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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ssessed an application of electrocoagulation (EC) for the removal of cobalt (Co) in radioactive liquid

waste from nuclear power plant. The EC process is an electrochemical means to remove a contaminant in

wastewater and a novel process to complement the disadvantage of chemical treatment and membrane process.

Radioactive liquid waste has been produced from washing process of radio nuclide power plant cooling system. The

EC process eliminates Co from the electrolyte within 10 min; in addition, the dewatered sludge produced in EC

process is only 0.2 g. Therefore, the EC process is a promising technique for the removal of Co in radioactive

liquid waste and volume reduction of w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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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액체폐기물 내 코발트의 제거를 위해 전기응집공법의 적용 가능

성을 확인하였다. 전기응집공법은 전기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액 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화학처리

와 막공정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술이다. 원자력 발전시설에서는 냉각 배관의 세척과정에서 코발트를 포함한

방사성 액체폐기물이 발생한다. 용액 내 코발트의 농도를 1 mg/L와 10 mg/L로 조성하여 전기응집공법을 적용한 결

과 약 10분 이내에 코발트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또한 500 mL의 코발트 용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0.2 g의 슬러지

가 발생하여 폐기물의 부피감용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코발트(Co), 전기응집, 폐수처리, 방사성 액체폐기물. 부피감용 

1. 서 론

코발트(Cobalt; Co)는 원자번호 27번으로 강자성을

띠는 은백색의 금속원소이다. 코발트는 반응성이 철보

다 낮아 상온에서 산소와 물의 반응에 안정하여 합금,

자석, 안료, 리튬이온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 중이다. 또한 코발트는 철, 니켈, 크롬, 구리 등과

함께 원자력 발전소에서 냉각제와 접촉하는 시설의 소

재로 사용 중이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과정

에서 고온·고압의 환경에 노출된 코발트는 물 또는 용

존산소와 반응하여 부식생성물을 형성하고 핵연료로부

터 발생하는 방사화물과 함께 냉각수 파이프라인에 산

화막(Chalk River Unidentified Deposit; CRUD)을

형성한다. 산화막은 주로 니켈, 철, 코발트 등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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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되어 있으며 (Tsai et al., 2013), 냉각에 필요한

열전달 효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또한 산화막에 존

재하는 코발트는 주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Co-60으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된다. 원

자력 발전시설에서는 냉각수 파이프라인에 침착된 방사

성 부식생성물을 제거하기 위해 Ethylenediaminetetra-

aceticacid (EDTA)와 같은 세정제를 주입하는데, 이때

다량의 방사성 액체폐기물이 발생한다. 원자력 발전시

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능 준위와 반감

기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하여 취급하고 세부적인 분류는

Table 1과 같다 (IAEA, 1999; Rahman et al., 2011).

방사성 액체폐기물도 IAEA에서 제시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증발과

고화처리를 실시한다. 방사성 액체폐기물의 증발처리는

태양열, 상대습도, 온도 등의 기상조건과 송풍기를 활

용한 강제통풍조건에서 물을 증기상태로 제거하여 폐

기물의 부피를 줄이는 방법이다 (KAERI, 1994). 고화

처리는 시멘트, 아스팔트 등을 고화매질로 사용하여 방

사성 액체폐기물의 증발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축 폐

기물의 처리에 활용한다. 원자력 발전시설에서 발생하

는 액체폐기물의 증발과 고화처리는 방사성 액체폐기

물의 부피감용과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증발처리공정은 방사성 액체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증발기, 가열기, 응축기 등 순차

적인 처리시설과 운전이 필요하고 빠른 증발을 위해

추가 에너지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코발트에 대한 환경지구화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원자력 발전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액 내 코발트를 제

거하고 폐기물의 부피를 감소를 위한 방법으로 전기응

집공법의 적용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코발트의 환경지구화학적 특성 및 노출 경로

주기율표상 8족 원소인 코발트는 골드슈미츠

(Goldschmidt) 원소 분류에 따르면 친철원소에 해당한

다. 원자량은 58.9 g/mol, 밀도는 8.90 g/cm3이며 안정

동위원소인 Co-59외에 약 22가지의 방사성 동위원소

가 존재한다. 방사성 동위원소 중 Co-60은 5.3년의 상대

적으로 긴 반감기와 1.17-1.33 MeV의 높은 감마선준

위를 가져 방사선 촬영과 같은 의료용 감마선 생성장

치에 사용된다. 지각에 함유된 코발트는 약 27 mg/kg

으로 30번째로 풍부한 원소이다 (Carr and Turekian,

1961). 현무암질 마그마의 분화과정에서 코발트는 철

(iron; Fe)과 마그네슘(Mangnesium; Mg)이 풍부한 철

고토광물(ferromagnesian)인 감람석(olivine), 휘석

(pyroxenes), 각섬석(amphibole), 흑운모(biotite)에 포

획되어 나타난다 (Alloway, 1995). 이는 Mg2+ (이온반

경 7.8 nm)과 Fe2+ (이온반경 8.3 nm)의 전자가와

이온반경이 Co2+ (이온반경 8.2 nm)과 유사하여 결정

화 과정에서 동형 치환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연

상태에서 코발트는 비소(arsenic; As)와 황(sulfure; S)

과 결합하여 산출되고, 코발트를 함유한 주요 광물로는

Cobaltite (CoAsS), Linnaeite (Co3S4), Skutterudite

((Co,Ni,Fe)S3)가 있다. 토양 내 코발트농도 분포는 모

암의 특성에 따라 0.05-65 mg/kg의 농도분포를 보이

고, 담수에서는 0.04-8 µg/L, 해수에서는 0.01-4.1 µg/L

의 농도분포를 보인다 (Bowen, 1979). 코발트가 지구

화학적 순환 과정에서 동식물에 노출되는 경로는 다양

하다. 공기, 음식, 식수 등에 함유된 코발트를 직접 섭

취하기도 하고 (ATSDR, 2004), X-ray와 폐활량검사 등

의료과정에서 코발트에 노출되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Barceloux and Barceloux, 1999; ATSDR, 2004).

특히, 코발트는 비타민B12 (hydroxocobalamin)의 구성

성분으로 동식물의 효소활성에 기여한다. 코발트의 결

핍은 빈혈과 신경조직의 이상을 야기하고 과량 섭취

시 적혈구 과다증 등 심장기능부전을 유발한다 (Sung,

1984). 또한 코발트의 방사선 동위원소인 Co-60에서

방출하는 감마선은 DNA의 이중나선 구조의 변형을 야

기하여 자매염색분체교환, 세포자멸과 같은 염색체 이상

을 유발한다 (Min et al., 2003; Gault et al., 2010).

원자력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코발트 및 방사성원소

의 노출은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유발한다. 토

Table 1. Classification of Radioactive wastes (IAEA, 1999)

Class Typical characteristics

EW (Wastes to exempt) Activity levels at or below clearance levels (<0.01 mSv)

LILW (Low- and intermediate-level wastes) Activity levels above clearance levels 

LILW-SL (Short lived) Long live radionuclide concentration (alph emitting to 4000 Bq/g)

LILW-LL (Long-lived) Long live radionuclide concentration exceeding LILW-SL

HLW (High-level wastes) Thermal power above 2 k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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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지하수의 오염은 경작활동을 통해 방사성 원소가

작물로 전이되고 이를 섭취하는 인간에게 유해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간접노출은 공기 중에 노출

된 코발트 및 방사성원소의 흡입을 통한 직접노출과

함께 인간에게 노출되는 주요한 과정이다 (Fig. 1). 

3. 전기응집
 

전기응집(Electrocoagulation)은 전기화학반응을 이용

하여 용액 내 오염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전기분해

(electolysis)와 전기부상(electroflotation)과 함께 대표

적인 전기화학처리법이다. 전류를 흘려주어 전기응집공

법을 진행하면 양극판(Anode)에서는 용해된 금속이온

과 용액 내 오염물이 응집·흡착하여 제거됨과 동시에

음극판(Cathode)에서는 물의 전기분해(electrolysis) 반

응이 일어난다. 대상 오염물질의 제거에 영향을 미치

는 응집(coagulation)과정은 Derjaguin-Landau-Verwey-

Overbeek (DLVO) 이론에 따른다 (Matilainen et al.,

2010). 즉, 응집제와 대상 유·무기 오염물의 응집반응

은 척력으로 작용하는 이중층힘(double layer force)과

인력으로 작용하는 반데르발스힘(Van der Waals

force)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두 힘의 합력에 따라 진

행된다. 따라서 단위부피 조건에서 응집제의 농도가 높

아질수록 각각의 전기이중층의 거리가 짧아져 척력이

감소하고 인력이 증가하여 오염물과의 응집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다 (Missana and Adell, 2000). 전기응

집공법에서 전극의 선택은 전기용해에 따른 응집제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대상 오염물질의 제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주로 철과 알루미늄 전극을 사용한다.

철 전극을 사용하였을 때 양극판과 음극판에서 나타나

는 반응은 다음과 같다 (Un and Ocal, 2015; Garcia-

Segura et al., 2017). 

Anode: Fe(s) → Fe2+(aq) + 2 e- (1)

4 Fe(s) → 4 Fe2+(aq) + 8 e- (2)

Cathode: 2 H2O(l) + 2 e- → H2(g) + 2 OH-
(aq) (3)

8 H+
(aq) + 8 e- → 4 H2(g) (4)

Solution: Fe2+(aq) + 2 OH-
(aq) → Fe(OH)2(s) (5)

4 Fe2+(aq)+ 10 H2O(l)+ O2(g)→ 4 Fe(OH)3(s)
+ 8 H+

(aq) (6)

철 전극을 사용할 경우 양극에서는 전극판의 철이

산화되어 Fe2+가 용해되고 수소이온(H+)이 발생되며,

음극에서는 물 분자가 분해되어 수소가스(H2)와 수산

화이온(OH-)이 발생된다 (Fig. 2). 이후 용존된 철과

수산화이온은 서로 반응하여 Fe(OH)2, Fe(OH)3의 형

태로 침전한다. 전기응집과정에서 생성되는 철수산화물

은 용액 내 금속이온을 흡착하여 제거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전기응집기술이 용액 내 중금속, 유기물, 의

Fig. 1. Exposure pathway of radionuclide (IAEA, 2006).
Fig. 2. Schematic diagram of electrocoagulation using iron

electrode.

Table 2.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lectrocoagulation (Brillas and Martínez-Huitle, 2015; Yang et al., 2015)

Adventages Disadventages

□ Effective and rapid separation

□ Applicable for various pH 

□ Low sludge precipitation and operating costs

□ Inhibition of electrolytic process by sludge deposition on electrodes

□ Anode consumption and replacement

□ Deposition of metal hydrox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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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질 등 다양한 수처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Dolati et al., 2017; Mamelkina et al., 2017; Nariyan

et al., 2017). 기존의 폐수처리 기술과 비교하여 전기

응집공정은 상대적으로 빠른 오염물 제거, 다양한 폐

수의 pH조건에 적용 가능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전

극판 표면에 침전물 부착에 따른 전기응집 효율 감소

등의 단점도 있다 (Table 2). 

4.전기응집을 활용한 용액 내 코발트 제거

실험
 

전기응집을 활용하여 용액 내 코발트 제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전기응집장치는 파워

서플라이, 철 전극판 (4 cm × 3 cm × 0.3 cm)으로 구

성하였으며 전극판의 간격과 유효면적은 각각 1.5 cm와

25 cm2으로 조정하였다. 전기응집을 통한 용액 내 코발

트 제거실험은 0.25 A의 전류를 사용하여 10 mA/cm2의

전류밀도 조건에서 진행하였고, 전해용액으로 10 mM

NaCl용액을 활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전기응집장치

의 코발트 제거효율을 확인하기 위해 코발트의 초기농

도를 1, 10 mg/L로 조성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0,

1, 3, 5, 10, 30분에 시료를 채취하고 0.45 µm 필터

를 이용하여 필터 후 용액 내 코발트 농도를 ICP-MS

(Agilent 7500 ce,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코발트가 존재하지 않는 실험군을 두어 전기응집과정

에서 나타나는 전해용액의 수화학 특성변화를 비교 관

찰하였다. 전기응집 전·후 전기응집 반응기 중앙에서

측정한 전해용액 (10 mM NaCl)의 pH, ORP, TDS,

EC, 온도, 슬러지 발생량은 Table 3과 같다. 전기응집

을 시작하자 전해용액의 탁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검붉은색의 침전물 0.2 g이 생성되었다. 이는 양극판에

서 용해된 철과 음극판에서 물의 전기분해에 의해 생

Table 3. Variations of electrolyte properties by electro-

coagulation

Properties
Value

t = 0 (min) t = 30 (min)

pH   5.5 ± 0.0   8.9 ± 0.0

ORP (mV)  48.7 ± 1.6 -395.0 ± 25.1

TDS (mg/L) 539.5 ± 0.0 585.0 ± 0.0

EC (µS/cm) 825.0 ± 2.8 896.0 ± 0.0

Turbidity (NTU) -  43.7 ± 4.9

Sludge (g) -   0.2 ± 0.0

Fig. 3. Variations of pH, ORP, TDS, EC, and Temperature by electrocoagulation (■ initial Co conc. = 0 mg/L, ◆ initial Co

conc. = 1 mg/L, ○ initial Co conc. = 10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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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류를 흘려주

어 전기응집을 진행하는 동안 전해용액의 pH, 온도,

TDS, EC가 증가하고 ORP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Fig. 3). 전해용액의 pH 상승은 물의 전기분해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수산화이온(OH-)의 영향이며, TDS와

EC는 물의 전기분해와 철의 용해과정에서 용존이온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ORP의 감소는 전

기응집장치로부터 다량의 전자가 공급되어 전해용액 내

전자의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해용액

의 수리화학특성 변화는 코발트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모든 실험에서 전기응집공

정이 동일하게 진행되었음을 나타낸다. 전기응집공정을

사용하여 용액 내 코발트의 농도변화를 확인한 결과

모든 조건에서 코발트가 빠르게 제거되었다 (Fig. 4).

코발트의 초기농도를 1 mg/L로 조성한 실험에서는 전

류를 흘려줌과 동시에 용액 내 코발트의 농도가 급격

히 감소하여 약 3분 만에 완전히 제거되었다. 또한 초

기농도 10 mg/L에서는 약 10분이 경과하였을 때 코

발트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실험에서 나타난 코발트의

제거는 전기응집공정에서 발생한 철수산화물에 의한 것

으로 판단되며 흡착제거가 우세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

단된다. Wang et al., (2011)과 Nassar (2012)는 철

수산화물과 코발트의 흡착은 langmuir 흡착모델에 따

라 매우 빠르게 진행됨을 보고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코발트의 제거반응을 명확하기 확인하기 위해

서는 발생한 슬러지의 특성과 코발트와의 상호반응등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실험을 진행한 pH-Eh 조건에

서 코발트는 Co2+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Fig. 5(a)).

그러나 용액 내 Fe2+가 존재하는 경우 Co와 Fe가 결

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b)). 이

는 철수산화물과 코발트가 결합한 침전물이 실험이 진

행된 조건에서 광물학적 안정성을 유지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철수산화물의 존재에 따른 코발트의 상변화와

안정성의 변화를 보여준다. 향후 전기응집의 조건을 다

양하게 수행하여 철수산화물의 발생량 및 회수방안, 코

발트의 최대제거량 등 다양한 조건을 도출한다면 용액

내 코발트를 제거하기 위한 전기응집공법의 적용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전기응집공정을 통해 용액 내 Co의 제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하수, 방사성 액체폐기물과 같은

매질에는 다양한 유·무기물이 존재하여 코발트 제거를

위한 전기응집공법의 적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다양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5.방사성 폐액 내 코발트 제거를 위한 전기

응집공법의 적용 가능성 제안

전기응집공법은 폐수처리 분야에서 기존의 화학처리

와 막(membrane)을 활용한 필터링 기술을 대체할 수

Fig. 5. The pH-Eh stability diagram of cobalt: (a) Co-H2O and (b) Co-Fe-H2O.

Fig. 4. Variation of cobalt concentration with time during

the electrocoagul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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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새로는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화학약품

제조, 제지, 유류정제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에 전

기응집을 활용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Lai and Lin,

2006; Uğurlu et al., 2008; El-Naas et al., 2009).

또한, 국내에서도 물 자원의 재이용에 관심이 높아지

면서 정부 부처에서는 하폐수의 재이용율을 2020년까

지 기존 10%에서 30%까지 향상할 계획에 있다. 원자

력 발전소에서는 원자로 냉각과 배관정화 과정에서 폐

액이 발생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증발, 여과, 이온교

환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폐액 내 방사성 원소를 제거

하고 부피를 감용하여 최종보관을 하고 있다. 현재 사

용 중인 방사성 폐액의 처리방법은 막대한 처리비용과

보관비용 그리고 보관공간을 필요로 하여 이를 보완하

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전기응집공법은 방사성 폐

액으로부터 코발트와 같은 방사성원소를 완전히 제거

할 수 있어 원전폐기물처리와 물 자원의 재이용을 동

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500 mL의 코발

트 용액을 전기응집으로 처리하였을 때 0.2 g의 슬러

지가 발생하였는데 (Table 3) 이는 폐기물의 부피감용

에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재까지의 결과는 용존 코발트의 제거를 통한 초기단계

의 시도에 불과하며 원자력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방

사성 폐액을 전기응집공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핵종원소에 대한 이해와 전기응집 처리조건의 도

출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전기응집공법은 전극판의 재

질과 배치방법, 전류밀도, 전해용액의 특성, 전기응집

셀의 구조에 따라 대상물질의 제거 효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

를 바탕으로 방사성 폐액 내 코발트 제거를 위해서는

전극판의 재질과 배치방법, 전류밀도, 전해용액의 특성,

전기응집 셀의 구조 등 전기응집공법 최적 조건의 검

토가 필요하다. 

6. 결 론

전기응집공법을 활용한 방사성 액체폐기물 내 코발

트의 제거 가능성을 평가해 보았다. 코발트는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과정에서 냉각시설의 배관에 생성된 산

화막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액체폐기물에 다량

존재한다. 이러한 방사성 액체폐기물 내 코발트의 제

거는 물자원의 재활용과 방사성 폐기물의 부피감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전기응집공법을 통해 용

액 내 코발트의 제거가 가능하며, 이는 원자력 발전시

설에서 발생하는 액체폐기물을 정화하고, 폐기물의 부

피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

까지는 코발트의 제거 가능성만을 확인한 기초연구 수

준으로 방사성 액체폐기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응집의 운전 조건 및 액체폐기물 내 공존이온의 영향

등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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