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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미세공 고분자 스폰지 및 그라핀 구조체를 이용한 폐액 내 유기화합물 분리 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현재까지 원내에서 발생되었던 방사성 유기혼성폐액은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내에 

임시 저장하여 관리하는 중 

- 이들 유기혼성폐액의 약 67%는 알코올, 아세톤, TBP, Dodecane 유기폐액이 차지하고 

있음 

-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미세공 고분자 폴리머 및 그라핀 구조체 물질을 이용하여 유기혼성

폐액 중 유기화합물과 무기물을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임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고분자 스폰지 및 그라핀 구조체를 이용한 유기화합물 흡착관련 문헌조사 및 해외기술동

향 파악

- 유기혼합폐액 내에서 TBP를 필터링하여 유기화합물과 무기폐액을 분리시킬 수 있는 고분

자 스폰지 및 그라핀 구조체 후보군 탐색

- 후보군으로 선정된 고분자 스폰지 및 그라핀 구조체에 대해전산모사 기법을 통하여 유기

화합물 흡착 메커니즘 규명 

- 선정된 고분자 스폰지 및 그라핀 구조체 초기 모델 합성 

- 고분자 스폰지 및 그라핀 구조체를 이용한 모사폐액에서의 유기화합물 분리 실험

Ⅳ. 연구개발결과 

- 고분자 및 그라핀 스폰지 관련 기술동향 파악

- 관련 전문가 자문 및 후보 물질 설계 완료

- 전산모사연구를 이용한 후보물질의 구조안정성평가

- 안정성평가를 통한 검증된 물질에 대한 시제품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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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유기폐액 감용 및 유기화합물을 분리해낸 폐액의 자체처분 가능성

- 난제 해결을 통한 연구원의 대내외 위상 증가

- 일반 국민 및 대전시민의 연구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기여

- 실용적 방법의 개발을 통해 기술이전 및 경제적 효과 창출

-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융합연구 분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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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organic compound separation technology from liquid 

radioactive waste using polymer and graphene sponge material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 The organic liquid radwastes that has been generated in the institute is 

temporarily stored and managed in the radioactive waste treatment facility

- Approximately 67% of these organic hybrid wastes are comprised of alcohol, 

acetone, TBP, Dodecane, and etc. organic waste

- The final goal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technology for separating 

organic compounds and inorganic materials from organic hybrid waste 

liquids using microporous polymer polymers- and graphene- sponge 

materials.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Investigation of literature related to adsorption of organic compounds using 

polymer- and graphene- sponge materials and grasp of overseas technology 

trend

- Search for candidates of polymer- and graphene- sponge materials that can 

separate organic compounds and inorganic waste liquid by filtering TBP and 

dodecane in organic mixture waste solution

- Identification of organic compound adsorption mechanism by computer simulation 

technique for polymer- and graphene-sponge materials selected as candidates

- Initial material synthesis of selected polymer- and graphene- sponge materials

- Experimental study on separation of organic compounds from simulated waste 

liquor using polymer- and graphene- spong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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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 of Project

- Identify trends in polymer- and graphene- sponge materials technology

- Completed design of related expert advice and candidate materials

- Evaluation of structural stability of candidate materials using computational 

simulation

- Synthesis of prototypes for validated materials through stability assessment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 Possibility of self-disposal of organic waste solution and separation of organic 

compounds

- Increase of internal and external positions of the institute through resolving 

difficulties

- Contributes to positive perceptions of the institute for ordinary citizens and 

Daejeon citizens

- Technology transfer and economic effect through development of practical 

method

- Derive new fusion research fields through creative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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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난처분성 방사성폐기물 중의 하나인 유기폐액은 그 처리 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발생기관 및 시설에서는 이들 폐기물을 임시저장하고 있는 상태이다.1) 유기 방사성폐액 처리

에는 소각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온 소각 처리 시 발생되는 

공정부식, 다이옥신 등과 같은 환경오염물질이 발생될 가능성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소각 처리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80년대부터 소각(산화) 대체기술(Alternative Oxidation Technologies: AOTs)들이 개발

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소각 대체기술로는 촉매 화학적 분해공정, 직접 화학적 분해, 산소화, 

수증기 개질, 기상 환원, 용윰염 산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2) 

그러나 이러한 처리 방법들의 장기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에는 연구원 운영 중 발생하였던 TBP, dodecane, 절삭유, 폐유, 알코올 등을 포함한 유기폐

액 약 14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임시 저장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처리방법과는 전혀 다른 미세공을 갖는 고분자 및 그라핀 소재의 스폰지 필터를 이용한 처리 

방법의 도입을 통해 이들 유기폐액 내에서 유기화합물을 분리하여 방사성폐액을 감용하여 처

리할 수 있는 기술의 탐색을 목표로 한다.

1) 방사성 유기폐액의 오존 고도산화처리 기술개발(2012, 김기홍 외)

2) 해체특수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보고서(2017, 정동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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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내외 기술동향

국내에서는 우라늄을 함유한 유기폐액 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종류의 유기 혼성폐액을 발

생하고 있어 이의 분해처리를 위한 열분해/수증기개질 공정이 연구되었다. 그 동안 연구된 미

국, 독일, 일본, 한국의 유기폐액의 열분해/수증기개질 공정기술은 유기물 분해 시 발생되는 

산성 가스를 반응기내 안정된 형태로 잔류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과잉의 첨가제를 공급하거나 

부분 공정에서는 약 1,000 ℃ 까지도 열처리가 필요하며 2차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단점은 아

직 존재한다.

제2절 현 기술상태의 취약성

본 연구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바 없는 기술이기에 

기초 탐색연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어느 정도의 효율까지 방

사성폐액 내에서 유기성분을 분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존재하지만 고분자 소

재의 경우 표면 물성의 개질이 비교적 손쉬운 편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앞으로의 전망

탈 원자력발전 정책이 시행되면서 현재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원래 수명대로 운영 정

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에 따른 방사성폐기물량이 향후 수십 년 이내로 급등할 것

으로 예상된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유기폐액의 양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

를 통한 성공적인 기술개발 시,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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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

본 연구과제 수행의 주요 핵심내용은 액체 방사성폐기물 내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유기화합

물의 선택적 흡착이 가능한 고분자 및 그라핀 스폰지 소재의 개발이다. 적합한 소재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섭외하였고 6개월간 6차례 이상의 연구협의를 진행하여 선택적 흡착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분자 스폰지 및 그라핀 소재를 디자인하고 및 시제품 합성

을 진행하였다. 또한, 합성된 고분자 스폰지 재료에 대해 구조적인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

기 위하여 전산모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1절 고분자 스폰지 및 그라핀 구조체 합성

1. 고분자 스폰지 후보군 설계 및 합성

가. 고분자

현재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컴퓨터, 리튬(Li)/고분자 

배터리, 웨어러블 기기, 자동차 등의 첨단기술 제품이다. 이들 모든 제품에는 화학과 고분자 

기술이 단순히 들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고분자(高分子, 

polymer)는 원래 매우 큰 분자를 말한다.3)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같은 종류의 분자개체가 

반복적으로 많은 수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크기가 큰 분자를 일컫는다. 또한 이러한 기본 반복

단위를 가지고 연결된 분자란 의미로 중합체라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고분자는 단순히 많은 

수의 원자가 결합되어 큰 분자를 이룬다기보다 포괄적 의미를 지니는 거대분자

(macromolecule)와는 비교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혼용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고분자 스폰지 설계 및 합성

고분자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합성이 가능하고 비교적 쉽게 개질이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고분자는 스폰지 형태의 고분자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리 기술의 핵

심 중 하나는 추가적인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이다. 스폰지의 경우 탄성 회복력, 즉 눌렀다 

놓았을 때 원상태로 돌아가는 힘을 가진 대표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스폰지 소재가 탄성 회복이 가능한 이유는 스폰지 중의 빈 공간이 거의 전부 연결되

3) 생활속의 화학과 고분자(정진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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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어 눌렀을 때 빠져 나간 유체를 공기가 원상태로 회복될 때 제자리를 메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계 내에서 유기화합물만 흡착이 가능하도록 개질이 가능하고 재활용이 용이하여 폐

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분자 스폰지에 대한 설계를 전문가 자문을 얻어 후보군을 

선정하고 분자구조를 설계하였다(그림1). 이 스폰지는 아래와 같은 특징들을 가질 것으로 예상

되는 바이다.

- TBP, dodecane 등의 유기물이 충분히 흡착될 수 있는 정도의 기공크기를 가질 것

- 방사성페액 내에서 유기물만 선택적으로 흡착이 가능할 것

- 표면의 성질이 소수성(hydrophobicity)을 가질 것

- 재활용율 증가를 위한 압축변형률(compressive strain) 최소화

- 넓은 비표면적을 가질 것

- 상대적으로 합성이 쉬워 제작하기 용이할 것

그림 1. 설계된 후보 고분자 스폰지 중 대표 모델

본 후보물질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고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시제품 제작을 실

시하였다. 자문 내용 및 시제품 합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다공성 고분자의 정의 및 물성

  - 다공성 고분자는 넓은 비표면적으로 유기용매의 흡착이 용이함

  - 다공성 고분자의 내부 기공을 이용한 유기화합물의 흡착이 가능

  - 물리·화학적으로 구조 안전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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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폰지 형태로 제조된 다공성 고분자의 특성

  - 스폰지 형태로 제조되는 다공성 고분자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압축변형률이 적어 여러 차례 재사용 가능

(3) 다공성 고분자 합성을 위한 화학반응

  - 다양한 커플링 반응 및 금속 촉매가 없는 유기 반응 등, 다양한 반응들을 이용한 고분

자 중합 방법

  - 다양한 빌딩블록을 이용하여 기공의 크기를 조절하고 소재의 전반적 물성의 개질

이 가능

(4) 고분자 스폰지 합성절차

표 1. 고분자 스폰지 합성 절차

합성 절차 합성 장면 (사진, 생략가능) 소요 시간 (hr)

중합을 위한 시약의 

weighing       
0.5

시약을 섞고 가열하여 

중합반응 진행
     

8

상온으로 식힌 후 

바이알에 담긴 모습
0.5

필터 후 메탄올 세척 1

솔벤트 exchange 6

완성된 시제품 사진

     

총 소요 시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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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라핀 구조체 합성

가. 그라핀 물질

2004년 영구 맨체스터대학교의 안드레 가임 교수와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는 세상

에서 가장 얇으면서도 강한 물질을 발견하여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 이들

은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하여 흑연으로부터 쉽게 얻어낼 수 있었는데,4) 그 물질이 바로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그라핀(Graphene)이다. 그라핀이란, 연필심으로도 쓰이는 3차원 

구조 흑연의 한 층을 구성하는 물질로, 평면의 벌집모양 격자를 가진 2차원 단원자 두께

의 탄소 동소체이며 일반적인 구조는 그림2와 같다. 이 이전에 발견된 0차원 공 모양의 

풀러렌  (Fullerene), 1차원 대롱형태의 탄소나노튜브 (Carbon nanotube: CNT)의 기초 

구성단위이며 지금까지의 나노소재와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그림2)5)

이처럼 탄소 원자 하나의 두께와 동일하며 탄소 원자끼리 네트워크로 구성된 이차원 

물질인 그라핀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사였다.6) 그라핀의 뛰어난 전기적 

성질이 처음 보고된 이후 트랜지스터, 투명전극, 에너지 저장물질 (초고용량 캐퍼시터, 

이차저니, 수소저장 물질 등), 센서, 고분자 복합체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7)8) 

그라핀을 기반으로 한 소재들의 응용연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2. 그라핀 소재의 기본 구조 (출처: www.google.com)

4) K.S. Novoselov, et al., Science, 2004

5) 그라핀 신소재의 발견과 수처리 응용 가능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그라핀 옥사이드의 역사와 미래 연구 방향 (박성진, 공업화학전망, 2013)

7) Z, Yanwu, et al., Adv. Mater., 2010

8) S. Park and R.S. Ruoff, Nat. Nanotechno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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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라핀과 주요 탄소 동소체 (왼쪽부터 풀러렌, 탄소나노튜브, 흑연)9)

 

나. 그라핀 옥사이드 및 환원 그라핀 옥사이드 합성

그라핀 옥사이드 (graphene oxide, RO)는 구조가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라핀의 산화물 형태로 볼 수 있고 독특한 화학적 성질 때문에 여러 분야에 응용 가능

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라핀 옥사이드는 다양한 종류의 산소 작용기들과 여러 형태의 결

함 (defect) 등으로 인하여 산소 작용기들에 원하는 특성을 도입할 수 있고 고분자 복합

체 분야로의 응용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과제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라핀 옥사이드 

및 환원 그라핀 옥사이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고분자 스폰지와 마찬가지로 시제

품을 합성하였다. 자문 내용과 합성 절차를 바로 아래에 기술하였다.

(1) 그라핀 옥사이드, 환원 그라핀 옥사이드의 구조화학적 물성 및 소재의 배경지식

  - 그라핀 옥사이드 및 환원 그라핀 옥사이드의 2차원적 구조

  -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한 흡착계면으로 인한 높은 흡착률 원리

  - 다양한 2차 연결을 통한 흡착력 상승 및 이의 개질 방법

9) 그라핀 신소재의 발견과 수처리 응용 가능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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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라핀 옥사이드 및 환원 그라핀 옥사이드의 TBP 및 dodecane에 대한 흡착성

  - 유기화합물에 대한 흡착성 평가방법 및 분석방법

  - 그라핀 구조체의 물성변경 및 계면흡착력 상승을 위한 산화 및 환원 반응기작

  - 다종의 합성방법을 이용한 그라핀 구조체의 합성 반응 기작

(3) 그라핀 옥사이드 합성 절차

합성 절차 합성 장면 소요 시간 (hr)

중합을 위한 시약의 weighting 0.5

시약을 섞고 가열하여 중합을 진행

   

4

Fillter 6

필터 후 weighting 0.5

증류수에 용해시킨 후 sonication 0.5

원심분리 0.5

총 소요 시간 12 

표 2. 그라핀 옥사이드 합성 절차



- 29 -

제2절 구조 안전성 전산모사

후보 고분자 스폰지 모델에 대하여 합성 가능성 및 유기물에 대한 흡착 가능성을 이론

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첨단 계산 기법 중 하나인 밀도범함수이론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10)을 활용하여 후보 고분자 모델의 전자구조를 계산하여 합성 고분자의 

최적의 구조 계산을 수행하였고, 에너지 계산을 통해 구조안전성평가를 수행하였다. 

밀도범함수이론을 이용하여 전자구조계산을 수행하면 시스템의 바닥상태에서의 총에너지, 전

자구조, 그리고 전자의 파동함수 등을 얻을 수 있다. 전자 밀도는 파동함수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또한 바닥상태의 총에너지를 이온의 위치에 대해 미분하면 이온에 적용하는 힘을 구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바닥상태의 총에너지가 이온의 위치에 대하여 최소가 되는 구조, 또는 

이온에 작용하는 힘이 최소가 되는 구조를 계산할 수 있다. 

후보 고분자 물질에 대한 계산 수행 후, 유기폐액 중 대표적인 난처리성 물질인 

dodecane 단일 구조에 대하여 같은 방식으로 최적 구조 및 에너지 계산을 수행 하였다. 

이후 후보 고분자의 구조 중 흡착이 가능한 공극 부분에 dedecane 이 흡착함을 가정 

하여 에너지학적으로 존재가 가능함을 계산 하였으며, 후보 고분자 물질과 화학적 결합

도 고려하여 dodecane이 화학적으로 구조 내에 결합 할 수 있는 많은 경우의 수중 두 개

를 선정하여 구조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계산을 수행 하였다.

1. 고분자 스폰지 후보물질의 최적 구조 및 에너지

가. 고분자 후보 물질

(1) 기본 분자 구조

 그림 4.는 후보 물질의 최적화된 기본 분자 구조와 그때의 system 에너지를 나타낸

다. 기본 구조는 그림에서와 같이 두 개의 벤젠 구조가 가운데 삼중 결합된 탄소를 연결

체로 구성되어 있다. 계산은 Biovia 사에서 개발되어 여러 과학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는 

Material studio의 DMol3 모듈을 활용하여 수행 하였다. 

 Exchange-correlation functional로는 극소밀도근사 (LDA)대신 많은 부분에서의 정

확도 및 근사방법이 개선된 일반화된물매근사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ion , 

GGA)11) 방법을 활용하여 계산을 하였으며, 이 계산에서는 개발된 여려 GGA function 

중 Perdew Burke Ernzerghof (PBE)12)함수를 활용하여 계산을 수행 하였다. 

10) P. Hohenberg and W. Kohn, Phys. Rev. 136, B864 (1964) 

11) D. C. Langreth and M. J. Mehl, Phys. Rev. B 28, (1983)

12) J.P. Perdew, K. Burke, and E. Ernzerhof, Phys. Rev. Lett. 77, 3865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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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metry optimization에 사용된 변수 값의 energy, force, displacement의 threshold

는  각각 1e-5 (Ha), 0.002 (Ha/Å), 0.005 (Å)로 설정하여 수행 하였다. 수렵될 때까

지의 반복계산 수는 100으로 한정하였으며, 100번의 계산반복 구간 동안 최적의 구조가 

계산되지 않으면, 해당 계산의 최종 구조를 대상으로 100번의 계산을 재수행하는 방식으

로 최적의 구조를 얻을 때 까지 계산을 수행 하였다. 

그림 4. 최적화 된 기본 구조 모델 (회색구 : 탄소, 적색구 : 수소)

    (가) (나)

그림 5. (가) optimization step별 에너지 변화 추이와 (나) 해당 구조의 Density of Stats 

(DOS)

계산결과 최적구조는 538.9455 Ha의 구조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 탄소원자

간 거리는 9.701Å 이다. 그림 5의 (나)는 해당 기본 분자구조의 Density of Stats 

(DOS)를 나타낸다. DOS는 에너지별 존재할 수 있는 전자들의 밀도로,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

을 결정한다.  계산된 Fermi energy는  -0.192583 H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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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분자 화합물 구조

 그림 5.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육각형모양으로 탄소의 삼중결합을 통해 고분자 화

합물을 그림 6.과 같이 합성 하였다. 이 육각형의 화합물의 변마다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벌집

형태의 화합물 구조를 갖게 된다. 

그림 6. 고분자 화합물 구조

     (가) (나)

그림 7. 고분자화합물의 (가) optimization step별 에너지 변화 추이와 (나) 해당 구조의 

Density of Stats (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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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결과 최적구조는 3683.1248 Ha의 구조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 탄소원

자간 거리는 30.333Å이다. 계산된 Fermi energy는  -0.185717 Ha이다.

(3) 고분자 화합물 구조 + Dodecane

그림 8. 고분자 화합물 내 공극에 Dodecane 존재를 가정한 모델

     (가)     (나)

그림 9. 고분자화합물내 공극내에 Dodecane 존재시  (가) optimization step별 에너지 변화 

추이와 (나) 해당 구조의 Density of Stats (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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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가능성을 판단하고, 흡착 후의 구조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분자 화합물 구조

에 존재하는 공극에 Dodecance이 존재함 가정하였다. 본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Dodecance 단일 분자구조의 에너지 계산을 수행하여 그 구조의 에너지값 -472.4455 

Ha을 구하였다. 

그림 8.은 고분자 화합물 구조에 존재하는 공극에 Dodecane이 존재함을 가정한 모델의 최

적구조 계산 결과이다. 계산결과 최적구조는 4628.0137 Ha의 구조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 탄소원자간 거리는 30.401Å 이다. 계산된 Fermi energy는  -0.185307 Ha 이다. 

나. 구조 안전성 분석

그림 10.은 최적 기본 분자구조의 에너지 값을 기반으로, 기본 분자구조 6개로 구성된 

고분자 화합물 및 고분자 화합물 공극에 dodecane 존재시의 에너지 값의 추정치와 실계

산값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각각 실 계산 값이 6개의 분자기본구조의 단순 합보다  

449.4518 Ha에너지가 낮고, dodecane이 고분자 화합물에 존재하는 모델의 경우에도 

dodecane과 고분자화합물의 각각의 에너지를 합한 값보다 472.34434 Ha가 낮아, 에너

지학적으로 보다 안정한 구조 에너지를 가짐이 확인되었다. 

그림 10.  구조별 에너지 합산에 의한 예측치와 실계산 결과값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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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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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고분자 및 그라핀 소재의 스폰지 재료를 통한 유기폐액 처리기술 개발은 융합과학적 접근법

에 의한 원천기술 개발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관 분야로의 다양한 응용가능

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성공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 관련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기술로 활

용된다면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과제의 수행결과를 통해 방사성폐기물과 신소재를 기초로 재료, 환경, 유기화

학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융합과학의 신진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유기폐액을 처리할 수 있는 공인된 기술이 없음을 미루어 본다면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미래과학기술을 리드하는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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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본 연구과제에서는 기존에 제시되거나 개발되어진 유기폐액의 처리방법과는 다르게 어떠한 

열처리 없이 유기폐액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 컨셉트를 제시하였다. 고분자 및 

그라핀 스폰지를 활용하여 유기 방사성폐액 내에서 TBP, dodecane, 아세톤, 알코올 등의 유

기화합물을 분리하는 기술개발이 바로 그것이다. 본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조사 

및 전문가 활용을 통하여 TBP, dodecane 등을 선택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고분자 및 그라

핀 소재의 설계 및 합성을 수행하였고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또한 도출된 후보 소재들의 기본

분자구조, 고분자 화합물, 고분자 화합물 + dodecane에 대한 전산모사연구를 수행하여 이론

적으로 흡착이 가능한지 흡착 후의 안정성은 보장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 결과 기본분자

구조, 고분자 화합물, 고분자 화합물 + dodecane 모델로 진행될수록 에너지학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갖게 될 것임이 예측되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제작된 시제품을 이용하여 실

제 유기화합물에 대한 선택적 흡착성능 등에 대한 연구 등이 추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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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 내외)

원자력관련 시설에서 발생되는 난처분성 방사성 유기폐액의 처리를 위한 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발생기관에서는 이들 폐기물을 임시저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유기 방사성폐액 처리에는 소각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온 소각 처리 시 발생되는 공정부식, 다이옥신 등과 같은 

환경오염물질이 발생될 가능성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소각 

처리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80년대부터 소각(산화) 대체기술(alternative 

oxidateion technologies: AOTs)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소각 대체기술로는 촉매 화학적 분해공

정, 직접 화학적 분해, 산소화, 수증기 개질, 기상 환원, 용융염 산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 방법들의 장기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는 

연구원 운영 중 발생하였던 TBP, dodecane, 절삭유, 폐유, 알코올 등을 포함한 유기폐액 약 14

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임시 저장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처리방법과는 

전혀 다른 미세공을 갖는 고분자 및 그라핀 소재의 스폰지 필터를 이용한 처리 방법의 도입

을 통해 이들 유기폐액 내에서 유기화합물을 분리하여 방사성폐액을 감용하여 처리할 수 있

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미세공 물질, 고분자 스폰지, 그라핀 구조체, 방사성폐기물, 유기폐액, 전산모사



- 48 -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KAERI Report No. KAERI/RR-4397/2018 Report Type  Research Report

Title / Subtitle
Development of organic compound separation technology from liquid 

radioactive waste using polymer and graphene sponge materials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Junhyuck Im / Radwaste Management Center

Researcher and
Department

Jongjin Kim / Radwaste Management Center

Publication Place Daejeon
Date of

Publication
2018.09.17

Total number 
of page

48p.

Open Open( ○ ),  Closed (  )

Reference
Tabs. ( 2 ) Figs. ( 10 )

Refs. ( 12 )
Classified Restricted(  ),__Class Document

INIS Open Open( ○ ),  Closed (  )

Abstract (15-20 Lines)

As organic liquid waste, one of the hardly disposable radioactive wastes, has not been established for 

its treatment technology, the waste is temporarily stored in the research organizations or facilities. Although 

the use of incineration technology is known to be effective for the treatment of organic radioactive wastes, 

it is not possible for the general public to accept the environmental pollutants such as process corrosion 

and dioxin generated during the high temperature incineration process. Alternative oxidation technologies 

(AOTs) have been developed since the 1980s to improve various incineration processes. Typical incineration 

alternatives include catalytic chemical decomposition processes, direct chemical decomposition, oxygenation, 

steam reforming, gas phase reduction, and a method for the oxidation of hydrochloric acid.

However, despite the long-term research of these treatment methods, about 14 tons of organic 

radioactive waste, including TBP, dodecane, cutting oil, waste oil, alcohol, and etc., which were 

generated during the operation of the research institute, were temporarily stored in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RWTF) at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Therefore, in 

order to treat these radioactive liquid wastes, we have recommended the treatment method using a 

sponge filter made of polymer or graphene which have micro- and macro-pore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treatment methods.  If the organic compounds can be separated from the 

organic radioactive wastes, it is possible to effectively treat the organic radioactive wastes with 

minimization of further occurring radwastes.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Microporous materials, polymer sponge, graphene materials, radioactive 
waste, organic liquid radwaste, computational study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시행한 “자체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시행한 “자체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표 제 지
	제 출 문
	요 약 문
	목      차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내외 기술동향
	제2절 현 기술상태의 취약성
	제3절 앞으로의 전망

	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
	제1절 고분자 스폰지 및 그라핀 구조체 합성
	1. 고분자 스폰지 후보군 설계 및 합성
	가. 고분자
	나. 고분자 스펀지 설계 및 합성

	2. 그라핀 구조체 합성
	가. 그라핀 물질
	나. 그라핀 옥사이드 및 환원 그라핀 옥사이드 합성


	제2절 구조 안전성 전산모사
	1. 고분자 스폰지 후보물질의 최적 구조 및 에너지
	가. 고분자 후보 물질
	나. 구조 안전성 분석



	제4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5장 결 론
	제6장 참고문헌
	서지정보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