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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rrence characteristics and existing forms of U-Th containing minerals in 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granite are investigated to understand long-term behavior of radionuclides in granite considered as

a candidate rock for the geological 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KURT granite primarily consists of

quartz, feldspar and mica. zircon, REE(Rare Earth Element)-containing monazite and bastnaesite are also identified.

Besides, secondary minerals such as sericite, microcline and chlorite including quartz vein and calcite vein are

observed. These minerals are presumed to be accompanied by a post-hydrothermal process. U-Th containing

minerals are mainly observed at the boundaries of quartz, feldspar and mica, mostly less than 30 µm in size.

Quantitative analysis results using EPMA (Electron Probe Micro-Analyzer) show that 74.2 ~ 96.5% of the U-Th

containing minerals consist of UO2 (3.39 ~ 33.19 wt.%), ThO2 (41.61 ~ 50.24 wt.%) and SiO2 (15.43 ~ 18.60 wt.%).

Chemical structure of the minerals calculated using EPMA quantitative analysis shows that the U-Th minerals are

silicate minerals determined as thorite and uranothorite. The U-Th containing silicate minerals are formed by a

magmatic and hydrothermal process. Therefore, KURT granite formed by a magmatic differentiation is accompanied

by an alteration and replacement owing to a hydrothermal process. U-Th containing silicate minerals in KURT

granite are estimated to be recrystallized by geochemical factors and parameters such as temperature, pressure and

pH owing to the hydrothermal process. By repeated dissolution/precipitation during the recrystallization process, U-

Th containing silicate minerals such as thorite and uranothorite are formed according to the variation in the

concentrated amount of U and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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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지층 처분 대상 암종으로 고려되는 화강암에서 방사성핵종의 장기 거동 특성을 이해하기 위

한 연구의 일환으로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화강암에 존재하는 U-Th 함유광물의 산출특성

및 존재형태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KURT의 화강암은 주로 석영, 장석류와 운모류로 구성되며, 그 외에 저어콘 및

희토류원소를 함유하는 모나자이트, 바스트네사이트 등이 확인된다. 또한 견운모, 미사장석, 녹니석과 같은 이차광물

과 함께 석영맥과 방해석맥 등이 관찰되는데 이는 후기 열수작용에 의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U-Th 함유광물은 대부

분 30 µm 이하로 석영 및 장석류, 운모류의 경계에서 확인된다. EPMA 정량분석 결과, U-Th 함유광물의 74.2 ~

96.5%가 UO2 (3.39 ~ 33.19 wt.%), ThO2(41.61 ~ 50.24 wt.%), SiO2 (15.43 ~ 18.60 wt.%) 등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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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된다. EPMA 분석결과를 이용한 화학구조식 계산결과, U-Th 함유광물은 규산염 광물로 토라이트(thorite),

우라노토라이트(uranothorite)인 것으로 판단된다. U-Th 함유 규산염 광물은 화강암과 페그마타이트 및 열수작용에 의

해 형성된다. 따라서 마그마의 분화에 의해 형성된 KURT 화강암은 후기 열수에 의해 변질 및 교대작용이 수반되었

을 것으로 판단된다. U-Th 함유 규산염 광물은 열수에 기인한 온도, 압력, pH 등의 변수들과 지화학적 요인에 의해

재결정 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재결정 과정 동안 반복적인 용해/침전에 의해 우라늄과 토륨의 농집량

변화에 따라 토라이트, 우라노토라이트 광물들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KURT 화강암, U-Th 함유 규산염 광물, EPMA, 열수작용

1. 서 론 

우라늄은 천연 동위원소로 234U, 235U , 238U 등이

존재하며 약 99% 이상이 238U로 존재하고 235U는 약

0.7% 존재한다. 이론적으로 1 kg의 235U은 석탄 약

3,000 톤의 열에너지에 해당하는 열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은 소량의 우라늄으로 막대한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현재 국내 발전량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Park, 2011). 하지만 원자력 발

전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발생양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 사용후핵연료의 발

전소 내 임시저장에 따른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

문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안전성 확보가 국가적인 과

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각 발전소

부지 내의 임시 저장고에 저장되고 있으나 곧 저장 능

력의 한계에 도달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포화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후핵연료의 부

피와 독성을 감소시키고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과 부피를 획기적으로 저감하여

최종 심층처분장의 면적을 줄일 수 있는 파이로공정

(pyro-processing) 기술이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

서 개발되고 있다. 또한 파이로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들을 최종적으로 안전한 지하 암반

에 영구적으로 심층처분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 지질환경을 고려하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대상 암반으로는 화강암과 같은 결정질

암이 가능한 후보 암종이 될 수 있다. 화강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고온의 마그마가 서서히 냉각되어 생성된

결정질 암류로 열과 압력, 물리·화학적 풍화에 강한 특

징을 갖는다. 특히 화강암과 같은 결정질 암반은 강도

와 역학적 안정성이 높고 암반이 균질하며 투수성이

낮기 때문에 스웨덴 및 핀란드 등의 국가들이 화강암

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모암으로 고려하고 있다

(Mariner et al., 2011). 또한 심부 암반층에 처분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들은 수만에서 수십만 년 동안 환

경과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그 안전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안전하게 처분된 폐기물

이라 해도 매우 장시간이 흐른 뒤에는 결국 심부 지하

환경에 노출되어 지하수와 접촉하게 되고, 폐기물에 존

재하는 방사성핵종이 지하수에 용해되어 암반 균열을

따라 이동하여 생태계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Lee et

al., 2013). 때문에 지하 암반 균열을 따라 흐르는 지하

수와 방사성핵종의 장기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관련 자

료를 획득 및 모델을 개발하여 예측하는 것은 처분안전

성 평가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아울러 천연 암반에 자

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U)이나 토륨(Th)과 같은 장반

감기의 천연 핵종들의 거동(지하수 및 암반과의 장기

상호작용 등)을 이해하는 것은 방사성핵종의 장기거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화강암반 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천연 악

티나이드 원소로 구성된 U-Th 함유광물이 어떠한 형

태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의 심층처분 시 화강암반에서 방사성핵종의 장

기거동 특성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선행

연구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U-Th 함유광물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우라늄 광화대로 널리 알려진 옥천

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옥천대 우라늄 광

상의 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연구(Yun, 1984), 흑연질

점판암 내 우라늄 및 조성광물에 대한 연구(Lee et

al., 1982), 우라늄 광석에 대한 성인연구(Lee, 1984),

탄질암중의 우라늄 존재 상태와 광물종에 대한 연구

(Lee and Kim, 1985) 등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외의 지역으로 계명산층에서 확인되는 페그마타이

트에 수반되는 U-Th 광상의 지구화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Park and Kim , 1998) 등도 수행되었다. 하지만

화강암에 수반되는 U-Th 함유광물에 대한 연구는 몇

몇 연구들(Choo, 2002; Park et al., 1990; Lee, 1978)

이외에는 거의 연구가 수행되지 못했다. 이는 과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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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했던 자원개발의 일환으로 우라늄 광산 개발을 위한

대규모 광상 탐사의 조건에서 봤을 때 화강암은 일반

적으로 U-Th의 함유량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화강암

에서의 연구는 미흡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위치하는 지하

처분연구시설인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를 구성하는 화강암에 존재하는 U-Th 함유광물

의 산출특성 및 존재형태를 확인하고, 이를 방사성핵

종들의 장기거동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본 연구

의 결과들은 향후 결정질 화강암반 내에서 방사성핵종

들의 장기거동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지질특성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하는 지하처분연구시설

인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는

단면적이 6 m × 6 m이고 10% 경사의 180 m 연장

을 갖는 직선형 진입터널이다. 막장부의 좌측(30 m)과

우측(45 m)의 연구모듈(research gallery)로 구성되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스템의 공학적방벽 및 지질

학적 천연방벽의 성능을 실제의 처분지질환경과 유사

한 조건에서 실증하기 위한 지하처분연구시설이다(Lee

et al., 2006; Fig. 1(A)). KURT가 위치하는 대전광역

시 유성지역은 경기변성암복합체에 속하는 선캠브리아

기의 편마암류와 중생대 심성암 및 맥암류들로 구성된

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북서 ·서쪽 지역은

선캠브리아기 흑운모 편마암과 흑운모 편암을 중생대

심성암류인 석영반암, 반상 화강암, 알칼리장석 화강암

들이 관입하고, 남서쪽 지역은 시대미상의 화강편마암

을 중생대 복운모 화강암이 관입하고 있다(Fig. 1(B);

Kim et al., 2004). KURT를 구성하는 지질은 중생대

복운모 화강암과 시대미상의 화강편마암이 우세하다.

이 중 복운모 화강암은 연구지역에 가장 넓게 분포하

는 심성암으로 화강편마암을 관입하고 있으며, 흑운모

화강암과는 점이적인 관계에 있다(Park et al., 1977).

대전도폭에서는 화강편마암을 쥬라기의 편마상 화강암

으로 기재 하였으며, 복운모 화강암과는 동일한 마그

마에서 유래된 것으로 기재하였다(Lee et al., 1980).

KURT의 전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복운모

화강암은 주로 석영, 사장석, 미사장석, 정장석, 백운모,

흑운모 등으로 구성되며, 그 외에 저어콘 및 금홍석,

인회석 등도 관찰된다. 편광 현미경 하에서 석영 및

장석 등이 지구조적인 영향으로 인해 변질된 상태로

관찰되고, 장석류는 후기 열수작용에 의해 견운모화 되

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맥암류는 대부분

산성암맥으로 석영반암과 함께 주로 NS 내지 N10°W

의 관입 방향을 보인다(Kim et al., 2004). 

3. 연구방법

3.1. 시료

본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KURT에 광범위하

게 분포하는 화강암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시료를 채

취한 KURT 내 시추공 DB-1은 총 시추심도가 약

500 m로 8개의 다중패커가 설치되어 지하수의 특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추공이다(Baik et al., 2015).

DB-1 시추공(심도 108 ~ 109 m 구간)에서 채취한 암

석 시료들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분석센터에

의뢰하여 직경 74 μm (200 mesh) 이하의 입자들로

Fig. 1. (A) Portal of the KURT facility, (B) Geologic map of the study area (From Kim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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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쇄하였다(Fig. 2). 기초특성 분석을 위해 분쇄한 입

자들을 균질하게 혼합하여 X-선 회절 분석(X-Ray

Diffraction: XRD), X-선 형광 분석(X-Ray Fluorenscence:

XRF),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er: ICP-MS) 등을

실시하였다.

편광현미경 및 전자탐침현미분석(Electron Probe

Micro Analysis: EPMA)을 수행하기 위해 시추공

DB-1에서 채취한 암석 시추코어(DB-1-18, DB-1-19,

DB-1-28) 박편을 이용하였다. 시료는 각각 DB-1-18의

심도 97.6 m, 99 m 구간과 DB-1-19의 105.1 m 구

간, DB-1-28의 156.2 m 구간에서 채취한 시추코어이

다. 시추코어의 일부를 Fig. 3과 같이 절단하여 칩

(Chip) 형태로 제작 후 최종적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에서 연마박편으로 제작하였다.

3.2. 기초 지화학 분석

KURT 화강암 시료의 광물동정을 확인하기 위해

XRD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

원분석센터의 XRD(X’pert MPD, PHILIPS)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주사 범위인 2θ 값은 5°에서부터 65°

까지 측정 하였다. 화강암 시료의 주성분원소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XRF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한국지질자

원연구원 지질자원분석센터의 XRF(Shmadzu, MXF-

Fig. 3. DB-1 Core samples and slide samples in KURT granite (Thin section No. J1, J2, J5, J17). 

Fig. 2. Rock samples from part of DB-1 cor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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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 Multi channel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분석

을 수행하였다. 또한 화강암 내 미량원소 및 희토류원

소들의 함량 분석을 위해 ICP-MS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료를 완전 분해 후 분석하기 위해 전처리 시 불산

(HF) 및 과염소산(HClO4), 질산(HNO3)을 이용하였으

며, ICP-MS(Thermolemental, X series) 분석은 한국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 본원에 의뢰하여 분석을 수

행하였다. 암석시료의 기초 특성 분석에 사용된 시료

는 전술한 바와 같이 미분쇄한 시료를 균질하게 혼합

하여 각각 3 g(XRD), 5 g(XRF), 1 g(ICP-MS)을 각

각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3.3. 광물화학 분석

KURT 화강암의 U-Th 함유광물의 산출상태를 확인

하기 위해 EPMA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성분석 및 정

량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힌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주

센터의 EPMA(SHIMADZU 1600)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조건은 가속전압 15 kV, 전류 20 nA

이며, 빔 크기는 1 μm이다.

U-Th 함유광물들은 일반적으로 화강암 내에서 크기

가 매우 작고 편광현미경 하에서는 어두운 색으로 나

타나기 때문에 금속광물과 구분이 어렵다. 그러나 후

방산란전자영상(Back-Scattered Electron Image:

BSE) 하에서는 원자량 차이에 의한 뚜렷한 흑백의 명

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우라늄과 토륨 등의 악티나

이드 원소들은 원자량이 크기 때문에 원자량이 낮은

원소로 구성된 주 구성광물과 명암차이를 확연히 구분

할 수 있다. 후방산란전자영상 하에서의 명암의 차이

에 의해 확인된 광물에 대하여 EPMA의 에너지분산분

광기(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EDS)를 이용

하여 광물구성 원소에 대한 정성분석을 실시하였다.

EDS에 의해 U-Th 함유광물로 확인된 광물에 대하여

파장분산분광기(Wavelength Dispersive Spectrometer:

WDS)로 광물에 대한 정량분석을 수행하였다. 

4. 결과 및 토의

4.1. 광물조성 및 화학분석 결과 

XRD 분석결과, 화강암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광물인

석영 및 장석류, 운모류 등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에

이차 광물인 녹니석과 견운모 등이 관찰된다(Fig. 4).

견운모는 보통 열수작용에 의해 생성된 미세한 백운모

의 일종으로 화학성분이 백운모와 거의 동일하지만, 칼

륨 (K)의 함량이 다소 낮고 수분 (H2O)의 함량이 다

소 높으며, 녹니석은 운모, 감람석, 휘석 등이 저온의

변성 또는 열수에 의해 변질을 받아 형성된다. 따라서

견운모, 녹니석 등과 같은 이차 광물의 확인으로 부터

후기 열수작용과 같은 지구조적인 활동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1은 미분쇄한 시료를 3개로 나누어 XRF 분

석을 수행한 결과이며 주원소 함량은 3개의 시료 모두

거의 동일한 함량을 보인다. 또한 Harvey and Tracy

(1997)가 제시한 화강암의 화학성분 평균함량과 비교

해보았을 때, 유사한 함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된

다. 그러나 Na2O와 K2O는 전형적인 화강암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KURT 화강암이 주로 칼륨을

함유하는 백운모, 견운모, 미사장석의 비율이 높고 소

듐(Na)를 함유하는 조장석의 비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우라늄과 토륨, 희토류원소에 대한 ICP-MS 분석결

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분석한 2개의 시료는 동

일한 시료로 약간의 함량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유사한 함량을 나타낸다. Smyslov(1974)에 의하면 일

반적인 화강암(granite, K Na)에서 우라늄과 토륨의 ≈

Fig. 4. X-ray diffraction pattern of the KURT granit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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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함량은 약 4.5 mg/kg, 18 mg/kg이며, 알칼리 화

강암(alkaline granite, K>Na)의 우라늄, 토륨 평균함

량은 각각 약 6 mg/kg, 25 mg/kg이다. KURT를 구성

하는 화강암의 우라늄 함량은 4.75 mg/kg, 5.30 mg/kg

을 나타내며, 토륨의 함량은 27.22 mg/kg, 27.96 mg/kg

으로 알칼리 화강암에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 또한

Harald(2010)가 제시한 화강암의 희토류원소(Rare

Earth Elements: REEs) 평균함량과 비교해 보면, 희

토류원소 중 세륨(Ce)과 같은 경희토류 원소(Light Rare

Earth Elements: LREEs)는 다소 높은 함량을 보이는

반면, 중희토류 원소(Heavy Rare Earth Elements:

HREEs)인 이트륨(Y)은 평균함량 보다 다소 낮은 함량

을 나타낸다.

4.2. KURT 화강암의 주요 광물 산출특성

KURT를 구성하는 화강암에 대한 육안과 편광현미

경 관찰결과, 주로 석영 및 알칼리장석류인 정장석, 미사

장석과 백운모 및 사장석의 일종인 조장석, 흑운모 등

으로 구성되며 그 외에 저어콘 등이 확인된다(Fig. 5).

저어콘은 석영 및 장석의 내부 및 경계에서 자형으로

확인되며 황철석, 인회석과 이차광물인 녹니석, 견운모

등도 확인되고 있다. 석영맥(quartz vein) 및 방해석맥

(calcite vein)이 관입하고 있는 것이 육안으로 관찰되

며 편광현미경 상에서는 미세한 세맥들도 확인된다

(Fig. 5C, D). 이러한 맥의 관입은 모암에 열수작용

(hydrothermal process)인 변질(alteration) 및 교대

(replacement)작용을 수반 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

석류가 변질된 견운모와 알칼리 장석인 미사장석이 다

수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광물조성은 열수에 의한

견운모화 작용(sericitization)과 칼륨 변질작용(potassic

alteration)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견운모화 작용은 알칼리 열수용액의 교대작용으로

모암이 백운모의 일종인 견운모의 인편상 집합체로 치

환된 것을 말하며, 편광현미경 상에서 장석이 변질 받

으면서 생성된 다수의 견운모가 관찰되고 있다. 또한

칼륨 변질작용은 열수로부터 칼륨이 유입되어 알칼리

장석을 생성 시키는 변질작용으로 견운모와 마찬가지

로 미사장석이 다수 확인된다. 또한 편광현미경으로는

관찰이 어렵지만 EPMA의 후방산란전자영상 하에서는

희토류원소를 함유하는 대표적인 인산염 광물

(phosphate minerals)인 모나자이트(monazite)와 플루

오르화탄산염 광물(carbonate-fluoride minerals)인 바

스트네사이트(bastnaesite)도 확인된다(Fig. 6). 

란타나이드(lanthanide)인 희토류원소는 악티나이드

(actinide)인 우라늄, 토륨 등의 원소 보다 원자량이 낮

지만 주 구성광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에 비해 높은 원

자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EPMA의 후방산란전자영

상 하에서는 명암에 의해 주 구성광물과 쉽게 구분이

가능 하지만, U-Th을 함유하는 광물과 희토류원소를

함유하는 광물의 명암 차이가 미약하여 구분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때문에 EDS를 이용한 정성분석을 통해

광물의 구성원소를 확인하였다. EDS 분석결과, 모나자

Table 1. Concentration (wt.%) of major elements in KURT

granite, obtained by using XRF 

Sample No.

XR-1 XR-2 XR-3

SiO2 71.50 71.45 71.33

TiO2 0.46 0.46 0.46

Al2O3 15.53 15.49 15.53

Fe2O3 1.84 1.82 1.85

MnO 0.02 0.02 0.02

MgO 0.65 0.63 0.64

CaO 0.90 0.89 0.91

Na2O 1.44 1.47 1.49

K2O 5.05 5.03 5.06

P2O5 0.13 0.13 0.13

Igloss 2.67 2.68 2.66

Total 100.19 100.07 100.08

Table 2. Concentration (mg/kg) of trace elements and rare

earth elements in KURT granite, obtained by using ICP-MS

Element
Sample No.

DB-MS1 DB-MS2

Y 10.76 11.22

La 69.95 72.37

Ce 131.37 134.54

Pr 13.59 13.51

Nd 45.14 45.52

Sm 6.92 6.68

Eu 0.93 0.94

Gd 3.36 3.23

Tb 0.45 0.43

Dy 2.58 2.65

Ho 0.43 0.41

Er 1.16 1.16

Tm 0.16 0.20

Yb 1.11 1.24

Lu 0.17 0.16

Nb 113.30 98.40

Zr 25.42 26.09

Mo 0.78 0.45

Th 27.22 27.96

U 4.75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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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에서는 대부분 세륨, 란타늄(La)과 같은 경희토류

원소들이 확인되며, 바스트네사이트에서는 경희토류 및

중희토류인 이트륨이 확인된다(Fig. 6). 희토류광물은

우라늄 및 토륨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광물로 알려

져 있으나 확인된 모나자이트와 바스트네사이트의 EDS

상에서 우라늄 및 토륨 원소의 피크(peak)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우라늄과 토륨이 광물 내에 매우 미량으로

희토류원소의 일부를 치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 WDS를 이용한 정량분석 결과, 모나자이트에서는

ThO2가 0.52 wt.%, 0.39 wt.%, UO2는 0.03 wt.%,

0.06 wt.%로 확인되었으며, 바스트네사이트에서 ThO2

와 UO2는 각각 0.28 wt.%, 0.08 wt.%로 확인된다.

Overstreet(1967)와 Mohr(1984)에 따르면 일반적인

열수기원에서 생성된 모나자이트는 1 wt.% 미만의

ThO2 함량을 갖으며, 변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함

량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KURT를 구성하는

화강암은 후기 관입한 석영맥과 방해석맥 등의 열수에

의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4.3. U-Th 함유광물의 산출특성

우라늄과 토륨을 함유한 광물은 후방산란전자영상

하에서 보통 약 30 μm 이하의 크기이며, 최대 약

50 μm의 크기로 주 구성광물인 석영 및 장석류, 운모

류 등의 경계 그리고 인회석과 황철석 내부에서 대부

분 타형 또는 산점 상으로 산출된다(Fig. 7). U-Th 함

유광물로 확인된 JK-1~JK-8의 EDS 정성분석 결과,

대부분 U, Th 및 Si, O 등의 원소들이 확인된다. 또

한 일부 Ca, P, Fe, Y, La, Ce, F, C, Mo 등의 원소

들이 확인되는데, 이는 U-Th 함유광물 주변에서 산출

되는 인회석, 황철석, 모나자이트, 바스티네사이트 및

열수작용에 의해 형성된 주변 광물의 영향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U-Th 함유광물은 희토류원소들과 밀접

한 관련성을 가지는데, 이는 악티나이드와 란타나이드

가 화학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Titayeva, 1994). 특

히 +4가의 우라늄은 이트륨의 이온반경과 매우 유사하

며, +4가의 토륨은 세륨과 이온반경이 비슷하기 때문

에 화학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대부분

의 희토류원소는 U-Th 함유광물 내에서 우라늄과 토

륨의 일부분을 치환하여 광물을 구성한다.

U-Th 함유광물인 JK-1~JK-8에 대하여 WDS로 정량

분석을 실시하여 Table 3에 정리하였다. JK-1~JK-8의

정량분석 결과 대부분 UO2, ThO2, SiO2가 광물을 구성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일부 Y2O3, Ce2O3, La2O3, ZrO2,

P2O5, CaO 등이 확인된다. UO2은 3.39~33.19 wt.%

Fig. 5. Photographs of typical KURT granite microscope cross-polar image (A, B) and intrusive quartz and calcite vein of

cross-polar image (C, D). Abbreviations: Ab: albite; Ap: apatite; Bt: biotite; Cal: calcite Mc: microcline; Mu: muscovite; Qz:

quartz; Se: sericite; Zr: zi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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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함량 범위를 나타내며 평균함량은 11.20 wt.%로

확인된다. ThO2는 41.61~50.24 wt.%의 함량 범위를

보이며 평균함량은 48.20 wt.%로 나타난다. SiO2의

함량은 15.43~18.6 wt.%로 확인되며 평균함량은

16.63 wt.%을 나타낸다. JK-1~JK-8에서 UO2와 ThO2

및 SiO2가 광물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59~34.90%, 43.76~59.28%, 17.06~20.95%로 확인

되며, UO2, ThO2, SiO2이 광물의 74.2~96.5%를 구

성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광물의 존재형태를 추

정해 볼 때, 우라늄과 토륨이 광물에 일부 치환된 형

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광물 형태로 존재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JK-1과 JK-8을 제외한 JK-2~JK-7은 정량분석 시

우라늄과 토륨이 과잉(overflow)으로 측정 되었다. 이

Fig. 6. EDS peak, BSE image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rare earth element minerals. Abbreviations: Ap: apatite; Mc:

microcline; Oth: orthoclase: Qz: quartz; Zr: zi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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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량분석에 사용되는 우라늄과 토륨의 표준시료가

소량일 경우, 분석 시 과잉되어 제한된 우라늄과 토륨

의 함량이 측정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JK-

2~JK-7 분석에서 측정된 우라늄과 토륨은 정량분석에

사용되는 표준시료 보정 시 현재 측정된 함량 보다 높

은 함량을 나타 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추후 표준

시료의 양을 보정하여 추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정량분석 결과 총 함량(total)이 100 wt.%에 미

치지 못했는데 이는 광물에 흡수된 물(H2O)분자 또는

OH-가 광물 내에서 SiO2를 대체하는 경우와 천연 상

태의 암석에서 U-Th 함유광물과 밀접한 원소들을 대

상으로 분석하였지만 일부 누락된 원소가 존재하는 경

우, 그리고 U-Th 함유광물은 광화대(또는 광상)를 제외

한 일반적인 화강암에서 수 μm의 크기로 존재하기 때

문에 분석 시 전자빔의 초점 및 위치 선정에 따라 주변

광물의 영향을 받는 등의 다양한 요인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Foster, 2006). 그러나 전술한 요인들은 분석

결과로부터 판단할 때 광물을 구성하는 총 함량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결과 및 화학구조식을

해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확인된 U-Th 함유광물의 정확한 산출상태를 확인하

기 위해 다음에 제시된 계산 절차에 따라 화학구조식

Fig. 7. BSE image and EDS peak of U-Th containing minerals (JK-1~JK-8). Abbreviations: Ap: apatite; Ab: albite; Chl:

chlorite; Mc: microcline; Mu: muscovite; Py: pyrite; Ru: rutile; Qz: quartz; Zr: zi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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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작성 하였다. 화학구조식의 계산은 Table 3에 정리

한 각각 산화물(oxide) 형태 원소의 wt.% 값을 이용하

여 계산하였다(식1~5). 각 원소의 산화물 형태 wt.%

을 산화물의 분자량 값으로 나누어 분자비를 계산하고

(식1), 분자비를 이용하여 양이온비, 음이온비를 계산하

였다(식2와 식3). 이때 계산한 양이온비는 음이온비 합

의 수와 산소의 수로 재계산하였으며(식4), 마지막으로

양이온비에 곱하여 양이온수(식5)를 결정하였다. 최종

계산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1)

(1) × Nmber of Cation = Cation Ratio (2)

(1) × Nmber of Anion = Anion Ratio (3)

(4)

(4) × (2) = Cation Nmber (5)

Oxide wt.%( )

Molecular weight
------------------------------------------ Molar Ratio=

 ⇒

 ⇒

 ⇒
Nmber of Oxygen

Total 2( ) 3( )+[ ]
------------------------------------------

 ⇒

Table 3. The chemical compositions (wt.%) of U-Th containing minerals in the KURT granite, obtained by using EPMA

JK-1 JK-2* JK-3* JK-4* JK-5* JK-6* JK-7* JK-8

SiO2 16.97 16.00 15.43 18.60 16.96 16.84 16.36 15.87

TiO2 0.11 0.54 3.92 0.11 0.21 0.07 0.04 0.03

Al2O3 - 0.37 0.25 0.43 0.44 0.21 0.49 -

FeO 0.23 1.52 0.64 0.61 1.18 1.70 1.23 3.45

MnO 0.06 - 0.03 0.01 0.06 0.06 0.03 0.14

MgO 0.00 0.20 0.06 0.01 0.02 0.04 0.04 0.01

CaO 1.56 1.80 1.13 4.20 6.38 1.08 9.84 1.62

Na2O - 0.26 0.23 0.04 0.02 0.00 0.02 -

K2O 0.10 0.16 0.13 0.17 0.08 0.13 0.13 0.09

P2O5 0.23 2.39 1.57 0.99 5.80 0.86 6.96 0.98

Y2O3 0.23 5.29 3.99 2.88 2.09 1.47 1.76 0.94

ZrO2 0.01 1.34 2.79 1.68 1.86 0.04 2.82 0.05

La2O3 - 0.04 - 0.88 0.11 0.02 - -

Ce2O3 - 0.07 0.03 2.00 0.25 0.05 0.14 0.01

HfO2 - 0.07 0.01 0.02 0.12 - 0.11 0.02

PbO2 0.56 0.23 0.17 0.13 0.20 0.29 0.16 0.03

ThO2 41.61 50.21 50.07 49.78 50.24 49.32 50.19 44.17

UO2 33.19 4.06 4.12 5.03 3.72 10.57 3.39 25.48

F 0.23 0.37 0.59 1.22 0.56 0.44 0.57 0.17

Total 95.09 84.91 85.15 88.80 90.31 83.20 94.27 93.04

Cation numbers based on 4 oxygens 

Si 0.95 0.87 0.82 0.93 0.79 0.98 0.72 0.89 

Ti - 0.02 0.16 0.00 0.01 - - - 

Al - - - - - - - - 

Fe 0.01 0.07 0.03 0.03 0.05 0.08 0.05 0.16 

Mn - - - - - - - 0.01 

Mg - - - - - - - - 

Ca 0.09 0.10 0.06 0.23 0.32 0.07 0.46 0.10 

Na - - 0.00 0.00 - - - - 

K 0.01 0.01 0.01 0.01 - 0.01 0.01 0.01 

P 0.01 0.11 0.07 0.04 0.23 0.04 0.26 0.05 

Y 0.01 0.15 0.11 0.08 0.05 0.05 0.04 0.03 

Zr - 0.04 0.07 0.04 0.04 - 0.06 - 

La - - - - - - - - 

Ce - - - - - - - - 

Hf - - - - - - - - 

Pb - - - - - - - - 

Th 0.53 0.62 0.61 0.57 0.54 0.65 0.50 0.56 

U 0.41 0.05 0.05 0.06 0.04 0.14 0.03 0.32 

F - - - - - - - - 

*U, Th ove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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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는 Table 3에 정리한 양이온수를 이용하여

U-Th 함유광물의 화학구조식을 해석한 결과이다. 전체

적으로 광물 내에서 토륨이 우라늄에 비해 높은 비율

을 보이며, JK-1과 JK-8에서는 우라늄이 상당한 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나 JK-2~JK-7은 우라늄의 비율이 매

우 낮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JK-2~JK-7 정량분석

시 소량의 표준시료에 의한 과잉으로 나타난 시료들로

제한된 우라늄과 토륨이 측정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화학구조식 해석 결과, KURT를 구성하는 화강암에

서 산출되는 U-Th 함유광물은 독립사면체형 규산염 광

물(nesosilicate minerals)로 판단된다. 독립사면체형 규

산염광물은 Si4+이 4개의 O2-에 의하여 둘러 쌓여있는

SiO4사면체 형태이다. 일반적 화학조성은 XmYn(ZpOq)Wr

로 X는 배위수가 8~12인 양이온이며, Y는 배위수가

6인 양이온, Z는 배위수가 4인 양이온, O는 산소, W

는 OH, Cl, F와 같은 음이온으로 구성된다(Kim,

1982). 따라서 확인된 U-Th을 함유하는 규산염 광물은

(U, Th, Zr, REEs.....)A(Si, Al, P)BO4(OH, Cl, F)

형태의 화학조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

과들로부터 추정해 볼 때 JK-1, JK-8은 우라노토라이

트(Th,USiO4), JK-2~7은 토라이트(ThSiO4)로 판단된

다(Korea Atomic Industrial Forum, Inc., 2001). 

Pérez et al., (1995)에 의하면 U-Th-REE 광물들은

열수작용의 기원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주요 원소

의 농집에 의해 생성된다고 하였으며, Sznknect et al.,

(2013)는 U-Th 함유 규산염 광물은 Th1-xUxSiO4의 화

학구조를 갖는데 열역학적 특성에 의해 용해도적

(Solubility product)이 변화하여 x값이 변화함에 따라

토라이트에서 우라노토라이트, 코피나이트로 변화한다

고 하였다. 또한 Hazen et al.(2009)은 우라늄이 토륨

에 비해 용해도가 높아 이동성이 좋은 것으로 해석 하

였다. 때문에 열수작용의 영향을 받아 용해도가 높은

우라늄은 초기에 있었던 U-Th 함유광물인 토라이트나

우라노토라이트에서 선택적으로 용해되어 빠져나오게

된다. 이후 선택적으로 빠져나온 우라늄은 O2 및 SiO2

와 결합하는데, SiO2와 결합하면서 환원반응에 의해

U4+로 다시 환원되어 우라니나이트 및 코피나이트로

재농집 되었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KURT 화강암은 마그마의 분화에 의해 형성

된 후 화강암 내에 존재하는 U-Th 함유규산염 광물이

열수의 영향에 의한 온도, 압력, pH 등의 다양한 변화

와 지화학적 요인에 의해 재결정 작용을 일으킨 것으

로 추정된다. 또한 재결정 작용 중 반복적인 용해/침전

의 과정 중 지화학적 요인에 의해 우라늄과 토륨 농집

양의 변화에 따라 U-Th 함유 규산염 광물인 토라이트,

우라노토라이트가 형성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KURT 화강암은 주로 석영 및 장석류와 운모류 등

으로 구성되며, 열수의 관입으로 견운모화 작용 및 칼

륨 변질작용이 수반되었다. 확인된 U-Th 함유광물은

정량분석 결과 UO2, ThO2, SiO2가 광물의 74.2~96.5%

를 구성하기 때문에 우라늄과 토륨이 광물에 일부 치

환된 형태가 아닌 독립적인 광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KURT를 구성

하는 화강암에 존재하는 U-Th 함유광물은 독립사면체

형 규산염 광물인 토라이트, 우라노토라이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토라이트와 우라노토라이트는 마그마 분화에 의해

형성된 화강암과 페그마타이트에서 확인되며 열수작용

에 의해 형성된다. KURT 화강암은 후기 열수 관입에

의한 변질 및 교대작용이 수반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열

수의 온도, 압력, pH 등 다양한 지화학적 요인들의 영

향을 받아 재결정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반복

적인 용해/침전 과정에 의해 우라늄과 토륨 농집량 변

화에 따라 토라이트 또는 우라노토라이트가 형성 되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KURT 화강암에 존재하는 우라늄

및 토륨의 장기거동을 예측해 보면, 토라이트와 우라

노토라이트의 우라늄과 토륨은 대부분 +4가 형태로 존

재한다. 때문에 지하 심부 환원환경에서 지하수와 상

호작용에 의해 쉽게 용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며, 용출되어 나오더라도 미량이기 때문

에 환원환경에서 흡착, 치환 등에 의해 침전되어 지하

수를 따라 유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Table 4. Calculated empirical formular of U-Th containing

silicate minerals

Sample 

No.
Estimated empirical formula

Estimated 

mineral

JK-1 (Th0.53U0.41X0.ₓ)(Si0.95E0.ₑ)O4 Uranothorite

JK-2* (Th0.62U0.05X0.ₓ)(Si0.87E0.ₑ)O4 Thorite

JK-3* (Th0.61U0.05X0.ₓ)(Si0.82E0.ₑ)O4 Thorite

JK-4* (Th0.57U0.06X0.ₓ)(Si0.93E0.ₑ)O4 Thorite

JK-5* (Th0.54U0.04X0.ₓ)(Si0.79E0.ₑ)O4 Thorite

JK-6* (Th0.65U0.14X0.ₓ)(Si0.98E0.ₑ)O4 Thorite

JK-7* (Th0.50U0.03X0.ₓ)(Si0.72E0.ₑ)O4 Thorite

JK-8 (Th0.56U0.32X0.ₓ)(Si0.89E0.ₑ)O4 Uranothorite

[X= REEs, Zr/ E= P, Al] *U, Th overflow



128 조완형 · 백민훈 · 박태진

본 연구는 핵종 장기거동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따름이며, 암석에서 방사성핵종들의 장기거동을 해석하

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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