갖게 된다.

식(3.6.28)은 화학양론 으로 몰랄농도에 기 하여 유도된 식이며,이 식은 용액 내

에서 용질과 용매 사이의 화학반응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만일 용

액 내에서 가수분해와 같은 용질-용매간에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식(3.6.25)와

같이 몰랄농도의 항이 없이 단지 몰분율만을 기 으로 한 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러한 경우 무한희석용액에서의  값은 1이다.그러나 몰랄농도에 기 한 식에 의거

하여 계산하면 무한희석용액에서의 는 1보다 큰 값을 보이게 된다.

만일 이상용액이 용질에 한 몰랄농도를 기 으로 정의되면 모든 활동도계수

는 1이 되며,  값도 1이 된다.용액내의 용매의 활동도는 상 퓨가시티에 의해

주어진다.

 
 (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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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에서 
는 용액과 같은 온도상태,그리고 순수용매의 증기압과 동일한

압력상태(기 상태)에서의 순수용매의 퓨가시티이다.

용액 내의 해질과 이온의 Pitzer매개변수를 구하기 한 실험법 표 인

방법인 isopiestic 방법은 용매의 활동도를 구하기 한 상 인 방법이다.

Isopiestic실험방법은 두 개 이상의 상이한 용액 사이에서 각 용액에 있는 각각의

용매가 서로 같은 활동도를 갖게 되는 이른바 평형을 이룰 때까지 각각 용액 용

매의 증기가 상호 이동하는 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이 방법은 용액들 하나

이상의 용액에서 용매의 활동도가 직 인 방법으로 알려진 기 용액이 필요하다.

기 용액에서는 일정 농도구간 내에서 각 농도에 응하는 활동도 혹은 삼투인자의

표 값이 요구된다.이러한 표 값은 비 상승법,빙 하강법 등과 같은 직 인

방법에 의하여 구해진다.

이론 으로 살펴보면 isopiestic평형상태에서는 아래 식과 같이 각 용액내의 용

매는 동일한 활동도를 갖게 된다.

  (3.6.30)

평형상태에 놓인 각각의 용액에서는 부분의 경우 기 용액으로서 2성분 용액

이 선택된다.Isopiestic실험에서 2성분 기 용액과 평형을 이루는 임의의 해질

용액과의 계는 아래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ln  ln
 (3.6.31)

의 식에서 *표시는 기 용액을 의미한다.

삼투인자의 정의를 규명하는 식(3.6.23)에 의거하면 식은 아래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3.6.32)

식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isopiestic평형을 한 기본식이 얻어진다.








(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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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6.33)을 통해 기 용액과 평형을 이루는 임의의 용액 의 용매에 한 삼

투인자를 구할 수 있으며,임의의 용액의 몰랄농도에 해당하는 삼투인자를 얻을 수

있다.Isopiestic실험은 보통 수용액에서 이루어지며,그 부분은 해질 용액

에서 수행된다.Isopiestic기 용액으로는 보통 NaCl,KCl,H2SO4,CaCl2등이 사용

된다.

연구 상 수용액에 한 isopiestic실험을 각 농도별로 수행한다.Isopiestic실

험을 통하여 얻어진 평형상태에서 우선은 연구 상 수용액의 몰랄농도와 표 용액

의 몰랄농도를 측정한 후,식(3.6.27)을 통하여 연구 상 수용액의 삼투인자를 산출

한다.수용액의 몰랄농도와 이에 따른 삼투계수를 바탕으로 회기분석을 통하여

Pitzer매개변수를 산출하 다.단일 해질 수용액의 경우 농도와 삼투계수의 상

계는 단일 해질 용액의 경우 아래 식으로 표 된다.

 




 

  (3.6.34)

여기서,

 

′
(3.6.35)


  ′


′


 ′ (3.6.36)


 


   (3.6.37)

다른 Pitzer함수를 이용하는 설명으로서 [3.6.62]는 273.15와 373.15K에서

Na2SO4+NaCl의 수용액 열역학 성질을 계산하기 해 Pitzer’smodel을 사용하

는데,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활동도와 활동도계수,엔탈피와 같은 열역학 성질이 excessGibbsenergy로부

터 유도될 수 있다.식(3.6.8)과 식(3.6.17)같은 형태로부터  이온에 한 partial

molarexcessGibbsenergy,
는

(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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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물 1kg을 포함하고 해질 용액의 excessGibbsenergy이다.순수한

물의 chemicalpotential은

(3.6.39)

물의 활동도는 늘 삼투압 계수로 표시된다.

(3.6.40)

식에서 
 :이상용액(idealsolution)에서 물의 활동도,

 :molecularweightofwater(18.0153g/mol),




 :용질화학종의 총 몰농도의 합

삼투계수는 다음과 같이 로 표시할 수 있다.

(3.6.41)

Heateffectdata(용해,희석,혼합 등)는 excessenthalpy()와 연 되며,물 1

kg을 포함한 용액 은 다음과 같이 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3.6.42)

Pitzer[3.6.63,3.6.64]는 수화 해질 용액의 에 한 일반식을 제시하 다.이

식에서 는 이온간의 long-range상호작용의 효과를 나타내는 Debye-Huckel

term과 용매에 녹아있는 다른 성분들(solutespecies)사이의 short-range상호작용

을 나타내는 이차항의 합으로서 표시된다.다성분 계에서 양이온과 음이온들의 활

동도 계수와 삼투계수에 한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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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

여기서

 ln


(3.6.44)

(3.6.45)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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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 함수 g와 g'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상기 계산식에서 사용된 기호들의 정의(Nomenclature)는 다음과 같다.

- :activityofspecies

- :Debye–Huckelslopeforenthalpy

- :Debye–Huckelterm associatedwithPitzer’smodelfortheosmotic

coefficient

- :universalparameterwiththevalue1.2kg1/2mol-1/2

-cal:calculated

- :adjustablebinaryparameterforPitzer’smodel

- :excessGibbsenergy ofan electrolytesolution containing 1kg of

water

- :ionicstrengthinthemolalityscale

- :solubilityproductofsolidspecies

- :excessenthalpyofasolutioncontaining1kgof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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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lalityofsolutespecies inanelectrolytesolution

- :molecularweightofwater18.0153g․mol
-1

-P:pressure,Pa

-R:Gasconstant,8.31451J․mol
-1
․K

-1

-T:temperature,K

-To:referencetemperature298.15K

-z:numberofchargesontheionicspeciesI

l Greekletters

- :equalto2.0kg1/2․mol-1/2for1-1,1-2and2-1electrolytes

- :adjustablebinaryparameterforPitzer’smodel

- :adjustablebinaryparameterforPitzer’smodel

- :activitycoefficientofspecie inthemolalityscale

-
 :standardGibbsenergyofdissociationofsolidspecies

- :molardissolutionenthalpy

-
∞ :molardissolutionenthalpyatinfinitedilution

- :adjustableparameteraccountingforinteractionsbetweenionsoflike

sign

- :chemicalpotentialofspecies

-
 :chemicalpotentialofspecies  inthehypotheticalmolalidealsolution

(unsymmetricalconvention)

-
 :chemicalpotentialofpureliquidwater(unsymmetricalconvention)

-
 :partialmolarexcessGibbsenergyofspecies

- :stoichiometricnumberofionic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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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moticcoefficientofthesolution

- :adjustableternaryparameter

l Subscripts

-a:anion

-c:cation

-i:speciesi

-j:speciesj

-k:speciesk

-w :water

2) 온도의 보정

부분의 열역학 데이터는 25°C를 기 으로 표시한다.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이

처분된 심부 지하환경은 방사성 물질의 붕괴열에 의해 온도가 상승할 수 있다.이

게 표 상태가 아닌 온도를 보정하기 한 평형상수는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log    ∙  ∙ log 

여기서 A,B,C,D,E는 상수이고,는 온도를 나타낸다.일정 압력에서

반응에 한 열용량의 변화는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
   ∆∆∙∆



부분의 반응에 해 일정 압력에서 ∆
 의 값이 알려지지 않았으며,이

런 경우 온도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 ∆
 는 일정하다고 가정되어야 한다.그러면

온도 에 한 반응상수는 기 온도( )에 하여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log  log  ∆
  ∙ ln ∙   

식은 MINEQL,PHREEQC 등과 같은 지화학 코드에서 사용되어지는

integratedvan'tHoff함수이다.이 식은 무한히 묽은 용액에 용되는데,식의 유

도식과 강 해질에서의 용성 등에 한 자세한 설명은 [3.6.2]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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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타 주요 핵종들의 열역학 데이터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련 악틴족 외에 여러 가지 주요 심 핵종들의 열역

학데이터도 부가 으로 조사하 는데,그 I,Ni의 열역학데이터를 각각 표 3.6.13

∼표 3.6.14에 표 으로 수록하 다.

표 3.6.13.니 화합물의 반응에 한 열역학 데이터

A e ac~ o n Ae!ere nce (! 09 K) 

OECD Nag,a S때 Se!ec l ed 

에 i*2 ‘ fl20 - NiOfl’ ‘ " . • " 9. 5O :!: D. 36 9.. 50 :10.36 

써1‘Z ‘ 2H20 - Ni (OH) 2\ aq) * 양{‘ . ,e "αJ:!: I.OO 10.00:1 1. 00 

에 i*2 ‘ 에120 - Ni (OH) 3- * 양" •.2"3.7 29. 70:!: 1. 50 29.70 :11. 50 

에 i*2 ‘ 4H20 - Ni (OH)4- 2 - 4K* ~ ， -44. !JJ:!: D. W 44. 90 :10. 60 

2N i*2 * H20 - Ni20H*3 * H‘ • '" ‘lOO:!: 1. 2û 9.. 80 :1 1.20 

4N i*2 * 싸<ro - 에 i 4(OH ) 4 -4 * 짜{‘ ←η 9 27. 9"J:!: I.OO 21.90 :1 1 이] 

에 i*2 ‘ flS- - NiHS* '" 5. 5O :!: D. 2ú 5.5O :!: D. 2ú 

에 i *3 ‘ 2HS- - Ni(H S)2 11.6 11.1 0:!: D. IO 11. I O:!: D. 10 

에 i*2 ‘ S203- 2 - NiS20 :o( aq ) , .æ 'Æ 
에1‘Z ‘ 304- 2 - 에 i 304( aq) 2. 2731 , m , 
에 i*2 ‘ 230 4- 2 - Ni(S0 4)2-2 ‘ 2 " 에 i*2 ‘ C0 3- 2 - 써 i C0 3 (aq) ‘ 4αJ :!: D. :lJ 4. 00 :10. 30 

에 i *2 ‘ C0 3- 2 * 써 . - 에 i flC0 3* l • E 1• æ 
에1‘Z ‘ ZC0 3-2 - Ni(C03)2-2 " " " 에 i C0 3 (aq) * C03- 2 - 샤i(C 0 4)2-2 " " 에 i*2 ‘ flC03- - 써 i HC03’ 

에1‘Z ‘ fl2P0 4- - NiH2P 0 4‘ ， .~ ， ~ ， . ~‘ 

에 i*2 ‘ fl2P04- - NiHP0 4- ‘ ". • a • , .æ 
에1‘Z ‘ fl2P04- - NiP0 4* - 2H* 11.19 1 ‘ " 
에 i*2 ‘ H앙'0 ' ‘ 2H20 - Ni (OH) 2H P0 4- 2 ‘ ￥" 22. 59:!: 3. û7 22. 59:!:3. 07 

에1‘Z ‘ fl2P0 4 ‘ ￥120 - N i ( OH)~2P0 4-2 ‘ ~‘ 25. 24:!:2. 81 25. 24:!:2. 81 

에 i*2 ‘ 2H2P 0 4- - NiHP201- * H* * H20 7. 54 :!: D. SI 7. 54:!: D. 31 

에1‘z ‘ 2H2P 0 4- - NiP207-2 * 2H* ‘ H2a월〕 13. 11 :!:D. 81 13. 11 :!:D. 81 

2N i*2 * 2H 2P 0 4- - Ni2P201 ’ 2H* * H 7. 8"3 :!: 1.31 7. 8"3 :!:1.31 

써1‘Z ‘ "'훈 -NiN0 3+ " 。‘
에 i*2 ‘ 2N0 3- - N i (씨0 3) 2\aQ ) →Q밍 →Q밍 

에1‘Z ‘ F- - NiF‘ 1 αJ :!: D. 2ú 1 αJ :!: D. 2ú 

에 i*2 ‘ Cc - 에iCI * 1 αJ :!: D. 5O 1 αJ :!: D. 5O 

PHASES 

Ni(OH)2\ c,) - Ni(OH)2\aQ) • ; ., • ” 
에 i (OH ) 2\ c，) + OH- - Ni(Ofl)3- ." ." 
Ni(OH)2\ c,) ‘ 2OH- - Ni(OH)4- 2 ←ι‘ 카a‘ 
NiCO :o( c,) - Ni+2 * C0 3-2 11.2 11. 20 :!: IUJ 1I . 20:!:0 에 

Ni(OH)2\ s) ‘ 2H - - Ni+2 * 2H20 10. 50 :!:α w 1D. 5O:!:D. 5O 

에 i O(s ) ( Bun s e nile ) ’ 2H* - Ni *2 + H∞ 12.41 :!: O.Gl 12. 41:!:D. GI 

"m‘0 4(T，ev에.， . 하{‘ - Ni‘ 2 ’ 2Fe*3 -4H20 3.40 :!:D. 73 9. 40:!: D. 13 

Ni20:o( s) ‘ 6K+ - 2e- - 2N i+2 ‘ 영，~ ~~ ~~ 

N i 30'μ ， ) ‘ 영，+- 2e- - 3에 i+2 ‘ '"~ ~)‘ u 
에 i SiO :o( Pyro xe ne) + 2H‘ ’ H20 - Ni *2 ’ H4Si04 • , æ ←Z어 

N i 23i0 4( 0Ii언00) ‘ 4H- - 2Ni‘ 2 * H4Si0 4 19. 24 :!:I .32 19. 24:!: 1. 32 

Ni:o(P0 4)2\c r) • 얘， * - 3N i*2 ‘ 2H2P04 1D. 11 1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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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4.아이오딘 화합물의 반응에 한 열역학 데이터

3.수착 D/B구축

가.웹 기반 수착 D/B(KAERI-SDB)시스템 개발

1) 개요

기존의 수착 DB 로그램인 SDB-21C시스템은 핵종 수착 자료의 추가 변

경된 자료를 사용자에게 달이 어려운 단 이 있었다.웹기반 핵종 수착 DB 로

그램인 KAERI-SDB는 이러한 단 을 보완하고자 SDB-21C를 개선하여 사용자가

인터넷 웹 라우 를 이용하여 수착 DB 시스템(http://sdb.kaeri.re.kr)에 속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KAERI-SDB는 인터넷 웹 라우 를 통하여 원격에서 속하

므로 사용자의 컴퓨터에 별도의 로그램 설치 없이 핵종 수착 자료를 검색하고

장하는 것이 가능하다.SDB-21C와 KAERI-SDB의 차이 을 표 3.6.15에 정리하

다.

KAERI-SDB는 웹 기반 형식으로 인터넷 웹 라우져로 URL을 속하므로

근성이 좋아 리자 사용자가 련 정보를 확인하거나 리하는 것이 용이하다

는 장 이 있다. 한,24시간 무상정지 시스템을 제공하고,DB 로그램을 추가 개

발하거나,개발된 내용을 구 하고 용할 때 시스템의 단 없이 용이 가능한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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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SDB-21C KAERI-SDB

운 체제 MSWindow 제한없음

DB 리 시스템 MDB MySql

서버 없음 Linux2.1이상

웹 응용 서버 없음 TOMCAT5.0

웹 라우 없음 제한없음

설치 속방식 로그램 설치하여 속 웹 라우져로 URL 속

표 3.6.15.SDB-21C와 KAERI-SDB의 차이

2) KAERI-SDB서버 시스템 사양

KAERI-SDB소 트웨어를 운 하기 한 D/B서버는 다음과 같은 사양을 가

지고 있다.

가) 하드웨어

-CPU:IntelXeonProcessorX5405(Quad-Core,2GHz)

-Mainboard:SupermicroX7DVL-L

-RAM :4GB

-HDD:SATA2500GB×2ea(RAID)

나) 운 체제

-LinuxFedor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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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BMS

-MySQL

3) KAERI-SDB시스템 구성

기존의 핵종 수착 DB 로그램인 SDB-21C의 시스템의 클라이언트-서버 로

그램으로는 신규 추가 변경된 핵종 수착 자료를 사용자에게 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KAERI-SDB는 기존의 로그램을 개선하여 사용자가 인터넷 라우 를

이용하여 KAERIsorptiondatabase시스템(http://sdb.kaeri.re.kr)에 속하므로 사용

자가 별도의 로그램 설치 없이 핵종 수착자료의 검색 장이 가능하도록 구성

되었다.

KAERI-SDB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원자력 련 종사자 일반인들에게 핵

종 수착 DB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게 된다.이로 인하여 핵종 수착 DB

리자가 새로운 수착 자료를 DB에 추가하면 사용자는 웹상에서 변경된 정보를 실시

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이러한 시스템은 종 의 시스템과 달리 사용자의 컴

퓨터에 추가 인 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새로운 자료들을 사용자가 별

도로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 장 을 가지고 있다.

KAERI-SDB의 개발은 그림 3.6.9와 같이 진행되었다.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

석하고 기존 DB를 분석하 다.두 번째 단계로는 DB서버를 구축함과 동시에 DB

로그램을 개발하 다.마지막 단계로 핵종 수착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서버를 시

운 한 후,KAERI-SDB를 웹 라우져 상에 공개하 다.

앞 에 살펴본 KAERI-SDB서버는 그림 3.6.10과 같은 형태의 네트워크에 연

결되어 원자력 련 종사자 일반인(내․외국인)들에게 KAERI-SDB의 핵종 수

착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게 된다.이로 인하여 KAERI-SDB 리자가 새

로운 수착자료를 D/B에 추가하면 사용자는 웹에서 변경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이러한 시스템의 장 은 종 의 시스템과 달리 사용자의 컴퓨터에 추가

인 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자가 별도로 갱신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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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KAERI-SDB 로그램 개발 체계도.

그림 3.6.10.KAERI-SDB시스템 연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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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종 수착 자료

국내 처분환경에 부합되는 자료가 부족하고 해외의 핵종 수착 DB의 사용상 어

려움으로 인하여 SDB-21C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이 미비하 다.특

히,SDB-21C에는 부분 OECD/NEA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국내 처분환경

에 부합되는 수착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웠다. 재 KAERI-SDB에는 31개 핵

종에 하여 13,000여 개의 국내외 수착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한,KAERI-SDB

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지하연구시설(KURT)을 이용하여 심부 처분환경에서 부합

하는 조건에서 측정한 핵종 수착 자료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향후 꾸 히 국내

처분환경에 부합하는 수착자료를 추가 수록 할 정이다. 그림 3.6.11에는

KAERI-SDB에 수록된 핵종 수착자료를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3.6.11.KAERI-SDB에 수록되어 있는 핵종 수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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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KAERI-SDB기능 사용

1) 개요

KAERI-SDB는 기존 핵종 수착 D/B 소 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고 추가하여

새롭게 Web 기반으로 구 하 다. KAERI-SDB는 사용자가 시스템

(http://sdb.kaeri.re.kr)의 웹페이지에 속하고 로그인을 통해 핵종 수착 D/B 서버

에 속하고 핵종 수착 D/B의 기본 검색,사용자 기본 검색,사용자 상세 검색과

검색 결과 차트,통계 값을 확인하는 기능들이 설계되고 구 되었다.다음은 구 된

화면과 함께 기능을 설명한다.

2) KAERI-SDB기능 사용법

KAERI-SDB 소 트웨어의 기능은 사용자 로그인 기능,회원 가입 기능,아이

디 비 번호 찾기 기능,기본 정보 검색 기능,사용자 기본 검색 기능,사용자

상세 검색 기능,ScatterPlot차트 기능,Index차트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

KAERI-SDB의 각 기능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로그인 기능

KAERI-SDB홈페이지(http://sdb.kaeri.re.kr)에 속하면 그림 3.6.12와 같은 첫

화면을 볼 수 있다.여기서 화면을 클릭하면 그림 3.6.13과 같이 로그인 기능으로

들어가게 된다. 로그인 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처음

KAERI-SDB웹페이지에 들어온 사용자는 회원가입 기능을 실행하여 아이디를 만

들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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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2.KAERI-SDB웹페이지 첫 화면.

그림 3.6.13.KAERI-SDB로그인 화면.

나) 회원가입 기능

처음 사이트에 들어온 사용자는 로그인 화면 하단에 ‘Membershipjoin’버튼을

르고 회원가입 페이지로 들어간다.회원가입 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아이디,이

름,비 번호,E-mail,소속,기타 사항을 입력한 후 확인을 르면 ‘등록 되었습니

다’는 메시지 창이 나온다.그 다음 로그인 화면으로 가서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아

이디와 비 번호를 입력하면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이 완료된다(그림 3.6.13∼그림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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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4.회원가입 페이지.

그림 3.6.15.아이디 비 번호 찾기 페이지.

다) 아이디 비 번호 찾기 기능

사용자가 이 에 입력한 아이디와 비 번호와 잃어버린 경우 그림 3.6.13의

‘ID/PasswordFind’버튼을 러 아이디 비 번호 찾기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그림 3.6.15와 같이 아이디 비 번호 찾기 페이지로 들어오면 아이디와 비 번호

한 가지를 선택하고 회원 가입 시 사용한 이름( 는 아이디),E-mail주소를 입

력한 후 ‘Search’버튼을 르고 등록된 사용자가 있으면 그림 3.6.16과 같은 결과를

보여 다.회원 등록 후 리자가 이를 승인하면,아이디와 비 번호를 입력하여 자

료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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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6.아이디 검색결과.

라) 자료 열람 자료 검색 기능

일반 사용자들은 리자가 제공하는 데이터 검색식 이외의 별도 검색식을 사용

해서 열람을 원하는 데이터를 직 검색하여 수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KAERI-SDB의 검색은 기본 검색과 사용자 기본 검색,사용자 상세 검색으로 크게

나뉜다.

l 기본 검색(DataList검색)

기본 검색(DataList검색)은 리자가 일반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되는 검색 핵

종의 검색식을 미리 설정해 놓은 것으로 리자 모드에서 설정이 가능하다.그림

3.6.17의 화면상에서 Title,Content,IndexName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원하는 데

이터를 선택하고 해당하는 ‘DataView’버튼을 르면 그림 3.6.18과 같은 데이터

리스트 화면이 나타난다.

한 사용자가 직 선택한 데이터는 상단의 ‘Exceldownload’버튼을 르면

그림 3.6.19와 같이 열기, 장,취소의 버튼이 있는 메시지 창이 나타나고 ‘열기’버

튼을 르면 그림 3.6.19와 같이 MicrosoftExcel이 기동되어 스 드시트 상에

선택한 데이터가 표시된다.그림 3.6.19에서 ‘장’버튼을 르면 일 장을 한

일반 인 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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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7.기본검색 자료화면.

그림 3.6.18.검색자료 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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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9.Excel데이터 연동화면.

l 사용자 기본 검색(BasicSearch)

사용자 기본 검색 화면에서는 해당 원소에 해 선택하고 ‘추가’버튼을 르면

그림 3.6.20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우측의 비어있는 창으로 선택한 원소가 이동되고

좌측 창에서는 없어진다.하단에 ‘OR’,‘AND’체크 상자는 선택조건을 변경하여 데

이터 검색 시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 다.

이 게 선택한 원소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해 ‘확인’버튼을 르면 그림 3.6.

21과 같이 Solid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난다.원하는 Solid 에 표시되어 있는 체

크 상자에 체크하고 ‘확인’버튼을 르면 그림 3.6.22와 같이 사용자 기본 검색 결

과 화면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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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0.기본검색 화면.

그림 3.6.21.Solid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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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2.사용자 기본 검색 결과 화면.

l 사용자 상세 검색(DetailSearch)

사용자 기본 검색을 실시한 후 보다 상세한 검색을 원하면 그림 3.6.22의 우측

상단에 있는 ‘DetailSearch’버튼을 러 상세 검색 기능을 수행한다.‘Detail

Search’버튼을 르면 그림 3.6.23과 같은 사용자 상세 검색 입력 화면이 보이고

원하는 선택 범 를 입력 후 확인을 르면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에서의 상세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상세검색에서는 사용자가 기본검색의 결과에서 특정 조건에 한 수착 분배계

수를 추출해 내기 하여 pH,산화/환원 ,온도,반응시간,수용액/고체비,이온

강도,용존유기물 수용액 구성 이온농도(Ca
2+
,Na

+
,K

+
,Mg

2+
,F

-
,Cl

-
,NO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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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4
2-
,Fe(total),HCO3

-
)등에 한 제한 검색을 수행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실

험조건에서의 분배계수를 추출할 수 있다.

그림 3.6.23.사용자 상세 검색 입력 화면.

마) 차트기능(ChartView)

차트기능은 사용자가 검색한 자료를 그래 형태의 결과물로 보여주는 기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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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tterplotchart)이고 두 번째는 지수도(Indexchart)이다. 한 수착분배계수는

실험조건에 따라서 수천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한 지화학 조

건에서 다양한 수착분배계수를 나타내는 특성을 고려하여 SorptionDB에 반 하여

두 가지 형태의 차트는 Y축을 일반 스 일과 로그 스 일로 표 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화면상에서 ‘로그스 일보기’체크 상자를 선택하면 Y축을 로그 스 일

로 볼 수 있다.이는 한 것이다.사용자가 로그인 후 ‘DataView’버튼을 러 검색

을 요청한 데이터가 나오면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ChartView’버튼을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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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4,그림 3.6.25와 같이 검색 데이터를 산포도 는 지수도로 각각 표 한

다.

l 산포도

그림 3.6.24의 앙 상단에 ‘X축 설정하기’콤보 상자의 화살표를 르면 지화학

조건 즉, 기 pH (pH START),최종 pH (pH END), 기 산화환원 (Eh

START),최종 산화환원 (EhEND),이온강도 (IonicStrength,IS),탄산염

(HCO3Dissolved,Carbonate),용존 유기탄소 (OrganicCarbon,DOC)등의 목록이

나타난다.이는 핵종 수착에 향을 주는 주요 요소에 한 결과를 X축에 정의함으

로써 사용자가 체범 에 해서 수착경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다.이 한

가지를 선택하여 X축을 설정 할 수 있으며,Y축은 선형 스 일과 로그 스 일로

설정하여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l 지수도

지수도는 산포도의 지화학 향요소를 특정 구간별로 표 할 경우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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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IS),HCO3 Dissolved(Carbonate),OrganicCarbon(DOC) 하나를 르

면 산포도에서 그림 3.6.25와 같이 지수도로 변경된다.지수도에서 표 되는 각각의

지화학 변수와 변수들의 범주 범 를 표 3.6.16에 정리하 다.화면상의 ‘로그

스 일보기’체크 상자를 선택하여 Y축을 선형 스 일과 로그 스 일로 설정하고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한 그림 3.6.25와 같이 Index차트의 하단부에 ‘구간별

모평균 95% 신뢰구간’테이블을 표시하여 검색 결과 데이터에 한 신뢰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 하 다. 로그램에서 구 된 신뢰도는 표본의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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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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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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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화학 변수 변수 범주 단 범

pH

StrongAcidic

-

3～5

WeakAcidic 5～7

WeakAlkaline 7～9

StrongAlkaline 9～12

Eh

StrongReducing

mV

-400～-150

WeakReducing -150～0

WeakOxidizing 0～150

StrongOxidizing 150～400

IonicStrength

StrongFresh

mol/L

0.0001～0.001

WeakFresh 0.001～0.01

WeakSalt 0.01～0.1

StrongSalt 0.1～1

HCO3

VeryLow Carbonate

mg/L

0.6～60

Low Carbonate 60～300

Medium Carbonate 300～600

HighCarbonate 600～3000

DissolvedOrganic
Carbon(DOC)

Low DOC
mg/L

0.001～0.1

HighDOC 0.1～10

표 3.6.16.지수도에 고려한 지화학 변수,변수들의 범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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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4.산포도 구 화면.

그림 3.6.25.지수도 구간별 모평균 95% 신뢰구간 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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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AERI-SDB의 응용

1) 기본검색을 이용한 수착특성 평가

가) 산화철 물에 한 우라늄 수착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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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층에서 우라늄의 이동에 요한 역할을 한다.특히,산화철 물과 같은 속

(수)산화물은 오염물질의 자연수계에서의 수착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며, 물

는 콜로이드 형태의 산화철과 오염물의 착화물 반응은 지하환경에서 오염물질의 거

동에 요한 인자이다[3.6.65].산화철 물은 자연계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일부

속이온에 한 수착친화도가 크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산화철 물에 한 수착 친화

도가 큰 이온의 이동 지연에 많은 향을 다[3.6.66].

일반 으로 산화 물의 우라늄 수착은 2정도의 좁은 pH 역에서 빠르게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특히 침철석은 비결정형 함수산화 물의 최종 생성물 의

하나로 자연계에서는 부분 철의 산화 수산화물(Fe-oxy-hydroxide)형태로 존재

한다.단열충 물 에서 ferrihydrite,침철석, 철석 등과 같은 산화철 물들의

우라늄 수착은 pH에 의존 인 강한 결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11].따라

서 침철석의 농도와 pH의 변화에 따른 우라늄의 수착을 KAERI-SDB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침철석의 우라늄 수착을 평가하기 하여 검색의 범 는 핵종으로는

우라늄,그리고,고체매질로는 침철석(goethite)으로 하 다.

검색결과로 얻은 침철석에 한 우라늄 수착 자료를 그림 3.6.26에 나타내었다.

우라늄의 농도가 1×10-4～5.0×10-5M의 범 일 때,pH 3.0에서 우라늄은 거의 수착

이 되지 않거나 게 수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pH 5～7사이에 우라늄 수착

이 증가하는 반면에 알칼리 역으로 pH가 증가하면서 다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높은 pH 역에서 우라늄의 수착은 뚜렷이 감소하 는데,이는 물표면

의 작용기와 친화력이 약한 우라늄-탄산염 착화물 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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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철석에 한 우라늄 수착의 Kd 분포범 를 확인하기 하여 그림 3.6.27과같이

검색자료를 지수도로 구 할 수 있다.

그림 3.6.26.침철석의 우라늄 수착에 한 산포도.

그림 3.6.27.침철석의 우라늄 수착에 한 pH지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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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녹니석에 한 우라늄 수착 측

녹니석은 주로 변성암이나 화성암 등의 일차 물에서 기인하거나,각섬석

(hornblende),흑운모(biotite), 는 기타 철-망간 물의 변형된 산물로 생성되기도

하는 (Mg,Fe,Al)6[AlSi3O10](OH)8의 구조식을 갖는 2:1:1구조의 표 인 토 물

이다[3.6.67].녹니석에 한 우라늄 수착을 KAERI-SDB로 평가하기 하여 nuclide

를 U,그리고,solid를 chlorite로 하는 기본검색을 수행하 다.녹니석은 화강암과

같은 암석에 미량 함유되어 있는 물이며,아울러 암반 단열 충 물의 하나이다.

암석에 미량 함유되어 있을 경우,녹니석은 우라늄의 수착에 한 기여도가 큰

물로 알려졌다[3.6.68].

녹니석의 우라늄 수착이 크게 나타나는 다른 이유로는 녹니석에 함유되어

있는 철 성분에 의한 수착을 가정할 수 있다[3.6.69,3.6.70].녹니석은 일라이트

(illite)와 같은 2:1 토 물에 비하여 비표면 과 양이온교환능이 음에도 불구하

고,구리,니 ,크롬,비소 등의 양이온들에 한 친화력이 훨씬 좋은 것으로 알려

졌다.이는 녹니석에는 고 핵종과 친화도가 높은 철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철 성분이 녹니석의 구조에서 용출되어 철산화물을 형성할 경우,수착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녹니석의 다른 수착 메커니즘으로 미세

균열 는 미세공극에 한 확산을 생각할 수 있다.즉, 기 수착과정에서 우라늄

은 녹니석의 표면에 수착되지만,시간이 경과하면서 녹니석의 미세균열이나 미세공

극 등의 내부 수착 으로 확산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3.6.71].그림 3.6.28,그림

3.6.29에는 녹니석의 우라늄 수착에 한 산포도 pH지수도를 각각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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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8.녹니석의 우라늄 수착에 한 산포도.

그림 3.6.29.녹니석의 우라늄 수착에 한 pH지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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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 화강암에 한 우라늄의 수착

심부 지질의 처분장 모암으로 평가되고 있는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을 평가하기

하여 nuclide를 U,solid를 granite로 하여 기본검색을 수행하 다.그림 3.6.30,그

림 3.6.31에는 pH 변화에 따른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한 산포도 지수도를

각각 나타내었다.

분쇄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은 pH에 매우 민감하게 의존 이며,분배계수 Kd는

pH에 따라 약 0.2～500mL/g의 범 를 나타내었다.Kd 값은 산성 역에서부터

pH가 증가함에 따라 차 증가하다가 pH 7근처에서 최고 값을 가진 후 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이러한 우라늄 수착량의 증가는 우라늄의 화학종

과 하게 련되어 있다.이 pH 범 에서 우라늄은 주로 UO2
2+
,UO2(OH)

+
,

(UO2)3(OH)5
+
등과 같이 양이온으로 존재함으로 수착량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즉,우라늄 수착은 주로 우라늄의 수산화 복합물이 지배 인 화학종일 때 발

생한다고 할 수 있다[3.6.72].

염기 역에서는 우라늄 수착량이 격히 감소하는데,이것은 용액 에 탄산염

이 존재할 경우에 이 탄산염과 우라늄이 결합하여 음이온의 탄산 복합물을 형성하

기 쉽고 이러한 우라닐 탄산염 화학종은 수착 친화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우라늄의

분쇄화강암에 한 수착량이 격하게 감소하게 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3.6.73].

이를 통하여 우라늄이 용해된 탄산염과 착화물을 이룰 경우, 물 등의 매질과 반

응성이 약하므로 지하환경에서 그 이동성을 증 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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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0.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한 산포도.

그림 3.6.31.화강의 우라늄 수착에 한 pH지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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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검색을 이용한 수착 평가

가) 분쇄화강암의 입자크기 변화에 따른 스트론튬의 수착 평가

분쇄화강암에 한 Sr(II)의 수착에 있어서 화강암 입자크기의 향을 평가하기

하여 KAERI-SDB를 이용하여 등온선을 구하 다.등온선을 구하기 하여 기본

검색(Basicsearch)에서 nuclide는 Sr를 solid는 granite을 각각 선택하여 검색하 으

며 기본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검색을 수행하 다.상세검색에서는 온도를 20°C,

기 pH를 6.5로 각각 설정하여 검색하 다.상세검색을 통해 구한 두 종류의 분

쇄 화강암에 한 Sr의 등온선을 그림 3.6.32에 나타내었으며,두 개의 등온선은

Freundlich타입의 등온선으로 표 되었다[3.6.74].Freundlich등온선에서 기울기가

1일 경우,등온선은 선형 계로 표 되고,이때 편은 LogKd가 된다.기울기가 1

에 가깝게 표 되므로 그림 3.6.32에 나타낸 등온선이 선형 계라고 가정하 을 경

우,등온선으로부터 입경이 큰 화강암과 작은 화강암 입자에 한 Kd평균값은 각

각 229.0±52.7mL/g과 20.8±1.7mL/g으로 나타난다.이처럼 Kd값이 10배 정도 크

게 나타나는 것은 입자가 큰 화강암에서 Sr의 matrixdiffusion에 기인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3.6.75].

그림 3.6.32.분쇄 화강암의 입자 크기 변화에 따른 스트론튬의 수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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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카올리나이트의 우라늄 수착에 한 탄산염의 향

우라늄 수착에 한 탄산염의 향을 평가하기 하여 기본검색 상세검색을

수행하 다.Nuclide를 U,solid를 kaolinite로 각각 설정하여 기본검색을 수행하

다.기본검색 결과 에서 원하는 자료를 얻기 하여 temperature를 25℃로 설정하

여 상세검색을 수행하 다.그림 3.6.33에는 카올리나이트의 우라늄 수착에 한 탄

산염의 향을 나타내었다.상세검색 결과를 통하여 카올리나이트의 우라늄 수착은

탄산염에 많은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용존 탄산염에 의한 우라늄 화

학종 분포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우라늄은 탄산염이 존재할 경우,낮은 pH 역에서 우라닐 이온 는 수산화

우라닐 이온으로 주로 존재하지만,pH가 증가할수록 우라닐-탄산 이온 는,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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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형성하게 되면 물표면과 반응성이 감소하게 되며,이는 KAERI-SDB의 검색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 다.

그림 3.6.33.카올리나이트의 우라늄 수착에 한 탄산염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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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과 요약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요한 악틴족 원소들뿐만 아니라 핵분열생성물

을 포함한 주요 심 핵종들에 하여 2002년 당 부서에서 발간한 열역학데이터 뿐

만 아니라,OECD/NEA,Nagra/PSI,JAEA,SKB데이터 최근 문헌에 발표된 지

화학반응에 한 열역학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들의 열역학 데이터를 상호 비교하

다.이 선택된 열역학 데이터는 본 장의 제 2 과 4 에서 용해도 계산에 사용되

었다.한편,이 열역학 데이터들은 표 상태(25°C,1atm,이온강도 =0M)를 기

으로 기록하는데,실제 처분장에서는 지하수를 구성하는 이온들의 이온강도와 처분

장의 온도가 표 상태가 아니므로 이를 보정하는 방법을 소개하 다.아울러 방사

성폐기물 처분에서 심핵종인 주요 핵분열생성물의 열역학데이터도 조사하 다.

기존에 개발된 핵종 수착 데이터베이스 로그램인 SDB-21C는 검색기능과 다

양한 차트 구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개인용 컴퓨터에 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근성이 좋지 않아서 사용자가 제한되어 있었다.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하여 웹 라우 를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핵종

수착 자료를 검색 추출할 수 있는 신개념의 핵종 수착데이터베이스 로그램인

KAERI-SDB를 개발하 다.

KAERI-SDB는 로그인/회원가입,수착 자료 검색,그리고,차트구 등의 다양

한 기능을 포함하도록 고안되었다.KAERI-SDB의 사용자는 기본검색을 통하여 특

정 물들에 한 특정 핵종들의 수착분배계수들을 추출할 수 있으며,상세검색을

통하여 기본검색된 자료들을 다양한 지화학 조건별로 추출할 수 있다. 한 검색

추출한 자료를 장하거나 산포도 는 지수도 등으로 표 할 수 있다.

KAERI-SDB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특정 지화학 조건에서 단일 Kd값 추출

-특정 지화학 조건에서 Kd값의 분포 결정

-산포도를 이용한 지화학 조건 변화에 따른 핵종의 수착경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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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산화환원 ,이온강도,탄산염 농도,용존 유기탄소 등의 특정 지화학

조건의 범 내에서 핵종의 수착 자료 평가

-통계 방법을 이용한 핵종 수착자료 평가

KAERI-SDB는 웹 라우 를 이용하여 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일반인뿐만 아

니라,정부 계자,원자력 련 산업 종사자,인허가 기 ,핵종 수착 련 연구기

등에 다양한 핵종 수착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이는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 성 평가 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한 국민의 신뢰

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아울러,국제 사회에도 국내 핵종 수착 데이터

베이스 리체계에 한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외 인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

을 것이다.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l 웹기반 수착 D/B개발(기존 수착 D/B 로그램 분석,웹기반 D/B서버 구축

로그램 구 )을 통해 핵종 수착자료에 한 웹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인터넷

속주소 “http://sdb.kaeri.re.kr”를 통하여 재 구축된 웹기반 수착 D/B에 속

하여 핵종 수착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 다.

l KAERI-SDB는 인터넷으로 사용자가 수착자료의 검색 특정 지화학 조건에

서 추출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갖고 있다. 한 세계 최 로 핵종 수착 D/B 로

그램에 확률론 통계기법을 용함으로써 기 개발된 국내외 D/B보다 한층 더

신뢰성 있는 핵종 수착 자료를 제공하도록 설계하 다.

l KAERI-SDB에는 Am,Ba,C,Ce,Sc,Eu,I,Mn,Ni,Np,Pm,Pu,Ra,Ru,Sb,

Se,Sr,Tc,Th,U,Zn,Zr등 총 31개 핵종에 한 12,000여 개의 수착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향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해외 자료들이

꾸 히 수록될 것이다.



-276-

제 7 암반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확산특성 평가

1.연구 개요

지하 심부에 처분된 방사성핵종은 장기간에 걸쳐 지하수와 하면서 용해되

어 결국은 지하수를 타고 암반균열사이를 통해 이동하게 된다.핵종은 암반균열 평

면과 다양한 물리화학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수착성 핵종의 경우에는 암반표

면 물에 수착하여 이동이 지연되는 반면,비수착성 핵종은 상호작용없이 지하수와

같이 이동하므로 장반감기 음이온이나 악틴족복합물의 경우 처분안 성평가에 주요

심핵종으로 부각된다.다행히,결정질암반의 경우 공극률이 0.003정도 수 으로

아주 작지만 이 암반공극내로 핵종이 확산해 들어가 상당한 이동지연효과를 나타내

게 된다. 로,1m3부피 암석내로 확산해 들어갈 수 있는 핵종의 양은 약 3L수

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핵종이 매질 내 확산을 통해 이동 지연될 수 있으며,이

런 에서 확산 메커니즘이 핵종이동 안 성평가에 가장 요한 인자로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다[3.7.1∼3.7.3].

방사성핵종들의 확산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통확산(through-diffusion)

과 내부확산(in-diffusion)으로 나 수 있는데, 통확산은 핵종이 매질을 통해서

맞은편으로 확산해 나갈 때 확산해 나온 핵종들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 측정해서 확

산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간단한 확산모델을 용하기 해 이 방법에서는 원

액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이며,핵종확산계수를 구하기 해 가장 표

화된 방법으로서 이론 으로 잘 정립되어있는 방법이다.

한편 내부확산(in-diffusion)은 큰 부피의 지하매질내로 핵종이 확산해 들어가게

하고 장시간이 경과한 후 지하매질을 여러 부분으로 단해서 핵종농도분포를 구하

는 방법이다[3.7.5∼3.7.7]. 통확산실험을 수행하기 어려운 토양이나 토층에서 핵

종확산계수를 구하는데 많이 쓰이고,암반층에서 확산깊이를 측정하는데도 이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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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방법은 통확산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농도분포측정을 하기 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할 뿐 아니라 실험장치 특성별로 다양한 경계조건을 반 해야하기 때

문에 복잡한 수학 모델수립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최근에는 자기방사분석

(autoradiography),X-선 단편분석(X-선 tomography)등 첨단 기기를 사용해 암석

내부에 확산해 들어간 방사성핵종들의 농도를 검출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어,내부확

산실험을 수행한 후에 암석이나 토양을 단에서 핵종농도 분포와 물과 핵종 간

결합형태 찰 등 다양한 미세 물리화학 반응연구도 수행 가능 해졌다[3.7.8].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수년간 암석에 해 통확산실험을 심으로 확산

계수측정이나 핵종확산특성을 분석해 왔으며,2007년도부터 암반에서 핵종의 확산

깊이연구를 시작해,실험장치 설계 제작,실험방법개발 등을 완료한 후,2008년

부터 확산실험을 개시하 다.실험은 표 3.7.1에 요약한 바와 같이 실험 상 암석

은 지하연구시설(KURT)에서 채취한 신선화강암과 풍화화강암을 선정하 다.실험

상핵종은 비수착성 핵종으로 삼 수소수(THO,tritiatedwater)와 유기염료인 우

라닌(uranine,Na-fluoroscence)를 사용하 고,수착성 핵종으로는 Np,Co,Sr,Cs,

U,Eu,Th등을 사용하 다.확산실험기간은 풍화암은 확산속도가 상 으로 빠르

므로,일 년 이내,신선암은 2년 이상으로 잡고 있다.

암석 핵종 실험기간

Freshgranite

r=2.48

e=0.006

Set#1:THO

Set#2:Np,uranine,

Co,Sr,Cs,U,Eu,Th

2007.11∼ 2009.11(2yr)

2007.11∼ 2009.11(2yr)

Weatheredgranite

r=2.25

e=0.023

Set#1:THO

Set#2:Np,uranine,

Co,Sr,Cs,U,Eu,Th

2008.4∼ 2008.12(8month)

2008.4∼ 2009.1 (9month)

표 3.7.1.확산 깊이 측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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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험 상 암석 기 물성 측정

가.실험 상 암석 가공

암석은 KURT에서 신선한 화강암과 풍화가 많이 진행된 화강암류 두 종류를

채취하여 가공하 다.그림 3.7.1에 두 암석시료 사진을 실었는데,외 상으로도 풍

화에 따라 물이 변화된 모습을 찰할 수 있다.풍화암은 물변성이 많이 일어

나고,물리 강도도 약하며,신선암에 비해 공극률이 10배정도 큰 것으로 미루어,

상당량의 물들이 지하수에 용해되어 빠져나간 것으로 단된다.실험에서는 풍화

에 따른 암석물성변화와 핵종확산에 미치는 향을 확산실험을 통해 평가하 다.

그림 3.7.1.실험 상 신선암( ) 풍화암(아래)코아 사진.

표 3.7.2는 신선화강암 풍화암의 화학조성을 비교해 본 것인데,화학조성에서

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단지 암석 풍화 용해에 따라 공극률이 커지고,이 공

극속에 물이 채워져 공극수함량이 풍화암에서 상 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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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iO2 Al2O3 Fe2O3 CaO MgO K2O Na2O TiO2 MnO P2O5 Igloss

weathered 69.26 15.57 2.57 3.24 0.59 2.68 3.23 0.29 0.06 0.12 2.08

Fresh 70.35 15.81 2.55 3.39 0.59 2.47 3.42 0.29 0.06 0.10 0.65

표 3.7.2.신선암 풍화암의 화학조성

그림 3.7.2는 풍화 화강암의 박편사진으로 장석이 풍화되어 견운모(sericite)화

되어 있다.화강암 주 물 에서 장석이 가장 빨리 풍화되며,이차 물로 변질된다.

그림 3.7.3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흑운모가 풍화되면서 내부에 함유된 Fe(II)가 용해

되어 이동하다가 산화되어 미세균열에 흡착 는 침 되어 이차 산화물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풍화가 진행되면서 미세균열의 분포 크기가 차 발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7.2.풍화화강암 편 미경 사진.



-280-

그림 3.7.3.풍화화강암 편 미경 사진.

나.기 물성 측정

기 측정인자들로서 공극률,비 ,비표면 등을 측정해야하는데,실험 상 화

강섬록암들의 공극률은 수포화법(watersaturationmethod)을 이용하 다.이 방법

은 먼 일정한 형태의 부피의 암석시료를 증류수로 완 히 내부까지 포화되게 한

후 그 무게()를 잰 다음,건조기에 넣고 그 무게의 감소를 측정한다.무게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으면 이 때 암석 내 세공에 들어있던 물이 모두 증발된 것으로 간

주하고 이 때 무게()를 측정한다.공극률은 이들의 무게차이로써 계산할 수 있다.

즉,공극률은 식(3.7.1)과 같이 이들의 무게차이로써 계산할 수 있다[3.7.1,3.7.9].즉,

 







 
(3.7.1)

비 은 다음과 같이 앞의 공극률 결정시 사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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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측정한 비 값은 신선화강암은 약 2.48,풍화화강암은 약 2.25g/cm
3
수 이었

다.즉,풍화암의 경우, 물이 풍화되고,성분이 용해되면서,매질 내를 빠져나가

공극률이 커지고,비 이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암반 종류 공극률() 비 (),g/cm3

신선암 0.006 2.48

풍화암 0.023 2.25

표 3.7.3.시료 상 암석의 기 특성 측정 결과

3.실험장비 설치 확산실험

가.실험장치 설계 제작

암석에 핵종을 함유한 용액이 하게 되면 용액 내 핵종의 자유운동

(Brownianmotion)과 농도차이에 의해 핵종이 암석 내 공극을 통해 암석내로 확산

이동하게 된다.그런데,실제 확산실험장치 설계에서 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은 6

개월 이상 장기간 확산실험 수행에 지장이 없게 장치의 내구성과 지화학 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다. 부분의 자연물에서는 느리지

만 지속 으로 일어나는 물리화학 상호작용으로 인해 서서히 물성이 변하게 된

다.

확산실험장치 설계도면의 를 그림 3.7.4에 실었다.제작 시 유의사항은 장치단

부품들을 조립할 때,물이 부품 간 틈사이로 스며들지 않도록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이다.특히 암석과 실험장치 벽면간 단면을 착 할 때, 체

면에 착제가 골고루 분포하고 경화되도록 해야 한다.이 물 폐기능이 완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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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실험 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으나,이후에는 암석공극이외에 암석과 실

험장치 벽면으로 물이 통과해 갈 수 있는 통로가 서서히 발달하여,나 에는 암반

내를 확산하는 핵종만이 아니라 이외 통로로도 핵종이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장기간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원액부분의 농도 감소가 무시할 수 있는 수 이

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장치를 설계해야한다.이를 해 원액 농도 장조를 실험

용액 장장치와 연결하여 실험 원액농도감소가 략 2% 수 이상으로 일어나

지 않도록 한다.즉,실험용질의 총량이 확산량에 비해 1,000배 이상 커서 확산으로

인한 용액 농도감소가 무시되도록 한다.실험장치에 지하수나 용액을 넣고 3주일

정도 유지시켜 암석세공이 물로 포화되면서 혹시 암석에 균열이 있거나 착이 완

벽하지 않아 물이 세는 경우가 있는지 지속 으로 찰한 다음,완벽한 시스템만을

확산실험에 사용하 다.

이런 폐개념으로 설계한 실험장치를 조립한 개념도를 그림 3.7.5에 실었다.암

석코어를 한쪽 면만을 핵종들이 확산해 들어갈 수 있도록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

은 모두 2cm 두께 아크릴로 경화 시켰다.그 후 이 아크릴포장암석을 회분식

실험용기에 넣고 지지 로 고정시킨다.다음으로 실험용액을 용기에 넣고,두껑을

닫아 외부와 완 히 차단한 다음,상부 마개를 통해 잔여공기를 제거하고,필요시에

는 용액의 화학 물성을 측정한다.이 실험장치도 1년 이상 장기간 동안 외부와

더 완벽한 차단효과를 주기 해 그림 3.7.6과 같은 폐장치에 넣고,질소농도가 일

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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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확산실험장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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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5.확산깊이 측정장치 개념도.

그림 3.7.6.확산깊이 측정장치 폐장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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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7. 폐장치에 확산 실험장치를 장착한 모습.

그림 3.7.8. 폐장치(GloveBox)에 확산 실험장치를 장착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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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확산깊이 측정실험

확산깊이 측정실험 수행을 해서는 먼 실험 상 핵종을 원하는 농도로 지하

수 용액에 용해시키야 한다.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에 안 성평가에서 고려해야할

핵종들로서는 음이온인 Tc,I,C등이 있고,화학 물성이 단순한 K,Co,Sr,Cs

등 양이온이 있고,가장 실험하기 까다로운 악틴족 U,Th,Am,Np,Pu등이 있다.

실험에 사용할 용액 제조에 있어서 유의할 은 6개월 이상 장기간동안 용액의 지

화학 물성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다.특히 악틴족 원소 핵

종의 경우,조그만 환경변화에도 민감하게 용해도,수착 특성 등이 변하므로 특히

주의해야한다[3.7.10].그래서,이들 핵종들을 사용시에는 물성유지를 해 확산에

향을 미치지 않는 범 에서 완충용액(buffersolution)이나 안정제를 첨가하 다

[3.7.11].

한편,실험조건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않고 암석과도 화학반응을 일으키지않

는 비수착성 추 자를 사용해 기본 물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유기염료인 우라닌

(uranine,Na-fluoronine)과 삼 수소수(tritiatedwater,THO)를 이 용도에 사용하

다.그래서 실험장치는 표 3.7.4에 보듯이 비수착성핵종,수착성핵종,풍화암,신선

암 종류별로 각각 실험장치를 제작해 별도 실험하 다.

암반 종류 상핵종 실험기간(년)

신선암

Set#1:THO >2

Set#2:Am,Np,uranine,Co,

Sr,Cs,U,Eu,Th
>2

풍화암

Set#1:THO 1

Set#2:Am,Np,Uranine,Co,

Sr,Cs,U,Eu,Th
2

표 3.7.4.암반 내부확산 확산깊이 측정 실험 조건 상 핵종

본격 인 확산실험을 수행할 단계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방사성핵종을 함유한

추 자용액을 그림 3.7.6실험장치내 원액부분에 넣고,장치를 잘 한 다음,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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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7이나 그림 3.7.8과 같은 폐시스템에 넣고 외부와 차단시킨다.그 후로

실험용액이 정체되어 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농도구배를 없애주기 해 실험용액

을 아주 느린 속도로 펌 를 사용해 순환시키거나,자석혼합기(magneticstirrer)를

사용해 느린 속도로 교반시킨다.실험용액은 아주 느린 속도로 실험기간 내내 순환

시킬 수도 있지만 펌 에 무리를 수도 있으므로 간헐 으로 일정 시간 동안만

순환시켜도 별 지장이 없다.실험기록유지를 해 추 자를 용액에 주입한 시간을

기록해둔다.

다.확산후 암석 가공

2008년 12월 20일에 풍화암에 한 트리튬 확산 실험장치를 폐시스템에서 꺼

내 해체하고,화강암 실험시료를 꺼내 그림 3.7.9 그림 3.7.10과 같이 단 가공

하 다.실험기간은 2008년 4월 24일부터 2008년 12월 20일까지 약 8개월간이었다.

실험장치는 격리된 방사성실험시설에서 방사능 오염방지를 해 격리된 방사능실험

실내 장조에서 분해하고,암석 용액을 회수하 다.다음 작업으로 암석내로 확

산해 들어간 핵종의 농도를 악하기 해,암석시료를 그림 3.7.10과 같이 확산깊

이 방향으로 단하여 양분하 다. 단한 한쪽 면은 자기방사분석을 해 암실로

옮기고,나머지 한쪽 면은 다시 깊이 별로 1cm 단 로 단하 다.깊이별 각 시료

에 함유되어있는 농도를 측정하기 해 화학추출을 시행하게 된다.암석코어는 풍화

암인 계로 암석 단 시 쉽게 손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느린 속도로 단작업

을 수행하 다.그림 3.7.10에 암석조직이 약해 단 시 일부가 손되어 균열이 생

긴 모습이 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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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9.암석 단작업 모습 사진.

그림 3.7.10.암석 코어를 길이방향으로 양분한 단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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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시료분석 방법

시료농도는 핵종의 물리화학 특성별로 다음의 기기를 사용해 분석하 다.유

기발 염료인 우라닌은 HP8452A DiodeArraySpectrophotometer로 장 524nm

의 세기를 분석하고,Br
-
,Cl

-
등 음이온은 Orion940Ion-analyzer로,삼 수소수

(tritium),Sr-90,Np-237,Am-241등 베타선방출핵종은 섬 계수기(Packard1900

TRLiquidscintillationcounter)로,Cs-137,Co-60등 감마선방출핵종의 방사선세기

는 2″ ×2″ NaIdetector와 MCAsystem으로 측정하 다.

,상기의 베타선방출핵종이나 Np-237등 알 선방출핵종은 low-background

, counter로도 측정할 수 있다.방사능 오염 염려가 없는 화학시약 U,Th,Eu

등의 경우는 Varian사의 ICP-MS(InducedCoupledPlasmaMassSpectroscopy)를

사용하 다.시료 분석시 유의사항으로 핵종들이 용기벽면에 수착하거나 지하학

조건변화로 침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보정도 고려하 다.

4.자기방사분석

자기방사법(自己放 法,autoradiography)은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필름에 감 시켜 상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암석내로 침투한 방사성물질을 검출

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이 방법에서는 방사성 동 원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을 사진 필름에 여서 방사선이 지나간 자리에 감 유제(emulsion)가 표백이 되게

하여 이것을 상하게 되면 방사선이 지나간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즉,시료 속의

방사성물질의 분포를 사진유제막(film)에 직 기록하는 기술로서 방사선자동사진법

이라고도 한다.선․선 등의 하 입자에는 사진유제를 감 ․흑화(黑化)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X-선 등의 자기 도 2차 자를 방출함으로써 같은 작용을 한다.

자기방사분석은 이 작용을 이용하여 시료 표면에 유제건 을 착시켜 노출을 하

고,시료 속에 있는 방사성동 원소의 치나 양을 기록하고 결정할 수 있다.이 방

법은 검출감도가 매우 높고 치결정의 정 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자세한 실험

과정은 별도 기술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간략히 서술하고자한다.



-290-

가.자기방사분석 차

자기방사분석을 해 이 에는 필름감 을 통한 수동 이고 복잡하며 정성 인

분석방법을 활용했으나,최근에 새로운 방사분석방법과 기기들이 고안되어 자동화

되고 mm 이하 수 으로도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량 인 계산도 가능하게

되었다.이 연구에서는 방사성핵종 이동연구에 활용할 목 으로 도입한 cyclone

storagephosphorsystem 을 가지고 실험하 다.

이 장치는 그림 3.7.11과 같이 phosphorscreen분석장치와 이를 정량 으로 분

석하고 상을 만드는 컴퓨터시스템으로 나눠진다.이 기기에서는 분석시료에서 나

오는 방사선을 storagephosphorscreen을 사용하여 사용한다.이 사진 필름형태

와 별되게 향상된 은 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화학시약으로 감 시킬 필

요가 없으며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이다.원래 자기방사법에서는 방사성 물질로부

터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해 X-선 필름이나 원자핵건 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

를 이용하여 방사성 물질의 분포와 세기를 측정하는 방법이므로 자기방사사진

(autoradiograph)을 얻기 해서는 필름이나 건 을 방사성물질이 있는 표본의 단면

에 나란히 맞 어 놓아야 한다.그러면,방사선이나 하 입자가 표본의 표면에서 방

출되어 나오면서 스크린에 반응해 자취를 남기면 이를 상으로 표 하게 된다.

그림 3.7.11.자기방사분석에 사용한 Packardcyclone.



-291-

나.트리튬 자기방사분석

그림 3.7.12와 같이 암석을 확산길이 방향으로 단한 다음,이 암석을 그림 3.7.

13과 같이 암실 장비 안에 넣고,이 면에 해 그림 3.7.14와 같이 암석면 에

tritium sensitivephosphorscreen을 치시킨다.이 때 스크린 면에 암석면에 닿게

되면 방사선오염이 발생하고 방사선검출에 오차가 발생하므로 조심하여야하고 ,

암석면에서 일정한 거리로 스크린 면이 치하도록 조 해야한다.

그림 3.7.12.자기방사분석에 사용한 암석코어 모습.

Phosphorscreen을 피폭시키는 시간을 정하는 것도 요한데,시간이 무 짧

으면 제 로 된 상을 얻기 힘들고,시간이 무 길면 상간섭 상 때문에 해상

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이는 핵종농도와 스크린의 감도와 계되기 때문에 실험

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이를 해 피폭시간을 1시간,5시간,24시간,3일,1

주일 등의 시간간격으로 측정하여 해상도를 분석해 보았다.그 결과 암석에 남아있

는 핵종 농도가 낮아 3일이나 일주일 사이로 피폭시켜야 당한 상을 얻을 수 있

었다.



-292-

그림 3.7.13.자기방사분석에 사용한 암실시스템.

그림 3.7.14.암석면 에 phosphorscreen을 장착한 모습.

그림 3.7.13과 같은 암실장치 내에서 일주일간 스크린에 피폭시킨 다음,이 스크

린을 빛을 차단한 상태로 그림 3.7.11의 사이클론 드럼에 장착시킨다.그런 다음,사

이클론과 연결된 컴퓨터에서 OptiQuant 로그램을 사용해 상을 분석하 다.그

림 3.7.15는 최종 으로 구한 트리튬의 자기방사분석 상이다. 상을 분석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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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확산 방향으로 뚜렷한 농도분포가 보이지 않고,부분 으로 농도가 높은 부분

이 찰된다.

이는 트리튬이 비수착성 핵종이여서,암석표면에 수착하지 않고 암석 내 공극에

만 물에 용해되어 존재하므로 농도가 높지 않고,이 한 암석 단과정에서 냉각

수에 의해 일부 씻겨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농도 분포가 보이지 않고 암석표면

반에 골고루 펴져있는 모습은 이미 8개월 확산과정동안 암석 반에 걸쳐 모두

침투해 들어갔음을 나타낸다.다음으로 부분 으로 농도가 높은 부분은 지하수 잔

존량이 상 으로 많은 공극부분으로 단된다.

그림 3.7.15.화강암내 확산된 트리튬의 자기방사분석 상.

다.Np-237자기방사분석

Np-237의 자기방사분석을 해 이번에는 phosphorscreen을 super-sensitive

screen과 multi-sensitivescreen을 사용하여 트리튬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실행

하 다. 상결과는 두 스크린에 해상도가 차이를 악하기 힘들었으며,알 ,베타

선을 내는 방사성핵종의 상을 분석하기 해 둘 다 합당하게 쓸 수 있었다. ,

피폭시간은 약 일주일 정도가 당하 다.그림 3.7.16의 이미지는 풍화화강암에

Np-237이 확산해 들어간 것을 자기방사분석으로 분석한 일차 상이다.상하에 있

는 가로 은 암석 코어와 아크릴 외부 보호면과 경계면에서 암석 단 가공시 오염

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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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6.화강암내 확산된 Np-237의 자가방사분석 흑백 상.

이것을 보기 좋게 하기 해 OPtiQuanta 로그램에서 천연색으로 바꾸고 방향

도 환하면 그림 3.7.17과 같은 이미지가 구해진다.

그림 3.7.17.화강암내 확산된 Np-237의 자기방사분석 천연색 상.

그림 3.7.17에는 순수 암석면뿐만 아니라 암석을 둘러싸고 있는 아크릴면도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해 로그램에서 암석 역만을 심 역으로

설정해서 다시 편집하여 그림 3.7.18의 상을 얻었다.그림에서 보듯이 Np-237는

약 깊이 2∼3cm 이내에 주로 수착되어 있고,약 5cm 정도까지 침투해 들어간 모

습이 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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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8.화강암내 확산된 Np-237의 자기방사분석 천연색 상.

한, 상이미지를 정량화된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데,이는 로그램에서

심 역이미지에 메뉴에서 grid 역설정을 하고,gridtemplateparameters에서 원

하는 가로,세로 칸 수를 입력한다.칸 수가 많을수록 정 도가 높아진다.Cell

menu에서 칸 모양을 원이나 사각형으로 설정한다.

아래 그림 3.7.19는 사각형으로 설정한 모양이다. 부분의 경우 grid크기와

image크기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cursor를 사용해 원하는 역과 일치시킨

다.그림메뉴에서 report를 르면 각 grid별로 정량화한 수치값이 표형태로 정리

되어 나타난다.이 값이 lotus-1-2-3file로 장된다.표 3.7.5는 이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이 자료는 실제 암석 내 핵종농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여 특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그림 3.7.19.Np-237의 자가방사분석 상을 그리드로 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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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5.자기방사분석 장치를 이용한 Np의 암석 표면 방사선량 분석방법:각

설정된 구획에 한 방사능 농도의 정량화 결과

5.순차 화학추출

그림 3.7.12와 같이 길이 방향으로 양단한 암석을 이제는 깊이별로 약 1cm 단

로 단면 단 한 후, 각 편별로 순차 화학추출(sequential chemical

extraction)을 실시하 는데,그 목 은 암석에 확산 수착되어 있는 핵종 농도를

악하고,핵종별 결합방식 악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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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화학추출 실험 차

① 방사성핵종이 함유된 암석 편과 지하수를 그림 3.7.20과 같은 폐용기에 넣고

2주일정도 암석 내 존재하던 핵종들이 지하수에 탈착되어 나오게 한다.

② 앞 과정에서 실험한 암석시료를 용기에서 꺼내어,0.5M CaCl2용액에 옮겨 넣

고 같은 방법으로 핵종들이 Ca2+이온과 치환되어 나오게 한다.

③ 암석을 꺼내어 0.5M KCl용액에 넣고 같은 방법으로 핵종들이 K
+
이온과 치

환되어 나오게 한다.

④ 암석을 꺼내어 0.1M potassium tetraoxalate+hydroxylaminehydrochloride

(KTOX)용액에 넣고 같은 방법으로 핵종들이 치환되어 나오게 한다.

⑤ 암석을 꺼내어 1M HCl+HNO3용액에 넣고 같은 방법으로 핵종들이 치환되

어 나오게 하고 한다.

⑥ 각 단계별 편별 용액의 농도 는 방사선세기를 측정한다.

그림 3.7.20.화학추출 실험용기.

나.핵종별 확산 침투 깊이

각 화학추출 단계별,암석 깊이에 다른 편 별 농도 분석 결과를 표 3.7.6과 그

림 3.7.21,그림 3.7.22에 정리하 다.

앞에 자기방사분석 결과에서 본 것과 같이,트리튬은 이미 20cm 길이 암석을

확산해 들어갔고,비수착성인 계로 암반 공극 내에만 존재해 단 작업 시 소실



되는 부분도 있어， 깊이별 농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Cs, Eu, U 은 5cm 이내 

에서 암석과 결합되어 있고， Sr과 co는 확산 첨두{rnigration front}가 10 cm 에 육 

박하였다 

표 3.7.6. 확산깊이 별 핵종농도 분포 

Depth THO C!Co (%) 

(cm) (mCi/cc) Np-237 co Sr Eu Th U Cs 

l 1.644 0.193 0.210 0.250 0.350 0.137 0.190 0.509 

2 0.802 0.109 0.154 0.213 0.180 oα19 0.173 0.245 

3 1.186 0.070 0.130 0.191 0.031 oαl8 0.150 0.014 

4 0.966 0.085 0.089 0.187 0.011 0.005 0.016 o.α12 

5 0.898 o.α30 0.026 0.051 0 0.003 0.002 0 

6 1.017 0.0:낀 0.022 0.0겁 0 0.003 0.001 0 

7 1.407 0.003 0.016 0.032 0 0.002 0.001 0 

8 lαlO 0.002 0.010 0.0때 0 0.001 0.001 0 

9 1.412 0.001 0.007 0.015 0 0.001 0.0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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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1. 확산깊이 별 핵종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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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2 확산깊이에 따른 수착성 핵종의 농도 분포 

다. 핵종별 암석과 결합 메커니즘 

각 핵종별로 암석구성광물과 결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특정광물과 선택 

적수착(s∞cific sorption)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순차적 화학추출법을 통해 각 단계 

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 암석이 지하수와 접촉하는 동안 가역적으로 결합되어 었던 핵종들이 빠져나오는 

데， 주로 물리적 수착(PhysÎsorption)되어 었던 핵종들이다 . 

• CaCh 용액에 탈착되어 나오는 핵종들은 Ca2
+ 이온과 치환되어 나오는데， 주로 

암석표변광물과 이온결합되어 었던 핵종들이다 . 

• KCl 용액에 탈착되어 나오는 핵종들은 K+이온과 치환되어 나오는데， 주로 암석 

표변과 층칸에 강하게 이온결합되어 었던 핵종들이다 

• KTOX 용액에 치환되어 나오는 핵종들은 주로 철과 망칸 산화물/산수소화물 

(F잉Mn O잉des/Oxyhydroxides)과 강하게 결합되어 었던 핵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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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최종 으로 왕수에 치환되어 나오거나 암석에 그 로 결합되어 있는 핵종은 암

석구조 내 구성성분으로 치환해 들어가 있는 핵종이다.

확산침투 깊이별로 다음 표 3.7.7과 표 3.7.8에 실험결과를 정리하 고,그림 3.7.

23부터 그림 3.7.30에 이를 나타내었다.이를 각 핵종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코발트(Co)

코발트는 침투깊이에 따라 아주 특이한 경향을 보 는데,그림 3.7.22에 잘 나타

나 있듯이 암석 표면 가까이에서는 이온교환이 주를 이루다가,깊이 침투해 들어갈

수록 철/망간산화물과 강하게 결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이는 확산깊이가 깊어질수

록 농도가 낮아지므로 코발트가 암석내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우선 으로 먼 철/

망간산화물과 강하게 결합하고 그 이후에는 농도가 높아지면서 암석구성 물과 이

온교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는 그림 3.7.3의 암석 미경사진에서 찰되듯이,

암석 내에서 Fe(II)가 용해되어 이동하다가 산화되어 미세균열에 흡착 는 침 되

어 이차 산화물을 많이 형성하고 있는 것과 계된 것으로 여겨진다.

2) 넵투늄(Np)

넵투늄은 반 으로 암석과 약한 결합으로 물리 흡착과 이온교환을 주를 이

루고 있으며,이는 Ittner[3.7.10]가 보고한 바와 같은 경향이다.그러나 깊이별 특성

에서는 코발트와 정반 의 경향을 보 다.그림 3.7.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깊이 1

cm에서는 철망간산화물과 결합이 주종을 이루었다가 차 이 비율이 작아지고 이

온교환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는 농도가 높을 때에는 철망간산화물과 결합이

수착능이 커서 주로 산화물과 결합하지만 농도가 낮은 때에는 이온결합이 우선 으

로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코발트와 넵투늄이 서로 반 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그림 3.7.32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서로 선택 으로 우선 결합하는 수착메커

니즘이 다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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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트론튬(Sr)

Sr(II)는 이온교환이 항상 90% 이상으로 독 으로 일어나며,상 으로 낮은

수착능,가역 수착 등으로 인해 가장 멀리 침투해 들어가 침투 첨두가 10cm 에

육박하 다.그림 3.7.33에 나타내었듯이 확산깊이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이온

교환 에서도 물층간 깊이에 침투해 들어가는 K
+
이온으로 치환되어 나오는 비

율보다도 물표면에 주로 수착하는 Ca
2+
이온과 치환되어 나오는 것이 주종을 이

루는 것으로 보아 Sr
2+
이온은 주로 물표면과 이온교환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단된다.

4) 유로퓸(Eu)

Eu(III)는 그림 3.7.22에 보듯이 확산깊이가 3∼4cm 수 으로 세슘과 더불어

가장 낮은 침투수 을 보여 주 다.일반 으로 수착능을 회분식으로 측정하면 토

륨,우라늄과 비슷한 수 인데 확산깊이가 차이가 나는 것은 토륨과 우라늄보다 콜

로이드성 화합물 형성경향이 약해 주로 표면 가까이에서 이온교환방식으로 결합 하

는 것으로 악된다.이는 신선화강암을 사용한 통확산실험에서 토륨과 우라늄보

다 훨씬 낮은 확산능을 보이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3.7.5]. 한 그림 3.7.34에 보듯

이 확산깊이에 따른 수착메커니즘에 차이도 거의 없었다.

5) 토륨(Th)

Th(IV)는 그림 3.7.35에 보듯이 철/망간산화물과 선택 으로 결합하면서 Sr보

다 농도는 낮지만 확산 첨두 깊이가 10cm에 육박하 다.이는 일반 으로 고수착

성 악틴족들은 유로퓸과 세슘처럼 주로 침투암석표면에 분포할 것으로 상하는 것

보다 확산유동성이 큼을 나타낸다.확산깊이에 따른 수착 메커니즘 차이도 크지 않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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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라늄(U)

우라늄도 코발트와 유사하게 그림 3.7.36에 보듯이 암석 표면 가까이에서는 이

온교환이 주를 이루다가,깊이 침투해 들어갈수록 철/망간산화물과 강하게 결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우라늄은 철산화물과 선택 결합력이 높은 것으로 여러 연구자들

이 보고하 다[3.7.12].그러므로 우라늄은 철산화물과 우선 으로 결합하지만 농도

가 높아지면 산화물과 결합이 포화에 도달된 후 이온교환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악된다.

7) 세슘(Cs)

세슘은 유로퓸과 더불어 암석표면에 강하게 수착하면서 확산깊이가 가장 낮은

3∼4cm 수 이었다.수착 메커니즘은 이온교환과 물구조에 결합해 들어간 물

화가 주된 수착기구이다(그림 3.7.37참조).특히 암석 구성물질 운모(mica)와 견

운모(sericite)에 선택 으로 강하게 결합하며 물격자내로 치환해 들어가 물구성

성분 일부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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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ratioinsection#1(침투깊이 1cm)

Section1Np-237 Co Sr Eu Th U Cs

Physisorp 0.152 0.259 0.145 0.068 0.007 0.144 0.074

IonEx-Ca 0.025 0.598 0.794 0.658 0.059 0.460 0.224

IonEx-K 0.025 0.056 0.044 0.123 0.015 0.103 0.303

Oxides 0.746 0.037 0.009 0.068 0.837 0.117 0.052

structure 0.051 0.050 0.009 0.082 0.082 0.177 0.347

total1C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7.7.확산침투 깊이별 핵종결합비율

Concentrationratioinsection#2(침투깊이 2cm)

Section2 Np-237 Co Sr Eu Th U Cs

Physisorp 0.364 0.020 0.016 0.064 0.109 0.031 0.011

IonEx-Ca 0.159 0.795 0.912 0.640 0.109 0.431 0.054

IonEx-K 0.159 0.098 0.071 0.193 0.109 0.227 0.281

Oxides 0.205 0.040 0.001 0.013 0.543 0.239 0.087

structure 0.114 0.047 0.001 0.896 0.130 0.072 0.567

total2C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oncentrationratioinsection#3(침투깊이 3cm)

Section3 Np-237 Co Sr Eu Th U Cs

Physisorp 0.358 0.020 0.016 0.080 0.077 0.015 0.067

IonEx-Ca 0.134 0.708 0.920 0.400 0.154 0.083 0.067

IonEx-K 0.134 0.106 0.063 0.400 0.154 0.239 0.133

Oxides 0.224 0.119 0.000 0.040 0.538 0.602 0.067

structure 0.149 0.048 0.001 0.080 0.077 0.062 0.667

total3C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oncentrationratioinsection#4(침투깊이 4cm)

Section4 Np-237 Co Sr Eu Th U Cs

Physisorp 0.344 0.017 0.019 0.000 0.012 0.062 0.000

IonEx-Ca 0.279 0.501 0.916 0.000 0.025 0.068 0.000

IonEx-K 0.279 0.132 0.065 0.000 0.025 0.056 0.000

Oxides 0.062 0.301 0.000 0.000 0.889 0.757 0.000

structure 0.036 0.049 0.000 0.000 0.049 0.056 0.000

total4C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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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ratioinsection#5(침투깊이 5cm)

Section5 Np-237 Co Sr Eu Th U Cs

Physisorp 0.779 0.988 0.981 1.000 0.997 0.740 1.000

IonEx-Ca 0.442 0.642 0.060 1.000 0.979 0.479 1.000

IonEx-K 0.105 0.558 0.000 1.000 0.962 0.375 1.000

Oxides 0.058 0.049 0.000 1.000 0.034 0.010 1.000

structure 0.058 0.049 0.000 0.000 0.034 0.010 0.000

total5C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oncentrationratioinsection#6(침투깊이 6cm)

Section6 Np-237 Co Sr Eu Th U Cs

Physisorp 0.795 0.993 0.988 1.000 1.000 0.910 1.000

IonEx-Ca 0.436 0.636 0.100 1.000 0.997 0.820 1.000

IonEx-K 0.077 0.523 0.000 1.000 0.994 0.730 1.000

Oxides 0.064 0.047 0.000 1.000 0.032 0.009 1.000

structure 0.064 0.047 0.001 0.000 0.032 0.009 0.000

total6C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oncentrationratioinsection#7(침투깊이 7cm)

Section7 Np-237 Co Sr Eu Th U Cs

Physisorp 0.868 0.995 0.988 1.000 1.000 0.948 1.000

IonEx-Ca 0.474 0.582 0.075 1.000 1.000 0.896 1.000

IonEx-K 0.079 0.460 0.001 1.000 0.994 0.844 1.000

Oxides 0.013 0.047 0.001 1.000 0.055 0.010 1.000

structure 0.013 0.047 0.001 0.000 0.055 0.010 0.000

total7C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oncentrationratioinsection#8(침투깊이 8cm)

Section8 Np-237 Co Sr Eu Th U Cs

Physisorp 1.000 0.982 0.970 1.000 1.000 0.997 1.000

IonEx-Ca 1.000 0.801 0.303 1.000 1.000 0.717 1.000

IonEx-K 1.000 0.683 0.001 1.000 0.995 0.714 1.000

Oxides 1.000 0.005 0.001 1.000 0.010 0.051 1.000

structure 0.000 0.005 0.001 0.000 0.010 0.051 0.000

total8C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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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3. 순차적 화학추출 단계에 따른 핵종별 수착유형칸 비율， 1 cm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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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4. 순차적 화학추출 단계에 따른 핵종별 수착유형칸 비율， 2 cm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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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9 순차적 화학추출 단계에 따른 핵종별 수착유형칸 비율， 7 cm 갚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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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두께 Bq/ml 지하수로 탈착후 농도

mm THO Np-237 Co Sr Eu Th U Cs

1 10 2.91 0.3 0.78 0.84 0.05 0.05 0.407 3.7

2 20 1.42 0.16 0.134 0.222 0.05 0.05 0.258 0.26
3 30 0.7 0.24 0.087 0.2 0.01 0.01 0.14 0.1

4 40 0.71 0.95 0.05 0.231 0.005 0.005 0.055 0.05

5 50 1.59 0.38 0.02 0.128 0.001 0.001 0.05 0.01

6 60 0.8 0.16 0.01 0.068 0 0 0.01 0.005
7 70 2.49 0.01 0.005 0.05 0 0 0.005 0.002

8 80 17.7 0.001 0.12 0.3 0 0 0.001 0.001

표 3.7.8.화학추출단계에 따른 핵종들의 깊이별 농도분포

순번 두께 CaCl2로 탈착후 농도

mm Np-237 Co Sr Eu Th U Cs
1 10 0.05 1.8 4.6 0.48 0.43 1.3 11.2

2 20 0.07 5.2 12.8 0.5 0.05 3.6 1.3

3 30 0.09 3.1 11.6 0.05 0.02 0.8 0.1

4 40 0.77 1.5 11.3 0.02 0.01 0.06 0.05
5 50 0.58 0.6 6.2 0.01 0.005 0.05 0.01

6 60 0.28 0.54 5 0.005 0.001 0.01 0.005

7 70 0.03 0.45 3.9 0.001 0 0.005 0.002

8 80 0.01 1.2 6.6 0.001 0 0.11 0.001

순번 두께 KCl 로 탈착후 농도

mm Np-237 Co Sr Eu Th U Cs

1 10 0.05 0.168 0.252 0.09 0.112 0.292 15.2

2 20 0.07 0.64 1 0.151 0.05 1.9 6.8
3 30 0.09 0.464 0.8 0.05 0.02 2.3 0.1

4 40 0.77 0.395 0.8 0.02 0.01 0.05 0.05

5 50 0.58 0.145 0.398 0.01 0.005 0.02 0.02

6 60 0.28 0.17 0.56 0.005 0.001 0.01 0.01

7 70 0.03 0.132 0.318 0.001 0.001 0.005 0.005
8 80 0.01 0.78 3 0.001 0.001 0.001 0.001

순번 두께 KTOX로 탈착후 농도

mm Np-237 Co Sr Eu Th U Cs
1 10 1.47 0.11 0.05 0.05 6.1 0.33 2.6

2 20 0.09 0.26 0.01 0.01 0.25 2 2.1

3 30 0.15 0.52 0.005 0.005 0.07 5.8 0.1

4 40 0.17 0.9 0.001 0.001 0.36 0.67 0.05

5 50 0.08 0.88 0 0.01 0.27 0.07 0.02
6 60 0.01 0.72 0 0 0.3 0.08 0.01

7 70 0.005 0.45 0 0 0.17 0.08 0.005

8 80 0.001 4.5 0 0 0.19 0.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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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두께 잔여농도 ( 물화)

mm Np-237 Co Sr Eu Th U Cs

1 10 0.1 0.15 0.05 0.06 0.6 0.5 17.4

2 20 0.05 0.31 0.01 0.07 0.06 0.6 13.7

3 30 0.1 0.21 0.01 0.01 0.01 0.6 1
4 40 0.1 0.147 0.005 0 0.02 0.05 0

5 50 0.1 0.085 0.003 0 0.01 0.002 0

6 60 0.05 0.071 0.003 0 0.01 0.001 0

7 70 0.001 0.051 0.003 0 0.01 0.001 0
8 80 0 0.033 0.005 0 0.002 0.02 0

Sorbed Np-237

s1 s2 s3 s4 s5 S6 S7 S8

Gw 0.8477 0.6364 0.642 0.656 0.779 0.795 0.868 1.000

CaCl2 0.8223 0.4773 0.507 0.377 0.442 0.436 0.474 1.000

KCl 0.7970 0.3182 0.373 0.098 0.105 0.077 0.079 1.000

KTOX 0.0508 0.1136 0.149 0.036 0.058 0.064 0.013 1.000

structure 0.0508 0.1136 0.149 0.036 0.058 0.064 0.013 0.000

표 3.7.9.핵종별 확산깊이에 따른 농도분포

Cobalt

s1 s2 s3 s4 s5 S6 S7 S8

Gw 0.7407 0.9795 0.980 0.983 0.988 0.993 0.995 0.982

CaCl2 0.1423 0.1849 0.273 0.482 0.642 0.636 0.582 0.801

KCl 0.0864 0.0871 0.167 0.350 0.558 0.523 0.460 0.683

KTOX 0.0499 0.0474 0.048 0.049 0.049 0.047 0.047 0.005

structure 0.0499 0.0474 0.048 0.049 0.049 0.047 0.047 0.005

Strontium

S1 s2 s3 s4 s5 S6 S7 S8

Gw 0.8550 0.9842 0.984 0.981 0.981 0.988 0.988 0.970

CaCl2 0.0608 0.0726 0.065 0.065 0.060 0.100 0.075 0.303

KCl 0.0173 0.0014 0.001 0.000 0.000 0.000 0.001 0.001

KTOX 0.0086 0.0007 0.001 0.000 0.000 0.000 0.001 0.001

structure 0.0086 0.0007 0.001 0.000 0.000 0.001 0.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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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ium

S1 s2 s3 s4 s5 S6 S7 S8

Gw 0.9315 0.9304 0.920 1.000 1.000 1.000 1.000 1.000

CaCl2 0.2740 0.2340 0.520 1.000 1.000 1.000 1.000 1.000

KCl 0.1507 0.0237 0.120 1.000 1.000 1.000 1.000 1.000

KTOX 0.0822 0.0097 0.080 1.000 1.000 1.000 1.000 1.000

structure 0.0822 0.0097 0.080 0.000 0.000 0.000 0.000 0.000

Thorium

S1 s2 s3 s4 s5 S6 S7 S8

Gw 0.9931 0.8913 0.923 0.988 0.997 1.000 1.000 1.000

CaCl2 0.9342 0.7826 0.769 0.963 0.979 0.997 1.000 1.000

KCl 0.9188 0.6739 0.615 0.938 0.962 0.994 0.994 0.995

KTOX 0.0823 0.1304 0.077 0.049 0.034 0.032 0.055 0.010

structure 0.0823 0.1304 0.077 0.049 0.034 0.032 0.055 0.010

Uranium

S1 s2 s3 s4 s5 S6 S7 S8

Gw 0.8561 0.9691 0.985 0.938 0.740 0.910 0.948 0.997

CaCl2 0.3966 0.5384 0.902 0.870 0.479 0.820 0.896 0.717

KCl 0.2934 0.3111 0.664 0.814 0.375 0.730 0.844 0.714

KTOX 0.1767 0.0718 0.062 0.056 0.010 0.009 0.010 0.051

structure 0.1767 0.0718 0.062 0.056 0.010 0.009 0.010 0.051

Cesium

S1 s2 s3 s4 s5 S6 S7 S8

Gw 0.9261 0.9892 0.933 1.000 1.000 1.000 1.000 1.000

CaCl2 0.7026 0.9354 0.867 1.000 1.000 1.000 1.000 1.000

KCl 0.3992 0.6540 0.733 1.000 1.000 1.000 1.000 1.000

KTOX 0.3473 0.5671 0.667 1.000 1.000 1.000 1.000 1.000

structure 0.3473 0.5671 0.667 0.000 0.000 0.000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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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1. 확산깊이에 따른 코발트(Co)의 수착유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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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2 확산깊이에 따른 웹투늄(Np)의 수착유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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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4. 확산깊이에 따른 유로륨(Eu)의 수착유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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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7. 확산깊이에 따른 세숨(Cs)의 수착유형 변화. 

6. 확산계수 결정 

가. 확산이동 모텔 

핵종이 암석내의 공극을 따라 깊이 방향으로 확산해 들어가는 시스템에서 지배 

방정식을 다음과 갇이 세울 수 있다. 

ε발딴+애(1- &)염p양연=&양존D P칸켠훨f끽갇딛닿Eμ+애(1 -&)ψpψDfP칸맺f편옹 떠 
θt θt - ,2 - V aλ ðx 

수착성 핵종에 대해 선형수착관계 q=μ · g를 만족하고， 국부적 화학평형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변， 위 식은 다음과 갇이 칸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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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겉보기확산계수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d

sdp

a
K

DKD
D

ree

ree

)1(

)1(

-+

-+
= (3.7.5)

이 시스템에 기조건과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이 가정할 수 있다.

      (3.7.6)

    (0≤ x<l) (3.7.7)

    (t≥ 0) (3.7.8)

이 시스템에 해 원액농도부에서 핵종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

다고 가정하고,확산깊이가 반무한 라고 가정하면,다음과 같은 해석해를 구할 수

있다[3.7.13].

물론 이 가정은 실제 시스템과 차이를 가지므로 어느 정도의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이것은 추후에 시스템을 좀 더 정확히 모사한 수치해석과 비교할 정이

다.

)
2

(
tD

x
erfc

C

C

ao

= (3.7.9)

여기서 erfc함수내 인자를  


라고 설정하고 실험에서 구한  값

과 확산깊이 x와 상 계를 를 이용해 핵종별로 그래 로 그려서 그림에서 선형

계곡선을 구하면,그 기울기에서 겉보기확산계수 를 구할 수 있다.

나.확산깊이를 통한 확산계수 결정

핵종별로 그래 로 그려서 그림 3.7.38∼그림 3.7.44에 나타내었다.그림에서 Eu

와 Cs는 확산깊이가 4cm 이상을 넘지 않는 계로 그 이하에서만 계산하 고,



값이 대략 2.8이하에서는 핵종농도가 높아 데이터 신뢰도가 크나， 2.8 이상에서는 

핵종농도가 낮아 분석 오차가 크고 따라서 선형곡선계산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구칸 

이다. 계산한 결과를 살펴보변， Eu와 Cs는 겉보기확산계수가 10-12 m2/s 수준이고， 

Co, Sr, Th 는 10-10 m2/s 수준으로 가장 크고， Np, U은 그 중칸 값을 가졌다. 

Tt N@T 

0 
3.0 

‘E 2.4 
N 

2.2 

2.0 
0 

2 

2 

4 6 

4 6 

Diffusion Depth, x(cm) 

8 10 
3.0 

2.4 

2.2 

2.0 
8 10 

그림 3.7.38 코발트(Co)의 확산깊이에 따른 확산 농도 및 확산계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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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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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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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까ι/t8 
N 
ì:!" 
t 
G.I 2.6 

‘E 
N 

2.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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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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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 8 8 10 

다ffusion I놓뼈1， x(c때 

그림 3.7.39 법투늄(Np)의 확산깊이에 따른 확산 농도 및 확산계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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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0. 스트론륨(Sr)의 확산깊이에 따른 확산 농도 및 확산계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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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1. 유로륨(Eu)의 확산깊이에 따른 확산 농도 및 확산계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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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2. 토륨(Th)의 확산깊이에 따른 확산 농도 및 확산계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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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3 우라늄(U)의 확산깊이에 따른 확산 농도 및 확산계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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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4. 세슐(Cs)의 확산깊이에 따른 확산 농도 및 확산계수 결정. 

위의 그래프로 계산한 겉보기확산계수값을 아래 표 3.7.10에 정리하였다 비교를 

위해 국산 신선 화강암 및 외국의 화강암 실험자료와 갇이 비교하였다. 표에서 보 

듯이 풍화암은 구성광물들이 변질되고， 용해되어 빠져 나칸 성분이 많아 신선암에 

비해 공극률이 10배 정도 큰데， 이것이 유효확산속도가 신선암에 비해 1，000배 이상 

큰 차이를 보여주는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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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

 (m
2
/s)

(Weathered

granite)

ε =0.023

 (m
2
/s)

(Domestic

freshgranite)

ε =0.003[3.7.5]

 (m
2
/s)

(Foreign

freshgranite)

THO >1.0×10
-10

5.7×10
-10

2.87×10
-10
[3.7.6]

Np 8.66×10-11 3.3×10-15[3.7.10]

Th 1.06×10
-10

1.1×10
-14

5.0×10
-19

Eu 3.96×10
-12

3.2×10
-17

-

U 3.35×10-11 1.7×10-13 4.7×10-13[3.7.14]

Co 1.67×10
-10

4.8×10
-16

4.8×10
-16
[3.7.2]

Sr 2.21×10
-10

6.4×10
-14

1.4×10
-14
[3.7.2]

Cs 5.46×10-12 7.3×10-15 7.2×10-15[3.7.2]

표 3.7.10.풍화 화강암에서 핵종들의 겉보기확산계수()의 비교

7.실험결과 요약 결론

KURT에서 추출한 풍화화강암으로 약 9개월간의 확산침투깊이 실험을 수행한

결과 비수착성 핵종인 트리튬은 이미 20cm 길이의 암석 체로 골고루 확산해 들

어갔다.수착성 핵종 Eu와 Cs는 확산깊이가 4cm 수 이었고,Co,Sr,Np,Th,

U등의 핵종들은 약 9cm 깊이까지 확산첨두가 침투해 들어갔다.

이들은 자기방사분석방법으로 THO와 Np-237의 암석 내 핵종농도분포 상을

분석하여 확산깊이를 검증하 다.Np-237의 경우 암석 내 깊이 2∼3cm 이내에 핵

종이 주로 수착되어 있고,약 5cm 이상에서는 농도는 낮지만 확산첨두는 더 깊이

침투해 들어간 모습이 찰된다.계산한 겉보기확산계수()는 Eu와 Cs는 10-12

m
2
/s수 이고,Co,Sr,Th는 10

-10
m
2
/s수 으로 가장 크고,Np,U은 그 간 값

을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이러한 값들은 신선화강암에서의 확산계수값들과 비

교해서 핵종에 따라 약 102∼104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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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심부처분환경에서 핵종/ 물/미생물 복합반응 특성

규명

1.연구 개요

가.연구 목 필요성

원자력발 의 부산물인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문제는 원자력발 을 에 지로 사

용하는 나라들의 공통 인 심사이다.원자력에서 필연 으로 발생되는 방사성폐

기물을 처분하는데 가장 안 한 방법 의 하나가 결정암질 암석의 지하심부에 처분

하는 방법이다.이 방법을 부분의 원자력 선진국들이 수용하고 있으며,지난 수십

년간 련 연구들을 수행하여 왔다[3.8.1∼3.8.4].하지만,아직 지하심부 핵종들의

장기거동,핵종이동 지연 특성,그리고 안정성 확보는 쉽지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수백,수천 년 이상 지하환경 조건의 핵종 지화학작용 거동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그리고 그 게 오랜 세월동안 지하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환경을

안 하게 리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는 것도 여간 어렵지 않다.

일반 으로 지하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방사성폐기물 용기가 물리 인공방벽

에 의해 일차 으로 보호되고 이차 으로 주변 암석에 의해 차단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물리 인공방벽은 주로 벤토나이트 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폐기물로부터

용출되어 나올 수 있는 방사성핵종들을 흡착 확산 지하는데 주 목 이 있다.

인공방벽을 통과한 핵종들은 주 의 천연방벽인 암석 물과 하면서 흡착

침 등의 반응이 일어난다.지 까지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인공방벽 벤토나

이트 물질 혹은 자연 물과 핵종과의 상호반응에 해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왔

다[3.8.5∼3.8.7].하지만,최근들어 지하미생물들의 핵종거동에 한 향이 매우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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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범 하다는 사실들이 밝 지면서 지하미생물들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

다[3.8.8,3.8.9].

방사성폐기물 지 처분시 고려되어야 할 많은 요소들 에 지 까지 간과되어온

것 의 하나는 지하미생물의 작용 역할일 것이다.지하미생물은 지표면의 토양

에서부터 지하 수 km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생명체이다.지하미생물의 가장

큰 특징 의 하나는 지하수의 산화/환원력(redoxpotential)을 쉽게 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다.산화/환원 변환과정은 핵종 원소들의 거동에 매우

요한 향 인자 의 하나이다. 한,미생물은 자가복제(self-reproduction)를 통해

개체수를 기하 수 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편모를 사용하여 원하는 곳으로 이

동할 수 있다.지하미생물들의 이러한 특이한 능력은 오랫동안 장기보 장될

방사성폐기물에 매우 큰 향을 끼칠 수 있다.

지하미생물 에서 속환원미생물이라고 일컫는 기성미생물들은 지하 깊숙

한 곳에 생존하고 있으며,이들은 속 혹은 핵종원들을 환원시켜 용존상태의 핵

종이온들을 황화 물 기타 속 물로 물화시킬 수 있다.우리들의 심은 우

라늄과 같은 핵종들이 미생물에 의해 물화되고 낮은 용해도로 인해 지하수를 따

라 원거리로 이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획기 으로 감소되는 부분이다.이는 고

폐기물의 장기 안 성과 매우 한 련성이 있다.이에 본 장에서는 KURT 지

하심부에 생존하는 속환원미생물과 외국의 속환원미생물 등을 실험실에서 배양

하여 우라늄과의 반응을 통해 핵종원소와 미생물과의 상호반응 용존핵종 제거

기작에 한 실험결과 의의를 제시한다.이를 통해 방사성폐기물처분에서의 미

생물의 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향후 이들의 효과 인 이용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생지구화학 반응

환경에서 생물체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존재한다.환경의 미생물은 가혹하고

범 하게 변화되는 환경에 순응된 상태이므로 실험실에서 유지되거나 임상 으로

분리된 미생물과는 근본 으로 다르다. 환경미생물학에서 미생물은 원핵생물

(prokaryote) 는 진핵생물(eukaryote)로 분류된다.가장 작은 생물체는 원핵생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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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bacteria)이고,크고 복잡한 생물체들은 진핵생물인 진균(fungi),조류(algae),

원생동물(protozoa)이다.

1) 세균의 특성

세균은 원핵세포이며 미생물 세포들 가장 단순하다.본질 으로 세균은 고정

된 구조 는 세포 외피 내에 포함된 세포 원형질로 구성되어 있다.세균은 지구상

에서 발견되는 가장 일반 이고 편재되어 있는 생물체이다. 를 들면 1g의 토양

이 10
10
의 세균을 포함하기도 한다[3.8.10].세균은 다양하고도 극한의 환경에서도 발

견된다.

세균의 첫 번째 큰 특징은 작다는 것이다.물론 작다는 것이 상 개념이지만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작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부분의 세균은 0.5∼1μm

의 직경에 1∼2μm의 길이를 갖는다. 개 세포들은 독자 으로 존재하지 않고 세

균 집락(colony)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모여있다.세균 군집은 한 (agar)과 특별한

양분이 들어있는 페트리 평 (petriplate)에서 배양하여 쉽게 찰될 수 있다.

으로 볼 수 있는 집락 안의 세균 개체수가 100만개 정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요하다.세균 세포 모양은 다양하며,구형 세균은 구균[cocci(복수),coccus(단수)]이

라 불리고 막 형 세균은 간균(rod)이라 불린다.다른 세균으로 긴 나선형은 나선균

(spiral)으로 알려져 있다.형태가 잘 규명되지 않은 세균은 다형성(pleomorphic)이

라 불린다.

모든 세균 세포는 세포 외피와 세포막,세포물질,리보솜,핵양체(nucleoid)를 포

함하는 원형질로 구성된다.일부를 제외하고 부분의 세균은 세포벽을 갖고 있다.

편모나 필리 같은 종류도 흔하지만 모든 세균이 다 갖고 있지는 않다.

세균과 련된 세포벽의 기본 인 두 가지 종류는 그람 양성(gram positive)과

그람 음성(gram negative)으로 알려져 있다.그람 음성 세포벽은 그람 양성 세포벽

보다 훨씬 복잡하며 내부 세포막과 외막(outermembrane)의 두 막을 갖고 있다.이

두 가지 막은 모두 인지질로 이루어지는데 내막은 균일한 구조로 되어있지만 외막

의 외부는 한 지질다당류(lipopolysaccharide,LPS)를 포함한다.따라서,때때로 외

막은 LPS층 이라고 한다.그람 음성 세포벽은 외막과 내막 사이의 공간이 넓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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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를 주변세포질 공간(periplasmicspace)이라 한다.주변세포질 공간은 양

물질 흡수에 요한 효소를 가진다.

내부 세포막은 세포질막(cytoplasmicmembrane)이라고도 알려져 있다.이 막은

얇고 탄력성이 있는 구조이며 직경은 약 5nm로 완 히 세포주 를 둘러싸고 있다.

막의 일반 인 조성은 인지질(30∼40%)과 단백질(∼60%)을 포함한 지질 이 층이

다(그림 3.8.1).

그림 3.8.1.세균 세포막의 구조.(인지질은 안쪽으로 향한 소수성 부분과 막

외부로 향한 친수성 부분을 갖고 있다.소수성 단백질은 막 체를 통해 박

있으며 막을 통과하는 분자이동을 도와 다.)

막은 물질이 세포 안으로 유입되거나 방출되는 것을 조 하므로 요하다.물을

포함하여 비극성의 작은 분자들은 막의 지질층을 통해 통과할 수 있지만 부분의

분자들은 막 체에 걸쳐 묻 있는 단백질 통로를 통해 능동 으로 수송되어야만

한다.따라서 세포막은 세포 내부와 환경 사이를 연결해주는 결정 인 울타리 역할

을 한다.

세포 종류에 상 없이 모든 세균은 생장과 사에 특정한 필수 요소들을 요구

한다.독립 양세균(autotrophicbacteria)은 무기물로부터 탄소와 에 지를 공 받는



-326-

다.탄소는 이산화탄소를 통해 얻어진다.독립 양체는 무기 양물질의 순환에

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로 암모니아를 질산염으로 변화시키는 질화세균과 메탄을

생산하는 메탄생성균이 있다.

종속 양세균(heterotrophicbacteria)은 이미 형성된 유기물질을 효소 으로 분

해함으로써 탄소를 얻는다.화학종속 양체(chemoheterotroph)는 호흡에 의한 유기

화합물의 산화를 통해 에 지를 얻는다.산화 과정 기질로부터 제거된 자는

자 달계를 거쳐 최종 자수용체(terminalelectronacceptor,TEA)로 이동된다.

호기성 생물체(aerobicorganism)에서 TEA는 산소이고 기성 생물체(anaerobic

organism)에서 TEA는 유기 사물질,CO2,NO3
-
는 SO4

2-
같은 산소의 복합형태

는 Fe
3+
같은 산화된 속이다.

2) 황 순환

황은 지구의 지각에서 열 번째로 풍부한 원소이다.황은 세균 세포 건조질량의

략 1%를 차지하는 생물체의 필수 원소이다.황은 황산염(sulfate,SO4
2-)의 +6가에

서 황화물(sulfide,S2-)의 -2가의 산화상태 사이를 순환한다.최종 자수용체로 황산

염이 사용될 경우 이화 황산염환원(dissimilatorysulfatereduction)이라 한다.황

산염을 최종 자수용체로 사용하는 다음의 속(genus)은 환경,특히 수환경의 기

성 퇴 토,물로 포화된 토양,동물의 장에서 리 발견된다:Desulfobacter,

Desulfobulbus,Desulfococcus,Desulfonema,Desulfosarcina,Desulfotomaculum,

Desulfovibrio.이러한 미생물을 황산염 환원세균(sulfate-reducingbacteria,SRB)이

라 한다.이 미생물은 자공여체로 H2를 이용하여 황산염을 환원시킬 수 있다.

4H2+SO4
2-
→ S

2-
+4H2O

H2는 메탄생성균도 선호하는 자공여체이기 때문에 황산염 환원세균은 이용

가능한 H2를 상으로 메탄생성균과 경쟁한다. 부분의 황산염 환원세균은 이산화

탄소를 고정할 수 없기 때문에 H2산화가 화학독립 양의 과정은 아니라는 것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신 이들 세균은 아세트산이나 메탄올과 같은 분자량의 화합

물로부터 탄소를 얻는다.황 환원세균과 황산염 환원세균 모두 기성의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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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양성 미생물이며,아세트산,젖산,피루 산, 분자량의 알코올과 같은 크기

가 작은 탄소 기질을 선호한다.

황산염 환원의 최종 산물은 황화수소이다.이 화합물은 어떻게 되는가?황화수

소는 화학독립 양생물 는 독립 양생물에 의해 흡수되어 다시 산화될 수 있으

며, 기로 휘발되거나, 속과 반응하여 속의 황화물을 형성할 수 있다.황산염

환원세균의 활성과 황화수소의 생성은 지하의 속 부식과 직 인 련이 있

다.이 과정에서 생성된 황화수소는 제일철(ferrousiron)과 반응하여 더 많은 황화

철을 생성한다.

3) 세균과 속원소

가) 개념

속과 세포외부 물질과의 결합은 속을 고정화하여 세포 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한다(그림 3.8.2).음이온인 세포 표면과 속의 결합은 카드뮴,납,아연,철 등

많은 양이온 속에서 일어난다. 를 들면,조류의 표면은 속과 강하게 결합하는

카르복실기,아미노기,thio,수산기 수산-카르복실기를 포함하고 있다. 한 세

균의 외부 막에 있는 지질다당류의 인산기와 인지질이 양이온 속과 강하게 결합

한다.

그림 3.8.2.미생물과 속원소와의 상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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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외부에서의 결합은 개 액층 혹은 탄수화물과 다당류 경우에 따라

핵산과 지방산으로 구성된 세포외 합체(exopolymer)에서 일어난다.세포외 합

체 혹은 세포외 합체 물질(extracellularpolymericsubstance,EPS)은 자연환경에

리 존재하며,납,카드뮴,우라늄과 같은 속과 결합하는데 특히 효율 이다.

세포외 합체의 작용기는 일반 으로 음 하를 띠며,결과 으로 세포외 합체와

속의 결합 효율은 pH에 의존 이다.

세균에서 세포 내부의 속 내성 기작은 명확하게 밝 지지 않고 있다.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기작은 속결합성 단백질(metallothionein)혹은 유사한 단백질에

의한 속의 결합이나 격리와 같은 것이다. 속결합성 단백질과 결합한 속은 세

포 내에 축 되어 세포 매질 내에 고 도 자 부 를 형성하기 때문에 찰될 수

있다.

나) 상호작용

호기성 환경 하에서 호기성 미생물은 산소를 자수용체로 사용하여 자공여

체인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작용을 하는 반면, 기성 환경 하에서는 산소 신에

NO3
-
,SO4

2-
,Fe

3+
,Mn

4+
,U

6+
,Cr

6+
등의 여러 무기이온을 자수용체로 이용하여 신

진 사작용을 진행 할 수 있다[3.8.11].이들 미생물은 유기탄소를 산화시켜 이산화

탄소를 생성시키며 이때 내놓은 자를 철 등 이 속에 공 하여 철과 산화/환원

에 민감한 속의 환원 역할을 하는 등 무기물과 유기물의 순환에 향을 미치며

탄산염 물의 형성에도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최근에 수행되어 졌다[3.8.12].이

러한 신진 사작용으로 우라늄과 같은 무기물질이 환원되면 6가 우라늄이

biotransformation되어 4가의 우라늄인 UO2등을 형성하므로 미생물이 독성과 이동

성이 강한 6가 우라늄의 환원 침 에 여하므로 무기 방사성원소로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와 핵물질의 와 고 핵폐기물 장에서 핵물질의 확산에 응용

할 수 있다. 한 미생물의 신진 사작용 동안 미생물 배지 는 지하수내 용존 상

태로 존재하는 양이온 등을 흡수(bioaccumulation)하므로 이를 이용한 오염된 환경

의 복구에 그 이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생물의 세포벽은 주로 카르복실

기(COO-),인산기(PO4
3-) 수산기(OH-)가 분포되어 있어 음(-) 하를 띠므로 토

양 공극수,지하수 는 지표수에 존재하는 주로 용존 양이온을 세포벽에 흡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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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orption)으로서 용존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속오염물질 는 방사성 오염물질

을 흡착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그림 3.8.3).이러한 미생물의 표면 특성은 독성의

속 는 방사성원소를 고착시키는 흡착제로서 오염물질 복구와 핵물질의 확산방

지에 이용될 수 있다.

그림 3.8.3.미생물의 표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화학 기작.

미생물 벽이 양이온의 흡착장소로 활용되어 양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차

물의 생성을 한 물성장의 핵 역할을 하여 물의 형성에 기여하므로 미생물이

세포벽 밖에서 이차 물을 형성한다.형성된 이차 물의 종류는 용액 내 존재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 를 들면 철(Fe2+ orFe3+)양이온이

존재할 때 어떤 종류의 음이온 즉 황산이온,인산이온,탄산이온이 존재하느냐에 따

라 형성되는 철 물( :FeS,FePO4,FeCO3)이 달라진다.이러한 미생물에 의한

물형성(biomineralization)은 독성의 속 는 방사성원소를 공침시키거나 는

속 는 방사성원소와 음이온이 반응하여 고상의 물을 침 시켜 미생물에 의

한 생 화작용을 지하수 내 오염물질의 고정에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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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화학 반응

미생물에 의한 지하심부에서의 지화학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그림 3.8.4).

첫째로 용해를 들 수 있는데,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용해되거나 풍화된다.그 에서 미생물에 의한 용해를 들 수 있다.미생물은 필요

한 양분 에 지를 얻기 해 물질을 용해시킨다. 물질에는 미생물이 필요

로 하는 다양한 미네랄 양소가 있다.특히,인과 같은 무기질은 미생물에게

요한 무기원소이며,미생물의 성장에 필수 원소이다. 한,철이나 망간을 가지고

있는 물들은 자공여체 혹은 자수용체의 역할을 하며 미생물의 생장에 도움을

다.따라서,암석을 구성하는 물 에 미생물이 필요로 하는 양소 원소를

가지고 있는 물들은 쉽게 용해 될 수 있다.

둘째,미생물은 용액상의 원소 물질 원소들의 화학종을 변화시킬 수 있다.

미생물은 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속과 같은 원소들

이 주변에 존재할 때 미생물에 의해 화학종이 변화될 수 있다. 표 으로 Fe를 들

수 있는데,미생물에 의해 Fe는 제일철 혹은 제이철로 변하면서 미생물에 의한

자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마지막으로,미생물에 의한 침 상을 찰할 수 있다.미생물은 산화/환원을

조 하고 탄산염 물의 형성에 여한다. 를 들어,황산염환원 미생물은 황산염

을 환원시키면서 황화 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따라서,지하심부에는 황철석과

같은 미생물 기원의 황화 물들이 다량 분포하기도 한다. 한,지하심부에는 다량

의 탄산염 물들이 존재하는데,용존상태에 있는 탄산 성분이 미생물에 의해 다른

양이온과 쉽게 결합되면서 탄산염 물들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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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4.미생물 활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지화학 반응.

속환원미생물의 가장 큰 특징 의 하나는 속성 원소들의 자가를 변화시

켜 다른 하를 갖는 원소로 변이 시킨다는 사실이다(그림 3.8.5).철 혹은 망간과

같은 자연계에 흔하게 할 수 있는 주요 원소들의 자가를 변화시킬 뿐만아니라,

우라늄과 같은 핵종원소들의 자가를 변화시킨다.이러한 핵종들의 자가의 변화

는 방사성폐기물처분 에서 매우 요하다.그 이유는 산화된 핵종들은 매우 독

성이 강하고 용해도가 높으며 이동성이 좋다.따라서,방사성 핵종원소들이 산화된

다면 쉽게 확산되어,자연 생태계가 매우 험에 처할 수 있다.따라서,환원상태의

핵종원소 리가 매우 요하며,여기에 속환원미생물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림 3.8.5. 속환원미생물에 의한 속 핵종원소들의 환원.

속환원미생물은 주요 이 속 뿐만아니라 방사성폐기물의 주요 핵종들을 환

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3.8.10∼3.8.12].우라늄과

같이 방사성폐기물에 다량 포함되어 있는 원소는 속환원미생물에 의해 U(VI)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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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V)로 환원될 수 있으며,이 과정 에 우라니나이트(uraninite)라는 우라늄 물

등으로 변환되어 우라늄의 안정성이 매우 높아진다.방사성 핵종원소들을 환원시켜

물로 변환하면 매우 안정한 물질이 될 수 있으며, 리도 매우 용이해 진다.

5) 바이오막(Biofilm)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들은 개별 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바이오막

(biofilm)이라고 하는 colony형태의 군집을 형성하며 존재한다(그림 3.8.6).지하심

부 미생물들은 단열 와 같은 균열면에 기생하며 바이오막을 형성한다.바이오막의

역할은 미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거나 외부의 격한 환경변화에 처할 수 있도록

형성된 보호막과 같은 물질이다.바이오막이 요한 이유는 구성하는 물질의 특성

에 따라 다양한 핵종들이 수착될 수 있고 지하수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크게 성

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바이오막의 종류에 따라 수착할 수 있는 핵종의 종류

가 달라지고 산화/환원반응에 따른 지하수의 안정화가 달라지기 때문이다.우리나라

와 같이 지하심부에 균열이 많은 결정질 암반은 각기 다른 바이오막이 다양하게 발

달할 수 있으며 포획할 수 있는 핵종들의 종류나 특성이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8.6.바이오막의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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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에의 요성

고 방사성폐기물을 지하심부에 처분하기 해서는 터 을 뚫고 지하 500m

이하의 심부로 내려 간다.이러한 과정에서 기 의 산소도 같이 지하터 을 따

라 지하심부까지 도달하게 된다.폐기물을 지하에 장하고 매립하는 과정에서 다

량의 산소들이 지하심부에 그 로 존재하게 된다.이러 경우,지하심부의 환경이 환

원조건이 아닌 산화조건을 형성하게 되고 다량의 방사성폐기물들이 산화반응으로

용출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다행스럽게도,지하심부에 생존하는 속환원미생

물과 같은 기성미생물들은 지 에 존재하는 산소를 제거하여 이산화탄소로 변화

시킬 수 있다(그림 3.8.7).즉,지 의 산소를 소모하여 환원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

다.이러한 환경변화는 수 개월 이내에 완료될 수 있으며,미생물에 의해 지 환경

이 보다 안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림 3.8.7.미생물에 의한 지 산소의 고갈.

지하심부에 처분되는 폐기물은 여러 생지화학 반응을 겪게 될 것이다[3.8.13].

그 에서 미생물학 향도 같이 받을 수 있는데,장 단 이 상존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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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미생물의 정 측면

l 지하수 화학작용 조

지하미생물은 지하수 화학에 크게 향을 주며,환경조건에 맞게 매우 빠르게

변화한다.지하수의 산화/환원 변화에 해서 무엇보다도 크게 향을 끼치며,지하

심부의 환원분 기를 주도한다.특히,단열 에 존재하는 지하수의 산소를 빠른시간

내에 감시켜 단열 의 화학 안정성을 도모한다.지하심부의 미생물들은 산소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일부 미생물들은 지 에 산소가 존재하면 죽는 개체도 있

다.하지만,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은 만일 지 에 산소가 유입되면 이를 소모하면서

생존할 수 있음이 밝 졌다(그림 3.8.8)[3.8.14].

그림 3.8.8.지하심부에 처분되는 폐기물과 미생물과의 계.

l 핵종 침 물 물 형성

바이오-산화철 물은 주로 철을 함유한 환원지하수가 산소를 하는 환경에서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진다.이 게 만들어진 바이오-산화철은 핵종 미량원소들

을 탁월하게 수착한다.ÄspöHRL실험결과에 의하면 바이오-산화철은 무기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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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에 비해 탁월하게 미량원소들을 수착할 수 있음이 밝 졌다[3.8.15].산화되어 이

동성이 활발한 액티나이드 핵종원소들은 기성미생물에 의해 환원되면서 용해도가

감소하고 미세 콜로이드 바이오 물로 형성되면서 침 된다(그림 3.8.8).

l 강한 생존력 핵종 수착력

미생물들은 토 물질 내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데, 를 들어 MX-80과

같은 상업용 벤토나이트 내에 황산염환원 미생물이 다량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이 미생물은 Desulfovibrioafricanus라는 미생물로 고온 높은 염농

도를 견딜 수 있다. 한,미생물은 표면이 음 하를 띠고 있어서 부분의 양이온

성 핵종들이 쉽게 미생물 표면에 수착될 수 있다.이러한 핵종 수착이 진행되면서

미생물의 내부 외부에서 핵종들의 물화가 차 진행되는 과정으로까지 발 한

다.

나) 미생물의 부정 측면

인공방벽 내에 존재하는 벤토나이트 버퍼층 구리용기의 부식에 해 미생물

향에 한 연구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다. 토 버퍼층을 지나 구리용기 주변

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은 구리 용기의 부식을 가져올 수 있다.구리용기 표면에 바

이오막을 형성하거나 황화물을 형성하여 구리용기의 부식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벤토나이트의 주 구성 물인 몬모릴로나이트의 일라이트화 작용이 철환원 미생

물 존재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음이 최근 보고되었다. 한, 폐

기물과 같이 유기물 양분이 많은 폐기물인 경우,미생물의 분해작용에 의해

CO2의 발생이 지속 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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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URT미생물 특성 분석

가.KURT 기성미생물 동정

1) KURT지질

시추코아 분석에 의하면 장석류는 시추코아 심도와 계없이 견운모화 되어 있

는 양상을 흔하게 보이며 흑운모의 녹니석화 작용도 흔하게 찰된다(그림 3.8.9).

지표에서부터 심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단열 가 다수 발달해 있으며 이러한

단열 를 심으로 다양한 변질양상을 보이고 있다.변질 단열 에서는 방해

석,불석 녹염석 세맥이 발달해 있으며 이러한 변질구간에서는 흑운모가 찰되

지 않고 녹니석화 되어 있다. 한,일부구간의 신선한 화강암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장석이 견운모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일부 석 맥이 산출되는 구간

에서는 황철석 몰리 데나이트 등의 석 물이 산출되는 것으로 보아 국지 인

화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단된다[3.8.16].

(A) (B)

그림 3.8.9.KURT화강암.(A)화강암이 변질되어 부분 으로 녹니석화

되어있는 모습.(B)편 미경으로 찰한 박편사진으로 일부 흑운모 물들이

녹니석으로 변질되어 있는 모습(Bt:biotite,C:chl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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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처분연구시설 지역의 기 를 형성하고 있는 암종은 편마암질 화강암이며,

흑운모화강암이 혼재되어 나타난다.편마암질 화강암은 암맥과 면이나 지질구

조선 주변을 제외하고는 체 으로 풍화나 변질을 거의 받지 않은 매우 신선한 상

태를 나타낸다.편마암질 화강암과 함께 혼재되어 나타나는 흑운모화강암은 담홍색

이며 편마암질 화강암과의 부는 복잡한 양상으로 매우 단단하게 합되어 있

고,때로는 이 인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암상상태는 암맥과의 면이나

지질구조선 주변을 제외하고는 체 으로 풍화나 변질을 거의 받지 않아 매우 신

선한 상태를 나타낸다.암맥의 체 인 경사 방향은 45NW이며 암맥의 진폭은 노

두나 시추공에서 확인한 결과 0.3∼5.0m 내외이다.상부 구간에서는 화강암 면

의 상태가 불량하고 변질되었지만 하부 구간은 화강암 상태가 매우 단단하고

신선하므로 진입터 입구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암맥이 동굴안정성에 미치는 향

은 크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국지 단열 는 진입 터 을 사교하는 NW 방향군과

NE방향군으로 존재한다[3.8.8].부분 인 단층 는 쇄 로 인해 진입터 굴착

시 부근의 지역은 다소 불량한 암질이 분포되어 있으며,입구부에서 약 100m 정

도 되는 지 에 폭 10m 이내의 경사도가 한 쇄구간이 존재한다.그러나 연구

모듈이 치하는 진입터 종 부근은 양호한 암질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2) KURT지하수 특성

미생물 동정에 사용된 지하수는 KURT 막장의 좌측모듈에서 시추된 시추공으

로부터 채수되었으며,지하 약 140m 부근의 지하심부 단열 를 따라 이동하는 지

하수를 채수 하 다.채수된 지하수의 지화학 조건 화학성분들을 표 3.8.1에

나타내었다[3.8.18].표 3.8.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채수된 지하수의 pH는 약 8.5정도

로 알칼리 조건이며 Eh는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약 -90mV정도로 약 환원상태이

며,지표수의 유입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징으로는 칼슘의

농도가 높은 편이며,황산염의 농도는 상당하여 황산염환원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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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기본 특성 미량 화학성분

Borehole TB-4 원소 농도 (μg/L)

Temp(°C) 14.6 Al 278.5

Eh(mV) -90.6 Fe 59.3

pH 8.5 Mn 2.4

EC(μS/cm) 142.6 Sr 111.8

DO(mg/L) 3.5 Li 7.6

TDS(mg/L) 117 V 2.3

주요 화학성분
Cr 1.4

Co 0.2

원소 농도 (mg/L) Ni 1.1

SiO2 18.3 Cu 6.5

Na 7.4 Zn 9.8

Ca 16.5 As 1.3

K 1.2 Rb 5.0

Mg 1.3 Mo 13.8

Cl
-

2.23 Cs 0.2

SO4
2-

6.84 Ba 73.5

NO3
-

0.90 Pb 2.1

F
-

1.34 U 52.0

HCO3
-

60.0 Th 0.041

표 3.8.1.KURT에서 채수된 지하수의 기본 특성(2006년 6월)

3) 지하미생물 채취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하연구시설(KURT)의 지하수 내 부존하는 미생물의 종

다양성과 속환원미생물을 농화배양하기 하여 KURT 내 140m 아래 지하로 부

터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 다(그림 3.8.10). 기성 미생물의 종 다양성 분석을 하

여 지하수 시료는 1LSerum bottle을 이용하여 채취하 다(그림 3.8.11).채취즉시

기성 상태를 유지하기 하여 Head Space없이 고무마개(RubberStopper)로

Serum Bottle을 한 후 IceBox를 이용하여 실험실로 옮겼다.채취된 지하수의

pH는 8.5정도로 약 알칼리이며 Eh는 약 -80mV로 나타났다. 한,일부 지하수는

장에서 미리 비한 serum bottle배양액에 곧바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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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그 이후 serum bottle배양액은 아이스박스에 넣어 실험실로 옮겨 상온보 되

었고 미생물의 성장을 찰하 다.Serum bottle배양액은 Fe-citrate를 자수용체

로 갖는 배양액과 sulfate를 자수용체로 갖는 배양액 2종류로 비하 다.

그림 3.8.10.KURT지하수 채수 모습과 채수된 지하수병.

그림 3.8.11.KURT미생물 장 주입 모습.배양액이 들어있는 serum bottle들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KURT지하수 주입 모습과 serum bottle들이 담겨있는

아이스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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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미생물 유 학 조사

가) 지하수 미생물 MetagenomicDNA추출

약 2L의 지하수 시료를 0.22μm filter를 통한 미생물회수법을 이용하여 균체

를 확보하 다.이 게 확보된 균체를 포함한 filter를 N2-Grinding법을 통하여

DNA(RNA)추출․정제하 다. 한 심해 퇴 물 5g과 ExtractionBuffer18mL

를 잘 섞은 후 65°Cwaterbath에서 incubation을 한 후 최종 2%가 되도록 SDS를

넣은 후 30분 동안 shakingincubation을 실시 한 후 1,8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수확하 다.얻어진 상층액에 PCI CI처리한 이후,최종 얻어진

상층액에 0.6volume의 propanol을 첨가하여 5,000rpm으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직 DNA pellet을 얻어내었다.이 후 gelase반응을 통하여 DNA를 정제하 다.

각각 얻어진 DNA(RNA)를 -20°C에 분주 보 하면서 필요할 경우 꺼내어 사용

하 다.

나) 지하수 미생물의 분자생태학 분석

정제한 DNA로부터 PCR 기법을 이용하여 Archaea,Eubacteria16SrRNA

Eukaryotic18SrRNA 유 자를 각각 증폭한다.자세한 방법은 다음을 따랐다.1μ

LtemplateDNA와 1μL16S,18SrRNA의 10pmolprimerForward Reverse

를 넣고 0.1μLTaqpolymerase(5unit/μL,TAKARA),2μL10×PCRbuffer,1μ

L dNTP을 넣고 최종 20 μL 반응 혼합물을 만들어지도록 멸균증류수로 채웠다.

Archaea,Eubacteria의 16SrRNA,Eukaryotic18SrRNA 일부를 PCR로 증폭했다.

PCR은 94°C에서 5분간 기 변성화 시킨 후 94°C에서 30 간 denaturation,55°C

에서 30 간 annealing,72°C에서 1분 30 의 extension과정을 35회 반복하 고 최

종 extension은 7분 실시하 다.PCR증폭 산물은 1% Agarosegelelectrophoresis

과정을 수행한뒤 ethidium bromide에 stain한뒤 PCR product생성여부를 확인 후

Solgent社에 sequencing을 의뢰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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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6SrRNA유 자의 염기서열 비교 분석

농화배양된 균으로부터 DNA를 분리하여 미생물의 조성을 조사하 다.분리한

균의 1 μL tamplate DNA와 1 μL 10 pmoleubacteralunivesalprimer27F

(5'-AGA GTT TGA TCM TGGCTCAG-3'),1492R(5'-TACGGY TACCTT

GTT ACG ACT T-3')0.1μLTaqpolymerase(5unit/μL,TAKARA),2μL10×

PCRbuffer,1.6μLdNTP등의 20μL반응 혼합물을 만들어 세균의 16SrRNA의

일부를 PCR로 증폭했다.PCR은 94°C에서 5분간 기 변성화 시킨 후 95°C에서 1

분간 denaturation,50°C에서 1분간 annealing,72°C에서 extension과정을 35회 반

복하 고 최종 extension은 5분 실시하 다.PCR 증폭 산물은 1% Agarosegel

electrophrosis과정을 수행한뒤 ethidium bromide에 stain한뒤 PCRproduct생성여

부를 확인하 다.이 PCR산물은 다시 GCclamp가 붙은 primer를 이용하여 증폭

한 후에 DGGE를 실시하 다.DGGE상의 band를 추출하여 sequence분석을 수행

하 다.

5) KURT지하수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종 다양성

미생물의 rRNAgene만이 증폭이 되어 Eukarya나 Archaea에 비해 우 하고 있

어 이에 한 연구에 을 맞추었다.미생물 클론의 분석결과 그림 3.8.1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크게,Proteobacteria,Actinobacteria,Nitrospina에 속하는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특히,alpha-,beta-proteobacteria가 주요 미생물로

단되었다.

알려진 clone을 분석하여 보면 부분 기성 지하에서 발견되는 clone들로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료의 특징과 반 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하지만 거의 모

든 clone들이 기존에 배양된 미생물과는 상이한 종들로 명이 되었다.이에 한

정확한 생리 특성은 앞으로의 배양실험이 추가되어야 알 수 있다.

특징 인 clone들을 분석해보면 우라늄 오염된 지하수,철의 산화 환원에

여하는 몇 종의 미생물이 발견되어 앞으로 이들에 의한 연구가 주로 되어져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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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2.KURT미생물 종류.KURT지역의 지하수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종

다양성을 16SrRNAgene을 이용한 분자생태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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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철환원 미생물 농화배양 후 생존 미생물 분석

농화 배양한 미생물의 종다양성을 알아보기 하여 유 자 분석을 하 다.

KURT 지하수에 존재하는 속 환원 련 미생물의 조성 분석 결과 그림 3.8.1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DGGEprofile을 알 수 있었다.크게 몇 가지의 주요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조건에 따라 비슷한 조성의 미생물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8.14의 경우 DGGE결과로 나온 band의 sequence를 분석한 후 동정한 그

림이다.주요 band의 경우 Proteobacteria,Actinobacteria,Firmicutes로 알려진 미

생물들이다.주로 기성환경에서 발견되는 미생물들과 근연 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지하수에서 직 분석한 것과 농화배양 후에 분석한 것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배양 조건에 따라 특정 속 환원 미생물이 농화가 됨을 알 수

있다. 한,농화 배양 후 나온 clone들은 지하수에 비해 기존에 배양된 미생물과

더욱 근연 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이들 근연 계에 있는 미생물의 문헌상의 특

성과,농화 배양된 미생물을 표미생물로 선정하여 속 환원 미생물의 특성을 연

구하여 비교 분석하 을 경우,KURT지역의 지하 환경에서의 속 사 련 미생

물의 특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이들 미생물을 이용하여 미생물-

속이온 간의 상호작용 연구가 필요하다.

농화배양한 속환원미생물은 다음과 같다.

① Pseudomonassp(DQ295934)[from saltmarsh]와 유사한 미생물 존재

② Actinobacteria(AJ229241)[isolated from anoxic bulk soil of rice paddy

microorganisms]와 유사한 미생물 존재

③ Fusibacter paucivorans(AF491333)[an anaerobic, thiosulfate-reducing

bacterium from anoil-producingwell]와 유사한 미생물 존재

④ Desulfuromonasmichiganensis(AF357915)와 유사한 미생물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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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3.KURT미생물 16SrRNAPCR-DGGE사진.

17번.Metal-reducingbacteriaenrichedusingacetateasanE-donorand

Fe(III)-citrateasanE-acceptor

18번.Metal-reducingbacteriaenrichedusingglucoseasanE-donorand

Fe(III)-citrateasanE-acceptor

19번.Metal-reducingbacteriaenrichedusinglactateasanE-donorand

Fe(III)-citrateasanE-acce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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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4.그림 3.8.13의 각각의 band에 해당하는 미생물 동정.미생물의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하여 미생물의 종 동정.

Band4-SimilartoPseudomonassp(DQ295934)from saltmarsh

Band9-SimilartoActinobacteria(AJ229241)isolatedfrom anoxicbulksoilof

ricepaddymicroorganisms

Band12-SimilartoFusibacterpaucivorans(AF491333),ananaerobic,

thiosulfate-reducingbacterium from anoil-producingwell

Band18-SimilartoDesulfuromonasmichiganensis(AF35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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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KURT미생물의 특성 분석

1) 미생물 농화배양

가) 농화배양용 미생물 성장배지 제조

KURT 지하수 내 생존하는 미생물과 속이온간의 상호작용 연구를 하여 제

조한 기본성장배지의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다(그림 3.8.15).

① 삼각 라스크에 증류수 1000mL를 넣는다.

② 삼각 라스크에 표 3.8.2와 같은 화학약품을 넣는다.동시에 삼각 라스크를 핫

이트에 올린 후 Stirbar를 돌리면서 가열하여 표 3.8.2의 화학약품을 용해

시킨다.동시에 질소가스로 퍼징을 하여 기성 조건을 유지하면서 가열하여

미생물성장배지 내 용존 산소를 제거한다.이때 미생물 성장배지의 pH는 7.5∼

8.0의 값이 되도록 한다.

③ Serum bottle에 질소를 퍼징하여 기성상태를 만들어 후 성장배지 100mL

serum bottle에 넣고,마개를 닫는다.

④ 멸균 테이 를 붙이고 고압멸균기를 이용하여 121°C에서 멸균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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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8.15.미생물 성장배지 제조과정.(a)삼각 라스크에 증류수를 넣고

핫 이트에서 교반 열을 가해 일부 산소를 제거하는 과정.(b)질소로

퍼징하면서 산소를 제거하고 미량원소 비타민을 주입하는 과정.(c)Serum

bottle들에 배양액을 주입하고 butylrubber로 막은 후 알루미늄 캡으로 운 모습.

(d)배양액이 담겨진 serum bottle들을 고압멸균기에서 121°C로 가열하여 잔여

세균을 멸균.

화학약품 g/LormL/L

NaHCO3 2.5g

CaCl2․2H2O 0.08g

NH4Cl 1.0g

MgCl2․6H2O 0.2g

NaCl 10g

HEPEs(30mM) 7.2g

YeastExtract 0.5g

Tracemineral 10mL

Vitamins 1mL

표 3.8.2.미생물 농화배양을 한 미생물 성장배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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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공여체 수용체

l 자공여체

-Pyruvate(10mM)

-Glucose(10mM)

-Lactate(10mM)

-Acetate(10mM)

l 자수용체

-Fe(III)-citrate

-Akaganeite(ß-FeOOH)

-갈색의 Manganeseoxide(MnO4)

-검은색의 Manganeseoxide(MnO4)

l 농화배양

제조한 미생물 성장 배지와 자 공여체 는 자 수용체를 주입하여 KURT지하

수 내 부존하는 미생물을 농화배양 한다(그림 3.8.16).농화배양은 상온에서 실시하며

ShakingIncubator를 이용하여 일정한 온도(25°C)를 유지한다.

그림 3.8.16.KURT지하수의 속환원미생물 증식 활성화.



-349-

2) 특정 원소/ 물별 미생물 농화배양

가) 철산화물 이용 미생물 배양

기본 농화 배양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철산화물 환원 미생물 배양을 해 자

공여체(Lactate,Acetate,Glucose)3가지와 자수용체(Akaganeite)를 이용하여 미

생물- 속이온 상호작용 실험을 실시한 후 고체상태의 자수용체를 회수하여

XRD 자 미경 분석을 실시하 다.

미생물에 의한 철 산화물의 환원 실험결과,3가지 자공여체(Lactate,

Acetate,Glucose)를 이용하여 3가 철(Akaganeite)의 환원 실험결과에 따르면

Lactate를 자공여체로 사용 시 색의 3가 철(Akaganeite)이 갈색의 철로 변화

됨을 확인 하 으며,magnetite로의 상 이가 이루어졌다(그림 3.8.17과 그림 3.8.

18).

그림 3.8.17.철환원미생물에 의한 akaganeite의 magnetite로의 물 이

자 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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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8.Akaganeite의 magnetite로의 물 이 XRD패턴.

나) 망간산화물 이용 미생물 배양

기본 농화 배양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망간산화물 환원 미생물 배양을 해

자공여체(Lactate,Acetate,Glucose)3가지와 자수용체(Akaganeite)를 이용하여

미생물- 속이온 상호작용 실험을 실시한 후 고체상태의 자수용체를 회수하여

XRD 자 미경 분석을 실시하 다.

망간 산화물의 환원 실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l 3가지 자공여체(Lactate,Acetate,Glucose)를 이용하여 갈색의 망간 환원 실험

결과에 따르면 3개의 자공여체(Lactate,Acetate,Glucose)를 모두 이용하여 갈

색의 망간산화물을 환원시켜 rhodochrosite 물의 상 이가 이루어졌다(그림

3.8.19와 3.8.20).

l 3가지 자공여체(Lactate,Acetate,Glucose)를 이용하여 검정색의 망간 환원 실

험결과에 따르면 1개의 자공여체(Glucose)를 이용하여 검정색의 망간산화물을

환원시켜 hausmanite rhodochrosite 물의 상 이가 이루어졌다(그림 3.8.21

과 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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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Glucose를 자공여체로 이용하여 검정색의 망간 환원 실험결과에 따르면 1개의

자공여체(Glucose)를 이용하여 검정색의 망간산화물을 환원시켜 물의 상

이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이용한 TEM 시료 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생물

세포내 는 세포벽에는 망간 물의 침 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생물 외부에서

물의 상 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그림 3.8.23).

그림 3.8.19.망간환원미생물에 의한 산화망간의 rhodochrosite로의 물 이

자 미경 사진.

그림 3.8.20.산화망간의 rhodochrosite로의 물 이 XRD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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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1.KURT망간환원미생물에 의한 MnO2의 rhodochrosite

hausmannite로의 물 이 자 미경 사진.

그림 3.8.22.KURT망간환원미생물에 의해 형성된 hausmannite

rhodochrositeXRD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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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3.망간환원미생물 주변의 망간환원결정체의 투과 자 미경 사진

화학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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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미생물 복합 반응 특성

가.주요 물들의 특성

1) 흑운모

가) 흑운모의 구조

흑운모의 구조를 살펴보면 미생물과의 반응에 주로 참여하게 될 Fe(II)의 치

가 흑운모의 팔면체 (octahedralsheet)에 놓이며,Mg혹은 Al과 동형치환되어 존

재한다(그림 3.8.24).Fe(II)의 함량이 높을수록 물의 용해도는 증가하며,쉽게 다

른 물로 이될 수 있다.흑운모의 층간은 K
+
가 존재하면서 물의 하균형을

맞추고 있으며,지하수의 다른 이온들( :Na혹은 Ca)에 의해 이온교환될 수 있다.

흑운모가 용해되거나 Fe(II)가 산화 혹은 용탈되면서 질석(vermiculite)이라는 다른

물로 변이될 수 있다.이 과정에서 물의 층간이 팽창되는 팽창성 물로 이

된다.

그림 3.8.24.흑운모 물의 내부 결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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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URT에서 찰되는 흑운모

흑운모는 결정질 암석에서 주요 물로 존재하며,쉽게 변질되는 물 의 하나

이다.화강암반의 주요 물 의 하나인 흑운모는 구조안에 Fe(II)를 가지고 있어서,

만일 물과 하여 용해가 발생하면 구조안의 Fe가 빠져나가면서 물의 부식이

진된다(그림 3.8.25). 한, 이 속원소인 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환원미

생물과의 한 반응이 상되는 물이다.

그림 3.8.25.KURT화강암에서 찰되는 흑운모의 확 사진 모습.흑운모가

지하수와 하거나 풍화가 되면 구조내에 존재하는 Fe(II)가 빠져나오거나 산화됨.

한, 물이 풍화되면서 표면에 이차침 물이 형성되거나 팽창성 물로 변형됨.

다) 실험에 사용된 흑운모 시료의 특성

미생물과의 반응실험에 사용하게 될 흑운모는 순수한 흑운모이며, 물량이 충

분해야 한다.하지만,자연계의 화강암에서 흑운모만을 따로 모아서 실험하기에는

물량도 부족하고 샘 마다 물의 화학성분이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순수한 결

정성 흑운모를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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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사용된 흑운모의 구조화학식을 얻기 해 자 미분석기(EPMA)를 이

용하여 흑운모 시료를 분석하 다.분석된 화학분석값을 흑운모 구조에 맞추어 구

조화학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K1.92Na0.13(Mg3.57Fe1.95Ti0.24Mn0.08)(Si5.92Al1.94Fe0.14)O20(OH)4

구조화학식을 보면 철의 함량이 마그네슘 함량에 비해 다소 은 편이다.그리

고,철의 분포가 팔면체 뿐만아니라 사면체 (tetrahedralsheet)에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흑운모 시료는 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막자사발로 물을 쇄하기에 당

하지 않다.따라서,날카로운 가 를 사용하여 최 한 작은 입자로 쇄하 으며,

최종 으로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흑운모를 분쇄하 다(그림 3.8.26).분쇄된 입자의

크기는 3mm 이하 다.

그림 3.8.26.흑운모 입자를 최 한 고운 가루로 만드는 과정.

흑운모 입자의 비표면 을 알기 해 Asap2010(Micromeritics)기기를 이용하

여 BET(Brunauer-Emmett-Teller)표면 을 측정하 다.측정조건은 N2가스를 이

용하 으며 4시간 동안 고온(약 300°C)에서 탈가스화 시켰다.측정된 흑운모 입자의

비표면 은 0.2666m
2
/g의 값을 보여주었다.

한,흑운모의 철의 2가와 3가 구분을 해 Mossbauerspectroscopy장치를

이용하여 Fe(II):Fe(III)의 비를 측정하여,Fe(II):Fe(III)=70:30(atomic%)의 값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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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철석(goethite)

가) 침철석의 구조

침철석은 야외에서 찰되는 산화철 물들 에 주된 물로써,방사성핵종원소

와 히 상호반응하는 물질이다.결정질 암석에 존재하는 철함유 물들( :흑운

모)이 용해되거나 풍화되면서 구조내에 포함되어 있던 Fe(II)원소가 용출되어 나오

고 산화된 지하수에 녹아들면서 Fe(III)으로 산화된다.이 게 산화된 철은 콜로이드

형태의 철산화물을 형성하고 페리하이드라이트(ferrihydrite,Fe5HO8․4H2O)라는 약

한 결정질의 물을 형성한다.이러한 물이 시간이 흐르면서 결정화 과정을 거치

고 침철석(α-FeOOH)이라는 물로 이된다.

침철석의 구조는 기본 으로 FeO3(OH)3팔면체가 이 으로 나란히 배열되면서

edge-sharing하는 구조를 가고 있다(그림 3.8.27). 한,나란히 배열된 팔면체들이

corner-sharing하면서 터 구조를 형성한다.이 터 구조는 단지 수소이온 정도의

원소만을 통과시킬 수 있는 작은 형태이다.

그림 3.8.27.침철석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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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URT에서 찰되는 침철석

KURT 지하암반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철을 함유한 흑운모 외에 일부 변성작용

을 받아 철을 함유한 녹니석 등이 발달되어 있다.이 게 철을 함유한 물들이

KURT 암석내에 상당량 존재하고 있으며 시간에 따른 변질 풍화 등의 요인에

의해 Fe(II)가 용출되어 나와 산화철을 형성함으로써 침철석과 같은 철산화물들이

암석표면 단열면 등에 다량 분포하고 있다(그림 3.8.28).

그림 3.8.28.KURT풍화암석 시료에서 찰되는 침철석의 자 미경

이미지.

KURT침철석은 주변에 방해석 토 물이 일부 포함되어 찰되며,침상모

양의 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침상의 크기는 발달되는 정도에

따라 다르며, 찰되는 침철석의 형태는 주로 작은 크기의 입자들이었다.KURT의

소규모 단층에서 다량 분포하고 있으며,풍화된 화강암의 내부에 국지 으로 발달

되어 있다.

다) 실험에 사용된 침철석 시료의 특성

실험에 사용된 침철석은 실험실에서 합성하여 사용하 다.합성의 방법은

Fe(NO3)․9H2O 40g을 500mL의 증류수에 녹인 후,330mL1M KOH 용액에

천천히 떨어뜨리면서 흔들어 주었다.질산화철 용액을 다 소모한 후, 라스크를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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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주고 원심분리하 고 약 3번 정도 증류수로 씻어 주었다.얻어진 고체시료는

oven에 건조하여 다음 실험을 해 보 하 다(그림 3.8.29).

그림 3.8.29.실험에 사용된 침철석.

합성된 침철석은 다른 불순 물이 없는 거의 순수한 침철석 물로 구성되었

다(그림 3.8.30).

그림 3.8.30.합성된 침철석의 XRD사진(좌)과 주사 자 미경 사진(우).

합성된 침철석의 XRD 패턴에서 보듯이 다른 불순 물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XRDpeaks가 체로 뚜렷하여 침철석의 결정성이 좋은 것으로 단된다. 한,주

사 자 미경 찰시 뚜렷한 수 백 nm의 침상구조를 가진 침철석 입자가 잘 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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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생물에 의한 우라늄 제거 특성

1) 실험방법

가) 미생물

실험에 사용된 미생물은 한국원자력연구원 KURT에서 지하 140m 지 의 지

하수를 시추공을 통해 채수하 고,멸균처리 한 무산소 serum bottle100mL에 소

량 주입하 다.그림 3.8.31에서 보듯이,다양한 종류의 자공여체 자수용체를

갖는 조건에서 KURT미생물을 배양하 다.

그림 3.8.31.다양한 자공여체 자수용체를 이용하여 KURT미생물 배양.

이러한 배양조건에서 두 종류의 serum bottle들이 사용되었는데,하나는

Fe-citrate(산화철,액체)가 첨가되어 있는 무산소 용액이고,다른 하나는 MnO4(산

화망간,고체)가 소량 들어있는 용액이다.KURT미생물을 본 용기에서 한 달 이상

배양한 후,실험에 사용하 다.실험은 Fe-citrate에서 키운 미생물(M1)과 MnO4에

서 키운 미생물(M2),그리고 비교실험을 해 미국의 Shewanellaputrefaciens(SP)

등 총 3가지의 미생물을 상으로 실험하 다.SP미생물은 철환원미생물로서,지

표 바다 뿐만아니라 지하심부의 조건에서도 생존하여 야외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속환원미생물 의 하나이다(그림 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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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2.Shewanellaputrefaciens 자 미경 사진.

나) 우라늄 환원실험

실험조건은 미량원소와 비타민을 포함하는 media를 만들고 media100mL에 우

라늄, 물,그리고 미생물을 투입하여,미생물에 의한 우라늄 농도의 변화 물

의 향 등을 살펴보았다(그림 3.8.33). 기 우라늄의 농도는 1×10
-5
M 이었고,

물은 흑운모(1g/100mL)와 침철석(0.03g/100mL)두 종류로 하 다.흑운모에 비

해 침철석의 투입량이 작은 이유는 침철석의 입자가 훨씬 작아 비표면 이 넓기 때

문에 고액비를 달리 하 기 때문이다. 자공여체로 lactate혹은 glucose1M을 l

mL주입하 다.미생물 주입량은 각 bottle에 0.3mL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하

으며,산소의 침투를 막기 해 butylrubber로 병 입구를 인하 다.실험온도

는 25°C,pH는 약 7.5조건에서 11일간 실험하 다.실험은 2번 반복해서 실시하

다.모든 실험은 환원조건에서 실행되었다.

실험기간 동안에 우라늄 용존 무기원소들(K,Fe,Si Al)농도 변화를 확

인하기 해 일정한 간격으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1mL 씩 채취하 고 0.2 μm

syringefilter로 여과하여 ICP-MS로 양이온들의 농도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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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3.미생물- 물-우라늄을 동시 주입하여 항온진탕기에서 반응시키는 장면.

2) 실험결과

가) 습식분석

그림 3.8.34a에서 보는 것처럼,흑운모가 있는 조건에서 11일의 실험기간 동안

기 용존하는 우라늄의 농도는 미생물에 의해 계속 으로 감소하 다.미생물

SP(Shewanellaputrefaciens)의 우라늄 제거능력이 가장 탁월하 고,M2(KURT 망

간환원미생물)역시 일정기간(4일 후)이 경과한 후 부분의 용존 우라늄의 농도가

낮아졌다.이러한 결과는 속환원미생물에 의한 우라늄 환원작용에 기인된 것으로,

+6가 우라늄이 +4가로 환원되면서 용해도가 속히 감소하여 침 되었거나 주변

물 등에 수착된 것으로 보인다.반면,M1(KURT 철환원미생물)의 경우에는 우라

늄의 감소가 미미하 다.동일한 KURT 미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에 사용된 미

생물의 특성에 의해 우라늄의 환원 제거능력이 다름을 알 수 있다.본 실험의

결과에서는 M2미생물이 훨씬 효과 으로 우라늄을 제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8.34b에서는 기에 우라늄 농도가 격히 감소되는데,이는 물질로 넣

어 침철석의 우라늄에 한 탁월한 수착능력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넣어 침

철석 량이 흑운모보다 훨씬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입자크기와 넓은 표면 에

의해 부분의 용존우라늄이 물표면에 수착되어 제거되었다.따라서,미생물에 의

한 우라늄의 제거 특성을 찰하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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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4. 속환원미생물에 의한 용존우라늄의 감소 특성.(a)흑운모와 (b)

침철석이 참여 물로 media에 들어 있으며 3가지의 각기 다른 미생물종에 의해

우라늄 환원 감소가 진행(M1:KURT철환원미생물,M2:KURT

망간환원미생물,SP:Shewanellaputrefaciens).

여기서,한 가지 특이한 결과는 M1미생물에 의해 침철석 표면에 수착된 일부

우라늄의 탈착이 찰될 수 있다(그림 3.8.34b).

이는 우라늄이 수착되어 있는 침철석(α-FeOOH)표면이 미생물에 의해 Fe(III)

가 Fe(II)로 환원되면서 물구성 성분인 Fe가 용해되고,공존하던 우라늄도 같이

용탈되어,용액 내에 우라늄의 농도가 차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3.8.35).

그림 3.8.35.침철석에 수착된 우라늄의 미생물 M1에 의한 탈착과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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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6에서 보듯이,다른 미생물보다 M1미생물에 의한 침철석의 Fe성분

용해가 훨씬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SP의 경우, 기에 철이온의 농도 증

가를 가져오고 차 그 추세가 그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반면,M2의 경우,

기에는 철 이온의 증가가 거의 없다가 일주일 후에 약간의 철이온의 증가를 보여

다.이는 망간환원을 주된 메커니즘으로 하는 미생물의 경우,산화철의 환원에 크

게 여하지 않고 오직 용존되어 산화상태로 존재하는 핵종의 환원에 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3.8.36. 속환원미생물의 우라늄 환원시 침철석으로부터 용출되는

용존철의 농도 변화(M1:KURT철환원미생물,M2:KURT망간환원미생물,

SP:Shewanellaputrefaciens).

KURT 철환원미생물은 산화상태의 침철석 물의 표면 일부를 환원시키고

Fe(II)의 용해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단된다.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에 침철석 표

면에 수착된 우라늄도 같이 용해되고 용액상의 우라늄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단된다.KURT 철환원미생물에 의한 Fe의 용출이 우라늄의 수착거동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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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 미경 분석

l 흑운모 +미생물 +우라늄

흑운모는 자연계 암석에 흔히 존재하는 물질로써,입자의 결정이 단단하고 용해

속도가 매우 느리다.본 실험에서 흑운모가 물질로 존재하는 경우 미생물에 의한

우라늄의 환원작용 수착특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흑운모 물은 상 물로써 넓은 을 가지고 있으며,이러한 물 에 미생물

이 쉽게 하여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한, 물의 edgesites부근에 하여

물의 깨진 부분에 존재하는 양이온( :Fe(II)혹은 Fe(III))과 상호작용하거나 층

간에 존재하는 K 이온을 섭취할 수 있다.일부 미생물은 물에 하여 일차 으

로 물의 구성이온과 반응하거나 이차 으로 수착된 우라늄과 같은 핵종들과 반응

할 것으로 보인다.흑운모 물은 매우 단단한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의 용해를 통해 빠른 반응을 기 하기는 어렵다.그림 3.8.37에서 보는 것처럼,

KURT 미생물이 물표면에 수착하여 차 바이오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규모가 큰 바이오막이 형성될 것으로 사료된

다.

그림 3.8.37.흑운모 표면에 KURT미생물이 하여 상호반응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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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wanella와 같은 철환원미생물의 경우 흑운모를 구성하는 Fe성분과 히

상호작용 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3.8.38).철환원미생물은 자수용체 자공여체

를 이용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생장하기 때문에 Fe(III)와 같은 자수용체가 존재할

때 훨씬 빠르게 성장하거나 반응할 수 있다.습식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Shewanella미생물의 경우 흑운모와 우라늄이 공존하는 조건에서 가장 빠르게 우라

늄을 제거한다.하지만,KURT 미생물의 경우,철환원미생물보다 망간환원미생물의

우라늄 제거 능력이 훨씬 탁월하 다.이러한 결과는 부분의 KURT 철환원미생

물이 용존 우라늄의 환원작용 보다는 산화된 흑운모의 환원에 훨씬 많은 참여가 있

었지 않았나 생각된다.반면,KURT 망간환원미생물은 흑운모의 망간 함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물의 환원과정에 참여하기보다 용존 산화우라늄의 환원과정에 훨씬

더 많은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8.38.흑운모 물표면에 Shewanellaputrefaciens미생물 찰.

용존 산화되어 있던 우라늄이 KURT 미생물에 의해 차 환원되어 물화

가 진행된다(그림 3.8.39).특히 KURT망간환원미생물은 산화망간을 환원시킬 뿐만

아니라 우라늄과 같은 핵종들도 환원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3.8.39에서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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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우라니나이트(uraninite) 물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찰된 우라니

나이트는 흑운모의 입자 표면에 수착되어 존재하고 있으며,서로간에 응집되어 존

재하 다.조 더 확 한 사진을 보면,2∼3nm 크기의 우라니나이트가 만들어 졌

으며 상호 응집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찰된다.EDS화학분석 결과 우라늄을 함유

한 물로 확인되었으며,이는 KURT 망간환원미생물에 의해 물속에 용존되어 있

던 우라늄이 물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은 과정은 지하수를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우라늄과 같은 핵종들이 in-situ미생물에 의해 충분히 억제되거나 물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8.39.우라늄이 환원 물화되어 흑운모 입자 표면에 부착된 모습.

l 침철석 +미생물 +우라늄

침철석은 산화철 물로써 흑운모에 비해 결정성이 약하고 용해도가 높은 물

이다.이 의 습식실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침철석의 Fe(III)성분은 미생물에

의해 환원되면서 침철석의 용해가 유도될 수 있다. 속환원미생물은 Fe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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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 성분의 산화 상태를 바꿀수 있고,이것은 이러한 성분을 함유한 물의

이 구조를 변형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실험에서 침철석을 이용한 우라늄 환원실험에서 용존우라늄의 상당 부분이

침철석 물의 표면에 수착되었음을 ICP-MS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반응 실험

기에 부분의 우라늄이 침철석 물에 수착되어 미생물과의 반응이 직 으로

이 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침철석 입자는 매우 작아서(수백 nm 혹은 수 μm

크기),표면 이 넓고 우라늄과 같은 핵종을 수착하는데 탁월하다.따라서,침철석 +

미생물 +우라늄 반응실험시 기부터 활발히 부분의 우라늄이 침철석의 표면에

수착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8.40에서 보듯이,작은 침철석 입자들이 서로 엉겨 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침철석의 형 인 형태인 침상구조를 보여주고 있다.용존 우라늄과의 반

응 이후,침철석의 표면을 EDS화학분석한 결과 소량의 우라늄이 검출되었다.Fe

성분이 주 성분으로 찰되고 있고 media의 일부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여기에서

확인되는 우라늄 성분은 용존되어 있던 우라늄이 침철석 표면의 Fe구조와 반응하

여 표면수착된 것으로 단된다.이 게 수착된 우라늄은 주변의 미생물에 의해 다

시 Fe와 함께 용액상으로 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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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40.침철석 입자의 주사 자 미경 사진과 화학성분 분석 EDS데이터.

l 유기물의 향

침철석 +미생물 +우라늄과의 반응에서 media에 존재하는 상당량의 유기화합

물( :lactate)과 미생물의 분비물(exudates)등의 향을 찰해 보았다.물속에 용

존된 유기화합물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다른 성분의 유기물과의 반응을 통해

다양한 크기 구조를 갖는 유기물로 발 하는 것으로 보인다.특히,유기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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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에 의해 유기물의 크기는 수 백 nm의 크기로 커질 수 있으며,이는 수용액반응

에서 용존 핵종의 화학 거동에 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그림 3.8.

41에서 보듯이,다양한 형태의 유기물이 침철석 입자와 결합하거나 엉겨 붙어 매우

큰 복합입자를 구성하고 있다.침상구조의 침철석과 유기화합물의 강한 상호작용이

측되며 우라늄의 수착 환원 등의 과정에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투

과 자 미경으로 확 한 유기화합물의 이미지를 살펴보면,구상형태의 organic

carbon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침철석과 한데 어우러져 큰 응집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림 3.8.41.침철석과 유기화합물이 결합된 모습의 투과 자 미경 이미지.

4.핵종의 생 물화(biomineralization)반응

지하심부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으며,지하 깊숙이 내려갈수록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 성장하는 기성미생물이 번식하고 있다.특히, 속환원미생물들이

라고 일컫는 기성미생물들이 지하 깊숙한 곳에 생존하고 있으며,이들은 속

혹은 핵종원소들을 환원시켜 용존상태의 이온들을 황화 물 기타 속 물로

물화시킬 수 있다.우리들의 심은 우라늄과 같은 핵종들이 미생물에 의해 물화

되고 낮은 용해도로 인해 지하수를 따라 원거리로 이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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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감소되는 부분이다.이는 고 폐기물의 장기안 성과 매우 한 련을

가지고 있다.이에 본 실험은 지하심부 미생물을 실험실에서 배양하여 우라늄과의

반응을 통해 바이오-나노우라늄 물의 형성 기작을 살펴보고자 하 다.이를 통

해 고 폐기물처분에서의 미생물의 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향후 이들의 효과

인 이용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용존핵종 제거 특성

1) 실험조건

가) 세균배양

실험에 사용된 미생물은 Shewanella균(ShewanellaputrefaciensCN32(ATCC

BAA-1097))(그림 3.8.32)으로써,미국 ATCC(AmericanTypeCultureCollection)로

부터 구입하 다.

Shewanella균은 분말상태로 작은 유리캡슐에 담겨 있으며,유리칼을 이용하여

캡슐을 단하고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솜덮개를 제거한 후,곧바로 세균분말을 배

양액에 털어 넣었다.실험 배양액은 TSB(trypticsoybroth(DifcoLaboratories,

Detroit,MI,USA))성분으로 증류수 1L에 30g의 TSB를 첨가하여 만들었다.세

균분말이 포함된 배양액은 곧바로 교반기에 장착하여 120rpm의 속도로 24시간 흔

들어 주었다.배양액의 색깔은 맑은 노란색에서 약간 붉은색이 감도는 색으로 변했

으며,이는 Shewanella균들이 성장하면서 약간 붉은 빛을 띠기 때문인 것으로 단

된다(그림 3.8.42).

성장 배양액을 50mL의 원심튜 에 분배한 후,4,000rpm으로 원심분리 하

다.상등액은 버리고 가라앉은 Shewanella균을 다시 탄산수소나트륨(NaHCO3)30

mM 버퍼용액에 분산시켰다.이후 다시 원심분리하고 세척하는 과정을 3번 반복하

다.세척이 끝난 후 Shewanella균을 탄산수소나트륨 버퍼용액에 보 하여 다음

실험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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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42.Shewanella균 배양 우라늄 수착실험 사진.(a)액체배지,(b)

고체배지에 성장한 Shewanella균,(c)원심분리된 Shewanella균의 모습,(d)

우라늄과 미생물과의 반응실험을 한 항온진탕기.

나) 배경용액 제조

100mL탄산수소나트륨(30mM)용액내 용존산소를 제거하기 해 장시간 질

소가스로 퍼징하 다. 자공여체로 젖산나트륨(Na-lactate)을 10mM 주입하고 질

소가스로 퍼징한 후 부틸마개로 병의 입구를 막고 알루미늄 캡으로 단단히 고정하

다.사용된 병은 150mLserum bottle로써 산소의 투과를 효과 으로 차단하는

병이다.이후 약 20분 동안 121°C에서 고압멸균 처리하 다.

지하수 성분과 유사한 용액을 만들기 해 배경원소들을 첨가하 으며,0.2μ

m(Advanteccelluloseacetate)를 이용하여 다른 불순 세균을 사멸하기 해 여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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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첨가하는 양이온들은 지하수와 비슷한 주요 성분들이며,주사기와 바늘을 이

용하여 serum bottle에 다음과 같은 양으로 주입하 다.

-염화칼슘 :1.0mM,염화칼륨 :1.0mM,염화마그네슘 :1.0mM

한,추가 으로 이 속원소 인 성분 등을 미량으로 주입하 다.주입방

법은 양이온 첨가방법과 동일하게 0.2μm(Advanteccelluloseacetate)를 이용하여

불순 세균을 사멸하 으며,주사기와 바늘을 이용하여 serum bottle에 다음과 같은

양으로 각각 주입하 다.

-염화제일철 :0.2mM,염화망간(II):0.2mM,인산나트륨 :0.3mM

염화제일철의 경우,소량의 염화제이철을 만들기 해 염화제일철 용액의 뚜겅

에 바늘을 이용하여 약간의 산소를 주입하여 약한 산화환경을 조성하 다.이러한

과정에서 용액의 색깔이 투명한 무색에서 은 노란색으로 변색되었으나,철산화물

의 침 이나 심한 콜로이드화 작용은 찰되지 않았다. 한,일주일 이상의 실험에

서도 철산화물의 침 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았다.이러한 사실로부터,일부 산화

된 Fe(III)가 이온 혹은 미세한 콜로이드 상태로 존재하면서,응집되거나 큰 물로

성장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에서 설명한 주요원소 미량원소는 공통 혹

은 개별 으로 주입되어 각기 다른 배경용액을 가진 serum bottle들을 만들 수 있

었다.

다) 용존우라늄 제거 실험

철,망간,그리고 인 등 미량의 무기원소들을 배양액에 첨가하 으며,우라늄은

50μM의 양을 취하여 0.2μm 필터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하 다.주입된 우라늄

은 U(VI)의 산화된 형태로,산화우라늄은 용해성이 크고 이동성이 있는 우라늄이온

이다.UO2(NO3)2·6H2O(Aldrich)조성의 우라늄 화합물을 산성 HClO4 용액에 녹여

서 우라늄의 가수분해를 방지하 으며,우라늄 10
-3
M stocksolution으로 만들어

실험에 사용하 다.

최종 으로 Shewanella균을 약 8mg/L세포단백질량 만큼 주입하 다.미생물

의 향을 찰하기 해 미생물이 주입되지 않은 동일한 농도의 우라늄이 들어있

는 비교(control)용액도 만들어 비교실험 하 다.실험 용액은 약 120rpm으로 흔

들어 주었으며,온도는 25°C로 설정하 다.모든 실험은 환원조건에서 수행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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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주기 으로 0.2μm 필터 주사기를 이용하여 약 2mL의 용액을 채취하여 우라

늄을 비롯한 무기성분들의 농도 변화를 유도결합 라스마 질량분석기(ICP-MS)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라) 주사 자 미경 분석

미생물에 의해 물화된 핵종의 모습 형태를 찰하기 해 계방출 주사

자 미경(field-emissionscanningelectronmicroscope)을 이용하 다(그림 3.8.4

3).사용된 기종은 Hitach S-4700 모델이었으며,고체의 화학성분 X-선

mapping을 해 EDS(energydispersiveX-rayspectrometer,Horiba)를 이용하

다.

그림 3.8.43. 계방출 주사 자 미경 사진.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는 무산소 N2가스 환경에서 건조 시킨후 일부 시료를 핀

셋으로 떼어 내어 시료홀더 도성 테이 에 문지른 후,진공상태에서 Os(os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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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료를 얇게 코 하여 도성을 띠게 하 다.Os로 코 된 시료를 주사 자 미

경의 진공챔버에 넣고 이미지를 찰하 다.

마) 투과 자 미경 시편 비

l 시편 처리 작업

① Fixation/2.5% glutaradehyde-for1hrat4°C

-(5% glutaradehyde+0.2M Na-cacodylatebuffer=1:1)-pH7.3∼7.4

② Washing/1×Na-cacodylate-10min(×2)

③ Dehydration(at4°C)

-D.W. - 10min(×2)

-50% EtOH - 10min(×2)

-70% EtOH - 10min

-80% EtOH - 10min

-90% EtOH - 10min(×2)

-95% EtOH - 10min(×2)

-100% EtOH - 10min(×2)

-Propyleneoxide-10min(×2)

④ Infiltration/atroom temperature

-Propyleneoxide:Eponmixture=3:1-3hratR.T.

-Propyleneoxide:Eponmixture=1:1-overnight

-Propyleneoxide:Eponmixure=1:3-3hr

-100% Epon-3hr(2회 교체)

⑤ Embedding-(Epon-812사용)

-100% Epon-for2dayat60°C(dry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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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박 편(Ultramicrotome)작업

-시료의 두께 편 속도 :70nm,0.8mm/s

-Knife사양 :Diatome35°

-0.3% Formvarcoated75meshCu-Grid사용

바) 투과 자 미경 분석

미생물과 우라늄 핵종과의 반응 실험이 끝난 후 투과 자 미경을 이용하여 일

부 물화된 우라늄과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우라늄을 찰하 다. 찰을 한 시

료 비는 크게 두 가지로 하 는데,먼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생물 표면

을 찰하기 해 증류수로 한 번 세척한 후 미생물을 증류수에 분산시키고 Cu

Grid로 건져 올렸다.CuGrid는 탄소막으로 코 되어 있는 200mesh제품을 사용

하 다.CuGrid에 올라온 시료를 건조시킨 후 곧바로 투과 자 미경으로 상 시

료를 찰하 다.

미생물 내부를 찰하기 해 다음과 같은 다른 샘 비를 수행하 다.미

생물을 원심분리하여 가라앉힌 후 2.5% 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로 고정화

시켰다.카코딜나트륨(Na-cacodylate)으로 씻어 후,다양한 농도의 알코올 과정을

통해 수분을 제거하 다.수분이 제거된 미생물을 Epon-812 진에 집어넣고 60°C

조건에서 2일간 굳게 하 다.이 게 만들어진 블록을 다이아몬드 칼(Diatome35°)

로 50∼70nm 크기로 단하 으며,잘려진 시편을 CuGrid 에 올려 놓았다.우

라닐아세테이트(uranylacetate)로 염색하는 과정은 생략하 는데,이는 이차 인 우

라늄의 시료 교란을 방지하고자 하 다.투과 자 미경은 JEOLJEM 2100F모델

(그림 3.8.44)로 200kV의 가속 압으로 찰하 으며,화학분석 표면분석을

해 EDS(energydispersiveX-rayspectrometer)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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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44.분석에 사용된 투과 자 미경.

2) 용존우라늄 제거

50μM 농도의 우라늄과 Shewanella균이 공존할 때,Shewanella균에 의한 우라

늄 농도의 변화를 찰하 다(그림 3.8.45).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우라늄의

농도변화는 아주 미약 하 지만,미생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분의 용존우라늄

이 2주 안에 거의 제거됨을 찰하 다. 한,용액상에 철,망간,그리고 인과 같은

미량원소들의 존재 여부에 따라 우라늄의 시간에 따른 제거패턴이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인이 첨가되었을 경우, 기에 우라늄의 제거속도가 빨랐으며,철

혹은 망간의 경우에는 우라늄의 환원 제거가 조 더디게 나타났다.하지만,최

종 으로 우라늄의 제거에 걸린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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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45.Shewanella균에 의한 용존우라늄 농도 변화.버퍼용액과

배경원소들 외에 특정원소들(Fe,Mn,P)의 향 조사.

그림 3.8.45으로부터 우리는 미생물의 활동과 우라늄 농도의 감소가 상 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우리가 주입한 우라늄의 기 형태는 UO2
2+
이온으로 U(VI)이

며, 기조건에서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이온이다.이러한 U(VI)는 용해도 이

동성이 커서 자연계에 출시 주변환경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3.8.19,3.8.20]

본 실험에서 용액상에 주입된 우라늄 농도의 감소는 기성세균인 Shewanella

균의 우라늄 환원작용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3.8.19∼3.8.21].미생물은 자공여체

인 젖산을 소모하고 생산된 자를 자수용체인 산화우라늄에 제공함으로써 우라

늄의 환원을 진시킨다.이러한 미생물학 기작을 통해 약 2주간의 실험동안

U(VI)가 U(IV)로 환원되고 부분의 우라늄이 흡착 혹은 물화과정을 겪은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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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라늄 흡착 물화 특성

1) 우라늄 물화 작용

용존우라늄이 미생물에 의해 환원되면서 우라니나이트(uraninite)라는 U(IV)를

갖는 물로 물화된다.물속에 용존되어 존재하는 부분의 우라늄은 산화우라늄

(U(VI))으로써 용해도가 크고 이동성이 우수하다.이러한 산화우라늄은 지하심부

환경에서 지하수를 따라 원거리까지 멀리 이동할 수 있고 환경 인 해를 끼칠 수

있다.방사성폐기물 안 성 측면에서 이러한 산화우라늄을 환원시켜 우라늄의 이동

성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용존우라늄이 미생물의 환원기작에 의해

U(IV)로 환원되면서 용해도가 감소하고 나노 크기의 작은 입자들을 형성한다.이러

한 나노입자들이 응집되면서 좀 더 큰 크기의 우라니나이트를 만드는 것으로 단

된다.그림 3.8.46에서 보듯이,우라늄 물로 형성된 환원우라늄들이 큰 입자로 구

성되어 있으며,화학분석결과 부분 우라늄으로 구성된 물질임을 알 수 있다.

물화되어 응집된 우라늄의 입자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입

자들간의 상호 결합 친화력이 발생하여 좀 더 큰 크기의 입자 혹은 물로 성장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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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46.우라니나이트 물 화학성분 분석 패턴.

우라니나이트를 고해상도 투과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 3∼5nm 크기의 기

본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결정성이 잘 발달한 기본입자들은 서로간

의 첩 결합에 의해 좀 더 큰 거 입자를 이루고 있었으며 구형의 입자로 존재

하 다.Selectedareadiffractionpattern으로 우라니나이트 확인 결정성을 확인

한 결과 입자들의 결정성이 체로 잘 발달되어 있고 형 인 우라니나이트의 회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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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47.우라니나이트의 미세결정구조 회 패턴.

Media에 포함되어 있던 다양한 배경원소들이 무기 으로 혹은 미생물 반응 에

화학작용에 의해 이차 인 물들로 흡수되었다.특히,배경원소 에 Ca성분들의

농도가 높으면 탄산칼슘의 물들이 형성될 수 있으며,본 실험에서 찰된 이차

물은 CaCO3로 구성된 아라고나이트(aragonite)이다.이 물이 무기 으로 생성되

었는지 혹은 미생물 으로 생성되었는지 형성된 기작은 명확히 알 수 없으나,본

실험에서 생성된 이차 물들 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만약,이차 물로 형

성된 아라고나이트가 미생물 기원이라고 한다면,물속에 녹아있는 탄산과 칼슘의

결합이 미생물에 의해 진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이는 한 지 CO2

장방식에 응용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이다.형성된 아라고나이트는 입자의 크기가

μm 크기 이상의 매우 큰 결정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며,입자의 형태는 마

름모 형태를 띠고 있다(그림 3.8.48).부분 으로 비정질 형태의 아라고나이트도

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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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48.아라고나이트(aragonite) 이차침 물.

2) 우라늄 물화에서 인(P)의 향

가) 미생물 표면에서의 물화

Media에 첨가된 양이온들(Na,K,Mg,Ca)은 일반 지하수에도 흔히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로써,실험을 통해 지하수의 특성에 따른 우라늄의 물화 작용을 살펴

볼 수 있다.본 실험에서는 배경이온 외에 인(P)을 첨가하여 P에 의한 우라늄의

물화 작용의 향을 살펴 보았다.이 의 습식실험 결과에서도 살펴보았듯이,P가

첨가되었을 때,우라늄의 환원작용 제거가 기에 활성화되었다(그림 3.8.45).P

는 미생물의 활동에 필요한 원소로써,이 원소의 존재 여부가 미생물의 증식 활

동에 어느정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P는 자체 이온의 결합에 의해

불용성의 인산염 물을 형성할 수 있으며,이러한 특성은 우라늄과 같은 핵종과

결합했을 때 특징있는 물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는 P의 향에 의해 환원 침 되는 우라늄 물의 생 물화를

살펴보았다.그림 3.8.49은 미생물에 의해 우라늄이 U(IV)로 환원되면서 낮은 용해

도의 물로 변하는 과정을 투과 자 미경으로 찰한 이미지이다.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라늄의 물화가 미생물의 세포벽 외피에 형성되고 있으며,입자의 크기

가 차 커지면서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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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49.미생물 외피에 우라늄 물화가 진행되는 과정의

자 미경 사진.

미생물의 활동은 같은 조건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다.그림 3.8.49

에서 3개의 다른 미생물들을 볼 수 있는데,각각 우라늄 물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 우라늄 물화가 미생물 외피 체에 걸쳐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나노

크기의 우라늄 물입자들이 작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형성되는 물의 입자 크기가 크게 성장하여 발달한 경우가 찰되며,특정 부 에

좀 더 높은 농도의 물화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화가 진행될 수

록 기에 형성되었던 나노 기본입자들이 차 커지면서 미생물의 외피를 감싸는

것을 알 수 있다.입자들의 크기가 커지면서 기존의 입자 에 성장하거나 주변으로

확 되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우라늄 물의 입자가 더 크게 성장하면,그림에

서 보듯이 미생물 외피가 완 히 물로 뒤덮여 미생물의 흔 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미생물의 외피가 물로 코 되면서 미생물의 활동도는 더 많이 감소할 것으

로 사료된다.미생물의 양분 흡수 사작용의 감소는 더 이상의 우라늄의

물화를 지속시키는 것이 어렵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라늄이 미생물의 표면에 수착 물화되면서 미생물 표면을 뒤덮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라늄 외에 다른 미량원소들의 참여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우라늄이 미생물의 표면에서 농집되면서 용액속에 미량으로 추가된 P 한 우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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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미생물 표면에 다량의 수착 특성을 보여 다.P가 물화를 이루면 불용성

의 침 물을 형성하고 물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만약,우라늄과 P가 함께 공존하

면서 물을 형성한다면 장기 으로 안정한 우라늄 물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그

림 3.8.50에서 보듯이,P의 분포가 우라늄의 분포와 체로 일치하며 미생물 표면에

반 으로 발달되어 있다.우라늄과 P의 공존은 용액상에서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용액상에서 우라늄과 P가 complex를 이루고 이러한 이온 복합체

가 미생물 표면의 수착기와 결합하여 기 물을 형성하는지 모른다.특히,P는 미

생물의 활동에 필요한 양소로써,미생물의 흡수작용에 의해 미생물의 표면 세

포 내부에 유입되어 물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3.8.50.미생물 표면에 형성된 우라늄 물의 EDS표면화학성분 분석.

그림 3.8.51는 우라늄이 기에 미생물 표면에 어떻게 생성되어 커져가는가를

보여 다. 기의 우라늄 생성은 체 으로 미생물의 외피에 골고루 이 지며,간

혹 특정 부 에서 좀 더 빠른 결정성장이 이 질 수 있다.입자의 크기는 체로

일정하게 성장하고 있으며,이는 미생물의 환원 사작용이 자신의 몸 체에서

골고루 이 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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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51.미생물 표면에 성장하는 우라늄 물의 자 미경 이미지.

(A)미생물 외피에 기 형성되는 우라늄 물.(B)이미지 (A)의 확

사진(삼각형: 기의 기본 우라늄 나노입자들,화살표:어느정도 성장한

우라늄 물들간의 상호결합 성장)

미생물의 외피에서 기 형성된 물을 확 하여 찰하면 다양한 형태의 입자

들을 볼 수 있다.그림 3.8.51의 B에서 볼 수 있듯이, 기 우라늄 물에서도 다양

한 크기 형태의 기본입자 성장입자들을 볼 수 있다.먼 ,삼각형으로 표시된

입자들은 자 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작은 기본입자들로써,용액상에 녹

아있는 산화된 우라늄이 미생물의 환원작용에 의해 기 형성되기 시작한 우라늄의

기본입자인 것으로 보인다.우라늄 물의 형성이 미생물 표면에서 수∼수십 nm의

간격을 두고 기에 형성되고 그 크기는 수 nm의 크기임을 알 수 있다. 기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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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기본입자들은 계속 으로 우라늄이온들이 수착하거나 결합하여 입자가

커져나가 그 크기는 수십 nm까지 될 수 있다.이 게 성장하는 우라늄 입자들은 단

독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주변에서 성장하는 다른 입자들과 하게 되고 이러한

은 상호 연결을 이루어 보다 큰 결정입자들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미생물

표면에서 성장하여 형성되는 우라늄 물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다 큰 물

결정체로 형성되며,결국에는 미생물 표면을 완 히 덮는 정도의 크기로 발 하는

것 같다.

우라늄의 기본입자를 고해상도 분해능의 이미지로 찰해 보면 2∼3nm의 기

본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기본입자들의 크기는 체로 일정하며 다양

한 방향성을 가지며 발달하고 있다.우라늄 기본입자들이 미생물 표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미생물의 표면에 우라늄을 환원시킬 수 있는 효소가 있어서 수착된

우라늄의 환원 물화를 가능 하는 것이다.우라늄의 성장이 기본입자들의 결

합방식에 의해 활성화되고 물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3.8.52의 회 패

턴으로 부터 형성되는 기본입자들이 결정을 갖는 우라늄 입자들이며,우라니나이트

라는 우라늄 물을 형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8.52.미생물 표면의 우라늄 기본입자들의 자 미경 확 사진

우라니나이트 회 패턴(화살표:우라늄 기본입자간의 상호 경계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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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성분과 유사한 배경용액으로 첨가한 칼슘은 우라늄 탄산과 결합하여

complex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칼슘이 용액상에 첨가되었을 때 우라늄과

쉽게 결합하고 이는 다른 성분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방해한다.칼슘-우라늄

complex가 용액상에 존재할 때,미생물에 의한 우라늄 환원작용이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 졌다[3.8.22].이는 우라늄의 환원되는 속도의 감소를 유발하고

칼슘이 없는 용액에 비해 몇 배의 시간이 소요되게 한다.따라서,용액상의 칼슘의

존재는 우라늄의 환원을 방해하여 우라늄 물이 신속히 생성되는 것이 억제될 수

있다.하지만,그림 3.8.53에서 보듯이 우라늄 물이 칼슘 인을 포함한 물이

되었을 때,보다 안정하고 용해에 강한 물이 형성될 수 있다.자연계에서 찰되

는 부분의 우라늄 물들은 희토류 원소,칼슘,그리고 기타 등의 미량원소들을

불순물로 가지고 있다.이러한 불순물의 역할은 기 우라늄의 형성기작에 여할

뿐만아니라 우라늄이 성장하면서 보다 안정되게 자라게 할 수 있다.

그림 3.8.53.Ningyoite우라늄 물의 투과 자 미경 이미지 회 패턴.

본 실험에서 찰된 우라늄은 용액상의 칼슘과 인을 흡수하여 ningyoite

(CaU(PO4)2·H2O)라는 물이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 졌다.Ningyoite는 우라늄 물

에서 용해도에 강하고 보다 안정한 물로 알려져 있다.그림 3.8.53에서 보이는

우라늄 물은 수십 nm의 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 기본 나노입자들이 상호

결합하여 보다 큰 크기의 우라늄 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기존에 알려진

우라늄의 크기는 기본 입자들의 응집으로 설명되었으나,장기 인 실험조건 용

액상의 미량원소들의 향에 의해 보다 큰 크기의 우라늄 물들이 형성되는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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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생물 내부에서의 물화

미생물의 표면에서의 화학반응에 의해 우라늄의 환원 물화를 찰하 고

이러한 과정이 미생물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 nm 크기로 미생

물을 단하여 내부의 구조를 살펴보았다.미생물은 cytochrome이라는 단백질 효소

에 의해 우라늄을 U(VI)에서 U(IV)로 환원시킬 수 있다.이러한 과정은 미생물 내

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그림 3.8.54에서 보는 것처럼,미생물의 세포벽을 통과

하여 진입한 우라늄 이온들이 미생물의 환원작용에 의해 환원되고 물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우라늄 이온들은 환원되고 침 되면서 물화를 형성한다.그림

3.8.54에서는 우라늄 물들이 일렬로 나란히 배열되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라늄 물들이 상의 형태로 발달하여 세포막 주변에 정렬되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미생물의 periplasmiclayer의 cytochrome의 분포와 련성이 있어

보인다.세포 membrane에 존재하는 cytochrome은 단백질 효소로서 철 혹은 망간

과 같은 이 속원소들의 환원작용을 담당하고 있다.이러한 과정은 우라늄과 같

은 핵종에도 용되며 산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산화우라늄을 환원시키고 물화 시

키는 것이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우라늄 물이 cytochrome주변부에 머무르게

하고 그 주변에서 우라늄 물화가 진 혹은 활성화되는 것이다.이러한 물들의

발달은 cytochrome의 치를 알려주는 지시자 역할을 하며,미생물의 환원작용

치를 알려주고 있다.

그림 3.8.54.Shewanella균의 표면 내부 우라늄 물의 투과 자 미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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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내부의 우라늄 발달은 장기의 깊숙한 부 까지 발달되어 있는데,이는

우라늄 물이 미생물 장기의 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내부에 발달하는 우라

늄 물들은 일정한 방향성이 없이 massive하게 발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특정부 를 따라서 개별 으로 우라늄 물이 성장 혹은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

다.

그림 3.8.55은 그림 3.8.54의 화학성분 mapping이미지로서 우라늄,칼슘,그리고

인의 화학 분포를 보여 다.화학성분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각 원소들의

분포는 서로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즉,우라늄 물화가 이루어질 때,

우라늄과 다른 원소들간의 긴 한 상호반응이 미생물 표면 체에서 일어났음을 암

시한다.칼슘 인 원소들의 수착이나 침 이 미생물의 특정부 에서만 일어난 것

이 아니라,우라늄이 반응하는 치에서 동일하게 칼슘 인 원소들의 참여가 있

었다.이러한 사실은 배경원소 에 칼슘과 인 원소와 우라늄과의 반응이 이미 용

액상에서 발생하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용액상의 우라늄-칼슘-인의 complex가 쉽

게 형성되고 이러한 무기 complex가 그 로 미생물 표면에 수착되거나 침 되어

환원되면서 새로운 환원 우라늄 물(ningyoite)을 만드는 것으로 사료된다.

미생물에 의해 환원된 우라늄 이온들은 U(IV)이온으로 존재하며 서로 결합하

여 우라니나이트라는 물을 형성한다.이러한 물은 본 실험에서 인을 불순물로

함유하여 만들어지고 미생물의 내외부에 다양한 크기 배열을 이루며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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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55.그림 3.8.54의 화학성분 mapping이미지.

띤맥뽀민n.g 딱E뽀민n.g 딱팩뽀민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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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56은 미생물들이 원래의 형태를 잃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

다.미생물들의 우라늄과의 반응이 끝나고 TEM 시편을 비하는 과정에서 수축되

거나 진공에 의해 일그러지면서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으로 추측된다.미생물

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우라늄 물들의 분포는 체 으로 우라늄 물들이 미생

물의 표면을 나노크기의 두께로 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분의 미생물

들의 표면이 일정한 두께 이상의 우라늄 물들로 피복되어 있는 것을 찰할 수

있다. 한,그림 3.8.56의 이미지에서 찰되는 특징 의 하나는 일부 몇몇 미생물

들의 내부가 우라늄 물들로 가득 채워지거나 높은 도로 분포되는 것을 볼 수

있다.미생물들의 활성도 우라늄 흡수 능력에 따라 많은 양의 우라늄 물들이

개체별로 다르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일부 내부 우라늄 물들은 데미지를

입은 세포 밖으로 유출되어 미생물 주변부에도 존재하고 있다.

그림 3.8.56.미생물 내외부에서 물화된 우라늄의 투과 자 미경 사진.

그림 3.8.57은 미생물 환원작용에 의해 우라늄이 미생물 표면 내부에 침

물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투과 자 미경 이미지이다.우라늄 물이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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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의 부분을 감싸고 있으며,일부 세포벽은 아직 충분히 우라늄 물에 의해

피복되지 않은 모습이다.일부 세포막 내부에서는 우라늄 이온들의 유입이 활발하

여 우라늄 물의 형성이 훨씬 발달되어 있다.우라늄 물의 미생물 내부 성장은

아마도 내부 장기의 향을 어느정도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침 되고 물화된 우

라늄 물의 성분은 EDS화학분석 결과 우라늄,칼슘,그리고 인의 3성분 양이온들

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 값은 앞서 설명한 로,용액상의 우

라늄-칼슘-인 3성분 complex가 미생물의 환원 물화작용에 큰 향을 미친 것

으로 단된다.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keV

01

0

40

80

120

160

200

240

280

320

360

400

C
ou

nt
s

P
K

a

C
aK

a

C
aK

b

U
M

z U
M

a
U

M
b

U
M

r

그림 3.8.57.미생물 내외부의 우라늄 물화 화학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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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라늄 물화에서 철,망간,인의 복합 향

가) Fe(II)와 Fe(III)의 우라늄에 한 향

Fe(III)이온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미생물에 의한 우라늄의 환원실험이 실시되

었다.Fe(III)이 용액상에 존재할 때 미생물에 의한 우라늄의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

았다.그림 3.8.58에서 보듯이,우라늄의 감소는 10일 이상동안 진행된 실험에서 거

의 이 지지 않았다.하지만,철이 없는 조건에서는 꾸 히 우라늄의 감소가 있었

다.그리고,Fe(II)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우라늄의 감소가 격하게 나타났다.철

이 없는 조건에 비해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우라늄의 감소가 이어졌다.이러한

결과는 Fe가 우라늄의 환원 제거에 큰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특히,

Fe의 자수가 어떠하냐에 따라 우라늄의 거동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8.58.철 이온의 종류 첨가 여부에 따른 우라늄 제거 특성.첨가된 철

이온 농도는 30mmol/L(pH8.1)탄산수소나트륨 버퍼용액에 0.2mM로 존재.

그림 3.8.59의 사진으로부터,(A)bottle의 색깔이 약한 갈색 혹은 노락색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이는 Fe(II)가 산화되어 Fe(III)로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

낸다.이 게 산화된 Fe(III)의 존재는 Fe(II)의 존재하에 일부 산소가 침투하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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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진 부산물이지만,ferrihydrite같은 기의 철산화물이나 콜로이드 등이 만들어

지지 않았으며,침 물의 생성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그리고,Shewanella균의 주

입에 의해 기에 존재하던 Fe(III)가 부분 환원되어 Fe(II)로 바 면서 육안으로

보이는 약한 갈색이 거의 투명무색으로 변하 으며,그 기간은 약 2주에 지나지 않

았다.이러한 색 변화는 미생물에 의한 Fe(III)의 환원작용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3.8.23].하지만,U(VI)에서 U(IV)로의 환원 우라늄의 감소는 일어나지 않

았다(그림 3.8.58).

그림 3.8.59.Serum bottle의 색 변화.(A)Fe(III)과 U(VI)이 동시에

존재하는 serum bottle,(B)약 2주 동안의 Shewanella균의 환원작용

이후의 (A)bottle의 모습.

나) 미생물 표면에서의 물화

l 우라늄 물화 특성

Shewanella균에 의한 우라늄의 환원을 살펴보았으며,배경이온들의 향을 살

펴 보았다.그림 3.8.60에서 보는 것처럼,미생물 표면에 공침된 물이외에 미생물

주변에 다량의 우라늄 물들이 형성되었다.EDS화학성분 분석결과 미생물 주변

에 공침되거나 물화된 물질들은 미생물의 환원작용 혹은 물화된 우라늄의 표면

에 추가 수착된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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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60.Shewanella균에 의한 우라늄 환원 물화와 배경원소들의 공침.

용액상에 배경용액으로 존재하는 Mg,Al,Si등이 고압멸균 과정에서 일부

물화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일부는 이온으로 존재하다가 물화된 우라늄

물 표면에 수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우라늄 물 이외에

다량의 알루미늄-실리카 물이 형성되었다.이는 미생물의 직 인 에 의해

형성된 것 보다는 미생물의 환원작용에 의해 자유 자의 달에 의한 용액상에서

환원 침 에 의해 물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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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우라늄이 Shewanella균에 의해 환원되면서 세균의 표면에 흡착 되거나 침

물을 형성하는 모습이 찰되었다(그림 3.8.61).미생물의 표면에 침 된 우라늄과

미생물 주변에 다량의 우라늄 침 물들이 찰되었다.이는 미생물에 의해 용액상

에 이온상태로 존재하던 U(VI)가 환원되면서 용해도 감소 이온간의 결합이 증

되면서 환원 물화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3.8.61는 미생물의 일부분을

EDS로 스캔하여 화학분포를 살펴본 것으로 미생물의 표면에 다량의 우라늄이 침

물화되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리고,일부 무기이온성분들(철,망

간,인)도 미생물 표면에 공침되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우라늄의 경우

미생물 표면 부분에 존재하며,특히 미생물 가장자리에 부분 으로 높은 농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Shewanella와 같은 철환원미생물은 표면에 효소(enzyme)를

가지고 있어서 우라늄 환원을 진할 수 있으며,표면이 음으로 하 되어 있어서

양이온인 우라늄을 쉽게 끌어당길 수 있다[3.8.24,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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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61.철,망간,인이 포함된 우라늄의 미생물 흡착 물화.

l 우라늄 물의 성장

우라늄 이온 기타 배경이온들이 공존할 때,Shewanella균의 젖산의 분해에

따라 발생되는 자들의 수용체가 산화우라늄 산화된 배경이온들에게 달된다.

본 실험에서 우라늄이 자수용체가 되어 분해된 젖산으로부터 자를 공 받고 환

원되면서 물화가 진행된다.그림 3.8.62에서 보듯이,환원되기 시작하는 우라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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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이 미생물 표면에서 침 되거나 차 물화되고 있다.지 까지 알려진 사실

은,우라늄 나노입자들의 성장이 2∼3nm 정도로 발달하고 더 이상의 성장은 보고

되지 않았다.하지만,우라늄의 기본 나노입자들은 계속 인 이온들의 추가

에 의해 큰 결정체로의 성장으로 발 될 수 있다.그림 3.8.62의 확 된 그림을 보

면 성장하는 우라늄 나노결정체들을 볼 수 있다.기존의 나노결정체들이 차 성장

하면서 작은 크기의 우라늄 물이 차 큰 규모의 우라늄 물로 성장할 수 있으

며,이는 주변배경용액의 철 혹은 망간 등의 불순 이온들의 역할이 요한 것으로

단된다.이러한 불순 이온들이 같이 공침되면서 우라늄 물의 결정성장을 돕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8.62.Shewanella균 표면에서 성장하는 우라늄 물의 자 미경 사진.

미생물은 단일 개체로 존재하기 보다는 집락(colony)을 이루거나 바이오막

(biofilm)을 이루며 생존한다.그림 3.8.63에서 보는 것처럼,몇몇 미생물들이 응집형

태로 공존하며 자신들의 표면에 우라늄을 흡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미생물 표

면에 흡착된 우라늄의 결정체가 차 커지면서 우라늄 물들은 상호 연결되고 큰

형태의 물로 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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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63.표면 흡착된 우라늄 물들과 결합되어 존재하는 Shewanella균들.

다) 주사 자 미경 분석

l 침 물 분석

미생물의 환원작용에 의해 생성된 우라늄 물 이외에 몇 종류의 이차 침 물

들이 만들어졌다(그림 3.8.64).특히,Mg,Si,Mn,Fe등이 포함된 이차 물들이 생

성되었다.이들 이차 물들은 고압멸균 과정에서 일부 생성된 것으로 단되며,나

머지는 미생물과의 반응과정 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물의 외형상 형태는

탄산염 혹은 규소화합물 등으로 이루어진 물들로 단되며,더 자세한 물감정

은 이 지지 않았다.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침 물들의 양은 상당히 큰 규모

으며,생성된 이차 물의 입자는 수∼수십 μm 이상의 큰 결정체로 찰되기도 한

다.이 게 규모로 발달하는 이차 물들은 배경용액에 상당히 고농도로 존재하는

주요이온들의 향이며,이러한 이온들은 상호결합에 의해 큰 결정체로 성장하거나

미생물의 향 유기물들의 향에 의해 물화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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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64.지하수 성분과 철,망간,인의 향에 따른 미생물 이차생성물.

표 3.8.3에서 보는 것처럼,이차 물들의 구성 화학성분은 인이 과량성분으로 존

재하고 있으며,상 으로 우라늄의 함량도 높은 편이다.미생물에 의해 환원되는

우라늄의 함량은 용존된 부분의 우라늄들이 물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인 성분이 많은 이유는 인이 용존상태로 존재하기 보다는 낮은 용해도로 인해 침

되거나 다른 이온 성분들과 결합하여 이차 물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다.이러한 결과로부터 용액상의 인의 존재가 우라늄의 거동 다른 이온들의 거

동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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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 Weight(%) Atomic(%)

C 11.87 21.70

O 44.59 61.20

Mg 3.29 2.97

Si 1.03 0.81

P 6.99 4.96

Ca 2.19 1.20

Mn 6.93 2.77

Fe 7.53 2.96

U 15.58 1.44

Total 100.00 100.01

표 3.8.3.그림 3.8.64의 체 물들의 화학성분 정량 분석표

l 인산염 물 생성

용액상의 미량원소 칼슘과 인의 성분이 우라늄 환원과정 에 참여하여 공

침함으로써 새로운 우라늄 물을 형성하 다.그림 3.8.65에서 보는 것처럼,우라늄

물이 형성되면서 구형의 나노입자들이 체로 일정한 크기를 이루면서 만들어졌

다.그 크기는 수 nm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EDS화학분석 결과 우라늄-칼슘-인

으로 구성된 물질이었다.이 의 결과에서도 언 했듯이,본 주사 자 미경에서

찰된 구형의 우라늄 물은 ningyoite(CaU(PO4)2·H2O)라는 인과 칼슘을 가지는 우

라늄 물 이었다.인을 함유하는 우라늄 물은 용해도가 작고 오랜시간 동안 안

정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 에서 매우 요한 물 의 하나이다.주사 자 미

경 찰하에서 살펴본 ningyoite는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미

생물 주변에 독립 으로 형성되어 모여있는 구조로 찰되었다.시간에 따라

ningyoite의 크기가 달라지는지의 여부는 추후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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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65.미량원소 인과 칼슘이 공침되어 형성된 우라늄 물의

주사 자 미경 이미지와 화학성분 특성.

표 3.8.4에서 알 수 있듯이,칼슘과 우라늄의 비율이 비슷하고 인의 함량이 부분

으로 높게 나왔다.하지만 체로 ningyoite 물의 화학식과 비슷하게 분석되었

으며,Shewanella균에 의해 우라늄이 환원되면서 배경용액에 존재하는 칼슘과 인의

성분여하에 따라 새로운 우라늄 물이 형성될 수 있음을 알 게 되었다.특별히 인

의 함량이 높을수록 환원된 우라늄 원소와 결합하여 보다 불용성의 우라늄 물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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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 Weight(%) Atomic(%)

C 15.99 44.58

O 11.35 23.76

P 16.82 18.19

Ca 8.08 6.75

U 47.75 6.72

Total 100.00 100.00

표 3.8.4.그림 3.8.65 물의 화학성분 정량 분석표

라) 유기물의 향

미생물은 사과정 에 다양한 유기산 혹은 삼출물(exudates)등을 내 놓는다

[3.8.26,3.8.27].이러한 분비물들은 거 분자를 이루기도 하고 미생물 혹은 핵종과

결합하여 커다란 바이오막 등을 형성하기도 한다.그림 3.8.66에서 보는 것처럼

Shewanella균으로부터 분비된 유기분자들이 상호 결합하여 거 분자를 이루고 있

으며,경우에 따라 미생물 혹은 우라늄을 흡착하며 큰 구조를 형성하기도 한다.이

러한 미생물 분비물은 구성 유기 종류에 따라 크기 유기화학 특성이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8.66.미생물로부터 분비된 exudates들의 상호결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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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성폐기물처분에의 응용

지하환경에 처분되는 방사성폐기물은 다양한 형태의 핵종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 인 핵종 의 하나인 우라늄 등이 만약 외부로 출되어 지하수를 따라 이동

할 때,다양한 지화학 반응 과정을 겪을 것이다.그 에서 우리가 아직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지화학 반응(biogeochemicalreaction)이다.우라

늄과 같은 핵종들은 지하수와 하며 산화되고 용해도 이동성이 증가하게 된

다.산화된 핵종들이 환원될 수만 있다면 그 것의 용해도 이동성이 획기 으로

감소될 것이다.이러한 에서 Shewanella균과 같은 철환원 기성미생물들의 역

할이 매우 요하다.과거 속환원세균에 의해 산화된 핵종이 환원될 수 있다는

사실이 1990년 에 처음으로 보고되었다[3.8.28].

본 실험에서도 Shewanella균이 우라늄을 환원시키고 더불어 흡착 침 / 물

화를 진행시키면서 용존우라늄의 농도를 획기 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

다.이러한 사실로부터 Shewanella균을 이용하여 방사성폐기물로부터 용출되어 이

동할 수 있는 산화핵종들의 지하 이동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그리고,미세한

콜로이드 크기의 핵종원소들은 비록 물화가 진행 되었다 할지라도 매우 작은 크

기 때문에 지하수 에 침 되기가 쉽지 않다.따라서,방사성폐기물처분장 주변에서

기성세균에 의해 형성되는 핵종 물들은 그 크기가 클 수록 폐기물 안 성 측면

에서 매우 유리하다.본 실험 결과에서 확인한 바로는 환원 표면 흡착된 우라늄

물들이 미생물들의 상호 응집 유기분비물들의 결합에 의해 수 μm 이상으로

성장하면서 침 되고,따라서 핵종의 이동성이 격히 감소됨을 확인하 다(그림

3.8.67).이는 Shewanella균과 같은 철환원세균 등에 의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핵종 거동이 크게 향을 받을 수 있으며,본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장의 환

경에 맞는 미생물학 핵종이동 지연시스템 개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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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67.지하단열에서의 핵종과 미생물과의 반응 개념도.지하심부에서

기성미생물에 의해 우라늄의 환원 물화에 의해 우라늄의 이동성이

지되는 메커니즘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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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핵종-미생물 산화/환원 반응

가.미생물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 특성 분석

1) 실험방법

가) 세균

실험에 사용된 미생물은 Shewanella균 외에도 Vulgaris(DesulfovibrioVulgaris

C-6(ATCC7757))와 Desulfuricans(DesulfovibrioDesulfuricansNCIB8307(ATCC

29577))등 총 3가지 미생물로써,미국 ATCC(AmericanTypeCultureCollection)

사로 부터 구입하 다.황산염환원 미생물은 같은 Desulfovibrio속이지만 다른 종

이며,약간의 특성차이가 있다.공통 으로는 두 미생물들이 sulfate를 sulfide로 환

원하여 환원 물을 만드는 이다.이 미생물들은 기성 세균으로서 무산소 환경

에서 서식하고,황(S)성분이 있는 환경에서 응하며 살며,주로 산화황을 환원시키

며 필요한 에 지를 얻는다.

ATCC로부터 구입한 두 미생물의 상태는 기에 분말상태로 작은 유리캡슐에

담겨 있으며,유리칼을 이용하여 캡슐을 단하고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솜덮개를

제거한 후,곧바로 세균분말을 배양액에 털어 넣었다.이 때,산소를 해서는 안되

기 때문에 단작업 후속작업은 모두 로 박스(glovebox)안에서 수행되었다.

로 박스의 환경은 N2:CO2=80:20의 비율로 채워진 가스 조건이며,산소가 없는

환원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실험을 한 필요한 도구는 표 3.8.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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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ingdish 알루미늄 호일 0.2μm 필터 주사기(종류별)

질소가스 2통 자 울 핫 이트 마이크로 피펫

serum bottles Stopper Capper 무균 실험

stirbar 비이커 3개 시약 스푼 알루미늄 캡

알코올 램 알코올 스왑 Butylrubber

표 3.8.5.미생물 산화/환원 반응에 필요한 기자재

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한 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먼 배양액의

조성을 비하여야 하고 표 3.8.6과 같이 필요한 시약을 비하 다.

① 삼각 라스크에 각각의 시약을 넣고 stirbar를 돌려 섞는다.이때 pH는 모두

7.5로 조 해 주어야 한다.Sodium lactate는 60%의 액체상태이므로 4.2mL를

넣어 주었다(60% sodium lactate가 1 mL에 1.25 g이 나왔으므로 sodium

lactate의 양은 1.25g-0.4g=0.85g,3.5g을 넣으려면 3.5/0.85=약 4.2

mL).

② 표 3.8.6의 ComponentI,II,III와 분배할 때 쓰일 serum bottle10개,stopper

10개를 멸균시킨다.

③ 멸균시킬 동안 5% ferrousammonium sulfate를 serum bottle에 만든다.

-무게비로 환산하여 95mL의 증류수에 5g을 넣어주었다.

-2가 철은 산화가 빨리되므로 증류수를 미리 30분간 질소로 퍼징한 다음에 시료

를 넣어주었다.

-Ferrousammonium sulfate의 주입량은 medium 5mL당 0.1mL이다.

④ 멸균이 끝나면 무균살균 에서 ComponentI,II,III를 섞어 주면서 용존산소를

없애기 해 질소퍼징과 가열을 한다.

⑤ 각각의 serum bottle에 98mL씩 분배한 다음 ferrousammonium sulfate를 0.2

μm 필터를 통해 2mL씩 주입한다.그리하여 bottle당 총 100mL씩의 배양액

을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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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I ComponentII ComponentIII

증류수 400mL 증류수 200mL 증류수 400mL

MgSO42.0g K2HPO40.5g Sodium lactate3.5g

Sodium citrate5.0g Yeastextract1.0g

CaSO41.0g

NH4Cl1.0g

표 3.8.6.미생물 배양액 조성

이 게 만들어진 배양액에 미생물 균주를 주입하는데,처음 작업시에는 로

박스 내에서 수행하여 환원조건을 유지하고 다른 세균의 오염을 막는다.자세한 과

정은 그림 3.8.68에 잘 나와 있다.Serum bottle에 주입된 세균은 항온기에서 이틀

간 배양하 으며 온도는 30°C를 유지하 다.미생물의 성장 확인은 배양액의 검은

색으로 별하 다.배양액의 검은색은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생성된 황화 물이다

(그림 3.8.69).

a b

c d

그림 3.8.68.황산염환원 미생물 배양액 제조 미생물시료 주입 사진.(a)배양액을

제조하여 serum bottles에 분배하는 과정,(b) 로 박스,(c) 로 박스 안에서 두

종류의 미생물을 분배하기 의 모습,(d)동결건조 분말시료를 핀셋으로 꺼내어

배양액에 넣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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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69.배양된 Vulgaris황산염환원미생물.

나) 산화/환원 측정실험

100mL탄산수소나트륨(30mM)용액내 용존산소를 제거하기 해 장시간 질

소가스로 퍼징하 다. 자공여체로 젖산나트륨(Na-lactate)을 10mM 주입하고 질

소가스로 퍼징한 후 부틸마개로 병의 입구를 막고 알루미늄 캡으로 단단히 고정하

다.사용된 병은 150mLserum bottle로써 산소의 투과를 효과 으로 차단하는

병이다.이후 약 20분 동안 121°C에서 고압멸균 처리하 다.

황산염환원 세균의 경우에는 Fe(II)-sulfate(2mM)용액을 0.2 μm(Advantec

celluloseacetate)를 이용하여 필터링하면서 주입하 고 우라늄(5×10
-5
M)도 동일한

방법으로 주입하 다.Shewanella의 경우에는 Fe(III)-citrate를 넣은 후 우라늄을

주입하 다.

미생물 주입량은 배양액에서 성장한 미생물을 1mL주입하 으며,실험은 2주

간 하 다.시료는 주기 으로 약 3mL씩을 채취하여 2mL는 ICP-MS로 U의 농

도변화를 찰하 고 1mL는 필터링하여 필터에 걸린 입자들을 실체 미경을 통해

찰하고 무게를 측정하 다. 로 박스에 pH meter를 설치하여 pH

ORP(oxidationreductionpotential)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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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RP값의 변화

가) Vulgaris

Vulgaris 미생물이 serum bottle에 주입되면,용액상에 이온으로 존재하는

Fe(II),SO4
2-
,U(VI)등이 미생물의 환원기작에 반응하게 된다.Vulgaris미생물은

기성 미생물로서,황산염을 환원시킬 수 있는 미생물이다.이러한 미생물은 단기

간내에 많은 양의 황산염을 환원시켜 황화 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이러한 과정

에서 물속의 용존산소는 차 고갈되고 극환원조건을 이루게 된다.그림 3.8.70에서

보는 것처럼,미생물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차 Eh값의 변화가 나타난다.

미생물에 의해 환원분 기가 조성되면서 기 -120mV를 보여주던 Eh값이 차

낮아져 약 4일이 지난 후에는 최 인 약 -350mV까지 떨어진다.

그림 3.8.70.Vulgaris미생물에 의한 ORP값의 변화.

그림 3.8.71에서 보는 것처럼,실험 기에는 용액상의 황화 물 입자들이 약간

가라앉아 있고 상등액은 체로 맑다.그리고,ORP값은 략 -200mV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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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시간이 흐르면서 미생물의 활동도가 높아지고 차 ORP값이 -300mV이

하가 되면서,황화 물이 속히 만들어진다. 기에 만들어지는 황화 물은 나노크

기의 입자들로써 쉽게 부유하고 미생물과 같이 공존한다.하지만,시간이 지날수록

입자의 크기가 차 커지면서 침강하여 bottle의 바닥에 가라앉는다. 의 실험결

과는 미생물에 의해 강한 환원조건이 형성되면 황화 물이 쉽게 만들어지며, 차

그 크기가 μm 크기까지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8.71.Vulgaris미생물에 의한 ORP변화 황화 물

형성.(왼쪽) 기실험,(오른쪽)4일째 실험 사진.

나) Desulfuricans

Desulfuricans는 Vulgaris와 같은 Desulfovibrio속에 속한 황산염환원 미생물이

다.하지만,그림 3.8.72에서 보는 것처럼,Desulfuricans에 의한 ORP값이 큰 폭으

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에 -120mV에서 시작하여 4일이 지난 후에는

약 -500mV 가까이 Eh가 감소하 다.이는 bottle내의 산소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강한 환원조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지시한다.Vulgaris의 Eh값과 비

교했을 때,약 -150mV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이는 비슷한 계통의 황산염환원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종류에 따라 환원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Desulfuricans는 상 으로 강한 환원능력을 갖는 미생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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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72.Desulfuricans미생물에 의한 ORP값의 변화.

그림 3.8.73에서 보는 것처럼,Desulfuricans에 의해 변화된 Eh값이 표시되고 있

으며,bottle의 용액 색깔은 검은색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Bottle의 검은색은

미생물에 의해 형성된 황화 물(mackinawite)이며, 기에는 입자가 매우 미세하여

쉽게 부유한다.이 시 에서의 미생물의 량과 활동성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보인

다.

그림 3.8.73. 로 박스 내에서 Desulfuricans에 의한 ORP변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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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hewanella

철환원 세균인 Shewanella에 의한 용액의 ORP변화를 살펴보았다.실험조건은

bottle내에 Fe(III)-citrate를 주입하여 산화된 철이온이 배경이온으로 존재하도록

하 다.실험이 진행되면서 Eh값은 계속 으로 변하 으며,최 -400mV의 값을

보여주었다.이러한 값은 황산염환원 미생물인 Vulgaris에 비해 결코 작지 않으며,

비록 철환원세균이지만 환원능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Eh값이 최 이 되는

시기는 황산염환원 세균과 비슷하게 약 4일이 지난 후 이루어졌으며(그림 3.8.74),

이것은 미생물의 성장곡선과도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8.74.Shewanella미생물에 의한 ORP변화.

Fe(III)-citrate가 존재할 때는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을 띠지만 Fe(III)가 Fe(II)

로 환원되면 무색으로 바 다.그림 3.8.75은 용액의 색이 무색으로 바 는 것을 보

여주며,미생물에 의해 환원되면서 Eh값도 동시에 떨어짐을 알 수 있다.본 실험은

황산염환원 미생물과 달리 황화 물이 형성되지 않고,단지 철의 환원만이 이 진

다.환원된 Fe(II)는 용해도가 크고 잘 침 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성의 물로 찰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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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75.Shewanella미생물에 의한 Fe(III)의 환원과 색변화.

3) 황산염환원미생물에 의한 황화 물량 변화

황산염환원미생물들의 특징 의 하나는 자신의 황산염 환원 작용에 의해 용액

상의 속과 결합하여 황화 물을 형성시킨다는 이다.SRB(sulfate-reducing

bacteria)미생물들은 황을 이용하여 에 지를 얻는데,자신이 환원시킨 황들은 홀

로 존재하기 보다 다른 속 혹은 핵종들을 끌어당겨 물을 만든다.이러한 과

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황화 물들이 만들어진다.황화 물의 종류는 용액상에 용존

되어 있는 속의 종류 혹은 양에 의해 결정된다. 한,실험시작 이후 시간이 흐

름에 따라 만들어지는 황화 물의 크기 양이 계속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다.본 실험에서는 두 가지의 SRB미생물을 이용하여 용액상에서 만들어지는 황

화 물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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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Vulgaris

Vulgaris에 의해 만들어지는 황화 물인 mackinawite의 양은 반응시간이 길어

짐에 따라 차 증가하 다.그림 3.8.76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에는 물의 양이

빨리 증가하지 않다가 2일째부터 속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량 측정은

주사기를 이용하여 반응용액을 채취하여 0.2μm 필터를 통과시켰으며,걸러진 물

의 양을 질소로 퍼징하여 건조시켜 무게를 측정하 다.

그림 3.8.76.Vulgaris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mackinawite의 양.

Vulgaris에 의해 생성된 mackinawite필터 사진을 그림 3.8.77에 제시하 다.

기에 형성된 mackinawite는 입자가 매우 작고 산화에 매우 민감하 다.입자가

작을 수록 산화에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시간이 흐르면서 입자의 크기도 커지

고 물의 농도도 증가하 다.그림 3.8.78는 그림 3.8.77의 시료들을 실체 미경으

로 확 한 사진들이다.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에는 입자가 nm 크기로 작고

체 으로 입자들이 쉽게 산화되어 있다.결정성이 약하고 입자구조가 빈약하기

때문에 산소의 공격에 취약함이 있는 것 같다.하지만,장기간동안 성장한

mackinawite 물의 경우 입자들의 크기가 수십 μm 크기를 갖고 있다. 상구조로

발달한 입자들은 균일한 형태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반 으로 잘 발달되고 큰 입

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큰 입자들은 산소의 공격에도 강하고 잘 산화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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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입자의 두께 결정구조가 보다 단단하여 외부 환경에 해 잘 견딜 수 있

는 것으로 보인다.

a b c d

그림 3.8.77.Vulgaris에 의해 생성된 mackinawite필터 사진.(a)1일 후,(b)2일

후,(c)7일 후,(d)11일 후.

a b

c d

그림 3.8.78.그림 3.8.77의 시료들을 실체 미경으로 확 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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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esulfuricans

Desulfuricans에 의해 형성되는 mackinawite는 기에 속히 생성되다가 차

정 에 이른다(그림 3.8.79).하지만,꾸 한 물의 형성이 계속 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찰된다.생성 물량은 최 0.4mg/mL로써,Vulgaris에서 생성되는 물

량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물의 생성량이 산화/환원 의 변화와 매우 유

사한 것으로 보아,용액의 산화/환원 가 물의 생성과 한 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한,미생물의 활동 성장과 한 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8.79.Desulfuricans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mackinawite의 양.

그림 3.8.80은 Desulfuricans에 의해 생성된 mackinawite의 필터사진으로써,시

간이 지남에 따라 물의 농도가 차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물의 양이 을 때

는 필터의 윤곽이 잘 드러나지만, 물의 양이 차 많아짐에 따라 필터의 윤곽은

감춰지고 검은색의 황화 물이 필터를 메우고 있다. 기의 물은 쉽게 산화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필터 용지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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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그림 3.8.80.Desulfuricans에 의해 생성된 mackinawite필터 사진.(a)2시간 후,(b)

1일 후,(c)2일 후,(d)3일 후,(e)5일 후,(f)9일 후,(g)12일 후,(h)16일 후.

그림 3.8.81는 실체 미경으로 Desulfuricans미생물이 만들어낸 mackinawite의

물을 확 한 사진이다.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입자의 크기가 nm에서 자

μm 크기로 확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입자들의 경계는 매우 불규칙성을 띠고 있

다. 상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입자간의 분산이 잘 이루어지는 듯 하며,큰 입자 주

변에 작은 입자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입자들의 성장은 몇몇 입자들을 심으로

거 하게 성장하며,다수의 많은 작은 입자들은 느린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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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그림 3.8.81.그림 3.8.80의 시료들을 실체 미경으로 확 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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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화 물의 특징

SRB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황화 물은 실험시작 2∼3일 내에 형성되기 시

작하며,그 농도는 짙어진다.생성된 황화 물을 찰하기 해 실험이 끝난

후,침 된 황화 물을 따로 모았다.방법은 다음의 차 로 하 다.

① 증류수를 채운 bottle을 30분 이상 질소퍼징하여 산소를 제거하 다.

② 실험이 끝난 serum bottle의 용액을 50mL의 원심튜 에 옮기고 10,000rpm에

서 10분간 원심분리하 다.

③ 원심분리한 튜 의 상등액을 버리고 무산소 증류수로 채운후 시료를 부유시킨

후 다신 원심분리하 다.

④ ③의 과정을 다시 한번 한 이후,두 가지 방법으로 시료를 비하 다.먼 ,

투과 자 미경 찰을 해 부유시킨 상등액에서 핀셋을 이용하여 CuGrid로

미세한 시료를 건져 올리고 건조시켜 보 하 다.주사 자 미경 찰을 해

상등액을 피펫으로 피펫 하여 coverglass 에 떨어뜨리고 질소로 퍼징하여

건조시켜 보 하 다.XRD 찰을 해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버리고 남은

시료를 질소로 퍼징하여 건조시킨 후 무산소 조건에서 보 하 다. 한,황화

물의 내부구조를 찰하기 해 XRD의 건조된 시료를 진으로 굳히고 다

이아몬드 칼로 50∼70nm로 단하여 CuGrid 에 올려놓았다.

가) XRD 찰

SRB미생물을 이용하여 황화 물을 형성하 고 이 물을 XRD로 찰한 결과

그림 3.8.82과 같은 XRD 회 패턴을 얻었다.본 XRD 회 패턴을 검색한 결과

“mackinawite"라는 FeS황화 물로 명되었다.Mackinawite는 황철석의 비 물

로써 미생물에 의해 흔히 만들어지는 물이다.이 물은 용액상의 Fe와 S가 1:1

로 결합하여 형성되는 물이다.이 물의 특징은 상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미생

물의 환원작용에 의해 물의 크기 결정도가 차 향상된다.본 실험에서 찰

된 mackinawite는 결정성이 좋고 입자의 크기가 μm 크기 이상으로 잘 성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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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82.Desulfuricans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진 mackinawiteXRD

회 패턴.

나) 주사 자 미경 찰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한 mackinawite의 모습은 Vulgaris와 Desulfuricans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상 없이 거의 비슷하 다(그림 3.8.83과 3.8.84).SEM 이미지

상으로는 mackinawite의 외형이 종잇장과 같이 다소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입자의 모습은 마치 smectite와 같은 토 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아주

단단한 결정질 형태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Desulfuricans에 의해 만들어진

mackinawite의 물 외형이 조 더 일그러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입자의 크

기는 nm에서 μm 크기까지 다양한 크기를 보여 다.입자들간의 응집성이 좋고

상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반응면 이 매우 넓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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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83.Vulgaris에 의해 만들어진 mackinawite.

그림 3.8.84.Desulfuricans에 의해 만들어진 mackinaw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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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과 자 미경 찰

투과 자 미경으로 찰한 mackinawite의 모습은 주사 자 미경의 이미지와

큰 차이는 없다(그림 3.8.85과 3.8.86).입자들이 상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종잇장과

같이 쉽게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 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layer들의 개수를 알 수 있는데,수 개의 layer에서부터 수십 개의 layer

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1개의 layer로 구성된

mackinawite도 존재하지만 여러겹의 layer들이 동시에 겹쳐서 성장하는 형태를 가

진다.이는 미생물에 의해 형성되는 mackinawite가 처음에 생성될 때,여러겹의

layer들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생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SAD(selected area

diffraction)으로 찰한 mackinawite는 좋은 결정성을 가지고 있으며,XRD 회 패

턴과 동일한 d-spacing을 보여 다.

그림 3.8.85.Vulgaris에 의해 만들어진 mackinawiteTEM 사진 SAD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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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86.Desulfuricans에 의해 만들어진 mackinawiteTEM 사진 SAD패턴

나.핵종이동 지연 향 분석

1) Vulgaris

가) 주사 자 미경 찰

Vulgaris에 의해 형성된 mackinawite의 형태를 찰하고 EDS화학분석을 실시

하 다. 상과는 달리,Vulgaris활동에 의한 우라늄의 mackinawite로의 공침이 잘

찰되지 않았다.용액상에 존재하는 우라늄의 제거 기작은 크게 둘로 나 수 있

는데,하나는 자체 인 물화에 의한 우라니나이트의 형성이고,다른 하나는 주변

에서 만들어지는 황화 물 구조안의 포획이다.본 실험에서 기 하는 바는 황화

물 내부로 우라늄 이온들의 포획이었으며,SEM 찰결과로는 우라늄의 황화 물로

의 포획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8.87).이러한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

나,가장 큰 요인 의 하나는 황화 물 형성에 참여한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우라

늄의 제거 특성이 다르지 않나 사료된다.일부 시료이기는 하지만,SEM 상에서는

우라늄 없이 철과 황의 성분만 측되었으며,Vulgaris에 의한 우라늄 황화 물 포

획기작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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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87.Vulgaris에 의해 형성된 mackinawite의 SEM 이미지 화학성분.

나) 투과 자 미경 찰

주사 자 미경 찰과 마찬가지로 투과 자 미경에서의 mackinawite의 우라

늄 포획은 찰되지 않았다(그림 3.8.88).TEM상의 EDS분석에서 우라늄은 거의

검출되지 못하 고 철과 황의 성분만이 확인되었다.하지만,본 자 미경 분석은

시료 가운데 일부분만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를 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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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88.Vulgaris에 의해 형성된 mackinawite의 TEM 이미지 화학성분.

다) EPMA 찰

SEM과 TEM에서 찰하기 힘들었던 우라늄 성분이 EPMA( 자 미분석)기

기를 이용하여 분석하 을 때,일부 우라늄이 검출되었다.그림 3.8.89에서 찰되는

우라늄은 철과 황의 화학성분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농도는 매우 낮게 측

되고 있다.일부 농집된 우라늄이 간혹 물내에 포함되어 있으며,이는 미생물에

의해 형성되는 mackinawite 물에 우라늄이 같이 공침되어 들어간다는 사실을 입

증하는 것이다.지 까지는 우라늄이 황화 물에 흡착되는 기작으로 설명되었으나,

본 실험에서는 은 양이지만 일부의 우라늄이 mackinawite 물내 구조안에 같이

포함되어 농집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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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89.Vulgaris에 의해 형성된 mackinawite의 EPMA화학분석.

철과 황의 분포도는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이러한 사실은 Vulgaris에 의해 만

들어지는 mackinawite가 거의 균일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암시한다.즉,Fe:S=1:1

의 비율로 잘 형성되어 있으며,특별히 불균질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2) Desulfuricans

가) 주사 자 미경 찰

Desulfuricans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진 mackinawite를 주사 자 미경으로

찰했을 때,Vulgaris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Vulgaris의 경우에는 SEM 상에서

우라늄의 검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Desulfuricans의 경우에는 상당량의 우

라늄이 검출되었다(그림 3.8.90).그림 3.8.90의 EDS 화학분석 데이터를 보면,

mackinawite표면에 많은 양의 우라늄이 공침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는

우라늄이 단순히 이미 만들어진 mackinawite의 표면 가장자리에 수착된 수 이 아

니라,mackinawite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같이 공침 혹은 구조안에 참여하여 존재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28-

그림 3.8.90.Desulfuricans에 의해 생성된 mackinawite의 SEM 이미지와 화학성분.

나) 투과 자 미경 찰

SEM에서 찰한 것과 비슷하게 TEM에서도 우라늄의 검출이 확인되었다.그

림 3.8.91에서 보는 것처럼,mackinawite 물의 가장자리를 화학분석 했을때,상당

량의 우라늄이 검출되었다.TEM 이미지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우라늄의 결정체인

우라니나이트의 흔 은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부분의 우라늄 이온들이

mackinawite의 물구조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단된다.우라늄의 함량은 SEM에

서 찰한 정도의 비율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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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91.Desulfuricans에 의해 형성된 mackinawiteTEM 이미지와 화학성분.

우리는 그림 3.8.92에서 mackinawite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의 화학 분포를

볼 수 있다.mackinawite 물의 체 윤곽과 철,황 원소들의 분포가 거의 동일하

게 일치하고 있으며,이미지의 흰색 부분은 고농도의 철 원소들의 분포를 보여 다.

우라늄의 분포는 철과 황의 분포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이는 우라늄이 우라

니나이트라는 입자상의 물 형태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mackinawite 물구

조내에 구성성분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만약,우라늄이 단독으로 존재한다면 우라

늄의 분포가 국부 으로 발달했어야 할 것이다. 한,EDSmapping에서 알 수 있

듯이,철과 황의 농도가 높은 곳에 우라늄도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철과 황의 농도와 우라늄의 농도가 상 성 있게 발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mackinawite 기 생성부터 우라늄이 여하여, 물의 성장과 우라늄의 포획

이 비례 으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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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92.TEM에 의한 그림 3.8.91이미지의 EDSmapping.

다) EPMA 찰

Desulfuricans에 의해 만들어진 mackinawite를 EPMA분석을 통해 찰하 다.

EPMA 분석을 해 시료는 질소가스가 충 된 carrier를 이용하 고 산소환경에 노

출되지 않도록 최 한 주의하 다. 한,EPMA 기기는 매우 정 하게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장치로써,SEM이나 TEM에 비해 우라늄의 분포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 찰한 mackinawite입자는 50μm 이상의 큰 입자로써,약 2주동

안 Desulfuricans미생물에 의해 성장한 물이다.EPMA 화학분석 결과,이 물

은 거의 철 원소와 황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일부 황 원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그

림 3.8.93).황원소는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쉽게 산화되어 없어지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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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93.Desulfuricans에 의해 생성된 mackinawite 물의 EPMA화학분석

본 실험에서 찰된 우라늄의 분포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우

라늄의 분포가 mackinawite에 일정하게 분포하고 있지 않고 입자상의 형태로 불규

칙하게 분포하고 있다.높은 농도의 분포를 보여주는 우라늄들의 가장 큰 형태는

10μm 이상의 크기도 존재한다.우라늄의 포함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기 보다 단속

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즉,미생물에 의해 mackinawite가 만들어지면

서 포함되는 우라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그리고 우라늄의 분포는

물의 가장자리 보다는 물 내부에 높은 도를 보여주고 있으며,이러한 사실은

물형성 기부터 우라늄의 공침이 계속돼 왔다는 증거를 암시한다.우라늄의 포

함량이 시간이 지난면서 감소하는 이유는 용액상에 용존된 우라늄의 농도가 감소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주변의 작은 입자들에는 우라늄의 포함량이 매우 으며,

이는 후기에 만들어진 물에는 우라늄이 공침할만한 양이 충분치 않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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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결과 요약

지하심부에 생존하는 지하미생물들 에 속환원미생물인 Shewanella,

Vulgaris,그리고 Desulfuricans등의 3가지 기성미생물을 상으로 산화핵종의

환원, 물화 제거 실험을 실시하 다. 한,KURT 지하심부에 생존하는 속

환원미생물을 상으로 동일한 실험을 실시하 다.

먼 ,KURT 미생물의 경우,철 망간환원 미생물들이 다량 생존하고 있으며

철산화물 망간산화물을 환원시켜 다른 물로 변환시키는 역할도 하 다. 를

들어,akaganeite철산화물이 KURT 철환원미생물에 의해 magnetite로 변이되었다.

한,우라늄과의 반응실험에서 KURT 철환원미생물은 우라늄 제거에 탁월한 능력

을 보여주지 못하 지만,망간환원미생물은 수일내에 용존우라늄을 용액상에서 제

거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그리고,침철석과 같은 물은 핵종을 쉽게 수착하여 미

생물과의 반응을 방해하 고,KURT 철환원미생물에 의해 침철석이 용해되면서 핵

종의 탈착도 같이 진행됨을 찰하 다.

Shewanella를 이용한 핵종의 물화 연구는 우라늄을 상으로 실시되었다.우

라늄은 자연계에서 산화상태의 U(VI)와 환원상태의 U(IV)로 주로 존재하고 환원된

우라늄은 용해도가 낮고 물화를 쉽게 이룬다.본 실험에서 Shewanella균에 의해

용존된 우라늄이 제거될 뿐만아니라 환원된 우라늄이 나노크기의 입자로 물화됨

을 확인하 다.그 크기는 2∼3nm 크기로 확인되었으며,기본입자들이 서로 결합

하여 수십,수백 nm 크기의 우라늄 물로 바 었다. 물화된 우라늄은 우라니나이

트(uraninite)라는 물로 확인되었으며,다른 원소들을 불순물로 가지는 경향이 있

었다.우라늄 물에 불순물로 참여한 원소들은 주로 칼슘과 인 등이었으며,

ningyoite라는 인산염 물을 만들기도 하 다.이러한,불순물의 역할은 우라늄 물

의 용해도를 낮추고 입자의 크기 결정성을 높여 장기 으로 물의 안정성을 도

모하는 것으로 단된다.

우라늄의 물화는 미생물의 표면 내부에서도 진행되었는데,우라늄의 단순

흡착 뿐만아니라 다른 이온들과의 결합을 통해 큰 결정의 우라늄 물을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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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생물 표면에서 성장하는 우라늄 물들은 미생물간의 연결을 도와 미생물들의

응집을 통한 핵종원소들의 이동이 감되는 상이 찰되었다. 한,미생물 내부

에서 발달하는 우라늄 물들은 세포막 부근에서 상의 형태로 성장한다는 것이 처

음으로 확인되었다.미생물로부터 성장하는 우라늄 물은 기에 나노크기로 시작

하여 다른 입자들과 상호 결합을 통해 큰 형태의 입자로 성장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마지막으로,Vulgaris Desulfuricans와 같은 황산염환원미생물에 의한 우라늄

제거 황화 물 형성기작을 살펴보았다.황산염환원미생물에 의해 제거되는 우라

늄은 단순 우라니나이트라는 우라늄 물로의 형성 뿐만아니라,주변에서 만들어지

는 황화 물 내부구조로도 포획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한,우라늄이 황화 물

내로 포획될 때,미생물의 역할이 요하며 미생물의 개체에 따라 우라늄의 포함되

는 정도가 다름을 확인하 다.특히,Desulfuricans의 우라늄에 한 황화 물 포획

능력이 뛰어났으며,이는 Desulfuricans의 높은 환원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Desulfuricans미생물의 경우 일주일내에 용액의 산화/환원값을 -500mV까지 낮추

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따라서, 속환원미생물은 용액상의 산화상태를 극환원조건

으로 쉽게 바꿀 수 있을 뿐만아니라,이러한 과정 에 만들어지는 이차 물 내부로

용존핵종들을 쉽게 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사실들은 지하수를 따

라 이동할 수 있는 핵종들의 흡착 침 ,그리고 지연효과에 분명 큰 잇 으로

작용할 것이다.따라서,지하심부 속환원미생물을 활용한 방사성폐기물 핵종이동

지연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고 매우 요할 뿐만아니라,미래 처분장의 안 성 향상

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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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처분환경에서 환원미생물 특성 규명

1.KURT미생물과 핵종과의 반응 특성

가.KURT철환원미생물과 용존우라늄 셀 늄과의 반응 특성

1) 실험방법

가) 미생물의 농화배양

한국원자력연구원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의 지하심부(약 80m 깊이)를 시추

하고 더블패커를 설치하여 깊이별로 지하수를 차수한 후 필요한 시기에 정량의

지하수를 채수하 다. 기성 미생물을 배양하기 해, 장에서 산소와의 을

최소화시키면서 미리 비해간 성장배지 병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지하수를 주입한

후 실험실 내 인큐베이터에서 30°C로 배양하 다.

철환원박테리아의 농화배양을 해 자공여체로 젖산(lacticacid)을 공 하

고, 자수용체로 Fe(III)-citrate를 주입하 다.박테리아의 농화배양은 배양액의 색

깔 변화 혹은 침 물의 형성에 의해 확인할 수 있었다.자세한 실험과정은 다음

과 같다.

성장배지는 미생물에 따라 각기 다르게 비하 는데,철환원박테리아의 경우에

는 100 mlserum bottle에 3차 증류수 100ml를 채우고 표 3.9.1,3.9.2,3.9.3의 시

약 성분을 넣어주었으며, 기 환경을 만들어 주기 하여 30분간 질소로

purging하여 폐하 다.철환원박테리아의 성장배지에는 자공여체로 sodium

lactate10mM와 자수용체로 Fe(Ⅲ)-citrate(4mM)를 추가로 넣어주었다.외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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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에 의한 오염을 막기 해 세럼병(serum bottle)은 JISICO사의 압열멸균기(98

kPa,121°C,15분)로 멸균하 고,각종 시약 성분의 주입시 0.2㎛ 필터를 사용하

다.

시약 g(㎖)/ℓ 시약 g(㎖)/ℓ

NaHCO3 2.5 HEPEs 7.2

CaCl2ㆍ2H2O 0.08
YeastExtract

(Difco)
0.5

NH4Cl 1.0
Traceminerals

(x10)
10

MgCl2ㆍ6H2O 0.2 Vitamins(x10) 1

NaCl 10

표 3.9.1.KURT철환원박테리아의 성장배지 성분

시약 ㎎/ℓ 시약 ㎎/ℓ

Nitrilotriaceticacid 1500 ZnCl2 50

FeCl2ㆍ4H2O 200 CuCl2ㆍ2H2O 2

MgCl2ㆍ6H2O 100 H3BO3 5

Na2WO4ㆍ2H2O 20 Sodium molybdate 10

MnCl2ㆍ4H2O 100 NaCl 1000

CoCl2ㆍ6H2O 100 Na2SeO3 17

CaCl2ㆍ2H2O 1000 NiCl2ㆍ6H2O 24

표 3.9.2.표 3.9.1의 Traceminerals성분

시약 g(㎖)/ℓ 시약 g(㎖)/ℓ

Biotin 0.02 Nicotinicacid(niacin) 0.05

Folicacid 0.02 Pantothenicacid 0.05

B6(pyridoxine)HCl 0.1
B12(cyanobalamine)

crystalline
0.001

B1(thiamine)HCl 0.05
PABA

(P-aminobenzoicacid)
0.05

B2(riboflavin) 0.05 Lipoicacid(thioctic) 0.05

표 3.9.3.표 3.9.1의 Vitamin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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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로부터 농화 배양시킨 미생물을 실험에 바로 사용하지 않고,약 1년여 동

안 10여 차례의 농화배양을 반복 으로 실시한 후 사용하 다.이러한 이유는, 기

지하수에는 미생물들의 개체수 종류가 매우 많고 각기 다른 반응 특성들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미생물의 개체 종류를 최 한 이고자 하 다.

최종 으로 농화배양 된 미생물의 유 자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미생물 종을

악하고자 하 으며,16SrRNA분석을 실시하 다.분리한 균의 1μltamplateDNA

와 1 μl10pmoleubacteraluniversalprimer27F (5'-AGA GTT TGA TCM

TGGCTCAG-3'),1492R(5'-TACGGYTACCTTGTTACGACTT-3'),0.1

μlTaqpolymerase(5unit/μl,TAKARA),2μl10XPCRbuffer,1.6μldNTP등

의 20μl반응 혼합물을 만들어 세균의 16SrRNA의 일부를 PCR로 증폭했다.PCR

은 94°C에서 5분간 기 변성화 시킨 후 95°C에서 1분간 denaturation,50°C에서 1

분간 annealing,72°C에서 extension과정을 35회 반복하 고 최종 extention은 5분

간 실시하 다.PCR증폭 산물은 1% Agarosegelelectrophrosis과정을 수행한 뒤

ethidium bromide에 stain하여 PCR산물의 생성여부를 확인하 다.이 PCR산물은

다시 GC clamp가 붙은 primer를 이용하여 증폭한 후에 DGGE를 실시하 다.

DGGE상의 band를 추출하여 sequence분석을 수행하 다. 의 분석은 충북 학교

미생물학과 환경미생물학 연구실에서 수행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지하 심부 지하수로부터 배양 분리한 세균의 동정을 해 세

균의 DNA와 RNA를 추출한 후 PCR을 이용하여 16SrRNA 분석을 실시하 다.

PCR결과 증폭된 16SrRNA gene을 주형으로 directsequencing을 실시하여 결정

된 염기 서열을 가지고 GenBank의 database와 비교하 다.PCR-DGGE로부터 염

기서열을 이용하여 미생물 계통수를 분석한 결과 5,6,7,8,9번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9.1).그 에서 5번과 6번의 clone들이 주요 미생물들로 확인되지

만,분리(isolation)되지 않은 세균들이며 철환원능의 여부는 알려진 바가 없다.하지

만,9번과 같은 미시가넨시스(Desulfuromonasmichiganensis)는 Fe(III)을 자수용

체로 활용하는 철환원능이 있는 세균으로 밝 졌다.따라서,KURT 지하수로부터

배양된 미생물 에서 미시가넨시스가 산화철을 환원시키는 주요 세균 의 하나임

을 알 수 있다.본 실험에서는 이와 같이 확인된 미생물을 농화 배양하여 용존 셀

늄을 환원하고 물화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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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KURT지하수로부터 채수하여 자수용체로 Fe-citrate를 사용하여

배양시킨 미생물의 16SRNA유 자분석을 통한 계통수 DGGE밴드.

나) 실험조건

미생물과 우라늄과의 반응실험에서 용액상의 망간이 생지화학 반응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일부 반응용액에 manganesechloride(2mM)를 넣어주었

다.우라늄은 UO2(NO3)2․6H2O형태로 5x10-5M 주입하 다.최종 으로,미생물은

2.7mg/l의 단백질량으로 넣어주었다.그리고,미생물 자체의 흡착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비교(Control)시료를 비하 으며,조건은 동일하지만 죽인 미생물(100℃에

서 30분 가열)이 이용되었다.

미생물과 셀 늄과의 반응실험에서는 용액상의 철(Fe(II)),구리(Cu(II)) 황산

염(SO4
2-)성분이 생지화학 반응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농화배양에 사

용 했던 배양용액(100mL)에 FeCl2 (2mM),CuCl2 (1mM),그리고 Na2SO4 (2

mM)을 넣어주었다.셀 늄은 selenite형태로 Na2SeO3 (2mM)주입하 다.모든

화학성분들은 살균을 목 으로 0.2μm 필터링 주사기를 통해 배지에 주입되었다.

미생물은 약 1.5mg/L단백질량으로 넣어주었다.그리고,미생물을 넣지 않은 시료

(Nocell)도 비하여 비교 실험하 다.미생물과 셀 늄과의 반응실험을 해 반응

용액을 교반기에서 120rpm으로 교반하 고 약 3주 동안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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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방법

시간별로 미생물의 증식 경향을 알아보기 해 단백질 분석법을 사용하 다.

MicroBCA ProteinAssayKit(ThermoScientificCo.)을 사용하 으며,시료와 시

약을 1:1로 섞고 60°C로 60분 가열한 후 15분 정도 실온에서 냉각하여 UV/Vis분

분석기로 562nm 장 를 측정하여 미생물 단백질량의 정량값을 얻었다.

미생물 반응실험 동안 생성된 침 물들은 X-선 회 분석기(XRD)와 주사 자

미경(FE-SEM)으로 분석되었다.침 물을 원심분리(10,000rpm,10분)하고 무산소

증류수로 여러 번 세척한 후,Glovebox의 환원환경(N2gas)하에서 충분히 건조하

다. 물 감정을 해서는 XRD를 이용하 는데,시료 분석 까지 기 의 산

소에 의한 산화 방지를 목 으로 진공 데시 이터에 질소가스를 충 하여 시료를

운반하 다.XRD 분석은 RigakuD/MAX-2500(Japan)모델을 사용하 으며,2

theta5～55°까지 1°/min의 스캔속도와 0.01stepsize로 CuKα (40kV/300mA)조건

에서 분석하 다. 물의 형태 표면을 찰하기 해 FE-SEM(Hitach,S-4700)

을 이용하 다.FE-SEM 찰을 해서 시료를 질소 충 진공 데시 이터로 운반

하 으며,운반된 시료를 홀더에 부착된 carbontape 에 고루 분산시키고 진공 하

에서 OsO4를 시료에 고루 분사하여 얇게 코 (～10nm)한 후 찰하 다.화학분

석을 해서는 부속장비인 EDS(Horiba,EMAX)를 사용하 다.용액상에 존재하는

셀 늄의 농도 변화를 알기 해 실험 에 필요시마다 약 2ml씩의 용액을 채취하

여 0.2μm 필터로 여과한 후 유도결합 라즈마분 분석기(ICP-MS)를 이용하여 농

도를 분석하 다.

2) 철환원박테리아의 우라늄 제거 특성

한국원자력연구원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지하심부에 생존하는 미생물을 이용한

용존우라늄 제거 물화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용 병에 들어있는

Fe(III)-citrate(구연산철)때문에 기에는 노란색을 띠는 용액이 철환원박테리아

(IRB)의 환원 기작에 의해 약 2일이 지나면서 Fe(III)가 Fe(II)로 변하고 용액의 색

깔이 거의 무색으로 바 었다(그림 3.9.2b).하지만,망간이 일부 주입된 용액의 경

우,망간이온의 향에 의해 기 은 갈색 빛깔로 시작된 용액이 Fe(III)가 Fe(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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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하면서 연노랑색으로 바 었다(그림 3.9.2a).그리고,Control시료(즉,죽은 미

생물 반응용액)는 은 갈색 빛깔(망간 함유)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 다(그림

3.9.2c).

그림 3.9.2.KURT철환원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는 3개의 세럼병.(a)

Mn-IRB,(b)IRB,그리고 (c) 조군(죽은 미생물).

용존 이온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 철의 농도가 속히 감소하고 이후 안정

을 유지하면서 조 씩 철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3.9.3a).이러한 결

과는 Fe(III)-citrate가 미생물 표면과 쉽게 결합하는 것으로 보이며,특히 구연산인

citrate는 유기물인 C3H5O(COO)3
3-로 구성되어 있어서 미생물 표면과 쉽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이로 인하여 기에 넣어 용존철의 농도가 일시 으로 감소되었

고,이후 Fe(III)-citrate가 차 Fe(II)로 환원되면서 용해도가 증가하고 체 인

철의 농도가 약간씩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물론,Fe(III)-citrate도 용해성이 있

지만, 기 미생물 표면에 상당히 흡착되어 보다 용해성인 Fe(II)로 바 면서 체

인 철의 농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9.3.(a)철환원박테리아의 활동기간 동안 Fe농도의 변화량.(b)

철환원박테리아의 활동기간 동안 발생된 우라늄 망간의 농도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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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의 농도변화에 있어서, 기 약간의 농도 감소만 있었을 뿐 시간에 따른

계속 인 우라늄의 농도 감소가 찰되지 않았다(그림 3.9.3b).이러한 결과는 박테

리아에 의한 우라늄의 환원 물화가 거의 이 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일반

으로,철환원박테리아는 U(VI)를 U(IV)로 환원시켜 uraninite라는 결정체로 물화

시킬 수 있지만,Fe(III)이 자수용체로 공존하는 조건에서는 우라늄 보다 철을 우

선 으로 환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작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반면,

Fe(III)이 침철석이나 페리하이드라이트(ferrihydrite)와 같은 물로 존재할 때에는

철의 환원과 동시에 우라늄도 함께 환원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9.1].이러한

사실은 철의 존재형태의 요성을 말해주는 결과로,철이 물로 존재할 때에는 철

이 일차 으로 미생물에 의해 용해된 후 환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응속도도 느리

고 쉽게 자수용체로 이용되기 어렵다.이러한 경우에는 주변의 산화우라늄이

자수용체로 같이 참여할 수 있다.그러나,본 실험에서는 우라늄과 철이 동시에 환

원( 자수용체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고,용해되어 흡수 가능한 철이 우라늄 보다

먼 선택 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인다.즉,살아있는 미생물의 표면에 철이 선택

으로 흡착·반응하여 우라늄의 환원반응이 방해받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본

실험에서 우라늄의 농도는 크게 감소되지 않았다.

하지만,망간이 공존하는 조건에서는 우라늄의 감소가 다소 두드러졌는데,이는

살아있는 미생물 표면에 망간의 일부가 흡착 는 반응하여 철의 선택 인 환원작

용이 매우 활성화되지 못하 고,더불어 우라늄의 일부도 환원반응에 참여한 것으

로 보인다.그 외에,망간이 우라늄의 결정성장 핵으로 작용하여 우라늄의 물화를

진하는 역할을 수행하 을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단은 그림 3.9.3b에서 망간이

온의 농도변화 패턴과 Mn-IRB의 우라늄 농도변화 패턴이 매우 유사성을 띠는데서

유추할 수 있다.그리고,죽은 미생물이 존재하는 Control시료의 경우, 기 격한

우라늄의 감소가 나타나고 그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앞서 활동하는 미

생물에 의한 우라늄의 자수용체의 역할 환원 제거와는 다른 기작이 작용된 것

으로 보인다.Control시료에서는 철 우라늄의 환원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망간이온을 포함하여 용존이온들의 미생물 표면에 한 단순 흡착만이 지배하게 된

다.따라서,선택 인 Fe(III)미생물 흡착 환원기작이 주요하지 않고 일부 망간

우라늄도 상당량 미생물 표면에 동일하게 흡착될 수 있다.하지만,이러한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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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된 우라늄은 환원된 U(IV)형태가 아니고 기의 용존상태의 U(VI)형태를 그

로 지니고 있게 된다.

3) 셀 늄 환원 용존농도 감소

셀 늄과 철이 2mM 농도로 함께 용존되어 있는 조건에서 구리 혹은 황산염의

향을 살펴 보았다.약 20일간의 미생물의 셀 늄 환원기작에 의해 기의 맑은

세럼(serum)병 용액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 다(그림 3.9.4).하지만,구리(1mM)가

포함된 용액은 기의 연한 주황색의 색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림 3.9.4.미생물 활동에 의한 셀 늄 함유 용액의 색 변화.

그림 3.9.5.미시가넨시스에 의한 셀 늄 제거 미량원소들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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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nite의 형태로 넣어 Se(IV)이 미생물에 의해 환원되면서 용액으로부터의

농도 감소가 찰되었다(그림 3.9.5). 기에 빠른 셀 늄 농도의 감소가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량은 차 어들었다.하지만,구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용존

셀 늄의 감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이는 구리 성분이 미생물에 해 독성으로

작용하여[3.9.2],미생물의 이화 셀 늄환원(dissimilatoryselenitereduction)을 방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음이온 성분으로 황산염이 포함된 경우에는 용존 셀 늄의

농도 감소가 찰되었으나,황산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감소량이 많지 않

았다.이러한 사실은 음이온으로 존재하는 황산염이 같은 음이온인 셀 늄의 미생

물 환원을 방해하는 것으로 단된다.자세한 기작은 알 수 없으나 동일 농도(2

mM)의 두 음이온들이 유사 거동을 통해 서로 경쟁하는 계로 용액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셀 늄의 환원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미생물의 양 변화를 살펴보았다(그림

3.9.6). 기 미생물의 주입량이 조 달랐지만 미생물의 성장 변화를 경과 시간에

따라 찰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구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미생물의 성장이

찰되지 않고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이는 그림 3.9.4에서 찰

한 바와 같이 육안상의 용액 변화가 거의 없는 것과 일치한다.이러한 결과는 구리

독성에 의해 미생물의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아 맥키나와이트 물이 잘 형성되지

않았던 이 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3.9.2].황산염이 존재하는 경우는 시간

별로 미생물의 성장이 찰되었지만,황산염이 없는 경우에 비해 성장 속도가 제한

된 것으로 찰되었다.미시가넨시스 세균의 경우에 용존 황산염은 자수용체로

작용하지 못하고,오히려 용존 셀 늄의 자수용성을 방해하여 미생물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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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6.미생물 정량을 한 UV/Vis분 분석 결과.

4) 셀 늄 물 형성

미생물의 환원기작에 의해 셀 늄 물이 형성되었다(그림 3.9.7). 물 형성 기

작은 용존된 셀 늄이 환원되면서 물속의 Fe(II)와 결합하고 안정한 철-셀 나이드

(ironselenide(Fe3Se2))라는 고체상으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결정성이 좋지 않아

XRD회 선이 뚜렷하게 발달하고 있지 않지만,35°2Ɵ부근의 주요 피크가 잘

찰되고 있다.용액상에 존재하는 다른 불순물들( :SO4
2-
,Cu

2+
)의 존재 여하에 의

해 XRD회 선의 강도에 차이가 났다.특히,구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셀 늄 침

물의 X-선 회 강도가 보다 낮게 나왔다.이는 앞서 찰한 배양액의 색 변화,미

생물의 활동도,그리고 셀 늄의 감소와 한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미생

물의 약한 활동성 때문에 셀 늄의 환원이 미약하 고 결과 으로 철과 결합된 환

원침 물의 양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그리고,X-선 회 강도가 좋은 일부 작

은 피크들은 용액상의 유기물로부터 유래된 흑연(graphite)물질로 확인되었으며,

미생물에 의한 생성 기작은 재로서는 알기 힘들다.미생물이 없는 시료의 경우,

용액상의 Se(IV)가 미생물이 아닌 Fe(II)로부터 일부 자를 얻어 환원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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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기에 넣어 2mM의 Fe(II)가 Se(IV)에 의해 부분 산화되면서 침철석

(goethite,FeOOH)이 다량 형성되었다.일반 으로 철이 산화되면 기에 페리하이

드라이트(ferrihydrite)라는 철산화 물이 주로 생성[3.9.3]되는데 반해,본 실험에서

는 셀 늄의 매 작용에 의해 침철석이 쉽게 생성되었고,이러한 상에 한 자

세한 기작 설명은 추후 연구를 통해 밝 져야 할 것이다.XRD회 선을 찰해 보

면,생성된 침철석은 어느 정도의 결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결국,본

실험을 통해 미생물의 존재 여하에 의해서 용존 방사성 이온들의 거동 물화

경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3.9.7.미생물에 의해 형성된 철-셀 늄 침 물에 한 X-선 회 분석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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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8은 XRD에서 찰된 철-셀 나이드(Fe3Se2)의 침 물을 주사 자 미

경으로 찰한 사진이다.입자의 가장자리가 둥근 형태를 띠고 있으며 직경이 수

백 nm로 성장해 있지만 결정성이 잘 발달해 있지는 않다.EDS화학분석을 통해

입자의 부분이 Se와 Fe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부분 으로 인회석

(apatite,Ca5(PO4)3OH)성분이 소량 찰되었다.이는 기 조성된 배양액 성분의

일부가 미생물 작용에 의해 침 된 것으로 보인다.철-셀 나이드 외에 원소 셀

늄(Se0)의 일부 입자들도 찰되었다(그림 3.9.9).KURT 미생물인 미시가넨시스 주

에 구형의 Se0가 찰되고 있으며,입자 크기는 약 100～300nm 범 를 보여 주

었다.물속의 철과 반응하지 못한 일부 셀 늄 원소들이 환원과정에서 순수한 원소

셀 늄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결과를 통해,용존 철의 농도에 따라 셀

늄의 물화 과정에서 철-셀 나이드와 원소 셀 늄의 상 함량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추후 연구를 통해 철과 환원 셀 늄간의 화학 결합,생성

물 변이,그리고 그들의 입자 형태 구조 등이 자세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

다.

그림 3.9.8.철-셀 나이드의 주사 자 미경 이미지 표면 화학분석 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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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9.철-셀 나이드 외에 원소셀 늄의 자 미경 이미지 화학성분.

나.KURT황산염환원미생물과 용존우라늄의 반응 특성

1) 실험방법

가) 미생물의 농화배양

황산염환원박테리아의 농화배양을 해 자공여체로 젖산(lacticacid)을 공

하 고, 자수용체로 SO4
2-(sulfate)를 주입하 다.철(Fe)은 5% Fe(II)ammonium

sulfate형태로 용액상에 2mL주입되었다.박테리아의 농화배양은 배양액의 색깔

변화 혹은 침 물의 형성에 의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실내에서의 성장배지는 각각의 주요 성분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 고 최종 으

로 혼합하여 사용하 는데,구체 인 성분은 표 3.9.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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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Ⅰ ComponentⅡ ComponentⅢ

증류수 400ml 증류수 200ml 증류수 400ml

MgSO42.0g K2HPO40.5g Sodium lactate3.5g

Sodium citrate5.0g Yeastextract1.0g

CaSO41.0g

NH4Cl1.0g

표 3.9.4.KURT황산염환원미생물의 성장배지 성분

나) 황산염환원미생물 유 자 분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지하 심부 지하수로부터 배양 분리한 세균의 동정을 해 세

균의 DNA와 RNA를 추출한 후 PCR을 이용하여 16SrRNA 분석을 실시하 다.

PCR결과 증폭된 16SrRNA gene을 주형으로 directsequencing을 실시하여 결정

된 염기 서열을 가지고 GenBank의 database와 비교하 다.PCR-DGGE로부터 염

기서열을 이용하여 미생물 계통수를 분석한 결과 1,2,3,4번이 우세한 것으로 나

타났다(그림 3.9.10).황산염환원세균의 Band분석 결과 identity값이 거의 100% 가

깝게 Desulfomicrobium baculatum으로 확인되었다.이 세균은 기성 환경에서 생

존하는 세균으로,terminalelectronacceptor로 sulfate혹은 sulfite를 이용할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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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0.KURT지하수로부터 채수하여 자수용체로 sulfate를 사용하여

배양시킨 미생물의 16SRNA유 자분석을 통한 계통수 DGGE밴드.

다) 실험조건

미생물과 우라늄과의 반응실험에서 용액상의 속원소들이 생지화학 반응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농화배양에 사용 했던 배양용액(100 mL)에

MnCl2,CuCl2․2H2O,NiCl2,그리고 CoCl2․6H2O을 각각 0.2mM씩 넣어주었다.우

라늄은 UO2(NO3)2․6H2O형태로 5x10
-5
M 주입하 다.미생물은 1.5mg/L단백질

량으로 넣어주었다.그리고,미생물을 넣지 않은 시료(Nocell)도 비하여 비교 실

험하 다.

라) 분석방법

시간별로 미생물의 증식 경향을 알아보기 해 단백질 분석법을 사용하 다.

MicroBCA ProteinAssayKit(ThermoScientificCo.)을 사용하 으며,시료와 시

약을 1:1로 섞고 60°C로 60분 가열한 후 15분 정도 실온에서 냉각하여 UV/Vis분

분석기로 562nm 장 를 측정하여 미생물 단백질량의 정량값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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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반응실험 이후 발생된 고형물들(맥키나와이트 포함)은 X-선 회 분석기

(XRD)와 주사 자 미경(SEM)으로 분석되었다.고형물을 원심분리(10,000rpm,10

분)하고 무산소 증류수로 여러 번 세척한 후,Glovebox의 환원환경하에서 충분히

건조하여 분석하 다. 물 감정을 해서는 XRD를 이용하 고, 물의 형태

표면 화학분포를 알기 해 SEM(Hitach,S-4700)과 부속장비인 EDS를 사용하

다.용액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온들의 농도 변화를 알기 해 실험과정 필요시

마다 약 2ml의 용액을 채취하 고 유도결합 라즈마분 분석기(ICP-MS)를 이용

하여 농도를 분석하 다.

2) 맥키나와이트 물 형성

용액상에서 철(Fe)이 Fe(II)의 형태로 1.0mM 녹아 있는 조건에서 바쿨라텀 세

균의 유기물 분해에 의한 자의 공 에 의해 황산염(SO4
2-
)이 황화물(S

2-
)로 환원

되면서 녹아있던 철과 결합하여 맥키나와이트(mackinawite,FeS) 물이 형성되었

다(그림 3.9.11a).이러한 기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2CH3CH(OH)COOH+SO4
2-
--->2CH3COOH+2CO2+2H2O+S

2-
(1)

(젖산) (아세트산)

Fe
2+
+S

2-
--->FeS (2)

(맥키나와이트)

자공여체로 넣어 젖산이 바쿨라텀에 의해 아세트산으로 분해되면서 자의

이동에 의해 황산염이 환원되고(1),환원된 황이 최종 으로 철과 결합하여 FeS가

만들어 진다(2).이러한 과정에서 투명한 배양용액이 검은색의 물로 색깔이 변하고

생성된 FeS입자들의 크기는 수 nm에서 수 μm 까지의 분포를 보여 다.그리고,

맥키나와이트 입자 주변에 이 물의 형성 작용을 돕는 바쿨라텀 SRB를 자 미

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9.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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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1.a)KURT바쿨라텀 미생물에 의해 맥키나와이트

물이 형성되는 과정.(b)맥키나와이트 자 미경 이미지.

3) 황산염환원미생물의 우라늄 제거 특성

KURT 지하심부 미생물 에서 황산염환원미생물(sulfate-reducingbacteria)의

용존우라늄 거동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황산염(sulfate)이 용해된 조건에

서 실험을 실시하 다.실험 시작 후,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용액상의 변화가 찰

되었으며 처음에는 투명했던 용액이 24시간이 지나면서 차 검은색으로 변하 다.

그림 3.9.12a에서 볼 수 있듯이,두 개의 시료병(a-1과 a-2)에서 검은색으로 변한 용

액(망간 함유 시료병 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하지만,Control시료에서는 죽은 미

생물의 미활동성 때문에 용액의 색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림 3.9.12b는 미

생물의 활동에 의해 검은색으로 변한 침 물을 확 하여 보여주고 있으며,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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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만큼 검은색의 물 입자는 수 μm 이상의 큰 결정으로

성장하 다.

그림 3.9.12.(a)황산염환원미생물이 포함된 세럼병 (a-1)Mn-SRB,(a-2)SRB,

and(a-3)Control.(b)부유하고 있는 황화 물 침 물.

그림 3.9.13은 이러한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형성된 침 물을 X-선 회 분석기

(XRD)로 분석한 결과이다.분석결과에 의하면,형성된 물은 mackinawite(FeS)라

는 황화 물의 한 종류로 상구조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황철석(FeS2)의 선구

물(precursormineral)로 알려져 있는 물[3.9.4]로 명되었다.그림에서 처럼 낮은

강도(intensity)와 넓은 피크 폭의 X-선 회 패턴은 생성 물의 낮은 결정성을 암

시하고 있으며,망간이 공존하는 용액에서 특별히 다른 형태의 물( :MnS)은 발

견되지 않았다(그림 3.9.13b).이러한 사실은 Fe(II)와 함께 상당량 첨가(2mM)된

Mn(II)가 미생물에 의해 황산염과 반응하여 황화 물화 되기가 쉽지 않음을 암시한

다.즉,용액상에서 철과 망간의 공존시 황산염환원미생물에 의해 망간보다는 철이

선택 으로 황과 결합되며,일차 으로 mackinawite라는 황화 물이 먼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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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3.맥키나와이트 X-선 회 패턴 (a)순수 Fe-sulfide침 물 (b)Mn

이 포함된 Fe-sulfide.화살표는 맥키나와이트의 주요 피크들을 가리킴.

황산염환원박테리아에 의해 mackinawite가 형성되면서,물속에 이온상으로 용

존되어 존재하던 Fe(II)의 농도가 속히 감소하 다(그림 3.9.14a).미생물에 의해

용존철의 농도가 계속 감소하여 약 일주일만에 부분의 용존철이 물화되어 제거

되었다.망간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도 용존철의 감소가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용존철

의 감소량은 약간 둔화되었다.이는,망간 존재에 의해 용존철의 물화가 어느 정

도 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죽은 미생물이 들어있는 Control시

료에서는 철의 농도가 기에 약간 감소(～ 수 백 μM)한 것을 제외하고 거의 변화

가 없었다.이는 물 속에 이온상태로 존재하는 Fe(II)원소들이 죽은 미생물의 표면

에 기 일부 흡착되었지만 물화로 진행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미생물에 의해 황화 물이 형성되면서 우라늄의 농도가 차 감소되었다(그림

3.9.14b).Control시료에서는 기에 상당량의 우라늄 제거가 일어났지만,그 이후

에는 큰 변화(감소)가 없었다.하지만,미생물이 활동하는 시료에서는 우라늄의 감

소가 기에는 미약하 지만 실험기간 동안 꾸 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특성은 단순히 우라늄의 미생물에 한 흡착 뿐만아니라[3.9.5],우라늄의 환

원 물로의 포획(incorporation)과 흡착에 의한 제거 기작이 동시에 작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살아있는 미생물의 경우, 기 우라늄의 농도 감소가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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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지 못하 는데,이는 미생물에 한 우라늄의 흡착이 다른 이온들 때문에 상

으로 미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미생물의 활동이 왕성할 때,용액상의 원소

들 에서 철(부분 으로 망간)이 선택 으로 먼 미생물과 반응하거나 표면에 흡

착된다.따라서, 기에는 이러한 원소별 선택성 때문에 상 으로 우라늄의 흡착

제거가 두드러지지 못한 반면,죽은 미생물은 용액상의 철과의 선택 반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에 존재하는 우라늄도 죽은 미생물 표면에 상당량 흡착될

수 있다.하지만,시간에 따른 우라늄의 농도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그림

3.9.14b).

그림 3.9.14.(a)SRB활동에 의한 철 농도의 변화량.(b)SRB활동에

의한 우라늄 망간 농도의 변화량.

그리고,망간이 포함된 경우,미생물에 의한 우라늄의 제거가 훨씬 효과 으로

진행되었다.앞서 철환원박테리아에서 살펴 본것과 비슷하게,여기서도 망간이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 을 것으로 사료된다.즉,망간에 의해 철 원소의 미생물 흡

착 물화가 방해받는 경우와 망간에 의한 우라늄 결정성장 황화 물로의 포

획이 활성화되는 과정이다.그림 3.9.14b에서 용존망간의 농도가 반응 기에 감소

되는 것은 망간의 일부가 미생물 표면에 상당부분 흡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철의 흡착은 상 으로 감소될 수 있다.그리고,망간이 공존하는 시료에서 지속

인 우라늄의 감소가 효과 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황화 물이 형성되는 과정

에서 불순물로 자리잡은 망간이 우라늄의 황화 물 구조내의 포획 흡착을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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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3.9.15는 mackinawite의 주사 자 미경 이미지이며,

약간 비정질 상구조의 굴곡있는 결정형태를 보여 다.이러한 황화 물에서 EDS

분석결과 소량이지만 망간원소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망간을 함유한

mackinawite(FeS)는 순수한 mackinawite에 비해 우라늄의 포획 흡착을 보다 효

과 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15.Mn이 포함된 Fe-sulfide 자 미경 이미지.화살표는 망간 성분을

가리킴.

의 결과를 통해,지하심부 조건에서 철과 함께 소량의 망간원소가 공존할 때,

미생물 활동에 의한 우라늄의 환원 제거 과정에서 망간의 향이 매우 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단된다.망간은 토양 지각에 지 않은 양으로 존재하고 있으

며, 속환원미생물들의 호흡 사 과정에서 이 속원소의 일부로 철과 함께

참여하여 핵종 거동에 큰 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



-455-

4) 용존우라늄 제거에서 미량 속들의 향

그림 3.9.16은 미량 속원소가 공존할 때,미생물에 의한 맥키나와이트의 생

성 여부를 보여주는 사진이다.약 15일이 경과되었을 때,구리가 포함된 경우를 제

외한 다른 반응용액에서는 검은색의 맥키나와이트가 다량 형성되었다.

그림 3.9.16.SRB활동에 의한 맥키나와이트의 형성 미량원소들의 향.

그림 3.9.17a는 미생물에 의해 용존우라늄이 시간에 따라 차 감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미생물이 없는 경우에는 우라늄의 농도 변화가 거의 없었다.그리

고,구리가 미량 성분으로 용액상에 존재할 때에도 용존우라늄의 변화는 거의 나타

나지 않았다.하지만,미생물과 다른 미량 속들(Mn,Ni,Co)이 공존하는 경우에

는 용존우라늄이 차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망간 혹은 코발트가 미량 성

분으로 존재하는 경우,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우라늄의 기 농도는 빠르게 감

소되었다. 부분의 우라늄은 기에 빠르게 감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그리고,우라늄-미생물과의 반응이 14일이 경과하면

서 용존우라늄의 부분이 용액으로부터 제거 되었다.이러한 우라늄의 제거 과정

은 미생물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맥키나와이트의 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3.9.6].

부분의 우라늄은 맥키나와이트 물과의 결합 혹은 표면 침 에 의해 제거되는

것으로 보인다.미생물 표면 내부 침 에 의한 우라늄의 제거[3.9.5]가 있을 수

있으나,이 양은 20% 미만으로 추정된다.맥키나와이트 형성 과정에서 일부 용존이

온들, 를들면,인,칼슘,마그네슘,그리고 나트륨 등이 공침하면서 우라늄 이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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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합하여 침 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3.9.17b는 생물기원의 맥키나와이트

자 미경 사진을 보여주고 있으며, 물 표면분석(arealanalysis,5×4μm)결과는

일부 우라늄이 다른 이온들과 같이 공침 혹은 물화되어 존재하는 것을 보여 다.

물론,맥키나와이트 물상에는 미량으로 존재하던 속원소들( ,니 )이 일부

철을 치환하여 존재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9.17.(a)KURT바쿨라텀에 의한 우라늄 제거 (b)우라늄을 포함하고

있는 맥키나와이트 침 물.

미량 속원소들에 의한 미생물 개체량의 농도 변화를 살펴보았다(그림 3.9.

18).미생물 주입 후 시간이 지나면서 미생물의 농도가 차 증가하 고 4일 이후에

는 더 이상의 큰 증가는 없었다.미생물의 성장기에 미치는 속들의 향은 그

리 크지 않았다.하지만,구리가 포함된 경우 미생물의 성장이 거의 없었고 8일 이

후에는 세균들의 농도 감소가 찰되었다.이는 구리 성분이 미생물의 사작용을

방해하거나 독성으로 작용하여 미생물의 속환원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용액상에 존재하는 속들의 거동을 살펴보면,망간의 경우 실험시작 후 용존

농도의 감소가 약하게 일어났다(그림 3.9.19).하지만,니 과 코발트의 경우 4일이

지나면서 부분의 원소들이 용액으로부터 제거되었다.이는 미생물에 의한 황산염

환원 과정에서 철과 황이 결합하여 맥키나와이트가 형성되고 결정이 성장되는 과정

에서 니 과 코발트와 같은 속 원소들이 간 으로 철을 치환하거나 물표면

에 공침되는 것으로 단된다.특히,니 의 경우 철과 공존하여 고용체 형태로 맥

키나와이트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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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8.미생물 정량을 한 UV/Vis분 분석 결과.

그림 3.9.19.미생물의 활동기간 동안 용존 미량원소들의 농도 변화.

구리가 포함된 미생물 배양액에서는 용존우라늄의 농도 감소 맥키나와이트

생성이 상당기간 찰되지 않았다(그림 3.9.20).하지만,계속된 반응(약 한달)에서는

우라늄의 감소 황화 물 형성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 다.맥키나와이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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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의해 반응용액이 검은색으로 변하 으며,용존우라늄의 부분이 최종 으로

제거 되었다.이러한 결과는 구리가 포함된 용액이 바쿨라텀 세균의 활성에 독성으

로 작용하여 다른 속들과는 달리 미생물 속환원 반응을 억제하 다.하지

만,시간이 흐르면서 놀랍게도 구리 독성에 한 미생물 내성이 생기고 차 미

생물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2주 후 맥키나와이트가 형성될 뿐만아니라 용존우라

늄의 감소도 같이 나타났다.이는 특정 원소가 미생물에 해 독성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도 미생물 내성이 발 될 때에는 독성물질에 상 없이 속환원 기작이 가

동될 수 있음을 보여 다.이러한 사실은 고 폐기물 처분용기의 일부분이 구리

코 으로 제작되어 지하미생물 증식 억제 생물학 부식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만,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리 내성을 갖는 미생물들의 활동

발 을 완 히 억제하지는 못 할 것으로 측된다.

그림 3.9.20.구리를 미량원소로 가진 용액에서의 미생물에 의한 우라늄 제거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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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URT미생물에 의한 지하수의 산화/환원 변화

가.철환원미생물에 의한 향

KURT 지하수에 한 미생물의 산화/환원 (oxidation/reduction potential,

ORP) 향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이 실험의 목 은 지하미생물이 지하수의

ORP변화에 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함과 더불어 지하수의 산화/환원 반응에

민감한 핵종들의 향을 추후 평가하는데 의의를 갖고자 하 다.

그림 3.9.21.젖산 철환원미생물의 첨가에 의한 KURT지하수의

산화/환원 변화.

본 실험을 해서 KURT 터 내 DB-01(i6)시추공의 지하 약 230m 지 지

하수를 가 기와의 을 최소화하여 채수하고 곧바로 serum 병에 가득 채

운 후 butylrubber로 병의 입구를 하여 실험실로 옮기고 glovebox(N2:CO2 =

80:20)내부에 보 하 다.실험의 조건은 3가지 는데,먼 KURT 지하수를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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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아무런 첨가물 없이 Eh변화를 찰하는 것이었으며,다른 조건은 젖산(lactic

acid)을 10mM 첨가하거나,여기에 추가로 KURT 철환원미생물인 미시가넨시스를

소량(5ml)을 첨가하는 것이었다.Eh측정을 해 Horiba사의 F-51BW pH/mV

meter모델과 9300-10D ORPelectrode를 사용하 으며,Eh측정 련 모든 실험은

로 박스 내에서 수행하 다.

2주 동안 수행된 실험결과에서 아무런 첨가물이 없는 KURT 지하수는 2주 동

안 Eh가 소폭 등락 거렸지만,지속 인 감소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3.9.2

1).하지만,젖산이 일부 첨가된 KURT 지하수는 기 +150mV에서 최종 으로 0

mV까지 Eh의 감소가 나타났다.여기서 사용된 젖산은 KURT 지하수 생존 미생물

들의 양분 혹은 자공여체로 작용하여 지하수 내 속환원미생물들의 활성도

성장률을 높 을 것으로 상한다.젖산과 함께 미시가넨시스 박테리아를 동시에

투여한 경우에는 이 의 두 경우와는 다르게 Eh의 속한 감소를 찰할 수 있었

다.약 2주 후 Eh값이 최 약 -300mV이하까지 감소하 다.

그림 3.9.22.스와넬라 미생물 주입에 의한 KURT지하수의

산화/환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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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넬라 미생물에 의한 KURT 지하수의 ORP변화를 살펴보았을 때,젖산이

추가로 있을 때와 그 지 않을 때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그림 3.9.22).미생물을 주

입한 이후 2일 만에 지하수의 Eh가 -400mV 이하까지 떨어졌으며,그 이후 약간

의 상승이 있었으나 체로 -400mV의 값을 유지하 다.이러한 결과는 만약 지하

수에 스와넬라 미생물이 풍부히 존재할 때 지하수의 Eh는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

될 것으로 측되며 환원지하수의 특성을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나.황산염환원미생물에 의한 향

KURT황산염환원미생물인 바쿨라텀을 배양하여 KURT지하수에 주입하고 Eh

변화량을 찰하 다(그림 3.9.23).바쿨라텀 미생물이 지하수와 반응하 을 때,지

하수의 Eh값은 반응기간 동안 계속 으로 감소하 으며 약 8일이 경과하는 시 에

서 -300mV 이하까지 떨어졌다.특히, 자수용체로 Fe-sulfate가 주입되었을 때,

지하수의 Eh값은 더욱 감소하여 약 -500mV 정도까지 감소하 다.이 과정에서

맥키나와이트(FeS)라는 황화 물이 만들어지고 황화수소 가스가 발생하 다.

그림 3.9.23.황산염환원 미생물 주입에 의한 KURT지하수의 산화/환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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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맥키나와이트 용해반응 특성

SRB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진 맥키나와이트(FeS) 물의 재산화(reoxidation)

반응 실험을 수행하 다.반응실험은 약 2주 정도 수행되었으며 두 가지 산화제(과

산화수소수,아질산나트륨)를 이용하여 맥키나와이트가 산화되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림 3.9.24).본 실험을 한 조건으로 증류수 100mL에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진

맥키나와이트 약 10mg을 넣고 두 가지 산화제를 각각 넣어주었다.산화제의 종류

농도는 과산화수소수 0.35ppm이었고 아질산나트륨인 경우에는 6mM과 60

mM 두 가지 농도로 하여 실험하 다.이런 조건으로 비된 각각의 serum 병을

교반기에 넣고 30°C에서 120rpm으로 흔들어 맥키나와이트의 재산화 과정을 찰

하 다.

그림 3.9.24.산화제에 의해 산화 용해된 맥키나와이트 물 용액 사진.

먼 ,과산화수소수와 반응한 맥키나와이트의 경우 물 입자들의 산화,즉

Fe(II)에서 Fe(III)로의 변환이 잘 이 지지 않고 오히려 작은 나노 입자들이 다량

생성되는 상이 찰되었다.마이크로 크기의 입자들이 나노 입자들로 깨지면서

맥키나와이트 입자들이 수용액에서 잘 가라앉지 않고 오랫동안 부유하 다.하지만,

아질산나트륨으로 산화된 맥키나와이트의 경우 FeS입자들의 산화가 발생하 으며,

특히 높은 농도의 아질산나트륨(60 mM)에서는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의 갈색

(brownish)철산화물이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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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별로 채취된 용액시료를 분석하여 철과 황산염의 농도변화를 찰하 다.

그림 3.9.25의 농도곡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 맥키나와이트가 용해되

면서 용존 철의 농도 변화가 나타났다.먼 ,과산화수소수로 산화된 맥키나와이트

의 경우 용존철의 함량이 지속 으로 조 씩 증가한 반면,아질산나트륨으로 산화

된 경우에는 기의 격한 용존철의 증가 이후 오히려 Fe농도 감소가 나타났다.

특히,60mM 아질산나트륨으로 산화된 경우 용존철의 농도가 매우 낮아졌다.이러

한 이유로는 산화제에 의해 용해된 용존철이 Fe(III)로 산화되어 침 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그림 3.9.25.산화제에 의해 용해되는 맥키나와이트의 (a)철 농도 (b)

황산염 농도의 변화량.

용존황산염의 농도 변화도 각 반응 시간별로 찰하 는데,과산화수소수가 산

화제인 경우에 황산염의 농도가 가장 높게 증가하 고 아질산나트륨이 산화제인 경

우에는 높은 농도의 산화제(60mM)에서 황산염의 농도가 지속 으로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과산화수소수가 산화제인 경우 맥키나와이트의 구성성분인 황

은 쉽게 산화되고 용해되는 반면 용존철은 Fe(III)으로 쉽게 산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반면,아질산나트륨의 경우 맥키나와이트의 황과 철을 모두 산화시키며 특

히 용존철이 Fe(III)로 산화되면서 Fe(III)-침 물이 계속 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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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하심부에서 미생물에 형성되는

황화 물들이 산화지하수의 유입에 의해 산화될 때,유입 지하수의 화학 특성이

매우 요하며 한 맥키나와이트의 선산화(preoxidation)에 의해 다른 환원핵종들

의 산화가 억제되는 버퍼 물질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4.A-KRS용기부식에 있어서 SRB미생물의 향

가.구리용기재료 부식

구리용기재료 부식에 한 미생물 향을 알아보기 해 A-KRS처분용기의

구리코 재료를 상으로 SRB에 의한 부식 향을 살펴보았다.본 실험을 해 사

용된 미생물인 디설 리칸스 SRB는 물 속의 황산염을 환원하여 에 지를 얻는 미

생물이다.실험조건으로는 NaHCO3 1mM의 수용액을 만들고 자공여체로 젖산

(lactate)10mM을 넣어주고 자수용체로 Fe-sulfate1mM을 주입하 다.그리고,

미리 배양된 디설 리칸스 액상 1mL를 주사기로 주입하 다.비교실험을 해

의 조건 로 비하고 미생물만 넣지 않은 serum 병을 따로 비하 다.이 게

비된 serum 병들을 교반기에 넣고 120rpm으로 흔들어 주고 온도는 30°C로 맞추

었다.필요한 시기마다 주사기를 이용하여 용액을 채수하고 ICP-MS로 Cu농도를

분석하 다.실험이 끝난 후 용기재료를 serum 병에서 꺼내어 glovebox에서 건조

한 후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하여 표면을 찰하고 표면의 성분 등을 분석하 다.

구리용기재료의 경우 미생물이 있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그림 3.9.26).특히,실험 시작 후 8일이 지났을 때,구리용기재료의 표면이

검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 을 뿐만 아니라 용액의 색도 검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

다.이러한 상은 물속의 sulfate가 sulfide로 환원되면서 황화성분이 속재료의

구리와 강한 화학 결합을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즉,미생물 구리황화

물이 용기표면과 액상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인다.수용액이 검게 변하는 이유는

부식 반응과정에서 용출되어 나온 구리이온들이 황화이온들과 결합하여 구리황화

물 입자들이 형성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하지만,미생물이 없는 경우에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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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sulfate의 sulfide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구리의 황화 물화 과정이 생략되고 검

은색의 황화 물 혹은 입자들의 형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 미경으로 찰한 구리용기재료의 표면은 미생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

우에 큰 차이가 있었다.미생물이 없는 경우에는 용기의 부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

았고 용기표면에 황 성분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하지만,SRB미생물이 존재하는

경우 구리재료의 표면이 심하게 용해되거나 부식되었고 표면이 마이크로 크기의 입

자들로 피복되어 있었다.화학분석 결과 표면의 입자들은 물 속의 황과 표면의 구

리가 결합하여 형성된 황화구리 물들인 것으로 명되었다. 찰된 부식 입자들

은 다량의 황화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용기의 부식이 차

심화되고 있었음을 확인하 다.

그림 3.9.26.SRB미생물에 의한 구리용기재료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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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철용기재료 부식

A-KRS주철용기재료에 한 부식실험을 수행하 다.실험 조건은 구리용기재

료에 한 실험과 동일하며,다만 자수용체를 Fe-sulfate 1 mM 신에

Na-sulfate1mM을 주입하 다.

그림 3.9.27.SRB미생물에 의한 주철용기재료 부식.

실험 시작 후 약 10일이 경과하 을 때,미생물이 들어있는 serum 병에서 용액

색 변화가 있었다.수용액의 색이 매우 진한 검은색으로 바 었으며,시편으로 넣어

주철용기 재료가 보이지 않을 만큼 검은색이 매우 진하 다(그림 3.9.27).하지



-467-

만,미생물이 없는 시료의 경우 거의 맑은 용액의 투명한 색을 보여 주었다.3개월

의 반응실험이 끝난 후 주철재료 시편을 건조하여 주사 자 미경으로 표면을 찰

하 다.미생물이 없었던 시료의 경우 표면이 매우 작은 원형의 알갱이들로 표면이

덮여 있었는데,이는 부분 Fe-산화막(oxidizedfilm)인 것으로 단된다.화학분석

결과 Fe성분 뿐만 아니라 Cu의 성분도 일부 있었으며,serum 병의 유리성분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Si가 일부 검출되었다.주철은 Fe가 주 성분이지만 기

타 불순 성분들이 부수 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일부의 용존 Si가 부식주철의 표

면에 일부 흡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SRB미생물이 생존하는 경우 주철의

표면은 상 형태의 물로 상 이(phasetransition)가 일어나고 있었다.일반 으

로 SRB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형태의 Fe 물은 체로 맥키나와이트

(FeS) 물이다[3.9.2].즉,SRB 미생물에 의한 주철용기재료 부식실험에서 표면의

Fe-산화막이 FeS라는 맥키나와이트 물로 상 이가 서서히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이러한 용기재료의 상 이는 우리가 상하지 못했던 속용기의 고

유 물성에 변화가 올 수 있음을 지시한다.화학분석 결과 미생물에 의해 부식된 용

기는 철과 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FeS라는 맥키나와이트 물이 차 우세하게

용기를 유하면서 부식이 진행되었으며,이러한 과정을 통해 속용기의 강도

하 등의 문제가 차 야기될 것으로 상된다.

5.결과 요약

한국원자력연구원 지하심부에서 채취한 지하수에는 철환원박테리아와 황산염환

원박테리아가 생존하고 있으며,우라늄을 환원하여 제거하는 공통 을 가지고 있지

만,제거 기작 생성 물의 차이 도 나타나고 있다.먼 ,철환원박테리아의 경

우,주변에 Fe(III)이 이온상태로 존재할 때 우라늄의 제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으며,이는 철과 우라늄이 이온상태로 존재할 때 철이온이 우선 으로 환원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망간이 공존할 때 우라늄의 제거량도 같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망간이 우라늄 제거에 매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황산염환원박테리아의 경우,철과 망간이 동시에 공존하는 조건에서 철이 우선

으로 황과 결합하여 mackinawite(FeS)라는 황화 물을 형성하 다.이는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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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원작용에서 철이 다른 이온에 비해 선택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다.하지만,

철과 우라늄만 존재하는 환경보다 망간이 공존하는 조건에서 우라늄의 제거가 훨씬

효과 이었는데,이는 망간에 의해 우라늄의 흡착 물포획이 훨씬 더 원활하게

이 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용존 속성분 구리의 존재 여하에 따라

미생물 활동이 제약 받았으나,구리 독성에 한 내성이 발 된 이후에는 미생물

-우라늄 반응이 다시 활발하게 이 지고 최종 으로 부분의 우라늄이 용액으로부

터 제거되었다.따라서,특정 지화학 조건( : 속 함유 물질 혹은 지하수)에서

지하미생물의 생존 용존핵종과의 상호반응 등은 단기 실험 결과로 단하기 어

려우며,장기 인 실험 장 조사를 통해 구체 인 생지화학 반응이 이해되어

야 할 것이다.

셀 늄과 같은 방사성 원소들이 토양 혹은 지하수 등을 오염시키고 차 확산

되는 경우에 마땅히 처할 만한 기술 방법들이 많이 부족하다.특히,방사성을

띠고 있는 성분들은 사람들이 직 다루거나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따라

서,지하에 서식하는 지미생물을 이용한 간 인 방법을 통해 산화/환원에 민감

한 셀 늄과 같은 원소들의 지화학 거동을 조 하는 방안이 합한 안이 될 수

있다.본 실험에서 국내 지하수에 서식하는 미시가넨시스라는 철환원 미생물을 활

용하여 용존 셀 늄의 생지화학 반응 물화 반응에 한 기 연구를 수행하

다.미생물의 환원작용에 의해 용존 산화 셀 늄이 불용성인 원소 셀 늄으로 바

다는 사실 외에,본 연구에서는 용존 철의 존재 여하에 따라 미생물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과정을 통해 환원된 셀 늄이 용존 철과 결합하여 철-셀 나이드 고체상

이 새롭게 형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그리고,철환원 미생물이 셀 늄과 같은

음이온성 방사성 핵종을 환원하는 과정에서,음이온성 황산염과 경쟁 계를 갖거나

구리 성분에 의해 셀 늄의 환원기작이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도 새롭게 찰되었

다.하지만,환원된 원소 셀 늄 혹은 철-셀 나이드 물이 지하 환경 조건에서 얼

마나 장기 으로 안정성을 보여주는지 추후 실험을 통해 밝 져야 할 것이다.결국,

미생물을 이용한 용존 셀 늄의 환원 물화 기술에 한 노하우는 방사성 셀

늄이 포함된 오염 토양 지하수를 복원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용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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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KURT 지하미생물들이 지하수의 산화/환원 변화에 깊게 연

되어 있음이 본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다.특히,황산염환원미생물에 의해 KURT지

하수의 Eh가 -500mV까지 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이러한 미생물들의

자 이동 속이온 산화/환원 과정은 처분용기의 부식과 한 련성이 있다.

미생물 부식실험 결과에 의하면 구리용기재료도 SRB미생물에 의해 8일 만에 부식

이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즉,물 속의 sulfate 용존철의 농도가 상당

히 높다면 SRB미생물에 의한 구리용기의 부식도 쉽게 가속화될 수 있음을 보여

다.이는 지하수의 sulfate가 sulfide로 환원되면서 용기의 구리성분과 결합하여

Cu2S와 같은 황화구리 물질로 상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실험 결과를 토 로 향후 고 폐기물 처분용기의 주재료가 될 주철과 구

리 에 한 미생물과의 장기 반응 실험을 수행할 계획을 마련하고자 한다.특히,부

식이 거의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구리용기에 해 KURT지하심부 조건에서 생

존하고 있는 속환원미생물에 의한 장기 부식의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이를

해 차기 연구단계에서는 공학 방벽 성능향상 기술개발과제와의 연계를 통해 실내

실험 뿐만 아니라 장 실험을 병행하여 용기의 생지화학 안정성을 테스트하며,

미생물과 용기와의 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부식 가스의 특성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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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핵종/미생물 복합 이동 특성 규명

1.연구개요

심지층처분 시스템으로부터 유출되는 방사성 핵종은 천연방벽인 암반의 균열망

이나 MajorWaterConductingFeature(MWCF)를 따라 지표 생태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균열을 따라 이동하는 방사성 핵종들은 암반 매질,균열 충진 물질,다양

한 종류의 콜로이드,유기물,미생물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이동성이 향을

받는다[3.10.1].방사성 폐기물의 심지층처분에서 안 성 평가를 한 모델 개발

천연방벽의 역할 증 를 해서는 다양한 조건에서 이러한 핵종 이동 특성들을 이

해하는 것이 요하다.

심지층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핵종들에 한 거동 특성에서

지하 매질로의 흡착은 안 성 평가 측면에서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3.10.2].지하

수의 화학 특성뿐만 아니라,지하수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핵종의 거동성을 변화

시킬 수 있는데,생물학 형변형에 따른 침 등이 한 가 된다[3.10.3].이와 반

로,미생물은 핵종에 한 다른 흡착 매질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3.10.4].

따라서,균열암반에서 미생물은 콜로이드 특성에 의해 핵종 거동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생물막 특성에 의해 거동을 지연시킬 수도 있으며,이러한 상반된 향에는

핵종의 생물학 형변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 균열 암반매질에서 미생물이 핵종 거동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실험실에서 수행된 회분식 실험들과 컬럼 실험들의 실험 방법

지 까지 도출된 실험 결과들에 해서 정리하 다. 한,컬럼 실험 결과를 통해

새롭게 자체 개발된 수치모델을 검증하고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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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핵종-미생물-화강암 상호 복합반응

지하 처분 시스템에서 핵종-미생물-화강암의 상호 복합반응 기작 규명은 각 상

(phase)들간의 단독반응 기작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단독반응의 기작마 지하의

여러 지화학조건이나 물리 ,생물학 조건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

문에 복합반응을 규명하기 해 먼 규명되어야 함은 필수 이라 할 수 있다.하지

만,실험 연구에서 모든 자연 상들을 재 하거나 그 결과를 해석하기는 불가능하

거나 매우 어렵다.따라서, 부분의 실험 연구들이 제한된 는 통제된 조건에서

수행되어진다.본 연구에서는,핵종,미생물,화강암의 세 가지 상들간 흡착 기작과

핵종을 자 수용체로 하는 미생물의 산화/환원반응만을 고려하여 핵종-미생물-화

강암 상호 복합반응에 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 다.

가.연구방법

심부 지하의 균열 암반 시스템에 동시에 존재하는 핵종,미생물,화강암의 상호

흡착 는 산화/환원 기작을 규명하기 하여 표 3.10.1과 같은 배경용액에 표 3.10.

2와 같은 4개의 조건에서 회분식 실험을 수행하 다.핵종으로는 U(VI)(Uranyl

dinitrate;UO2(NO3)2),미생물로는 Shewanella,그리고 화강암으로는 150-300 μm

크기로 분쇄된 KURT화강암을 사용하 다.

역할 성분 농도

버퍼용액 NaHCO3 30mM

자공여체 NaC3H5O3 10mM

표 3.10.1.배경용액 구성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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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성분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4

U(VI) - 0.1mM 0.1mM 0.1mM

Shewanella 1mL - 1mL 1mL

분쇄 화강암 10g 10g - 10g

표 3.10.2.회분식 실험 조건별 구성성분

각 조건이 의미하는 자연 상은 그림 3.10.1에 모식화하 다.조건 1에서는 분쇄

화강암 표면에 미생물이 흡착하여 생물막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 다.다른

조건들과의 비교를 해서 자공여체는 주입하 지만,미생물의 흡착 기작만을 확

인하기 하여 미생물 성장에 필요한 자수용체는 주입하지 않았다.조건 2에서는

분쇄 화강암 표면에 핵종의 흡착 속도를 조사하 다.조건 3에서는 핵종을 이용한

미생물의 산화/환원반응과 더불어 미생물 표면에 핵종이 흡착하는 복합반응 기작에

하여 조사하 다.조건 4에서는 조건 1-3에서 각각 수행된 독립 실험을 하나의

반응액에서 동시에 수행함으로써,핵종,미생물,화강암의 상호 복합반응 기작에

하여 조사하 다.이와 더불어,비교조건으로 모든 조건에서 사용된 배경용액에 우

라늄만 주입한 조건과 미생물만 주입한 조건에 한 실험을 각각 병행하 다.각

조건에서의 실험은 각 2회 반복하 다.

그림 3.10.1.암반 균열에서 핵종-미생물-화강암 복합반응에서 각 조건별

상에 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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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 차

① serum bottle에 분쇄 화강암 10g을 주입한다.[조건 1,2,4만 해당]

② serum bottle에 버퍼용액인 NaHCO3(30mM)를 100mL주입한다.

③ serum bottle에 자공여체로써 NaC3H5O3(500mM)를 2mL주입한다.

④ 무산소 상태를 만들기 하여,serum bottle을 질소로 30분간 퍼징한 후 마개를

막고 autoclave한다.

⑤ 배양된 미생물 50 mL를 6,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하고 autoclave된

NaHCO3(30mM)30mL로 세척하는 과정을 3번 반복하고,세척된 미생물 용액

을 질소로 30분간 퍼징한다.[조건 1,3,4만 해당]

⑥ serum bottle에 needlesyringe를 이용하여 UO2(NO3)2(10mM)을 1mL주입한

다.[조건 2,3,4만 해당]

⑦ serum bottle에 needlesyringe를 이용하여 비된 미생물 용액을 1mL주입한

다.[조건 1,3,4만 해당]

⑧ serum bottle을 교반기(120rpm,30°C)에서 보 한다.

⑨ needlesyringe를 이용하여 샘 링을 0,3,7시간,그리고 1,3,7일에 4mL씩 한

다.

⑩ 샘 1mL는 단백질 kit을 이용하여 염색한 후,OD562측정하여 용액상의 상

인 미생물 농도를 측정한다.[조건 1,3,4만 해당]

⑪ 샘 3mL는 0.2μm로 필터링 한 후,ICP-MS을 이용하여 총 우라늄 양을

측정한다.[조건 2,3,4만 해당]

2) 미생물 정량화

미생물의 정량은 미생물이 포함하는 단백질을 정량화함으로써 나타내었다.이를

하여,단백질 kit(MicroBCA
™
ProteinAssayKit,#23235,ThermoScientific)에

포함된 정량화된 BovineSerum Albumin(BSA)단백질을 여러 배수로 희석하여

염색한 후 OD562를 측정하여 그림 3.10.2와 같은 검량선을 얻었다.그 결과,약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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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g/ml의 단백질 농도 범 에서 r
2
=0.999로 매우 양호한 계를 나타냄을 확인하

다.

그림 3.10.2.단백질 kit을 이용한 미생물 검량선.

나.각 실험 조건별 반응 기작

1) 조건 1:미생물-화강암 계

그림 3.10.3에서 화강암 표면에 흡착되지 않고 용액상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농

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다.화강암을 넣지 않고 미생물만 주입한 비교조건과 실

험조건의 농도 차이를 화강암에 흡착된 미생물의 농도로 가정하 다.비교조건의

기 미생물 BSA 농도는 9.277 μg/ml이고 2회의 실험조건에서는 각각 9.733,

10.098μg/ml로써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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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3.화강암 표면에 흡착되지 않고 용액상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시간에 따른 농도 분포.

비교조건과 실험조건 모두에서 기 3시간 사이에서 다소 주춤하면서 이후 성

장하여 1일째에 최고 농도를 나타내었다.이는 주입된 미생물이 성장곡선

log-phase 간에 치하는 한창 성장 인 미생물이었고,버퍼용액과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배양액을 세척하 지만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여러 이온( 자 수용체)들

의 분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 으로 미생물이 성장한 것으로 사료된다.

비교조건과 실험조건의 농도 비교에서, 기 7시간까지는 오차범 밖으로 차이

를 보이는데,이는 미생물의 화강암으로의 흡착이 실험 기에 빠르게 이루어짐을

나타낸다.하지만,1일째부터는 오차범 안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두 조건

모두에서 농도가 감소하기 시작하 다.시간이 지나면서 미생물로부터 분비되는

ExtracellularPolymericSubstances(EPS)가 일종의 망을 형성하는데,용액상의 미

생물들이 이러한 EPS에 흡착하여 농도가 감소되고,이러한 농도 감소가 용액상의

미생물 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1일째부터 오차범 안에서 농도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3.10.4에서 실험 후 7일째,각 조건별 반응액에 나타난

EPS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상,실험조건에서는 뚜렷하지 않지만,비교조건에서는

EPS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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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조건 (화강암 X)> <실험조건 (화강암 O)>

그림 3.10.4.각 조건별 7일째 반응액에 나타나는 EPS( 색 원).

이러한 실험결과를 검증하기 하여 미생물 측을 해 이 를 사용하는

학 미경인 ConfocalLaserScanningMicroscopy(CLSM)이미지로 미생물을 확

인한 결과,EPS에 흡착된 미생물과 화강암 표면에 흡착된 미생물을 그림 3.10.5에

서 확인할 수 있었다.CLSM 이미지에서 Shewanella의 크기가 약 2μm임과 화강

암 표면에 흡착된 미생물에는 죽은 미생물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0.5.EPS에 흡착된 미생물(좌)과 화강암 표면에 흡착된 미생물(우)의

CLS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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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 2:핵종-화강암 계

그림 3.10.6에서 화강암 표면에 흡착되지 않고 용액상에 존재하는 우라늄의 농

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다.화강암을 넣지 않고 우라늄만 주입한 비교조건과 실

험조건의 농도 차이를 화강암에 흡착된 우라늄의 농도로 가정하 다.비교조건의

기 우라늄 농도는 약 98.8μM이고 2회의 실험조건에서는 각각 92.2,96.3μM로써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림 3.10.6.화강암 표면에 흡착되지 않고 용액상에 존재하는

우라늄의 시간에 따른 농도 분포.

그 결과,우라늄의 화강암 표면으로의 흡착은 기 7시간에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평형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하지만 기에 큰

오차는 이러한 해석에 신 해야함을 의미한다.따라서,우라늄의 화강암으로의 흡착

모델을 선형 평형 흡착모델과 선형 동역학 흡착모델로 나타내었다.

첫째,아래의 선형 평형 흡착모델은 그림 3.10.6의 결과를 기 1일 이내에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이는 실험에 사용된 화강암이 150-300μm

크기로 분쇄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평형상태 도달 시간이 실제 심지층 처분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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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지하수 유속이 약 m/yr정도임을 고려하 을 때,그 모델이 타당함을 의미

한다.

  (3.10.1)

여기서,C*는 화강암에 흡착된 우라늄 농도 (mg/kg),

C는 용액상에 용존된 우라늄 농도 (mg/L),그리고

Kd는 화강암 표면에 우라늄의 선형 흡착 평형상수 (mL/g)이다.

일반 으로 Kd는 용존 우라늄의 농도 변화와 화강암의 질량 변화를 통해서 선형

으로 계산되어야 하지만,하나의 우라늄 농도와 화강암 질량에 한 실험만이 수행

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C
*
와 C의 비로써 Kd를 계산하 고 그 결과는 약 0.399

mL/g이었다.

둘째,아래의 선형 동역학 흡착모델을 이용한 해석은 그림 3.10.6의 결과에서

기 데이터의 오차를 인정해서 우라늄 농도가 선형 으로 감소한다고 해석한 경우

다.




  (3.10.2)

여기서,k는 화강암 표면에 우라늄의 선형 흡착 속도 (/day),t는 시간 (day)이다.

동역학 흡착모델에서의 C*의 단 는 평형 흡착모델에서와 달리 mg/L을 단 로

사용한다.그 결과,화강암 표면에 우라늄의 흡착 속도는 약 0.006/day 는 2.19

/yr로 계산되었다.

에서 계산된 우라늄의 흡착 평형상수와 흡착속도는 화강암이 150-300μm 크

기로 분쇄되어 비표면 이 실제보다 증가된 상태에서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실제

암반균열에서의 그 값들보다 높게 평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조건 3:핵종-미생물 계

그림 3.10.7에서 화강암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용액상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우라

늄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다.이 실험에서 미생물과 우라늄을 단독으로

주입한 비교조건과 실험조건의 농도 차이를 미생물 성장(신진 사)에 의한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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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증가와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핵종의 농도로 각각 가정하 다.실험조건의

기 미생물 BSA 농도는 각각 8.547,8.699 μg/ml이고, 기 우라늄 농도는 각각

89.7,88.0μM로 모두 이 비교실험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림 3.10.7.화강암이 존재하지 않을 때,용액상에 존재하는

미생물(상)과 우라늄(하)의 시간에 따른 농도 분포.

그 결과,U(VI)이 존재하는 실험조건에서 그 지 않은 비교조건과 비교하여 미

생물의 성장이 뚜렷하게 증가하여,정 인 1일째에는 기농도의 약 1.54배까지 도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미생물이 다음과 같은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U(VI)

을 환원시키면서 성장한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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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7의 우라늄 농도는 U(VI)와 U(IV)을 포함하는 총 우라늄 양을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라늄의 산화수(oxidationstate)변화를 무시한 미생물로의 흡착

에 의한 향만을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다.미생물 표면으로의 흡착에 의한 우라

늄의 용존 농도 변화는 화강암으로의 흡착실험 결과와 비슷한 듯 보이지만,1일 이

내의 기에 격한 농도 감소에 이어 어느 정도 평형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해석되

었다.따라서,선형 평형 흡착모델을 용하여 계산된 흡착 평형상수는 약 7.356×103

mL/g으로 화강암에 한 값인 0.399mL/g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이러한 흡착

평형상수의 큰 차이는 약 100배 정도의 입자크기 차이,비표면 차이, 도차이 등

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미생물로부터 분비되는 EPS가 기공성 망을 형

성하면서 비표면 이 넓은 다른 우라늄 흡착매질로써의 역할을 함으로써 미생물

의 흡착 평형상수가 높게 평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3.10.7에서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미생물의 농도가 감소할 때 우라늄의 농도도 미미하지만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이 한 미생물로부터 분비되는 EPS에 의한 향으로 추정된다.

에서 언 한 바와 같이,분쇄 화강암을 이용한 실험에서의 우라늄 흡착속도와 평

형상수 값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었음을 감안하면 미생물이 존재하는 실제 암반균

열에서 우라늄의 암반균열로의 흡착은 미생물 표면으로의 그것에 비해 무시할 수

있는 수 이 될 것이다.

4) 조건 4:핵종-미생물-화강암 계

그림 3.10.8에서 용액상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우라늄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 나

타내었다.이 실험에서 미생물과 우라늄을 단독으로 주입한 비교조건과 실험조건

의 농도 차이를 미생물 성장(신진 사) 흡착에 의한 미생물 농도 변화와 화강암

과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핵종의 농도로 각각 가정하 다.실험조건의 기 미생물

BSA농도는 각각 10.037,9.338μg/ml이고, 기 우라늄 농도는 각각 96.9,95.6μM

로 모두 이 비교실험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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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8.화강암이 존재할 때,용액상에 존재하는

미생물(상)과 우라늄(하)의 시간에 따른 농도 분포.

그 결과, 기 미생물의 성장은 화강암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약 1.54배 보다

증가하여 약 1.72배에 달하 다.이는 화강암이 존재함으로써 화강암에 흡착되는 미

생물에 의해 화강암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보다 미생물 량이 어들 것이라는 측

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 다.본 실험에서 사용된 분쇄 화강암은 증류수와 실험

음 분해(sonication)처리를 통해 세척이 되었지만,화강암 표면에 미량 무기물

질(tracemineral)들이 완 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힘들다.이러한 잔류 미량 무기물

질들이 미생물의 성장을 진시켜 측과 달리 그림 3.10.8과 같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용존 우라늄의 농도는 이 화강암과 미생물 각각의 단독 반응에서와 달리 약

1일간은 큰 변화가 없다가 그 이후부터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여,7일 이내에 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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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도달하지 않았다.이를 선형 동역학 흡착모델로 해석한 결과,우라늄의 흡

착속도는 약 0.018/day 는 6.57/yr로 계산되었다.이 게 계산된 우라늄 흡착은

용액상의 미생물과 화강암뿐만 아니라 미생물로부터 분비된 EPS와 화강암에 흡착

된 미생물로의 흡착을 포함한다.이 실험(조건 3)에서,우라늄의 용액상 부유 미

생물과 EPS로 흡착은 7일째에 거의 평형상태에 도달한 것을 고려할 때,본 실험에

서의 계속 인 용존 우라늄 농도의 감소는 화강암 는 화강암에 흡착된 미생물로

의 흡착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콜로이드로써 미생물의 향

콜로이드란,일반 으로,직경이 1nm에서 1μm에 달하는 입자 는 고분자로

정의된다[3.10.5].이러한 콜로이드의 크기는 일반 으로 지하 균열 암반의 균열 간

극보다 작기 때문에 지하수를 따라 상당히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다.그동안 방

사성폐기물 처분 시스템의 안 성 평가 측면에서 핵종 거동에 향을 미치는 콜로

이드의 역할이 큰 심을 받아 왔다.심지층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콜로이드로는 핵종 착물(complex),폐기물 보 용기 부식 물질,인공방벽으

로 사용되는 벤토나이트 등이 있다[3.10.6].이러한 무기질 콜로이드와 더불어 지하

수에서 흔히 발견되는 미생물 한 그 크기를 고려할 때 콜로이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0.3].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 콜로이드

가 핵종 이동에 미치는 향에 해서 조사하 다.

가.암석코어를 이용한 컬럼 이동 실험 장치

균열암반에서 미생물 콜로이드가 핵종이동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실험실 규모의 암석코어를 이용한 컬럼 이동실험을 수행하 다.제작된 실험 장치

의 설계도와 사진은 그림 3.10.9와 같다.암석코어는 균열이 없는 KURT의 깊이

6.54m에서 채취된 ‘용질이동공 3(2)’코어를 사용하 다 (표 3.10.3).이동 실험을

하여,코어를 축방향으로 단하여 인공 인 균열을 만든 후,테두리를 실리콘으

로 감싸 물과 용질의 이동이 코어의 겉표면이 아니라 인공균열을 통해서만 흐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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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 고,그 외부를 다시 아크릴로 감싸 유압에 의해서 균열 는 컬럼이 팽창하

는 것을 방지하 다.컬럼의 양 끝단은 튜빙과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테인리

스 재질의 덮개와 O-ring으로 폐하 다.양 끝단의 덮개는 3개의 쇠막 로 연결,

고정되어 컬럼의 축방향 팽창을 방지하 다.

암석 코어 컬럼은 다음의 추 자 실험과 핵종,미생물 이동실험에 모두 이용

되었다.

암석코어 명
KURT용질이동공 3(2)

(깊이:6.54m)

암석코어의 길이 (L) 20cm

암석코어의 직경 (LD) 5.2cm

표 3.10.3.컬럼 이동 실험에 사용된 암석코어

그림 3.10.9.단일균열 암석코어를 이용한 칼럼실험 장치 설계도(상) 사진(하).



-484-

나.추 자 이동 실험

1) 실험 방법

인공 으로 제작된 균열 암석코어의 수리지질학 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bromide를 이용한 추 자 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실험 장치는 그림 3.10.10과 같

이 미세 유량을 조 할 수 있는 syringepump와 fractioncollector를 기 제작된 컬

럼의 양 끝에 각각 연결하 다.2회의 다른 유량으로 수행된 추 자 이동 실험의

실험 조건은 표 3.10.4와 같다.

그림 3.10.10.추 자 이동 실험 장치 사진.

추 자 bromide(1,000mg/L)

유량 0.01,0.1mL/min

추 자 주입시간 60,6min

샘 링 간격 60,6min

표 3.10.4.추 자 이동 실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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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mide의 농도를 측정하기 하여 사용된 용 electrode는 이동 실험 이 에

검량을 하 다.검량을 하여 bromide표 용액을 1,000mg/L에서 1mg/L까지 희

석한 후,electrode를 이용하여 conductivity를 측정하 고,이를 통해 bromide농도

와 conductivity간의 검량선을 구하 다.그 결과,그림 3.10.11과 같이 높은 상

계를 갖는 검량식을 얻었다.

그림 3.10.11.Bromideelectrode의 검량선.

컬럼 이동 실험에서 컬럼의 앞뒤로 연결되는 튜빙은 deadvolume으로 규정되는

데,추 자 이동 실험의 정확한 과곡선을 얻기 해서는 이러한 deadvolume의

향을 제거해야한다.따라서,본 실험 이 에 컬럼을 빼고 튜빙만을 연결한 실험을

통해 체 dead volume에서의 잔류시간과 그 크기를 측정하 다.유량 0.01

mL/min인 조건에서 추 자의 잔류시간은 그림 3.10.12와 같이 약 4시간이 측정되었

고,따라서 deadvolume은 0.01mL/min×(4×60min)=2.4mL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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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2.컬럼 이동 실험 장치에서 deadvolume측정을 한 과곡선.

추 자 이동 실험의 자세한 실험 차는 다음과 같다.

① 70% 에탄올을 0.1mL/min유량으로 약 1시간동안 주입하여 암석코어를 포함한

체 실험 장치를 멸균 세척한다.

② 증류수를 0.1mL/min유량으로 약 3시간동안 주입하여 암석코어를 포함한 체

실험 장치를 세척한다.

③ 실험 시작후,bromide1,000mg/L용액을 각각 60분(Q=0.01mL/min) 는 6분

(Q=0.1mL/min)간 주입한다.

④ Fraction collector를 이용하여 매 60분(Q=0.01 mL/min) 는 6분(Q=0.1

mL/min)마다 0.4mL샘 을 채취한다.

⑤ 채취된 샘 을 총 부피 5 mL로 희석하여 bromide 용 electrode로

conductivity를 측정한 후,그림 3.10.11의 검량식을 이용하여 샘 의 bromide농

도를 계산한다.

2) 실험 결과

2회의 서로 다른 유량을 용한 추 자 이동 실험의 결과는 그림 3.10.13과 같

다.다른 유량으로부터의 결과를 비교하기 하여 아래의 무차원 시간 단 인 pore

volume(PV)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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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0.3)

여기서,v는 유속,t는 시간,그리고 L은 컬럼의 길이이다.

그림 3.10.13.유량에 따른 추 자의 과곡선.

그 결과,두 경우 모두 약 1PV에서 추 자 주입 농도(1,000mg/L)의 약 30%

에 해당하는 농도에서 정 (peak)을 나타내었다.이는 이론상 비반응성 물질의 과

이 1PV이라는 사실과 잘 부합하며,컬럼 실험 장치가 유량에 계없이 안정화되

었음을 의미한다.

다.미생물 콜로이드와 우라늄 이동 실험

1) 실험 방법

추 자 이동 실험을 통해 수리지질학 특성이 규명된 암석코어를 이용하여 미

생물 콜로이드와 우라늄의 복합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환원조건을 구 하기 하

여 로 박스 내에서 수행된 실험 장치는 그림 3.10.14와 같다.핵종 이동에 한

미생물의 향을 확인하기 하여,2회의 실험조건에서 배경용액으로 각각 30mM

NaHCO3용액과 미생물이 콜로이드로 존재하는 용액을 사용하여,그 결과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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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세한 실험 조건은 표 3.10.5과 같다.여기서,미생물의 농도는 미생물 콜로

이드의 건조 량을 측정하여 계산되었다.

그림 3.10.14. 로 박스 내 미생물-우라늄 복합이동 실험 장치.

Flow rate 0.1mL/min

U(VI) 1mM

Bacteria 1,530mg/L

표 3.10.5.미생물-우라늄 복합이동 실험 조건

본 실험에서는 컬럼의 유출구에서 추 자 실험에서와 달리 fractioncollector를

사용하지 않고 직 샘 을 채취하 는데,이는 입자가 상 으로 큰 미생물에 의

해 fractioncollector의 밸 가 막히는 상이 발생하 기 때문이다.샘 의 우라늄

분석은 0.2μm로 필터링하여 용존하는 총 우라늄 농도를 측정하 는데,미생물과의

복합이동 실험에서는 미생물에 흡착된 우라늄의 농도를 포함한 총 우라늄 농도를

측정하기 해,Tian등[3.10.7]의 세포용해(celllysis)방법을 참고하여 HCl을 이용

한 처리 이후 우라늄 농도를 측정하 다.자세한 실험 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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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양된 미생물 50 mL를 6,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하고 autoclave된

NaHCO3(30mM)30mL로 세척하는 과정을 3번 반복하여 최종부피를 50mL

이상이 되도록 한 후,세척된 미생물 용액을 질소로 30분간 퍼징한다.[미생물-

우라늄 복합이동 실험의 경우만 해당]

② 세척된 미생물 용액 20mL는 별도의 건조시킨 50mLcorningtube에 담아

밤새 70°C에서 건조시킨 후 건조 량을 측정하고,나머지 30mL는 이동 실험에

사용한다.[미생물-우라늄 복합이동 실험의 경우만 해당]

③ 시린지 펌 와 기 제작된 암석코어를 로 박스 내에서 직렬로 연결한다.

(fractioncollector미사용)

④ 70% 에탄올을 0.1mL/min유량으로 약 1시간동안 주입하여 암석코어를 포함한

체 실험 장치를 멸균 세척한다.

⑤ 증류수를 0.1mL/min유량으로 약 3시간동안 주입하여 암석코어를 포함한 체

실험 장치를 세척한다.

⑥ 배경용액으로 NaHCO3(30mM)[우라늄 단독이동 실험의 경우] 는 비된 미

생물 용액[미생물-우라늄 복합이동 실험의 경우]을 0.1mL/min유량으로 약 1시

간동안 주입하여 안정화를 시킨다.

⑦ 실험 시작과 동시에 UO2(NO3)2(1mM)을 0.1mL/min유량으로 약 6분동안 주

입한 후,다시 배경용액 NaHCO3(30mM)[우라늄 단독이동 실험의 경우] 는

비된 미생물 용액[미생물-우라늄 복합이동 실험의 경우]을 0.1mL/min유량으

로 약 2시간동안 주입한다.

⑧ 컬럼 유출구에서 정해진 시간에 6분간 0.5mL샘 을 채취한다.

⑨ 샘 은 0.2μm로 필터링 한 후,증류수 2.5mL로 희석하여 최종 부피 3mL[우

라늄 단독이동 실험의 경우] 는 샘 0.5mL에 3M HCl을 0.5mL첨가하고,

84°C에서 35분간 보 한 후,증류수 2mL로 희석하고 0.2μm 필터로 필터링한

최종 부피 3mL[미생물-우라늄 복합이동 실험의 경우]를 ICP-MS을 이용하여

총 우라늄 양을 측정한다.

2) 실험 결과 :핵종-미생물 복합이동 특성

그림 3.10.15에서 우라늄 단독이동과 우라늄-미생물 복합이동에 한 과곡선

을 이 실험에서 얻은 추 자에 한 그것과 비교하 다.그 결과,정 에 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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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이 세 경우 모두 약 18분으로 동일하 다.이는 우라늄과 균열 암석 표면과

의 상호작용( ,흡착)이 무시할 정도로 일어나,추 자와 비슷하게 이동하 음을

의미한다. 한,미생물 콜로이드에 의한 우라늄 이동의 가속화도 확인할 수 없었

다.

그림 3.10.15.칼럼 실험에서 조건별 우라늄과 추 자(bromide)의 과곡선.

일반 으로,균열내에서 콜로이드의 이동속도는 비반응성 추 자의 속도로 표

되는 유체의 흐름속도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0.1].이러한 콜

로이드의 속도증가는 입자의 크기와 불규칙한 균열 표면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0.8].유체가 불균질한 균열을 통해 흐를 때,그림 3.10.16[3.10.9]과 같이 균

열내 유체가 흐르지 않고 정지되어 있거나 와류가 발생하는 구역이 발생한다.일반

으로,본 연구에서 비반응성 추 자로 사용한 bromide와 같은 용질은 유체 속도

와 같은 속도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그림 3.10.16과 같은 불균질 균열

에서는 균열내의 비이동성 구역으로의 확산에 의해서 실제 유체의 흐름 속도보다

느리게 과가 일어날 것이다.반면에,콜로이드 입자에 가해지는 표류력(drift

force)에 의해 유체의 흐름 궤 에서도 균열 표면으로부터 일정거리 떨어진 구역

에서만 흐르는 콜로이드는 실제 유체의 흐름 속도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다.여

기서,표류력에는 입자 크기에 의한 수리역학 횡력(hydrodynamiclateral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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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와 균열 표면간의 vanderWaals인력,double-layer척력,그리고 력 등이

포함된다[3.10.10].하지만,상 으로 균질하고 수평방향의 균열에서는 이러한 용

질 이동속도의 감소와 콜로이드 이동속도의 증가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3.10.8].

따라서,본 실험 조건과 같이 인공 으로 평평하게 잘려진 수평방향의 균열 암석코

어에서는 미생물 콜로이드에 의한 우라늄의 이동속도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단지,그림 3.10.15의 각 조건별 정 에서 우라늄 농도 차이와 표 3.10.6의

우라늄 회수율의 차이를 볼 때,균열내 미생물 콜로이드의 필터 효과등에 의해 미

생물에 흡착된 우라늄이 균열내에 고정화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10.16.불균질 균열에서 유체의 흐름 특성.

조건 우라늄 회수율

우라늄 단독이동 94.8%

우라늄-미생물 복합이동 89.5%

표 3.10.6.조건별 우라늄 회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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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생물막으로써 미생물의 향

생물막이란 미생물이 매질 표면에 흡착되어 미생물의 분비물인 EPS에 의해 응

집된 미생물 군집을 말한다.미생물은 물속에 용존하는 유기물이나 여러 이온들을

먹이로 하기 때문에 생물막은 물과 하는 어느 곳이든 존재할 수 있다.따라서,심

부 지하에서도 존재하는 미생물의 특성상,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치하는 심지층

의 암반 균열 표면에도 생물막이 존재할 수 있다.이 게 균열 표면에 형성된 생물

막은 처분장으로부터 유출된 핵종을 환원 시켜 이동성을 감시킬뿐만 아니라,암

반 균열 표면과 더불어 다른 핵종 흡착매질로서 작용하여 핵종의 고정화를 향상

시킬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강암 표면에 형성된 생물막에 우라늄이 흡

착되는 정도를 조사하여 생물막에 의한 핵종 이동 감 가능성을 확인하 다.

가.연구 방법

화강암에 형성된 생물막으로의 핵종 흡착에 한 실험을 하여 생물막 배양

실험과 우라늄 흡착 실험의 두 부분로 나뉘는 장기 회분식 실험을 로 박스내에

서 수행하 다.화강암으로는 이 의 이동 실험에서 사용한 암석 코어의 일부분을

그림 3.10.17과 같은 쿠폰 형태로 사용하 다.미생물의 성장 용액으로는 미생물 배

양액으로 사용되는 trypticsoybroth(TSB)용액을 사용함으로써 미생물 성장에 필

요한 최 의 양분을 공 하 다.미생물에 의한 우라늄 환원 반응 미생물 성

장의 향을 제거하고 단순히 생물막으로의 우라늄 흡착에 의한 향만을 고려하기

하여,우라늄 흡착 실험에서는 배경용액으로 NaHCO3(30mM)버퍼용액을 사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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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7.생물막 형성 실험에 사용된 화강암 쿠폰.(이동 실험에서

사용된 암석코어의 일부분)

그림 3.10.18.암석 표면에 생물막 배양 우라늄 흡착의 장기 실험을

한 rotaryshaker.( 로 박스 안)

본 실험에서는 그림 3.10.18과 같이 125rpm의 rotaryshaker를 사용하여 암석

표면에 생물막을 배양시키기 한 물의 흐름을 신하 다.생물막 형성의 정도를

차이나게 하기 하여 3개의 반응기를 각각 표 3.10.7과 같은 기간동안 개별 으로

운 하 다.그리고,각 반응기별 생물막 형성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화강암 쿠폰의

반쪽은 화강암 표면에 흡착된 미생물의 양을 측정하기 하여 사용되었고,다른 반

쪽은 우라늄 흡착 실험을 수행하는데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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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기 번호 생물막 배양 기간

Reactor#1 28day

Reactor#2 63day

Reactor#3 92day

표 3.10.7.반응기별 생물막 형성 기간

생물막 배양을 한 자세한 실험 차는 다음과 같다.

① 70% 에탄올과 증류수로 멸균,세척된 3개의 유리재질 반응기를 비한다.

② 량이 측정된 그림 3.10.17의 화강암 쿠폰을 autoclave로 멸균한 후, 로 박스

내에서 ①의 각 반응기 안에 배치한다.

③ 미생물의 양분인 TSB(30g/L)을 질소로 30분간 퍼징한 후, 로 박스 내에

서 ①의 각 반응기 안에 30mL씩 주입한다.

④ 배양된 미생물 용액을 질소로 30분간 퍼징한 후, 로 박스 내에서 ①의 각 반

응기 안에 1mL씩 주입한다.

⑤ 모든 반응기를 그림 3.10.18의 rotaryshaker에 고정시켜 125rpm으로 흔들어

다.

⑥ 실험 시작후,1주일 주기로 반응기 안의 TSB용액을 교체한다.

생물막에 우라늄 흡착을 한 자세한 실험 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각 반응기별 생물막 배양 실험 종료 시에 생물막이 형성된 화강암 쿠폰을 petri

dish안의 NaHCO3(30mM)버퍼용액에 보 한다.

② 반응기 내부의 TSB용액을 제거하고 70% 에탄올과 증류수로 반응기를 다시 멸

균,세척한다.

③ ①에 보 된 화강암 쿠폰 반쪽 하나를 ②의 반응기에 배치한다.

④ NaHCO3(30mM)버퍼용액을 autoclave하고 질소로 30분간 퍼징한 후, 로

박스내에서 ③의 반응기 안에 98mL주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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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UO2(NO3)2(1mM)을 로 박스내에서 ③의 반응기 안에 2mL주입하여 최종

우라늄 농도를 약 20μM로 한다.

⑥ ①에 보 된 화강암 쿠폰 다른 반쪽 하나는 70°C건조 량을 측정하고,기

측정된 쿠폰의 량과의 차이를 통해 화강암 표면에 형성된 생물막의 양을 계산

한다.

⑦ 샘 링은 ⑤의 반응기로부터 4mL채취하여 0.2μm로 필터한 후,ICP-MS을

이용하여 총 용존 우라늄 양을 측정한다.

나.기간별 생물막 형성 정도

표 3.10.7의 각 반응기별 배양된 생물막의 양을 계산하기 하여 측정된 화강암

쿠폰 량의 변화를 그림 3.10.19에 나타냈다.하지만, 상과 달리 모든 경우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화강암 쿠폰의 량이 감소하 다.이러한 결과는 실험 오차

로 실험 방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실험 오차를 유발하게 된 실험

여건상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상한다.

-화강암 쿠폰 자체의 량이 배양된 생물막의 량에 비해 상 으로 큼으로

인한 측정 오차

-노후된 자 울에 의한 측정 장비 오차

-생물막이 형성된 화강암 쿠폰에 한 취 보 방법의 부 합으로 인한 샘

의 훼손

-회분식 실험이 수행된 로 박스와 쿠폰을 건조시키고 량을 측정하기 한

실험실이 공간상 떨어져 있으므로 인한 이동 샘 의 훼손

따라서,정량 인 생물막 측정을 해서는 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는 화

강암 표면으로부터 생물막을 추출하는 등의 새로운 측정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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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9.생물막 배양 기간별 쿠폰의 량 변화.

다.생물막 형성 기간별 우라늄 흡착 정도

본 실험에서 생물막에 흡착된 우라늄의 양은,그림 3.10.20과 같이 각 반응기의

상등액에 존재하는 용존 우라늄의 농도 변화량으로 계산하 다.그 결과,28일동안

배양된 생물막에는 우라늄의 흡착정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하지만,생물막 배

양 기간이 늘어나면서 생물막에 흡착된 우라늄의 양도 증가하 다.비록,생물막의

정량 측정은 실패하 지만 시간에 따라 화강암 쿠폰에 형성된 생물막의 양은 증가

하 을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이와 같은 결과는 생물막으로의 우라늄 흡착이 생

물막의 양에 비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10.20에서 용존 우라늄의 농도 감소는 모든 경우에서 반응 기 6시간

이내에 부분 나타났다.이는 그림 3.10.7의 미생물 콜로이드에 한 우라늄 흡착

특성 실험 결과와 비슷한 결과로써,생물막으로의 우라늄 흡착이 상당히 빠른 속도

로 진행되어 처분장과 같이 핵종의 장기 이동 특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그 흡착

기작을 선형 동역학 흡착모델이 아닌 선형 평형 흡착모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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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0.각 기간별로 화강암 쿠폰에 생물막이 배양된 반응기별

시간에 따른 용존 우라늄의 농도 변화.

5.단일 균열암반에서 핵종/미생물 복합이동 수치모델 개발

가.개념 모델 (Conceptualmodel)

균열암반에서 핵종과 미생물의 복합반응을 고려한 이동 상을 재연하기 해서

표 3.10.8과 같은 상들을 모델 개발에서 고려하 고,이는 그림 3.10.21에서 다시

도식화되었다.이러한 상들은 크게 균열 공간,균열 표면,암반 공극,그리고 암반

매질에서 일어나는 상들로 분류할 수 있다.일반 으로 미생물의 크기는 수 μ

m[3.10.11]이고,화강암의 공극 크기가 수 nm 이하( ,풍화된 화강암 공극의 크기

가 10nm 이하[3.10.12])임을 고려하여,암반 공극으로의 확산은 핵종을 포함한 용

질(solute)만을 고려하 다.

이러한 콜로이드 크기의 미생물은 지하수 흐름에서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속 오염물의 이동성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고[3.10.13],따라서 고 폐

기물 처분장으로부터 핵종 유출시 주변 암반균열에 서식하는 미생물에 의한 핵종의

이동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두되었다.방사성폐기물 처분 안 성 측면에서,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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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의 부정 인 향과 더불어,핵종이 자수용체 역할을 하는 미생물의 산화/

환원반응에 의해 핵종이 환원됨으로써,핵종의 흡착계수가 증가되나 물화되어 침

하는 정 향이 함께 보고되고 있다[3.10.14][3.10.15][3.10.16].Humphreys등

[3.10.17]이 보고한 세계 각국의 지하심부에서 넓게 분포하고 있는 미생물의 특성

을 고려한다면,이러한 양면성을 가지는 미생물의 요성은 균열암반에서의 핵종이

동 특성 규명에 있어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따라서,본 모델에서는 미

생물에 의한 핵종의 shuttling 향,생화학 산화/환원 반응에 의한 미생물의 성장

핵종의 산화상태(산화수)변화,이에 따른 핵종의 흡착계수 변화,그리고 암반

균열 표면에 흡착된 미생물(즉,생물막)이 핵종이동 지연에 미치는 향 등을 동시

에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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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Phenomena

Fracture

Waterflow

Bacteriatransport

Bacteriagrowth/Soluteutilization

Bacteriadecay

Solute(radionuclide)transport

Soluteadsorption/desorptionto/from themobilebacteria

Solutedecay

Fracture

surface

Bacteriaadsorption/desorptionto/from thefracturesurface

Bacteriagrowth/Soluteutilization

Bacteriadecay

Soluteadsorption/desorptionto/from thefracturesurface

Soluteadsorption/desorptionto/from theimmobilebacteria

Solutedecay

Rockmatrix

pore

Solute(radionuclide)transport

Solutedecay

Rockmatrix

solid

Soluteadsorption/desorption

Solutedecay

Fracture-

rockmatrix

interface

Solutediffusionintotherockmatrix

표 3.10.8.개념 모델에서 고려된 핵종과 미생물의 복합반응 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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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1.균열암반에서 핵종과 미생물의 상호반응을 모사한 개념 모델.

나.수학 모델 (Mathematicalmodel)

1) 이동 지배방정식

가) 미생물 이동 지배방정식

암반 균열에서 1차원 이류-분산 방정식(advection-dispersionequation)에 미생

물의 동역학 (kinetic)반응들을 더한 지배방정식을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의 농도

에 하여 정리하면 식(3.10.4)와 같다.




 











 

 (3.10.4)

여기서,Fb는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의 농도 (CFU/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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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는 암반 균열에서 지하수 유속 (m/sec),

Db는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의 수리분산 계수 (m
2
/sec),

t는 시간 (sec),그리고

z는 암반 균열 방향으로의 거리 (m)이다.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의 수리분산 계수(Db)는 유속에 의한 이산(dispersion)으로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는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의 분산도(dispersivity)(m)이다.

한,암반 균열 표면에 흡착된 미생물의 농도 변화는 이류와 분산에 의해 향

을 받지 않음을 고려하여 정리하면 식(3.10.5)와 같다.







 




 
 (3.10.5)

여기서,Sb는 암반 균열 표면에 흡착된 미생물의 농도 (CFU/m2),그리고

w는 암반 균열 간극의 반 (m)이다.

식(3.10.4)와 식(3.10.5)에서 동역학 반응들은 Q (CFU/m3/s)항들로 나타내었

는데,


 는 암반 균열(f-fracture)에 존재하는 미생물(b-bacteria)이 암반 균열 표

면(s-surface)으로 흡착하는 속도(rate),


 는 암반 균열 표면(s-surface)에 흡착된 미생물(b-bacteria)이 암반 균열(f

-fracture)로 탈착하는 속도,


 는 암반 균열(f- fracture)에 존재하는 미생물(b - bacteria)의 성장(g -

growth)속도,


 는 암반 균열(f- fracture)에 존재하는 미생물(b - bacteria)의 사멸(d -

decay)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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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암반 균열 표면(s-surface)에 흡착된 미생물(b-bacteria)의 성장(g-

growth)속도,그리고


 는 암반 균열 표면(s-surface)에 흡착된 미생물(b-bacteria)의 사멸(d-

decay)속도이다.

이러한 동역학 반응들은 그림 3.10.21에서 형상화 되었다.

나) 핵종(용질)이동 지배방정식

암반 균열에서만 이동하는 미생물과 달리,균열에 존재하는 미생물과도 반응하

고 암반 공극으로 확산하는 핵종(용질)의 이동 지배방정식은 더욱더 복잡하게 나타

난다.첫째,암반 균열에서 핵종의 농도에 하여 정리하면 식(3.10.6)과 같다.




 












 


 







(3.10.6)

여기서,Fc는 암반 균열에서 핵종(용질)의 농도 (g/m
3
,mg/L),그리고

Dc는 암반 균열에서 핵종(용질)의 수리분산 계수 (m
2
/sec)이다.

암반 균열에서 핵종의 수리분산 계수(Dc)는 유속에 의한 이산(dispersion)과 분자확

산(moleculardiffusion)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3.10.18].

 


여기서,는 암반 균열에서 핵종(용질)의 분산도(dispersivity)(m),그리고


는 물과 같은 자유공간에서 핵종(용질)의 분자확산 계수 (m

2
/sec)이다.

둘째,암반 균열 표면에 흡착된 핵종의 농도 변화는 이류와 분산에 의해 향을

받지 않고,미생물의 신진 사(metabolism)에도 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정리

하면 식(3.10.7)과 같다.







 




 (3.10.7)

여기서,Sc는 단 면 당 암반 균열 표면에 흡착된 핵종(용질)의 농도 (g/m
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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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암반 균열에서 이동하는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핵종은 미생물의 이류-분

산 특성에 따라 이동하게 되고,핵종이 흡착된 미생물의 신진 사에 이용됨을 가정

하여,미생물에 의한 핵종의 shuttling 향을 정리하면 식(3.10.8)과 같다.




 








 









(3.10.8)

여기서,는 암반 균열에 존재하는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핵종(용질)의 질량비

(g/CFU)이다.

넷째,암반 균열 표면에 흡착된 미생물에 흡착된 핵종은 이류와 분산에 의해

향을 받지 않지만 핵종이 흡착된 미생물의 신진 사에 이용됨을 가정하여,생물막

(biofilm)에 의한 핵종 이동 지연 상을 정리하면 식(3.10.9)과 같다.







 

 






 (3.10.9)

여기서,는 암반 균열 표면에 흡착된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핵종(용질)의 질량비

(g/CFU)이다.

다섯째,암반 공극에서의 핵종 농도 변화 계산에서는 화강암의 공극 크기가 수

nm 이하임을 고려하여 지하수 흐름은 무시하고 확산에 의해서만 핵종 이동이 일어

난다고 가정하 다. 한,암반 공극에는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 기

때문에 미생물과 련된 반응식들은 모두 생략되었다.암반 공극에서의 용질 확산

한 각각의 균열방향으로의 치에 한 직각방향으로 1차원 으로 나타내어,지

배방정식은 식(3.10.10)과 같다.




 






 


 (3.10.10)

여기서,Pc는 암반 공극에서 핵종(용질)의 농도 (g/m
3
,mg/L;암반의 공극부피 당

핵종 질량),

Dmc는 암반 공극에서 핵종(용질)의 수리확산 계수 (m
2
/sec),그리고

x는 암반 균열과 수직방향으로의 거리 (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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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 공극에서 핵종의 수리확산 계수(Dmc)는 분자확산(moleculardiffusion)만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3.10.18].

 


여기서,는 암반 공극의 굴곡비(tortuosity)(-)이다.

마지막으로,암반 매질 표면에서의 핵종 농도 변화는 식(3.10.11)과 같이 흡탈착

과 감쇠(decay)만을 고려하 다.







 

 


 (3.10.11)

여기서,Mc는 암반 매질 표면에 흡착된 핵종(용질)의 농도 (g/m3,mg/L;암반의

체부피 당 핵종 질량),그리고

는 암반의 공극률 (-)이다.

핵종의 이동 지배방정식(식(3.10.6)-식(3.10.11))에서 사용된 동역학 반응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는 암반 균열(f-fracture)에 존재하는 핵종(c-nuclide)이 암반 균열 표면(s

-surface)으로 흡착하는 속도,


 는 암반 균열 표면(s-surface)에 흡착된 핵종(c-nuclide)이서 암반 균열(f

-fracture)로 탈착하는 속도,


 는 암반 균열(f-fracture)에 존재하는 핵종(c-nuclide)이 암반 균열(f-

fracture)에 존재하는 미생물(b-bacteria)표면으로 흡착하는 속도,


 는 암반 균열(f-fracture)에 존재하는 미생물(b-bacteria)표면에 흡착된

핵종(c-nuclide)이 암반 균열(f-fracture)로 탈착하는 속도,


 는 암반 균열(f-fracture)에 존재하는 핵종(c-nuclide)이 암반 균열 표면(s

-surface)에 흡착된 미생물(b-bacteria)표면으로 흡착하는 속도,


 는 암반 균열 표면(s-surface)에 흡착된 미생물(b-bacteria)표면에 흡착된

핵종(c-nuclide)이 암반 균열(f-fracture)로 탈착하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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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암반 균열(f-fracture)에 존재하는 미생물(b-bacteria)표면에 흡착된

핵종(c - nuclide)이 암반 균열 표면(s - surface)에 흡착된 미생물(b -

bacteria)표면으로 이동하는 속도,


 는 암반 균열 표면(s-surface)에 흡착된 미생물(b-bacteria)표면에 흡착된

핵종(c-nuclide)이 암반 균열(f-fracture)에 존재하는 미생물(b-bacteria)

표면으로 이동하는 속도,


 는 암반 균열(f-fracture)에 존재하는 핵종(c-nuclide)이 암반 공극(p-

pore)으로 확산하는 속도,


 는 암반 공극(p - pore)에 존재하는 핵종(c - nuclide)이 암반 매질(m -

matrix)로 흡착하는 속도,


 는 암반 매질(m -matrix)에 흡착된 핵종(c-nuclide)이 암반 공극(p-pore)

으로 탈착하는 속도,


 는 암반 균열(f-fracture)에 존재하는 핵종(c-nuclide)이 미생물의 신진

사에 이용(u-utilization)되는 속도,


 는 암반 균열(f-fracture)에 존재하는 미생물(b-bacteria)표면에 흡착된

핵종(c-nuclide)이 미생물의 신진 사에 이용(u-utilization)되는 속도,


 는 암반 균열 표면(s-surface)에 흡착된 미생물(b-bacteria)표면에 흡착된

핵종(c-nuclide)이 미생물의 신진 사에 이용(u-utilization)되는 속도,


 는 암반 균열(f-fracture)에 존재하는 핵종(c-nuclide)의 감쇠(d-decay)

속도,


 는 암반 균열 표면(s-surface)에 존재하는 핵종(c-nuclide)의 감쇠(d-

decay)속도,


 는 암반 균열(f-fracture)에 존재하는 미생물(b-bacteria)표면에 흡착된

핵종(c-nuclide)의 감쇠(d-decay)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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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암반 균열 표면(s-surface)에 흡착된 미생물(b-bacteria)표면에 흡착된

핵종(c-nuclide)의 감쇠(d-decay)속도,


 는 암반 공극(p-pore)에 존재하는 핵종(c-nuclide)의 감쇠(d-decay)속

도,그리고


 는 암반 매질(m -matrix)에 흡착된 핵종(c-nuclide)의 감쇠(d-decay)속

도이다.

이러한 동역학 반응들은 그림 3.10.21에서 형상화 되었다.

2) 동역학 반응 (Kinetics)

미생물과 핵종의 이동 지배방정식에서 고려된 동역학 반응들 ,흡․탈착과

련해서는 변형된 1차 반응속도(1st-orderkinetics)를,미생물의 사멸과 핵종의 감

쇠는 기본 으로 1차 반응속도를,그리고 미생물 성장(growth)과 련해서는 다

Monod방정식(MultipleMonodequation)을 가정하 다.

가) 암반 균열에서 암반 공극으로의 핵종(용질)확산

일반 으로 매우 작은 암반 공극 크기로 인하여,암반 균열에 존재하는 핵종이

암반 공극으로 ( 는 반 방향으로)이동하는 것은 두 지 의 농도차로 인한 확산

(diffusion)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따라서,본 모델에서는 암반 균열과 공극사이에서

발생하는 핵종 이동을 다음의 Fick의 1법칙(Fick’s1stlaw)[3.10.9]에 의해서 나타내

었다.


 





(3.10.12)

나) 미생물의 흡․탈착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의 흡착 속도는 기본 으로 암반 균열에 존재하는 미생물

의 농도에 1차원 으로 비례한다고 가정하 다.미생물이 암반 균열 표면에 흡착되

고 성장하면서 생물막(biofilm)이 형성된다. 이 게 형성된 생물막은 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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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chment)과 더불어 유속에 의한 단력(shear stress)에 의해서 벗겨짐

(sloughing)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일정 부피의 생물막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따

라서,모델 개발의 기단계로써,본 모델에서는 흡착된 미생물의 양에 의해서 미생

물이 흡착하는 정도가 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미생물의 흡착 속도를 다음과 같

이 정의하 다.


 




(3.10.13)

여기서,
는 미생물이 암반 균열에서 암반 균열 표면으로 흡착하는 속도 계수

(1/sec),그리고

Kb는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 흡착에 여하는 반포화 속도 상수

(CFU/m
3
/s)이다.

식(3.10.13)의 정의에 따르면,흡착된 미생물의 농도(Sb/w)가 일정 농도(Kb)보다 매

우 작으면 미생물의 흡착속도는 암반 균열에서의 미생물 농도에 비례하는 1차 반응

이 되고,Sb/w가 Kb보다 매우 크면 미생물의 흡착속도는 0에 수렴하게 된다.

암반 균열 표면으로부터 미생물의 탈착 속도는 흡착된 미생물 농도에 1차원

으로 비례한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3.10.14)

여기서,
는 미생물이 암반 균열 표면에서 암반 균열로 탈착하는 속도 계수

(1/sec)이다.

이러한 미생물의 흡․탈착은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핵종의 이동을 수반하는데,

이러한 핵종 이동을 미생물 흡착(식(3.10.15))과 탈착(식(3.10.16))에 해서 각각 다

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3.10.15)


 

 (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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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종(용질)의 흡․탈착

암반 균열에서 핵종의 흡착(식(3.10.17)) 탈착(식(3.10.18))속도는 기본 으로

암반 균열에 존재하는 핵종의 농도와 흡착된 핵종의 농도에 각각 1차원 으로 비례

한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3.10.17)


 





(3.10.18)

여기서,
는 핵종(용질)이 암반 균열에서 암반 균열 표면으로 흡착하는 속도 계수

(1/sec),그리고


는 핵종(용질)이 암반 균열 표면에서 암반 균열로 탈착하는 속도 계수

(1/sec)이다.

암반 균열에서 핵종이 미생물 표면에 흡착하는 정도는 균열 내의 핵종 농도뿐

만 아니라 흡착 매질이 되는 미생물의 농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따라서,본 모델

에서는 암반 균열에서 핵종이 미생물 표면에 흡착하는 속도를 부유 미생물(식(3.10.

19))과 흡착 미생물(식(3.10.20))에 해서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3.10.19)


  

 


(3.10.20)

여기서,
는 핵종(용질)이 암반 균열에서 암반 균열에 부유하는 미생물 표면으로

흡착하는 속도 계수 (1/sec),


는 핵종(용질)이 암반 균열에서 암반 균열 표면에 흡착된 미생물 표면으

로 흡착하는 속도 계수 (1/sec),그리고

Kbc는 미생물 표면에 핵종(용질)의 흡착에 여하는 반포화 속도 상수

(CFU/m3/sec)이다.



-509-

식(3.10.19)과 식(3.10.20)의 정의에 따르면,미생물의 농도(Fb 는 Sb/w)가 일정 농

도(Kbc)보다 매우 작으면 핵종의 흡착속도는 0에 수렴하게 되고,Kb보다 매우 크면

핵종의 흡착속도는 암반 균열에서의 핵종 농도에 비례하는 1차 반응이 된다.

암반 균열에 미생물 표면으로부터 핵종의 탈착 속도는 흡착된 핵종의 농도에 1

차원 으로 비례한다고 가정하여 부유 미생물(식(3.10.21))과 흡착 미생물(식(3.10.

22))에 해서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3.10.21)


 




(3.10.22)

여기서,
는 핵종(용질)이 암반 균열에 부유하는 미생물 표면에서 암반 균열로 탈

착하는 속도 계수 (1/sec),그리고


는 핵종(용질)이 암반 균열 표면에 흡착된 미생물 표면에서 암반 균열로

탈착하는 속도 계수 (1/sec)이다.

암반 공극에서 핵종의 흡착(식(3.10.23)) 탈착(식(3.10.24))속도는 기본 으로

암반 공극에 존재하는 핵종의 농도와 암반 매질에 흡착된 핵종의 농도에 각각 1차

원 으로 비례한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3.10.23)


 




 (3.10.24)

여기서,
는 핵종(용질)이 암반 공극에서 암반 매질 표면으로 흡착하는 속도 계수

(1/sec),그리고


는 핵종(용질)이 암반 매질 표면에서 암반 공극으로 탈착하는 속도 계수

(1/se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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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생물의 성장(Growth)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의 성장은 지하수에 존재하는 양분(nutrient)을 소모하면

서 이루어진다.일반 으로 미생물의 신진 사(즉,산화/환원 반응)는 자 수용체들

의 산화/환원 에 의해서 결정되는 하나의 최종 자 수용체(terminalelectron

acceptor)에 의해서 지배 으로 일어난다[3.10.19].지하 환경에서 잘 알려진 자 수

용체들의 산화/환원 는 질산염(nitrate),3가 철이온(ferricion),황산염(sulfate)

순으로 알려져 있다[3.10.20].

본 연구의 심 핵종으로 6가 우라늄이온(uranylion;UO2
2+)을 고려하 을 때,

일반 으로 철환원 미생물이 우라늄을 환원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3.10.21]때

문에,본 모델에서는 미생물의 탄소 공 원이자 자 공여체로 젖산(lactate;

C3H5O3
-
)을 고려하 고, 자 수용체로는 3가 철이온(Fe

3+
)을 고려하 다.따라서,

미생물 성장에 여하는 산화/환원 반응으로 본 모델에서 우선 으로 고려한 반응

은 다음과 같이 철 환원 우라늄 환원 반응이다.

C3H5O3
-
+4․Fe

3+
+2․H2O⇌ C2H3O2

-
+4․Fe

2+
+HCO3

-
+5․H

+

C3H5O3
-
+2․UO2

2+
+2․H2O⇌ C2H3O2

-
+2․UO2+HCO3

-
+5․H

+

이러한 생화학 반응은 본 모델에서 다 Monod 방정식(multiple Monod

equation)을 이용해서 표 되었다.


  max












































(3.10.25)

여기서,max는 미생물의 최 성장률(maximum growthrate)(1/sec),

K1,K2,K3는 미생물 신진 사에 작용하는 용질(첨자1=젖산,첨자2=3가

철이온,첨자3=6가 우라늄이온)의 반포화 상수(half-saturationcoefficient)

(g/m3),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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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는 미생물 신진 사에서 우라늄 환원반응보다 우세한 철 환원반응에 의한

해 상수(inhibitioncoefficient)(g/m
3
)이다.

식(3.10.25)에 따르면,미생물의 성장은 암반 균열과 미생물 표면에 존재하는 3가 철

이온과 6가 우라늄이온의 환원반응의 합으로 결정된다.여기서,6가 우라늄이온의

환원반응에 작용하는 해요소는 최종 자 수용체인 3가 철이온에서 6가 우라늄으

로 자 수용체가 이되는 상을 모의하기 해서 용되었다[3.10.22].즉,균열

과 미생물 표면에 존재하는 3가 철이온의 농도 합(
)이 일정 농도(I2)보다

매우 클 때는 6가 우라늄에 의한 미생물 환원반응은 0에 수렴하게 된다.

이러한 계산은 암반 균열 표면에 흡착된 미생물의 성장에 해서도 같이

용되어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max























































(3.10.26)

따라서,암반 균열에 용존하는 용질(젖산,3가 철이온,6가 우라늄이온)은 암반 균열

에 부유하는 미생물과 암반 균열 표면에 흡착된 미생물의 성장에 모두 여하는 것

으로 계산되었다.

미생물 성장에 의한 용질의 소모(consumption)율은 미생물 성장 속도를 수율

계수(yieldcoefficient)로 나 어서 계산된다. 에서 언 되었듯이,용질의 농도 변

화를 각 상(相,phase)별로 계산하 을 때,

첫째,암반 균열에 용존하는 용질의 농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max





















 




(3.10.27)


 

max


















(3.10.28)


 

max















 




(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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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Y는 소모된 자 공여체 양에 한 생성된 미생물 양의 비를 의미하는 수

율 계수(yieldcoefficient)(CFU/g),그리고

,는 산화/환원반응에서 자 공여체(젖산)와 반응하는 자 수용체 양

의 비(첨자2=3가 철이온,첨자3=6가 우라늄이온)를 의미하는 화학양론

계수(stoichiometriccoefficient)(-)로써, 화학식으로부터 계산된 결과,

각각 2.508과 6.063이다.

식에서 보듯이,소모된 용질의 양은 미생물 성장 계산에서 분리되었던 부유하는

미생물과 흡착된 미생물의 양이 함께 고려되어 계산되었다.본 모델에서는 의 세

가지 반응용질뿐만 아니라 산화/환원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산물도 다음과 같이

화학양론 계수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3.10.30)


 

 (3.10.31)


 

 (3.10.32)

여기서, 는 산화/환원반응에서 자 공여체(젖산)와 산화하여 생성된 산염

(acetate; C2H3O2
-) 양의 비(첨자4 = 산염)를 의미하는 화학양론 계수

(stoichiometriccoefficient)(-)로써, 화학식으로부터 계산된 결과,0.663이다.

식(3.10.31)과 (3.10.32)에서 사용된 첨자5와 첨자6은 각각 3가 철이온이 환원된 2가

철이온(ferrousion)과 6가 우라늄이온이 환원된 4가 우라늄이온(uraninite)이다.

둘째,암반 균열에 부유하는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용질의 농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max



























(3.10.33)




max


















(3.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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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3.10.35)


 

 (3.10.36)


 

 (3.10.37)


 

 (3.10.38)

마지막으로,암반 균열 표면에 흡착된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용질의 농도 변화

는 다음과 같다.




max


 




































(3.10.39)




max



















 




(3.10.40)




max


 




















 




(3.10.41)


 

 (3.10.42)


 

 (3.10.43)


 

 (3.10.44)

마) 미생물의 사멸(Decay)

미생물의 사멸 한 자 수용체의 농도에 향을 받으므로[3.10.22],부유 미생

물과 흡착된 미생물에 하여 Monod식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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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5)


 

 


































(3.10.46)

여기서,,는 각 자 수용체(첨자2=3가 철이온,첨자3=6가 우라늄이온)에

향을 받는 미생물의 사멸 계수 (1/sec)이다.

바) 핵종의 감쇠(Decay)

반감기를 가지는 핵종에 해서,핵종의 감쇠(decay)를 다음과 같이 암반 균열

과 암반 공극,그리고 미생물 표면에서 각각 1차 반응으로 가정하 다.


  (3.10.47)


 


(3.10.48)


  (3.10.49)


 


(3.10.50)


  (3.10.51)


 


(3.10.52)

여기서,는 핵종의 감쇠 계수 (1/sec)로,핵종의 반감기(

)를 이용해 다음과 같

이 계산된다.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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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치해석 (Numericalanalysis)

동역학 인 반응식들을 포함하는 균열 암반에서의 핵종과 미생물 이동 지배방

정식(식(3.10.6)-식(3.10.11))은 그 미분방정식의 비선형성에 의해서 수학 으로 해석

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따라서,본 연구에서 용한 수치해석 방법은

OperatorSplittingMethod(OSM)[3.10.23]로 미생물 용질의 이류-분산 방정식을

미생물 용질의 동역학 반응식들과 별개로 계산함으로써 모델의 계산 효율(속

도)을 높이는 방법이다.여기서,미생물 용질의 이류-분산 방정식은 fully

implicitfinite difference method[3.10.24]에 의해서,시간에 해서는 two-point

backward difference approximation, 거리에 해서는 central difference

approximation이 용되었다.미생물 용질의 동역학 반응식들은 시간에 해

서 two-pointbackwarddifferenceapproximation을 용해 직 계산될 수 있었다.

1) OperatorSplittingMethod(OSM)

Operatorsplittingmethod(OSM)는 해석해를 구할 수 없는 비선형 반응-이동

모델의 해를 구하기 하여 이류-분산 방정식과 반응식을 각각 다른 방법을 용하

여 계산하는 기술로써[3.10.23],컴퓨터 병렬계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에서

계산 효율을 히 향상시킬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3.10.25].

일반 으로 m개의 용질에 한 반응-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3.10.53)

여기서,Ce는 용질 e의 농도,

L()는 용질 e의 이류-분산항으로 다른 용질의 향을 받지 않고,

fe()는 용질 e의 반응항으로 다른 용질의 농도에 향을 받는다.

이에 한 용 가능한 OSM은 계산 순서와 반복 계산 여부에 따라 다음 같이 나

어 질 수 있다[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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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 순차 무반복(Sequentialnon-iterative;SNI)방식

표 SNI방식은 반응식들을 제외한 용질 이류-분산 방정식을 각 용질 에

해서 다음과 같이 먼 계산한다.








 ∇
∇ ∇

 (3.10.54)

여기서,

는 시간 ․에서 용질 e의 농도,그리고




는 시간 ․에서 용질 이류-분산 방정식에 의해 계산된 용질

e의 농도(임시값)이다.

식(3.10.54)에서 계산된 


를 이용하여 각 용질 e에 한 반응식을 순차

으로 계산한다.








 
⋯

⋯
 (3.10.55)

여기서,

는 시간 ․에서 최종 계산된 용질 e의 농도이다.

나) Strang의 분리(Strang-splitting) 순차 무반복(Sequential

non-iterative;SNI)방식

Strang의 분리 SNI방식은 단 시간 간격을 반으로 나 어서 반응식들을 제외

한 용질 이류-분산 방정식을 각 용질 e에 해서 다음과 같이 먼 계산한다.








 ∇
∇ ∇

 (3.10.56)

여기서,


는 시간 ․에서 용질 이류-분산 방정식에 의해 계산된

용질 e의 농도(임시값)이다.

식(3.10.56)에서 계산된 


를 이용하여 각 용질 e에 한 반응식을 순차

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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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0.57)

여기서,


는 시간 ․에서 용질 반응에 의해 계산된 용질 e의 농도

(임시값)이다.

식(3.10.57)에서 계산된 


를 이용하여 나머지 시간 간격 반에 한 용질

이류-분산 방정식을 각 용질 e에 해서 다음과 같이 다시 계산한다.








 ∇
∇ ∇

 (3.10.58)

다) 표 순차 반복(Sequentialiterative;SI)방식

표 SI방식은 첫 단계인 용질 이류-분산 방정식을 계산할 때 반응항을 상수

인 source/sink항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


 (3.10.59)

여기서,


는 시간 ․에서 용질 이류-분산 방정식에 의해 r번째 반복

에서 계산된 용질 e의 농도(임시값),그리고 

는 (r-1)번째 반복에서 반응항으

로부터 계산된 상수(source/sink)로 기값은 0으로 가정한다.

식(3.10.59)에서 계산된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반응식을 계산한다.








 
⋯ 

⋯ 
 (3.10.60)

여기서,


는 시간 ․에서 용질 반응에 의해 r번째 반복에서 계산된

용질 e의 농도(임시값)이다.

그 후,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갱신한다.


 






(3.10.61)



-518-

식(3.10.59)에서 식(3.10.61)의 과정을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반복하여

․에서의 최종 용질 농도(



)를 결정한다.

max







≤ 

라) 칭(Symmetric)순차 반복(Sequentialiterative;SI)방식

칭 SI방식은 표 SI방식에서 변형된 방식으로,식(3.10.59)에서 계산된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용질의 이류-분산에 한 상수항(

)을 계산한

다.


 







 (3.10.62)

그리고,이를 이용하여 식(3.10.60)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를 계산한다.








 
⋯ 

⋯ 


 (3.10.63)

그 후,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갱신한다.


 







 (3.10.64)

식(3.10.59)과 식(3.10.62)∼(3.10.64)의 과정을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반복

하여 ․에서의 최종 용질 농도(



)를 결정한다.

max









≤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에서는 Carrayrou등[3.10.23]이 모델의 안정성에 문제

없이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보고한 Strang의 분리 SNI방식을 채택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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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10.22와 같은 차로 반 인 모델 구조가 이루어졌다.첫 반의 단 시간

동안 암반 균열에서의 미생물,용질 농도와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용질의 비율,그

리고 암반 공극에서 용질 농도와 같이 유체와 함께 이동하는 변수들을 이류-분산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고,이를 바탕으로 단 시간동안 반응식들을 계산하여

모든 변수들의 값을 갱신하 다.이 게 계산된 변수 값들을 이용하여,나머지 반

의 단 시간동안 이동하는 변수들의 값을 다시 이류-분산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

하 다.

Transport

Fully implicit finite difference method

Reaction

Kinetics

Compute

for the first dt/2

cfbccb PFF ,,, s Compute all  Q

for dt

update

csbccbcfbccb MSSPFF ,,,,,,, ssCompute

for the last dt/2

cfbccb PFF ,,, s

t = t + dt

그림 3.10.22.OSM을 이용한 반 인 모델 계산 차.

2) 미생물 용질 이류-분산 방정식

가)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의 이류-분산

식(3.10.4)의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 이류-분산 방정식 부분은 fully implicit

finitedifferencemethod[3.10.24]에 의해서,시간에 해서는 two-pointbackward

differenceapproximation,거리에 해서는 centraldifferenceapproximation이 용

되어,다음과 같이 이산화(discretized)된 식으로 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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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10.65)

여기서, 





, 





,





,그리고 


는

암반 균열 방향(z-축)으로 번째 치한 격자 셀에서 시간 으로 ․에서의 암반

균열에 부유하는 미생물의 농도이다.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 이류-분산 방정식에 하여 본 모델에서 사용한 경계조

건(boundary condition)으로, 유입구에서는 일정기간동안 미생물이 고정농도

(constantconcentration;)로 주입된다고 가정하 고,유출구에서는 0구배 농

도(no-gradientconcentration)조건이 설정되었다. 기조건(initialcondition)으로는,

최 암반 균열에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 다.이들을 수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 ,∼ 

 

   ⋯

따라서,암반 균열에서 미생물 이류-분산 방정식의 이산화 된 식(3.10.65)은 다

음과 같이 행렬(matrix)형태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M X N

  0 0 0 0  
 



 
  ․ 

   0 0 0  
 




 


0    0 0 ․  
  = 


 


… … …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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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렬식은 이미 계산되거나 알고 있는 시간(․)에서의 미생물 농도(

)

분포를 이용해서 미지의 시간(․)에서의 미생물 농도(


)분포를 다음

과 같은 역함수 계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  ‐ ․

나) 암반 균열에서 용질의 이류-분산

식(3.10.6)의 암반 균열에서 용질 이류-분산 방정식 부분은 미생물과 마찬가지로

fully implicit finite difference method[3.10.24]에 의해서, 시간에 해서는

two-pointbackwarddifferenceapproximation,거리에 해서는 centraldifference

approximation이 용되어,다음과 같이 이산화(discretized)된 식으로 표 될 수

있다.

 ․
 ․

 ․
  



 (3.10.66)

여기서, 





, 





,





,그리고 


는

암반 균열 방향(z-축)으로 번째 치한 격자 셀에서 시간 으로 ․에서의 암반

균열에 용존하는 용질의 농도이다.

암반 균열에서 용질 이류-분산 방정식에 하여 본 모델에서 사용한 경계조건

(boundarycondition)으로,유입구에서는 고정농도(constantconcentration;)조

건이,그리고 유출구에서는 0구배 농도(no-gradientconcentration)조건이 설정되

었다. 기조건(initialcondition)으로는,최 암반 균열에 용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 가정하 다.이들을 수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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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암반 균열에서 용질 이류-분산 방정식의 이산화 된 식(3.10.66)은 다음

과 같이 행렬(matrix)형태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M X N

  0 0 0 0  
 



 
  ․ 

   0 0 0  
 




 


0    0 0 ․  
  = 


 


… … …

0 0 0      
 



   


0 0 0 0     
 



   


행렬식은 미생물의 이류-분산 방정식 계산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역함수를 이

용하여 계산되었다.

다)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용질의 이류-분산

식(3.10.8)의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용질의 이류-분산 방정식 부

분 한 fullyimplicitfinitedifferencemethod[3.10.24]에 의해서,시간에 해서는

two-pointbackwarddifferenceapproximation,거리에 해서는 centraldifference

approximation이 용되어,다음과 같이 이산화(discretized)된 식으로 표 될 수

있다.

 ․
․

 ․
․

 ․
․



 




․


(3.10.67)

여기서,

는 암반 균열 방향(z-축)으로 번째 치한 격자 셀에서 시간 으로

․에서의 암반 균열에 부유하는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용질의 질량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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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10.67)에서 


와 


이 모두 계산해야 될 미지 변수로 보이나,암

반 균열에서 미생물의 이류-분산 방정식(식(3.10.65))을 먼 계산하여 얻은 


값을 식(3.10.67)의 계산에 사용함으로써,식(3.10.67)는 


에 한 방정식이 된

다.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용질의 이류-분산 방정식에 하여 본 모

델에서 사용한 경계조건(boundarycondition)으로,유입구에서는 고정농도(constant

concentration; ․)조건이,그리고 유출구에서는 0구배 농도(no-gradient

concentration)조건이 설정되었다. 기조건(initialcondition)으로는,최 암반 균

열에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용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 다.이들을 수식으

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

 ․  ․

   ⋯ 

따라서,암반 균열에서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용질에 한 이류-분산 방정식의

이산화 된 식(3.10.67)은 다음과 같이 행렬 형태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M X N

  0 0 0 0  
   

  


 

 


 ․  

   0 0 0  
   

 



 

 


0    0 0 ․  
   

  = 

 

 


… … …

0 0 0       
    

 


   

   


0 0 0 0      
    

 



   

   




-524-

행렬식은 미생물의 이류-분산 방정식 계산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역함수를 이

용하여 계산되었다.

라) 암반 공극에서 용질의 확산

식(3.10.10)의 암반 공극에서 용질 확산 방정식 부분 한 fullyimplicitfinite

difference method[3.10.24]에 의해서, 시간에 해서는 two-point backward

differenceapproximation,거리에 해서는 centraldifferenceapproximation이 용

되어,다음과 같이 이산화(discretized)된 식으로 표 될 수 있다.

 ․
  ․

 ․
  



 (3.10.68)

여기서, 



, 





,



,그리고 

는 암반 균

열 방향(z-축)으로 번째 치한 격자 셀로부터 균열 직각 방향(x-축)으로 번째

치한 격자 셀에서 시간 으로 ․에서의 암반 공극에 용존하는 용질의 농도이

다.

암반 공극에서 용질 확산 방정식에 하여 본 모델에서 사용한 경계조건

(boundary condition)으로, 유입구(암반 균열 표면)에서는 고정농도(constant

concentration)조건으로 각 시간별 암반 균열에서의 용질 농도(식(3.10.66)의 계산으

로부터 얻어진 알고 있는 값)가,그리고 유출구(암반 균열의 직각방향으로 경계면)

에서는 0구배 농도(no-gradientconcentration)조건이 설정되었다. 기조건(initial

condition)으로는,최 암반 공극에 용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 다.이들을

수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 

   ⋯  ⋯



-525-

따라서,암반 공극에서 용질 확산 방정식의 이산화 된 식(3.10.68)은 각각의 균

열방향으로의 치()에 하여 다음과 같이 행렬(matrix)형태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M X N

  0 0 0 0  
 



 
  ․ 

 

   0 0 0  
 



  


0    0 0 ․  
  = 


  


… … …

0 0 0       
  




   


0 0 0 0       
  




   


행렬식은 미생물의 이류-분산 방정식 계산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역함수를 이

용하여 계산되었다.

라.모델 코드화 (Coding)

1) MATLAB

MATLAB은 컴퓨터 로그래 을 한 고 언어로써 연산 알고리즘 개발,자

료의 시각화,자료 분석,수치해석 등을 가능 하는 환경을 제공한다[3.10.26]. 형

인 로그래 언어인 C,C++,Fortran등과 비교하여서,MATLAB은 사용자 친

화 (user-friendly)으로 쉽게 그리고 빠르게 기술 인 계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

다는 장 을 가진다[3.10.26].이러한 이 들을 살려,본 모델의 모든 계산은

MATLAB을 통하여 코드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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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LAB시스템 환경은 그림 3.10.23과 같이 GUI(GraphicalUserInterface)로

구성되어 있다.그 주요 구성 요소로써,‘CommandWindow’는 수식이나 함수들

을 입력하여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기능을 가지고,‘Editor’는 수식이나 함수들의

조합을 텍스트로 장1)하여 나 에 ‘CommandWindow’에서 불러 실행할 수 있게

끔 하는 기능을 가지고,‘Workspace’는 ‘CommandWindow’나 ‘Editor’에서 사용되

어진 변수 는 상수들의 속성 결과값들을 보여주는 기능을 가진다.기타 기능

들은 그림 3.10.23에 설명되어 있다.

MATLAB언어의 가장 큰 장 에 하나는 표 3.10.9과 같이 여러 분야에 용

가능한 다양한 ‘Toolbox’들을 포함하고 있고,이러한 Toolbox들이 매년 업데이트되

고 있다는 것이다.본 모델에서는 ‘Math& Optimization’에 해당하는 Toolbox들을

주로 사용함으로써,행렬의 역함수 계산 등이 용이하 고,모델 검증 단계에서는

‘GlobalOptimization’Toolbox가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Class Toolbox Class Toolbox

ParallelComputing
Image&

Video

Processing

ImageProcessing

Math&

Optimization

Optimization ImageAcquisition

SymbolicMath Mapping

PartialDifferentialEquation

Control

System

Design&

Analysis

ControlSystem

GlobalOptimization System Identification

Statistics&

DataAnalysis

Statistics FuzzyLogic

NeuralNetwork RobustControl

CurveFitting ModelPredictiveControl

Model-basedCalibration Aerospace

Signal

Processing&

Communications

SignalProcessing Test& Measurement

Communications ComputationalBiology

FilterDesign ComputationalFinance

Wavelet
Etc.

Fixed-Point

표 3.10.9.MATLAB이 보유한 Toolbox의 종류

1)이러한 텍스트 일은 확장자명이 ‘*.m’인 일로 장되어,MATLAB뿐만아니라 일반

인 텍스트 일 편집 로그램( ,메모장,AcroEdit등)으로도 편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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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3.MATLAB 로그래 환경 각 기능들[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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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델의 구조 (Structure)

MATLAB을 이용하여 코드화 된 핵종/미생물 복합이동 모델은 모델의 조건

입력 변수/상수들을 정의하는 3개의 서 루틴과 모델의 핵심 계산 부분으로 5개의

서 루틴으로 구성된 ‘main.m’,모델 결과의 물질수지(massbalance)를 확인하기

한 ‘massbal.m’,그리고 모델 결과의 출력을 담당하는 2개의 서 루틴으로 그림

3.10.24과 같이 구조화 되었다.각 서 루틴의 역할은 표 3.10.10에서 정의하 다.이

러한 모델의 구조화는 추후에 있을 수 있는 모델의 수정 모델의 확장/업데이트

작업을 용이하게끔 하기 해서 의도되었다.

Run.m

condition.m

parameter.m

variable.m

main.m

transport.m

solute.m

transport.m

bacteria.m

reaction.m

Conditions

matrix.mKinetics

massbal.m

figures.m

prints.m

그림 3.10.24.핵종/미생물 복합이동 모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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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루틴 설명

Run.m 모델을 실행할 폴더를 지정하고 모델의 반 인 계역할을 한다.

condition.m

모델 실행시 고려할 요소들을 지정한다.

-용질(핵종)의 이동,흡/탈착,암반 공극으로의 확산,생화학 반응

-미생물의 이동,흡/탈착,신진 사

-결과의 출력 방법 (그림 는 데이터 일)

parameter.m

모델에서 사용 될 상수들을 불러오고 정의한다.

-시․공간 범

-암반의 물성

-유체 흐름 용질/미생물

이동

-경계조건과 기조건

-미생물과 용질의 암반으로의

흡/탈착

-용질의 감쇠

-용질의 미생물로의 흡/탈착

-미생물 신진 사

variable.m

모델에서 계산될 종속 변수들을 정의한다.

-용질(핵종)과 미생물의 농도

-용질(핵종)과 미생물의 반응 속도

main.m

모델의 핵심 계산 부분으로,시간을 증가시켜가며 각 단 시간별로

이류/분산 동역학 반응으로 계산된 용질(핵종)과 미생물의 반응

속도들을 조합하여 주어진 지배방정식에 따라 용질(핵종)과 미생물의

농도를 계산하여 갱신(update)한다.

transport.m 각 상(phase)에서 이류/분산 방정식을 계산한다.

matrix.m 암반 균열에서 암반 공극으로 용질(핵종)의 확산 속도를 계산한다.

bacteria.m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의 흡/탈착 속도를 계산한다.

solute.m

암반 균열에서 용질(핵종)의 암반으로의 흡/탈착 속도 미생물로의

흡/탈착 속도,암반 공극에서 용질(핵종)의 흡/탈착 속도,그리고 각

상(phase)에서 용질의 감쇠 속도를 계산한다.

reaction.m
미생물의 신진 사에 의한 미생물의 성장 사멸 속도와 이에 따른

용질(핵종)의 농도 변화를 다 Monod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massbal.m
각 용질 미생물의 입력값과 모델 실행을 통해 얻은 결과값을 질량

비로 비교한다.

figures.m 모델 실행 결과를 여러 가지 그래 로 보여 다.

prints.m
모델 실행 결과를 데이터 일로 장하여,추후 결과를 이용한 추가

작업을 가능 한다.

표 3.10.10.모델의 각 서 루틴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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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의 입․출력

일반 으로 모델을 실행하기 해서 필요한 모델 실행 조건이나 상수 값들을

정의하는 방법으로는 1)실행자(user)와 모델 간에 묻고 답하는 화 형식이 있을

수 있고,2)입력 조건이나 상수 값들에 해서 실행자가 미리 정리한 텍스트 일

을 모델이 불러들이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화 형식의 방법은 모델 실행

시마다 실행자가 일일이 키보드를 이용해 입력하여야 하기 때문에,입력 상수 값들

이 많은 경우에 번거로움이 커지게 된다.따라서,본 모델에서는 텍스트 일을 이

용하여 모델이 입력 조건이나 값들을 불러들이게끔 하 다.

그림 3.10.24나 표 3.10.10의 ‘condition.m’이 텍스트 일인 ‘condition.inp’(그림

3.10.25)을 불러들여 모델 실행 조건들을 정의하고,‘parameter.m’이 텍스트 일인

‘parameter.inp’(그림 3.10.26)을 불러들여 모델 실행에 필요한 상수 값들을 정의한다.

여기서 ‘*.inp’확장자는 입력을 의미하는 input으로부터 유래되었다.‘*.inp’ 일들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열 ∼ 10열 :모델에서 사용되어지는 조건이나 상수의 이름

-11열 ∼ 80열 :조건 값 는 상수 값

-81열 ∼ :조건 는 상수의 의미

그림 3.10.25.모델 실행 조건을 정의한 입력 텍스트 일(‘condition.inp’)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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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6.모델 상수 값들을 정의한 입력 텍스트 일(‘parameter.inp’)의 .

의 입력 값들을 이용하여 실행된 모델 결과들은 ‘condition.inp’(그림 3.10.25)

에서 마지막에 정의된 ‘shw_fig’값이 참(=1)이면 그래 형태로,그리고 ‘prt_out’

값이 참이면 텍스트 일 형태로 출력된다.그림 3.10.27은 모델 실행 결과를 그래

로 출력한 인데 각 그래 별 의미는 다음과 같다.

-1행 1열 :지정된 시간에서 암반 균열에 존재하는 용질의 공간 농도 분포 (가

로축 =암반 균열방향으로의 거리,세로축 =용질의 농도)

-1행 2열 :암반 균열의 지정된 치에서 존재하는 용질의 시간 농도 분포 (가

로축 =시간,세로축 =용질의 농도)

-1행 3열 :지정된 시간의 암반 균열의 지정된 치에서 암반 공극으로 확산된

용질의 공간 농도 분포 (가로축 =암반 균열의 수직방향으로의 거리,세로축

=용질의 농도)

-2행 1열 :지정된 시간에서 암반 균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공간 농도 분포

(가로축 =암반 균열방향으로의 거리,세로축 =미생물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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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 2열 :암반 균열의 지정된 치에서 존재하는 미생물의 시간 농도 분포

(가로축 =시간,세로축 =미생물의 농도)

-2행 3열 :암반 균열의 지정된 치에서 암반 공극에 존재하는 용질의 시간

농도 분포 (가로축 =암반 균열의 수직방향으로의 거리,세로축 =시간)

-3행 1열 :지정된 시간에서 암반 공극에 존재하는 용질의 공간 농도 분포 (가

로축 =암반 균열의 수직방향으로의 거리,세로축 =암반 균열 방향으로의 거

리)

-3행 2열 :지정된 시간에서 암반 공극매질에 흡착된 용질의 공간 농도 분포

(가로축 =암반 균열의 수직방향으로의 거리,세로축 =암반 균열 방향으로의

거리)

-3행 3열 :해석해(analyticalsolution)결과 (옵션)

그림 3.10.27.모델 실행 결과를 그래 로 출력한 .

모델 결과가 텍스트 일로 출력이 되면 모델 입력 일들이 존재하는 폴더에

그림 3.10.28과 같이 ‘*.out’확장자를 가지는 여러 개의 텍스트 일들이 생성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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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델 실행의 반 인 결과들을 포함하는 ‘log_run.out’에서는 모델 계산 시간

등이 출력되었고,모델의 물질수지(massbalance)확인을 한 ‘MassBalance.out’에

서는 미생물과 용질 각각의 주입량과 유출량 각 상(phase)별 잔존량이 출력되었

다.그 외 각 일명들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F_...’:암반 균열에서의 농도

-‘FB_...’:암반 균열에 존재하는 미생물 표면에서의 농도

-‘M_...’:암반 공극매질에 흡착된 농도

-‘P_...’:암반 공극에서의 농도

-‘S_...’:암반 균열 표면에 흡착된 농도

-‘SB_...’:암반 균열 표면에 흡착된 미생물 표면에서의 농도

-‘..._b_...’:미생물의 농도

-‘..._c_...’:용질의 농도

-‘......_MS_#-...’:모델 실행 결과의 지정된 시간(#)에서의 공간 분포

-‘......_MT_#-...’:모델 실행 결과의 지정된 치(#)에서의 시간 분포

-‘.........-#.out’:해당 용질의 번호(#)

그림 3.10.28.모델 실행 결과를 텍스트 일로 출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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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델 검증

1) 컬럼 실험 결과와의 비교

그림 3.10.13의 컬럼 실험결과를 통한 모델 검증에서는 모델 최 화를 통해 균

열 암석코어의 수리지질학 특성을 동시에 계산하 다.그 결과,그림 3.10.29와 같

이 실험값과 모델값의 피어슨 상 계수의 제곱값(r
2
)이 두 유량 모두 0.95이상이고

RMSE가 0.02이하로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인공균열 암석코어의 수리지질학

상수들의 최 화된 결과는 표 3.10.11와 같다.여기서,임의로 제작된 인공균열 암석

코어의 평균 간극은 약 0.2mm 이하 고,암석의 공극률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

났다.그리고,암반공극의 비틀림도가 0.001로 매우 낮은 것은 암반으로의 확산이

실험기간동안 거의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인공균열에서 bromide의 분산

도가 13.16mm로 낮게 나타남은 bromide이 이동이 분산보다는 이류에 의해서 부

분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이는 이류와 분산의 비를 나타내는 아래의 Peclet수

(Pe)가 1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그리고,계산된 평균 간극을 이용해 아래와 같이 균열에서의 평균 유속을 계산하

는데,유량이 0.1mL/min일 때 평균 유속은 1.73×10
-4
m/sec이 되었다.

  

 ․



××

   ․ ×
  

×
  sec

 ×  sec

Parameter Calibrationvalue

Halfaperture 92.5㎛

Rockporosity 0.008

Tortuosity 0.001

Dispersivity 13mm

표 3.10.11.수치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인공균열 암석코어의 수리지질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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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9.유량에 따른 추 자의 과곡선 모델링 결과.

2) 해석해와의 비교

에서 기술한 생물학 반응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용질의 이류-분산 방정식의

해석해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따라서,본 연구에서는 Tang등

[3.10.27]이 보고한 단일 암반 균열에서 용질의 이동 분산에 한 해석해를 이용

하여 개발된 모델의 검증을 시도하 다.Tang등[3.10.27]의 해석해는 암반 균열에

서 이류-분산뿐만 아니라 Fick의 제1법칙(Fick’sfirstlaw)을 따르는 암반 매질로의

확산과 용질의 선형 흡착 평형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러한 용질의 흡착을 해상

수(retardationfactor;암반 균열에서는 ,암반 매질에서는 )로 나타내어 정리

된 해석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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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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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는 암반 균열 공

극에서의 용질 농도로써 본 모델에서는 와 에 해당한다.식(3.10.71)에서 무한

분 부분은 MATLAB[3.10.26]의 ‘Mathematics toolbox’에 포함된 adaptive

Gauss-Kronrodquadrature함수를 이용하여 수치해석 으로 계산되었다.

해석해의 조건을 고려하여,모델 실행시 미생물의 이류-분산과 생물학 반응식

들은 제외되었고,오직 용질의 이류-분산과 암반 매질로의 확산만을 고려하 으며

용질의 흡착을 고려하지 않아 해상수(과 )는 1로 가정하 다.

그림 3.10.30.유량 변화에 따른 모델 실행 결과와 Tang등[3.10.27]의

해석해와의 비교;(A)암반 균열에서 용질 농도의 공간 분포,(B)암반

균열의 유출부로부터 암반 매질방향으로 용질 농도의 공간 분포,(C)암반

균열의 유출부에서 용질 농도의 시간 분포.

그림 3.10.30에서 모델 실행 결과와 해석해를 유량을 변화시켜가면서 비교하

다.모델 검증 단계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해 모델의 시․공간 역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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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값들을 변화시켰는데,암반 균열 간극의 반(w)을 0.0005m로,암반 매질방향

으로의 거리(X)를 0.003m (dx=0.0005m)로 확장하 고,시간(T)은 24h동안만

확인하 다.이를 바탕으로 암반 균열에서 유체의 체류시간(retentiontime)은 유량

에 따라서 각각,q=0.05mL/min일때


×

  ․  ․
 min  

q=0.01mL/min일때 8.7h,그리고 q=0.005mL/min일때 17.3h으로 계산된다.

그 결과,모델 실행 시간(24h)이 체류시간의 14배에 달하는 조건인 q = 0.05

mL/min일때는 용질이 균열 반에 포화되었으며(그림 3.10.30(A)),모델 실행 시간

이 체류시간의 3배 이하인 경우(q=0.01,0.005mL/min)에는 유출부에서 용질의

과(break-through)가 일어나지 못했다(그림 3.10.30(C)).q=0.005mL/min일때

도 완 한 과가 일어나지 못했는데,이는 암반 매질로의 확산이 함께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반 으로,모든 유량 조건에서 암반 균열에서의 용질 농도분포 결과는

해석해 결과와 비교하여 피어슨 상 계수의 제곱값(r2)이 0.99이상으로 모델의 정확

성이 입증되었다.하지만,암반 매질 공극에서의 용질 농도분포는 모델 결과값과 해

석해 값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는데,이는 암반 매질 방향으로의 모델 역 이산

화(discretization)정도(dx)가 암반 균열과 매질의 경계면에서 용질 농도의 격한

변화를 나타내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따라서,이 후의 모델

실행에서는 dx를 0.0001m로 감소시킴으로써 그 오차를 감소시키고자 하 다.

바.모델 실행 (Simulation)

암반 코어(rockcore)를 이용한 실험실 칼럼 실험을 염두에 두고 가상의 조건에

서 개발된 모델을 실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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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델 실행 역 (Domain)

모델 실행 역은 그림 3.10.31과 같이 평면 단일 암반 균열의 심축을 기 으

로 한쪽 방향만을 고려하여,균열을 따라 0.2m (=Z)그리고 균열과 직각 방향으

로 0.001m (=X)로 정하 다.본 모델은 혼합 수직 1차원 모델로,암반 균열에서

는 z-축 방향으로,암반 매질에서는 x-축 방향으로 계산되었고,y-축 방향으로는

0.052m의 고정된 비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 다.모델 실행을 한 시간 ․공

간 상수들을 표 3.10.12에 정리하 다.

그림 3.10.31.암반 코어(rockcore)를 염두에

둔 가상의 모델 실행 역(domain).

Parameter Value

T 48h dt=0.01h

Z 0.2m dz=0.005m

X 0.001m dx=0.0001m

Y 0.052m

w 0.0001m

θ 0.008

표 3.10.12.모델의 시․공간 역을 결정하는 상수 값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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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델 실행 결과

가) [Case1] 용질 이동

첫 번째 조건으로,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용질 이동에 한 모델링 결과를

그림 3.10.32∼3.10.33와 같이 얻었다.균열의 유입부에서 용질의 주입농도는 lactate

가 3ppm,ferricion이 4ppm,그리고 uranylion이 2ppm으로 연속 주입을 가정

하 고,주입 유량(q)은 0.001mL/min이었다.따라서,계산된 균열 암반에서의 체류

시간은 17.3h이 되었다.그림 3.10.32은 암반 균열을 따라 이동하는 용질의 시간에

따른 농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일반 인 용질 이동의 과 곡선(break-through

curve)과 유사하게 나타났다.단지,본 모델 실행에서는 암반 공극 매질로의 확산이

하나의 sinkterm으로 간주되었고,총 모델 실행 시간이 체류시간의 3배 이하인 48

시간으로,유출부에서의 회수 농도는 유입 농도의 100%까지 도달하지 못하 다.

한,본 모델 실행에서는 미생물의 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유입수에 포함되

어 있지 않고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산물인 acetate,

ferrousion,uraninite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10.32.Case1에 한 암반 균열의 유출부에서 각 용질

농도의 시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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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33은 48시간 후에 균열방향으로 0.1m 지 에서 균열과 직각방향으로

암반 공극에서의 용질 농도와 암반 공극매질에 흡착된 용질 농도의 공간 분포를

나타낸다.여기서,암반 매질로의 확산 계산에 한 경계조건으로 정의하 듯이,x

=0일 때 암반 공극에서의 용질 농도는 같은 z지 의 암반 균열에서 용질 농도와

같게 나타났다.그리고,암반 매질방향으로의 거리에 따라서 암반 공극에서의 용질

농도는 지수함수와 유사한 경향으로 감소하 다.

용질의 암반 균열 표면 는 매질로의 흡착은 각 용질별 흡착 탈착 속도 계

수(


는 

와 


는 


)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이와 련하여,Baik등

(2004)은 화강암을 이용한 6가 우라늄의 동역학 흡착 실험 연구에서,pH가 7일

때 자연 화강암 균열 표면에 한 6가 우라늄의 흡․탈착 속도 계수의 합이 0.7749

/d(즉,9.0×10
-6
/s)임을 발견하 다.본 모델 실행에서 가정된 균열은 인공 균열로

균열 표면의 거침정도(roughness)가 자연 균열보다 매우 작음을 고려하여,uranyl

ion의 흡착 속도 계수(


는 

)를 1.0×10

-7
/s로,lactate와 ferricion의 


는



를 모두 1.0×10-6/s로 지정하 고,탈착 속도 계수(


는 


)는 각 


는



의 1/10값으로 지정하 다.그 결과,암반 매질에 흡착된 용질의 농도는 암반

공극에 용존된 용질의 농도와 비교해서 상 으로 매우 게 나타났고,거리에 따

라서도 격히 감소하 다.

그림 3.10.33.Case1에 한 암반 공극과 암반 공극매질에서

용질 농도의 공간 분포 (t=48h;z=0.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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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34은 모델 실행 결과의 물질수지(massbalance)를 확인한 결과이다.

모든 용질에서 60% 이상이 암반 균열을 통해서 유출되었고,나머지 40%의 부분

이 암반 균열에 용존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가 uranyl

ion보다 10배 컸던 lactate와 ferricion은 암반 균열 표면에 체 유입량의 5% 정도

가 흡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외,암반 공극 매질에 존재하는 용질의 양은

유입량과 비교하여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모델 실행 시간인 48시간 내에 암

반 매질로의 확산으로 인한 용질 이동의 해 상은 기 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

되었다. 반 으로 모든 용질에서 유입량 비 회수율이 100%에 근 한 결과를 나

타내어,용질 이동 측면에서 개발된 모델의 정확성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그림 3.10.34.Case1에 한 모델 실행 결과의 물질수지(massbalance)

확인 (M_c_in:암반 매질에 흡착된 용질,P_c_in:암반 공극에 용존된

용질,S_c_in:암반 균열 표면에 흡착된 용질,F_c_in:암반 균열에

용존된 용질,P_c_out:암반 공극매질을 통하여 모델링 역 경계 밖으로

유출된 용질,F_c_out:암반 균열 유출부를 통하여 모델링 역 경계

밖으로 유출된 용질)

나) [Case2] 미생물 용질 복합이동

두 번째 조건에서는 t가 6h에서 12h사이에 미생물을 추가 으로 주입(spike)

하여 그림 3.10.35∼3.10.3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미생물 주입 이외의 용질 주입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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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 주입유량 등의 조건은 Case1과 동일하게 가정하 다.그림 3.10.35는 미생물

주입(spike)농도(=1×1012CFU/m3)와 암반 균열의 유출부에서 미생물 각 용질

의 농도분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으로 암반 균열 표면에 생물막 형성을 고려

하지 않았을 경우(A)와 고려하 을 경우(B)를 비교하 다.그 결과,미생물 농도는

약 6h부터 약 15h까지 격히 증가해서 약 6×10
11
CFU/m

3
의 최고 농도에 도달한

후 다소 완만하게 감소하여 약 1×1010CFU/m3의 농도에서 평형을 이루었다.비록

유입부에서 미생물의 주입이 멈췄지만 암반 균열내에서의 신진 사에 의한 미생물

의 성장이 이러한 완만한 농도감소와 농도평형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

었다.

용질의 시간 농도분포는 미생물의 그것에 큰 향을 받았다. 기에 미생물의

농도가 상 으로 작았을 때(6h∼ 12h)는 미생물의 생물학 반응에 의한 용질

(lactate,ferricion,uranylion)의 소모가 작아서 부산물인 acetate나 ferrousion,

uraninite의 농도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반면에 부유 미생물에 흡착되어 이동하

는 용질의 비율(shuttling효과)이 크게 나타났다.그 이후(12h∼ 20h),미생물의

농도가 증가함에따라 shuttling효과는 더 이상 두드러지지 않았고 생물학 반응에

의한 lactate,ferricion,uranylion의 농도 감소와 더불어 부산물인 acetate,ferrous

ion,uraninite의 농도가 증가하 다.이에 따라, 심 핵종인 uranylion은 완 히

제거되는 듯 보 다.하지만,미생물 농도가 다시 감소하면서 생물학 반응에 의한

용질 농도의 변화보다는 shuttling효과에 의해서 용질의 이동성이 가속화됨을 알

수 있었다.

암반 균열 표면에 생물막 형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와 고려하 을 경우,유

출부에서 용질의 시간 농도분포는 그림 3.10.35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 다.단지,

생물막을 고려함으로써 반 인 용질의 농도가 약 40∼50% 감소하 다.이는 암반

균열 표면에 형성된 생물막이 용질의 다른 흡착 매질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용

질을 이용한 신진 사를 함으로써 uranylion등의 용질 이동성을 해하 기 때문

으로 사료되었다.이러한 결론은 그림 3.10.36의 암반 균열 표면에서의 생물막 농도

와 생물막에 흡착된 용질 농도분포 결과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었다.생물막의 농

도분포는 유입부에서 상 으로 높고 유출부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는데,이는 유입부로 유입되는 용질의 상당 부분이 유입부쪽의 생물막에 의해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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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되거나 흡착되어 유출부쪽으로 이동하는 용질의 양이 상 으로 작아지는 부익

부빈익빈 상에 의한 결과로 추정되었다.그리고,생물막에 흡착된 용질의 양 한

생물막의 농도에 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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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0.35.Case2에 한 미생물 주입(spike)농도와 암반 균열의 유출부에서

미생물 각 용질 농도의 시간 분포;(A)암반 균열 표면에 생물막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B)암반 균열 표면에 생물막을 고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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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36.Case2에서 암반 균열 표면에 생물막을 고려한 경우,

균열 표면에 생물막의 농도 생물막에 흡착된 용질의 농도에 한

공간 분포.

암반 공극 매질에서의 용질 분포는 미생물을 고려하지 않은 Case1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다만 생물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부산물인 acetate,ferrousion,

uraninite의 농도도 검출되었다 (그림 3.10.37).특히,흡착속도가 빠른 ferrousion은

많은 양이 균열 표면 근처의 암반 매질에 흡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암반 매

질의 공극으로 미생물 확산은 무시하 기 때문에,생물막 여부에 의한 암반 공극

매질에서의 용질 분포 변화는 없었다.단지,경계 농도에 해당하는 암반 균열과

한 부분에서의 용질 농도 차이만 있었을 뿐, 반 인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3.10.37의 (A)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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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0.37.Case2에 한 암반 공극과 암반 공극매질에서 용질 농도의

공간 분포 (t=48h;z=0.1m);(A)암반 균열 표면에 생물막을 고려한

경우,(B)암반 균열 표면에 생물막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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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38은 모델 실행 결과의 용질 물질수지(massbalance)를 확인한 결과

로 유기물(lactate)은 lactate와 그 부산물인 acetate까지 포함한 양이고,철(ferric)은

ferricion과 ferrousion,우라늄(uranyl)은 uranylion과 uraninite까지 포함한 양이

다.암반 균열 표면에 생물막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그림 3.10.38(A)),흡착 속도

계수(

와 


)가 다른 용질보다 크고(=1.0×10-4/s)탈착 속도 계수(


와 


)가

다른 용질보다 작은(=1.0×10
-8
/s)ferrousion과 uraninite에 의해서 암반 균열 표

면에 흡착(‘S_c_in’)된 철과 우라늄의 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그만큼 암반 균열

을 통해서 유출된 철과 우라늄의 양(‘F_c_out’)은 어들었다.유기물(acetate의 흡/

탈착 계수가 lactate와 같다고 가정)의 경우에서는 암반 균열을 통해서 유출되는 양

(‘F_c_out’)이 약 40%의 비율을 차지하 고,암반 균열 표면에 흡착된 양(‘S_c_in’)은

미미하 다.미생물에 흡착되어 이동한 철과 우라늄의 양은 약 10% 정도 으며,그

반정도가 균열을 통해 유출되었다.결과 으로,암반 매질에 고정된 우라늄의

양과 유출된 우라늄의 양은 각각 총 주입된 양의 40% 정도와 20% 정도로 측되

었다.

암반 균열 표면에 생물막을 고려하 을 경우(그림 3.10.38(B))에는 반 으로

암반 균열에 용존하거나 유출되는 용질의 양이 감소하면서 생물막에 흡착된 용질의

양(‘SB_c_in’)이 상 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따라서,암반 매질에 고정된

우라늄의 양은 총 주입된 양의 50% 이상으로 생물막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증가하 고,유출된 우라늄의 양은 미생물에 흡착되어 유출된 우라늄의 양을 고려

하더라도 총 주입된 양의 약 15%로 감소하 다. 체 으로,두 경우 모두 48h라

는 시간은 암반 공극 매질을 통한 용질의 이동(‘P_c_in’,‘P_c_out’)이나 지연효과

(‘M_c_in’)가 큰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 다.

미생물을 추가 으로 주입(spike)하 을 경우(Case2,그림 3.10.38)용질의 유입

량 비 회수율은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Case2,그림 3.10.34)와 달리 약

90% 후로 나타났다.그러나,미생물 주입을 spike가 아니라 용질과 함께 연속

으로 주입하 을 경우에는 이러한 오차가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하 다.따라서,미

생물을 spike로 6h∼ 12h주입시 갑작스런 미생물 농도의 변화로 인하여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용질 농도에 한 모델의 경계조건이 유입된 용질의 양을 과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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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기 때문에 나타난 오차로 추정되었다.여기서,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용질 농도

에 한 모델 경계조건과 련되어 추가 인 연구의 필요성이 두된다.

(A) (B)

그림 3.10.38.Case2에 한 모델 실행 결과의 용질 물질수지(massbalance)

(M_c_in:암반 매질에 흡착된 용질,P_c_in:암반 공극에 용존된 용질,SB_c_in:

생물막에 흡착된 용질,S_c_in:암반 균열 표면에 흡착된 용질,FB_c_in:암반 균열

내 미생물에 흡착된 용질,F_c_in:암반 균열에 용존된 용질,P_c_out:암반

공극매질을 통하여 모델링 역 경계 밖으로 유출된 용질,FB_c_out:암반 균열

유출부를 통하여 미생물에 흡착되어 모델링 역 경계 밖으로 유출된 용질,

F_c_out:암반 균열 유출부를 통하여 모델링 역 경계 밖으로 유출된 용질);(A)

암반 균열 표면에 생물막 고려 않음,(B)암반 균열 표면에 생물막 고려.

그림 3.10.39은 모델 실행 결과의 미생물 물질수지(massbalance)를 log-scale로

환산하여 나타낸 결과이다.48h동안의 모델 실행 결과,자체 신진 사에 의해서

증가한 미생물의 양은 유입된 양의 약 10% 정도로 나타났으며,그 약 1% 정도

가 암반 균열 표면에 흡착되어 형성된 생물막의 양은 상 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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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0.39.Case2에 한 모델 실행 결과의 미생물 물질수지(massbalance)

(S_b_in:암반 균열 표면에 흡착된 미생물,F_b_in:암반 균열에 부유하는

미생물,F_b_out:암반 균열 유출부를 통하여 모델링 역 경계 밖으로 유출된

미생물);(A)암반 균열 표면에 생물막 고려 않음,(B)암반 균열 표면에 생물막

고려.

6.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심부 지하 균열암반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로부터 유출된

방사성 핵종의 거동 특성에 미생물이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한 다각 인 실험

모델링 연구를 수행하 다.

첫째로,핵종,미생물,화강암의 세 가지 상들간 흡착 기작과 핵종을 자 수용

체로 하는 미생물의 산화/환원반응만을 고려하여 핵종-미생물-화강암 상호 복합반

응에 한 회분식 실험 연구를 수행하 다.여기서, 의 세가지 상이 동시에 존재

하 을 때 미생물의 성장률과 함께 우라늄의 고정화도 더욱 증가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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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생물 성장에 필요한 미량 무기물질들이 풍부한 지하 매질에서 미생물이 핵

종 이동에 미치는 향이 실험실에서 미생물과 핵종만의 제한된 조건에서의 그것보

다 더 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로,자체 제작된 인공균열 암석 코어를 이용한 컬럼 실험을 통해 암반 균열

에서 미생물 콜로이드가 핵종 이동에 미치는 향에 하여 조사하 다.하지만,

상과 달리 콜로이드로써 미생물이 핵종 거동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한 컬럼

실험에서 미생물 콜로이드에 의한 핵종 거동의 가속화는 나타나지 않았다.오히려,

미생물 콜로이드의 균열 내부 필터에 의해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핵종의 고정화가

일부 확인 되었다.

셋째로,화강암 표면에 형성된 생물막에 우라늄이 흡착되는 정도를 조사하여 생

물막에 의한 핵종 이동 감 가능성을 확인하 다.그 결과,생물막 배양기간에 따

라 흡착된 우라늄의 양이 증가됨을 확인 하 다.이러한 생물막 성장에 따른 우라

늄 흡착능의 증가는 심지층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안 성 측면에

서 암반 균열 표면의 생물막을 이용한 핵종의 고정화 가능성을 보여 다.

마지막으로,단일 균열 암반에서 미생물이 핵종이동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한 수치모델을 새롭게 자체 개발하 다.모델 검증을 한 해석해와의 비교에서

r
2
이 0.99이상으로 나타났고,컬럼 실험값과의 비교에서 r

2
이 0.95이상이고 RMSE가

0.02이하로 나타나 모델의 정확성이 입증되었다.모델링 결과,핵종 이동에 한 미

생물의 향은 미생물의 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shuttling효과에 의해 핵종의 이동

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고,미생물의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산화/환원반응에

의한 핵종의 산화상태 변화와 이에 따른 흡착 침 의 증가로 인해 shuttling효

과가 두드러지지 못하고 핵종의 이동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한,암반 균

열 표면에 생물막 형성은 반 인 용질(핵종)의 이동성을 약 40-5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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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지하연구시설(KURT)에서 핵종 이동 지연특성

규명

1.연구 개요

가.연구배경

사용후핵연료 혹은 고 방사성핵종을 포함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이들

방사성폐기물을 생태계로부터 안 하게 격리하기 하여 내부식성 용기에 담아 지

하 수백 m의 심부 암반층에 안 하게 처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그러나 속용

기가 장시간동안 지하환경에 노출될 경우 용기가 부식되어 내용물이 지하환경에 유

출될 수 있다.지하환경으로 유출된 핵종들은 처분장의 인공방벽을 거쳐 심부 암반

의 균열면에서 지하수 흐름을 따라 이동한다.이 때 핵종들은 이류,분산,확산 등

의 이동과정과 수착,침 ,암반확산 등의 화학 는 물리 지연과정에 향을

받으며 지하환경에서 복잡하게 거동한다.그동안 국내에서 핵종이동 지연 상을

규명하기 하여 실험실규모의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3.11.1,3.11.2].그러

나,실험실 규모의 연구로는 장규모의 실제 지하환경과 동일한 조건에 한 정보

를 얻기가 어려웠다.

장규모의 심부지하 환경에서 핵종의 이동 지연 상에 한 이해를 하여

다양한 기 에서 여러 시험조건에서 다양한 장 용질이동 시험이 수행되어져 왔다

[3.11.3,3.11.4].용질이동 시험의 이동 거리도 작게는 십 m 이내에서 길게는 수백

m의 범 에서 다양한 목 을 가지고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표 3.11.1에는 재까

지 수행하 거나 수행되어지고 있는 장용질이동 시험에 한 사례를 나타내었다

[3.11.5].다양한 기 에서 다양한 장 용질이동 련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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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에서도 재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스웨덴의 ÄspöHRL(Hard

RockLaboratory)[3.11.6]와 스 스의 GTS(GrimselTestSite)[3.11.7]에서 수행하고

있는 용질이동 시험이다.

치 이동거리 목 주요 활동

Finnsjön

(스웨덴)
150∼200m

지하수 흐름 이동특성

악

-지질학 ,지구물리학 ,지구화학

,지반역학 ,수리학 조사

ElBerrocal

(스페인)
15∼25m

지하수 흐름과 용질의 이

동경로 규명

-지질학 ,구조 , 물학 ,지구

화학 ,수리지화학 연구

Kamaishi

(일본)
<10m

화강암 단열면에서 유체

흐름 물질이동 련

연구

-단열시스템의 지질학 -기하학

특성규명

-단열시스템의 수리 특성 규명

-추 자 시험

StripaMine

(스웨덴)
10∼60m

지질학 처분을 한 부

지 특성규명 기술 방

법론 개발

-3차원 추 자 이동시험

-SCV추 자 이동시험

Whiteshell

(캐나다)
10∼50m

물질 이동 결정질 암반

단열에서 물질 달 규명

-지하수 유동모델의 개발 규명

-10∼50m 규모의 추 자 실험

Äspö

(스웨덴)
10∼100m

균열망에서 핵종의 확산,

수착 등의 이동 지연

상 평가

-핵종 이동 지연에 한 다양한

모델의 유용성 검증

-핵종 이동 지연에 한 장 데

이터 축

Grimsel

(스 스)
5∼10m

핵종의 이동 지연 상

에 한 콜로이드의 향

평가 련 장 실증

-핵종을 이용한 장 이동 실험

-핵종/콜로이드 복합물의 장 이동

실험

-용질이동 모델의 검증

표 3.11.1.해외 시험시설에서 수행한 장 용질이동 시험 사례

우리나라도 장규모의 실험을 하여 지난 2006년도에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 지하연구시설(KURT,KAERIUndergroundResearchTunnel)을 건설하 다

[3.11.8,3.11.9].지하연구시설은 총 연장 255m이며, 재 다양한 방사성폐기물 처

분 련 장연구가 진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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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T의 결정질 암반에서 용질의 이동 지연특성을 이해하기 하여 장

용질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 장 실험을 목 으로 지하수 유동이 있는 단열면을

확보하기 하여 시험공 시추 시험공 단열 특성을 평가하 으며, 장 용질이동

시험장치를 설계 설치하 다. 한 우라닌,에오신, 롬 등의 비수착성 추 자

루비듐,네오비움,지르코늄,사마리움 등의 수착성 추 자를 이용하여 장 용

질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그림 3.11.1에 장 용질이동 실험 개요를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3.11.1. 장 용질이동 실험 개요도.

나.연구목

KURT에서 암반단열을 통한 핵종이동 지연특성 규명을 해 KURT 장에

용질이동 시스템을 구축하고,비수착성 용질을 이용하여 균열면 유동지하수의 흐름

특성을 분석한다. 한,단순수착성 다가수착성 용질을 추 자로 하여 암반단열

을 통한 핵종의 이동 지연특성을 규명하는데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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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하여 시험공을 시추하고 암반 단열 특성을 규명하여 상 시험공을 선

정한다. 장 용질이동 실험을 하여 KURT 장 용질이동 실험장치를 설계하고

설치하며 장 용질이동 실험 해석 모델을 개발한다. 한,KURT 장 용질이동

실험 시스템을 개선하고,암반단열을 통한 비수착성 수착성 용질이동 장실험을

수행한다.

2. 장 용질이동 시스템 설치 운

가. 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구성 성능

1) 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구성

장 용질이동 시스템은 비방사성물질을 추 자로 주입 회수하여 지하수 흐

름이 있는 암반 균열면에서 용질의 이동특성을 규명하기 하여 지하연구시설의 말

단부에 치하도록 설치하 다. 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설치 치를 그림 3.11.2에

나타내었다. 장 용질이동 시스템은 심부 지하환경에서 모의핵종의 이동 지연

상에 한 장 실증을 한 목 으로 제작하 다. 장 용질이동 시스템은 주입

부,회수부,그리고,데이터 처리부로 구성하 다.주입부는 주입 시험공의 압력을

모니터링하고,모의핵종을 주입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하 다.회수부는 주입

한 추 자를 포함하는 지하수를 일정 시간동안 일정 유량으로 회수하며 분석용 시

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시료분취기 추 자 농도 분석기 등으로 구

성하 다. 한 회수부에서는 암반 단열 유동 지하수의 물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

도록 하여 지하수의 산화/환원 ,pH,용존산소, 기 도도,온도 등을 측정

기록하도록 설계하 다.회수부에서 측정되는 자료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부

를 구성하 다. 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각각의 구성부의 사양을 표 3.11.2에 정리

하 으며,장치 구성도를 그림 3.11.3에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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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장 용질이동 시스템 설치 치.

구성부 구성요소 용 도

주입부

추 자 지하수 장용기 추 자 지하수 장

주입펌 추 자 주입

수 센서 실시간 지하수 기록

가스 분배시스템 패커 가스 주입 가스압 유지

회수부

수 센서 실시간 지하수 기록

가스제거 유닛 지하수 함유 가스 제거

지하수 모니터링 유닛 실시간 지하수 물성 감시

회수펌 추 자 지하수 흡입․토출

시료 분취기 분석용 시료 분취

시료 분석기 추 자 농도분석

데이터처리부
컴퓨터 측정 데이터 기록․처리

원격제어시스템 시스템 원격제어

표 3.11.2. 장 용질이동 시스템 구성부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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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장 용질이동 시스템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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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성능 사양

가) 주입부

시료 주입부는 주입시험공에 치하며 추 자 지하수를 일정 유량으로 주입

하고 이때의 압력 유량 등을 일정하게 유지할 목 으로 설치한다.주입부는 추

자 지하수 장용기,추 자 주입펌 ,압력 측정센서,패커 가스 분배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었다.각 구성부의 사양과 성능은 다음과 같으며,상세사양을 표 3.11.

3에 나타내었다.

-추 자 지하수 장용기 :추 자 지하수 장용기는 내부식성 내마

모성을 갖는 라스틱 재질 는 스테인 스 스틸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추

자의 주입용량 회수시간을 고려하여 장용기는 최소 40L이상의 용기를

사용한다.

-추 자 주입펌 :추 자 주입펌 는 암반 균열면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의 압

력 즉,수두를 최소 50psi까지 견딜 수 있는 무맥동 정량 주입펌 를 사용한다

(그림 3.11.4).

-수 측정센서 :추 자 지하수 주입시 암반단열 유동 지하수의 수 변화

측정을 하여 추 자 주입 시험공에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한 수 측정 센

서를 설치한다.수 측정 센서의 사용 가능 온도범 는 -20∼80°C이며,측정 데

이터의 최소 장단 는 1 이상 되도록 하여 50,000개 이상의 자료를 축 할

수 있도록 하며 수 측정 자료는 용 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수 측정센서는 고압을 견딜 수 있으며,내부식성 내마모

성을 갖는 스테인 스 스틸 재질로 제작한 별도의 이싱에 장착하여 설치한다

(그림 3.11.5,3.11.6).

-가스 분배시스템 :추 자 주입 시험공에 설치하는 이 패커의 압력을 일정하

게 유지하기 하여 패커가스 분배시스템을 설치한다.모든 배 밸 류는

내마모성/내부식성을 갖는 스테인 스 스틸의 재질로 제작한다(그림 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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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패커 :주입공 회수공의 특정 심도 구간에서 추 자의 거동특성을 악

하기 하여 이 패커를 사용하며 패커는 부식이 되지 않는 스테인 스 스틸의

재질로 제작한다(그림 3.11.8).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상세사양

장용기 - Nalgene
-용량 :50L

-재질 :폴리 로필

주입펌 M930 린기기

-유속범 :0.001∼20.0mL/min

-유속정확도 :2%

-최 내압 :6000psi

-외부출력 :RS232C

수 측정센서 LevelTroll300 In-SituInc.

-사용온도 :-20∼80°C

- 장용량 :50,000개 데이터

- 장간격 :1 이상

-압력센서 :siliconstraingauge

-정확도 :±0.1% (15°C)

-사용 압력범 :30psi(10.5m)

- 용 로그램 :Win-Situ®5

Ver.5.6.2.10

패커 가스분배

시스템
- 노블가스

-사용가스 :질소

-사용압력범 :0∼40기압

-사용가능 패커 :3개

-배 /밸 :스테인 스 스틸

이 패커 - 이우시스템

-O-링 :3ea×2

-규격 :Φ45×Φ65×10T

-재질 :스테인 스 스틸

-내압 :20기압 이상

표 3.11.3.주입부 장비 상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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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추 자 주입펌 를 이용한 형 염료 주입.

그림 3.11.5.실시간 지하수 자동측정센서 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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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실시간 수 측정기를 이용한 수 측정 장면.

그림 3.11.7.패커 가스 분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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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이 패커 규격도.

나) 회수부

회수부는 주입시험공에서 주입한 추 자를 회수할 목 으로 설치하며,회수된

시료를 분취하며,지하수의 성상을 실시간으로 악할 수 있도록 한다.시료 지

하수 회수부는 회수 시험공에 치하며 지하수 압력 측정센서,지하수 가스제거 유

닛,지하수 모니터링 유닛,회수펌 ,시료분취기,시료분석기 등으로 구성한다.각

구성부의 상세사양을 표 3.11.4에 나타내었다.

-수압 측정센서 :회수부의 수압 측정센서는 주입부의 센서와 동일한 성능

사양의 센서를 사용한다.

-지하수 가스 제거 유닛 :암반 단열 유동 지하수에 존재할 수 있는 가스를 제

거하기 하여 가스 제거 유닛을 설치한다.가스 제거 유닛은 내부식성이 있으

며,가스 불순물의 존재여부를 단하기 하여 10mm 두께의 투명한 아크

릴 재질을 사용한다(그림 3.11.9).

-지하수 모니터링 유닛 :회수부에서 추출되는 암반단열 유동 지하수의 물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목 으로 pH,산화/환원 ,용존산소, 기 도도,온도,

유량 등을 측정하여 데이터 처리부에 송할 수 있도록 하 다.지하수 모니터

링 유닛 이싱 유닛의 상세사양을 각각 그림 3.11.10∼3.11.12와 표 3.11.5에

나타내었다.

-회수펌 :펌 자체의 가스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며,최고 토출 유량은 29

psi의 압력에서 시간당 32L을 토출할 수 있는 용량의 펌 를 사용한다(그림

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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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분취기 :회수펌 를 통하여 추출된 암반단열 유동 지하수 추 자를

일정 간격으로 분취하기 하여 시간별 는 용량별로 시료를 모을 수 있는 시

료분취기를 회수펌 에 연결되도록 설치한다(그림 3.11.13).

-시료 분석기 :형 물질을 추 자로 사용하는 경우,회수된 시료의 농도를 측정

하기 하여 분 도계 등의 시료분석기를 설치한다(그림 3.11.14).

-이 패커 :주입부의 이 패커와 동일한 사양의 것을 사용한다.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상세사양

압력측정센서 LevelTroll300 In-SituInc.

-사용온도 :-20∼80°C

- 장용량 :50,000개 데이터

- 장간격 :1 이상

-압력센서 :siliconstraingauge

-정확도 :±0.1%(15°C)

-사용 압력범 :30psi(10.5m)

가스제거유닛 - 이우시스템
-재질 :아크릴(10T)

-용량 :0.6L

지하수

모니터링셀
- 이우시스템

-재질 :아크릴(10T)

-용량 :1.2L

회수펌 Gamma/L
ProMinent

Inc.

-최 입자크기 :15μm

- 도 :최 200cPs

-최 유량 :32L/hr(29psi)

시료분취기 Foxy200 ISCOInc.

-모드 :시간,방울수,용량 등

-분취시간간격 :1 ∼100시간

-분취시료갯수 :288개(12∼13mm)

시료분석기 DR4000 HachInc.

- 장범 :190∼1,100nm

-해상도 :0.1nm

-램 :Tungsten/Deuterium 램

-시료투과깊이 :100mm

표 3.11.4.회수부의 장비 상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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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상세사양

지하수 측정기 Orion5star
Thermo

ScientificInc.

-pH,산화/환원 ,용존산소, 기

도도,온도 등 실시간 측정

-자동 는 수동 pH보정

-자동 는 수동 온도 보상

-자동 기압 보상

-200개 데이터 장 가능

유량 센서 MP5W AutonicsCo.
- 원 :110-240VAC,50/60Hz

-정확도 :±0.01%

pH 극 9107BNMD
Thermo

ScientificInc.

-pH/Reference/ATCprobes

-pH범 :0to14

-온도범 :0～90°C

-커넥터 타입 :BNC

도도 극 013005MD
Thermo

ScientificInc.

-측정범 :1µS/cm～200mS/cm

- 장 실험실 측정용

-재질 :에폭시/흑연

산화/환원

극
9678BN

Thermo

ScientificInc.

-사용온도 :0～80°C

-커넥터 타입 :BNC

-재질 :에폭시

용존산소 극 083010MD
Thermo

ScientificInc.

-측정 최소 유속 :10cm/sec

-산소소모 :0.006µg/h(20°C)

-온도범 :0～50°C

- 극수명 :180일

표 3.11.5.지하수 모니터링 유닛의 상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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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가스제거 유닛 사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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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0.지하수 모니터링 유닛 이싱 사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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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1.11.회수부의 가스제거 유닛(a),지하수 모니터링 유닛(b).

그림 3.11.12.실시간 지하수 특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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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1.13.회수부의 시료 회수펌 (a)와 시료분취기(b).

그림 3.11.14.형 물질 추 자 분석을 한 UV-Vis분 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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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데이터 처리부

회수부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지하수 물성 시료분석기를 통하여 취득한

추 자의 농도 등을 기록하기 하여 인텔사의 IntelCoreTM2 의 컴퓨터를 설치

하여 회수부에서 측정되는 자료를 실시간으로 장하고 경향을 리자에게 보여

수 있도록 용 로그램인 KAERI-IMS,Ver.1.0을 구동시키도록 구성하 으며,원

격제어 로그램인 RADMIN Ver.3.2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시스

템에 한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고안하 다. 한 실시간으로 주입공 회수공

의 수 를 측정하기 하여 수 측정센서를 인식하고 데이터를 송받을 수 있도

록 하는 수 측정센서 용 상용 로그램인 Win-Situ®5Ver.5.6.2.10을 설치하

여 상 시험공 단열면 유동 지하수 를 측정 기록할 수 있도록 하 다.

l KAERI-IMS,Ver.1.0

① 용분야 :데이터 수집 분석

② 특징 :지하수 모니터링 장치를 통하여 지하수의 물성치를 실시간으로 기록

장하여 리자에서 각 항목에 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표 하는 로

그램

③ 주요기능 :

-지하수의 온도,pH,산화/환원 ,용존산소, 기 도도,유량 등의 측정 자료

를 실시간으로 취득 축

-D/B분석을 통해 표나 그림으로 지하수 특성을 실시간 제공

-D/B에 장된 data를 Excel 는 text 일로 변환 장

④ 사용방법 :

-Delphi7.0설치

-IMS,ver.1.0설치 후 setup화면에서 H/W설정

⑤ 사용기종 권장 OS:Windows9x이상

⑥ 사용언어 :DELPHI7.0

⑦ 필요한 로그램 :DELPHI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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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RADMINVer.3.2

① 용분야 :데이터 송 원격 제어

② 특징 :TCP/IP 로토콜을 사용하여 최 8회선에서 동시 속 가능한 원격제

어 로그램

③ 주요기능 :

-원거리의 여러 컴퓨터에서 속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격 제어

원격 속 소 트웨어

-TCP/IP 로토콜을 사용한 원격제어

- 일 송

④ 사용방법 :

-RADMINVer.3.2설치

-서버가 되는 PC에 RADMINserver 로그램 설치

-원격제어 PC에 RADMINviewer 로그램 설치

⑤ 사용기종 권장 OS:Windows9x이상

l Win-Situ®5Ver.5.6.2.10

① 용분야 :데이터 송 수 센서설정

② 특징 :TCP/IP 로토콜을 사용하여 최 8회선에서 동시 속 가능한 원격제

어 로그램

③ 주요기능 :

-시작,정지,멈춤,재시작 등의 설정기능

-시작 멈춤 시간 설정 기능

-다단계 양수시험기능

-실시간 데이터 디스 이

④ 사용방법 :

-Win-Situ®5Ver.5.6.2.10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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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센서를 이블로 연결한 후 Win-Situ®5Ver.5.6.2.10구동

-Win-Situ®5Ver.5.6.2.10 로그램 상에서 장치 연결,설정, 부가기능 사용

⑤ 사용기종 권장 OS:Windows9x이상

나. 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설치 운

1) 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설치

가) 설치 설치장소

l 설치시 비물

-고순도 질소 :순도 99.999% 이상

-주입 회수라인 :Φ =6mm

-시료 분취용 튜 :Φ =12/13mm

- 장 용질이동 시스템 보 함 :4,100mm(L)×2,800mm(W)×2,450mm(H)

※ KURT내부의 작업환경은 습도가 높고 터 상부 미세균열의 유동 지하수에

의한 낙수 등이 발생하므로, 장 용질이동 시스템은 그림 3.11.15와 같이 별도의

보 함을 두어 그 내부에 설치한다.

l 설치장소 :지하연구시설(KURT)막장부

- 장 용질이동 시스템은 반드시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KURT 침수사고를 고려하여 모든 기 지는 KURT 바닥에서 최소 30cm

이상 되도록 설치한다(그림 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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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5. 장 용질이동 시스템 보 함 규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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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6. 장 용질이동 시스템.

나) 설치방법

① 이 패커에 사용할 질소가스는 Φ =6mm 배 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② 가스배 ,연결부 ,패커 등에서 가스 출 검사를 실시한다.

③ 가스 출이 없음을 확인한 후 패커에 가스압이 16bar가 되도록 주입한다.

④ 실험장치에 각종 기 배선을 연결한다.

⑤ 지하수 모니터링 유닛의 측정 극들에 한 보정을 실시한다.

⑥ 모든 장비의 설치가 완료된 후,주입펌 와 회수펌 를 가동하여 주입부와 회

수부의 각 부 별로 수가 있는지 확인한다.

※ 주의

가.가스 주입시 가스압이 20bar이상이 될 경우,패커에서 가스 출이 있을 수

있으니 가스압은 최 18bar이상이 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나.가스 출이 발견될 경우,별도로 제작한 가스 출 검사 수조를 이용하여

출부 를 확인하고 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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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그림 3.11.17참조)

가.실험실로 사용되고 있는 장 용질이동 시스템 보 함은 지하연구시설

(KURT)막장 끝부분 약 3m 방지 에 설치한다.

나.보 함 내부에는 용질이동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험장비와 공구함을

구비하여 실험 장비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다.각종 실험라인 설치,유지/보수를 하여 보 함 후면부 앙,좌측면부 양

끝단에 지름 4cm 크기로 천공한다.

라. 도 폭발 등의 가스 안 사고를 방지하기 하여 가스분배시스템은 보

함 외부에 설치한다.

마.터 내의 습기로부터 시험장비의 성능을 보호하기 하여 제습기를 시험장

비 보 함 내부에 설치하여 보 함 내부의 습도를 50% 이하가 되도록 유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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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업테이블

작업테이블

공 대

IMS (I)

IMS (II)

IN

WITHDRAWAL

WASTE

가스분배시스템

실험준비 테이블

제습기

공기
청정기

(b)

그림 3.11.17. 장 용질이동 장치 보 함 장치 설치도.

2) 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운

가) 사 검사항

l 장치 운 사 에 패커 가스 분배시스템의 압력게이지를 항상 확인한다.가스

출이 있을 경우 한 조치를 취하여 가스 출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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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장 용질이동 시스템은 실험의 특성상 주입부와 회수부의 밸 가 많이 있으므

로 유로를 필히 숙지하고 체 유로의 개폐유무 배 부 가스발생 여부를 확

인한 후 장치를 작동시킨다.

l 지하수 장용기 추 자 장용기의 수 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나) 장치의 운

① 용질이동 시스템의 주 원을 연결한다.

② KAERI-IMSVer.1.0을 구동시킨다.

③ KAERI-IMSVer.1.0메인화면을 더블 클릭한 후 비 번호 입력창이 나오면

비 번호를 입력한다(그림 3.11.18).

④ KAERI-IMS Ver.1.0화면의 좌측 메뉴창이 활성화 되면 Start를 클릭하여

pH,용존산소,산화/환원 , 기 도도,온도 등의 지하수에 한 실시간 측

정 자료를 송받는다(그림 3.11.19∼3.11.21).

⑤ 수 측정센서 용 로그램인 Win-Situ®5를 구동하여 수 변화를 측정

기록한다(그림 3.11.22).

⑥ 지하수 유량이 안정화되면 펄스 형식으로 추 자 주입을 실시한다.이때

회수 유량 회수 시간이 과도하게 장기화가 되지 않도록 주입하는 추 자의

농도,주입유량 주입시간을 비 실험을 통하여 산정한다.

⑦ 추 자 주입과 동시에 시료분취기를 가동시켜 일정 시간동안 일정 용량의 지하

수를 회수하도록 하여 차후 농도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이 때 분취되는 시

료는 최소 5mL이상 되도록 한다(그림 3.11.23).

※ 특이사항

가.주입 회수펌 는 추 자 주입 2일 에 가동시켜 주입 회수공의 지하

수 가 충분히 안정화 된 후에 추 자를 주입한다.

나.회수펌 는 추 자가 충분히 회수되도록 회수율을 산정하여 회수시간을 정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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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착성 는 비수착성 용질을 추 자로 사용할 경우,암반층과 반응이 으

며 취 분석이 용이한 형 염료 등을 추 자로 하여 주입 회수 유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비실험을 수행한다.

그림 3.11.18.KAERI-IMSVer.1.0주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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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9.KAERI-IMSVer.1.0실시간 지하수 측정화면.

그림 3.11.20.KAERI-IMSVer.1.0지하수 물성 차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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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1.KAERI-IMSVer.1.0설정 변경화면.

그림 3.11.22.Win-Situ®5를 이용한 수 센서 설정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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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1.23.Uranine을 추 자로 한 추 자 주입 시료분취기를

이용하여 회수된 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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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유지 보수

가) KAERI-IMS의 데이터 송 문제 발생시 조치사항

장 용질이동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측정 데이터를 축 하도록 고안되어져 있

기 때문에 측정장치와 데이터 수신부의 기 신호 수신 오류가 표 인 유지

보수상의 문제라 할 수 있다.장치 연결문제를 확인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장치

연결 확인 측정장치의 통신 시험이 필요하다.

l 장치연결 확인

실시간 지하수 물성 측정 데이터의 송은 com port를 통하여 이루어지며,com

port연결장치는 USB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Orion5star로부터 측정

데이터가 용 로그램인 KAERI-IMS을 통하여 PC로 송되지 않을 경우 장치

리자에서 port인식을 확인하는 차가 필요하다.

확인 방법은 PC의 도우 시작에서 제어 → 시스템 → 하드웨어 탭 → 장치

리자 → 포트 확인에서 수행한다.

l Orion5star통신 시험

실시간 지하수 물성 측정 데이터는 송이 되지만,KAERI-IMS에서 오류가 발

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차를 이용하여 조치를 취한다.그림 3.11.24에 통신테스트

로그램 실행화면을 나타내었다.

① 통신 test 로그램 실행

-D:\NEMO\Program \5_star_test\5_star.exe실행

② 사용가능한 Compport를 선택한다.

-( 시)Com port3:5starNo.1.

Com port4:5starNo.2.

Com port5:Flow sensor

③ 로그램 좌측 메뉴바의 Set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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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로그램 좌측 메뉴바의 Open을 클릭하여 데이터 송여부를 확인한다.

※ 주의

가.반드시 IMS 로그램을 stop한 후 5_star.exe를 실행한다.

나.5_star_test폴더 내의 MP5W는 flowsensor에 련한 로그램이다.

다.다른 com port의 데이터 송여부 확인시 close클릭 후 다시 com port를

지정한 후,메뉴바의 open을 클릭한다.

그림 3.11.24.실시간 지하수 측정을 한 데이터 송수신 시험 로그램.

나) 추 자 선정

장 용질이동 실험은 미량의 추 자를 주입하고 회수하여 암반 단열을 통한

용질의 이동 지연특성을 측정하는 실험으로 추 자 선정에 다음과 같은 기 을

정하여 사용한다[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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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면의 암반층 실험장비와의 반응성이 없어야 한다.

-화학 으로 안정하며 자연상태의 지하수 조성에 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독성이 없어야 하고 환경 으로 안 하여야 한다.

- 량으로 사용하여도 취 이 용이하여야 한다.

- 은 양으로도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일반 인 방법으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연상태의 지하수 조건에서 측정한계가 충분히 낮아야 한다.

4) 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사용시 주의사항

장용질이동 실험은 물이 많은 환경에서 수행되며,가스를 이용하여 실험환경

을 조성하기 때문에 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사용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하여 주

의하도록 한다.

가) 가스 용기의 도 폭발

장용질이동 시스템은 질소가스를 사용하므로 폭발의 험성은 없으나, 도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방지를 하여 거치 를 설치하도록 하

며,패커의 가스압을 매일 확인하여 가스의 출이 없는지 체크한다.

나) 실험장비 보 함 내부 장치 기과열로 인한 화재

KURT는 습도가 높고 낙수에 의한 물의 유입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장 용질이

동 실험 자체가 물을 다루는 실험이므로 에 의한 안 사고에 유의 하도록 한

다.이를 하여 1차 으로 기분 함에서 과 압을 차단하고,시험장비 보 함 내

부에 2차 으로 기를 차단할 수 있는 분 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기 안 사고를

방지하도록 한다.

과부하 방지를 하여 장시간 운 이 필요한 경우,불필요한 장비의 가동을 방

지하고자 타이머를 부착하도록 한다. 한 실험장비에 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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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제어 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사무실에서 수 장치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 배수펌 센서 오작동 정 으로 인한 침수 사고

장 용질이동 시스템은 KURT에서 높이가 가장 낮은 막장부분에 설치되었으

므로 KURT지하수 집수정의 배수펌 센서 오작동 정 시 배수펌 단에 의

한 침수사고를 방하도록 한다.이를 하여 용질이동장치 보 함은 바닥에서 10

cm 이상 높게 설치하 으며,각종 기 연결부 는 바닥에서 50cm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 최소 24시간동안 배수펌 가 작동하지 않아도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한다.

3.시험공 시추 단열특성 악

가.연구 개요

장 용질이동 실험 수행을 목 으로 지하수 유동이 있는 단열로 연결된 시험

공을 확보하기 하여 시험공을 시추하 다.시험공 시추는 지층의 성상과 각 지층

의 지반공학 특성과 기반암의 분포상태 풍화도 등을 악하고 시료를 채취

시추공 상촬 을 실시하여 지반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시험공 시추

조사항목 내용에 하여 표 3.11.6에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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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항 목 시험장비 조사내용

시추조사 유압형 회 수세식 시추기
시험용 시추공 확보

지층 황 악

수압시험 DoublePacker수압시험 장비 불연속면의 투수특성 악

시추공 상촬

(BIPS)

RG-Videologger2,

OpticalTeleviewer

(RG사, 국)

시추공내 불연속면의 방향성

특성 악

결과분석 검토   시추공내 단열면 상 성 분석

표 3.11.6.시험공 시추조사 항목 조사내용

나.시추조사

1) 조사방법

시험공 시추를 하여 회 수세식(Rotarywashtype)시추기를 사용하여 시추

구경 Φ =76mm의 규격으로 시추하 다.암반시료 채취는 D-3CoreBarrel

DiamondBit를 사용하 다.채취된 암석 코어는 육안 찰에 의하여 암석내 분포된

불연속면과 충 물 등을 악하고 리의 분포상태,TCR(TotalCoreRecovery),

RQD(RockCoreDesignation)등의 암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하여

시추 주상도에 기재하 다.채취된 시료는 시료상자에 공번,심도,지층명,색상 등

을 기재하여 보 하 다.시험공 시추 순차도를 그림 3.11.25에 나타내었다.그림

3.11.26과 3.11.27에는 시험공 시추장면과 암반시료 채취 장면을 각각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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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5.시험공 시추 순차도.

그림 3.11.26.회 수세식 시추기를 이용한 시험공 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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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7.D-3CoreBarrel을 이용한 시료채취.

2) 시추결과 요약

KURT 장 용질이동 실험을 하여 실험에 한 지하수 유동이 측된 지

역에 총 5개의 시험공을 총 2회에 걸쳐 시추하 으며 지하수 유동 가능성을 확인하

기 하여 시추과정에 수압시험을 병행하 다.1차 시추는 KURT 우측 연구모듈에

노출된 단열면을 기 으로 2공의 시추공을 시추구경 76mm로 하여 17∼20m의 깊

이로 시추하 으며,1차 시추와 병행한 수압시험에서 지하수 유동을 확인할 수 없

었다.2차 시추는 KURT막장 말단부에 3공의 시추공을 시추구경 76mm로 하여 8

∼11m의 깊이로 시추하 으며,이때 병행한 수압시험에서 지하수의 유동을 확인하

다.시추조사에 한 내용과 시추결과를 각각 표 3.11.7과 3.11.8에 요약하 다.



-587-

시험공 시추 치
시추깊이

(m)
경사각 시추방향

수압시험

(회)

BIPS

(구간,m)

YH1 우측모듈 20.00 하향 20° 15 9( 수없음)

YH2 우측모듈 17.60 하향 20° 342 9( 수없음)

YH3 막장 말단 8.18 수평 216 - 1.6∼8.0

YH3-1 막장 말단 11.10 하향 10° 216 - 1.5∼10.5

YH3-2 막장 말단 11.25 하향 10° 209 - 1.5∼11.0

표 3.11.7.시험공 시추 요약

시험공
시추깊이

(m)
TCR RQD 비고

YH1 20.00 100 65∼100 6.7,13.2,16.8,18.2m 부근 쇄 리 발달

YH2 17.60 100 55∼100 2.8,9.8,15.0m 부근 쇄 리 발달

YH3 8.18 100 49∼100 4.0,8.1m 부근 쇄 리 발달

YH3-1 11.10 100 54∼100 7.5,9.1m 부근 쇄 리 발달

YH3-2 11.25 100 79∼100 10.0m 부근 쇄 리 발달

표 3.11.8.조사결과 요약

기반암의 투수성 암질상태를 악하고 수리 도도와 Lugeon값을 산출하여

수리특성을 평가할 목 으로 수압시험을 수행하 다(그림 3.11.28).시험방법은 단일

패커를 이용하여 하향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으며,압력의 증감은 5∼

9단계,즉,1,3,5,7,9,7,5,3kgf/cm
2
로 실시하여 각 단계에서 주입압력별로 10

분간 가압시간을 유지하여 정확한 주입수량을 측정하 다.수리 도도 Lugeon

값 산출공식은 아래 식과 같다[3.11.11].Lugeon값은 공경 76mm의 시추공 압력

10kgf/cm
2
로 주수한 경우 주입길이 1m 당 주입량을 리터 단 로 나타낸 것이다.

수압시험 결과 1차 시추한 YH1과 YH2시험공에서 지하수 유동이 확인되지 않아

수리 도도를 측정할 수 없는 반면,2차 시추한 YH3시험공에서 지하수 유동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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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으며 이때 수리 도도 Lugeon값은 각각 4.38×10
-6
cm/sec 0.410으로

측정되었다.




∙ln


(3.11.1)

여기서,K:수리 도도(cm/sec)

Q:주입유량(l/min)

H:총 수두(cm)

r:시험공 반경(cm)

L:시험구간(cm)

∙

∙
(3.11.2)

여기서,Lu:Lugeon값

P:주입압력(kfg/cm2)

그림 3.11.28.수압시험 모식도(좌) 수압시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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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험공 단열분포 특성

1) 조사방법

기반암의 불연속면 특성 즉,방향성, 리상태 그리고 충 상태 등을 악하기

하여 지하수 유동이 확인된 YH3,YH3-1,그리고,YH3-2시추공에 하여 상

촬 을 실시하 다.BIPS(BoreholeImageProcessingSystem)을 이용한 시추공

상촬 은 국 RG사의 RG-Videologger2,OpticalTeleviewer를 이용하 다.시추공

상촬 은 시추공 벽을 장비에 장치된 반사경을 통하여 반사된 상을 CCD 카메

라로 기록하는 것이다.취득된 자료에는 3성분 자력계에서 측정한 지자기 정보와 3

성분 경사계에서 측정된 시험공의 경사각 정보가 포함된다. 상촬 자료 취득

임의의 경사를 띈 불연속면이 존재할 경우,불연속면은 Sine커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지자기 북극을 기 으로 정렬된 상단면으로부터 불연속면을 분석하고,분석

된 불연속면의 Sine커 에서 최소 에서의 방향이 불연속면의 경사방향이 되며,

분석된 불연속면의 Sine커 폭과 공경으로부터 불연속면의 경사각을 결정하게 된

다(그림 3.11.29).

그림 3.11.29.시추공 상촬 원리 모식도 (좌)와 상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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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열분포 특성 조사 결과

BIPS를 이용한 YH 시추공의 상촬 결과를 그림 3.11.30∼3.11.43에 나타내

었다.시험공 YH3은 4.96m 지 에서 폭이 2mm 정도 되는 균열이 있으나 장

실험에 600mL/min이상의 유량 확보가 필요한 반면,YH3시추공은 단열의 유동

지하수 유량이 20mL/min이하로 실험에 합하지 않았다. 한,8.00m 지 까지

상촬 한 결과 장실험에 합한 단열을 확인할 수 없었다(그림 3.11.31∼ 3.11.

33).한편,YH3-1시추공은 7.28,7.80,7.97,그리고,9.32m 지 에서 간극 2∼3

mm의 쇄 리가 찰되었으며 단열 유동지하수 유량이 600mL/min이상으로

장 실험에 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그림 3.11.34∼3.11.38).YH3-2 시추공은

YH3 는 YH3-1시추공 보다 단열 형성이 잘 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특히,

3.01,8.51,9.27,9.86,그리고,10.08m 지 에서 간극 2∼4mm의 쇄 리가 찰

되었으며,단열 유동 지하수 유량이 충분하여 장 실험에 합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시추공 상촬 을 통한 YH3,YH3-1,그리고 YH3-2시추공의 불연속면에 한

특성을 표 3.11.9∼3.11.11에 요약하 다.

시추공 상촬 결과를 바탕으로 YH3,YH3-1,그리고,YH3-2시추공의 단열

연 성 분석을 수행하 다.YH3시추공은 단열면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다른

두 시추공과의 연결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반면에 YH3-1시추공의 깊이

9.32m 단열면과 YH3-2시추공의 깊이 8.51m 단열면이 상호 연 성이 높은 것으

로 추정되었다(표 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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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m) 경사 방 각
리간극

(mm)

리간격

(mm)
리형태

1.89 86 203 - - B

3.12 79 29 - 1234 B

3.25 58 22 - 125 B

3.79 61 189 - 543 B

3.97 17 262 - 178 B

4.03 72 11 - 62 B

4.60 45 268 - - C

4.96 76 89 2 924 A

5.25 80 200 - 290 B

5.40 38 268 - 153 B

5.61 59 266 - - C

5.68 78 36 - 276 B

5.75 52 41 - - C

6.06 81 31 - 385 B

6.52 78 95 - - C

6.95 84 28 - 888 B

7.39 66 55 - 437 B

7.49 77 93 - - C

7.59 89 72 - 201 B

7.91 27 183 - 321 B

7.91 82 24 - 4 B

*A: 쇄 리,B:미세 리,C:엽리,맥

표 3.11.9.시추공 YH3에 한 불연속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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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m) 경사 방 각
리간극

(mm)

리간격

(mm)
리형태

1.53 57 319 - - C

1.82 68 190 - - C

2.62 80 4 - - B

2.64 14 359 - 24 B

3.24 90 190 - 603 B

3.27 80 5 - 22 B

3.41 73 221 - 149 B

3.71 27 207 - 295 B

3.79 48 31 - 80 B

3.99 24 229 - 196 B

4.47 76 358 - 489 B

4.96 45 66 - 482 B

5.43 71 28 - 477 B

5.51 32 17 - - C

6.26 78 98 - 823 B

6.94 70 196 - 688 B

7.27 51 256 - - C

7.28 77 60 3 333 A

7.37 87 16 - 89 B

7.65 88 230 - 282 B

7.80 81 185 2 154 A

7.97 86 39 2 169 A

8.18 87 207 - 210 B

8.46 85 16 - 283 B

8.52 63 113 - 54 B

9.12 84 101 - 606 B

9.32 82 187 3 195 A

9.35 83 188 - 27 B

9.38 42 264 - 36 B

9.53 28 249 - 150 B

9.70 68 190 - - C

9.86 66 183 - 325 B

10.71 59 358 - 850 B

10.80 59 356 - - C

표 3.11.10.시추공 YH3-1에 한 불연속면 자료



-593-

깊이(m) 경사 방 각
리간극

(mm)

리간격

(mm)
리형태

2.35 60 192 - - C

2.60 77 192 - - B

3.01 86 186 3 413 A

3.15 68 13 - 137 B

3.84 89 95 - - C

4.15 27 44 - - C

4.28 84 269 - - C

4.41 76 159 - - C

4.65 49 61 - - C

4.95 71 24 - - C

5.38 72 84 - 2230 B

6.13 67 203 - - C

7.07 87 271 - - C

7.49 62 270 - - C

7.73 62 270 - - C

8.04 66 210 - 2668 B

8.16 89 51 - 116 B

8.21 64 188 - 49 B

8.51 84 197 2 299 A

8.62 83 221 - 116 B

8.73 66 264 - - C

9.00 69 270 - - C

9.27 82 233 4 646 A

9.44 81 198 - 172 B

9.86 72 192 3 418 A

9.87 48 261 - 12 B

9.94 68 224 - 70 B

10.08 66 199 2 140 A

10.28 65 174 - - C

*A: 쇄 리,B:미세 리,C:엽리,맥

표 3.11.11.시추공 YH3-2에 한 불연속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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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3 YH3-1 YH3-2
비 고

심도(m) 방향성 심도(m) 방향성 심도(m) 방향성

4.96 76/89 7.28 77/60 3.01 86/186

․OPENJOINT

․방향성

(Dip/Direction)

- - 7.80 81/185 8.51 84/197

- - 7.97 86/39 9.27 82/233

- - 9.32 82/187 9.86 72/192

- - - - 10.08 66/199

*음 으로 처리된 단열이 방향성 심도 분석결과 서로 연결된 것으로 단

표 3.11.12.단열 연결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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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0.시추공 상촬 결과(YH3,깊이 1.60∼3.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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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Date 2007 .9 Depth RanQe: 1.599 - 6001 m 

"" 
f-추←1 \}' (T기 

1.70 

1.80 

'.<.11잉μ.l1。 

"" 
2.00 

2.10 

120 

2. 30 

140 

2.50 

2.60 

270 

2.80 

2.9'0 

'00 

3.10 

Well Name: YH-3 0뼈Dir: 0.0 

Welllocation: Unknown 0뼈 Deg: 0.0 

log Date 2007 .9 Depth RanQe: 1.599 - 6.001 m 

,., N뉴」←~ \}' rI\ 

1.70 

1.80 

앵.ill2J!ιll: .. , 
j 야 

2.10 

2. 20 

2. 30 

14(1 

2.50 

2.60 

2.70 

2.8~ 

2. 90 

". 
3.10 

Well Name: YH-3 0뼈DiL 0.0 

Welllocation: Unknown 0뼈 Deg: 0.0 

log Date 2007 .9 Depth RanQe: 1.599 - 6.001 m 

iω 
N뉴4←~ \}' rr、

1.70 

1.80 

앵.ill2J!ι'" 

"" 
j 여 

2.10 

1.20 

2. 30 

14(1 

2.50 

2.60 

270 

1.80 

1.90 

"'" 
3.10 



-596-

그림 3.11.31.시추공 상촬 결과(YH3,깊이 3.10∼4.60m).

Well Name YH-3 Deviahon Dir 00 

Welllocation Unknown Deviation Deg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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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2.시추공 상촬 결과(YH3,깊이 4.60∼6.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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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3.시추공 상촬 결과(YH3,깊이 6.00∼8.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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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4.시추공 상촬 결과(YH3-1,깊이 1.50∼3.00m).

Well Name YH-3-1 Deviatio.l Dir 00 

Welllocatiα1 Unknown Deviatio.l Deg 00 

log Date 2007 .9 Depth Range 1.499 - 4 .501 m 

N w N 
,,<> ! 

" 

I~\~ 

"'" 

2.50 

'00 

Well Name YH-3-1 Deviation Dir 00 

Welllocation Unknown Deviatio'l Deg 00 

log Date 2α)7 . 9 Depth Range 1.499 - 4.501 m 

N s w F ,,<> ‘ 
5 

~、

2.00 

2.50 

;00 

Well Name YH-3-1 Deviatioll Dir 00 

Welllocation Unknown Deviatio'l Deg 00 

log Date 2α)7 . 9 Depth Range 1.499 - 4.501 m 

s w F 
"0 ‘ 

‘ | 57.17"1318‘ w 

~、

"'" 

2.50 

;00 



-600-

그림 3.11.35.시추공 상촬 결과(YH3-1,깊이 3.00∼4.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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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6.시추공 상촬 결과(YH3-1,깊이 4.50∼6.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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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7.시추공 상촬 결과(YH3-1,깊이 6.50∼8.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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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8.시추공 상촬 결과(YH3-1,깊이 8.50∼10.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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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9.시추공 상촬 결과(YH3-2,깊이 1.50∼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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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0.시추공 상촬 결과(YH3-2,깊이 3.00∼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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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1.시추공 상촬 결과(YH3-2,깊이 5.00∼7.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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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2.시추공 상촬 결과(YH3-2,깊이 7.00∼9.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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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3.시추공 상촬 결과(YH3-2,깊이 9.00∼1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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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용질이동 실험

가. 상 시험공 단열 선정

1) 시험방법

시추공 상촬 분석결과 YH3-1시추공 단열면(9.32m)과 YH3-2시추공 단

열면(8.51m)이 상호 연 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YH3-2시추공의 8.51m

깊이의 단열에서 지하수 유동을 확인할 수 없었다.따라서,YH3,YH3-1,그리고,

YH3-2시추공에서 장 용질이동 실험에 합한 상호 연결된 단열을 찾기 하여

패커시험을 수행하 다.패커시험은 YH3-2시추공을 시험공으로 설정하고 YH3

YH3-1시추공을 측공으로 하여 시험을 수행하 다.YH3-2시추공에 한 조사

를 완료한 후,YH3-1시추공을 시험공으로 설정하고,YH3 YH3-2시추공을

측공으로 하여 패커시험을 수행하 다.패커시험 순서를 그림 3.11.44에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패커시험 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① 시험공(YH3-2)에 이 패커를 설치하고, 측공(YH3,YH3-1)에는 싱 패커를

설치한다.시험공 측공에는 자동압력측정기를 설치하여 압력변화를 측

한다.가능하면 Flow Cell을 이용하도록 하며, 측공 내부의 압력 변화를 외부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1.8m의 더블패커를 조립하여 시험공(YH3-2)에 끝까지 삽입한다.더블패커 삽

입 후 패커를 가압시키고,1.8m의 시험구간을 기와 격리하는 밸 를 설치한

다.밸 를 잠그고,Flow Cell내부의 자동수 측정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수 안정화 여부를 단 한다(그림 3.11.45).

③ 시험공의 수압이 안정화 되면,시험구간의 압력을 상쇄시키기 해 밸 를 개

방하여 시험공의 수 변화를 유발시킨다.이 때 측공 압력 변화에 한 실

시간 측이 요구된다. 측정의 압력 변화를 실시간 측한 후 측정의 압력

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안정 상태에 도달하면 한 구간의 시험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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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험공(YH3-2)의 모든 구간에 한 시험이 완료되면,시험공을 YH3-2로 하고

측공을 YH3 YH3-1로 하여 ①∼③의 과정을 시험구간별로 반복하여 패

커시험을 수행한다.

⑤ ①∼④의 패커시험을 완료한 후,시험공과 측공의 압력변화가 가장 큰 구간

을 선정하여 패커시험을 수행한다.

그림 3.11.44.패커시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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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5.패커시험 설치 방법.

2) 시험결과

YH3-2시추공을 시험공으로 하여 수 변화를 유발하 을 때,3.28∼5.10m,

5.10∼6.92m,6.93∼8.75m의 시험구간에서 측공인 YH3,YH3-1시추공에서는

수 변화가 거의 찰되지 않았다.이는 YH3-2시추공의 3.28∼8.75m 구간에 존

재하는 단열이 YH3 는 YH3-1시추공의 단열들과 연 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3.11.46∼3.11.48).반면에 YH3-2시추공의 8.75∼10.57m 구간

에 존재하는 단열에 존재하는 지하수 를 하강 시켰을 때,YH3과 YH3-1시추공에

서 수 변화가 찰되었다(그림 3.11.49).

YH3-1시추공을 시험공으로 하여 수 변화를 유발하 을 때,3.06∼4.91m,

4.91∼6.76m,그리고,6.75∼8.60m의 시험구간에서 측공인 YH3,YH3-2시추공

에서는 수 변화가 거의 찰되지 않았다.이는 YH3-2를 시험공으로 패커시험을

수행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YH3-1시추공의 3.06∼8.60m 구간

에 존재하는 단열이 YH3 는 YH3-2시추공의 단열들과 연 성이 거의 없는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그림 3.11.50∼3.11.52).한편 YH3-1시추공의 8.6∼10.45m 구

간에 존재하는 단열의 지하수 변화에 YH3과 YH3-1시추공에서 수 변화가

찰되었다(그림 3.11.53).

YH3-1과 YH3-2시추공의 수리시험 결과 YH3-1시추공의 8.60∼10.45m 구간

과 YH3-2시추공의 8.75∼10.57m 구간에 존재하는 단열의 연 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11.10의 YH3-1시추공의 불연속면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YH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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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공은 8.60∼10.45m 구간에서 지하수 유동이 있는 단열은 9.32m의 단열 뿐이

다.이를 바탕으로 YH3-2시추공의 상 단열면을 선정하기 하여 수압시험을 수

행하 다.수압시험은 YH3-1시추공의 9.06∼9.60m 구간에서 인 으로 지하수

를 주입하여 압력변화를 유발시킬 때 YH3-2시추공의 7.89∼10.63m 구간에서의

압력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수행하 다표 3.11.13).수압시험 결과 YH3-1시추

공의 9.32m의 단열과 YH3-2시추공의 9.51∼10.63m 구간의 단열 연결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즉,YH3-19.32m 단열과 YH3-2의 9.86m 10.08m

단열과의 연 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단된다.

그림 3.11.46.YH시추공 수리시험 결과(시험공 :YH3-2,시험구간 :3.28∼5.1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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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7.YH시추공 수리시험 결과(시험공 :YH3-2,시험구간 :5.10∼6.92

m).

그림 3.11.48.YH시추공 수리시험 결과(시험공 :YH3-2,시험구간:6.93∼8.7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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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9.YH시추공 수리시험 결과(시험공 :YH3-2,시험구간 :8.75∼10.57

m).

그림 3.11.50.YH시추공 수리시험 결과(시험공 :YH3-1,시험구간 :3.06∼4.9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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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1.YH시추공 수리시험 결과(시험공 :YH3-1,시험구간 :4.91∼6.76

m).

그림 3.11.52.YH시추공 수리시험 결과(시험공 :YH3-1,시험구간 :

6.75∼8.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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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3.YH시추공 수리시험 결과(시험공 :YH3-1,시험구간 :8.60∼10.45

m).

측정공(YH3-2)
깊이(m)

압력

(kg/cm
2
)

측정압력

(Psi)

유량

(L/min)

10.63∼10.05
0 3.35 1.15

5 12 2.15

10.05∼9.51
0 4.8 1.15

5 10.2 1.99

9.51∼8.97
0 4.9 N.D.

5 11.3 N.D.

8.97∼8.43
0 N.D. N.D.

5 N.D. N.D.

8.43∼7.89
0 N.D. N.D.

5 N.D. N.D.

*시험공 :YH3-1,시험구간 :9.06∼9.60m

표 3.11.13.YH3-2시험공 수압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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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커시험 결과와 수압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YH3-1의 9.32m 단열과 YH3-2의

9.86m 10.08m 단열과의 연결성 확인 수리특성을 측정하기 하여 YH3-1

시추공의 9.0∼9.8m 구간과 YH3-2시추공의 9.6∼10.2m 구간에 한 수리시험을

수행하 다(그림 3.11.54,3.11.55).수리시험 결과 YH3-1시험공의 깊이 9.32m의

단열과 YH3-2시험공의 깊이 9.86,10.08m의 단열이 상호 연결된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이 단열들을 장 용질이동 실험에 한 상 단열로 선정하 다.

그림 3.11.54.YH3-2시험공의 단열 연결성 시험 결과.(시험공 :YH3-2,

시험구간 :9.6∼10.2m, 측공 :YH3-1, 측구간 :9.0∼9.8m)

그림 3.11.55.YH3-1시험공의 단열 연결성 시험 결과.(시험공 :YH3-1,

시험구간 :9.0∼9.8m, 측공 :YH3-2, 측구간 :9.6∼10.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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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량계수 수리 도도 산출은 지하수 흐름이 방사상 층류라고 가정하여

Moye의 공식을 사용하 다[3.11.12].암반단열에서 지하수는 주로 방사상 유동을 나

타내며,시험결과 차원분석법으로 구한 해와 Moye공식의 해가 비교 잘 일치하

기 때문에[3.11.13]이를 용하 다.수리시험 결과 YH3-1시험공의 깊이 9.0∼

9.6m 구간의 투수계수는 1.46×10
-5
m
2
/sec,수리 도도는 1.17×10

-5
m/sec로 측정되

었으며,YH3-2시험공의 깊이 9.6∼10.2m 구간의 투수계수는 4.9×10-6m
2
/sec,수

리 도도는 2.7×10-6m/sec로 측정되었다표 3.11.14).



  ln
  (3.11.3)

여기서,K:수리 도도(m/sec)

T:투수량계수(m
2
/sec)

Q:유량(m
3
/sec)

H0:압력(m)

L:측정구간 길이(m)

Dw :시험공 직경(m)

시험공
시험구간

(m)

단열깊이

(m)

투수량계수

(m2/sec)

투수계수

(m/sec)

YH3-1 9.0-9.6 9.32 1.46×10-5 1.17×10-5

YH3-2 9.6-10.2 9.86,10.08 4.9×10-6 2.7×10-6

표 3.11.14.YH3-1,YH3-2시험공의 수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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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 용질이동 실험

1) 실험방법

단열 연결성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YH3-1 시추공 9.32 m 깊이의 단열과

YH3-2시추공의 9.86 10.08m 깊이의 단열을 용질이동 실험 구간으로 선정하여

간격이 약 50 cm 되도록 이 패커를 설치하 다.YH3-1을 주입공으로 하고

YH3-2를 회수공으로 하여 염료 음이온 등의 비수착성 용질과 수착성 용질을 추

자로 이용한 장 용질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주입 회수 상 단열은

YH3-1의 9.32m와 YH3-2의 9.86m 10.06m 의 단열을 각각 사용하 다.주입

공에서 20mL/min의 유량으로 시험기간 동안 지하수를 주입하 고,추 자 주입은

3 밸 를 이용하여 일정시간동안 주입하 다.약 1.5L/min의 유량으로 YH3-2

시추공에서 지하수를 회수하여 일정 시간 간격으로 시료를 확보하 다.자세한 시

험조건 방법에 하여 표 3.11.15에 나타내었다.

항 목 설 정 비고

주입공 YH3-1 9.32m

회수공 YH3-2 9.86m,10.08m

추 자

비수착성 FluoresceinSodium (Uranine),EosinB,KBr

수착성 Rb,Sm,Zr,Ni

주입유량
(mL/min) 20mL/min 주입시간:20∼40min

회수유량
(mL/min)

1,300∼1,500
mL/min

회수시간 :25시간∼60일

표 3.11.15. 장 용질이동 실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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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결과

가) 비수착성 용질 주입 회수

에오신 주입 회수시험은 20mL/min의 유량으로 약 36분간 주입하 다.에오

신을 기 농도 1,100ppm로 주입하고,1,500mL/min의 유량으로 회수하 을 때,

기농도에 한 유출농도비(C/C0)의 최고값은 추 자 주입 후 약 1.7시간 뒤에

4.6×10
-4
로 나타났으며,하루 동안 총 회수율은 약 10%로 확인되었다(그림 3.11.56).

우라닌의 주입 회수시험은 기 우라닌 농도를 2,000ppm으로 하여 20mL/min

의 유량으로 약 30분간 주입하고,1,300mL/min의 유량으로 회수할 때 유출농도비

총 회수율을 측정하 다. 기농도에 한 유출농도비(C/C0)의 최고값은 추 자

주입 후 약 1.8시간 뒤에 4.8×10
-4
로 나타났으며,하루 동안 총 회수율은 약 11%로

확인되었다(그림 3.11.57). 롬화합물 회수 시험은 기 롬 농도를 20,000ppm으

로 하여 20mL/min의 주입유량으로 30분간 주입하 다.1,420mL/min의 유량으로

회수하여을 때, 기농도에 한 유출농도비(C/C0)의 최고값은 추 자 주입 후 약

1.7시간 뒤에 7.9×10
-5
로 나타났으며 약 8일 동안 롬의 회수율은 45%로 확

인되었다(그림 3.11.58).에오신,우라닌,그리고, 롬화합물 등의 비수착성 용질을

추 자로 이용한 장 이동 실험에서 암반 단열면과 반응이 거의 없기 때문에 2시

간 이내에 유출이 확인되었다.

그림 3.11.56.EosinB를 추 자로 한 장 용질이동 실험 과곡선 회수율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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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7.FluoresceinSodium을 추 자로 한 장 용질이동 실험

과곡선 회수율 곡선.

그림 3.11.58.Br
-
를 추 자로 한 장 용질이동 실험 과곡선 회수율

곡선.

1. E애↑ 6.E 여 

〉
」m
5
。
。
φ[ 

@
즈
←
띄
그
 
「ζgjQ 

1. E애↑ 

8. E-D2 

6. E-D2 

4E-D2 

2. E-D2 

5.E 여 

4E 여 

。Q\ 

Q 3.E 여 

O.E 'Ûl Q.E+CO 
o 31 15 10 

끼 rre (hr) 

5 

〉
」
이*
g
p
q
 

P
2;m-je 

a

그
。
 

5.E매1 I. E애4 

4.E에1 8.E에￡ 

3. E에1 6. E에E 

。Q 

、Q 

2. E에1 

‘ 
• • :.,. • • 

‘ 
-.. 4. E녁:6 

1. E매1 t ?·J --2 E-{6 

O.E꺼n 

200 

I인! 
.-..... 

OE'Ûl 

O 19) 100 9) 

Tirre (hr) 



-622-

나) 수착성 용질 주입 회수

수착성 용질이동 실험을 하여 산화수가 (+1)∼(+4)인 핵종들을 추 자로 사용

하 다.+1가 핵종으로 루비듐,+2가 핵종으로 니 ,그리고,+3,+4가 핵종들로 사

마리움과 지르코늄을 각각 사용하 다.각각의 추 자를 2,000ppm의 기농도로

칵테일의 형태로 조제하여 20 mL/min의 유량으로 30분간 주입하 으며,1,500

mL/min의 유량으로 회수하 다.회수공에서 수착성 용질은 루비듐을 제외하고 검

출되지 않았다.루비듐의 경우,주입 후 약 2시간 후에 기농도에 한 유출농도비

(C/C0)의 최고값이 1.96×10
-6
으로 나타났다.루비듐의 경우 비수착성 용질의 최고농

도 유출시간이 1.7∼1.8시간인데 비해 유출속도가 약간 느린것으로 나타났으며,니

,사마리움,그리고,지르코늄 등의 다가핵종들은 유출부에서 매우 낮게 확인되었

는데,이는 부분의 수착성 핵종들이 용질이동 실험 구간의 단열충 물과 반응

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다) 실험실 실험과 장 실험결과 비교

수착실험을 통하여 얻은 루비듐과 니 의 수착분배계수와 장 용질이동 실험

을 정성 으로 비교하여 처분환경에서 수착성 핵종의 이동 지연에 한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 다.수착성 핵종들은 결정질암반 단열면의 지하수 유동을 따라 이

동하게 되는데 암반단열 충 물과 핵종들의 수착반응은 이들의 이동 지연에

큰 향을 다.제 1장,제 2 에 언 하 듯이 KURT 암반 단열충 물인

Na-몬트모릴로나이트와 녹니석에 한 니 의 수착분배계수가 루비듐 수착분배계

수보다 20배 이상 큰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이들 핵종들이 암반 단열면을 따라 이

동할 때 단열 충 물에 수착반응이 잘 되는 핵종의 이동이 지연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KURT 단열 충 물에 한 루비듐의 수착분배계수는 5.8±5.8mL/g으로

니 의 수착분배계수 192.20mL/g이상 보다 매우 낮으며,따라서 암반 단열에서

루비듐의 이동성이 니 보다 빠를 것으로 측할 수 있다.표 3.11.16의 실험실 실

험과 장실험 결과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장 용질이동 실험에서 루비듐을

주입한 후 약 2시간 후에 최고농도는 3.88ppm로 측정되었다.반면에 니 은 주입

후 약 3시간 후에 최고 농도에 도달하 으며,이때의 농도는 2.38ppm으로 측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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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루비듐은 단열충 물과의 반응성이 어 891시간의 장 용질이동 실험 후

총 회수율이 6.95×10-13%로 니 의 총회수율인 3.57×10-13%보다 약 2배정도 높게 나

타났다.

실험실 연구결과와 장실험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단열 충 물과 반응성이

높은 핵종들은 유출속도가 느리고 회수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

며,이는 암반단열을 구성하고 있는 물들과 핵종들의 반응,즉 수착반응이 핵종의

이동특성에 많은 향을 주는 것임을 시사하여 다.그러나, 장 실험 조건의 지

하수 수 는 지표수 의 향을 받으며 심도가 낮아 지하수가 산화상태이므로 실험

실 실험결과와 장 실험결과를 직 으로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보

다 정확한 비교를 하여 향후에 지하수의 수 변화가 고 환원상태의 지하수 이

동이 있는 심도가 깊은 곳에서 장 실험이 수행 되어져야 할 것이다.

핵종
최고농도

(μg/L)

최고농도달시간

(hr)

총 회수율

(%)

Kd평균

(mL/g)

루비듐 1.96E-06 2.0 6.95E-13 5.8±5.8

니 1.19E-06 2.9 3.57E-13 <192.20

표 3.11.16.루비듐과 니 의 수착분배계수와 장 용질이동 실험 비교

다.SIMIGF 로그램을 이용한 이동모델개발 평가

1) SIMIGF 로그램의 구성

SIMIGF은 지하매질에서 오염물질이 흘러가는 흐름장의 생성 정의,그리고,

이 흐름장에서 지하수 유동 오염물질 이동 등을 계산할 수 있도록

FORTRAN90으로 작성한 로그램이다.핵종 이동 평가 로그램인 SIMIGF는 체

순서를 제어하는 몸체(Mainbody)와 계산데이타를 제공하고 시스템을 정의하는

입력부,계산결과를 출력하고,SURFER,Origin,Techplot등의 다른 그래픽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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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과 연동시키는 출력부,그리고,실제 계산을 수행하는 계산부 등으로 구성된다(그

림 3.11.59).

그림 3.11.59.SIMIGF 로그램 구성 연계도.

계산부는 흐름장정의부(Field characterization), 지하수유동부(Groundwater

Flow Subroutine),그리고,용질이동계산부(Solutetransportsubroutine)등으로 구

성된다.흐름장 정의부는 가변단열폭 국부통로 모델을 용한 지리통계 추계모델

(Geostatisticalstochasticmodel)을 활용하여 흐름장을 생성하거나 수리 도자료

(hydraulicdata)를 활용해 흐름장을 정의한다.다음으로 지하수유동부에서는 앞에서

정의한 흐름장에서 시스템 경계를 결정하고 이 흐름장을 임의에 하부 MxN 격자로

나 다음, 체 시스템에서 물질수지식을 세워 체를 선형식으로 만들어 이를 메

트릭스 형태로 변형해 수렴시켜 해를 구하는 시스템이다.그 결과로 각 지 에서

흐름벡터,압력분포,유동경로(flow stream)등을 계산해낸다.다음으로 용질이동계산

부에서는 입자추 법(Particletrackingmethod)을 사용해 오염물질의 이동을 기술

하는데,용질의 물리화학 이동특성에 따라,이류(advection),분산(dispersion),매

질내 확산(matrixdiffusion),수착(sorption)등의 이동메커니즘을 입력부를 통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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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계산한다. ,오염물질 이동은 출구에서 유출곡선, 유출곡선이나 임의 시

간에 흐름장에서 오염물질의 분포상황 등을 계산할 수 있다.

데이터입력부는 크게 분석 상시스템을 정의하는 요소들과 이동분석에 요구되

는 각종 매개변수 값들을 설정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11.17).시스템

정의를 해,MAG는 흐름장의 단열분포를 수리 도값 측정을 통해 악할 것 인

지[option1:subroutineHYDRAUT],아니면,지리통계 방법을 이용해 생성

할 것인지[option2:subroutineGEN2D]를 결정한다.XLX,WY 는 분석 상으

로 삼을 흐름장 시스템의 크기로 X,Y좌표상 meter나 cm 단 로 표 하며,데이

터 입력부의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다.NX,NY는 X,Y좌표를 몇 등분으로 나

어 계산할 것인지 결정한다.시스템 분석을 해 체를 유한차분법(Finite

DifferenceMethod)과 같이 그리드로 나 어 계산을 수행한다.흐름장이 단일단열

평행 같이 단순한 시스템에서는 그리드 개수를 20개 이하로 나 어도 충분하지만

복잡한 불균일 흐름장에서는 묘사심도에 따라 갯수를 늘린다.Xin,Yin,Xout,Yout

은 용액주입부(In)와 용액유출부(out,withdrawal)의 X,Y축상의 좌표 값이고, Pin

Pout은 마찬가지로 입력부와 유출부에서 압력 값으로 N/m
2
나 dyne/cm

2
등 단

로 나타낸다.Qin,Qout은 입력부와 유출부에서 부피유속(volumetricflow rate)으로

서,ml/min이나 ml/hour로 나타낸다.MH는 시간단 로서 [1:minute,60:hour]

를 사용하며,MP는 압력단 로서 [1:dyne/cm
2
,2:N/m

2
=Pascal,5:Bar=

0.987atm =10
5
Pascal]을 사용한다.MAV,MS,MP,MQ는 계산결과 출력형태

를 결정하는 인자들로서,각각 각 지 에서 단열분포,flow vector,압력분포,유속

을 나타낸다.[1:matrix,2:column,9:NoPrint,11:print& stop]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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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7.입력자료부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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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단계 입력자료들은 모두 용질이동과 입자추 법에 련된 것들로서,

MT는 입자추 유형을 결정하는데 쓰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matrix로서 임의 시간에 흐름장내에 분포하고 있는 용질의 농도와 분포상황을

계산한다.

-Column,시간별 흐름장내 농도분포를 Graphic등 다음 단계와 연동시키기 해

시간별 column으로 계산해 장한다.

-10particles,particletacks,핵종들이 인입구에서 시작해 이동해나가는 궤 을

추 한다.보통 10개 입자를 상으로 이동궤 을 따라간다.

-BH plume,이동경로상 한 지 에서 핵종들이 시간에 따라 농도가 변하는 양상

을 추 해 계산한다.

-OutRTD(ResidenceTimeDistribution,체류시간분포)는 유출구에서 시간에 따

라 핵종들이 유출해 나오는 농도를 유출곡선이나 과곡선 형태로 계산한다.

-RTD column은 체류시간분포를 다음단계 계산과 연동시키기 해 칼럼형태로

데이터를 장한다.

MDL은 핵종 이동메커니즘에 한 것으로 확산과 분산양태를 선정한다.

-V,Advectiononly,핵종이 암반매질과 아무런 상호작용없이 지하수와 함께 이

류(advection)작용으로만 이동한다

-V+Ds(tr=tr*2*ran),이류와 분산작용으로 핵종이 이동하며,핵종의 분산정도는

단 이동거리에 비례하여,무작 통계기법(random numbergeneration)으로

결정한다.

-V+De,이류와 매질 내 확산으로 핵종이 이동과 지연작용을 갖는 경우이다.

-V+Ds+De,핵종이 이류,분산,매질 내 확산작용을 가지면서 흐름장 내를 이동

해 가는 시스템이다.

RF는 핵종의 이동지연인자 로서 지하수와 핵종간의 이동속도의 비이며,보통

회분식으로 평형분배계수(Kd,Equilibrium DistributionCoefficient)를 측정하여 다음

계식을 이용해 이동지연인자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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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NNP(NumberofParticles)는 입자추 법에 사용할 입자 개수,보통,핵종들의

흐름장내에서 이동궤 을 추 할 때에는 10개 정도 사용하고,핵종들의 이동상황을

략 으로 평가할 때에는 1,000개 정도 사용하며,정 한 계산을 할 때에는 10,000

개 정도를 사용한다.VOLS(Volumeofsamplevial)는 실험시 단 시료당 부피로

서 ml단 로 표 한다.VOLT(TotalVolumeofthetracer)는 시험에 사용한 핵종

의 체 부피로서 ml단 를 사용한다.De(EffectiveDiffusionCoefficient)는 핵종

의 유효확산계수로서,비수착성핵종이 암반공극내 물리 항으로 인해 Dv보다

지연되는 효과를 나타내며,수착성핵종의 경우에는 여기에 분배계수값을 계산해 겉

보기확산계수(Da,ApparentDiffusivity)를 계산해 도입한다.

표 3.11.18은 SIMIGF 로그램의 몸체 반부를 실었다. 반부에 구성은 체

로 자료입력부에서 분석시스템을 정의하는 입력 값들을 받은 후에 이를 토 로 시

스템을 구성하는 작업을 우선 으로 수행한다.즉,분석 상 흐름장의 크기와 좌표,

그리드 수를 입력하면,각 그리드별 좌표값들을 계산하고,오염물질주입부와 출력

부,주변 경계조건등을 결정한다.다음 단계는 흐름장단열분포,수리특성,핵종이동

등 실제 계산을 수행하는 주요구성부에서 어떤 계산을 수행할 것인지 결정하고,이

계산결과를 어떤 형태로 출력하고 다음단계로 넘길 자료형태를 결정한다.이를 토

로 각 단계마다 필요한 하부 로그램(subroutine)들을 불러내 필요한 계산을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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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8.핵종이동 평가 로그램 SIMIGF의 반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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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계 통계기법을 이용한 암반단열장 생성

지하수흐름과 핵종이동의 에서 보면,암반단열틈 사이로 지하수가 흐르므로

이 단열틈의 특성이 지하수흐름이나 핵종이동의 특성에 지배 으로 작용한다

[3.11.12,3.11.13].단열표면은 공간 으로 거칠고 단열틈의 기복이 심하므로,단열표

면에서 단열틈의 변화는 공간 상 길이와 단열틈 도분포 함수로 특성지울 수 있

다.이것은 단열면 내에서 상 길이보다 작은 거리에서 단열틈 값은 분포함수 내에

존재하지만,상 거리보다 더 먼 곳에서 단열틈 값들은 서로 상 계가 없다는 것

을 의미한다.가변 단열틈 분포의 수학 모형을 만들기 해 단열평면을 작은 평

면으로 나 고 각 평면에 다른 단열틈 값을 지리 통계 방법으로 생성해 입한다.

이 연구에서는 단열평면을 M xN으로 나 고 단열폭은 로그정규분포를 갖고,단열

틈은 공간공변함수(spatialcovariance)로서 지수함수를 설정하 다.로그정규분포로

단열틈 값을 설정하기 해 행렬분해법(matrixdecompositionmethod)을 사용하

다.이 과정을 수식을 사용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 로그정규분포함수를 정규분포함수형태로 바꾼다.

Y=logb (3.11.5)

Y값은 다음 식에서 구한다.

Y=L·ε +ν (3.11.6)

여기서 ν은 Y의 평균이다.ε 는 평균이 0이고 표 편차가 1인 벡터 N[0,1]의 값이

고,L은 다음의 공변행렬(covariantmatrix)로 정의된다.

A=LL
T

(3.11.7)

식(3.11.6)은 생성과정을 나타내며,평균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Y]=LE[ε]+ν =ν (3.11.8)

여기서 E[]는 기 치를 나타내는 기호이이며,공변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Y-ν)(Y-ν)
T
]=LE[εε

T
]L

T
=LL

T
=A (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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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함수로서 다음의 지수함수를 사용하 다.

A=σ
2
exp(-α r) (3.11.10)

여기서 σ2는 Y의 편차(variance)이고,r은 이웃한 두 지 간의 거리이며,σ2는 거

리 역수의 차원을 갖는 상호연 (autocorrelation)매개변수이다.

식(3.11.10)의 지수형태는 2/σ 범 거리 내에 있는 양을 나타내며 서로 상호 연

되어 있으므로 상호연 길이 λ는 2/σ 로 나타낼 수 있다.식(3.11.10)은 선택한 공

변함수가 등방성임을 나타낸다.윗 식들을 사용해 평면에서 단열틈의 분포를 생성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첫째로,식(3.11.10)을 사용해 임의 지 들에서 공변행렬

를 만든다.두 번째로,행렬분해법을 이용하여 행렬 L을 계산한다.세 번째로,벡터

ε을 분포벡터 N[0,1]으로부터 생성시킨다.벡터 ε의 집합은 컴퓨터 부 로그램을

사용해 난수를 발생시켜 구한다.그러므로,난수를 발생시키기 한 기 씨앗값을

달리하여 다른 벡터 ε의 집합을 얻는다.최종 으로 벡터 Y를 식(3.11.6)으로부터

계산한다.

KURT내 지하수가 흐를 수 있는 단열층을 악한 다음,이를 근거로 흐름장의

크기를 결정하고 시추결과를 토 로 단열틈 평균크기를 결정한 후,지 까지 설명

한 방법으로 흐름장을 생성하 다.그림 3.11.60에 로그정규분포를 갖는 단열틈

도함수의 평균값이 0.2mm,표 편차는 0.7,상 길이는 0.9인 경우 단열틈분포를

나타내었으며.표 3.11.19에는 SIMIGF로 계산한 결과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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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0.암반층내 균열층생성 균열크기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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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9.KURT흐름장 생성 균열크기분포 계산결과

상 길이는 단열평면에서 선분상의 분율로써 나타내었다.그림상의 숫자는 단열

틈 흐름장 설정경계 값을 cm단 로 나타낸 것이다.그림 3.11.57의 아래 그림은

단열틈크기분포를 등고선 형태로 나타내었고, 그림은 삼차원 입체표면 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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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이다.여기에서 y축은 이해의 편의를 해서 과장되게 확 한 것이다.그

림에서 보듯이 기하학 형태가 복잡하여 서로 단순하게 연결된 구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복잡흐름계 암반단열에서 수문학 특성

그림 3.11.60과 같은 단열 내에서 지하수흐름을 분석하기 하여 주입속도와 배

출속도가 일정하고, 한, 체 흐름장에서 압력분포가 일정하다고 가정하 다.정

상상태에서 층류흐름(laminaflow)을 가질 때,평행한 단열의 상하면을 따라 흐르는

유량은 다음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3.11.14,3.11.15].

Q =
1
12μ

b
3
W
L

ΔP (3.11.11)

여기서,ΔP는L과 W 에 걸쳐서 형성되는 압력의 차이이며,μ 는 도 g/cm․sec

이다.윗 식은 흐름장 단열평면을 임의 M xN격자로 잘라서 각 사각형평면에 용

시킨다.만약 (node)i에서 j로 흐르는 유속을 Qij,라하면, i에서 j까지 걸

리는 압력차는 다음과 같다.

    















 





 


 



  (3.11.12)

여기서,Pi는 i에서 압력이며 dynes/cm
2
,Δx와 Δy는 단 사각형에서 x와 y

축상의 길이이다.유속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ij= (Pi-Pj)/Rij(3.11.13)

여기서,Rij[cm
2
․sec/g]는 i와 j사이의 흐름 항을 의미한다.

Rij = 6μ
Δx
Δy (

1

b
3
i

+
1

b
3
j} (3.11.14)

따라서,각 에서 물질수지식은 다음 식으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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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Qij = ∑

j
(Pi - Pj)/Rij= Ei (3.11.15)

여기서,Ei는 i에서 주입량 는 추출량이며,j는 i에서 이웃한 네 면을

나타낸다.각 에서 압력은 미지수이며 윗 식을 사용해 반복 수치해법으로 구한

다.이웃한 두 지 에서 흐름은 식(3.11.13)으로 구한다.모든 에서 유속벡터를

구한 후 이 흐름장에서 핵종이동을 모사할 수 있다.그림 3.11.61은 단열면에서 압

력분포를 계산한 결과이다.그림에서 인입선에서 압력이 가장 높고 배출면 쪽으로

갈수록 압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합리 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인입구에

서는 지하수를 강제로 압력을 가해 어 넣는 계로 압력변화가 크고,강하게 빨

아 당기는 유출구에서는 넓은 범 에 걸쳐 미치는 힘이 큰 탓으로 압력변화가 심하

지 않았다.

그림 3.11.61.흐름장에서 압력분포,단 :Pascal(N/m2).

그림 3.11.62는 단열 내에서 지하수흐름을 식(3.11.13)을 이용해 벡터형태로 나타

낸 것이다.화살표 크기는 상 인 흐름의 세기를 나타내는데 인입구 쪽에서는 흐

름이 곧장 유출구 쪽으로 향하지 않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양을 나타내고,유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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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서는 사방에서 지하수가 모이는 것이 찰된다.그래서 흐름은 인입면에서 배

출면까지 직선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흐름 항이 상 으로 작은 경로를 택해 곡선

형태로 이동하는 것으로 악된다. 한 주된 이동경로가 크게 몇 갈래로 나눠짐을

알 수 있다. 의 압력 분포 흐름 포텐설 분포를 바탕으로 반 인 흐름장의 특

성을 묘사하면 그림 3.11.63과 같다.KURT 흐름장에서 구체 인 경계조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방면이 모두 열린 시스템으로 가정했을 때 실험시스템에서의 수문학

특성을 묘사한 것이다.

그림 3.11.62.흐름장에서 흐름포텐살 는 각 지 에서 흐름방향분포.

그림 3.11.63.흐름장에서 수문학 특성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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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자추 법을 사용한 핵종이동 모사

그림 3.11.60과 같이 단열폭이 일정치 않은 흐름장에서 핵종이동을 모사하는 데

에는 입자추 법이 효과 이다.단열내에서 방사성핵종의 이동은 임의의 입자들로

가정하 다[3.11.14].주어진 유체의 부피내에서 방사성핵종의 무게를 나타내는 이

입자는 주어진 유체의 부피 내에서 두가지 형태의 운동을 하며 이동한다.하나는

평균흐름방향을 따라가는 운동이고,다른 하나는 확률함수로 결정 지워지는 불규칙

운동이다.인입구에서 임의로 정한 개수의 입자를 투여하면 입자들은 각 방향의 흐

름통로로 유속에 비례하는 확률과 같이 분포할 것이다.여기서는 10,000개의 입자들

을 사용하 다.입자들은 출구에 도달할 때까지 에서 으로 단계 으로 이

동한다고 가정한다.

비수착성핵종의 경우 단 면에서 체류시간은 단 면의 부피와 흐름총량과의 비

를 평균값으로 하여 이동메커니즘에 따라 분포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 다.고려한

이동메커니즘은 다음 다섯 가지의 경우를 들 수 있다[3.11.16,3.11.17].

-지하수이동과 함께하는 이류만 있는 경우

-이류에 수문학 분산이 있는 경우

-이류에 매질로의 확산이 있는 경우

-이류에 분산 매질로의 확산이 있는 경우

-이류,분산,매질내 확산,매질에 수착이 있는 경우

여기서,수문학 분산이란 단 이동통로에서 생기는 분산을 의미한다.그러므

로 체 이동계에서 국부통로이동에 의해 나타나는 분산을 의미하지 않는다. ,각

각의 경우,계수값은 기 측정자료를 심으로 다양한 변 를 주어 이에 한

향도 살펴보았다.

유출된 입자의 체류시간은 이 입자가 지나온 단 단열면들에서 체류시간을 모

두 합하 다.시간에 따라 출구로 빠져나오는 입자들의 양을 계산하면 이것이 유출

곡선이 되고,임의의 정해진 시간에 단열 내에 분포하고 있는 입자들의 분포를

악하면 이것이 이동흐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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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4∼3.11.67은 입자들의 단열 내에서 이동궤 을 시간에 따른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각 지 에서 시간에 따른 입자 개수를 체 주입한 입자 개수로 나

어서 정규농도에 응되도록 하 으며,그림상의 숫자는 정규화한 농도이다.이동

궤 을 살펴보면 그림 3.11.62의 지하수흐름분포에서와 같이 핵종들이 입구와 출구

를 잇는 직선만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넓게 분포하면서 이동 항이 작은 쪽으로 뭉

쳐서 이동하는 것이 찰된다.그림 3.11.64는 이동실험 시작 20분 후 흐름장에서

핵종농도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핵종들 부분은 유입구쪽에 모여 있지만 일부는

이미 흐름장내 반 으로 넓게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그림 3.11.65는 이

동실험시작 40분후 흐름장에서 핵종농도 분포인데,핵종 부분은 인입구근방에서

유출구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유출구와는 반 방향으로도 일부 이동했는데,이

들은 직선경로근처를 이동하는 주된 흐름보다 상당히 느린 속도로 흐름장내를 완만

하게 우회하며 천천히 이동해 나 에 유출곡선에서 긴 꼬리(tail)부분을 이룰 것으

로 여겨진다.그림 3.11.66은 이동실험시작 80분 후 흐름장에서 핵종농도 분포를 보

여주는데,주된 핵종이동에 상당비율은 이미 유출구에 도달했지만 아직도 상당비율

은 아직 유입구근처에 머물고 있는 상이 찰된다.그림 3.11.67은 이동실험 시작

80분 후 흐름장에서 핵종농도 분포를 입체 으로 모사(Surfaceplot)한 것이다.주된

이동궤 은 인입구와 유출구 직선경로 근처를 지나가고 있지만,상당비율은 흐름장

내를 폭넓게 분포하면서 이동하며,군데 군데 섬처럼 분리된 핵종군체들은 유출곡

선에서 다 우리(multi-peak)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3.11.18∼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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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4.이동실험시작 20분 후 흐름장에서 핵종농도 분포.

그림 3.11.65.이동실험시작 40분 후 흐름장에서 핵종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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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6.이동실험시작 80분 후 흐름장에서 핵종농도 분포.

그림 3.11.67.이동실험시작 80분 후 흐름장에서 핵종농도 분포 입체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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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종이동 실험 결과와 비교

그림 3.11.68은 이동메커니즘에 따른 비수착성핵종의 유출곡선 형태를 KURT

흐름장에서 모사한 것이다.우선,우라닌이나 에오신처럼 비수착성 핵종이 암반 단

열면과 아무런 상호작용없이 이류작용만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유출곡선의 정 은

략 1시간 정도 후에 나오고 크기 C/Co=0.00175수 이 되었다.3시간 이후에는

비교 작지만 다른 정 들이 나타났는데,이는 핵종이동이 한 가지 경로만을

통해 이동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해 천천히 이동하는 비율도 존재할 때 나타나는

양상이다.이동메커니즘 향을 악하기 해 핵종이 암반매질내로 매질확산이 일

어나는 경우,De=3×10
-12m2/s,De=3×10

-12m2/s일 경우에 해서도 같이 유출

곡선을 계산에 그림에 나타내었다.결과 유출곡선 정 크기는 0.001이하로 었고

분산효과도 커졌으며,긴 꼬리를 형성하 다.그림 3.11.69는 이동 메커니즘에 따른

비수착성 핵종의 이동을 과곡선 형태를 나타낸 것인데,시간에 따른 핵종의 회수

율을 쉽게 악할 수 있다.이류만으로 이동할 때에는 5시간 후 회수률이 0.9수

이고,확산계수가 De=3×10
-12
m
2
/s일 때에는 0.82수 ,De=3×10

-12
m
2
/s일 때

에는 0.75수 으로 매질확산이 커질수록 시간에 따른 회수율이 감소하 는데,이는

핵종들이 매질 내로 확산해 들어갔다가 천천히 재확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을 나타낸다.이로 미루어,실험으로 구한 우라닌 에오신의 유출곡선을 살펴보

면,정 크기가 0.0017이하 수 이고,유출곡선 꼬리가 길며,30시간 이후에 작은

정 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KURT 흐름장에서 핵종들이 단일 경로를 이동하지 않

고,일부는 상당거리를 우회해서 30시간 이후 천천히 유출흐름 역(withdraw

region)에 진입한 것으로 악된다.회수율이 0.47이하인 은 일부 우회한 핵종들

이 유출흐름 역에 들어오지 못하고 외부 흐름장(backgroundflow) 역에 포섭된

가능성도 존재한다. ,회수율과 정 분산도가 큰 으로 보아 매질내 확산도 상당

부분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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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과 요약

KURT의 결정질 암반에서 용질의 이동 지연특성을 이해하기 하여 장

용질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 장 실험을 목 으로 지하수 유동이 있는 단열면을

확보하기 하여 시험공 시추 시험공 단열 특성을 평가하 으며, 장 용질이동

시험장치를 설계 설치하 다. 한 비수착성 수착성 추 자를 이용하여 장

용질이동 실험을 수행하 으며,실험결과 해석을 하여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 다.

l 심부 지하환경에서 모의 핵종의 이동 지연 상에 한 장 실증을 한 목

으로 장 용질이동 시스템을 제작하 다. 장 용질이동 시스템은 주입부,회

수부,그리고,데이터 처리부로 구성하 다.

l 장 용질이동 실험 수행을 목 으로 지하수 유동이 있는 단열로 연결된 시험공

을 확보하기 하여 시험공을 시추하 다.KURT 우측모듈 2공 막장부에 3

공 등 총 5공의 시험공을 시추하 으며,수압시험과 시추공 상촬 등을 통하

여 시추공의 단열특성을 악하 다.

l 장 용질이동 실험 상 단열을 선정하기 하여 상호 연 성이 높은 것으로 평

가된 YH3,YH3-1,그리고,YH3-2시험공에 하여 패커시험을 수행하 으 며,

YH3-1시추공의 9.32m 깊이에 분포하는 단열과 YH3-2시추공의 9.86m,

10.08m 깊이에 분포하는 단열을 실험 상 구간으로 선정하 다.수리시험 결

과 YH3-1시험공의 깊이 9.0∼9.6m 구간의 투수계수는 1.46×10-5m2/sec,수리

도도는 1.17×10
-5
m/sec로 측정되었으며,YH3-2시험공의 깊이 9.6∼10.2m

구간의 투수계수는 4.9×10
-6
m
2
/sec,수리 도도는 2.7×10

-6
m/sec로 측정되었다.

l 우라닌,에오신, 롬화합물 등의 비수착성 용질과 루비듐,니 ,사마리움,지르

코늄 등의 수착성 용질을 이용한 장 용질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단열 충

물과의 반응이 거의 없는 비수착성 용질의 경우,추 자 주입 후 1.7∼1.8시간

이내에 유출이 시작되었다.한편 수착성용질은 루비듐의 경우 2시간 후에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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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작되었으며,니 ,사마리움,지르코늄 등의 다가 수착성 핵종들은 유출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l 자체개발한 SIMIGF 로그램을 사용해 KURT에서 추 자 이동실험을 모사하

고 결과를 분석 해본 결과,흐름시스템이 주 환경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추

자들이 인입구와 유출구를 연결하는 직선경로만으로 이동하지 않고 상당히 넓은

범 에 걸쳐 분산되며 이동하는 것으로 악된다. 한,핵종이 주 환경으로 분

산해 나가는 비율도 크며,암반매질내로 확산해 들어갔다가 서서히 재확산해 나

오는 것으로 보인다.

l SIMIGF 로그램을 이용하여 KURT 실험과 같이 흐름장을 잘 정의할 수 없는

장실험(in-situtest)을 해석하기 하여 흐름장을 생성하고,압력분포,흐름벡

터분포,물질이동궤 등을 성공 으로 모사할 수 있엇다. 한,핵종 이동 메커

니즘 별로 이동양태를 모사하고 이를 실험결과와 비교함으로써,추 자들의 이

동형태를 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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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KURT에서 지하수 콜로이드 특성 규명

1.연구 개요

가.연구 목 필요성

처분장으로부터 유출된 방사성 핵종의 다양한 이동 메커니즘들 에서 가장 주

된 이동은 지하수를 따라 발생하며,이동 매질의 종류에 따라 이동 상이나 메커

니즘이 달라지게 된다.아울러 방사성 핵종의 물리화학 형태와 특성에 따라서도

크게 향을 받게 된다.지하수에 용해된 상태의 핵종의 이동은 모암반 격자와의

작용 는 이류/분산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입자형태 특히 콜로이드 상태의

이동은 매우 복잡하며 그 이동 과정에 한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방사성을 띠는 방사성 콜로이드는 매우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되지만 가장

표 인 것은 자연 지하수에 존재하는 콜로이드들에 방사성 핵종들이 수착되어 발

생되는 의사콜로이드이다. 한 고 폐기물의 표 인 핵종들인 악티나이드 계

열의 핵종들은 그 자체로서 콜로이드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자연콜로이드들에 수착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고 폐기물 처분장에서의 콜로이드 거동에 한 연구

는 필수 이라 하겠다.

특히,1980년 반 이후로 지하매질을 통한 핵종이동을 가속화 시키는 것으

로 알려진 콜로이드와 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3.12.1-3.12.6].

방사성 콜로이드의 발생,지하수 콜로이드로 특성 이들 콜로이드의 방사성 핵종

에 한 수착 특성,콜로이드의 이동 특성 방사성 핵종 이동에 미치는 향 등

매우 다양한 분야들에 한 연구들이 꾸 하게 진행되어져 왔으며,그 요성은



-646-

부분의 연구자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 처분장 안 성 평가에는 여 히

극 으로 반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고 폐기물 처분장 안 성 평가에서 콜로이드의 역할과 향을 평가하기

해서는 가장 먼 콜로이드의 종류,크기,농도,조성 등과 같은 콜로이드의 물리화

학 기 특성을 규명하여야 한다.특히 처분장으로부터 핵종이 유출되어 이동하는

지하수에 존재하는 콜로이드의 특성은 핵종과 결합하여 이동하는 의사콜로이드의

선원항으로 작용하므로 매우 요한 정보이다.따라서 해외에서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심부지하에 존재하는 자연콜로이드에 한 많은 연구들

이 수행되어져 왔으나[3.12.7-3.12.11],아직 국내에서는 소수의 연구결과들만 제시

되었을 뿐 아직 많은 연구들이 수행된 바가 없다[3.12.12-3.12.14].

콜로이드의 특성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특히 지하수에서의 콜로이드의 특

성은 주변 환경의 향을 받게 되므로 더욱 복잡하다.이러한 콜로이드의 특성을

분석하기 해서는 련 분야에 한 꾸 한 실험과 자료확보,분석 기술에 한

Know-How 등을 필요로 한다.일반 으로 콜로이드는 10-1000Å 정도의 지름을

가지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원자,이온, 는 분자들을 포함하는 아주 작은 입자들

로 정의할 수 있다[3.12.1,3.12.10](그림 3.12.1참조).콜로이드 상태에 있는 물질들

은 약 300m2/g정도의 큰 비표면 을 가지기 때문에 콜로이드의 가장 요한 특성

의 하나가 흡착과 같은 표면 반응과 련된 특성이라 할 수 있다.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련된 콜로이드의 주요한 기 특성으로는 조성,농도,크기 크기 분포

등을 들 수 있다.방사성 콜로이드는 그 발생 과정에 따라 용액에 용해된 핵종이

성장하여 형성되는 참콜로이드(truecolloid 는 homegenouscolloid),콜로이드성

입자들에 핵종이 결합되어 만들어 지는 의사콜로이드로 나 어 진다(그림 3.12.2참

조).그리고 처분시스템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인공방벽 자연방벽 등)에 의한 발

생경로에 따라 자연콜로이드(naturalcolloid)와 인공 콜로이드(enginnerredcolloid)

로 나 어 진다(그림 3.12.3참조).

본 연구에서는 KURT의 고심도 다 패커가 설치된 시추공(DB-1)을 이용하여

심도별로 지하수를 채취하고,지하수에 존재하는 콜로이드의 기 특성을 규명하고

자 하 다. 한 지하수 콜로이드 특성 분석은 매우 민감하고 정교한 분석을 필요

로 하는 만큼,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신뢰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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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만 아니라,이동성 이 유도 괴검출(LIBD,Laser-Induced Breakdown

Detection)장치와 같은 첨단의 분석방법을 자체 개발하여 연구에 활용하 다.본

연구의 결과들은 처분안 성 평가에서 콜로이드의 이동 향을 평가하거나 KURT

장에서 콜로이드 이동실험에 필요한 기 자료로 활용하 다.

1 2A 2B 3

 콜로이드 입자들

 가변 상경계
액상 고상

액티나이드
용액

+
, ,이온 분자

 방사능 핵종
(1nm )이하

그림 3.12.1.콜로이드에 한 지질 화학 정량화.

그림 3.12.2.방사성 콜로이드의 형성 과정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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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처분시스템에서 발생 경로에 따른 콜로이드의 분류.

나.연구 배경

일반 으로 모든 지하수에는 콜로이드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아울러 콜로

이드의 함량과 조성은 깊이에 따라 변하게 된다.흄물질과 같은 유기성 콜로이드들

은 지표수와 같은 낮은 깊이의 지하수에 주로 많이 존재한다.그러나 무기성 콜로

이드들의 경우는 모든 깊이의 지하수에서 발견되고 있다[3.12.11].지하수에 존재하

는 콜로이드의 함량을 측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지하수에 존재하는

콜로이드의 농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지하수 채취과정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보수 으로 평가하게 되

기 때문이다[3.12.11]:

-시추가 석 이나 토와 같은 콜로이드 입자들을 발생시킨다.

-양수(pumping)가 토입자들을 유동시킨다.

-CO2와 O2의 포획 는 탈가스(degassing)가 방해석 는 철수산화물로 구성된

입자들을 침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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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와 같은 다른 의 지하수들과의 혼합이 철아황산염(ironsulphite)과

같은 것의 침 을 유도할 수 있다.

스웨덴의 화강암반의 지하수에 존재하는 콜로이드의 농도를 측정하기 한 조

사가 실시되었다[3.12.15].분석된 원소들은 다음과 같은 상(phase)들과 결합되어 있

다고 가정하 다: Ca는 calcite(calcium carbonate), Fe는 goethite(iron

oxyhydroxide), S는 pyrite(iron sulphide), Si는 quartz(silica oxide), Mn은

pyrolusite(manganeseoxide),Al은 Al-K-Mg-Illite(claymineral).이러한 상들은

스웨덴의 화강암반 지하수에서 발견되는 많은 콜로이드들을 구성하는 것들이다.이

러한 연구의 결과를 표 3.12.1에 나타내었다.

표 3.12.1에서 나타난 것처럼 콜로이드를 형성하는 주요한원소들은 (큰 순서로)

calcite(artefact),sulphur,iron,silica등이다.따라서 saline non-saline지하수

에서의 무기콜로이드의 함량은 간 값으로 약 20-45μg/L(min.=2μg/L,max.

=3000μg/L)이다 이러한 값들은 다른 연구결과들과 거의 일치한다.콜로이드들은

ironhydroxide,clayminerals( ,illite,kaolinite,smectite),silica/quartz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흄물질들 한 무기입자들에 한 코 물로서 콜로이드로 나타날 수

있다.참고로 스 스와 캐나다에서 측정한 콜로이드의 농도를 표 3.12.2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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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NonSalineGroundwater

Min Max Median

GeneralConditions

Clinthegroundwater(mg/L)

Depth(m)

Elementanalysis(ppb)

Filterporesize(nm)

Al

Ca

Fe

Mn

Si

S

Sum

Calculatedcolloidphases(ppb)

CaasCalciteCaCO3
FeasFe(OH)3
SasPyriteFeS2
SiasSiO2
MnasMn(OH)2
AlasK-Mg-Illiteclay:

K0.6Mg0.25Al2.3Si3.5O10(OH)2
Sum(ppb)

Sum(ppb)omittingthe

Claciteload

73 2010 1455

70 801 274

50-400 50-400 50-400

0.06 13.00 1.35

27.50 251.58 78.12

0.03 60.00 6.02

0.03 1.50 0.68

0.60 49.76 5.03

0.48 243.47 29.30

29 619 121

68.7 628.2 195.1

0.0 114.8 11.5

1.8 911.0 109.6

1.3 106.5 10.8

0.0 2.4 1.1

0.9 185.0 19.2

73 1948 347

4 1320 152

Sum (ppb)omittingthe

CalciteandPyriteload
2 409 43

*최종 콜로이드 농도는 주요한 artefact로 확인된 calcite와 산화 artefact로서 S(즉,

pyrite)를 빼고 계산되었다.

표 3.12.1.스웨덴의 non-saline지하수에서 채취된 원소분석의 결과들과

계산된 콜로이드들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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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site
[Coll]

(μg/L)

size

(nm)
composition pH Depth(m)

Sweden

Non-saline

Saline

Switzerland
1)

Leuggern

Zurzach

Canada
2)

43±43

20±20

30±10

10±5

300±300

50-500

50-500

10-1000

10-1000

5-1000

clay,silica

Fe(OH)3
clay,silica

Fe(OH)3

clay,silica

clay,silica

clay,org.,calcite

8.0

7.9

7.8

8.0

8.?

275

500

1650

500

500

1)참고문헌 [3.12.10]

2)참고문헌 [3.12.7]

표 3.12.2.화강암반 지하수로부터 얻은 콜로이드 조성과 농도의 비교

방사성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는 지하 매질에 존재하는 콜로이드들은 균일

한 하나의 크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 콜로이드들의 발생 특성 련된 반응

과정들에 따라 일정한 범 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이러한 콜로이드들의 크기 분포

에 향을 주는 인자들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콜로이드의 발생원

-지화학 환경 인자(온도,pH,Eh)

-콜로이드가 존재하는 매질의 깊이

-콜로이드의 물리화학 특성(표면 하,크기,농도 등)

콜로이드의 이동에 한 크기 향을 모델링하기 해서는 콜로이드의 크기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하며, 부분의 경우 수력학 직경(hydrodynamicdiameter)으로

크기를 정의한다. 콜로이드의 크기는 약 1nm 에서 1μm 정도의 분포를 가지는

입자들이지만 장 시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지하수 콜로이드들은 크기와 구조

면에서 다 분산 이고 그들의 화학 조성에 따르는 물리 형태가 아주 다양하

다.따라서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은 화학 조성,크기 분포,입자 수에 따라 다

르다.콜로이드의 화학 조성은 다양한 미세 해석 기법에 의해 쉽게 분석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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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크기 분포는 단지 제한된 방법,한외여과(ultrafiltration),SEM/TEM 자 미

경,PCS(photoncorrelationspectroscopy)등에 의해 결정된다[3.12.3,3.12.10].

Degueldre는 스 스의 심층 화강암반으로부터 얻은 25개의 지하수 시료들로부

터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었다[3.12.9].

-화강암 시스템에서의 콜로이드들은(pseudo-colloids)주로 수층 물질들(clay,

silica)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Si,Al,Fe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콜로이드들의 농도는 10ppb∼ 20ppm 범 에 있었다(100nm보다 큰 크기를

가진 10
8
∼10

12
particles/L정도).

- 크기 분포는 다음의 식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log ±±log

여기서 Cc(particles/l)=입자 크기가 ϕc(nm)보다 큰 콜로이드들의 농도

다양한 콜로이드들의 크기 분포를 수학 으로 표 하기 해서는 크기 분포를

나타낼 수 있는 수학 인 함수를 필요로 하게 되며,이러한 분포 함수로는 정규분

포(normaldistribution),로그정규분포(log-normaldistribution),감마분포(gamma

distribution)등이 주로 많이 사용된다 [3.12.16,3.12.17].특히 자연 상을 모사 하는

것으로는 정규 분포와 로그 정규 분포가 주로 사용된다.실제의 자연 상은 이러

한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경우는 드물며, 부분의 경우 로그 정규 분포를 가진다.

특히,로그 정규 분포는 입자 크기 분포의 실험 표 에 자주 사용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자 크기 분포의 수학 표 을 해 로그 정규 분포 함수를 사용하

다.

크기 분포(sizedistribution)는 군집(population) 크기,질량 크기로서 표

된다.기하학 으로 유사한 입자들은 입자 무게가 입자 크기의 세제곱 승에 비례하

고,무게 분포는 군집 분포(populationdistribution)에 입자 크기의 세제곱 승을 곱

함으로서 구해질 수 있다.콜로이드 입자들에 한 로그 정규 분포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3.12.17].

log 




log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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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수는 φ에 해 칭 이지 않으며 보다 큰 입자 크기 쪽으로 꼬여 있다.

따라서 이러한 로그 정규 분포는 실질 인 입자들의 크기 분포를 모사 하는데 매우

효과 이다.

이러한 콜로이드 입자들의 다분산성은 지하수에 유동에 의한 콜로이드의 이동

상에 있어서도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이는 콜로이드의 이류,확산,분산,여과

등의 과정들이 콜로이드의 크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한 다공성 매질의 경우엔

콜로이드 입자들이 매질에 침착됨에 따라 매질의 기공도가 변하게 되며,이에 따라

매질에서의 수문학 도도가 변하게 된다.

2.KURT지하수 채취 농축

가.KURT지하수

본 연구에서는 기본 으로 KURT 지하수를 상으로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

을 규명하 다.KURT에는 여러 개의 시추공이 존재한다.그림 3.12.4에는 KURT에

존재하는 주요 시설들과 시추공들의 치가 명시되어 있다.아울러 그림 3.12.5에는

KURT주변 지역에 존재하는 시추공들의 치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KURT 내부에 지하 심부 약 500m 심부까지 시추되어 다 패

커(multi-packer)가 설치된 DB-1시추공의 지하수를 상으로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을 규명하 다.DB-1시추공의 다 패커는 심도에 따라 총 8개의 구간에서 지

하수를 채취할 수 있다.이러한 구간은 지하수 유동이 존재하는 단열들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표 3.12.3에 DB-1시추공에 설치된 다 패커에 정보를 정리하여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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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KURT시설의 개요.

그림 3.12.5.KAERI에서 시추한 KURT주변 시추공들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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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3.KURTDB-1시추공의 다 패커시스템 정보

KURT DB-1시추공을 포함한 KURT 주변 시추공들의 지하수 특성을 그림

3.12.6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YS-1,YS-2,DB-1지하수 모두 유사한 지화학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KURT 지하수는 기본 으로 약 300m 심

도까지는 Ca-HCO3 형의 지하수로 존재하다가,300 m 이상의 고심도에서는

Na-HCO3형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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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KURT주변 시추공(YS-1,YS-4,DB-1)지하수의

지화학변수 주요 성분들의 변화

본 연구에서 사용한 DB-1지하수에 한 자세한 지화학 변수들의 값과 주요

원소들의 농도,미량원소들의 농도를 표 3.12.4∼3.12.6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깊이

의 변화에 상 없이 pH 값은 약 8.3∼8.5정도를 유지하 고, 기 도도 값은 130

∼170μS/cm 정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I1과 I3를 제외한 모든 치에서 용

존산소량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산화환원 를 나타내는 Eh값은 심도가 깊어짐

에 따라 빠르게 떨어지고는 있었지만,환원 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이는 다 패커 설치 후에 아직 지하수가 안정화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하수들은 2011년 10월 순에서 10월 말경에

채취한 지하수들로 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자하수의 Eh보다는 훨씬 더 안정화 되어

Eh값이 더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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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Sampling

Date

Depth

(up)

Depth

(down)

Temp.

(℃)
pH

Eh

(mV)

EC

(μS/cm)

DO

(mg/L)

TDS

(mg/L)

I1(TB7) 2011-10-06 21 17.5 8.3 392 170 3.9 149

I2 2011-10-06 41.7 59.7 17.2 8.4 495 157 0.03 167

I3 2011-10-06 91.7 114.7 16.8 8.8 511 130 0.68 126

I4 2011-10-06 115.7 198.7 16.5 8.5 111 143 0.03 151

I5 2011-10-06 199.7 228.7 16.7 8.3 108 174 0.02 124

I6 2011-10-06 229.7 245.7 16.7 8.3 69 172 0.02 176

I7 2011-10-06 246.7 299.7 16.7 8.5 11 170 0.02 163

I8 2011-10-06 300.7 500 16.9 - - - - -

표 3.12.4.KURTDB-1시추공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

Sample

No.

Concentration(mg/L)

Na K Ca Mg SiO2 Cl
-

SO4
2-
NO3

-
F
-
HCO3

-

I1(TB7) 8.4 0.6 19.3 2.5 21.3 3.3 7.4 8.7 1.5 76.3

I2 11.5 0.6 19.7 2.5 19.5 2.2 7.5 0.1 3.0 100.7

I3 14.1 0.3 14.5 0.3 18.6 2.5 7.1 0.9 3.8 64.1

I4 16.9 0.5 14.5 1.5 19.5 2.1 6.2 0.0 4.1 85.4

I5 17.1 5.0 6.2 0.8 17.9 2.1 6.7 0.0 4.2 64.1

I6 20.9 0.5 15.0 2.2 20.9 2.1 6.1 0.0 4.2 103.7

I7 26.3 0.3 11.7 0.9 18.9 2.0 6.6 0.1 5.2 91.5

I8 34.2 0.4 8.5 0.5 18.4 1.9 4.4 0.1 6.9 103.7

표 3.12.5.KURTDB-1시추공 지하수의 주원소들의 농도



-658-

Sample

No

Concentrations(μg/L)

Al Fe Mn Li V Cr Co Ni Cu Zn As Rb Mo Cs Ba

I1(TB7) 5.9 71 1.0 9.0 1.0 0.4 <0.2 1.5 2.2 170.1<0.5 2.0 31.6 0.3 337.3

I2 12.3 55.2 4.7 10.3 <0.2 0.2 <0.2 0.3 0.8 0.7 <0.5 1.9 60.5 0.3 184.0

I3 19.2 48.2 0.6 26.1 1.3 0.3 <0.2 0.2 0.4 2.0 2.5 1.6 89.8 0.4 334.4

I4 7.3 38.1 28.1 26.2 <0.2 0.1 <0.2 0.2 0.3 0.1 1.2 1.4 77.2 0.2 182.0

I5 38.3 34.5 3.4 32.1 <0.2 0.2 <0.2 0.1 0.4 0.4 1.2 12.3 88.5 0.4 331.8

I6 23.3 34.6 5.7 26.6 <0.2 0.2 0.6 0.3 0.5 0.4 1.1 2.0 72.3 0.4 196.6

I7 35.1 30.2 3.5 32.6 <0.2 0.2 <0.2 0.2 0.5 0.8 2.2 1.8 66.2 0.6 246.8

I8 29.6 30.8 13.2 44.9 <0.2 0.2 <0.2 0.5 0.5 2.7 <0.5 1.8 60.3 7.5 222.9

표 3.12.6.KURTDB-1시추공 지하수의 미량원소들의 농도

나.KURT지하수 채취

KURT의 DB-1시추공에서 심도별로 지하수를 채취하 다.지하수 채취에 한

정보를 표 3.12.7에 정리하 다.

시료채취 치

콜로이드

농축을 통한

기 특성 분석

농축하지 않은

지하수의

LIBD측정

I2 O

I3 O

I4 O O

I5 O O

I6 O O

I7 O O

I8 O

표 3.12.7.KURTDB-1에서 채취한 지하수 이용에 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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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채취는 장에서 공기와 하지 않도록 특별히 채취한 용기를 사용하

다.그림 3.12.7에는 지하수 채취에 사용한 용기를 나타내었다.용기에는 99.999%

의 질소를 충 하여 공기와의 을 방지하고 지하수 용존 이온들의 화학 변화

를 최소화하 다. LIBD분석을 해 사용한 지하수 용기는 부피가 약 200mL정

도로 약 150mL정도의 지하수를 채취할 수 있으며,콜로이드 농축 기 특성

분석용으로 사용한 용기는 부피가 약 40L정도로 질소를 계속하여 주입하고 내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장시간 지하수를 보 할 수 있도록 설

계되었다.그림 3.12.8에는 KURT에서 다 패커가 설치된 DB-1시추공에서 지하수

채취 용기를 이용하여 지하수를 채취하는 과정을 나타내었다.지하수 채취 유량은

약 400mL/min정도로 유지하 다.유량이 무 크게 되면 지하수 채취 시에 콜로

이드 이외에 다른 입자성 물질들이 함께 유출된다.

(b)

(a)

그림 3.12.7.지하수 채취에 사용한 용기들:(a)LIBD분석용으로 지하수

채취에 사용한 용기,(b)콜로이드 농축 기 특성 분석용으로 사용한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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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KURT에서 다 패커가 설치된

DB-1시추공에서 지하수를 채취하는 과정.

다.KURT지하수 콜로이드 농축

일반 으로 지하수에 존재하는 자연 콜로이드의 농도는 수십에서 수백 ppb정

도의 농도를 가지므로 보편 으로 사용되는 PCS(PhotonCorrelationSpectroscopy),

SEM/TEM (ScanningElectronMicroscopy/TransmissionElectronMicroscopy)등

의 방법으로 콜로이드의 특성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따라서 보다 정확한 콜로이

드의 기 특성 분석을 해서는 지하수에 존재하는 콜로이드를 농축하여 농도를 높

여야 한다.

지하수 콜로이드의 농축에 가장 리 사용되는 방법은 선흐름 한외여과

(TFUF;TangentialFlow UltraFiltration)방법이다[3.12.7,3.12.12].그림 3.12.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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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흐름 한와여과 장치를 나타내었다.장치는 펌 (Masterflex,Cole-Parmer)와 한

외여과 필터(Regeneratedcelluloseultrafilter,Millipore) 필터 장착장치(Pellicon

Mini, Millipor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외필터의 기공크기는 10,000

NMWL(NominalMolecularWeightLimited)로 약 2nm 정도의 크기이다.따라서

부분의 콜로이드들은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순수한 지하수만 필터를 통과하게

되며,이러한 지하수가 계속 반복하여 순환하면서 콜로이드들이 농축되게 된다.그

리고 농축을 수행하기 에 모든 지하수는 450nm 필터(Millipak40,Millipore)로

입자성 물질들을 처리하 다.

그림 3.12.9. 선흐름 한외여과 장치(펌 한외필터).

선흐름 한외여과는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을 유지하기 하여 공기와의

을 최소화하기 해 질소로 충 된 로버박스 내에서 수행되었다(그림 3.12.10

참조).콜로이드 농축 효율을 최 화하기 해서는 입력 유량(W),여과된 지하수의

유량(F),여과 후 회수되는 지하수(R)유압을 조 하게 되는데, 비 실험 등을 통

해 본 실험에서는 입력 유량은 약 400mL/min,회수되는 지하수의 유압은 약 12

psi로 설정하 고,여과된 지하수의 유량은 별도로 제어하지 않았다.

여과는 20L의 지하수를 200mL로 농축하여 농축비(ConcentrationFactor,CF)

를 100이 되도록 하 고,필요에 따라 CF를 200정도까지 농축하기도 하 다.이

게 농축된 콜로이드를 이용하여 ICP-MS,TEM,PCS,LIBD 등의 장비로 지하수

콜로이드의 조성,크기,농도와 같은 기 특성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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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0. 로버박스에서 선흐름 한외여과를 시행하는 모습.

3.KURT지하수 콜로이드 기 특성 분석

시추공에서 지하수를 채취하고,지하수 콜로이드를 농축하여 그 기 특성을 분

석하 다.기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그림 3.12.1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3.12.11.지하수 콜로이드의 기 특성 분석 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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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 분석에 사용된 각각의 방법을 그림 3.12.12에 도

식 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3.12.12.지하수 콜로이드의 기 특성 분석에 사용된 방법들.

가.ICP-MS분석

지하수의 조성을 분석하기 하여 먼 콜로이드 농축 에 채취한 지하수와

농축한 후의 지하수 조성을 ICP-MS로 원소 분석하 다.콜로이드 농축도(CF)를

반 한 ICP-MS를 이용하여 지하수 콜로이드의 조성 분석 결과( 재 I6지하수에

해서만 수행하 음),지하수 콜로이드의 농도는 약 20ppb정도이며 주요 구성원

소는 Ca,K,Mg,Na,Si등 이었다(표 3.12.8참조).

Element
ColloidsConcentration

ppb(μg/L) %

Ca 13.5 66.0

K 0.1 0.6

Mg 3.4 16.4

Na 1.8 8.6

Si 1.7 8.4

Total 20.5 100.0

표 3.12.8.ICP-MS로 분석한 KURT지하수 콜로이드의 농도 주요 구성

원소들(I6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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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TEM/EDS분석

선흐름 한외여과 장치로 농축한 지하수를 이용하여 I4,I5,I6,I7구간에 한

지하수의 크기와 농도를 TEM/EDS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된 사용된

FE-TEM/EDS를 그림 3.12.13에 그리고 주요한 사량과 성능을 그림 3.12.14에 나타

내었다.

TEM (TransmissionElectronMicroscopy) EDS(Energy-dispersiveX-ray

Spectroscopy)를 활용하여 지하수 콜로이드의 크기분포 조성의 간 인 확인이

가능하 다.그림 3.12.15에 보 듯이,콜로이드들이 주로 약 100n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나 약 5nm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의 콜로이드들도 존재함을 확인하

다.콜로이드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갖으며 결정성 비결정성 콜로이드가

공존함을 확인하 다(그림 3.12.16참조).더불어 결정성 콜로이드의 경우 도메인 크

기가 약 5∼10nm 이고 이들이 구성물(composite)을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2.17참조).EDS 측정결과 주요 구성 원소는 Al,Si,P,S,Ca,Fe등 이었고

ICP-MS분석 결과와 유사하 다 (그림 3.12.18참조).

그림 3.12.13.지하콜로이드의 크기 확인 조성 분석에

사용된 FE-TEM/EDS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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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4.FE-TEM/EDS의 주요 성능 사양.

(a) (b)

그림 3.12.15.TEM으로 촬 한 KURT지하수 콜로이드:(a)5nm 크기의 아주 작은

콜로이드들 (b)약 100nm 크기의 콜로이드들(빨간색 원은 EDS분석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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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6.TEM으로 촬 한 KURT심도별 지하수 콜로이드의

형태(5:183∼194m,6:201.5∼226m,7:234∼244m 구간).

.p 

’ 

k간띄-

g 

!.J!잉-

"" 

KURT 지하수 6 

、

‘ 

KURT 지하수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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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7.(A)결정성 콜로이드의 분포양상과 (B)형성된 구성물의

형태를 보여주는 TEM 사진.

그림 3.12.18.KURT지하수 콜로이드에(그림 3.12.15(b)참조) 한 EDS분석결과:

Al(9.8Atomic%),Si(37.5%),P(30%),S(5.9%),Ca(13.6%),Fe(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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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CS분석

선흐름 한외여과 장치로 농축한 지하수 콜로이드의 농도는 2-4ppm 정도

이며(이동형 LIBD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이 농도는 자상 분 학(PCS,

PhotonCorrelationSpectroscopy)기술을 용하기에 합하다.그림 3.12.19에 각

지하수 시료를 PCS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보 다.그림에 보여진 것처럼,지하수

콜로이드의 크기는 50nm에서 400nm에 걸쳐 분포되어있고,50-100nm의 크기

를 갖는 콜로이드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CS결과로 나타난 지하

수 콜로이드의 평균 크기는 지하수 (I4),(I5),(I6),(I7)의 경우 각각 259.8±2.219,

255.0±2.136,248.9±0.7371,241.9±4.491nm이었다.PCS결과에 따른 지하수 콜로이

드의 평균 크기는 KURT 시추공 심도 구간에 큰 향없이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

다.

아울러 지하수 콜로이드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해 기역학 차(zeta

potential)를 측정하 다(표 3.12.7참조).농축된 지하수 콜로이드에 한 기역학

차 측정 결과는 －25.6±1.55(지하수 (4)),－27.2±0.794(지하수 (5)),－

30.6±0.569(지하수 (6)),－25.6±1.55(지하수 (7))이었다.이를 통해 상 으로

깊은 심도 구간의 지하수 콜로이드((6),(7))가 낮은 심도 구간의 지하수 콜로이드

((4),(5))보다 안정성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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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9.농축된 KURTDB-01시추공의 심도 116-199m (4C),200-229m

(5C),230-246m (6C),247-300m (7C)구간의 지하수 콜로이드에 한

자상 분 학(PCS,PhotonCorrelationSpectroscopy)분석 결과.

Sample Size(nm)
ZetaPotentials

(mV)

Mobility

(μmcm/Vs)

Conductivity

(mS/cm)

4C 259.8±2.219 －25.6±1.55 －2.005±0.1211 0.169±0.00289

5C 255.0±2.136 －27.2±0.794 －2.132±0.06483 0.176±0.00153

6C 248.9±0.7371 －30.6±0.569 －2.397±0.04341 0.202±0.00173

7C 241.9±4.491 －30.0±1.05 －2.352±0.08053 0.186±0.00115

표 3.12.9.농축된 지하수 (I4),(I5),(I6),(I7)콜로이드에 한 기역학

차 (zetapotential)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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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LIBD를 이용한 KURT지하수 콜로이드 특성 분석

가.LIBD(laser-InducedBreakdownDetection)개요

자연 콜로이드들의 불균질 특성,낮은 농도,아주 다양한 크기 분포,쉽게 깨어

지는 화합물의 형성 등은 그들의 크기 분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3.12.18,3.12.19].과거에 부분의 연구들은 각기 다른 명목 기공 크

기들을 가진 필터들에 의해 잡힌 입자 분율들의 력 결정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3.12.20,3.12.21].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요한 시료 취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어

서 불순물에 의한 향을 받기 쉬웠다. Coulter counter[3.12.22, 3.12.23],

TEM[3.12.24,3.12.25],atomicforcemicroscopy(AFM)[3.12.26-3.12.28]등과 같은

다른 기술들이 한 사용되어져 왔다.

특히 photoncorrelationspectroscopy(PCS)가 자연수에서 입자들의 크기분포를

결정하기 하여 리 사용되어져 왔다.PCS는 가장 보편 인 비 괴 콜로이드

입자 측정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3.12.29].그러나 보편 인 빛 산란 방식

(lightscatteringmethod)은 낮은 농도의 매우 작은 입자들에 해서는 충분히 민감

하지 못하기 때문에,자연수에서 상 으로 큰(>50nm)콜로이드들을 측정할 수는

있었지만 실험실 수 의 순수에서 콜로이드를 측정하는 데에는 실패하 다.

매우 작은 크기(<50nm)와 매우 낮은 농도(ppt범 )의 수 콜로이드를 직

측정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방법이 최근에 개발되었다.이 방법은 laserpulse에

의한 각 입자들에 breakdownevent의 발생과 이에 따른 음 (acousticwave) 는

plasma의 측정에 기 를 두고 있다.PCS방법과 비교하면,약 20nm 크기의 직경을

가진 입자에 해 이 방법은 백 만 배 이상의 측정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3.12.30].

충분한 power를 가진 pulsedlaserbeam이 dielectric물질에 이 맞추어지면

증기화(vaporization)와 이온화(ionization)를 동반한 electronavalanche을 일으키면

서 그 물질의 dielectric특성을 잃게되는데 이것을 breakdown이라고 한다[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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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2].Pulsedlaser-inducedplasma발생으로부터 분석 으로 흥미 있는 주요한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그림 3.12.20참조):

-고온 plasma에 의한 빛의 방출은 opticalvolume에서 물질의 화학 조성을 분

학 으로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plasma발생에 의한 생성된 음 는 액체에서의 입자 는 기체에서의 aerosol

등을 counting하는데 용될 수 있다.

t 

u 

Acoustic wave: 
Particle counting 

Atomic Emission: 
Elemental analysis 

λ 

I 

laser beam 

lens 

colloids 

focal 
volume 

CCD camera 

quartz cell 

Optical detection: 
Particle size analysis 

plasma 

그림 3.12.20. 이 유도 라즈마 괴검출의 원리.

따라서 이 유도 괴검츨(laser-inducedbreakdowndetection,LIBD)는

화된 pulsedlaserbeam에 의한 단일 입자들의 plasma발생에 기 한 콜로이드의

직 인 측정을 한 매우 민감한 방법이라고 하겠다[3.12.33-3.12.37]. 이 조사

에 의해 야기된 주어진 매질의 dielectric성질의 breakdown이 고체,액체,기체에

해 특정한 물리 효과로 연구되었다[3.12.38]. 라즈마 발생은 focusvolum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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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물질에 한 breakdown threshold 뿐만 아니라 laser pulse의 power

density에도 의존함이 측되었다.주어진 물질에 한 breakdown threshold(즉,

breakdown을 유도하기 한 powerdensity)는 기체에 해 가장 크고,그 다음으로

액체이고,고체에 해 가장 낮은 것으로 측되었다[3.12.39].즉,각기 다른 물질에

한 breakdownthreshold(PA,crit
)는 다음과 같은 정량 계를 가진다:

PA,crit(solid)< PA,crit(liquid)<< PA,crit(gas)

이 유도 열검출(Laser-inducedBreakdownDetection(LIBD))은 수 나노

입자(즉,콜로이드)의 특성 농도와 크기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콜로이드 입자

의 농도와 크기에 한 LIBD의 측정범 는 농도가 1ng/L (ppt)부터 수 mg/L

(ppm)까지,크기가 10-1000nm 이다.이는 보편 인 콜로이드 입자 분석방법인

자상 분 학(PhotonCorrelationSpectroscopy(PCS))기술과 비교할 때 매우 작

은 크기 낮은 농도의 측정이 가능함을 보여 다.한 로,약 20nm 정도의 직

경을 가진 입자에 한 LIBD의 민감도는 PCS에 비해 약 백만 배 이상 뛰어나다.

LIBD의 측정 원리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나노 이하의 짧은 펄스폭

을 가진 이 빔이 즈를 통해 매질에 입사될 때 이 맺힌 지 에서 매질이

열되면서 이 유도 라즈마가 발생한다.이를 이 유도 열 상이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라즈마는 성원자,이온, 자들의 집합체로서 이 유

도 라즈마의 발생 소멸은 라즈마를 구성하고 있는 자 도와 연 이 있다.

시간에 따른 자 도의 변화는 다 자 이온화(multiphotonionization)에 의한

기 자의 생성,충돌에 의한 자들의 연속 인 증가,재결합 확산을 통한 자

의 소멸 과정으로 설명된다(그림 3.12.21참조). 이 유도 라즈마는 고온,고압

의 증기 상태이므로 충격 (shockwave) 섬 (flash)을 발생시킨다.LIBD기술은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콜로이드를 열시킬 때 발생하는 충격 섬 을 검출함

으로써 콜로이드의 크기 농도에 한 정보를 얻는 기술을 총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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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1. 이 에 의한 라즈마 발생과정에 한 도식도.

LIBD에 한 보편 인 실험 시스템이 그림 3.12.22에 도시되어 있다.콜로이드

에서 라즈마를 발생시키기 해 펄스 Nd-YAG 이 가 사용된다. 이 펄스

에 지는 variable attenuator와 함께 fixed primary neutral filter(~10%

transmission)의 조작에 의해 변화된다. 즈에 의해 이 펄스가 수정셀에

담긴 콜로이드 용액에 이 맞추어지게 된다.

빔 분리기에 의해 발생된 reflex를 이용하여 들어오는 이 펄스 에 지는

calibrated pyroelectric detection에 의해 측된다. 이 빔 축과 직각으로

macro-microscope가 장착된 monochromefullpictureCCDvideocamera가 sample

cellholder의 windows에 놓여지게 된다.이 microscope는 CCD camera에 의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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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된 focalrange에서 11-70배의 확 배율을 가지고 있다.CCDpixels의 좌표는

측 장비의 학면에 놓여진 lengthstandard(100nm resolution)에 의해 교정된다.

들어오는 laserpulsescattering에 의한 CCDcamera의 손상을 피하기 해 532nm

에서 1% transmission을 가진 band-passfilter가 samplecell과 macro-microscope

사이에 치하게 된다.

자료 획득은 laser pulse와 동조되어(synchronized) CCD video camera와

pyroelectricenergydetector를 trigger시키는 multi-functionalPC-card에 의해 이

루어진다.CCDcamera에 의해 기록된 의 학 이미지는 framegrabbercard

에 달되어 PC의 RAM 기억장치에 장된다.

그림 3.12.22. 형 인 LIBD시스템.

나.이동형 LIBD장치 개발

본 연구에서는 지하연구시설 등의 장에서 지하수 콜로이드의 on-line분석이

가능한 이동형 LIBD(mobile-LIBD)장치를 개발 제작하 고,그 성능 확인을

한 기 시험을 수행하 다.그림 3.12.23은 타과제(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연구)의

지원과 력으로 구축된 이동형 LIBD 장치의 모습을 보여 다. 장 532nm인

Nd:YAG 이 (Continuum,Minilite)의 제 2고조 펄스를 원으로 사용하 고,

무게가 3.6kg이고 부피가 소형(17×27×6.5cm
3
)인 이 빔 발생기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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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5×1cm
3
) 에 고정시켰다. 길이가 15mm인 즈를 이용하여 이

빔을 수용액 내에 집속시킴으로써 이 유도 라즈마를 발생시켰다. 이 빔

진행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하 결합 장치(CCD,ChargeCoupledDevice)카메라

(HitachiKokusaiEelctric,KP-F100BCL)를 설치하여 이 유도 라즈마의 섬

발생 치 섬 세기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학 부품을 배열하 다.실험에 사용

한 CCD 카메라는 화소가 1432×1050이며 9.98×6.71mm2의 크기이다.CCD 카

메라 앞에는 배율 조 이 가능한 즈 다발(Teleoptics,PlasmaScope)을 배열하여

라즈마 공간 분포를 분석하여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LabView 기반

소 트웨어를 자체 으로 개발하 다. 학 아래에는 분석용 컴퓨터 이

펄스 제어장치(무게 14.5kg,부피 19.7×38.1×36.5cm
3
)를 설치하 다.모든 구

성 부품을 높이가 81cm인 19인치 랙 캐비닛 내부에 설치함으로써 체 장치를 차

량에 탑재하여 쉽게 이동시킬 수 있게 하 다.

그림 3.12.23.이동형 LIBD장치.

본 연구에 이용한 이 빔의 펄스 반복률(pulserepetitionrate)은 최 15Hz,

펄스의 시간폭 선폭은 각각 3~5ns,1cm
-1
이다. 이 빔 단면 측정기

(Newport,LBP)를 이용해 측정한 이 빔 단면의 공간분포를 그림 3.12.8에 보

다.실선 굵은 선은 각각 이 빔 단면에서의 출력분포(powerdistribution)

측정값 이 값을 가우스 함수로 곡선 맞춤(curvefitting)한 결과를 나타낸다.이

실험에서 얻어진 데이터는 그림 3.12.24에 보인 공간분포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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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4.Mobile-LIBD의 이 빔 특성 분석 결과.

그림 3.12.25는 미세 불순물 입자가 거의 없는 순수(탈이온수,18 ,

Academic,Milli-QSystem,Millipore)와 정확한 크기를 알고 있는 (21nm)구형의

폴리스틸 (polystyrene) 콜로이드(Duke Scientific)를 표 입자로 사용한

Mobile-LIBD 장치의 에 지 변화에 따른 열확률(BDP,BreakdownProbability)

곡선(S-Curve)을 보여 다.각각의 이 펄스 에 지 조건에서 1000개의 이

펄스를 입사시킬 때 이 유도 라즈마가 발생한 횟수가 열확률에 해당한다.

실선은 데이터를 Sigmoidal함수로 곡선 맞춤한 결과로 흔히 S-curve라 부른다.

열확률이 1%인 펄스 에 지를 문턱 에 지(thresholdenergy)로 정의할 때 순수

의 문턱 에 지는 약 0.8mJ이다.본 연구에서 수행된 결과는 순수의 문턱 에

지를 감안하여 0.7mJ이하의 펄스 에 지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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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5.탈이온수(deionizedwater,18,Academic,Milli-Q

System,Millipore)와 정확한 크기를 알고 있는 구형의

폴리스틸 (polystyrene)나노 입자(DukeScientific)를 표 입자로

사용한 Mobile-LIBD장치의 에 지 변화에 따른 열확률(Breakdown

Probability)곡선(S-Curve).

콜로이드 입자는 수용액 속에서 라운 운동을 하므로 이 빔이 진행하는 경

로를 따라 역역의 여러 지 에서 입자가 열될 수 있다.입자가 열될 때마

다 서로 다른 치에서 발생하는 라즈마 섬 을 CCD카메라로 측정하여 그 치

를 기록함으로써 라즈마의 공간분포를 조사할 수 있다.그림 3.12.26에 다른 크기

를 갖는 표 입자를 상으로 3,000번의 라즈마가 발생한 치를 기록한 라즈

마 공간분포를 나타냈다.동일한 물질의 입자인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열에 필요한 문턱 에 지가 높다.따라서 작은 입자의 라즈마 공간분포는 이

빔의 출력 도가 상 으로 높은 역에 집 되어 있다.그러나 문턱 에

지가 상 으로 낮은 큰 입자의 경우에는 역에 비해 출력 도가 낮은 주변

역에서도 이 유도 라즈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빔이 진행하는 방

향을 따라 보다 긴 라즈마 공간분포가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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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6.두 가지 다른 표 PS콜로이드 입자들에 해 3000번의 열

사건이 일어난 X-Z평면 의 정확한 치.( 곡선은 Z-축을 따라 진행된

화된 이 빔을 나타낸다.유효촛 거리(effectivefocallength)는

학 상길이(opticalimagelength)에 발생한 95% 열사건에 한 길이로

정의됨)

이 빔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형성되는 라즈마 공간분포의 길이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측정함으로써 입자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을 심으로 Z-축 방향 95%의 이 유도 열이 발생한 길이를 비교함으로써

크기 측정용 검정선을 구할 수 있다.유효촛 거리(EFL,effectivefocallength)는

학 상길이(opticalimagelength)에 발생한 95% 열사건에 한 길이로 정의된

다.

Mobile-LIBD 장치를 이용하여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를 구하기 해선 정확한

크기를 알고 있는 콜로이드의 크기 검증 곡선을 구해야한다.본 실험에선 구형의

폴리스티렘(polystyrene)나노 입자(DukeScientific)를 표 입자로 사용하 다.그

림 3.12.27에 0.6mJ의 이 펄스 에 지를 입사시키면서 각 입자의 열확률 20

-30% 때 측정한 EFL을 보 다.여기서 열확률(BDP,BreakDownProbabilit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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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되어 나오는 이 펄스에서 이 유도 라즈마가 발생한 횟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며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열확률(%)=
이 유도 라즈마 발생 횟수

×100
입사 이 펄스 총 횟수

그림 3.12.27.표 콜로이드를 이용한 Mobile-LIBD의 검증 표 검증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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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동형 LIBD 장치를 이용한 KURT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한 KURT 지하수 콜로이드는 DB-01시추공의 심도 43.5-

59.5m (I2),92-116m (I3),156-159m (I4),183-194m (I5),201.5-226m

(I6),234-244m (I7),279-293m (I8)구간에서 채취하 다.이 보고서에선 각

구간별 지하수 시료를 호안의 숫자로 표하여 설명한다 ( :KURT DB-01시

추공의 심도 183-194m 구간 지하수 =지하수 (I5)).그림 3.12.28은 이동형 LIBD

를 이용하여 KURT 심도별 지하수 콜로이드에 한 에 지 변화에 따른 열확률

(BDP,BreakdownProbability)을 측정하고 BDP를 통해 산출한 S-곡선(S-Curve)을

보여 다.

그림 3.12.28.심도별 지하수 내 콜로이드에 한 에 지 변화에 따른

열확률(BreakdownProbability)측정 S-곡선(S-Curve).(숫자는 KURT

DB-01시추공의 심도를 나타내며,2:42-60m,3:92-115m,4:116-

199m,5:200-229m,6:230-246m,7:247-300m,8:301-500m

구간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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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LIBD를 활용해 모든 지하수에 한 BDP를 구할 수 있었으며, 부분의

지하수 시료가 에 지가 0.8-1.0mJ일 90% 이상의 BDP를 나타내었다.이는 이

장치가 크기가 작고 미량으로 존재하는 KURT지하수 콜로이드를 분석하기에 효과

임을 보여 다.BDP 측정 시에 순수(deionized water,18 ,Academic,

Milli-Q System,Millipore)의 BDP도 같이 확인하여 지하수 콜로이드 외의 향을

확인하 다.에 지가 1.0mJ일 때 순수의 BDP는 10% 미만이었으며 부분의

지하수 시료는 90% 정도 다.이를 통해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 분석에 물 자체의

향이 거의 없어 LIBD측정의 신뢰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상호보완 결

과 도출을 해 KURT 지하수를 앞에 설명한 방법으로 100배 농축하 다.농축실

험은 표 콜로이드를 이용하여 선 흐름 한외여과 (Tangential Flow

Ultrafiltration)장치의 농축에 해 최 화한 조건,즉 유동속도(400ml/min)와 농

축라인 압력(10psi,retentatepressure)을 용하 다(그림 3.12.29참조).

농축된 지하수 LIBD분석 상 최 화된 농도의 콜로이드에 한 열확률을

측정하 고 S-곡선을 산출하 다(그림 3.12.30참조).5,6,7은 각각 지하수 (I5),

(I6),(I7)을 나타내며,5C,6C,7C는 각각 100배 농축된 지하수를 나타낸다.5C/10,

6C/10,7C/10은 5C,6C,7C를 여과액(filtrate)을 이용하여 10배 희석한 용액으로 각

각 10배 농축된 지하수에 해당한다.상 으로 낮은 에 지에서 농축된 지하수의

BDP가 높음이 확인되었다.한 로 지하수 (I5)의 경우,0.4mJ에서 100배,10배,0

배 농축액의 BDP가 각각 60%,20%,5% 이었다.농축된 경우 지하수 (I5)와 (I7)이

지하수 (I6)에 비해 상 으로 콜로이드의 농도가 높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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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9.이동형 LIBD를 이용한 100nm 크기 polystyrene표 콜로이드

입자에 한 선 유동 한외여과기( 선흐름 한외여과)장치의 농축도 최 화

조건 시험의 결과.(장치의 유동속도는 400ml/min,농축라인 압력(retentate

pressure)은 12psi일 때가 농축 시 최 조건임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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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0.농축된 지하수 콜로이드 LIBD분석에 최 화된 농도의

콜로이드에 한 열확률(BreakdownProbability)측정 S-곡선(S-Curve).(5,

6,7은 각각 200-229m,230-246m,247-300m 구간에서 채취한 지하수를

나타낸다.#C는 100배 농축된 지하수이며,#C/10은 filtrate로 10배 희석한(10배

농축된)지하수를 나타냄)

지하수 내 존재하는 콜로이드의 농도를 분석하기 해 표 폴리스티

(polystyrene)콜로이드 입자의 농도에 따른 S-curve를 활용하 다(그림 3.12.31,

3.12.32,3.12.33참조).지하수 콜로이드의 크기와 구조가 다 분산 이고 크기 분

포가 넓게 퍼져있기 때문에 50nm,100nm,200nm의 크기를 갖는 표 콜로이드

의 농도 검증 S-curve를 모두 활용하 다.100배( 는 200배)농축된 지하수의 경

우 모두 검증 가능한 S-curve의 범 를 벗어났다.

50nm의 크기를 갖는 지하수 (I5)내 콜로이드의 경우 S-curve를 통해 산출된

농도는 20-50ppb이며 10배 농축액이 400ppb정도임을 감안하면 그 농도가 40

ppb정도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3.12.31a).크기가 100nm인 경우 산출된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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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0-100ppb이며(그림 3.12.31b),200nm인 경우 산출된 농도는 400ppb이상

임을 알 수 있었다(그림 3.12.31c).같은 방법으로 지하수 (I6)에 존재하는 콜로이드

의 농도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50nm:5-20ppb,100nm:10-40ppb,200

nm:n.a.(그림 3.12.32참조).지하수 (I7)의 경우는 같은 방법으로 농도를 산출하기

엔 불확실성이 무 높았다(그림 3.12.33참조).

Mobile-LIBD를 이용한 농도 산출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농도를 표 콜로이드

의 농도 검증 S-curve에 최 화하 다.여기서 지하수 (I4),(I5),(I6),(I7)의 5배 농

축액에 해당하는 각각의 시료를 여과액에 희석하여 만들고 BDP를 측정하 고(그림

3.12.34참조),여기서 5C와 6C는 100배 농축액이고 4C와 7C는 200배 농축액)산출

한 농도를 표 3.12.10에 정리하 다.KURT 지하수에 존재하는 50-100nm 크기

를 갖는 콜로이드가 다수라 가정하면,이동형 LIBD를 이용하여 측정한 지하수 콜로

이드의 농도는 지하수 (I4)는 40ppb,(I5)는 20ppb,(I6)은 20ppb,(I7)은 40ppb임

을 알 수 있었다.

크기
지하수 (I4)

농도 (ppb)

지하수 (I5)

농도 (ppb)

지하수 (I6)

농도 (ppb)

지하수 (I7)

농도 (ppb)

50nm 20-40 4-20 10-20 20-40

100nm 40-80 20-40 20-40 40-80

200nm n.a. n.a. n.a. n.a.

표 3.12.10.표 콜로이드의 S-curve를 이용한 KURT지하수 콜로이드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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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1.(a)50nm,(b)100nm,(c)200nm 크기의 polystyrene

표 콜로이드 입자의 S-Curve를 이용한 농축된 KURTDB-01시추공

심도 200-229m 구간 지하수 콜로이드의 농도 산출.(#C는 100배

농축된 지하수이며,#C/10은 filtrate로 10배 희석한 (10배 농축된)

지하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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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2.(a)50nm,(b)100nm,(c)200nm 크기의 polystyrene

표 콜로이드 입자의 S-Curve를 이용한 농축된 KURTDB-01

시추공 심도 230-246m 구간 지하수 콜로이드의 농도 산출.(#C는

100배 농축된 지하수이며,#C/10은 filtrate로 10배 희석한 (10배

농축된)지하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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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3.(a)50nm,(b)100nm,(c)200nm 크기의 polystyrene

표 콜로이드 입자의 S-Curve를 이용한 농축된 KURTDB-01

시추공 심도 247-300m 구간 지하수 콜로이드의 농도 산출.(#C는

200배 농축된 지하수이며,#C/20은 filtrate로 20배 희석한 (10배

농축된)지하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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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4.(a)50nm,(b)100nm,(c)200nm 크기의

polystyrene표 콜로이드 입자의 S-Curve를 이용한 농축된

KURT지하수 콜로이드의 농도 산출.(4C와 7C는 200배,5C와

6C는 100배 농축된 지하수를,#C/10,#C/20,#C/40는 각각 filtrate로

10,20,40배 희석한 지하수(즉,4C/40,5C/20,7C/40는 5배 농축된

지하수,6C/10는 10배 농축된 지하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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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T 지하수 콜로이드의 크기를 유추하기 해 각 지하수 시료의 유효

거리를 측정하고 각각의 크기를 산출하 다(표 3.12.11).앞에서 설명한 방법 로

EFL측정시 지하수 콜로이드의 BDP가 30% 정도일 때의 값을 취하 으며,이동형

LIBD장치의 조건과 지하수의 농도가 조화를 이루는 에 지값(즉,~0.4mJ과 ~0.6

mJ)에서 측정하 다.이 두 에 지에서 표 콜로이드를 이용하여 측정한 EFL과

콜로이드 크기 검증선을 그림 3.12.35에 보 다.지하수 (I4),(I5),(I6),(I7)에 존재

하는 콜로이드의 측정된 유효촛 거리의 평균은 에 지 0.4mJ에서 277±6(I4),

273±15(I5),250±10(I6),313±6(I7),에 지 0.6mJ에서 297±21(I4),323

±15(I5),367±15(I6),390±0(I7)μm이었다.이 값들을 통해 산출된 지하수

(I4),(I5),(I6),(I7)콜로이드의 평균 크기는 각각 68±35,72±29,76±10,126

±28nm이었다.평균 유효촛 거리는 에 지 0.4mJ에서 243.6±186.2,249.5±

169.0,253.8±80.1,298.0±165.7μm인 반면,에 지 0.6mJ에선 353.7±295.0,

359.7±277.4,364.1±186.4,409.3±274.0μm으로 산출되었다.

KURT 지하수 콜로이드

심도 (시추공 DB-01)

MeasuredEFL

(μm,average) CalculatedSize

(nm,average)
0.4mJ 0.6mJ

156-159m (I4) 277±6 297±21 68±35

183-194m (I5) 273±15 323±15 72±29

201.5-226m (I6) 250±10 367±15 76±10

234-244m (I7) 313±6 390±0 126±28

표 3.12.11.도출된 EFL검증선을 이용해 구한 KURT지하수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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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5.Polystyrene표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에 따른 유효 거리

(effectivefocallength(EFL))측정 검증선 산출.

5.결과 요약

지 까지 KURT DB-1시추공에서 심도별로 채취한 지하수를 상으로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을 분석하 다.지하수 콜로이드의 조성,크기,농도와 같은 기

특성 분석을 하여 채취한 지하수를 선 흐름 한외여과 방법을 이용하여 농축하

다.농축한 지하수를 이용하여,ICP-MS,TEM/EDS,PCS,LIBD등 다양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KURT지하수 콜로이드의 기 특성을 분석하고 상호 비교 검증하

다.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KURT 지하수 콜로이드는 주로

Aluminosilicate계열의 토 물,Calcite 물, 속 산화물 유기물로 존재하며,

크기는 주로 50∼200nm (일부는 5nm 정도의 작은 크기로도 존재),농도는 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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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ppb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지하수 콜로이드의 크기 농도 측

정결과를 표 3.12.1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PCS측정 결과에 따른 지하수 콜로이

드의 평균 크기는 KURT 시추공 심도 구간에 큰 향 없이 비슷한 값을 나타내며,

이동형 LIBD결과에 비해 상 으로 큼이 확인되었다.이는 LIBD측정이 보다 작

은 콜로이드에 더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아울러 KURT 측정결과를 외

국 타 연구결과들과 비교하여 표 3.12.13에 나타내었으며, 체 으로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로는 아직도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을 정확하고,신뢰성 있게 분석

할 수 있는 분석기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이러한 분석기술의 발 이 더 있어

야 할 것이다.본 연구의 결과들은 처분안 성 평가에서 콜로이드의 이동 향을

평가하거나 KURT 장에서 콜로이드 이동실험에 필요한 기 자료로 유용하게 활

용될 것이다.

Groundwater

(depth)

Size(nm) Concentration(ppb)

TEM PCS LIBD ICP-MS LIBD

I4

(115.7∼198.7m)

50∼200

259.8 68 analyzing 40

I5

(199.7∼228.7m)
255.0 72 analyzing 20

I6

(229.7∼245.7m)
248.9 76 20.5 20

I7

(246.7∼299.7m)
241.9 126 analyzing 40

표 3.12.12.KURT지하수 콜로이드의 크기 농도 측정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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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
site

Concentration
(ppb)

Size
(nm)

Composition pH
Depth
(m)

Sweden

Non-saline

Saline

43±43

20±20

50~500

50~500

clay,silica

Fe(OH)3
clay,silica

Fe(OH)3

8.0

7.9

275

500

Switzerland

Leuggern

Zurzach

20

10

10~1000

10~1000

illite,silica

illite,silica

7.9

8.0

1650

500

Canada 300±300 5~1000
clay,organic

calcite
~8.0 500

Canada1) ~264 1~450

organics

carbonates

aluminosilicates

~7.0 240

Korea

Yuseong
2) ~200 400

aluminosilicates

Fe-oxides

calcite

~9.9 450

Korea

KURT
20 100

aluminosilicates

organics

Fe-oxides

calcite

8.5 240

1)CarriedoutjointlybyKAERIandAECL

2)CarriedoutjointlybyKAERIandINE

표 3.12.13.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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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지하연구시설(KURT)에서 콜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

이동모델 검증

1.연구 개요

일반 으로 콜로이드는 입자크기가 1nm ∼ 1µm의 범 에 속하는 입자성물질

로 부분의 지하수에 자연발생한 콜로이드가 존재한다.특히,심부 지하환경의 방

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조건에서는 물리 ․화학 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다.

심부 지하환경에서 유출된 방사성 핵종들은 지하수 흐름을 따라 단순히 이온형태로

만 이동하지 않고,콜로이드 는 복합체 형성 등의 반응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이

동할 수 있다.따라서,방사성 콜로이드의 형성이나 자연 으로 생성된 음으로 하

된 콜로이드성 물질에 한 방사성 핵종의 수착 등의 상은 심부 지하환경에서 핵

종들의 이동성을 증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3.1,3.13.2].이러한 이유

로 핵종/콜로이드 반응 이동성에 한 많은 연구가 지난 수 십년 동안 수행되어

져 왔으며,콜로이드가 지하환경에서 핵종들의 이동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결론

이 도출되었다[3.13.3-3.13.6].특히,넵투늄, 루토늄,토륨 등의 악틴족 핵종들은

고 폐기물 처분에 있어서 완충재로 고려되고 있는 벤토나이트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에 한 수착분배계수가 수∼수천 m
3
/kg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3.13.7]안 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하여 콜로이드의 형성

이동에 한 실험실 규모의 연구와 이를 토 로 한 장 실증 실험이 요구된다.

심부 지하 처분장 환경 조건에서 방사성 핵종의 이동 지연에 한 콜로이드

의 요성 때문에 국제 으로 여러 기 에서 콜로이드 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

만[3.13.8,3.13.9],그 에서 가장 활발한 장 규모의 연구는 Colloid and

radionuclidesretardation(CRR)이다.CRR 로젝트를 통하여서 실험실 규모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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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통해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가 핵종이동을 가속화 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3.13.10].

본 연구에서는 KURT에서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을 해 KURT 장에 실

험 장치를 구축하고,비수착성 용질과 콜로이드를 추 자로 하여 암반 암반단열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 상을 규명하고자 하 다.이를 하여 장 콜로이드 이동 실

험 장치를 설계 설치하고 암반단열에서 콜로이드 이동 장 실험을 수행하고 콜

로이드 이동 모델을 개발 검증하 다.

2.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 장치 설치 운

가.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 장치의 구성 성능

1)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 장치의 구성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 장치는 비수착성 염료 다양한 크기의 콜로이드를

추 자로 주입 회수하도록 구성하 으며,이들 추 자는 지하수 흐름이 있는 암

반 단열면에서 콜로이드의 이동특성을 규명하기 하여 지하연구시설의 말단부에

치하도록 설치하 다.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 장치의 설치 치를 그림 3.13.1

에 나타내었다.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 장치는 심부 지하환경에서 비수착성 모의

핵종과 콜로이드의 이동 지연 상에 한 장 실증을 한 목 으로 제작하

다.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 장치는 주입부,회수부,그리고,콜로이드 측정부로 구

성하 다.주입부는 주입 시험공의 압력을 모니터링하고,추 자를 주입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하 다.회수부는 주입한 추 자를 포함하는 지하수를 일정 시간동

안 일정 유량으로 회수하며 분석용 시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유량 측

정센서,유량 조 기 시료분취기 등으로 구성하 다. 한 회수부에서는 암반 단

열 유동 지하수의 산화/환원 ,pH,용존산소,그리고,온도 등의 특성을 실시간으

로 측정 기록하도록 설계하 다.회수부에서 실시간으로 콜로이드의 유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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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할 수 있도록 콜로이드 측정부를 구성하 다.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장치

의 각각의 구성부의 사양을 표 3.13.1에 정리하 으며,장치 구성도를 그림 3.13.2에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3.13.1. 장 콜로이드 이동실험 장치 설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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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부 구성요소 용 도

주입부

추 자 지하수 장용기 추 자 지하수 장

주입펌 추 자 주입

수 센서 실시간 지하수 기록

가스 분배시스템 패커 가스 주입 가스압 유지

회수부

수 센서 실시간 지하수 기록

지하수 유량 조 유닛 유출 지하수 유량 조

지하수 모니터링 유닛 실시간 지하수 물성 감시

회수펌 추 자 지하수 흡입․토출

시료 분취기 분석용 시료 분취

콜로이드

측정부

컴퓨터 측정 데이터 기록․처리

LIBD* 실시간 콜로이드 측정

*LIBD:LaserInducedBreakdownDetector

표 3.13.1. 장 콜로이드 이동실험 장치의 각 구성부 구성요소

그림 3.13.2.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 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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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 장비의 성능 사양

가) 주입부

시료 주입부는 주입시험공에 치하며 추 자 지하수를 일정 유량으로 주입

하고 이때의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목 으로 설치한다.주입부는 추 자 지하

수 장용기,주입펌 ,압력 측정센서,패커 가스 분배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구성부의 사양과 성능은 다음과 같으며,상세사양을 표 3.13.2에 나타내었다.

l 추 자 지하수 장용기 :추 자 지하수 장용기는 내부식성 내마모

성을 갖는 라스틱 재질 는 스테인 스 스틸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추 자

의 주입용량 회수시간을 고려하여 장용기는 최소 40L이상의 용기를 사용

한다.

l 추 자 주입펌 :추 자 주입펌 는 암반 균열면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의 압

력 즉,수두를 고려하여 최소 10기압까지 사용가능 한 정량 주입펌 를 사용한

다.

l 수 측정센서 :추 자 지하수 주입시 암반단열 유동 지하수의 수 변화

측정을 하여 추 자 주입 시험공의 시험구간에 실시간으로 수 측정이 가능한

수 센서를 설치한다.수 측정 센서의 사용 가능 온도범 는 -20∼80°C이며,

측정 데이터의 최소 장단 는 1 이상 되도록 하여 50,000개 이상의 자료를

축 할 수 있도록 하며 수 측정 자료는 용 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수 측정센서는 최소 10atm 이상의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l 가스 분배시스템 :추 자 주입 시험공에 설치하는 이 패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하여 가스 분배시스템을 설치한다.모든 배 밸 류는 내마모성/

내부식성을 갖는 스테인 스 스틸의 재질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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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 패커 :주입공 회수공의 특정 심도 구간에서 추 자의 거동특성을 악

하기 하여 이 패커를 사용하며 패커는 부식이 되지 않는 스테인 스 스틸의

재질로 제작한다.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상세사양

장용기 - Nalgene
-용량 :50L

-재질 :폴리 로필

주입펌 Gamma/L
Prominent

Inc.

-유속범 :0.75∼32L/hr

-내압범 :2∼16bar

-최 입자크기 :15μm

- 도 :최 200cPs

수 측정센서 LevelTroll300In-SituInc.

-사용온도 :-20∼80°C

- 장용량 :50,000개 데이터

- 장간격 :1 이상

-압력센서 :siliconstraingauge

-정확도 :±0.1% (15°C)

-사용 압력범 :30psi(10.5m)

- 용 로그램 :Win-Situ®5

Ver.5.6.2.10

패커 가스분배

시스템
- 노블가스

-사용가스 :질소

-사용압력범 :0∼40기압

-사용가능 패커 :4개

-배 /밸 :스테인 스 스틸

이 패커 - 이우시스템

-O-링 :3ea×2

-규격 :Φ45×Φ65×10T

-재질 :스테인 스 스틸

-내압 :20기압 이상

표 3.13.2.주입부 장비 상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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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수부

회수부는 주입시험공에서 주입한 추 자를 회수할 목 으로 설치하며,회수된

시료를 분취하며,지하수의 성상을 실시간으로 악할 수 있도록 한다.시료 지

하수 회수부는 회수 측공에 치하며 지하수 압력 측정센서,회수펌 ,지하수 모

니터링 유닛,시료분취기,콜로이드 분석장비 등으로 구성한다.각 구성부의 상세사

양을 표 3.13.3에 나타내었으며,회수부 측정장면을 그림 3.13.3에 나타내었다.

l 수압 측정센서 :회수부의 수압 측정센서는 주입부의 센서와 동일한 성능 사

양의 센서를 사용한다.

l 회수펌 :최고 토출 유량은 30psi의 압력에서 분당 3.5L를 토출할 수 있는

용량의 펌 를 사용한다.

l 지하수 모니터링 유닛 :회수부에서 추출되는 암반단열 유동 지하수의 물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목 으로 pH,산화/환원 ,용존산소,온도,유량 등을 측

정하여 데이터 처리부에 송할 수 있도록 하 다.지하수 모니터링 유닛의 상

세사양을 각각 표 3.13.4와 그림 3.13.4에 나타내었다.

l 시료 분취기 :회수펌 를 통하여 추출된 암반단열 유동 지하수 추 자를 일

정 간격으로 분취하기 하여 시간별 는 용량별로 시료를 모을 수 있는 시료

분취기를 회수펌 에 연결되도록 설치한다.

l 콜로이드 분석장치 :회수부에 유출된 콜로이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목 으로

콜로이드 분석장비를 설치한다(그림 3.13.5).

l 이 패커 :주입부의 이 패커와 동일한 사양의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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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상세사양

압력측정센서 LevelTroll300In-SituInc.

-사용온도 :-20∼80°C

- 장용량 :50,000개 데이터

- 장간격 :1 이상

-압력센서 :siliconstraingauge

-정확도 :±0.1%(15°C)

-사용 압력범 :30psi(10.5m)

지하수

모니터링셀
- 네모

-재질 :아크릴(12T)

-용량 :22mL

회수펌 520SN

Watson

Marlow

Inc.

-총유량 :0.004～3500mL/min

-Controlratio=2200:1

-Speed:0.1～220rpm

-Pressure:2bar(30psi)

시료분취기 Foxy200 ISCOInc.

-모드 :시간,방울수,용량 등

-분취시간간격 :1 ∼100시간

-분취시료갯수 :288개(12∼13mm)

콜로이드

분석장치
Nd:YagLaser

Continuum

Inc.

-PulseEnergy:180mJ(532nm)

-RepetitionRate:10Hz

-RodDiameter:6mm

-EnergyStability:±2%(1064nm),

±4%(532nm),±6%(355nm)

-부속장비 :CCD카메라

이 패커 - 이우시스템

-O-링 :3ea×2

-규격 :Φ45×Φ65×10T

-재질 :스테인 스 스틸

-내압 :20기압 이상

표 3.13.3.회수부의 장비 상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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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상세사양

지하수 측정기 Orion5star

Thermo

Scientific

Inc.

-pH,산화/환원 ,용존산소,

기 도도,온도 등 실시간 측정

-자동 는 수동 pH보정

-자동 는 수동 온도 보상

-자동 기압 보상

-200개 데이터 장 가능

유량 센서 FM0101

Kojima

Instrument

Inc.

-유량범 :0.5～4L/min

-측정오차 :±3.0% 이내

-출력범 :4～20mA

-최 내압 :1MPa

유량 조 밸 2600-S

Kojima

Instrument

Inc.

-유량범 :0.1～1.0L/min

-압력범 :0.1～0.5MPa

-정확도 :±3.0% 이내

pH 극 9107BNMD

Thermo

Scientific

Inc.

-pH/Reference/ATCprobes

-pH범 :0to14

-온도범 :0～90°C

-커넥터 타입 :BNC

산화/환원

극
9678BN

Thermo

Scientific

Inc.

-사용온도 :0～80°C

-커넥터 타입 :BNC

-재질 :에폭시

용존산소 극 083010MD

Thermo

Scientific

Inc.

-측정 최소 유속 :10cm/sec

-산소소모 :0.006µg/h(20°C)

-온도범 :0～50°C

- 극수명 :180일

표 3.13.4.지하수 모니터링 유닛의 상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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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장 콜로이드 이동실험 장치의 추 자 회수부.

그림 3.13.4.지하수 모니터링 유닛 사양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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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콜로이드 장 측정을 한 장비 (LIBD)

다) 데이터 처리부

회수부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지하수 물성 시료분석기를 통하여 취득한

추 자의 농도 등을 기록하기 하여 인텔사의 IntelCoreTM2 의 컴퓨터를 설치

하여 회수부에서 측정되는 자료를 실시간으로 장하고 경향을 리자에게 보여

수 있도록 용 로그램인 KAERI-IMS,Ver.2.0을 구동시키도록 구성하 으며,원

격제어 로그램인 RADMIN Ver.3.2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시스

템에 한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한 실시간으로 시험공 측공

의 수 를 측정하기 하여 수 측정센서를 인식하고 데이터를 송받을 수 있도

록 하는 수 측정센서 용 상용 로그램인 Win-Situ®5Ver.5.6.2.10을 설치하

여 상 시험공 단열면 유동 지하수 를 측정 기록할 수 있도록 하 다.

l KAERI-IMS,Ver.2.0주요 특징 개선 사항

① 별도로 로그램 설치 없이 일 복사로 실행 가능

② 특징 :지하수 모니터링 장치를 통하여 지하수의 물성치를 실시간으로 기록

장하여 리자에서 각 항목에 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표 하는 로

그램

③ 주요기능 :

-지하수의 온도,pH,산화/환원 ,용존산소, 기 도도,유량 등의 측정 자료

를 실시간으로 취득 축

-D/B분석을 통해 표나 그림으로 지하수 특성을 실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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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에 장된 data를 Excel 는 text 일로 변환 장

④ 개선사항

-별도의 로그램 설치 없이 일 복사로 실행가능

-노트북용으로 간편,편리하게 개선된 GraphicUserInterface

-TrendGraph추가로 실험 경향 악 용이 (X축,Y축 확 축소 기능

AutoRange기능 추가)

-유지보수 편의성 증 (실행 일,사용자 환경,데이타 리의 유지보수 등)

⑤ 사용기종 권장 OS:Windows9x이상

⑥ 사용언어 :DELPHI7.0

3.시험공 시추 단열특성 악

가.연구 개요

장 용질이동 실험 수행을 목 으로 기존 시험공(YH3-1)과 측공(YH3-2)의

연결된 단열보다 긴 지하수 유동로를 확보하기 하여 기존 시추공 YH3-1우측부

에 추가 시추를 수행하 다.시험공 시추는 지층의 성상과 각 지층의 지반공학

특성과 기반암의 분포상태 풍화도 등을 악하고 시료를 채취 시추공 상촬

을 실시하여 지반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시험공 시추 조사항목

내용에 하여 표 3.13.5에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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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항 목 시험장비 조사내용

시추조사 유압형 회 수세식 시추기
시험용 시추공 확보

지층 황 악

수압시험 DoublePacker수압시험 장비 불연속면의 투수특성 악

시추공 상촬

(BIPS)

RG-Videologger2,

OpticalTeleviewer

(RG사, 국)

시추공내 불연속면의 방향성

특성 악

결과분석 검토   시추공내 단열면 상 성 분석

표 3.13.5.시험공 시추조사 항목 조사내용

나.시추조사

1) 조사방법

시험공 시추를 하여 회 수세식(Rotarywashtype)시추기를 사용하여 시추

구경 Φ =76mm의 규격으로 시추하 다.암반시료 채취는 D-3CoreBarrel

DiamondBit를 사용하 다.채취된 암석 코어는 육안 찰에 의하여 암석내 분포된

불연속면과 충 물 등을 악하고 리의 분포상태,TCR(TotalCoreRecovery),

RQD(RockCoreDesignation)등의 암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하여

시추 주상도에 기재하 다.채취된 시료는 시료상자에 공번,심도,지층명,색상 등

을 기재하여 보 하 다.그림 3.13.6와 그림 3.13.7에는 시험공 시추장면과 암반시

료 채취 장면을 각각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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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6.회 수세식 시추기를 이용한 시험공 시추.

그림 3.13.7.D-3CoreBarrel을 이용한 시료채취.



-707-

2) 시추결과 요약

KURT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을 하여 실험에 한 지하수 유동이 측

된 막장 말단 지 에 하향 10°의 경사각으로 20m의 시험공을 시추하 으며,시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회색～담홍색의 립 내지 세립의 복운모 화

강암이 분포하며,육안 찰결과 석 ,운모류,장석류 등의 물이 분포하며,석

맥이 국부 으로 재한다.단열의틈새는 0.1～1.0mm이며,주로 세립모래 방해

석이 충 물로 존재한다. 리각은 10°～20°,40°～50°,60°～70°,80°～수직의 넓은

범 로 나타나지만, 체 리 60°이상의 고각이 70%이상으로 확인되었다.

리의 형상은 평면형/거침～ 동형/거침의 범 를 보 으며,불연속면의 간격은 보통

균열～약간균열의 범 를 나타냈다.국부 으로 쇄가 발달하며,10.0m 부근에 녹

니석이 충 된 형태의 쇄 가 존재 다.풍화도는 보통풍화～신선,강도는 보통강

함～매우강함의 범 를 나타냈다.TCR/RQD는 100/43～95(%)의 범 를 보이며,

평균 RQD값은 69%으로 확인되었다.시추공 반 으로 경암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6.4～7.8m 구간에서 연암의 형태로 나타났다.시추결과를 각각 표 3.13.6에 요약하

다.

조사 구간 (m) 비고

0.0～3.0
-불연속면 간격 :약간균열

-풍화도/강도:보통풍화～신선 /보통강함～매우강함

3.0～4.5
-불연속면 간격 :보통균열～약간균열

-풍화도/강도:보통풍화～신선 /보통강함～매우강함

4.5～7.0
-불연속면 간격 :약간균열

-풍화도 :보통풍화～신선,강도는 보통강함～매우강함

10.0～13.0
-불연속면 간격 :보통균열～약간균열

-풍화도/강도:보통풍화～신선 /보통강함～매우강함

13.0～20.0
-불연속면 간격 :보통균열～약간균열

-풍화도/강도:약간풍화～신선 /강함～매우강함

표 3.13.6.시추 조사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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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험공 단열분포 특성

1) 조사방법

기반암의 불연속면 특성 즉,방향성, 리상태 그리고 충 상태 등을 악하기

추가 시추공에 하여 상촬 을 실시하 다.BIPS(BoreholeImageProcessing

System)을 이용한 시추공 상촬 은 국 RG사의 RG-Micrologger,Optical

Televiewer를 이용하 다.시추공 상촬 은 Probe에 장착된 Hyperbolic반사경을

통하여 반사된 시추공벽을 CCD소자로 기록하는물리검층기법이다.시추공 상촬

은 CCD소자가 시추공내에서 일정한 속도(일반 으로 0.5∼1.5m/min)로 하향하면

서,연속 인 Scan을 통해 시추공벽을 촬 하여 360,720 Pixel/360°의 Digital

Image로 기록하게 된다.취득된 자료에는 Probe에 장치된 3성분 자력계에서 측정한

지자기 정보와 3성분 경사계에서 측정된 Holedeviation정보가 포함되는데,지자기

정보는 시추공 상자료들을 일정한 방향에 해 정돈하는 기 (일반 으로 자북방

향)이 되며,Holedeviation정보는 자료처리시 진경사(Truedip)를 구하기 한 보정

자료가 된다.(그림 3.13.8).

그림 3.13.8.시추공 상촬 장비의 측정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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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열분포 특성 조사 결과

BIPS를 이용한 NYH 시추공의 상촬 결과 조사모식도를 그림 3.13.9와 그림

3.13.10에 각각 나타내었으며 표 3.13.7에는 시추공 상촬 을 토 로 한 NYH 시

추공의 불연속면 자료를 요약하 다.NYH 시추공의 불연속면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포암종은 담회색 세립질 복운모 화강암으로 확인되었다.

-불연속면은 열개(fracture)와 리(joint)로 구분하 고, 리는 착 리

(hairline-joint),열린 리(open-joint),녹니석(chlorite)충진 리(chlorite-vein)

으로 구분하 다.

- 체불연속면은 103개이며 체로 70/187,89/355,78/029,59/126의 주방향성을

나타내 NW-SW주향과 NS주향의 불연속면구조가 주로 발달하 다.

-열개(fracture)는 불규칙한 단면을 형성하는 불연속면을 분류하 으나 자료의

수가 어(4개)통계처리 하기에 부 당하나 열린 리와 비교할때 75/185,

58/137방향이 주 방향으로 단된다.

-열린 리(open-joint)는 11개가 측정되며 75/240,60/120,64/201의 주방향성을

보인다.

- 착 리(hairline-joint)는 56개가 측정되며 76/185,64/269,79/040의 주방향성

을 보인다.

- 리면을 따라 녹니석(chlorite)의 충진된 리군은 89/355,77/029,84/075의 주

방향성을 보이며 불연속면을 형성한다.

-불연속면은 부분 60°이상 고각도를 이루며 4～5m,7～11m구간에서 높은

빈도로 발달한다.

- 리면간격은 6～20cm로 closespacing(ISRM)에 해당하며 불연속면 발달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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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9.시험공 조사결과 모식도 (0.0～10.0m).

그림 3.13.10.시험공 조사결과 모식도 (10.0～20.0m).

깊이

(m)
경사 방 각

간격

(mm)

리

형태

깊이

(m)
경사 방 각

간격

(mm)

리

형태

8.08 27 22 160 B 11.62 64 195 320 B

10.07 69 13 1220 A 12.14 80 92 490 A

10.08 62 212 10 A 12.84 63 263 700 B

10.11 65 191 30 A 13.09 36 198 250 B

10.12 86 24 10 A 14.49 68 98 1400 A

10.13 78 238 10 A 14.57 68 121 - C

10.16 72 242 30 A 14.84 68 99 - C

10.32 81 111 160 B 14.85 38 57 360 B

10.57 80 121 250 B 15.03 57 118 180 B

10.58 65 287 10 B 15.51 63 117 480 A

10.64 27 79 60 A 15.77 58 123 260 A

10.71 51 205 70 B 16.58 37 197 810 B

10.72 71 74 10 B 16.77 44 204 190 B

10.75 65 77 30 B 17.18 46 219 410 B

11.02 76 185 60 B 18.71 41 43 770 B

11.3 84 348 280 B 19.05 85 184 340 B

*A: 쇄 리,B:미세 리,C:엽리,맥

표 3.13.7.NYH시추공의 불연속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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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

가. 상 시험공 단열 선정

1) 시험방법

수리 시험은 이 패커를 이용하여 NYH 시추공을 시험공으로 YH3-1

YH3-2시추공을 측공으로 하여 순간 수 변화 시험방법으로 수행하 다.수리

시험 방법 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시험공(NYH)에 이 패커를 설치하고, 측공(YH3-1,YH3-2)에는 용질이동 시

험에서 지하수 유동 단열 상 성이 확인된 YH3-1:9.0～9.8m,YH3-2:9.

6～10.2m 지 에 각가 이 패커를 설치한다.시험공 측공에는 자동수

측정기를 설치하여 압력변화를 측한다.가능하면 Flow Cell을 이용하도록 하

며, 측공 내부의 압력 변화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험구간을 4.7m이 되도록 더블패커를 조립하여 시험공(NYH)에 끝까지 삽입

한다.더블패커 삽입 후 패커를 가압시키고,4.7m의 시험구간을 기와 격리하

는 밸 를 설치한다.밸 를 잠그고,Flow Cell내부의 자동수 측정기를 이용

하여 실시간으로 수 안정화 여부를 단 한다(그림 3.13.11).

③ 시험공의 수압이 안정화 되면,시험구간의 압력을 상쇄시키기 해 밸 를 개

방하여 시험공의 수 변화를 유발시킨다.이 때 측공 압력 변화에 한 실

시간 측이 요구된다. 측정의 압력 변화를 실시간 측한 후 측정의 압력

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안정 상태에 도달하면 한 구간의 시험을 종료한다.

④ ①∼④의 패커시험을 완료한 후,시험공과 측공의 압력변화가 가장 큰 구간

을 선정하여 패커시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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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1.패커시험 설치 방법.

2) 시험결과

NYH를 시험공으로 하여 수 변화를 유발하 을 때,4.5～9.3,9.3～14.0,14.0～

18.7m의 시험공 구간에 하여 측공인 YH3-1 YH3-2에는 아주 미세한 반

응만 있을 뿐,상 성을 보일 정도의 수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이는 NYH의 단

열이 YH3-1 는 YH3-2의 단열과 직 인 상 성이 없음을 나타낸다(표 3.13.8).

따라서, 장 용질이동 시험에 사용하 던 YH3-1시추공의 9.32m 깊이의 단열과

YH3-2시추공의 9.86 10.08m 깊이의 단열을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 구간으로

선정하 다.

NYH시험구간

(m)

시험구간과 측구간의 단열 상 성 (최고/최 수 :m)

YH3-1(9.0～9.8m) YH3-2(9.6～10.2m)

4.5～9.3 없음 (3.42/3.37) 없음 (3.42/3.37)

9.3～14.0 없음 (3.54/3.46) 없음 (3.54/3.46)

14.0～18.7 없음 (2.33/2.31) 없음 (2.33/2.32)

표 3.13.8.수리시험을 통한 단열 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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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

1) 실험방법

단열 연결성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YH3-1 시추공 9.32 m 깊이의 단열과

YH3-2시추공의 9.86 10.08m 깊이의 단열을 콜로이드 이동 실험 구간으로 선정

하여 간격이 약 50cm 되도록 이 패커를 설치하 다.YH3-2를 주입공으로 하고

YH3-1을 회수공으로 하여 우라닌(fluoresceinsodium,uranine) 평균입경이 각각

0.34와 1.0μm인 비반응성 라텍스 콜로이드를 혼합 추 자로 이용한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주입 회수 상 단열은 YH3-2의 9.86m 10.06m와

YH3-1의 9.32m의 단열을 각각 사용하 다.주입공(YH3-2)에서 20mL/min의 유량

으로 시험기간 동안 지하수를 주입하 고,추 자 주입은 3 밸 를 이용하여 일정

시간동안 주입하 다.약 410mL/min의 유량으로 YH3-1시험공에서 지하수를 회수

하여 일정 시간 간격으로 시료를 확보하 다.회수된 지하수 시료 우라닌 농도분

석에는 UV-분 도계 (DR4000,HachCo.)를 사용하 고,콜로이드 분석은 형

도계 (F-7000,HitachiHighTech.Co.)를 이용하 다. 장 실험의 자세한 시험조건

방법에 하여 표 3.13.9에 나타내었다.

추 자를 이용한 장 이동 실험은 미량의 추 자를 주입하고 회수하여 암반

단열을 통한 추 자의 이동 지연특성을 측정하는 실험으로 추 자 선정에 다음

과 같은 기 을 정하여 사용한다[3.13.11].

-단열면의 암반층 실험장비와의 반응성이 없어야 한다.

-화학 으로 안정하며 자연상태의 지하수 조성에 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독성이 없어야 하고 환경 으로 안 하여야 한다.

- 량으로 사용하여도 취 이 용이하여야 한다.

- 은 양으로도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일반 인 방법으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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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태의 지하수 조건에서 측정한계가 충분히 낮아야 한다.

항 목 설 정 비고

주입공 YH3-2 9.86m,10.08m

회수공 YH3-1 9.32m

추 자
비수착성 핵종 FluoresceinSodium (Uranine)

콜로이드 LatexColloid(평균입경:0.34,1.0μm)

주입유량 (mL/min) 20mL/min 주입시간:20min

회수유량 (mL/min) 410mL/min 회수시간 :30시간

표 3.13.9.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 조건

2) 실험결과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에서 비수착성 핵종(우라닌)과 비반응성 콜로이드의 추

자 혼합용액 주입은 20mL/min의 유량으로 약 20분간 수행하 다.추 자 혼합

용액의 우라닌 기농도는 1,000mg/L,그리고,비반응성 콜로이드들의 기농도는

각각 500mg/L로 주입하 다.혼합 추 자를 주입하 을 때, 기농도에 한 유출

농도비(C/C0)최고값은 추 자 주입 후 약 70분이 경과할 때 확인 되었다(그림

3.13.12).일반 으로 콜로이드는 지하수 흐름장에 있을 때 가속화 상을 나타내 비

수착성 핵종보다 이동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3.13.1].그러나,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에서는 C/C0의 peak도달시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콜로이드의 입자 크

기와 상 없이 콜로이드의 가속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이는 단열면을 따라 형성된

이동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주입 후 회수 시간이 짧아서 콜로이드의 가속화 상이

찰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다만,혼합 추 자의 과곡선 에서 평균 입경이

1.0μm인 콜로이드는 분산되어 회수 되었으나,우라닌이나 평균 입경이 0.34μm인

콜로이드는 분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이는 콜로이드의 입경이 증가할수록 콜로

이드의 이동은 단열 충 물 등에 의한 여과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회수율은 600분 경과 후,우라닌과 평균 입경이 0.34 μm의 콜로이드는

100% 가까이 되었으나,평균 입경이 0.34μm의 콜로이드는 약 64%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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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3). 한 두 가지 콜로이드의 회수율 곡선이 추 자 주입 후 기

200분 동안 우라닌 보다 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이는 비수착성 핵종과

콜로이드들이 함께 있을 때,콜로이드들이 비수착성 핵종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

을 간 으로 시사한다.

그림 3.13.12.우라닌/콜로이드 혼합 추 자의 장 이동 실험 과곡선.

그림 3.13.13.우라닌/콜로이드 혼합 추 자의 장 이동 실험 회수율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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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추 자 콜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을 한 균열망 이동모델

개발 평가

가.균열망 측

KURT 장 용질이동 실험에 사용된 두 시추공인 YH3-1과 YH3-2의 시추공

상촬 분석결과(표 3.13.10)와 시추자료(표 3.13.11)를 이용하여 두 시추공을 연결

하는 균열망을 측하 다.용질 주입공으로 사용된 YH3-2에는 단열 간극이 각각

3mm와 2mm로 9.860m와 10.082m에 치한 단열에 패커가 설치되었고,용질

회수공으로 사용된 YH3-1에는 단열 간극이 3mm로 9.319m에 치한 단열에 패

커가 설치되었다.이러한 패커의 치는 두 시추공을 동시에 지나는 단열면을 찾기

한 이 장 수리실험 경험을 통하여 결정되었다.

YH3-1 YH3-2

깊이 (m)
경사각

(°)

방 각

(°)

간극

(mm)
깊이 (m)

경사각

(°)

방 각

(°)

간극

(mm)

7.277 76.8834 60.1095 3 8.508 83.8504 196.6938 2

7.802 80.5862 185.1756 2 9.270 82.2100 233.2963 4

7.971 85.5729 39.4039 2 9.860 71.9561 192.1296 3

9.319 82.4658 186.8421 3 10.082 65.8051 199.3310 2

표 3.13.10.YH3-1과 YH3-2의 표 단열에 한 시추공 상촬 분석결과

YH3-1 YH3-2

경사각 하향 10° 하향 10°

시추방향 (N)216° (N)209°

단열 치 9.319m
9.860m

10.082m

표 3.13.11.YH3-1과 YH3-2의 시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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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치의 단열에 한 경사각과 방 각 자료(표 3.13.10)를 이용하여 그림 3.13.

14와 같이 1차 으로 단열면을 측하 다.여기서,단열면은 일정한 간극을 가지는

평면으로 가정하 다.그 결과,패커 치로부터 약 3-4m 상부에서 YH3-1을 지나

는 단열면과 YH3-2을 지나는 단열면이 일부 만나는 것을 확인하 다.하지만,두

단열면이 만나는 지 이 력을 고려하 을 때 자연 흐름을 유도할만한 치가

아니라 단하고,표 3.13.10의 기타 단열들을 이용하여 두 단열면을 연결할만한

다른 단열면을 찾고자 하 다.그 결과,그림 3.13.15(A)와 같이 YH3-1의 7.277m

에 치한 단열면이 두 시추공의 패커 치에 존재하는 단열면들을 가로지르는 것

을 확인하 다.따라서,앞으로의 모델링에서 용질이동은 그림 3.13.15(A)의 균열망

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가정하 다. 한,모델링의 효율을 하여 주입공인

YH3-2의 패커에 비스듬히 치한 두 개의 단열면 간극의 크기가 3mm로 더

큰 9.860m에 치한 단열면만을 고려하 다.

그림 3.13.14.YH3-1과 YH3-2의 패커 치에서 발견된 단열의

기 단열면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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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동경로를 측하기 하여,우선 단열면을 나타내는 두 평면이 교차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과 그 직선과의 거리를 계산함으로써 각 시추공의 패커

와 단열면들의 교차 까지의 거리를 구하 다.본 연구에서는 최단 이동경로와 수

평 이동경로가 각각 계산되었는데,그림 3.13.15(B)에서 보듯이 최단 이동경로는

력과 반 방향으로 약 1m 정도 이동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다음의 용

질이동 모델링에서는 수평 이동경로만을 추 자와 콜로이드의 상 이동경로로 가

정하 다.그림 3.13.16과 같이 수평 이동경로를 통한 총 이동거리는 6.29m이었다.

그림 3.13.15.YH3-1과 YH3-2의 패커 치의 단열면들을 가로지르는 YH3-1의

7.277m에 치하는 단열면 측 균열망을 통한 상 이동경로.(빨간선은

단열면이 만나는 부분, 란선은 상 이동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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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6.KURT 장 용질이동 실험에 한 모델링에서

가정된 균열망을 통한 상 이동경로 거리.

나.균열망 이동모델

그림 3.13.16과 같은 균열망을 통한 용질 이동을 수치 으로 계산하기 하여

자체 으로 균열망 이동모델을 개발하 다.이는 각각의 단열면을 통한 이동경로가

순차 으로 이어져서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각 단열 이동경로에서 다음의 1차

원 용질 이류-분산 방정식(advection-dispersionequation)을 각각 계산하 다.




 







(3.13.1)

여기서,C는 용질의 농도,v는 평균 간극유속,D는 용질의 수리분산 계수

(hydraulicdispersioncoefficient),t는 시간,x는 거리이다.본 연구에서 사용된 추

자인 우라닌은 비반응성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흡착과 같은 단열 매질과의

반응에 의한 지연(retardation)기작들은 고려되지 않았다.각 단열에서의 평균 간극

유속은 장실험조건을 감안하여 회수공에서의 회수유량과 주입공에서의 주입유량

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장실험에서 주입된 추 자나 콜로이드의 높은 회수율을

해 회수유량(Qout=410mL/min)을 주입유량(Qin=22mL/min)에 비해 매우 높

게 설정하 기 때문에,각 단열에서의 평균 간극유속은 회수유량에 크게 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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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상하 다.따라서,각 단열을 통한 유량은 다음과 같이 회수유량으로부

터 역으로 계산 하 다.

→  ․
→  ․→
→  ․→

(3.13.2)

여기서,f2,f3,f4는 각각 유량 Q2→3,Q3→4,Qout에 해 이 단열에서의 유량 Q1

→2,Q2→3,Q3→4가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fraction상수로써 0에서 1의 범 를 갖

는다.비록 본 연구에서 단열면의 체 간극이 시추공 상촬 분석결과에서 얻은

간극값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하 지만,실제 단열면에서 간극 분포는 상당히 불규칙

한 양상을 보이는데,여러 단열면이 망을 이루는 조건에서는 특히 이동경로가 꺾이

는 단열면의 교차 에서 그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따라서,각 이동경로에

서의 유량 계산에 있어서 와 같은 fraction상수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다.식(3.13.2)을 통해 계산된 각 단열에서의 유량(Q)은 회수공의 특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균 간극유속으로 변환될 수 있다.

  ․


(3.13.3)

여기서,b는 단열 간극의 반이고,R은 회수공의 반경이다.그리고,용질의 수

리분산 계수는 유속이 상 으로 컸기 때문에 분자확산계수(moleculardiffusion

coefficient)의 향은 무시하고 다음과 같이 분산도(dispersivity,α)를 이용해 계산

되었다.

 ․ (3.13.4)

각 단열에서 용질 농도에 한 경계조건으로 각 교차 에서의 용질 농도는 이

단열에서 식(3.13.1)을 통해 계산된 용질 농도가 다음과 같이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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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


 
  ․→

→

  ․→

→

  ․

→

(3.13.5)

여기서,Cin와 Cout은 각각 주입공으로 주입한 용질의 농도와 회수공으로부터 측

정된 용질의 농도이다.그리고,C1,C2,C3는 각 단열 이동경로에서 용질 농도에

한 유입구 경계조건이다.각 단열 이동경로에서 용질 농도에 한 유출구 경계조건

은 다음과 같이 1st-type조건으로 정의하 다.

∞ (3.13.6)

본 연구에서의 콜로이드 이동모델은 용질 이동모델인 식(3.13.1)에 콜로이드 입

자 크기에 의한 필터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 다.




 







 (3.13.7)

여기서 Cc는 콜로이드 농도,Dc는 콜로이드의 수리분산 계수,그리고 λ는 콜로

이드의 1차원 필터링 상수(1/m)이다.콜로이드에 한 그 외 조건들은 모두 용질의

그것들과 모두 동일하게 용하 다.

식(3.13.1)과 식(3.13.7)의 1차원 이류-분산 방정식은 fully implicit finite

difference method에 의해서,시간에 해서는 two-pointbackward difference

approximation,거리에 해서는 centraldifferenceapproximation의 수치해석 방법

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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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 실험결과를 통한 균열망 이동모델 검증

에서 개발된 균열망 이동모델의 검증을 하여 비반응성 용질인 우라닌과 라

텍스 콜로이드(1.0μm)의 장 이동실험 결과를 이용하 다.각 실험결과에 한 모

델 검증에서 최 화된 모델 상수들은 표 3.13.12과 같다.

우라닌 용질 이동실험에 한 모델 검증에서는 각 균열망에서의 유량 fraction

상수들과 우라닌의 분산도에 한 최 값을 계산하 다.그 결과,그림 3.13.17와 같

이 장 실측치와 비교하여 높은 상 도를 보이는 모델링 결과를 도출하 다.라텍

스 콜로이드 이동실험에 한 모델 검증에서는 우라닌 이동모델 검증에서 도출된

각 균열망에서의 유량 fraction상수들이 균열망 고유의 특성값들이기 때문에 그들

의 최 값을 상수로 용하 다.그리고,단지 콜로이드의 필터링 상수와 분산도에

한 최 값만을 계산하 다.그 결과,그림 3.13.18와 같이 우라닌의 경우보다는 다

소 낮지만 장 실측치와 비교하여 높은 상 도를 보이는 모델링 결과를 도출하

다.콜로이드 이동 모델링의 상 으로 낮은 상 도는 최고 에서 변동이 큰 콜로

이드의 실측치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모델 상수 최소값 최 값 최 값

우라닌 용질 이동실험

f2 1/10 1 1/1.2

f3 1/10 1 1/4.7

f4 1/5 1 1/3.7

α (m) 0.0001 1 0.362

라텍스 콜로이드 이동실험
λ (1/m) 0.01 1 0.181

αc(m) 0.0001 1 0.149

표 3.13.12.균열망 이동모델 검증에 고려된 모델 상수 그들의 최 값



-723-

그림 3.13.17.우라닌 용질 이동실험에 한 균열망 이동모델 검증 결과.

그림 3.13.18.라텍스 콜로이드 이동실험에 한 균열망 이동모델 검증 결과.

일반 으로,단열면의 교차 에서는 3개의 단열면으로부터의 유량이 하나의 단

열면으로 흐르게 되므로 각 단열면으로부터의 유량 기여도인 fraction상수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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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값은 1/3이다.하지만,표 3.13.12에서 Q1→2의 Q2→3에 한 기여도인 f2는 1/1.2

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반면에,Q2→3의 Q3→4에 한 기여도인 f3는 1/4.7로 1/3보

다 낮게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YH3-2와 YH3-1의 패커 치에 존재하는 두 단

열면(즉,L1-2와 L3-4를 포함하는 단열면)에서 두 단열면을 연결해주는 L2-3를 포함하

는 단열면에서보다 상 으로 작은 tortuosity등에 의해 지하수 흐름 지연 기작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회수공에서 Q3→4의 기여도가 1/3.7로 1/2보다 작은

것은 회수공 패커에 치한 단열면에서 이동실험에 사용된 이동경로보다는 반 쪽

에서의 유량 기여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결과는,2009년 9월에 역방향

(YH3-1에서 YH3-2방향)으로 실시한 우라닌 이동실험에서 매우 낮은 회수율을 보

인 결과와 어느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이러한 유량 fraction상수들을 고

려하여 계산된 각 단열면에서의 유량과 평균 간극유속은 표 3.13.13와 같다.여기서

보듯이,Q2→3이 Q3→4에 비해 격히 떨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Q (mL/min) v(m/min)

Qin 21.65 -

Q1→2 19.96 0.054

Q2→3 23.83 0.065

Q3→4 112.02 0.304

Qout 410.00 -

표 3.13.13.균열망 이동모델 검증에서 계산된 각 단열별 유량 평균 간극유속

표 3.13.12에서 우라닌과 라텍스 콜로이드의 분산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상

했던 로 입자 크기가 1.0μm인 라텍스 콜로이드의 분산도가 0.149m로 우라닌의

분산도인 0.362m의 반정도로 나타났다.콜로이드의 입자 크기에 의한 필터링 상

수는 0.181/m로 나타났다.지하수 흐름내 콜로이드의 속도증가 상을 고려하지

않고 콜로이드의 필터링만을 고려한 본 균열망 이동모델에서 그림 3.13.18와 같이

높은 정확도를 보인 것은 입자 크기 1.0μm의 라텍스 콜로이드에 한 수평방향으

로의 이동은 가속화보다는 필터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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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결과 요약

KURT의 결정질 암반 단열에서 콜로이드의 이동 특성을 이해하기 하여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 장 실험을 목 으로 지하수 유동이 있는 단열

면을 확보하기 하여 추가 시험공을 시추하 고,단열 특성을 평가하 으며, 장

콜로이드 이동실험 장치를 설계 설치하 다. 한 비수착성 핵종 평균 입경

크기를 두 종류로 한 콜로이드를 혼합 추 자로 하여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을 수

행하 으며,실험결과 해석을 하여 코롤이드 이동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 다.

l 심부 지하환경에서 모의 핵종 콜로이드의 이동 가속화 상에 한 장

실험을 한 목 으로 장 콜로이드 이동실험 장치을 제작 설치하 다.

장 콜로이드 이동실험 장치는 주입부,회수부,그리고,콜로이드 측정부로 구성

하 다.

l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 수행을 목 으로 지하수 유동이 있는 단열로 연결된

시험공을 확보하기 하여 시험공을 추가 시추하 다.시추공 상촬 등을 통

하여 시추공의 단열특성을 악하 다.

l 장 콜로이드 이동실험 상 단열을 선정하기 하여 상호 연 성이 높은 것으

로 측되는 YH3-1,YH3-2,그리고,NYH 시험공에 하여 패커시험을 수행

하여 실험 상 주입공을 YH3-2,회수공을 YH3-1로 각각 선정하 다.

l 비수착성 모의핵종으로 우라닌을 사용하 고,평균 입경이 각각 0.34,1.0μm인

비반응성 콜로이드를 혼합 추 자로 하여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입자가 큰 콜로이드의 경우,단열 충 물 등에 한 여과효과를 보 고,

회수율 측정결과를 통해 콜로이드의 가속화를 간 으로 확인하 다.

l KURT 장 용질이동 실험에 사용된 두 시추공인 YH3-1과 YH3-2의 시추공

상촬 분석결과와 시추자료를 이용하여 두 시추공을 연결하는 균열망을 수학

으로 측하고, 측된 균열망을 통한 용질 이동을 수치 으로 계산하기 하

여 균열망 이동모델을 자체 으로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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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KURT 장 용질이동 콜로이드 이동 실험의 상 이동경로는 7m 이내로

짧으며,높은 회수율을 얻기 하여 비교 빠른 유속에서 실험이 수행되었다.

따라서,고 폐기물 처분장의 환경에 KURT 장 실험결과를 용하기 해

서는 향후 보다 긴 이동경로를 확보하여,다양한 유속조건에서 용질 콜로이

드 이동 지연 상에 한 장 실험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l 균열망 이동모델 결과는 장 실측치와 비교하여 우라닌의 경우 r2=0.995이고,

콜로이드의 경우 r2=0.930으로 매우 높은 상 도를 보여,개발된 모델의 정확성

을 입증하 다.

l YH3-2와 YH3-1의 패커 치에 존재하는 두 단열면을 연결해주는 단열면에서

상 으로 높은 tortuosity등에 의해 지하수 흐름 지연 기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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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콜로이드 형성 이동 실증

1.연구 개요

가.연구 배경

우리나라는 1980년부터 1996년까지 ·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안

성 연구를 수행하 고,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한 연구는 1997년에 원자력진

흥종합계획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착수되었다. 재 고 폐기물

처분과 련해서는 아직 어떠한 국가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 즉,“wait

andsee”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연구개발의 측면에서는 략 2040년에 고

폐기물 심지층 처분시설 운 을 시작한다는 가정 목표 하에 원자력연구원을

심으로 단계별 연구목표를 설정하고,이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 사업

에서는 “고 폐기물처분기술개발”과제를 통해 국내외 자료를 종합,분석해 한국

형 처분개념을 수립하고 비성능평가 등을 수행하 다[3.14.1]. ,국내 지질에서

시추를 통해 각종 지질,지하수자료를 확보하고,실험실수 에서 수착,확산,이동

등의 각종 실험을 수행하고 자료를 생산하여 안 성평가에 활용하 다.2007년도부

터 제 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고 폐기

물 장기 리 기술개발”과제를 통해 고 폐기물 처분 련 연구를 국가 지원 하

에 지속 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특히,2006년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고

폐기물 처분기술 실증 처분시스템 거동 실증 연구를 한 지하연구시설(KURT:

KAERIUndergroundResearchTunnel)을 완공함에 따라 실험실 규모에서 수행한

연구수 을 벗어난 장 규모의 실증 연구들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3.14.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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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주요 선진 국가들에서는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지하 심부 지층에 건설하기 해 다양한 기술 개발

과 처분장 운 방안에 한 실증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데,이를 한 종합 실증 연

구시설로서 지하연구시설(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는 URF,

UndergroundResearchFacility)을 운 하거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실험실 수

연구와 이론 측을 바탕으로 스웨덴은 ÄspöHRL(HardRockLaboratory),스

스는 GrimselTestSite(GTS),미국은 YuccaMt.등을 건설해 다양한 장 실증실

험을 수행 이며,일본은 최근에 Mizunami,Honorobe 등에 심부지하시험시설

(URL)을 건설해 고 폐기물 처분개념의 실증을 한 장실험을 본격 시작하

는 단계이다[3.14.4].

지하연구시설에서는 고 폐기물 처분장의 주요 구성요소인 공학 는 천연

방벽의 성능 검증 실증을 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처분장의 건설,운

폐쇄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실증시험을 수행한다.이러한 다양한 실증시험에서 얻

어진 각종 실험 결과에 한 실제 처분 환경에서의 검증은 고 방사성폐기물 처

분의 안 성을 확보하고,지역사회와 주민들로부터 처분장 운 과 처분장 안 에

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3.14.5].

특히,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과학기술 인 문제에 국

한되지 않는 정치사회 문제이기도 하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해서는 국민

공감 사회 수용성에 한 공론화를 필요로 하는 범국가 차원의 문제라 하

겠다.아울러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은 한 국가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 주변

국가들 국제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기에,해외 원자력 선진국 주변 국가들과

의 국제 력 공동연구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나.연구의 요성

고 방사성폐기물과 같이 장기간 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인간생태계와 격

리시키기 해 지하심부에 처분하는 방안에 해 세계 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3.14.6,3.14.7].이러한 심지층 처분에서 가장 큰 건은 인간 환경에 해

충분히 안 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따라서 고 폐기물에서부터 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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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는 다 방벽을 포함하여 생태 환경에 이르기까지 처분 시스템 반에 걸친

장기 안 성 평가가 매우 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3.14.8].이러한 장기 평

가는 다 방벽에 한 열 수리 조건,구조 요인과 각 방벽 요소에 한 물리

화학 특성,방벽 간 물질 달 등,처분된 폐기물에서 유출될 수 있는 물질이 상

호작용 하여 방벽 간 자연 환경으로 이동하는 상을 주요 상으로 이루어진

다.

고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 방사성폐기물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

우 다르다.먼 고 핵종의 경우 환경 인간에 한 험성이 매우 큰 핵종들

이 다수 포함하고 있다.일반 으로 방사성핵종들은 방사능 붕괴를 하기 때문에 시

간이 지남에 따라 독성이 어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이론 으로는 방사

능이 완 붕괴할 때까지 방사성핵종들을 환경과 격리시킨다면 그 이후에는 더 이

상 리할 필요성이 없다.반감기가 수년 이내로 짧은 핵종들은 그 양이 아무리 많

더라도 처분 에서는 요하지 않으며,악틴족 핵종들처럼 반감기가 수 만년에

서 수 백 만년에 달하는 핵종들이 주요 심 상이 된다.

그러나 더 큰 험은 이러한 고 핵종들이 심지층 처분환경에서 매우 복잡하

게 거동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고 핵종들의 지하매질을 통한 이동특성이

나 지하매질들과의 상호작용 등의 거동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 자료를 획득하지

못하고서는 처분장의 안 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따라서 원자력 선진국들은

처분안 성 연구에 있어 이러한 고 핵종들의 환경 거동특성에 한 연구를 최우

선으로 수행해 왔다[3.14.9].

처분장에서 출된 방사성핵종들은 부분 지하수를 따라 천연방벽인 암석 등

을 통해 생태계까지 이동하게 된다.그리고 방사성 핵종들은 이동경로를 따라 이들

암석매질과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한 암석매질,암석단열의 충

물,지하수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들(콜로이드,유기물,미생물 등),지하수의

지화학 조건 등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그리고 이러

한 상호작용의 수천 년 는 수십만 년에 이르는 고 폐기물 처분장의 리기간

에 걸쳐 장기 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와 련한 연구 한 매우 장기 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따라서 재 수행되는 연구들은 이들 상호작용을 어떻게 수학

모델을 이용하여 정량 으로 측 평가하고,그 불확실성을 일 것인가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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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고 핵종들이 처분장에서 유출되어

천연방벽 자연환경을 따라 이동하는 상 매질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지연

상 등에 한 연구는 처분 안 성을 평가하는데 핵심 인 요소이다.

특히,1980년 반 이후로 지하매질을 통한 핵종이동을 가속화 시키는 것으

로 알려진 콜로이드와 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방사성 콜로이드

의 발생,지하수 콜로이드로 특성 이들 콜로이드의 방사성 핵종에 한 수착 특

성,콜로이드의 이동 특성 방사성 핵종 이동에 미치는 향 등 매우 다양한 분

야들에 한 연구들이 꾸 하게 진행되어져 왔으며,그 요성은 부분의 연구자

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 처분장 안 성 평가에는 여 히 극 으로 반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따라서 실험실 인 연구보다는 실제 처분장 조건에 부합

하는 장기 장실증 실험을 통해 콜로이드의 역할과 요성에 해 확인할 필요성

이 두되었다.

다.연구의 필요성 목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6년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 한국형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KRS,KoreanReferenceSystem forHLW Disposal)의 장실

증 다양한 처분기술의 확보를 한 소규모 지하연구시설인 KURT가 건설되었

다.2003년부터 건설계획 설계를 시작하여 시설의 설계와 련 인허가 작업을

2004년에 완료하 으며,2005년 1단계 건설공사가 착수되어 2006년 후반부터 실험

장비들을 설치하 고,2007년도부터 본격 인 연구를 시작하 다[3.14.2].그러나

KURT는 지하 약 100m 수 으로 심도가 낮고,방사성 물질을 이용할 수 없는 단

들을 가지고 있다. 실제 처분장 수 의 URL을 국내에 당장 건설하기는 상당

한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이러한 문제 들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해서는 해외의

지하연구시설을 극 활용하는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은 투자로 국내에서 필

요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재 20기의 원자력발 소를 운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고 폐기물 처분연

구에 필수 인 세계 인 지하연구시설을 이용한 국제공동연구에 아직도 공식 인

트 나 력기 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 고 폐기물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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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구개발 단계인 우리나라는 화강암 지역을 처분시설이 치할 잠정 인 암반

층으로 고려하고 있으며,스 스 Nagra(NationalCooperativefortheDisposalof

RadioactiveWaste)에서 운 인 알 스 산맥에 치한 GTS가 화강암 암반층에

한 다양한 장실증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3.14.10].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해 2008년 11월 스 스 Nagra와

GrimselTestSite Phase VI연구 로그램에 한 포 약인 Umbrella

Agreement에 한 약을 체결하 고, GTS에서 수행 인 국제공동연구인

CFM(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참여를 한 실험 약(Experiment

AgreementonCollaborationintheColloidFormationandMigrationProject,2008

∼2013)을 체결하 다.

CFM 로젝트는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에서 벤토나이트 완충재로부터의 벤

토나이트 콜로이드 발생과 발생된 콜로이드의 암반 단열을 통한 핵종이동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한 처분조건에서의 장기 장 실증실험이다.처분에서 콜로이드

의 역할 요성을 실제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요한 연구로 일본,

스 스,독일,스웨덴 등 선진국의 많은 연구기 들이 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

며 재 지하연구시설에서 진행 인 핵종이동과 련한 국제공동연구 가장

표 인 국제공동연구 의 하나이다.CFM은 재 2004년부터 진행된 1단계 연구

가 종료 되었으며,2008년부터 2단계 연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지하처분연구시설들의 시설 황 핵종 콜로

이드 이동에 연구 황을 조사․분석하고,이를 바탕으로 핵종 콜로이드 이동에

국제공동 참여 타당성을 분석하 다.이러한 참여 타당성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 스 Nagra의 지하연구시설인 GTS에서 수행 인 CFM 국제공동연구 참여하게

되었고,국제공동연구 참여에 따른 연구배경,연구 황 주요 연구결과 등을 정리

하여 향후 보다 효율 이고 국제공동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 다. 한

KURT에서 수행된 연구결과와 국제공동연구의 결과를 상호비교를 통해 국내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특히 GTS는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실험환경을 갖추고 있어,어떠한 핵물질이나 방사성 물질도 사용할 수 없

도록 규제된 본원의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의 방사성폐기물처분에 한 실증연구

의 보완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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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핵종 콜로이드 이동 특성

가.핵종이동 연구개요

일반 으로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치하는 지하 500m 정도의 심지

층 처분환경은 매우 복잡한 지화학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고 핵종들 한 복

잡한 화학 거동 특성을 가지고 있다.방사성핵종들은 이동하는 동안에 계속 방사

능 붕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성이 어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론 으로 방사능이 완 붕괴할 때까지 방사성핵종들을 환경과 격리시

킨다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리할 필요성이 없다.반감기가 수년 이내로 짧은 핵

종들은 그 양이 아무리 많더라도 처분 에서는 요하지 않으며,일부 악틴족들

처럼 반감기가 수 만년 이상에 달하는 핵종들이 주요 심 상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고 핵종들이 처분장에서 유출되어 천연방벽 자연환경을

따라 이동하는 상 매질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지연 상 등에 한 연구는 처분

안 성을 평가하는데 핵심 인 요소이다.각국에서는 자국의 지하매질에 한 핵종

들의 상호반응을 실험 찰하고 정량 으로 평가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실험

실에서 수착(sorption),확산(diffusion),이동(migration)등의 단 상을 찰하고,

련매개변수 값을 측정해왔지만, 장조건에서 용성이 요하므로,1980년 부터

캐나다 URL을 시작으로 실제 처분장 규모의 장실험으로 연구의 심이 이동하고

있다.

나.처분장에서 핵종이동 특성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스템의 다 방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에서도

천연 방벽으로서 처분장 모암의 기능이 요하다.즉 처분장의 장기 안 성 측면에

서 폐기물 고화체와 이를 보호하는 인공 방벽이 궁극 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

우,지층 처분의 최후 방벽으로서 역할과 방사성물질의 이동경로 부분을 암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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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층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암반층에서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암반 매질은 투수계수가 매우 낮아 지하수가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고 보며, 신

이들 매질이 포함하고 있는 불규칙한 균열들을 통해 오염물질이 주로 이동하는 것

으로 이해하고 있다[3.14.11].

오염물질은 처분장 주변의 암반 균열에서 일반 으로 그림 3.14.1과 같이 이류

(advection)와 분산(dispersion)과정에 의해 지하수를 따라 이동하게 되지만,지하매

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균열표면에 수착하고 암반매질 내로 확산해 들어가 지하수

의 이동에 비해 그 이동이 지연된다. 한,지화학 조건에 따라 악틴족 핵종들의

경우 매우 다양한 화학종들을 가지며 때로는 콜로이드를 형성하거나 암반균열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사작용에 포함되기도 하여 복잡한 이동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하매질에서 방사성핵종의 이동 상을 수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3.14.1)

여기서,는 이동속도이고,는 분산계수,는 방사능 붕괴상수,는 지연인

자(retardationfactor)로서 핵종과 지하수와 상 인 이동속도차이를 표시하는 단

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14.2)

여기서,는 지하수 이동속도,은 핵종 이동속도,는 비 ,은 균열폭

(aperture),는 비표면 계수,는 분배계수(distributioncoefficient)이다.

  


지하수에 용해되어 는양

암반 단 무게당수착한양
(3.14.3)

부분 경우,분배계수 는 실험실에서 회분식(batch)으로 측정하며,이를 통

해 지연인자를 계산한다. 장 이동실험을 통해 핵종 지연인자와 분배계수를 측정

한다면 좀 더 실 인 값을 구할 수 있고,실험실 측정치의 타당성도 평가할 수

있다.



FR 여ssolved mobile radionuclide in the fractl.lre 

NC : mobile natural colloids 

PC ‘ mobile radioactive pseudo-colloid 

SFR : immobile radionl.lclide sorbed on the fracture surface 

SPR : immobile radionuclide sorbed on rock matrix pore surfaces 

그림 3.14.1. 암반균열에서 핵종이동현상 개녕도. 

다 콜로이드의 중요성 

지난 수 십 년 통안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심부지하에 존재하는 자연콜로이드 

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또한 콜로이드의 발생과 안정성에 대한 

실험실적 연구들과 핵종플과의 결합 등에 대한 전통적인 회분석 실험들이 보고되었 

고 중요한 자료들이 이미 구축되어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 

장의 장기 성능에서 처분장 암반에서 방사성 핵종틀의 콜로이드에 의해 가속화된 

。l동이 중요하다는 것올 증명하기 위해서는 롤로이드 사다리 (colloid ladder)라고 불 

리는 5개의 주요 요구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그림 3.14.2 창조)[3.14 .12]. 

최근에 GTS 5단계에서 수행된 CRR(Co!loid and Radionuclide Retardation) 프 

로책트를 포함하는 몇몇 연구들에서 관측된 바와 같이 처음 4개의 질문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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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체로 정 이다(그림 3.14.2참조).그러나 심지층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주변에서 콜로이드 가속화된 핵종이동에 한 어떤 결론이 있기 에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요 들이 언 되어야 할 것이다[3.14.12].첫째,방사성핵종의 콜로

이드와 결합의 비가역성에 한 마지막 질문이 범 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를 들면,비가역성이 콜로이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둘째,이것과 콜로

이드 사다리에서 정의된 다른 과정들이 타당한 처분장 시스템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14.2.콜로이드의 요성에 한 ‘콜로이드

사다리’.

비록, 재까지 수행된 장(in-situ)연구들이 실험실 로그램에서 일반 으로

가능한 것보다는 시간 으로 더 길고 공간 으로 더 넓지만,지하수의 흐름 속도는

실제 처분장 암반에서 기 되는 것보다 10
4
∼10

8
배 정도 더 크다.이것은 재

세계 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실험에서 보편 인 문제이며 단순한 실제성(즉,타당

한 시간 와 산 범 내에서 장실험을 수행하는 것)에 한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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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 실 실험들이 이동과정들과 메커니즘 이해에 필요

한 타당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계에까지 진행되었고,처분장 는 처분장 주

변의 조건들에 더 잘 맞기 해서는 미래의 작업은 지 까지 진행되어 온 것보다

더 긴 시간 를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다[3.14.13].

라.URL을 이용한 용질이동 실험 특성

보편 으로 처분 련 연구는 실험실에서 소규모로 단 상들에 한 찰

자료측정부터 시작한다.그리고 여건이 성숙하게 되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여

련연구를 진행하는데,이들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표 3.14.1과 같다.즉,실험실에서

는 심분야별로 다양한 실험장치를 구비해 단 실험들을 수행하고,다양한 실험환

경을 조성해 매개변수들의 민감도를 분석하는 등 범 에 걸쳐 폭넓은 연구를 수

행해 처분안 성평가나 처분장설계 등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다.그러나 실험실

자료들은 실제 처분장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한 상태에서 측정한 것이 아니므로 자

료의 검증과 신뢰도 확보가 요해진다.이런 필요성과 공학 규모에서 처분시스

템의 성능평가를 해 지하연구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시스템 장 단

실험실 측정

-실험조건 조 가능

-세부 단 상 찰

-방사성핵종 사용가능

-심부지하조건 조성 난

-측정자료 신뢰도 미약

지하연구시설

-처분조건과 유사

-실규모/장기간 실험

-복합이동 상

-이동모델/기술 실증

-방사성물질 사용제한

-실험조건 조 불가

-고액의 연구투자비

-복합자연 상해석 난제

표 3.14.1.지하실험시설을 이용한 용질 이동실험의 장․단

지하연구시설에서는 보통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같은 지하 환경을 조성해 실

험하므로 측정 자료가 실 이란 이 가장 요한 특징이다.그러나 URL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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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가 든다는 이외에 환경문제가 요한 사회 갈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를 실험자와 환경당국,주민들이 과학 인 평가

와 합리 인 논의과정을 거쳐 부분 방사성핵종을 사용해 실험하고 있다.

지하연구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기 으로 연구활동을 분류한다면,개방계

(opensystem)와 폐쇄계(closedsystem)로 양분할 수 있다.개방계는 실험장치와 실

험용액이 그 로 자연과 연결된 상태로 실험하는 것인데,두 시추공 사이 암반균열

내 이동실험이 표 이다.용액 주입구로부터 들어간 추 자가 암반균열을 타고

생태계 어느 곳으로라도 이동해 갈 수 있다.실제 실험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차단

하기 해 다양한 차단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를 들면 주된 지하수 두 이동경로 사이를 실험구간으로 정하고,토출유속을

입력유속보다 매우 빠르게 함으로써 주변 지하수들이 유출구로 모이게 하고,반감

기가 짧은 핵종을 사용하여 실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환경에 미치는 해도가 무

시되도록 하며 실험추 자량을 환경허용치 이하로 사용함으로써 문제 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있다.한편,폐쇄계는 실험장치를 자연과 분리/격리한 상태로 실험하여 방

사능 오염이 실험장치내에서만 이 지도록 하여 자연에는 오염가능성이 생기지 않

도록 한다.이상을 요약하여 실험시스템별 특징을 표 3.14.2에 정리하 다.

항목 폐쇄계 개방계

특징
-환경과 독립

- 장조건 인 유지

- 장지하수 사용

-환경과 연결

-거시/장기 상 찰

실험용액 -완 회수 가능 -완 회수 의문

사용

추 자

외국
-안정화학시료

-방사성핵종/악틴족 원소

-안정화학시료

-방사성핵종/악틴족 원소

한국
-안정화학시료

-유기염료

-안정화학시료

-유기염료

표 3.14.2.실험시스템 분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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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외 지하처분연구시설 연구 황

가.지하처분연구시설의 정의 목

지하처분연구시설이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지하에 건설하는데 필요한 기술

개발,시험,운 방안에 한 실증 등을 실시하기 해 지하에 건설되는 시설물을

말한다.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는 몇 년 동안 규모 연구 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

도록 주어진 목 에 맞게 설계,건설되거나 는 특정조사만을 하여 기존의 지하

공간을 활용하거나 확장해서 건설할 수도 있다.지하처분연구시설을 건설하는 심도

는 처분장 건설에 합한 것으로 고려되고 있는 화강암,암염, 토층 는 화산암

과 같은 지하 심부 암반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얕은 지반에 설치할 수도 있다.

지하처분연구시설을 통해 처분장에서 사용되는 공학 방벽과 자연방벽의 성능

과 련되는 수리 ,열 ,역학 ,화학 ,생물학 특성 이들 상호 간의 향

에 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한 처분장의 건설,운 ,폐쇄에 필요한

기술 개발 이들 기술에 한 시연을 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상으로 실시

할 수 있다.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는 공학 방벽의 장기 성능과 감시 리 체계

(monitoringsystem)등을 확증할 수 있으며 폐기물 회수에 련된 기술을 시험할

수 있다.특히 지표면에서 실시된 실험을 처분장 환경에서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지하처분연구시설이 건설되면 처분장 건설과 련된 연구개발,시연 로그램 등에

서 핵심 인 역할을 하게 되며 한 국제공동연구의 장이 되기도 한다.

지하처분연구시설은 체 처분 로그램 안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한 목 을 가

진다.

l 부지선정과 처분시스템 설계 :처분장 부지선정,지질환경에 합한 처분용기의

개발,견실한 공학 방벽의 개발

l 과학 ,공학 연구 :처분시스템의 설계 성능 평가를 한 과학 ,공학

연구 로그램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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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안 성 평가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한 처분장 안 성 평가를 한 도구

개발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수행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l 특성평가:모암의 지질,구조,수리,지구화학 역학 물성을 악하기 한

장조사 해석․평가

l 시험:처분장 개발에 필요한 공학 재질 채굴법에 한 시험과 처분장 성능

평가에 사용될 개념 모델 수치 모델의 시험

l 기술 개발:처분장 건설,폐기물 거치 회수,공학 방벽의 건설,처분장 폐쇄

등과 련된 장비 기술의 개발

l 시연:처분환경에서 실재 규모 는 축소된 규모로 처분개염, 폐기물 거

치기술,회수 기술 등을 보여

나.세계의 지하처분연구시설 황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해 다양한 규모의 지하처분연구시설이 건설될

수 있다.표 3.14.3에는 세계의 지하처분연구시설에 해 정리한 것으로 표에서 처

분부지 연 성이란 처분장 후보부지 는 그 부근에 건설하는 시설로 부지특성 자

료를 수집하는데 주목 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따라서 실험 시 주 환경 기반

암이 손상되지 않도록 실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연구용 지하처분연구시설의 경우 실제 처분장 후보부지가 아닌 곳에

설치되는 경우로서,수집된 자료를 실제 부지에 직 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

나 기반암의 손상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실험을 설계할 수 있다.세계 각국에서는

지하처분연구시설을 건설하고 독자 인 는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처분 암반과 지

하수,완충제를 비롯한 공학 방벽,굴착을 포함한 처분기술에 한 연구를 하고 있

다.다음은 세계 주요국에서의 지하처분연구시설 황 계획에 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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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치 시설형태/이름 모암 운 기간
처분부지

연 성

Belgium MOl
HADES

+PRACLAY
Plasticclay since1980 Yes

Canada Pinawa URL Granite since1984

Finland Olkiluoto ResearchTunnelGranite since1993

France

FANAY
Testgalleries

inUmines
Granite 1980∼1990

Amelie
Testgalleries

inKmine
BeddedSalt1986∼1994

Germany

Asse
Testgalleries

inK/saltmine
Saltdome 1977∼1995

Gorleben
Exploration

galleries
Saltdome since1997 Yes

Konrad
Testgalleries

inironmine
Shale since1980 Yes

Japan

Tono
Testgalleries

inUmine
Sandstone since1986

Kamaishi
Testgalleries

inFe-Cumine
Granite 1988∼1998

Sweden

Stripa
Testgalleries

inironmine
Granite 1980∼1990

Äspö

HRL

(experimental)
Granite since1990

HRL(prototype) Granite 1998-2005

Switzerland
Grimsel

GES

testgalleries
Granite since1984

MontTerriTestgalleries Shale since1995

USA

Climax SFT Granite 1978∼1983

Nevada G-Tunnel Volcanictuff1979∼1990

Carlsbad WIPP Beddedsalt since1982 Yes

YuccaMt.ESF Volcanictuffsince1993 Yes

YuccaMt.BustedButte Volcanictuffsince1997

표 3.14.3.해외 지하처분연구시설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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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ripaMine(스웨덴)

1977년에 화강암반의 Stripa폐철 산에 지하연구시설에 만들어지고 1992년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980년까지는 미국과의 공동연구가 진행되었다가

1980년부터 1992년 동안에는 OECD/NEA 후원 하에 국제공동연구로 발 하 다.

기 연구에서는 화강암의 열-역학 물성,지화학 물성들을 측정 물리탐사가 실

시되었으며,완충재로 사용될 벤토나이트와 뒷채움재로 사용될 모래-벤토나이트 혼

합물을 상으로 실험들이 이루어졌다.1983∼1987년 동안의 2단계 연구에서는 화

강암의 지하 수리 연구와 균열망에서의 핵종이동,지하수의 화학 특성,균열망의

악기법 개발,벤토나이트를 이용한 등에서 한 연구가 실시되었다.1986∼

1992년 동안의 3단계 연구에서는 손상되지 않은 화강암체에서 과거에 얻은 경험들

을 용,수학 모델과 장 측정값을 비교, 재로서 벤토나이트와 시멘트에

한 추가 연구가 있었으며 1992년에 운 이 종료되었다.

2) ÄspöHRL(스웨덴)

스웨덴의 SKB(SwedishNuclearFuelandWasteManagementCo.)는 Stripa

로젝트의 후속사업으로 CLAB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이 있는 오스카샴 Äspö

섬에서 부지 실측조사를 한 새로운 로젝트를 1980년 말부터 구상하여 1990년

반에는 본격 으로 진행하 다.1992년부터 수직터 공사가 착수되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지하 램 (ramp)공사가 함께 추진되었다.1994년 진입터 이 최종 목표

인 지하 450m에 도달하 다.이 지하시설물의 총길이는 약 3,600m로서 마지막

400m는 TBM(TunnelBoringMachine)을 사용하여 직경 5m의 터 을 굴착하

다.그림 3.14.3에 ÄspöHRL의 개 도 실험시설들의 치를 나타내었다[3.14.14].

Äspö에서는 주로 캐나다,핀란드, 랑스,독일,일본,스 스, 국 등 7개 국가

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Äspö에서 수행되는 주요한 연구로는 지하수 유동 모

델링,모암에서 발생하는 손상과 공동의 뒷채움 기법의 실증,처분공의 굴착

용기 거치와 회수,처분용기의 수명과 련되는 지하수의 화학 조성에 한

연구 등 인공방벽 천연방벽에 한 매우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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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는 2002년 에 Forsmark(Östhammar 지역)와 Simpevarp/Laxemar

(Oskarshamm 지역)에 한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장을 한 부지조사를 착수하

여 2007년 부지조사를 마무리하 으며,2009년에 포스마크를 최종 구 처분장 부

지로 확정하 다.2010년에 최종처분장 건설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2011년 말

에 건설에 착수하여 2020년부터 상용 처분장 운 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14.3.스웨덴 ÄspöURL개념도 연구시설 치.

Long term .te~t 이 buffer 
mah~rial ll (LOT Project) 

Tracer retention understandig eKperiment (TRUE-l ) 

• Zone of excavation disturbance eKperiment (ZEDEX) is completed 

• Long term test 이 buffer material l (LOT Project) is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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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iteshellURL(캐나다)

캐나다 AECL(AtomicEnergyofCanadaLimited)는 마니토바주 니펙시 북동

쪽 120km 지 Whiteshell연구지역에 그림 3.14.4와 같은 지하처분연구시설을 건

설하 다.이 지하처분연구시설은 화강섬록암반에 치하는데 지하처분연구시설 건

설을 해 1980년부터 부지평가가 실시되었으며 1983년부터 시작된 지하 시설 건설

은 1990년에 완료되었다.심도 240m와 420m에 연구를 한 터 들이 굴착되었으

며 130m와 300m에 shaftstation이 설치되었다.지하처분연구시설의 운 은 1989

년부터 실시되었으며 미국,일본,스 스,독일 등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가 수행

되었다.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수행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3.14.15].

l 수리실험: 쇄암에서의 용질 이동 실험,굴착 향지역 실험,in-situ확산실험

l 역학시험: 원형터 주 에서 괴확장,완충재/용기 시험,열-수리 시험,

isothermal실험,그라우 ,굴착 향지역에서의 투수계수,가열 상태에서의 괴

시험,터 안정성 연구,터

l 지응력 측정:수압 쇄,overcoring,역해석

l 장기 암석강도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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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캐나다 WhiteshellURL의 모식도 장실험 치들.

4) ESF(미국)

미국에서는 YuccaMt.처분후보부지에 ESF(ExploratoryStudiesFacility)를 건

설하기 해 1993년 발 공법으로 입구에서 60m의 터 을 굴착하 으며 1994년부

터 TBM 굴착을 시작하여 1997년 4월 ESF건설을 완료하 다(그림 3.14.5참조).

이 시설은 상용 처분시설 건설인허가용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성격이며,처분터 들

은 지하 약 300m 불포화 응회암(tuff)에 치하게 되며 수층은 이보다 약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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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아래에 분포하게 된다.ESF에서는 부지특성 조사를 해 암반자료 분석,매질

시료분석,그리고 지하수 유동에 한 지표조사와 심부 지질환경 등을 포함한 지하

시험,그리고 암반과 유체 기체 시료 등 지하에서 얻어진 여러 시료를 지하 실

험실에서의 분석 등이 실시되었으며 재는 갱도(drift)규모의 장 열시험이 진행

에 있다[3.14.5].

그림 3.14.5.미국 YuccaMt.의 ExploratoryStudiesFacility.

5) Mizunami HoronobeURL(일본)

일본 JAEA(JapanAtomicEnergyAgency)는 미주나미(Mizunami)와 호로노베

(Horonobe)두 곳에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추진하고 있다.1995년 발표된 미주나미

지하실증시설 계획에서는 화강암반에 6m 직경의 수직갱을 지하 1,000m까지 굴착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3.14.16].이 게 만들어진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20년에 걸쳐

조사단계,건설단계,운 단계별로 지구과학분야의 다양한 연구가 계획되어 있다.

조사단계에서는 심부 시추공에서 지질구조,수리지질,지구화학에 한 연구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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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될 계획으로 있다[3.14.17]. 재 1,000m 시추공 4개소에서 시추조사를 하 으

며 이들 시추공에서 수리시험,지하수 채취, 지응력측정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1500m 까지 연장하는 조사․연구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그림 3.14.6참조).

건설단계에서는 암석역학,지질학,수리지질학,지구화학 연구들이 포함될 것이

며 수직갱에서 뻗어나가는 수평터 을 통해 쇄 (fracturezone)와 같은 지질구조

의 조사가 실시된다. 한 조사단계에서 상되었던 상들에 한 검증이 실시되

며 이에 따라 련 연구들이 조정될 것이다.운 단계에서는 주로 운반,암석역학,

지진활동,공학 기법들에 한 내용의 연구가 수행될 계획으로 있다.암석역학

측면에서 뿐 아니라 수리 ,지구화학 에서 굴착 향지역이 연구되며 필요시

굴착 향지역의 쇄 방안에 한 연구가 수행될 것이다.그 외에도 지응력 측정

과 심부에서의 괴 상 규명에 한 연구가 수행될 것이다.2009년 12월 25일

재 주갱도는 419m,환기갱도는 440m 정도 굴착이 진행되었다.

그림 3.14.6.일본 미주나미 URL시설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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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홋가이도 북부 호로노베에 계획 인 지하 500m 퇴 암에 설치되는 호

로노베 지하처분연구시설의 개요도를 그림 3.14.7에 나타내었다.이 URL은 2000년

도에 정부로부터 건설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 으며, HURC(Horonobe

UndergroundResearchCenter)가 이 시설의 건설 연구를 주 하고 있다.이

URL은 20년 계획으로 3단계로 나 어 건설공사와 연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할 계획

이다[3.14.16].

l Phase1:지표면 조사(6년)

l Phase2:심부지하 조사 건설(6년)

l Phase3:지하시설을 이용한 연구(9∼12년)

2009년 11월 재 약 200m 정도 굴착이 진행되었다.

그림 3.14.7.일본 호로노베 URL시설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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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sse암염 (독일)

독일에서는 1960년 심지층 처분에 합한 지층선택을 한 연구가 시작되

었다.1965년에 Asse암염 을 매입하여 1967년부터 1978년에 걸쳐 실증시설과

폐기물 처분시설로 활용되었다(그림 3.14.8참조).1967년부터 1978년에 걸쳐 연

구를 해 124,500드럼의 폐기물과 1,300드럼의 폐기물이 거치 되었

으며 그 후에는 방사성폐기물을 사용하지 않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Asse암염

내 지하 실증시설은 30년 동안 독일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연구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 다.그 동안 이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는 폐기물의 취 과 처분기술의 개발

과 함께 열과 방사능 조건에 따른 암염의 거동에 한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

다.이 지하시설에서 열을 받은 암염의 거동연구가 2000년에 수행되었다.

그림 3.14.8.독일 Asse암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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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ontTerri(스 스)

토층에 건설된 MontTerri지하처분연구시설은 실제로 동일한 매질내에 고

폐기물 처분이 실시될 경우에 비하여 수리지질학 ,지화학 ,암반 역학 인

특성을 조사하기 해 설치되었다.터 은 300m 깊이의 암반에 치하여 터 의

높이는 4.6m,넓이는 4.5m로서 발 에 의해 굴착되었다(그림 3.14.9참조).1996∼

1997년 동안에는 합한 굴착기술과 측정방법에 한 단순한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토층에 한 특성 규명이 이루어졌다.1997∼1999년에는 인 터 의 굴착에 따

른 토층의 변화를 찰하는 실험이 수행되었다.

한 처분장의 안 성 평가를 한 암반의 특성연구를 해,단층 나 단열내의

지하수 조성이나 정체 공극수에서의 확산 등 지하수 유동 핵종 이동에 한 주

된 메커니즘,공극율,확산계수 물조성과 같은 인자들이 규명되었다.처분장

건설이 암반에 미치는 향 연구를 해 굴착 향지역에서의 수리 도도,굴착 향

지역의 self-healing 상이 토질 물의 팽윤에 의한 것인지 시간 의존 인 변형

거동(creep)에 의한 것인지 등이 연구되었으며 토의 열 특성 열에 의한 변화

와 같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3.14.5].

그림 3.14.9.스 스 MontTerriURL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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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GrimselTestSite(스 스)

GrimselTestSite(GTS)는 스 스 알 스 산맥의 해발 1,730m의 지표면에서

약 450m 깊이의 결정질 화강암반에 치한다(그림 3.14.10참조).GTS는 3억년

에 마그마로부터 형성된 지층(12∼13km)에 치하며,화강암반은 2억년 동안은 안

정 이었지만(그림 3.14.11참조)4천만년에 변형이 있었던 지질학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재도 매년 0.5∼0.8mm 정도의 융기가 진행되고 있다[3.14.18].

GTS는 지역 수력발 회사인 KraftwerkeOberhasliAG(KWO)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건설된 지하 처분 연구 시설로 직경 3.5m의 TBM으로 굴착되었다.이

시설에서는 1983년부터 처분장의 설계와 여러 가지 장실험 결과의 해석에 련된

연구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처분장의 건설 운 시에는 필요한 경험 습득

처분장의 안 성에 련된 물리 화학 인 과정을 조사하기 한 연구들이 수

행되었다.이 지하실증시설에서의 연구에는 독일, 랑스,일본,스웨덴,스페인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하 다.

그림 3.14.10.스 스 GrimselTestSite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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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1.GTS의 지질 개요도.

1983년 운 을 시작한 이후로 GTS에서는 매우 요하고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

되어져 왔다.각 단계별로 주요 수행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 1,2단계(1983∼1990):16개 과제를 심으로 포 조사 연구

l 3단계(1990∼1993):수력학 ,지구화학 ,물리 상 연구

l 4단계(1994∼1996):안 성 평가에 요한 연구

l 5단계(1996∼2004):처분개념의 실증 부지 특성 조사 연구

l 6단계(2004∼2013):고 폐기물 처분장에 타당한 조건에서 처분개념 연구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수행된 지난 5단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다[3.14.19].

l FEBEXII:bentonite인공방벽 Engineering 실험

l GAM(GasMigrationinshearzone)

l GMT(GasMigrationTestintheinterface):부식 미생물에 의한 기체발생과

twophaseflow

l HPF(Hyper-alkarinePlumeinFracturedRocks):Repositorycement의 알카리

성분이 핵종거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로 Jordanhighalkarine 역에 한

NaturalAnalogue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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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CRR(ColloidandRadionuclideRetardation):독일 INE주도,콜로이드 이동

요성 부각

l EFP(EffectiveFieldParameters):HydrologyandRnmigration

l FOM(FiberOpticMeasurement):Repositorymonitoring과 련해 측정장비 개

발 장기간 안정성 확보방안

그리고 2004년부터 정식으로 시작된 6단계(2004∼2013)에서는 다음과 같은 로

젝트들이 수행되고 있다[3.14.20].그리고 GTS에서 수행 인 로젝트들의 치를

그림 3.14.12에 도시하여 나타내었다.

l LCS(Long-Term CementStudies):심지층 처분환경에서 그라우 물질의 장단

기 거동특성을 이해하기 한 연구

l FEBEXe(Full-scaleEngineeringBarrierExperiment-extension):고 폐기물

처분장 완충재의 열-수리-역학-화학 과정들에 한 연구

l ESDRED Module#4(Low pH ShotcreteTechnology):콘크리트로 처분터 을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l TEM(TestandEvaluationofMonitoringtechnologiesatGTS): 장실험에서

측정되는 신호를 원격 무선으로 기록하는 기술 개발

l C-FRS(CRIEPIFracturedRockStudies):일본 앙 력연구소(CRIEPI)에서 수

행하는 균열암반에서 용질이동 균열특성 조사 실험

l FUNMIG(Laboratoryandin-situinvestigationsonradionuclidemigrationin

crystallinehostrock):EU 연구 일환으로 수행 인 로젝트 핵종이동에 한

연구

l LTD(Long-Term Diffusion):핵종의 암반확산 장기 실증실험

l CFM(ColloidFormationandMigration):암반과 완충재 경계에서 벤토나이트 콜

로이드의 발생 이동,핵종이동에 미치는 향을 장기 실증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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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2.GTS의 주요 연구 시설 치.

9) OnkaloURL(핀란드)

핀란드에서는 결정질 암반의 특성을 규명하고 처분장 선설에 따른 기술을 실증

하기 한 지하처분연구시설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핀란드는 이미 스웨덴의 Stripa

Äspö 로젝트와 같은 해외 지하처분시설 로젝트에 기부터 극 으로 참

여하여 지하수 유동 모델링 연구,실험장비 개발 용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

으며 이와 병행하여 1990년 부터는 올킬루오토에 치한 방사성폐

기물 처분장 내에 사용후핵연료 처분공을 모사하기 해 지하 50m에 폭 7m 길

이 50m 규모의 소규모 연구 터 로젝트를 추진하여 사용후핵연료 처분공 굴착

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실증하는 연구를 마쳤다.

핀란드에서는 2001년 5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올킬루오토에 건설하는 것에

해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상용 처분시설건설 인허가 목 의 지하처

분연구시설을 건설할 목 으로 2003∼2004년 상세 지질조사를 수행하 으며,2006

년도엔 처분심도에서의 조사를 실시하 다[3.14.21].최근 2009년 3월 12일 핀란드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자인 Posiva는 Lovisa원자력발 소 3호기에서 발생하

는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에 한 원칙결정(Decision-in-Principle)을 정부에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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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따라서 올킬루오토 처분장에 처분될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기존의 9,000톤에

서 12,000톤으로 늘어나게 되었다.핀란드의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의 주요 일정

은 2012년에 처분장 건설 인허가를 신청하여 2020년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착수할

정이다[3.14.22].

재 올킬루오토 암반에 굴착 인 온칼로(ONKALO)URL은 2004년 6월에 착

수하여 2009년 12월 18일 재 383 m 심도에 4,018 m 까지 굴착되었다(그림

3.14.13참조).최종 처분 깊이인 420m에는 2010년 반에 도달할 정이다.420m

처분심도에서는 최종 처분시설의 굴착기술과 방법의 용성 등이 조사될 정이다.

아울러 처분 터 의 요구사항이나 요 항목들을 시험하고 검증하기 한 터 들이

추가로 굴착될 정이다.계획된 굴착들은 2011년 말에 완료될 정이고,최종 깊이

는 437m에 도달할 것으로 상된다[3.14.22].

그림 3.14.13.핀란드 OnkaloURL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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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ADESURL(벨기에)

벨기에 북동쪽의 Mol-Dessel원 부지에 범 하게 분포된 토층이 조사

상으로 선정되어 1974년부터는 정부로부터, 그리고 1976년부터는

CEC(CommissionoftheEuropeanCommunities;유럽공동체 원회)로부터 자 지

원을 받아서 벨기에 북동쪽에 치한 Mol-Dessel원 부지에 범 하게 분포된

신생 3기층의 Boom Clay 내 230m 깊이에 HADES(HighActivity Disposal

ExperimentalSite)URL을 건설하 다(그림 3.14.14참조).

그림 3.14.14.벨기에 MolURL의 개요도 내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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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하연구시설은 토층 230 m 깊이에 지하결빙공법(Ground-freezing

technique)으로 건설되었으며,1983년부터 시작된 연구에서는 처분모암으로서의

토층의 원 치특성에 한 연구들이 있었다.1987년에는 동결시키지 않은 토층에

새로운 실험용 터 을 굴착하여 실험을 수행하기 시작하 고,이를 통해 동결굴착

법을 쓰지 않고도 규모 처분장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 장

부식 실험,터 건설에 따른 수력학 특성 변화, 토 기반의 뒷채움재 용성,

토층 내 핵종 이동 특성실험 등이 수행되었다[3.14.5].

11) BureURL( 랑스)

랑스에서는 랑스 동부지역의 Bure에 있는 1억6천만년 에 퇴 된 토층

(Callovo-Oxfordianformation)지하 490m에 지하처분연구시설을 건설하기 해

2002년에 직경 6m의 수직터 을 천공 발 기법으로 굴착하 다[3.14.23].지하

445m에는 소규모의 수평터 을 굴착,실험 수행 측공을 시추하게 되며 490m

깊이에는 비 처분개념에서 고려 인 처분터 크기의 1/2,1/6크기인 4m 직경

의 원형터 이 건설될 정이다(그림 3.14.15참조).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는 (1)수

리측정, (2)수직터 조사,(3)지하수 샘 링,(4)추 자시험(tracertest),(5)

토층의 수리-역학 거동,(6)열시험(thermaltest),(7)굴착 향지역 조사 등이 실

시되었다.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2005년 종합보고서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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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5. 랑스 BureURL개요도 내부 경.

다.연구용 인허가용 지하처분연구시설의 비교

일반 으로 지하처분연구시설에는 처분장 부지로 상되는 부지특성을 가진 지

역에 건설한 시험시설로 처분장의 건설 운 을 실증하고 시험하기 한 방법

기술개발에 을 맞추고 있는 연구용 지하처분 연구시설(Sitespecific지하처분연

구시설)의 두 종류가 있다.표 3.14.4는 이 두 종류의 지하처분연구시설을 비교 요약

한 것이다.

연구용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는 지하구조물 건설기술,모델시험,측정기술과 같

은 일반 인 경험과 처분장 모암으로 고려되고 있는 암반에 한 이해 정보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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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목 으로 건설된다.연구용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종류는 처분장 개발 로

그램의 단계에 따라 결정되는데 스 스의 경우 부지나 모암이 선정되기 이 에

GTS에 한 일반 인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그 후 20년 동안 국제 공동연구에서 핵

심 인 역할을 했다.반면 MontTerri의 경우, 토층이 모암 후보로 고려되면서

조사가 실시되었다.지하처분연구시설의 건설을 해서는 지하구조물의 굴착,건설,

유지와 련된 간 시설에 한 막 한 투자가 필요하다.이 때문에 NEA 가입국가

부분은 지하처분연구시설을 기존의 산이나 터 을 연장,확장하는 개념으로 건

설하고 있다.기존의 지하구조물을 이용할 경우 기 굴착 간 시설의 이용 측

면에서 유리하며 인허가 측면에서도 신규 부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용이하다.표

3.14.5는 NEA 국가가 기존의 지하구조물을 이용해서 지하처분시설을 건설한 경우

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지하구조물을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용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처분장

모암으로 고려 인 암반에 설치할 수도 있다.이 경우 굴착,건설에 따른 모든 비용

의 지출이 추가 으로 필요하게 된다.하지만 건설 상태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는 장 이 있다.표 3.14.6은 지하처분연구시설 목 으로 새로이 건설된 연구용 지

하처분연구시설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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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지하처분연구시설 인허가용 지하처분연구시설

특징

� 상 처분장과 동일한/유사한 부지특성을 가진 지

역에 건설한 시험시설로 처분장의 건설 운 을

실증하고 시험하기 한 방법 기술개발에

을 맞추고 있음

� 실제 처분장 부지가 아니므로 기반암이 손상되는

시험(invasivetest)까지 수행할 수 있는 반면,얻

은 데이터를 실제 부지에 용하는 데는 부지특성

의 변환과정이 요구됨

� 처분장의 후보부지 는 그 부근에 건설한 시

험시설로 부지특성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주요

목 이 있음

� 실제 처분장이 건설될 부지로 주 환경 기

반암이 손상되는 시험을 할 수 없는 제약조건

이 있음

목

� 처분개념 개발

� 특성평가 감시를 한 시험방법

� nearfield거동을 나타내는 묘사 이고 개념 인

모델과 수치 인 모델간의 연결기법 개발

� 시추공(기본 으로 1D)에서 측정 자료의 특성평가

인자들과 지하처분연구시설(2D 3D)에서 측정

된 것들과의 연결 기법 개발

� 측정된 특성 인자들의 변화에 따른 암반 성능의

민감도에 한 이해도 증진

� 건설 컴포 트 건설 기법의 개발과 시험

� 실제조건에서 처분시스템의 컴포 트들을 시험

� 처분 운 상의 선택사항들에 한 시험

� 기술 인 신뢰도 구축

� 상용 규모의 실증과 개발

� 국가 이고 다 훈련을 한 의 구축

� 경험 노하우 보

� 국제공동연구 진

� 부지의 평가 확정(confirmation)

� 처분장에 바로 인 한 지질환경(geosphere)의

특성평가

� 암반 블록 크기의 성 확인과 상 세 설계

처분장 배치

� 추가 인 장 데이터 수집 모델들의 평가

모델에서 고 의 보수성 제거

� 규제 목 으로 처분장의 nearfiled응답을 감시

� 처분 기술 기법(최근의 시험 해석 기법을

유지보완)의 실증

� 운 측면에서 상세 설계 시험

� 공공의 신뢰도 구축

� 다소의 환경 향평가 문제 악

� 처분장 건설 지상에서 수행한 조사의 지속

� 처분장 설계 설계의 유연성 시험

수행

업무

특성

제약

조건

� 필히 연구를 기본으로 하는 로그램일 것

� 특성평가 기법 R&D의 트 이님을 한 기회

� 건설기법들 간의 실증에 한 선택 허용

� 시험 기법들의 개발

� 일반 D/B개발

� 특성화 R&D를 한 간 인 방법 허용

� 안 성 평가 모델 시험

� 감시 략 시험

� Baselineconditions을 확정하고 건설 지질환

경 감시 시스템을 치시킴

� 처분장 개념과 다른 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된

URF의 건설

� 모암의 특성 평가

� 모암의 특성 련 데이터 수집

� 모암의 교란을 최소화

� 인허가를 한 안 성 평가 요구조건을 특성

으로 연결하는 로그램

� 필히 비-연구 인 로그램일 것

설계

에

고려

할

요소

� 1차 으로 연구시설임

� 과학 으로 흥미가 있고 모델링이 가능한 부지 선

정

� 과학 인 개발이 강조됨

� 방법론이 개발하고 시험하는데 필요한 내용

� 지상에서 수행하는 R&D로부터 얻을 수 없는 일

반 데이터를 얻는데 필요한 것들

� 아이디어 개념에 한 의견교환 실증을 하

는데 아주 유용

� 처분장 후보부지가 아닌 지역

� 실제 부지의 처분시스템

� 지질환경 교란을 최소화

� 엄격한 품질보증 로그램

� 처분장 개념에 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한정

된 건설

� 지상에서 수행한 조사에 한 불확실성을 최소

화하기 해 설계된 과학 인 로그램

� 상세 설계 인허가 된 안 성평가와 련된

데이터 수집

� 실제 규모로 실증하고 처분기법을 최 화함

표 3.14.4.연구용과 인허가용 지하처분시설의 비교



-760-

지하처분연구시설 모암 종류 치 심도 참여국가

Assemine 암염
독일

(490m,800m,950m)
랑스,네델란드,스페인

Tono 퇴 암 일본 스 스

Kamaishi 화강암 일본 스 스

Stripamine 화강암 스웨덴(360∼410m)
캐나다,핀란드,일본,

스페인,스 스, 국,미국

Grimseltestsite 화강암 스 스(450m)
CzechRep., 랑스,독일,

일본,스페인,스웨덴,미국

Mt.Terri 토층 스 스(400m)
벨기에, 랑스,독일,

일본,스페인

Olkiluoto

연구터
화강암 핀란드(60∼100m) 스웨덴

Climax 화강암 미국(420m)

G-tunnel 응회암 미국(>300m)

Amelie 암염 랑스

Fanay-Augeres 화강암 랑스

Tournemire 퇴 토 랑스(250m) 독일

표 3.14.5.기존의 지하공간을 활용한 연구용 지하처분연구시설

지하처분연구시설 모암 종류 치 심도 참여국가

High-AxtivityDisposal

Experimentsite

UndergroundResearch

Facility(HADES-URF)

Boom clay
벨기에

(230m)

랑스,독일,일본,

스페인

Whiteshell 화강암
캐나다

(240∼420m)

랑스,헝가리,일본,

스웨덴, 국,미국

Mizunami 화강암 일본 스 스

Horonobe 퇴 암 일본

ÄspöHardRockLab. 화강암
스웨덴

(200∼450m)

캐나다,핀란드, 랑스,

독일,일본,스페인,

스 스, 국,미국

BustedButte 응회암
미국

(100m)

표 3.14.6.처분 연구를 목 으로 건설된 연구용 지하처분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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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후보지가 정해지면 인허가용 지하처분연구시설이 추진되어 부지에서의 정

보 경험 획득에 사용될 수 있다.지하처분연구시설은 상 처분 장내나 인근에

건설된다.이때 건설된 수직터 은 처분장의 주 근 통로 는 보조 근 통로로

서 사용될 수 있다.이러한 지하처분시설은 모암의 합성 확인,부지를 고려한 처

분장 설계,부지 조선에서의 다양한 기술의 시연과 같은 목 으로 활용된다.인허가

용 지하처분연구시설의 경우 향후 처분장의 안 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가 있다.표 3.14.7은 인허가용 지하처분 연구시설을 보여 다.

결론 으로,어떤 형태의 지하처분연구시설이 추진되건 지하처분연구시설은 처

분장 로그램에서 주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지하처분연구시설 건설비의 경우 1억

불 규모 이상으로 일단 시작이 되면 처분 로그램의 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따라서 처분 연구 단계에서 가장 한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선정,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 지하처분연구시설의 건설은 고비용에 많은 시간이 소

요되기 때문에 국제 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국제 력을 통한 경험 지식

의 공유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보다 양질의 연구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지하처분연구시설 모암 종류 치 심도 참여국가

ONKALO 화강암 핀란드(500m)

Meuse/HauteMarne 셰일 랑스(450∼500m) 일본

Gorleben 암염돔 독일(>900m)

Konrad 석회암 독일(800m)

Morsleben 암염돔 독일(>525m)

MecsekMountain 토층 헝가리(1,000m)

WIPP 암염 미국(655m)

벨기에,캐나다,

랑스,독일,일본,

스웨덴, 국

ESF(YuccaMt.) 응회암 미국(300m)

표 3.14.7.인허가용 지하처분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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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핵종 콜로이드 이동 련 국제공동연구 참여 타당성 분석

가.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

고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지하 심부 지층에 건설하기 해 다양한 기술 개발과 처

분장 운 방안에 한 실증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데,이 모든 것들이 종합된 시설

로서 지하연구시설(URL 는 URF)을 운 하거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지하연구

시설에서는 고 폐기물 처분장의 주요 구성요소인 공학 방벽 천연방벽의 성

능과 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처분장의 건설,운 폐쇄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실증시험을 수행한다[3.14.24].실제 처분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수행된 다

양한 실증시험에서 얻어진 각종 실험 결과들은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안 성

을 확보하고,지역사회와 주민들로부터 처분장 건설 운 에 한 신뢰성을 확보

하는데 매우 요하다.지하연구시설은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부지조사,시

험,기술개발,그리고 실증 등의 순서로 수행되며,실제 규모의 URL건설,운 에는

통상 20년 정도의 기간이 요구된다[3.14.24].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6년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 한국형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KRS)의 장실증 다양한 처분기술의 확보를 한 소규모 지

하연구시설인 KURT가 건설되었다[3.14.2,3.14.25].2003년부터 건설계획 설계를

시작하여 시설의 설계와 련 인허가 작업을 2004년에 완료하 으며,2005년 1단계

건설공사가 착수되어 2006년 후반부터 실험장비를 설치하 고,2007년도부터 본격

인 연구를 시작하 다.그러나 KURT는 지하 약 100m 수 으로 비교 심도가

낮고,방사성 물질을 이용할 수 없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실제 처분장 수 의

URL을 국내에 당장 건설하기는 부지와 산확보 등 상당한 어려움이 상된다.따

라서 이러한 문제 들을 극복하고 효과 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해서는 해외

의 지하연구시설에서 수행하는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필요한 연구를 수행할 필

요가 있다[3.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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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지하연구시설들 에서도 스웨덴의 Äspö와 스 스의 GTS에서는 방사

성핵종을 사용할 수 있는 실험시설로서 화강암을 모암으로 하고 있고, 재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시설이고,한국 실정과 가장 부합되는 연구내용들

을 가지고 있어 핵종 콜로이드에 한 국제공동연구를 하기에 가장 합한 지하

연구시설이기에 이들 시설에서 수행 인 로젝트들에 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

았다.

나.스웨덴의 ÄspöHRL

스웨덴 SKB에서 운 인 ÄspöHRL는 1995년에 완공한 사용후핵연료(S/F)

처분을 한 연구시설로 그림 3.14.16과 같이 지하 500m 깊이로 동굴을 굴착하여

실제처분과 유사한 조건에서 각종 실험 수행하고 있다. 재 방사성핵종을 사용해

서 실험할 수 있는 최상의 URL로서 선진 9개국이 공동연구형태로 다양한 방면에

참여 이며 연구항목은 다음과 같다[3.14.14].

그림 3.14.16.ÄspöHRL의 시험내용 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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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차원 추 자 이동실험(Tracer Retention Understanding

Experiments,TRUE)

그림 3.14.16에 보이는 500m 심도 실험시설 내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시추를

하여,암반균열분포를 종합 으로 한 다음,서로 연결된 이동통로를 설정해 한 시추

공에서 추 자를 주입하여 이동하는 양태를 다공(Multipole)에서 계속 찰하여 3차

원 흐름장(flow field)에서 수리 도도(K)와 방사성핵종 이동을 악하는 실험이

다. 장 이동실험 장치는 그림 3.14.17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TRUE실험의 치

실험 범 를 그림 3.14.18에 나타내었다.

이 로젝트는 3분야로 나 어 여러 기 에서 공동연구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데,실험실에서 암반물성,기 입력인자값 측정 등을 수행하는 , 장에서 핵종

이동 실험을 수행하는 ,실험을 해석하고 측하기 한 이동모델을 개발하는

으로 분반해서 연구하고 있으며,스웨덴 SKB 주도하에 핀란드 Posiva, 랑스

Andra,일본 JNC와 같은 기 들이 참여하고 있다.1단계 연구(TRUE-1,1996∼

2002)를 거쳐,2단계 연구(BS2,TrueBlockScaleContinuationProject)가 진행되어

2007년에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었다[3.14.26].

그림 3.14.17.수착성 용질을 이용한 TRUEBlockScale

실험 장치의 추 자 주입장치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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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8.TRUE실험의 치 실험 범 의 정의.

2) 장기 암반매질내 확산실험(LongTerm DiffusionExperiment,

LTDE)

오염물질들이 암반균열 내를 이동할 때,일부는 암반매질내로 확산해 들어가게

된다.확산량은 암반의 공극(pore)에 크게 좌우되는데 심부결정질암반의 경우 개

0.003수 이다.1m3부피 암반에서 오염물질이 공극을 통해 확산해 들어간다면 약

3L의 물질이 장될 수 있다.그러므로 오염물질이 암반표면에 수착하지 않더라도

확산만으로도 상당한 수 으로 이동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확산에 해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요하다.실험은 그림 3.14.19에서 보이는 것처럼 암반균열이 없는

면에 시추를 하고 그 시추공 안에 추 자를 집어넣고 장기간 확산과정이 일어나게

한다.그 후,정해진 시간에 시추공 주변을 크게 추출하여 추 자들이 확산한 양을

평가하여,확산 깊이와 확산계수를 구하는 실험이다[3.14.6,3.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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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9.장기간 암반내 확산실험을 한 시추 모습.

3) 핵종이동 미시 측정실험(RadionuclideRetentionExperiments

withCHEMLAB)

스웨덴 ÄspöHRL에서 수행한 실험으로 균열을 포함한 약 20cm 크기 암석을

채취/가공하여 이동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장시추공에 다시 삽입한 다음 장 조

건에서 주로 악틴족 핵종들을 상으로 CHEMLAB 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

[3.14.7].그림 3.14.20에 보이는 특별한 실험시스템을 이용하여 핵종과 암반 균열 표

면과의 상호작용에 한 미시 찰,회분식으로 구한 수착 이동자료의 검증

등에 해 가치 있는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이 실험은 스웨덴 SKB와 독일

INE(InstitutfürNukleareEntsorgung)가 공동으로 수행하 는데,한국(KAERI)도

일부 연구 분석에 참여하여 실험결과 해석에 일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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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0.CHEMLAB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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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콜로이드 이동실험(ColloidProject)

스웨덴 ÄspöHRL에서 수행한 실험으로 그림 3.14.21에 개략 으로 나타낸 바

와 같이,2.5m 구간 간격으로 시추공을 뚫고 지하수가 이동하는 암반 균열 를 찾

아서 이공실험(dipoletest)으로 콜로이드의 이동성과 안정성을 찰하는 실험인데,

콜로이드 물질로는 심부 지하 조건에서 생성되는 유기물,미생물들과 핵종 착화물

들 뿐만 아니라 지하 처분 시 인공방벽으로 사용할 정인 벤토나이트도 포함한다

[3.14.27].벤토나이트는 장기간 지하수에 하는 동안 극미세 입자로 유출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방사성핵종들이 이 입자들에 수착하여 장거리 이동할 가능성이 높

으므로 이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림 3.14.21.콜로이드 이동 실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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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스의 GTS

그동안 GTS에서는 매우 요하고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핵종

콜로이드 이동과 련된 주요 연구항목은 다음과 같다[3.14.18,3.14.19].

l CRR(ColloidandRadionuclideRetardation):지난 GTS5단계 연구에서 수행된

로젝트로 독일 INE주도로 수행된 벤토나이트 완충재와 암반단열 경계에서의

핵종 콜로이드 이동 장실험으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발생과 요성이

부각된 연구이다.

l EFP(EffectiveFieldParameters):GTS5단계 연구에서 수행된 로젝트로 장

실험으로부터 지하수의 수력학 유동 핵종 이동과 련된 변수들을 구하는

방법론에 한 연구이다.

l C-FRS(CRIEPIFracturedRockStudies):GTS6단계에서 수행하도 있는 로

젝트로 일본 앙 력연구소(CRIEPI)에서 수행하는 균열암반에서 용질이동

균열특성을 조사하기 한 실험이다.

l FUNMIG(FundamentalProcesses of Radionuclide Migration) Project:EU

Framework의 일환으로 수행된 로젝트로 연구내용 일부를 FEBEX 장치를

활용하여 핵종이동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l LTD(Long-Term Diffusion):GTS6단계에서 수행하도 있는 로젝트로 핵종의

암반확산 장기 실증실험으로 장 2단계 연구를 수행 이다.자연유사연구와 연

계한 연구도 수행 이다.

l CFM(ColloidFormationandMigration):GTS5단계에서 수행된 CRR 로젝트

의 후속 로젝트로 암반과 완충재 경계에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발생 이

동,핵종이동에 미치는 향을 장기 실증하는 연구로 재 2단계 연구가 진행

이며,KAERI도 2008년도부터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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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FM(ColloidFormationandMigration) 로젝트

스 스 GTS에서 수행하고 있는 CFM 로젝트는 벤토나이트에 기 한 공학

방벽인 압축된 벤토나이트 완충재로부터 콜로이드 발생을 연구하고,발생된 콜로이

드가 이류흐름 조건에서 균열 암반에서 방사성핵종 이동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는

것이다.이를 해 타당한 처분장 조건 GTS의 자연 지하수 유속 조건에서 장

기 장실험이 수행될 것이다. 로젝트의 장실험 부분에 한 특별한 타당성

은 실험 치선정 과정과 장기 장 추 자 시험을 한 경계조건들을 정의하는 것

이다. 한 이 로젝트는 지 에서 콜로이드에 의해 가속화된 핵종이동에 한 성

능평가에 사용될 컴퓨터 코드들과 D/B들을 검증 개선하려는 의도로 수행되고

있다.아울러 CFM 로젝트는 다양한 장 실험실 연구들을 통해 방사성핵종

의 화학종 규명과 련해서 핵종과 콜로이드의 상호작용 같은 지화학 문제를 조

사하는 목 도 가지고 있다[3.14.18].

재 진행 인 CFM 로젝트는 1단계(2004∼2007)연구를 거쳐 재 2단계

(2008∼2013)연구를 수행 이며,KAERI에서도 2단계부터 CFM 로젝트에 참여

하고 있다[3.14.13].1단계 연구에서는 주로 기 자료 생산과 최종 시험 치 선정,

시험 치 사 비 활동,수력학 모델링,실험실 연구 로그램들의 계획

착수,이동모델링의 착수,CFM 로젝트의 계획 진행 등에 한 일들이 주로

진행되었다.2단계 연구에서는 1단계 연구를 바탕으로 한 동족체(homologue)시험,

실험실 실험 mock-up시험,그리고 실제 장실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 터 패커(tunnelpacker)가 터 체에 설치되어 시험 이며,조

만간 동족체 추 자 시험을 수행할 정이다[3.14.20].그림 3.14.22에는 CFM 로

젝트의 장실험에 한 개념을 도식 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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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2.CFM 로젝트의 장실험 개요.

2) LTD(Long-Term Diffusion) 로젝트

스 스 GTS에서 수행하고 있는 장기 암반 확산 장실험인 LTD(Long-Term

Diffusion) 로젝트는 암반 기공의 가시화(visualization)와 장 암반체 확산

(matrix diffusion)에 한 조사를 목 으로 하는 규모 장기 장 실험이다

[3.14.26].암반확산은 균열을 따라 흐르는 용질이 서로 연결된 미세균열 는 기공

들을 통해 주변 암반으로 통하고,암반체(rockmatrix)로 확산 이동하는 과정이다

[3.14.28].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에서 암반체 확산의 요성은 암반체 확산이

이동하는 핵종들과 하는 암반 표면의 면 을 매우 크게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암반확산이 흐름 경로의 표면으로부터 암반체의 큰 부분까

지 핵종들을 지연시킬 수 있는 체 기공부피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3.14.26].

LTD 로젝트의 1단계(2004∼2008)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실험실 연구,

측모델링 등이 주로 수행되었고, 장 암반체 확산 정도와 기공형태를 결정하기

한 많은 기술들이 시험되고 검증되었다.실제로 LTD의 작업은 크게 다음과 같은 4

개의 작업으로 나 어서 진행되고 있다:1) 장 확산 단일공(monopole)실험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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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링 작업,2)기공 특성 규명을 한 장 시험,3)장기 확산 과정들에 한 증거

들을 설명하기 한 자연 추 자 연구(NaturalTracerStudy,NTS),4)균열의 흐

름 경로 암반체 확산 경로 특성 등을 조사하기 한 연구(DiffusionProcesses

Study,DPS). 재 2단계(2009∼2013)연구가 착수되어 장 시험공을 굴착하여 확

산 특성을 조사하고 안 성평가 확산 모델을 개선하기 한 연구들을 진행되고 있

다[3.14.27].그림 3.14.23은 LTD 로젝트의 장실험에 한 개념 장실험 사

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4.23.스 스 GTS의 Long-Term Diffusion(LTD) 로젝트의 실험개요

실험장치들.

라.국제공동연구 참여

에서 조사된 해외의 지하시험시설에서의 핵종 콜로이드 이동 련 연구동

향들을 바탕으로 선정된 스웨덴의 Äspö 스 스의 GTS에서의 국제공동 의를

해 상 연구기 시설들을 방문하여 향후 국제공동연구 참여 가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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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방안 등에 해 의하고 검토하 다.참여 가능한 국제공동연구 로젝트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일반 인 고려 사항들을 주로 고려하 다.

l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08년도부터 참여가능한가?

l 연구분담 이나 투지 재원에 비해 우리가 얻을 정보나 지식이 충분한가?

l 연구시설이나 연구담당자의 자질 등이 충분한가?

l 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떠한가?

l 향후 국내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들의 비교검증이 가능한가?

우선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해

국제공동연구 황을 조사․분석하고,해외 지하연구시설을 방문하고 정보 자료

를 수집하여 국제공동연구 참여 타당성을 분석하 다[3.14.10].이러한 타당성 분석

결과,스 스 Nagra에서 운 인 GTS가 가장 합한 것을 단되었다. 해외

의 많은 지하연구시설 에서 우리나라에서 처분시설이 치할 잠정 인 암반층으

로 고려되고 있는 화강암 지역에 치한 스 스 Nagra에서 운 인 GTS가 가장

활발하게 다양한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핵

물질과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실험환경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특히

2008년도부터 CFM 로젝트 2단계 연구가 시작할 정이었기에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기엔 합한 시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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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4.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국제공동연구 참여타당성 분석보고서.

이러한 고려사항을 근거로 스웨덴의 Äspö와 스 스의 GTS에서의 국제공동연

구 참여를 해 진행된 의내용을 아래에 정리하 다.

1) 스웨덴 Äspö의 국제공동연구 참여

스웨덴 Äspö의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하여 2007년 6월에 스웨덴 SKB의 Äspö

시설을 방문하여,SKB 측과 ÄspöHRL에서의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를 진행하 다.

l ÄspöHRL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동향 악

l KAERI의 처분연구 KURT 련 연구동향 소개

l KAERI의 공동연구 의 내용 심분야 등을 제안

l TaskForce,IJC(InternationalJointCommittee)등의 운 ,참여가능성,동향 등

에 한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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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방문 자메일 등을 통한 SKB와 의를 통해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한 다음과 같은 주요 결론들을 도출하 다.

l GroundwaterFlow TaskForce의 참여 가능성(AnnualFee:70,000SEK 정도)

운 황,우리가 얻게 될 이 등에 한 논의한 결과,TaskForce는 해당

분야에 한 운 원회에서 주요 안건 향후 수행 계획을 결정하지만(SKB는

거의 여 안함)실험결과 해당 분야의 정보의 공유는 제한 이다.그리고

재로는 TaskForce의 운 이 활발하지 못한 느낌을 받았다.

l 실질 으로 Äspö에서 수행되는 모든 실험들은 IJC(International Joint

Committee)에서 결정되는데, ANDRA( 랑스), BMWi(독일), CRIEPI(일본),

JAEA(일본),NWMO(캐나다),POSIVA(스웨덴) 등이 재 참여하고 있다

(AnnualFee는 약 1,000,000SEK cash+2,000,000SEKin-kind).IJC에 참여하

면 재 진행 인 모든 실험에 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모든 정보

기술 공유가 가능하다. 매년 5월에 Forum을 개최하여 Äspö의 연구결과를

보고 받고,향후 연구진행 등에 해 논의 결정하게 된다.Äspö에서의 포

이고 극 인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해서는 IJC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되었다.

l 재 KAERI의 황 상항에 해 설명하 고,SKB측에서 검토 후 KAERI

가 참여가능한 로젝트에 한 제안서를 제출하 다.2가지 가능한 참여 형태

를 제시하 는데 하나는 “TaskForceonModellingofGroundwaterFlow and

TransportofSolutes”의 참여이고 다른 하나는 IJC의 참여이다.

l ÄspöTaskForce는 균열암반에서의 지하수 유동 용질이동의 개념 수치

모델링 분야에서의 ÄspöHRL 로젝트들을 지원하기 한 포럼 형태의 조

직이다.특히 TaskForce는 로젝트에서의 이러한 작업들을 제안하고,검토하

고,평가하고,기여한다.그리고 TaskForce는 참여국들에게 심있는 분야들에

서 ÄspöHR에 한 실험 모델링을 수행하는데 책임있는 주요 연구자들과

상호 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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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KB의 Proposal을 받은 이후에 실 문제,우리의 참여 가능범 ,국제 공동

연구 기참여의 부담감,연구 산 등을 고려하여 IJT 참여보다는 TaskForce

참여가 실 이며,향후 참여를 확 해 가는 것으로 단하 다.Task

Force의 참여는 비록 실제 장실험 등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TaskForce운

원회 참석 정보공유 등을 통해 국제 력의 platform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 된다.

l TaskForce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SKB 측의 내부 인 행정 차

참여국들의 동의과정이 재 진행 이며,참여를 한 기본 Agreement를 체결

한 후에 2008년도부터 본격 참여하는 것으로 서로 의하 다.

이러한 상호 의 과정을 거쳐 2008년 6월에 약을 맺고(그림 3.14.25참조),

TaskforceonmodelingofGW flow andtransportofsolutes(Task7)에 다음과

같이 참여하 다.

l 참여기간:2008.7.1∼2009.6.30(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함)

l 참여분담 :약 12,000,000원 (70,000SEK)

l 재 핀란드의 Olkiluoto고 폐기물 처분장을 상으로 한 역 지하수 체계

를 모델링하는 Task7이 진행 이므로 이에 참여하기로 함

l KAERI는 DFN(DiscreteFractureNetwork)모델을 이용한 핀란드의 Olkiluoto

의 역 지하수 유동실험 결과 해석에 기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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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5.SKB와 KAERI간의 Äspö모델링 TaskForce참여 약서.

2) 스 스 GTS의 국제공동연구 참여

CFM 로젝트 참여를 해 2006년 6월 스 스에서 열린 GTSISCO Meeting

에 참여하여고,이 회의에서는 GTSPhaseVIProject들의 주요 로젝트들에 한

연구 진행 상황 결과보고가 있었다.이 회의에서 KAERI는 GTS에서 수행 인

로젝트 심 있는 분야(CFM 로젝트 등)에 한 의견 제시 공동연구 참

여의 의사 표명을 하 고,향후 공동연구 참여 추진방안 제반 문제 등에 한

보다 구체 인 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 다.

이러한 GTS의 방문 의 후에 2007년 11월에 Nagra의 새로운 GTSManager인

Dr.IngoBlechschmidt를 청하여 한국의 GTS 로젝트 참여에 해 폭넓게 논의

하 고,이 결과 CFM Project까 2008년 5월부터 새로운 2단계 연구를 시작할 정

이므로 KAERI측이 참여하기엔 가장 합한 시기임을 확인하 다.아울러 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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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연구내용,참여시기,참여국, 산 등 다각 인 검토를 통해 CFM 로젝트가

가장 합한 로젝트임을 확인하 다.

Dr.Blechschmidt는 KAERI의 입장을 최 한 반 하여 KAERI가 CFM Project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표명하 다.그리고 이를 해 KAERI측이

CFM 2단계에 참여에 고려해 것을 제안하고 Nagra측이 이를 수용하는 공식 서

한을 서로 교환하 다(그림 3.14.26참조).Nagra측은 KAERI측이 CFM 2단계에

무리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1단계 연구진행의 주요 황 연구내용,실험 내용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 다.

그림 3.14.26.CFM 로젝트 참여를 해 KAERI-Nagra간에 주고받은 서신.

그림 3.14.27.CFM 로젝트 참여를 한 상호방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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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는 KAERI의 CFM 참여를 한 실질 인 문제들(참여 분담 실

험계획 등)에 한 논의들이 진행되었고,CFM 로젝트의 2단계 참여 분담

참여 기 들에 한 의가 진행되었다(그림 3.14.27참조).이러한 의를 거쳐 최

종 으로 스 스 Nagra,스웨덴 SKB,독일 FZK/INE,일본 JAEA,일본 CRIEPI,

한국 KAERI,핀란드 PosivaOy등 7개 기 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로

젝트 참여분담 (Cashcontribution)은 각 기 당 매년 85,000CHF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KAERI는 2008년 11월에 일본 동경 CRIEPIHQ에서 개최된 CFM

로젝트 트 미 에 참여하 다.그러나 한국의 경우 2008년도의 외환사태로

환율의 격한 증가에 따라 외화 부담 이 무 커지게 되어 결국, 트 미 을

통해 2008년도의 분담 을 60,000CHF으로 감면 받게 되었다.단,2009년도부

터는 참여 분담 을 액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CFM 로젝트 참여를 한 행정 처리를 해 KAERI는 Nagra와 GTS 로젝

트 참여에 한 UmbrellaAgreement를 체결하 다(2008년 11월 10일 최종 서명

함)(그림 3.14.28참조).이에 따라 KAERI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지하연구시

설에 한 공식 인 트 자격을 가지게 되었으며,이러한 해외 지하연구시설에

서의 공동연구 참여의 요성을 인정받아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 다(서울경제신문

9월11일자,그림 3.14.29참조).

한 Umbrella Agreement의 체결로 KAERI는 GTS의 ISCO(International

SteeringCommitteeOrganization)에 트 자격으로 참여하여 GTS에서 수행 인

모든 실험내용 산 등에 한 의결권을 가지게 되었다.그리고 2009년 1월에는

구체 인 의를 통해 CFM 로젝트 2단계 연구 참여를 한 Experimental

Agreement를 다음과 체결하여 공동연구 참여를 한 행정 인 차를 마무리 하

다(그림 3.14.30 첨부 1참조).

l 2단계 연구 기간:2008년 1월∼2013년 12월

l 참여기 :KAERI(한국),Nagra(스 스),CRIEPI(일본),FZK/INE(독일),JAEA

(일본),SKB(스웨덴),POSIVAOy(핀란드)

l 참여분담 :약 100,000,000원(CHF85,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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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9년 4월 15∼1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트 회의에서 한

국원자력연구원의 의견 개진하 으며,2009년 6월 23∼24일 스 스 Brienz에서 개최

된 제 7차 GTS운 원회에 공식 트 자격으로 공식 참석하 다.2010년 에는

한국에서 CFM 회의를 개최하기로 트 들과 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3.14.28.Nagra/GTSPhaseVIprogramme공동연구 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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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9.GTS의 CFM 로젝트 참여 련 언론 홍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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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30.Nagra와 KAERI간의 GTS에서 CFM PhaseII국제공동연구 참여

약서.

5.GTS에서 콜로이드 형성 이동(CFM)국제공동연구

가.CFM 로젝트 개요

1) 연구 배경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여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

부분의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계개념에 있어 방사성폐기물은 속 처분용기

(canister)로 포장되어 지하 수 백 미터에 치하는 지하매질의 처분공에 정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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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 때 처분용기와 처분공 벽 사이의 공간은 인공방벽시스템(EngineeredBarrier

System,EBS)을 구성하는 완충재(buffer)물질인 토물질로 메워지고,처분 터

은 뒷채움재(backfill)로 채워지게 된다.많은 국가들에서 낮은 침투성,높은 수착

능,자체 특성,자연에서의 내구성 등으로 인해 벤토나이트(bentonite) 토가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한 지하처분장의 완충재 물질로 고려되어 왔다

[3.14.29].

처분공에 정치된 고압축된 벤토나이트 블록은 낮은 기 수분 함량(약 10

wt.%)으로 인해 물과 하게 되는 경우 매우 큰 팽윤능을 가지게 된다.암반으로

부터의 수분 공 과 압축된 벤토나이트의 팽윤특성은 벤토나이트가 암반의 열린 균

열로 들어가게 만든다.이것을 보통 침투(intrusion)라고 한다.그리고 이 게 이동

하는 벤토나이트의 끝단(front)은 매우 부드러운 특성을 가지는 벤토나이트 겔(gel)

을 형성하게 된다.벤토나이트의 침투 속도는 벤토나이트의 도와 균열의 폭에 의

존하지만 토 겔의 침식은 균열에서의 지하수 유량뿐만 아니라 단응력(shear

stress)에 의존하게 된다[3.14.30].이러한 침투는 수분 함수에 따른 팽윤과 벽면마찰

(wallfriction)효과에 의한 지연 등의 두 가지 다른 메커니즘의 순수효과라고 할

수 있다.그림 3.14.31은 벤토나이트의 암반균열로의 침투과정을 해 도시 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3.14.31.압축된 벤토나이트의 암반균열로의 침투과정에 한 도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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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압축된 벤토나이트가 지하수와 하여 도가 매우 낮아지게 되면,수화

된 토 평 들(platelets)이 서로 떨어지게 되고 벤토나이트 토의 거시 거동은

겔처럼 된다.이러한 벤토나이트 겔이 지하수 흐름에 노출되면 각각의 평 들이 자

유롭게 되고 수평으로 흐르는 물에 의해 표면으로 떨어지게 되거나 자유입자로써

확산해 나가게 될 것이다(그림 3.14.32 그림 3.14.33참조).이러한 입자들의 물에

서의 자유 확산도는 Stokes-Einstein 계식에 의해 주어지게 되고 일반 용질들의

값보다 백배에서 천배 정도 작다.

그림 3.14.32.지하수 흐름에 의한 견인력(dragforce)에 노출된

벤토나이트 겔의 침식과정에 한 미시구조 설명.

그림 3.14.33.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침식과정에 한 도시 설명(E:침식 지역).



-785-

콜로이드가 환경에서 오염물질의 이동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

려져 있고 수많은 문가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최근의 연구들은 핵실험 지역에

서 악틴족 원소 핵종들의 장거리 이동이 콜로이드에 의한 이동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3.14.31∼3.14.34].지 까지 암반에서 자연 지하수 콜로이드가 방사성

핵종의 이동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3.14.35∼

3.14.39].그러나 완충재와 암반의 경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콜로이드에 해서는

별로 심이 없었다[3.14.12,3.14.40,3.14.41].

압축된 벤토나이트 내부에서는 주목할 만한 농도로 존재하는 콜로이드는 거의

기 할 수 없다.사실,공극수(porewater)는 회합(aggregation)을 유발하는 매우 높

은 염도(salinity)와 일반 으로 부분의 콜로이드들이 그들의 PZC(pointofzero

charge)값을 가지는 pH인 7과 9사이에 존재한다(보통 PZC에서 콜로이드들은 매

우 불안정하고 회합한다).1.65g/cm
3
로 압축된 벤토나이트 완충재(FEBEX 벤토나

이트)에서 무기콜로이드들이 부분 여과되었다는 사실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3.14.42].그럼에도 불구하고,EBS와 암반의 경계(즉,벤토나이트가 지하수와

하는 지역)에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발생은 무엇보다도 방사성핵종들이 벤토나

이트에 강하게 수착되기 때문에 방사성핵종의 이동에 있어 매우 요하다고 하겠

다.

압축된 MX-80벤토나이트로부터 콜로이드 형성에 한 최근의 연구가 이미 존

재하지만[3.14.43]이 연구는 실제로 2∼50μm 사이의 크기를 가지는 입자들에

을 맞추고 있다.하지만 일반 으로 콜로이드는 1μm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입자들

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결과가 콜로이드의 향을 고려하 다고 보기는 어

려울 것이다. 한 최근에 Missana등은 압축된 벤토나이트로부터 콜로이드의 발생

메커니즘과 유동성에 해 분석하고 각기 다른 화학 환경에서 콜로이드의 안정성

에 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3.14.40].연구결과 벤토나이트와 암반의 경계에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가 발생됨을 확인하 고 이러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들의 속도

론 회합 특성을 각기 다른 화학 조건에서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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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FM 로젝트의 목

CFM 로젝트는 벤토나이트에 기 한 공학 방벽시스템으로부터의 콜로이드

발생을 연구하고,발생된 콜로이드가 이류흐름(advectiveflow)조건에서 균열 암반

에서 방사성핵종 이동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는 것이다(그림 3.14.34참조).이를

해 타당한 처분장 조건 GTS의 자연 지하수 유속 조건에서 장기 장실험

을 수행하는 것이다. 로젝트의 장실험 부분에 한 특별한 타당성은 실험 치

선정 과정과 장기 장 추 자 시험을 한 경계조건들을 정의하는 것이다. 한

이 로젝트는 지 에서의 콜로이드 가속화된 핵종이동에 한 성능평가에 사용될

컴퓨터 코드들과 자료들을 시험하고 개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아울러 CFM

로젝트는 장 실험실 연구에서 방사성핵종의 화학종 규명 기능과 련해서

악틴족 원소와 콜로이드의 상호작용 같은 지화학 문제를 조사하는 목 도 가지고

있다[3.14.13].

따라서 CFM 로젝트의 목 은 다음과 같다[3.14.13].

l 장 조건에서 공학 방벽시스템(EBS:EngineeredBarrierSystem)과 암반 경

계에서 콜로이드 발생율과 발생 메커니즘에 한 조사하는 것

l 타당한 처분장 흐름 시스템에서(즉,매우 낮은 유량과 유속)EBS에서 발생된 콜

로이드의 지하수가 흐르는 단열을 통한 장거리 이동 거동을 평가하는 것

l EBS와 암반 경계에서 방사성 핵종들의 장기 지화학거동(이동성, 물화,콜로이

드 형성 등)을 연구하는 것

l 콜로이드로의 방사성핵종의 포획에 한 가역성을 조사하는 것

l 처분장 근계에서 방사성핵종/콜로이드의 장기 모니터링의 경험을 획득하는 것

l 처분장 성능평가를 개선에 결과를 활용하고,EBS설계를 최 화하고,모니터링

논쟁에 기여하는 것

이러한 연구 목 들은 실험실 연구 Mock-up시험, 장 실험 등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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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34.CFM 로젝트의 개념.

3) CFM 로젝트의 참여국 조직

CFM 로젝트는 2004년에 Andra(Agence nationale pour la gestion des

déechets radioactifs, 스페인), JAEA(Japan Atomic Energy Agency, 일본),

FZK/INE(ForschungszentrunKarlsruhe,InstitutfürNukleareEntsorgungstechnik,

독일),Nagra(NationalCooperativefortheDisposalofRadioactiveWaste,스 스)

등이 참여하여 1단계 연구가 시작되었다.나 에 AIST(ResearchCenterforDeep

GeologicalEnvironments,Advanced IndustrialScienceand Technology,일본),

SKB(Svensk Kärnbränslehantering AB, 스웨덴), CRIEPI(Central Research

InstituteoftheElectricPowerIndustry,일본)등이 1단계 후반에 추가로 참여하

다. 재 2008년부터 시작된 2단계에서는 우리나라의 KAERI포함하여 스 스

Nagra,스웨덴 SKB,핀란드 PosivaOy,독일 FZK/INE,일본 JAEA,일본 CRIEPI

등 6개국 7개 기 이 참여 이다.

CFM 로젝트는 Partner들로 구성되는 운 원회(ISCO)가 있고,그 에

로젝트 매니 와 실험 이 있다.여러 실험들은 각 실험 주제별로 참여자를 신청

받아 Leader를 선정하여 수행한다. 별도로 실험 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장실험 결과를 측하고, 장실험을 설계하기 한 모델링 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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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M 로젝트 트 들은 자동으로 CFM 로젝트의 운 원회 뿐만 아니라

GTS의 운 원회의 회원이 된다.이는 로젝트 참여분담 에 GTS운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GTS에서 수행 이 로젝트에 참여하기 해서는

로젝트에 한 ExperimentalAgreement를 체결하기 에 먼 Nagra와 GTS에

한 UmbrellaAgreement를 체결하여야 한다.그림 3.14.35에는 CFM 로젝트의

조직에 하여 도시하 다.

CFM 로젝트는 트 미 ,실험 회의,실험 모델링 회의 등 1년에

약 3회의 미 을 가지고 있으며,매년 6월에는 GTS 체 로젝트들을 상으로

운 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GTS운 원회에서는 각 로젝트들의 연구

황을 보고하고,참여국들의 연구동향 황을 소개하므로 트 가 아닌

Observer자격으로 참여하는 기 들도 많다.운 원회에서는 새로운 로젝트를

제안하거나 GTS운 에 한 주요 안건을 의결하기도 한다.

그림 3.14.35.CFM 로젝트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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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CFM 로젝트 1단계 주요 수행 내용 결과

GTS6단계 연구와 함께 시작된 CFM 로젝트의 지난 1단계(2004∼2007)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l CFM D/B생산과 최종 시험 치 선정 과정

l 지질학 mapping을 포함하는 수력학 으로 “제어된”지역의 생산을 한 시험

치 사 비 활동

l 자료의 감시와 수력학 모델링

l 실험실 로그램들의 계획 착수

l 이동모델링의 착수

이러한 1단계 연구수행을 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

l GTS의 AU96지역에 MI 단 (shearzone)의 선정(그림 3.14.36참조)

l 단 표면의 비 장비 설치

l 기존 시추공들의 수력학 시험 자료 획득 시스템(DAS:DataAquisition

System)의 설치

l 기존 모니터링 체계의 확장을 한 CFM 06.001과 06.002등 두 개의 새 시추공

의 시추 시험(그림 3.14.37참조)

l 단 로부터 흐름 감소에 의한 hydraulicgradient의 제어를 한 개념의

개발 실행(그림 3.14.38참조)

l 흐름 감소에 반응하는 단 주변 암석의 특성 조사

l Hydraulicgradient와 함께 체류시간의 변화를 확인하기 한 물질 보 인 추

자 시험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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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약 9시간이 peak이동시간을 가진 6m 이상의 거리에 한 콜로이드/유사물질

추 자 시험의 실행

1단계 연구에서는 주로 CFM 장 실험을 한 치 선정과 이와 련된 수력

학 특성 조사,실험 수행을 한 모니터링 장비 설치 개념 개발 설치,

결과 해석 측을 한 실험실 연구들에 을 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이

러한 1단계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본격 인 장 실험을 한 비를

마무리하고 장시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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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36.AU96과 AU100사이의 MI 단 의 지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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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37.CFM 장실험을 한 블록 모델(기존 시추공(검은색)과 새로

시추한 시추공(빨간색)).

그림 3.14.38.CFM 실험 치의 표면 을 한 메가 팩커(Megapacker)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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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FM 로젝트 2단계 주요 연구내용 문제

2008년부터 시작된 CFM 로젝트 2단계 연구는 기본 으로 1단계 연구의 연장

선상에 있으며, 재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들에 한 연구를 수행 에 있다.

-방사선 차폐

-벤토나이트 선원의 형태

-벤토나이트 선원의 크기

-추 자 문제

-모니터링 문제

-터 팩커 설치

1) 방사선 차폐

Nagra는 재 GTS에서 두개의 방사선 허가(license)를 가지고 있다.하나는

LTD(Long-Term Diffusion)단공(monopole)과 C-14수지(resin)주입 실험에 한

것이고,다른 하나는 이 GTS에서 수행된 장 실험들에서 나온 암석들을 한

장실에 한 것이다.따라서 CFM 장 실험을 해서 SwissFederalOfficeof

PublicHealth(BAG)로 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장 실험을 해 방사성 핵종을 선택할 때는 다음의 몇 가지 경계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실험 기간(핵종의 반감기)

- 실성의 정도(즉,처분장에 타당한 핵종들)

-방사성 핵종들의 용해도와 수착 특성

-방사성 핵종들의 면제 한계(일반 으로 방출되는 방사선의 종류와 련됨)

CFM 실험에 한 허가를 취득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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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핵종들의 회수성( 를 들면,시추공의 회수 overcoring등을 통해서)

-회수할 수 없는 방사성 핵종들의 규명과 환경에 한 향 (반감기와 용해도

련)

-방사성 핵종을 주입하는 동안 만약 벤토나이트가 방사성 핵종으로 선추가

(pre-doped)되었다면 벤토나이트의 정치 동안에 오염을 방지하기 한 측들

만약 방사성 핵종이 벤토나이트 정치 후에 주입 된다면 주입과 이송은 스테인

리스 스틸(stainlesssteel)용기(vial)를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방사성 핵종이

첨가된 벤토나이트 선원에 해 이것은 이송 해체 동안 충분히 차폐하고 방사성

핵종의 어떠한 유출도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하는 수제(tailor-made)이동 덮게

(casing)를 요구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스테인리스 스틸 용기로부터 방사성 핵종의

주입이 벤토나이트 정치 시추공으로 방사성 핵종을 주입하는 실행성의 에서 유

리할 것이다.

2) 벤토나이트 선원의 형태

CFM 로젝트에서는 우선 으로 벤토나이트 선원이 압축된 실린더 블록으로

시추공에 정치될 것으로 상된다.우선 선택된 벤토나이트는 Febex벤토나이트이

고,건조 도는 1.6Mg/m2으로 제안되었다.그러나 벤토나이트의 암반 균열로의 사

출(extrusion)과 콜로이드 발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더 큰 건조 도의 사용이 제안

되기도 하 다. 실제로 KBS-3,H12,Febex등에서 더 큰 건조 도를 사용하

다.FebexMock-up시험에서 측정된 벤토나이트 블록의 팽윤압(swellingpressure)

은 축방향(axial)9MPa,방사방향(radial)7.5MPa, 선방향(tangential)9MPa이

었다.

선원지역(Sourcezone)을 한 2개 시추공의 배치 옵션으로는 다음의 2가지 옵

션을 고려 이다(그림 3.14.39참조).

-옵션 1:팩커 끝에 벤토나이트 선원을 치하는 방법

-옵션 2:팩커 사이에 선원을 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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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1과 옵션 2에 한 특성을 표 3.14.8과 표 3.14.9에 나타내었다.그리고 표

3.14.10에 옵션 1과 옵션 2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3.14.39.선원지역을 한 시추공 배치방법.

표 3.14.8.선원 시추공에 한 옵션 1의 특성

-, 북-「‘--,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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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9.선원 시추공에 한 옵션 2의 특성

표 3.14.10.각기 다른 선원 시추공 배치방법의 비교

3) 벤토나이트 선원의 크기

벤토나이트 선원의 크기에 해서는 재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 이다.길

이는 0.3∼1.0m 정도,내부 직경은 40mm로 거의 고정이고,외부 직경은 86∼200

mm로 가변 이다.선원의 크기가 커지면 포화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핵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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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의 증가 등으로 비용도 증가한다.표 3.14.11에 고려 가능한 선원지역의 크기

평가된 선원의 질량과 부피에 한 고려사항들이 정리되어 있다.

한 여러 가지 선원 크기들에 한 선원과 암반사이의 간격에 한 벤토나이

트 선원의 건조 도와 최종 부피 도의 향을 계산하여 검토하 다.그 결과를 그

림 3.14.40에 나타내었다.

표 3.14.11.가능한 선원지역 크기 평가된 선원의 크기와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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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0.여러 가지 선원 크기들에 한 선원과 암반사이의 간격에

한 벤토나이트 선원의 건조 도와 최종 부피 도의 향.

4) 추 자

CFM 로젝트에서는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이동 특성 방사성핵종 이동에

미치는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향을 규명하기 하여 방사성 핵종 추 자 는

다른 종류의 추 자들을 사용할 정이다.벤토나이트 선원에 추 자를 결합하여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GTS지하수에 자체 으로 발생하는 콜로이드와 벤토나이트 선원에 의해 발생

되는 콜로이드를 구별하기 하여

-선원 정치 후에 선원의 침식을 가시화(visualization)하고,실험동안 선원의 침식

을 측정하기 하여

-선원으로부터 방사성 핵종의 이동을 조사하기 하여

GTS지하수에서 콜로이드의 농도는 약 20ppb 정도이다.이 측정에서 평균

크기는 약 200nm이고,농도는 약 0.005mg/L인 것을 측정된 바 있다.벤토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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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자를 사용하는 방법 하나의 옵션으로 Eu가 첨가된 hectorite를 사용하는 방

법이 제안되었다.

벤토나이트의 침식을 측하기 해 형 라텍스 콜로이드 입자(fluorescent

latexcolloid)를 이용하는 것이 SKB/AECLmock-up시험에서 제안되었다.이 실험

에서는 200nm 크기의 0.04wt.%의 형 라텍스 콜로이드가 정치 후 침식을 가시

화하는데 가장 합하다고 보고하 다.

콜로이드와 결합된 방사성 핵종의 이동에 한 연구를 수행하기 한 추 자

사용 방법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옵션이 가능하다.

-벤토나이트가 혼합된 물을 첨가하는 방법

-방사성 핵종 추 자 칵테일(cocktail)을 주입하는 방법

두 가지 옵션의 장단 을 표 3.14.12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GTS의 제한된 지

역에서 다음과 같은 핵종들이 사용된 바 있다.

-MigrationExperiment(MI):3H,4He,22Na,24Na,82Br,85Sr,86Rb,99mTc,123I,

137
Cs

-ExcavationProject(EP):
60
Co,

75
Se,

113
Sn,

152
Eu,

234
U,

235
U,

237
Np

-Colloid and Radionuclide Retardation Project(CRR):
85
Sr,

99
Tc,

131
I,

137
Cs,

232
Th,

233
U,

238
U,

237
Np,

238
Pu,

242
Pu,

244
Pu,

241
Am,

243
Am

-HyperalkalineplumeinFracturedrocks(HPF):
58
Co,

131
I,
134
Cs,

152
Eu

표 3.14.12.벤토나이트 선원과 방사성 핵종 추 자를 결합시키는 두가지 방법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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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벤토나이트 선원의 장 포화에서 벤토나이트 선원의 포화에 따라 추

자를 주입하는 방법에서도 두 가지 옵션이 가능하다.그림 3.14.41에 이러한 두 가

지 방법을 비교하여 도시 으로 나타내었다.

l 벤토나이트 선원 정치 후 바로 추 자를 주입하는 방법:만약 방사성 핵종들이

벤토나이트 정치 에 혼합되지 않았다면,먼 선원에 추 자를 주입하고 정치

후에 벤토나이트를 포화시키는 방법이다.이 때 벤토나이트 선원의 포화를 증진

하기 해 물 주입 시 overpressure를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이러한 방법의 문

제 은 방사성 핵종 추 자들이 벤토나이트 선원에 불균질하게 분포한다는 이

다.

l 추 자 주입 뒤에 벤토나이트 선원을 포화시키는 방법:만약 벤토나이트 선원이

포화된 후 추 자를 주입한다면 벤토나이트 선원의 침식 끝단(erosionfront)에

가깝게 주입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러한 방법의 문제 들은 벤토나이트 선원의

사출(extrusion)과 침식에 의해 방해된다는 ,침식 끝단에 상 인 주입 치

가 불확실하다는 ,벤토나이트에 의해 주입시스템의 막힘이 가능하다는 ,포

화된 벤토나이트에서 핵종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된다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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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1.벤토나이트 선원의 장 포화에서 벤토나이트 선원의 포화에 따라

추 자를 주입하는 방법의 도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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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니터링

여기에서는 단 (shearzone)에서 장실험을 모니터링 하기 한 재의 계

획을 기술하고자 한다. 한 터 팩커,표면 시추에 한 추가 인 모니터링도

요구된다.

가) 단

단 에 한 모니터링 개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지역(zones)을 고려하고

있다.

-선원 지역:선원 시추공과 련된 모니터링

-근계(Near-field):선원 시추공 벽면과 가까운 시추공

-원계(Far-field):시추공과 표면 팩커들의 네트워크

근계 지역은 선원으로부터 약 20∼30c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벤토나이트가

암반 균열로 사출되고,지하수의 혼합이 발생하는 지역이다.여기에서는 혼합지역의

지화학 특성이나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특성이 매우 요하다.주기 인 시료

채취는 in-line측정에 의해 지원되고,pH, redox, 기 도도 등 지화학 변수들

이 모니터링 된다.그러나 이러한 모니터링 시추공의 존재가 선원 주변의 지하수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원계 모니터링은 기존의 56mm 86mm 직경의 표면 팩커들을 이용하여 이

루어진다.시료 채취는 콜로이드,핵종,지하수 화학 등이고,on-line측정은 염도

(salinity)와 fluorimetry 등이고,수압도 측정된다.그림 3.14.42는 CFM 06.002을

벤토나이트 선원 시추공으로 선택할 때의 가능한 모니터링의 기하학 배열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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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2.CFM 06.002시추공 주변의 가능한 모니터링 시추공의 배열.

나) 새로운 시추공에 한 옵션

재 CFM 06.002시추공이 벤토나이트 선원 지역에 치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따라서 2009년까지 단 내 선원 지역 치에 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계

획이다.그러나 선택 인 선원 지역 치들과 추가 인 모니터링 치들을 확인하

기 한 추가 인 시추공들이 고려되고 있다.가능한 새 시추공들의 치가 그림

3.14.43과 3.14.44에 나타나 있다.

그림 3.14.43.가능한 새 시추공 치에 한 가능한 단 면의 도식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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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4.가능한 새 시추공 치에 한 3차원 시각( 단 를

따라).

다) 최종 overcoring과의 상호작용

장 실험이 종료된 후,벤토나이트 선원을 굴착하기 에 방사성 핵종들을 고

정화하고 단 와 선원을 안정화하기 해 수지(resin)를 주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단 에 한 overcoring 방법이 그림 3.14.45에 설명되어 있다.이 방법은

GAM(GasMigrationinshearzone) 로젝트에서 사용했던 방법이다.CFM 로

젝트의 overcore의 기하학 배열은 벤토나이트 선원의 기하학 배열과 단 에

한 상 인 방향에 의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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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5.GAM과 EP 로젝트를 해 개발된 개선된 시추 기술들을 이용한

overcore시추의 기하학 배열:a)시추 계획,b)시추 CoGAM 98-05(암석으로

된 바깥쪽 층이 제거되었음)내부 고리는 4″,최종 overcore는 6″임,c)시추

로젝트:수지주입과 overcore의 지하학 배열,d) 단 와 형 수지를

보여주는 EP암석 시료.

6) 터 팩커 설치

CFM 로젝트 1단계에서 구상하 던 터 팩커가 성능시험 결과 지하수의

수가 발생하며 부 합한 것으로 결정되어,2단계에서는 새로운 터 팩커를 도입비

하기로 결정하 다.이에 따라 도넛(donut)팩커 형태의 터 팩커가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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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 의 내경은 118″이고,외경은 120″이다(그림 3.14.46참조). 재 도넛 팩커

를 장 설치한 후에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 잘 작동되는 것으로 명되었다.

그림 3.14.46.새로 도입된 터 팩커(도넛 팩커).

6.CFM 국제공동연구 추진 황

가.GTS 장실험 추진 황

GTS에서 상 암반 균열의 수력학 특성 핵종 콜로이드 특성을 측하

고 평가하기 한 장 이동실험이 다양한 추 자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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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는 유속흐름이 은 MigrationShearZone(MI)에서 총 4번에 걸쳐 장 추

자 실험이 수행되었다.추 자 실험의 시험공 치 개요를 그림 3.14.47에 나타

내었다.아울러 추 자 실험의 표면 실험 장치의 구성을 3.14.48에 나타내었다.추

자 시험 에는 상 균열의 지하수에 한 화학 특성을 먼 모니터링 하게 되는

데 한 로 CFM 10-01에 한 지하수 지화학 변수들에 한 모니터링 결과를 그

림 3.14.49에 나타내었다.

그림 3.14.47.GTS에서 수행된 CFM 추 자 실험 시험공(CFM 06.002)의 치 실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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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8.GTS에서 수행된 CFM 추 자 실험의 표면 실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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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49.CFM 10-01추 자 실험의 주입쪽(injectionside)에서

측정한 지화학 인 변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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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자 시험 CFM 10-01에 한 개요,결과,실험을 통해 구한 수력학 변수값

들을 표 3.14.13~표 3.14.15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표 3.14.13.CFM 10-01추 자 시험의 개요

표 3.14.14.CFM 10-01추 자 시험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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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15.CFM 10-01추 자 시험의 수력학 변수값들

추 자 시험 CFM 10-02에 한 개요,결과,실험을 통해 구한 수력학 변수값

들을 표 3.14.16~표 3.14.18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표 3.14.16.CFM 10-02추 자 시험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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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17.CFM 10-02추 자 시험의 결과

표 3.14.18.CFM 10-02추 자 시험의 수력학 변수값들

추 자 시험 CFM 10-03에 한 개요,결과,실험을 통해 구한 수력학 변수값

들을 표 3.14.19~표 3.14.2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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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19.CFM 10-03추 자 시험의 개요

표 3.14.20.CFM 10-03추 자 시험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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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21.CFM 10-03추 자 시험의 수력학 변수값들(1차,2차 3차 결과)

추 자 시험 CFM 10-04에 한 개요,결과,실험을 통해 구한 수력학 변수값

들을 표 3.14.22~표 3.14.24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표 3.14.22.CFM 10-04추 자 시험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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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23.CFM 10-04추 자 시험의 결과

표 3.14.24.CFM 10-03추 자 시험의 수력학 변수값들

아울러 추 자 시험 CFM 10-01~CFM 10-04의 우라닌 이동실험 결과를 표

3.14.25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3.14.50에는 우라닌 추 자 실험의 과곡

선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이러한 반복 인 추 자 실험을 통해 장 실험을 한 최 의 조건을 도출하고,

DAS(DataAquisitionSystem) 장 이동 실험 장치들의 성능을 검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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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25.우라닌 추 자 시험의 결과 비교

그림 3.14.50.우라닌 추 자 시험의 과곡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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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mselTestSite에서 수행되는 CFM 장 실험과 련하여 2011년에 수행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l 모니터링 시료 채취 기구들을 한 추가 인 시험들

l 방사성 핵종 실험을 한 dummy-packer의 제작

l 자동시료채취기 배경시료 채취를 한 시험

l 추가 인 장 비:만약 packer가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에 비한 추 자들

을 모을 수 있는 추가 인 수조의 설치

l 장 추 자 시험 수행:CFM 11-01,CFM 11-02,CFM 11-03

장 추 자 시험인 CFM 11-01은 주입 시추공은 이 시험들과 마찬가지로

CFM 06.002int2을 이용하 으며,순환 유랑은 추 자 탱크를 바꾸기 에는 45

mL/min,추 자 탱크를 바꾸는 동안에는 41.5mL/min,바꾸고 나서는 10mL/min.

를 설정하 다.토출 유량은 10mL/min, 기 추 자 농도로 3ppm 우라닌과 1

ppm AGA로 시험을 수행하 다.추 자 주입 후 29시간 후에 최 도달하 으며,

시험 결과 10mL/min의 토출 유량의 회수는 06.002시추공에서의 재순환 속도에

민감하 고,회수율이 낮아서 토출 유량을 25mL/min으로 올리기로 결정하여 CFM

11-02에 용하 다.

토출 유량을 올려서 수행된 CFM 11-02시험을 수행하 고,시추공 06.002에서

추 자의 낮은 희석을 다시 발견하 다.이것의 원인은 이 에 시추한 모니터링 시

추공들의 존재에 의한 것으로 악되어 시추공 06.002에서의 주입조건을 바꾸기로

하 다.주입조건은 추 자 거동의 변화가 시추공 06.002주변의 정체흐름(Stagnant

flow)에 의한 것인지 흐름의 제약에 의한 것이지 단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방사성 핵종을 이용한 추 자 이동실험인 CFM 11-03은 2012년 1월에 방사성 핵

종 사용허가가 나오는 로 실시할 정이다.표 3.14.26에는 재 각 참여기 에서

제안된 방사성 핵종의 목록과 특성을 나타내었다.아울러 재 통합 실험(integral

experiment)을 한 정치 패커(emplacementpacker)에 한 설계가 완료되었고,

KIT가 재 미리 제조된 벤토나이트 링에 방사성 핵종들을 추가하는 잠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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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한 추가 인 시험을 재 수행하고 있으므로 2011년 안으로 기 결과가 나

올 것으로 기 하고 있다.

표 3.14.26. 재 제안된 방사성 핵종 추 자의 목록 특성

나.GTS실험실 연구

CFM 국제공동연구의 성공 인 연구를 해서는 장 실험 외에도 다양한 실험

실 연구가 필요하다.이를 해 각국에서 제안된 실험실 연구를 심으로 한

연구 로그램이 로젝트 시작과 함께 구성되었고 각 참여 기 들은 이를 한 독

자 인 실험실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고,그 결과를 트 회의 등을 통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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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한 이와는 별도로 로젝트 수행에 꼭 필요한 자료 확보를 한 실험

실 실험과 Mock-up시험 등이 문 연구기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KAERI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실 연구를 수행하 으며,이러한 결

과를 정리한 기술보고서를 발간하 다(그림 3.14.51참조)[3.14.44].KAERI에서 수

행한 실험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l 벤토나이트 완충재와 균열암반 경계에서 지하수에 의한 벤토나이트 침식 콜

로이드 발생 특성

l 발생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다양한 지화학 조건에서의 안정성 규명

l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에 한 핵종 수착 특성

l 균열암반을 통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 이동 특성 핵종 이동 향 평가

그림 3.14.51.KAERI에서 수행된 실험실 연구에 한 기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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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M 국제공동연구를 한 수행한 각 연구기 의 실험실 연구 결과들은 보고

서 발간을 한 제출되어 정리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보고서가 발간될 것으로

기 한다.

다.회의 행정

CFM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한 회의는 매년 4-5에 개최되는 트 회의와

장 실험 회의,그리고 모델링 회의가 있다.이들 회의에는 서로 유기 인 정

보 교류를 해 서로 교류하면서 참가하고 있다.KAERI에서는 2010년 4월 26-27일

에 리베라 호텔에서 트 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 다(그림 3.14.52참조).

트 회의의 주요 내용을 표 3.14.27에 정리하 다.

그림 3.14.52.국내에서 개최된 CFM 트 회의 진행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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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일 시 2010년 4월 26-27일

장 소 리베라 호텔

주요 참석자

BillLanyon,FSLtd.(ContractwithNagra)( 국)

ThorstenSchfer,KIT-INE(독일)

LaurentTruche,KIT-INE(독일)

IngoBlechschmidt,Nagra(스 스)

SusannaWold,SKB(스웨덴)

KazukiIijima,JAEA(일본)

TimothySchatz,B+Tech(OnbehalfofPosiva)(핀란드)

PirkkoHoltta,HelsinkiUniv.(핀란드)

최종원,백민훈,이재 ,김정우,박정균,KAERI(한국)

주요 토의내용

-2009년 장 실험 결과 주요 안 사항 발표/논의

-2009년 참여기 별 주요 실험실 연구내용 발표/논의

-모델링 과의 자료 교환 실험 내용에 한 의 내용

발표/토의

-연간 보고서 논문 발간 일정,방법 등에 한 의

-2010년 CFM 로젝트 추진 일정 방안 토의

-2010년 CFM 로젝트 장 실험 실험실 일정 내용

토의

-CFM 로젝트 재정 지출 내역 보고 주요 안건에 한

추인

-향후 회의 일정,회의 방법 장소 의

-THM 실증 실험장치(KENTEX) 지하연구시설 (KURT)

장 견학

표 3.14.27.KAERI에서 개최된 트 회의의 개요

그 외에 2010년 6월 15-16일에 스 스 Olten에서 제 8차 GTS

ISCO(InternationalSteeringCommittee)회가 개최되어 GTS에서 수행되고 있는

로젝트들의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행정 인 문제들에 한 참 참여기 표들

의 결의가 있었다.2010년 10월 21-22에는 스 스에서 제 4차 모델링 회의가 개

최되어 CFM 09-01.CFM 10-01시험에 한 모델링 결과들을 보고하고,향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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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논의하 다.

2011년도엔 5월 11-12일 동안 핀란드 Pori에서 POSIVA 주최로 트 회의가 개

최되어 실험실 연구결과 보고, 장실험 결과 모델링 결과 들을 보고하고,상

호 정보교류 향후 일정 등에 해 논의하 다. 2011년 6월 14-15일는 스 스

에서 제 9차 GTS ISCO 회의가 개최되었다.본 회의에서 2013년 까지로 계획된

CFM 2단계 연구를 2015년 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CFM 국제공동연구 2단계 연

구는 2015까지 연장되었다. 장실험 회의는 장실험이 지연됨에 따라 장 실

험이 끝나는 2011년 12월 이후에 개최 정이나 아직 구체 인 계획이 없다.실험

실 모델링 회의는 2012년 6-7월 경에 스 스 PSI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

하 으나,2012년 트 회의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나 다시 한국 KAERI에서

개최하는 것을 고려 이다.

기타 재 진행 인 행정 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l 벤토나이트 일본 JAEA의 연구담당자인 KazukiIijima가 다른 부서로 옮기고,

그의 역할은 Dr.Ishidera가 인수하 음

l 방사성 핵종을 이용한 실험을 한 인허가 신청은 2011년 10월에 신청하 으며,

스 스의 규제기 인 BAG와 의하 으며 12월 으로 허가가 나올 것을 상

함

l 연간 장실험보고서가 재 최종 검토 이며 12월 으로 발간될 것으로 상

됨

l 실험 보고서는 재 발간 비 임

l GTS웹사이트의 CFM 부분을 개선 보완할 정임

l CFM 로젝트의 새로운 트 로 USDOE의 참여에 해 재 의 이며

2012년 반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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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결과요약 결론

고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의 안 성 확보와 평가를 해서는 실제 처분시설

의 조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다양한 실증실험을 수행하여 실질 인 자료를 확보하

고,실험실에서 생산한 자료들과 개발도구들의 실제 용성을 확인하기 한 실증

연구가 필수 이다.이러한 이유로 미국,스웨덴,스 스, 랑스,독일 등 주요 원

자력 선진국에서는 실제 처분시설과 유사한 환경을 가진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여

다양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국내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고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장 때 지하

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문제를 미리 연구하고자 지난 2006년 11월 지하 100m 깊이

에 지하연구시설(KURT)을 건설하 다.이곳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심으로 여

러 연구기 이 참여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그러나 KURT는 지표에

서 100m 정도로 비교 심도가 낮고,어떠한 방사성 물질도 사용할 수 없기에 다

양한 방사성핵종의 실질 인 이동 특성을 연구할 수 없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서는 해외의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 의 달성을 해 세계의 주요 지하처분연구시설들에 한 황을

분석하여 재 국내 상황에서 참여 가능한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수행 인 로젝

트에 한 기술 황을 분석하 다.이러한 분석에 기 하여 스웨덴 SKB의 Äspö와

스 스 Nagra의 GTS를 직 방문하여 국제공동연구 참요 력에 한 의를

수행하고, 련 시설의 문가를 청하여 구체 인 참여시기 방안 등에

해 논의한 결과 다음의 두 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도출되었

고,2008년부터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l 스웨덴 SKB가 운 하는 Äspö의 TaskForceonModelling ofGroundwater

Flow andTransportofSolutes

l 스 스 Nagra가 운 하는 GTS의 CFM(ColloidFormationandMigration) 로

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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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스 스 Nagra에서 운 인 GTS에서의 CFM 국제공동연구는 화강암 암

반층에서 다양한 실증연구를 국제공동연구 형식으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실험환경

을 갖추고 있다.특히,GTS국제공동연구 참여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지

하연구시설에 공식 인 트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GTS에서 국제공동연구로 참여한 CFM 로젝트는 실제 심부 지하 처분환경에

서 실행되는 장기 실증연구로,방사성 물질의 이동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콜로이드에 의한 방사성 물질 이동 향을 규명하고 안 성 평가를 한 실

증 자료 확보를 목표로 수행되는 연구이다.본 로젝트의 연구 상 물질은 처분장

의 안 성 확보를 해 사용하는 인공시설물의 하나인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로부

터 발생되는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FM 로젝트의 개

요와 지난 1단계(2004∼2007)에서 수행된 연구내용 결과들을 조사 분석하 고,

2008년도부터 시작된 재 참여 인 2단계(2008∼2013)의 주요 연구 진행사항

재까지의 연구결과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 다.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 인 력을 통해

해결해 가야할 문제이므로 련 분야에 한 국제 력 국제공동연구의 참여는

매우 요하다.이러한 원자력 국제사회에 한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

라의 국가 상을 제고하고,이를 통해 고 폐기물 처분에 한 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따라서 향후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의 국제공동연구 뿐만이

아니라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으로 국제 력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GTS와 같은 세계 인 지하연구시설에서 수행되는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

는 것은 고 폐기물 처분에 한 국내 기술의 기술력을 검증하는 좋은 기회가 되

었고,해외 유수의 연구기 들과 긴 한 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아

울러 이러한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고 폐기물 처

분에 련된 선진 경험 기술 등을 효과 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한 국제공동연구 참여에 따른 국내 기술력의 인정을 통해 고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안 리에 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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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결론 제언

처분장으로 유출된 방사성 핵종들(특히 악틴족과 같은 고 핵종들)의 다양한

거동 특성과 복잡한 지구화학 지하수 환경,복합 인 지하매질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고 폐기물 처분연구의 가장 기본 인 목 이며,이러한 이해의

바탕에서 안 성 평가( 는 좀 더 넓은 의미로는 SafetyCase개발)에 필요한 자료

와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평가에 불가피하게 내재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상의 제약과 기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심지층 환원 조건에서 실험을 수

행할 수 있는 실험실,실험시스템 장치를 설계․설치하고,분석방법과 해석기술

을 개발함으로써 심지층 처분환경에서의 고 핵종들의 복합한 거동특성을 성공

으로 규명하고,이를 국내․외 SCI 에 다수 게재하는 등 투자 비 우수한 연

구 성과를 도출하 다.

부족한 경험과 기술 지원,제한된 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균열 암반을

통한 핵종 이동 특성 규명을 해 KURT 장에 용질이동 실험시스템을 성공 으

로 설계 설치하고,다양한 용질을 이용하여 장실험을 수행하여 다수의 국내특

허를 출원하고,우수한 SCI 논문을 다수 게재하고,향후 고 폐기물 처분시스

템의 장실증을 한 요소기술을 확보하 다.

처분 안 성 평가 자료의 활용성 신뢰성 증진을 해 OECD/NEA

SorptionProject에 참여하고,국내 문가들과의 Workshop개최 연구 력을 추

진하 고,제한된 직 비 내에서 산의 효율 사용을 통해(국제공동연구 분담 이

년 120,000천원 수 )스웨덴 Äspö 스 스 GTS등 주요 해외지하연구시설에서

의 국제공동에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 지식을 습득하고,우리나라의 원자력 국제

력 국제 상제고에 기여하 다.

핵종/ 물/미생물 복합반응은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첨단 융합과학 연구

분야로 국내 학의 련 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3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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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의 기술 수 에 거의 도달하 고,이를 바탕으로 생산된 논문들이 SCI 에

게재되었거나 출 이다.따라서 연구 인력이나 연구 산 비 우수한 실 과 성

과를 도출하 다.

우리나라도 재 · 폐기물 처분사업이 착수되고 있지만 실제 처분사

업의 성공 인 수행을 해서는 기술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고 련 기술들이 충

분히 실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만약 이러한 기술들이 자체 으로 확보되지 못하

고 외국에 의존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경제 가를 치르게 되고 외국 기술에

종속되는 결과를 래할지도 모른다.우리나라의 고 폐기물 처분도 선진 외국에

비해 처분연구의 착수시 이나 진도는 많이 늦었지만,국내 처분환경에 한 체계

이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기술 자료를 축 하고 처분기술 자립을 이루어 간다면

실제 처분장운 은 유럽이나 일본보다 많이 늦지 않은 시 에서 시행될 것으로 기

된다.

안 한 고 폐기물 처분을 해서는 고 핵종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 나

라 고유의 지질조건,자연환경,인문사회조건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 이에 합당한 연구항목을 설정하고 연구결과를 체계 으로 구축함으로써 우리나

라에 가장 합당한 처분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이 게 생산된 연구결과들은 결

국,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한 과학기술 안 성 입증을 한 다양한 기술

자료와 기술실증을 통해 국민에게 보여 으로써,향후 고 폐기물처분에 한

측 가능한 국가정책 수립과 국민 신뢰도 증진,나아가 원자력산업 반에 한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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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목표달성도

연구내용들의 세부 연구목표별로 목표달성도를 기술하 다.

1. 이로폐기물 용출 특성 조사 분석

사용후핵연료의 이로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그들의 특성을

조사하 다.그러나 그 폐기물들은 그 로 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구성이 큰 담체

에 용융시켜 고화체로 만든다.이 고화체들의 건 성 조사를 하여 당 연구원 타

부서에서 실시한 용출률을 조사하 으며,이들을 붕규산유리고화체 사용후핵연

료의 용출률과 비교하여 보았다.그러나 휘발성 핵종을 흡착한 폐필터의 처리방법,

속폐기물의 압축 혹은 용융,고화체의 조성이 아직 완 히 결정되지 않았다.본

연구는 황조사가 목 이었으므로 그 주어진 연구목표를 충분히 달성하 다.

2.심부처분환경에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착특성

규명

심부 처부 환원환경(-400mV 이하)실험을 한 방사화학 실험실을 신규로 구

축하고,기존의 로 박스 성능을 개선하여 설치하고, 기환원셀 분 학 측

정이 가능한 신규 로 박스 등을 구매하여 설치하 다.KURT 지하수를 이용한

고 핵종(U,Th,Np,Am)들의 용해도를 측정하고,열역학 반응 D/B에 자료를

추가하 다.KURT 지하수 암석을 이용한 고 핵종들(U,Th,Np,Am)의 수

착분배계수(Kd)를 측정하고,기존 수착 D/B에 자료를 추가하 다.아울러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에 의한 화학종 변화 물조성 변화 등에 의한 수착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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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고,pH,Eh,탄산염 등 지화학변수 향을 규명하 다.아울러 본 과제에서는

제한된 산 범 에서 연구장비와 시설을 구축하고,이를 바탕으로 생산된 연구결

과를 SCI 에 다수 게재하는 등 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따라서 주어진 연

구 목표를 100% 달성하 다.

3.심부처분환경에서 고이동성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착특성

규명

자연수 에 음이온으로 존재하여 주변 암반에 잘 흡착하지 않는 핵종인 I,Se,

Tc의 심부지하 조건에서 용해도와 수착 특성을 실험하 다. 이들의

SLSP(SolubilityLimitingSolidPhase)를 이용하여 환원 산화조건에서 용해도

를 측정하 으며,처분용기 재질 그 부식생성물,그리고 화강암과 벤토나이트에

한 수착성질을 실험하 다. 한,이 결과들을 열역학데이터를 PHREEQC 혹은

MINTEQ지화학 코드에 입력하여 용해도와 주요 용해 화학종,그리고 수착 메커니

즘 등도 측하여 보았다.얻어진 결과는 외국의 데이터와 비교하 을 때 체로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따라서 본 연구는 주어진 연구목표를 충분히 달성하 다.

4.처분 안 성평가를 한 지화학반응 수착 D/B구축

주요 고 핵종들(U,Th,Np,Am) 핵분열성 핵종들에 한 지화학반응

열역학 자료 용해도 D/B를 구축하고 기술보고서를 발간하 다. 한 수착자료

의 활용성 증진을 해 Web기반 수착자료 D/B개발하고 수착자료 D/B구축하

다.아울러 OECD/NEA SorptionProject와 같은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안 성

평가를 한 수착자료 활용방법론 개발에 노력하 고, 련 분야의 국내 문가들의

기술자문 논의를 통해 평가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Workshop을 개최하는

등 추가 인 노력을 기울 다.따라서 주어진 목표를 100% 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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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암반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확산특성 평가

KURT 암석을 이용한 내부확산 실험장치를 설계 설치하고,실험 상 암반

(풍화암 신선암)의 기 특성을 측정하 다. 기 환원 조건에서 다양한 비수

착성 수착성 핵종들의 암반 확산깊이 확산계수를 측정하 다.아울러 확산깊

이 측정 표면 반응 분석을 한 자기방사분석장치,연차 추출법,EPMA 등 다양

한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방법론을 개발하 다.암반 내부확

산 이동모델을 개발하여 확산계수를 평가하고,처분안 성 평가를 한 자료를 구

축하 다.따라서 주어진 목표를 100% 달성하 다.

6.심부 처분환경에서 미생물 향 평가

KURT지하수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생물을 확인하고(미생물 100여종, 속환원

미생물 20여종)기 특성을 규명하 다.발견된 속환원 미생물들이 방사성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고,이것이 한겨례 신문,MBC뉴스 등 국

인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기도 하 다. 물/미생물 복합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미

생물의 핵종 수착에 한 향을 평가하 다.아울러 환원 미생물에 의해 지하수의

산화/환원 가 최 -500mV까지 떨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 다.이 과정에서 지

하수의 철과 황이 결합하여 맥키나와이트(mackinawite,FeS)라는 황화 물과 황화

수소 가스가 다량 생성됨을 확인하 다.

본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처분용기로 사용되는 구리용기재료가 황산염환원미생

물에 의해 부식되는 과정을 찰하 다. 한,물 속의 철이온 농도가 올라갈수록

구리용기의 부식 속도는 더욱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그리고,단열암반 표

면에 생물막이 형성되어 핵종이동 지연에 향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과 모델

링을 통해 규명하 다.본 연구를 통해 향후 처분안정성 평가에 있어서 미생물의

향이 매우 요하게 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 고,향후 체계 인 연구를 통해

핵종이동에 있어서 미생물의 정 /부정 역할이 더욱 명확이 규명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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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단된다.해당 연구 분야는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첨단 융합과학 연구

분야로 본 과제에서는 국제 인 수 의 논문 게재 발표를 수행하 고,향후 처

분분야에서 세계 인 수 의 생지화학 연구 그룹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본 연

구분야는 연구 인력이나 산 비 우수한 실 과 성과를 도출하 다고 단되며,

주어진 연구목표를 100% 달성하 다.

7.지하연구시설(KURT)에서 핵종 이동 지연 특성 규명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지하처분연구시설인 KURT에 장 용질이동 실험시스템

을 설계,개발하여 설치하 다.용질이동 실험을 한 암반 단열 특성과 단열연결성

분석 방법들(BIPS Waterpressuretest)을 정립하 다.이러한 장비와 기술들

을 바탕으로 암반 단열을 통한 비수착성(Eosin,Uranine,Br
-
) 수착성(Rb,Ni,

Sm,Zr)용질을 이용한 다양한 용질이동 실험을 수행하여 암반 단열을 통한 핵종

이동 지연 특성을 분석하 다. 균열 충 물과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핵

종 이동 지연특성을 규명하여 장 실험결과와 상호 비교 검증하 다.열린계에서

의 장 용질 이동모델을 자체 개발하고,실험결과를 이용하여 검증하 다.따라서

주어진 연구목표를 100% 달성하 다.

8.국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콜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

해외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해 우선

으로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연구 황 공동연구 참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기술

보고서 등을 발간하 다.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스웨덴 Äspö지하수 유동

TaskForce국제공동연구에 참여(2008년 5월 약)하여 자체 개발한 DFN 모델을

용하여 기여하 다. 한 스 스 GTS(GrimselTestSite)에서 CFM(Colloid

FormationandMigration)II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고(2008년 11월 약) 련된

자체연구를 수행하여 기여하 다.이러한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Know-how

정보를 취득하고,우리나라의 원자력 국제 력 상 제고에 기여하 다.국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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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국제공동연구 참여의 의의와 요성이 부각되어 언

론(서울경제신문)에 소개되고 홍보되기도 하 다.따라서 주어진 연구목표를 100%

달성하 다.

본 과제에서의 주요 연구개발 목표들에 한 목표달성도를 표 4.1.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목표
달성
도

(%)

기여도

이로폐기물

용출특성 조사

분석

․ 이로공정 폐기물의 종류 특성,그

리고 건 성 조사

․타 고화체 사용후핵연료와 용출률

비교

.처분조건에서 수행할 이로고화체의 용

출시험 방법을 제시

5 100

이로폐기물의

재 연구 황을

악하고 향후

시험방법을 제시

함

심부처분환경에

서 고 핵종

들의 지화학반

응 수착특성

규명

․심부 처부 환원환경(-400mV이하)실

험을 한 방사화학 실험실 로

박스, 기환원셀 등 장비 구축

․KURT지하수를 이용한 고 핵종(U,

Th,Np,Am)들의 용해도 측정 D/B

자료 추가

․KURT지하수 암석을 이용한 고

핵종들의 수착분배계수(Kd)측정

D/B자료 추가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에 의한 화

학종 변화 물조성 변화 등에 의한

수착 특성 규명

․pH,Eh,탄산염 등 지화학변수 향 규

명

15 100

실험실 실험

장비를 성공 으

로 구축하고,실

험 모델링을

수행하여 해당

D/B에 자료를 추

가하고,생산된

연구결과를 국내

외 우수 논문에

게재하고,안 성

평가를 해 제

공하 음

심부처분환경에

서 고이동성 핵

종들의 지화학

반응 수착특

성 규명

․KURT지하수를 이용한 고이동성핵종

들(I,Se,Tc)들의 용해도 측정 D/B

자료 추가

․KURT지하수 암석을 이용한 고이

동성핵종들의 수착분배계수(Kd)측정

D/B자료 추가

․이들 핵종의 지화학반응에 의한 화학종

변화 물조성 변화 등에 의한 수착

특성 규명

․처분용기 재질 그 부식생성물에

한 이들 핵종의 거동을 조사

15 100

생산된 연구결과

를 국외 우수 논

문에 게재하여

신뢰성을 확보하

고,안 성 평

가 자료로 제공

하 음

표 4.1.1.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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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목표
달성
도

(%)

기여도

처분 안 성평

가를 한 지화

학반응 수착

D/B구축

․주요 핵종들에 한 지화학반응 열역학

자료 용해도 D/B구축

․Web기반 수착자료 D/B개발 수착

자료 D/B구축

․OECD/NEASorptionProject참여를

통해 안 성 평가를 한 수착자료 활

용방법론 개발

․국제공동연구 참여 국내 문가

Workshop등을 통한 평가자료의 신뢰

도 확보

10 100

해당 D/B를 개발

구축하고,안

성 평가 활용

을 한 방법론

개발을 한 국

제공동연구를 수

행하고,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한 국내 문가

Workshop등을

개최함

암반을 통한 핵

종확산 깊이 측

정 확산특성

평가

․KURT암석을 이용한 내부확산 실험장

치의 설계,설치 기 특성 측정

․ 기 환원 조건에서 다양한 비수착

성 수착성 핵종들의 암반 확산깊이

확산계수 측정

․확산깊이 측정 표면 반응 분석을

한 자기방사분석장치,연차 추출법,

EPMA등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결과

해석

10 100

내부확산 실험장

비를 설계/설치

하고,KURT

장 시료를 이용

한 실험을 수행

하 고,다양한

분석방법을 개발

하여 결과를 해

석/평가하 음

심부 처분환경

에서 미생물

향 평가

․KURT지하미생물 채취 단독배양

성공

․ 물/미생물 상호작용에 의한 미생물의

핵종 수착 향 평가

․미생물에 의한 핵종 물화

(Bio-mineralization) 상 메커니즘 규

명 우라늄 이동 지연효과 평가

․미생물에 의한 KURT환원지하수 형성

작용 핵종이동 향 평가

․미생물에 의한 처분용기재료 부식 향

평가

15 100

KURT지하수

미생물의 특성분

석과 핵종/ 물/

미생물 상호작용

에 한 연구를

심도있게 수행하

여 우수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

고,핵종거동에

한 미생물

향 분석을 통해

처분안 성 평가

의 불확실성 감

소에 기여하 음

표 4.1.1.(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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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목표
달성
도

(%)

기여도

지하연구시설

(KURT)에서

핵종 이동

지연특성 규명

․KURT 장 용질이동 실험시스템 설계,

개발 구축(균열 길이:3∼5m 규모)

․용질이동 실험을 한 암반 단열 특성

과 단열연결성 분석 방법론 정립

(BIPS Waterpressuretest)

․암반 단열을 통한 비수착성(Eosin,

Uranine,Br-) 수착성(Rb,Ni,Sm,

Zr)용질 이동 실험 수행 이동특성

분석

․균열 충 물과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

해 핵종 이동 지연특성 규명

․열린계에서의 장 용질 이동모델의 자

체 개발 검증

15 100

용질이동 실험시

스템을 KURT

장에 성공 으

로 설계 설치

하고,다양한 용

질을 이용하여

장이동 실험을

수행하고 자체

자료를 생산함으

로서 암반단열을

통한 핵종이동

실증을 한 요

소기술들을 확보

하 음

국내외 지하연

구시설에서 콜

로이드 이동 특

성 규명

․국내 KURT지하수 콜로이드의 기

특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규명함

․KURT에서 암반 단열을 통한 콜로이드

장 이동실험을 수행하고,실험자료를

바탕으로 콜로이드 이동모델을 검증함

․스웨덴 Äspö지하수 유동 TaskForce

국제공동연구 참여(2008.5 약) 자

체 개발한 DFN모델을 용함

․스 스 GTS에서 CFM(Colloid

FormationandMigration)II국제공동

연구 참여하고(2008.11 약) 련 자체

연구 수행하여 기여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Know-how

정보를 취득하고,우리나라의 원자력

국제 력 상 제고에 기여

15 100

국내 KURT에서

의 장 실험

해외 지하연구시

설의 국제공동연

구 참여 등을 통

해 처분안 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 지식을

습득하고,우리나

라의 원자력 국

제 력 증진

국제 상 제

고에 기여하 음

총 계 100 100

표 4.1.1.(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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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련분야에의 기여도

각 연구목표별로 연구결과들의 련분야로의 기여도를 기술하 다.

1. 이로폐기물 용출 특성 조사 분석

본 연구에서 얻은 ZIT 이로폐기물의 용출률은 환원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보

다는 건 성이 떨어지나,붕규산유리고화체보다는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

나 이로폐기물의 용출시험은 단지 건 성 비교를 한 증류수를 이용한 단기 용

출방법이므로 실제 처분조건과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따라서 보다 실

제 처분환경을 모사한 심부 지하조건에서 처분용기의 부식생성물,벤토나이트 등과

같은 주변 물질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수행할 이로고화체의 용출시험 방법을 제시

하 다.

2.심부처분환경에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착특성

규명

심부 처분환경에서의 핵종거동 특성 규명 연구를 한 방사화학 실험실 실

험장비를 성공 으로 구축하고,실험 모델링 연구를 수행하여,고 폐기물 처

분안 성 평가를 한 자료들을 생산하여 제공함으로써 “고 폐기물 장기 리기

술 개발” 과제의 목표달성에 기여하 다.아울러 심부 처분 환원환경에서의 핵종

거동과 련하여 생산된 분석 기술 자료들은 고 폐기물뿐만 아니라 ․

폐기물 처분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기여하 다. 한 일반환경,지구화학,방사

화학 등 타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련 분야의 기술

발 에 기여하 다. 한 처분안 성을 확보를 한 과학기술 연구 활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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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확보를 통해 고 폐기물 처분안 성에 한 국민 신뢰성 증진에 기여하

다.

3.심부처분환경에서 이동성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착특성

규명

자연 지하수 에 음이온으로 존재하여 이동성이 클 것이라 생각되는 핵종들도

주변환경에 따라 그 용해도와 수착성이 커서 처분장에서 이동이 크게 감소할 수 있

다.본 연구 상 핵종 에서 Se과 Tc은 환원조건에서 주변 속 철 부식생성물에

의해 크게 이동성이 감소할 수 있으나,아이오딘은 그 이동성이 감소하지 않을 것

이다.이러한 결과는 방사성폐기물 처분 뿐만 아니라 향후 후행핵연료주기의 체

연구에 기 자료가 될 것이다.

4.처분 안 성평가를 한 지화학반응 수착 D/B구축

주요 고 핵종들에 열역학 반응 특성 자료(용해도 반응 상수) 수착

자료에 한 국내 자체 D/B를 개발하고 구축함으로써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의 발 에 기여하 다.이러한 D/B를 국내 기술로 자체 확보하고,OECD/NEA 국

제공동연구(SorptionProjectPhaseIII)에 극 으로 참여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

국내 기술에 한 상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 다. 한 련 분야 국내 문가들

을 상으로 한 Workshop등을 개최함으로 해당 분야의 변 확 네트워크 구

축에 기여하 다.

5.암반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확산특성 평가

내부확산 실험장비를 설계 설치하고 KURT 장 시료를 이용한 기 환

원환경에서 확산실험을 수행하 고,다양한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결과를 해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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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여 처분기술 개발 처분안 성 평가자료 구축에 기여하 다.이러한 암반

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확산계수의 평가는 처분안 성 평가의 핵종이동 모

델의 개선 평가결과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6.심부 처분환경에서 미생물 향 평가

KURT 지하수 미생물의 특성분석과 심부 처분환경에서 핵종/ 물/미생물 복합

반응 특성 분석 연구결과는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상들에 한 정확한 규명을 통

해 고 폐기물 처분안 성 평가의 불확실성을 감시키고,환경,지구화학,융합

과학 등 타 분야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한 이러한 처분안 성 평가기

술의 향상을 통해,처분사업 추진에 따른 처분안 성 평가 비용을 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처분안 성평가의 불확실성 감소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성을 증진

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7.지하연구시설(KURT)에서 핵종 이동 지연특성 규명

용질이동 실험시스템을 KURT 장에 성공 으로 설계 설치하고,다양한 용

질을 이용하여 장이동 실험을 수행하고 자체 자료를 생산함으로서 국내 처분기술

개발에 기여하 다.국내 최 의 지하처분연구시설인 KURT에서 수행된 용질이동

장실험 결과는 처분안 성평가를 한 이동모델 검증에 활용될 것이고, 장 이

동 실험시스템 구축 련 기술들은 향후 한국형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장실

증에 필요한 요소기술 기 자료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한 국내에서는 처음으

로 암반 단열을 통한 미시 인 용질이동 장 실험을 수행하여,개발된 기술과 연

구결과들이 지질학 환경공학과 같은 타 연구 분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한 지하연구시설을 이용한 핵종이동에 한 장실증은 일반 국민들 비 문가

들이 가장 쉽게 처분장의 안 성에 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방사성폐기물 리 사

업의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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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국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콜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핵종 콜로이드 이동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한 연

구 황 참여타당성 분석을 통해 스웨덴 Äspö 스 스 GTS등 주요 해외지하

연구시설에서의 국제공동에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 지식을 습득하고,우리나라의

원자력 국제 력 증진 국제 상 제고에 기여하 다.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의 국제공동연구 참여는 국내의 부족한 기술과 자료들을 보완하고,비교검증을 통

해 국내기술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향후 국내 기술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이

러한 국제공동연구는 국내에서 직 수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자체 수행에 따른 연구비용을 크게 감할 수 있다.아울러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국내기술 국가 상을 제고하고 해당 분야의 국제 력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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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고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한 심부 처분환경에서 다

양하고 복잡한 화학 특성을 가진 핵종들의 이동 특성을 규명하기 해서는 련

기술 자료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이 게 습득된 기술과 자료들은 폐기물

리방안 수립,고 폐기물의 안 성 평가,처분부지 선정,처분장 설계 등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이고,처분의 기술 타당성 safetycase개발을 포함하는 안 성

평가의 불확실성 감 등에 기여할 것이다.본 과제의 결과물들은 주로 선진핵주기

의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안 성 평가 safetycase구축에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고 핵종들의 지하매질과의 상호작용 분자수 에서 미시 상호작용 규명

기술,자연환경에서의 나노/바이오 복합작용 해석기술 등은 후행핵연료주기기술이나

환경화학,생의학 등에서 다가핵종들의 환경 생체 향 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과제의 결과로 제출된 보고서

논문 등의 연구성과들은 지질학,생물학,화학,환경공학,화학공학 등 타 연구 분야

련 첨단 산업체 등에서 학술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심부 처분 환원환경에서의 핵종거동과 련하여 생산된 분석기술 자료들은

고 폐기물뿐만 아니라 ․ 폐기물의 처분안 성평가에 직 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일반환경,지구화학,방사화학 등 타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특히,1단계 연구를 통해 본 과제에서 생산된 핵종 거동 특성

해석기술과 자료들은 ․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인․허가에 유용하

게 사용되었고,신고리 1,2호기 원자력발 소의 인․허가에도 일부 활용되었다.향

후 추가 인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원자력발 소의 건설 인․허가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좀 더 장기 으로는 지식경제부에서 한

국방사성폐기물 리공단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 폐

기물 처분 사업의 부지선정,처분시스템의 성능 평가 안 성 평가 등의 사업 추

진에 필요한 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아울러 국가 차원으로는

고 폐기물 련 국가정책 수립,원자력 국제 력 추진 등 국가 주도 인 원자력

진흥계획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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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천연방벽에서의 핵종이동 지연 특성에 한 해외 연구 동향을 기술보고서로

정리하여 발간하 다(참고문헌 [1.3]).본 기술보고서에서는 천연방벽에서의 핵종이

동과 련된 다양한 연구 분야에 한 국내 해외의 연구동향과 주요 연구 내용

결과들에 해 기술하 다.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착특성 규명 처분안

성 평가 자료 구축과 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수집하 다.

l JAEA, DATABASE Version : 011213c2.tdb, Waste Isolation Research

Division,WasteManagementandFuelCycleResearchCenter,TokaiWorks,

Copyright2003-2004.:일본 JAEA발간,핵종들의 열역학 D/B수록.

l L.Duro,M.Grivé,E.Cera,C.Domènech,J.Bruno,Update of a

Thermodynamic database for radionuclides to assist solubility limits

calculation forperformance assessment,SKB-TR-06-17,SKB,Stockholm

(2006):스웨덴 SKB발간,핵종들의 열역학 D/B 해설이 수록.

l W.Hummel,U.Berner,E.Curti,F.J.Pearson,T.Thoenen,Nagra/PSI

ChemicalThermodynamicDatabase01/01,UniversalPublishers,Florida(2002)

pp564:스 스 Nagra에서 후원하여 국제 으로 연구한 핵종들의 열역학 D/B

해설집.

l B.Nolang,E.G.Osadchi,L.O.Ohman,ChemicalThermodynamics of

Selenium,editedF.J.Mompean,OECD/NEA(2005)pp851:OECD/NEA 발

간,셀 늄의 D/B 해설이 수록.

l J.Bruno,D.Bosbach,D.Kulik,A.Navrotsky,ChemicalThermodynamicsof

solid Solution ofInterestin RadioactiveWasteManagement,edited F.J.

Mompean,OECD/NEA,Paris(2007)pp247:OECD/NEA 발간,핵종들과 주변

매질과의 반응에 한 기술 황자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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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MRS Symposium ProceedingVol.1193,ScientificBasisforNuclearWaste

management XXXIII, edited B. E. Burakov and A. S. Aloy,

Pennsylvania(2009):2009년 5월 24-29일 러시아 Petersburg에 개최된 방사성폐

기물 련 MRS심포지움 로시딩.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핵종 콜로이드 이동 공동연구와 련하여 수집한

자료 정보들을 정리하여 기술보고서로 발간하 다(참고문헌 [3.14.10]).본 기술

보고서에서는 해외 지하처분연구시설의 황 연구내용에 해 기술하고,분석하

다.스 스 GrimselTestSite에서의 CFM 국제공동연구와 련하여 수집된 정보

는 다음과 같다.

l F.B. Neall, A. Martin, I. Blechschmidt, G.W. Lanyon and A. Möri,

Considerations for the 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CFM) in-situ

experiment:Thesourceterm,NAB07-14,Nagra,Wettingen(2007).

l Th.SchäferandK.Iijima,CFM PhaseI-Statusreportofthelaboratory

programme,NAB07-41,Nagra,Wettingen(2007).

l G.W.LanyonandI.Blechschmidt,HydraulicinterferencebetweenCFM and

LTDexperiments,NAB08-11,Nagra,Wettingen(2008).

l I.Gaus and P.Smith,Modellers datasetforthe 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projectstatus:EndofCFM phase1,NAB08-27,Nagra,Wettingen

(2008).

l P.A.Smith,I.Blechschmidt,V.Cvetkovic,D.Degueldre,I.Gaus,K.Iijima,

M.Kuentzel,G.W.Lanyon,I.Neretnieks,U.Noseck,A.Pudewills,T.

SchaeferandP.Reimus,CFM phaseImodellingreport,NAB08-31,Nagra,

Wettingen(2008).

심부 처분환경에서 핵종/ 물/미생물 복합반응 특성 분석과 련해서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서의 미생물 련 연구동향을 조사․분석하여 기술보고서를 발간하

다(참고문헌 [3.8.18]).특히 미국 워싱턴주 PNNL(Pacific NorthwestNational

Laboratory)연구소 주변의 세계최 핵무기 제조를 한 핵발 소 핵폐기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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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인 “Hanford”site의 폐기물 분포,오염 황 분석,그리고 오염정화과정 등

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책자를(Roy E.Gephart,Hanford - A conversation

aboutnuclearwasteandcleanup.BattellePress,Columbus,USA.p.196.,2003)

입수하여 련 연구에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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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연구시설ㆍ장비 황

1.LIBD용 ND:YAG 이

① 장비명(한 ):LIBD용 Nd:YAG 이

② 장비명( 문):Nd:YAGLaserforLIBD

③ NFEC등록번호:NFEC-2011-11-150474

④ 등록일자:2011년 11월 8일

⑤ 모델명:QuantelBrilliant

⑥ 제작사:Quantel( 랑스)

⑦ 취득 액(취득일자):42,520,315원 (2011년 9월 7일)

⑧ 용도:지하수 콜로이드 특성 규명을 한 LIBD(Laser-InducedBreakdown

Detection)시스템의 이 원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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