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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화처리는 농축 폐액 내의 붕산으로 인해 시멘트의 양생을 지연시키며 감용비가 낮
아지는 현상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파라핀 왁스로 처리하여 감용 효과를 높
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파라핀 왁스는 소수성이 커서 무기물과의 혼합특성이 좋지 않아 층 분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왁스의 양이 적은 경우 고화체의 압축강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먼저 폐기물의 붕산성분을
알칼리염으로 처리하고 이것을 stearic acid로 코팅처리 하였다. 파라핀 왁스로 고화처리 시 왁스의 함량을 일정이
상 유지하면 시멘트로 처리한 고화체의 압축강도로 향상되었고 파라핀 고화체의 침출특성에서 파라핀 왁스를
20% 및 25% 함유한 고화체는 CFL (cumulative fraction leached), PR (penetration rate), 유효확산계수 등이 비숫한
값을 지닌다.
When radioactive wastewater was solidified treatment by cement, the drying rate of cement and the volume reduction
ratio was decreased because of boric acid component in the wastewater. In order to supplement the demerit, effects of
paraffin wax investigated in this study. Paraffin wax has a hydrophobic properties and a low affinity with inorganic
materials. When the radioactive wastewater was tested by a small of wax, the compressive strength of solidified waste
are decreased Therefore boric acid in radioactive wastewater are first treated by alkali salt and coated by the stearic
acid. During the solidification step, The amount of paraffin wax addition get the result that the compressive strength of
solidification with cement was the same as that with paraffin wax. The leaching properties of radioactive waste
solidified was the same CFL (cumulative fraction leached), PR (penetration rate), effective diffusivity if paraffin wax
content in solidified waste was 20% or 25%.
Keywords: paraffin wax, radioactive waste, stearic acid, solidification, compressive strength

1. 서

론

방사성 폐기물에 함유된 방사성 핵종은 고화 매질과 함께 고정화
또는 안정화되어 영구처분장에 운반, 격리, 처분, 관리된다. 그러나 여

1)

방사성 폐기물은 형태에 따라 기체 폐기물, 액체 폐기물 및 고체 폐

러 인공방벽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 지하수가 처분장에 유입

기물로 나누고, 방사원에 따라 α폐기물, β/γ폐기물로 나누며 방사

되어 방사성 폐기물과 직접 접촉하여 고화된 폐기물 내에 함유된 방

능 농도에 따라 중․저준위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로 나눈다. 또한 고

사성 핵종은 침출되어 외부로 유출 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4

C/kg-h (2R/h) 이하를 중․저준위 폐기물이

를 보유한 여러 국가들은 처분장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처

라 한다[1].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폐기

분장의 방사성 폐기 원 포장물에 여러 가지 수용기준을 마련하고 있

체 폐기물에서 5.16×10

물 중 가연성 및 비가연성 고체 폐기물, 폐수지, 폐필터 및 붕산농축

으며, 여기에는 유리수 함유량, 압축강도와 같은 기계적 강도, 열적 안

액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 원전에서는 가연성 및 비가연성 잡고체 폐

정성, 침출, 부식 등과 같은 화학적 특성이 포함된다. 최근 국내의 원

기물은 초고압 압축기에 의해 압축 처리되고, 폐수지와 폐필터는 시멘트

자력 발전소 고체 폐기물의 발생량을 저감시키기 위해 도입된 감용

로 고화 처리된다. 붕산함유 폐기물은 증발기로 농축한 후 농축폐액

설비인 농축폐액 건조설비(CWDS: concentrate waste drying system)

을 시멘트로 고화시켜 왔고, 유럽에서는 UF수지 및 아스팔트로 고화

를 이용하여 붕산이 함유된 농축폐액을 건조시켜 파라핀으로 고화 처
리하고 있으며, 고화처리된 방사성 폐기물은 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

처리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유리화 처리도 일부 수행하고 있다[2].

저장되고 있다[3].
시멘트 고화처리는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축 폐액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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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산농도가 시멘트의 양생을 지연시키고, 폐기물량에 비해 시멘트의
소요량이 많아 감용 처리가 낮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파라
핀 왁스로 처리하여 감용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파라핀 고화체의
압축강도는 파라핀의 무게 비가 20～24%인 경우 압축강도는 미국원
자력 규제위원회(NRC)가 정한 아스팔트 고화체나 시멘트 고화체의
기준값을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90일 침출실험에서는 붕산의 경우
초기량의 56～65%가 침출되고, 코발트, 스트론튬인 경우에는 63～
70%가 침출된다[4,5]. 또한 파라핀과 무기물의 극성 차이로 인한 고체고체 간의 분산성이 좋지 않은 관계로 파라핀의 양이 일정량 이하일
경우에도 층분리가 쉽게 발생하여 고화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는
결점이 있다. 그러므로 파라핀 고화체의 내침출성을 비롯한 제반 특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고화체의 침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염화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열가소성 폴리머를 미량 주입하여 방사성 폐기물
의 안정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6]. 본 연구에서는 붕산이 함유된 폐
기물의 표면을 스테아린산을 사용하여 개질시켜 파라핀과의 극성을
동일화하여 폐기물 고화처리시 균질성을 높이고 고화체의 내침출성
과 압축강도 등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Figure 1. Procedure of solidification & leaching test.
비율을 각각 90/10, 85/15, 80/20, 75/25, 70/30으로 하여 고화체를 제
조하였다. 파라핀 고화체는 영광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
라핀 왁스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이 파라핀 왁스는 미국 UNICAL사
에서 생산하는 제품명이 Aristowax인 정제왁스이다. 파라핀 왁스의
비중은 0.933이고 72 ℃ 이상의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며 온도 상승에

2.1. 액체 방사성 폐기물의 전처리

따라 점도가 낮은 액체가 된다. 파라핀 왁스는 물에 불용성이며, 열을

경수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붕산함유 방사성 폐액

가하지 않고도 일정한 압력 하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열가소성 수지의

은 붕산이 12%로 농축시켜 폐기 처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붕산 12%

특성을 가지고 있다. 파라핀은 폐기물과 혼합상태로 존재하며, 폐기물

용액을 건조한 후 일정한 크기분포를 가진 분말(평균입자경 54 µm)로

의 접합제 역할을 한다.

제조하고 표면 개질은 스테아린산을 이용하여 표면의 극성을 변환시
키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스테아린산은 붕산 표면에 직접 반응하지

2.4. 압축강도실험

못하므로 붕산용액에 Na2O/B2O3 몰비를 0.41로 조절하여 NaOH를 주

스테아린산으로 도포된 건조폐기물과 파라핀의 혼합무게비율을 각

입시켰다(용액의 pH 9.0). 반응기 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각 달리한 고화체에 대해 압축강도실험을 실시하였다. 압축강도의 실

위해 이중관 반응기에서 동일한 속도로 교반하면서 반응시켰다. 반응

험은 ASTM C39-86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고화체의 크기와 모양

후 진공상태를 유지하면서 80 ℃ 상태에서 완전 건조하였다. 건조물

은 높이/지름의 비가 2인 실린더 형태가 가장 적당한데 그 이유는 이

은 채취하여 분쇄하였다. XRD와 SEM을 이용하여 반응물의 구조를

때가 구속효과에 의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하중시 충격은 주지

확인하였다. Figure 1은 방사성폐기물의 고화처리 및 침출시험 순서를

않고 고화체가 파괴될 때까지 가하여 최대하중을 기록하고 고화체의

간략하게 도시한 그림이다.

파괴상태와 겉모양을 확인하였다.

2.2. 스테아린산을 이용한 건조물의 표면처리

2.5. 침출실험

NaOH와 반응시킨 건조물을 스테아린산으로 도포하였다. methylene

방사성 폐기물 고화체의 침출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 침출시험

chloride를 사용하여 스테아린산을 용해하였다. 건조 폐기물 중량 대

법으로는 IAEA법 ISO-6961, ANSI/ANS-16.1 , MCC-IP 등이 있다. 본

비 1.0%, 3.0%, 5.0%, 8.0%를 용해시켜 48 min을 교반하여 건조물 표

연구에서는 단기간의 침출시험으로 고화체의 침출메카니즘 해석과

면을 도포하였다. 표면에 부착한 스테아린산의 도포량과 표면의 겉모

건전성을 판별하는데 가장 널리 이용되는 ANSI/ANS-16.1 침출시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소분석, TGA, SEM을 사용하였다.

법을 사용하여 파라핀 고화체의 침출특성을 평가하였다. 침출수로는
탈염수를 사용하였고 침출온도는 20 ℃, 침출수의 부피와 침출수에

2.3. 고화체의 제조

노출된 겉면적 비는 10 cm가 되게 하였다. 침출수는 21일 동안 일정

가열판 위의 비이커에 고체 파라핀을 녹인 후 혼합기를 이용하여

한 간격으로 교환하였고 유효확산계수와 누적침출분율(cumulateve

액상으로 된 파라핀에 폐기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혼합하였다. 혼합온

fracion leached, CFL)을 확인하였다. 파라핀 고화체의 붕소농도는 유

도는 120～140 ℃로 유지하였고 혼합기의 교반속도는 600 rpm이었

도결합플라즈마 분석기(ICP)로 측정하였다. 침출은 대부분 침출율

다. 15 min 동안 혼합시킨 후 지름과 높이의 비가 2인 실린더 형태의

(leach rate, LR) 또는 누적침출분율로 표시된다. 침출실험 결과는 해

PVC 몰드에 혼합물을 담아 고화체를 제조하고 실온에서 1주일간 경

석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표시되나 실험조건만 주어지면 이

화시켰다. 균질의 고화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조폐기물과 파라핀 왁

들 상호변환은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침출율(leach rate, LR)은 침출액

스의 혼합무게비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조물 무게 대비 스테

과 고화체의 경계면을 단위시간당 단위면적당 통과하는 핵종의 질량

아린산을 건조물 1%, 3%, 5%, 8%로 용해하여 도포 처리한 건조물을

으로 나타낸다. 누적침출분율(cumulative fration leached, CFL)은 다음

제조하였고 스테아린산으로 도포된 건조폐기물과 파라핀의 혼합무게

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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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dified Content of Radioactive Waste Surface
stearic acid

modified fraction

1%

3%

5%

8%

carbon

0.0066

0.0282

0.0462

0.0541

weight (%)

0.0163

0.0697

0.1142

0.1340

(reacted stearic acid/total weight)×100 (%)

-

-

2.3

1.7

CFL=

∑Ai
A0

(1)

여기서 ΣAi : 침출시간 t동안의 핵종 A의 누적침출량(g)
Ao: 고화체내의 핵종 A의 초기함유량(g)
침투속도(penetration rate, PR)는 핵종이 고화체의 표면으로부터 존
재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정의는 다음과 같다.

PR=

∑Ai V
1
(
)(
)
A0
t
S

(2)
Figure 2. XRD graph of waste material after pretreatment of
concentrated boron (Na2O/B2O3 mole ratio 0.41).

PR: 침투속도(cm/d)
S: 시료의 표면적
V: 시료의 부피
유효확산계수(effective diffusivity)는 ANS 16.1 방법에 따라 누적침
출분율이 0.2 이하인 경우 다음 식에 적용하였다.

D e= π (

a n/A
tn- tn

2

o

) (

- 1

2

V
S

(3)

) T

여기에서 an = 침출 간격 n동안 유출된 방사성 핵종의 방사능
Ao = 침출시험 초기에 시편이 있는 방사성 핵종의 총방사능
2

S = 시편의 노출 표면적, cm
3

V = 시편의 부피, cm

tn = 침출수 교환주기 d

(tn

1 /2

1 /2

2

+ tn - 1 )
] , 침출간격의 평균시간, d
2
2
De = 유효확산 계수, cm /s

T =[

Figure 3. TGA graph of radio active waste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stearic acid.
테아린산 용해량 중 도포에 소요된 량은 스테아린산의 1.7%～2.3%이

3. 결과 및 고찰

었고 스테아린산을 건조폐기물 대비 5%를 용해할 경우 건조물에 도
포된 량은 건조물 총무게 대비 0.1142%이었고 이 량은 용해된 스테아

3.1. 건조물의 화학처리 및 표면처리

린산중 2.3% 만 반응에 관여하였다. 스테아린산을 건조폐기물 대비 8%

붕산과 NaOH을 반응 및 건조를 통하여 백색의 분말을 얻었다.

를 용해할 경우 건조물에 도포된 량은 건조물 총무게 대비 0.1340%이

Figure 2는 반응생성물을 X선회절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

었고 이 량은 용해된 스테아린산중 1.7% 만 반응에 관여하였다. 도포

로 반응생성물은 Na2B4O7․5H2O이었다. Na2B4O7에 스테아린산으로

된 건조 폐기물을 SEM을 이용하여 도포 전후의 표면상태를 Figure 4

도포 후 TG-DTA를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무게 감소의 변화를 Figure

에 도시하였다. 스테아린산으로 처리한 경우 육안으로 관찰 시 표면의

3에 도시하였다. 100 ℃까지는 무게의 감소변화가 미약했으나 100 ℃

거칠기가 감소하고 유기물로 도포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부터는 무게의 감소변화가 심하게 나타났다. 스테아린산으로 도
포된 량이 증가할수록 온도 증가에 따른 건조물 무게 감소 변화가 크

3.2. 파라핀 고화체의 겉보기 밀도와 압축강도

게 나타났다. 따라서 도포 공정시 용해된 스테아린산의 농도가 높을

Figure 5와 Figure 6은 건조폐기물과 파라핀의 혼합무게비를 변화

수록 건조물에 부착되는 스테아린산의 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시켜 고화체를 제조했을 경우에 파라핀 고화체의 겉보기 밀도와 압축

borax표면에 스테아린산이 도포된 양을 확인하기 위한 원소분석 결과

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파라핀의 무게가 10%인 경우 고화체 제조시

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용해된 스테아린산이 건조폐기물 표면에 도

스테아린산을 고화체 무게에 대해 1%로 용해시켜 도포한 시료는 성

포되는 량은 건조폐기물의 0.01～0.13% 정도의 부분을 차지하였고 스

형이 되지 않았고 다른 고화체는 혼합물의 유동성이 낮아 spatul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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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n-modified surface

Figure 6. Compressive strength according to the paraffin content
of radio waste modified with stearic acid (coating content -◆- 1%,
-■- 3%, -▲- 5%, -●- 8%).

(b) modified surface
Figure 4. SEM picture of radioactive waste surface modified using
stearic acid & non-modified surface.

Figure 5. Apparent density according to the paraffin content of
radio active waste modified with stearic acid.
다지면서 몰드에 담았기 때문에 겉보기 밀도와 압축강도는 각각 1.43
g/cm3, 323 psi (2.2 MPa)으로 다른 고화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Figure 7. Cumulative fraction leached of boron in radioactive
waste modified with 1 % stearic acid plotted as a function of time
(paraffin wax content -×- 15%, -▲- 20%, -■- 25%, -◆- 30%).

Figure 8. Cumulative fraction leached of boron in radioactive
waste modified with 3 % stearic acid plotted as a function of time
(paraffin wax content -●- 10 %, -×- 15%, -▲- 20%, -■- 25%,
-◆- 30%).

값을 가졌다. 파라핀의 무게비가 15～30%인 경우 작업도(workability)

무게비를 20～25%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혼합물의 유동성이

가 좋아 혼합물이 몰드에 쉽게 담아 졌으며 압축강도가 300～879 psi

뛰어난 균질한 고화체를 제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 경우 고화

로 스테이린산 도포량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였다. 각 고화체에서

체의 압축강도는 621～720 psi이었다. 미국 NRC에서는 아스팔트 고

스테아린산의 함량이 일정한 경우 파라핀왁스의 함유비가 높을수록

화체의 경우 60 psi (408 kPa), 콘크리트 고화체의 경우 500 psi (3.4

압축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파라핀의 함량이 25% 이상

MPa)를 최소 기준치로 삼으므로 아스팔트 고화체와 콘크리트 고화체

인 경우에는 압축강도가 비슷하였고 8% coating처리한 고화체와 5%

의 강도기준을 초과하였다.

coating 고화체에서는 5% coating 처리 고화체가 의 압축강도가 높았
다. 따라서 stearic acid coating 처리한 건조폐기물은 건조물 무게 대비

3.3. 파라핀 고화체의 침출특성

stearic acid를 5% 용액을 사용하여 파라핀 고화체 제조시 파라핀의

Figure 7은 stearic acid로 표면처리한 건조폐기물 붕소 누적침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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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umulative fraction leached of boron in radioactive
waste modified with 5% stearic acid plotted as a function of time
(paraffin wax content -●- 10 %, -×- 15%, -▲- 20%, -■- 25%,
-◆- 30%).

Figure 12. Cumulative Fraction Leached of boron at the paraffin
wax content 15% of radioactive waste modified with stearic acid
(coating content -◆- 1%, -■- 3%, -▲- 5%, -●- 8%).

Figure 10. Cumulative fraction leached of boron in radioactive
waste modified with 8% stearic acid plotted as a function of time
(paraffin wax content -●- 10 %, -×- 15%, -▲- 20%, -■- 25%,
-◆- 30%).

Figure 13. Cumulative Fraction Leached of boron at the paraffin
wax content 20% of radioactive waste modified with stearic acid
(coating content -◆- 1%, -■- 3%, -▲- 5%, -●- 8%).

Figure 11. Cumulative Fraction Leached of boron at the paraffin
wax content 10% of radioactive waste modified with stearic acid
(coating content -■- 3%, -▲- 5%, -●- 8%).
율을 나타낸 것이다. 1% stearic acid 처리 후 파라핀 함량을 15%,

Figure 14. Cumulative Fraction Leached of boron at the paraffin
wax content 25% of radioactive waste modified with stearic acid
(coating content -◆- 1%, -■- 3%, -▲- 5%, -●- 8%).
leached)은 파라핀 함량이 15%에서 20%로 증가할 경우 급격히 감소
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파라핀 함량 20%와 25%는 CFL이 거의 비슷한

20%, 25%, 30% 함량인 고형체를 21일간 침출실험에서 borax의 누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9와 Figure 10에서 5%, 8% stearic acid

침출분율은 파라핀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고 파라핀이 15%

로 각각 처리한 건조폐기물의 침출실험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적침출분율 0.605이었으나 파라핀 함량이

있다(5% stearic acid coating: CFL20% = 0.0393t0.4875, CFL25%=

30%에서는 누적침출분율이 0.164로 나타났다. Figure 8에서는 3%

0.0378t0.4845, 8% stearic acid coating: CFL20% = 0.0393t0.4875, CFL25%=

stearic acid로 표면처리한 시료인 경우 CFL (cumulative fraction

0.0378t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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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netration Rate according to the Content of Paraffin Wax
Treated
stearic acid
content

Paraffin wax content in solidified waste
10%

15%

20%

25%

30%

1%

-

3%

0.01158

0.01437

0.009

0.00813

0.00391

0.00911

0.00568

0.00513

0.00247

5%
8%

0.01013

0.00794

0.00497

0.00449

0.00216

0.00965

0.00756

0.00473

0.00427

0.00205

2

Table 3. Effective Diffusivity (cm /s)
Effective
diffusivity

Figure 15. Cumulative Fraction Leached of boron at the paraffin
wax content 30% of radioactive waste modified with stearic acid
(coating content -◆- 1%, -■- 3%, -▲- 5%, -●- 8%).

2

De (cm /s)

paraffin wax content in solidified waste
10%

15%
-8

1.01×10

20%
-9

4.36×10

25%
-9

8.61×10

30%
-9

8.32×10

-10

1.79×10

를 20% 및 25% 함유한 고화체는 CFL, PR, 유효확산계수 등이 비슷
Figure 11～Figure 15는 파라핀 왁스 함량에 따른 CFL을 도시한 것

한 값을 지닌다. 따라서 파라핀 왁스를 이용하고 건조폐기물을 stearic

이다. 파라핀 함량이 일정할 경우 10% 파라핀 왁스 함유 폐기물을 제

acid로 coating할 경우 건조폐기물 대비 5%의 stearic acid로 coating하

외하고, 5%, 8% stearic acid 처리한 폐기물의 CFL은 비슷한 경향을

고 폐기물/파라핀 무게비는 80/20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타내고 있다.
침출기간 21일간의 파라핀 왁스 함유량 및 stearic acid 처리량에 따

감

사

른 각 고화체의 침투속도를 Table 2에 도시하였다. 파라핀 왁스 함유
량 20% 이상에서 침출율이 0.005 cm/day 이하로 나타났고 왁스 함유
량이 25%와 20%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 연구는 2005학년도 인하대학교 청정기반기술연구소의 지원으로
연구되었기에 이에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압축강도, CFL, 붕소처리량, 침투속도 등의 인자를 고려 할
때 붕소함유폐기물을 파라핀 왁스로 고화처리 시 stearic acid 5%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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