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AR-741/2005  

          열이온화질량분석을 위한

    극미량 우라늄과 플루토늄 분리기술

                Separation Techniques for

       Uranium and Plutonium at Trace Levels for 

the 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tric Determination  

                    한국원자력연구소



- ii -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소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5년도 “화학분석시험시설 운 ” 과제의 기술현황분석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 년 12 월    

                                               주 저 자 : 서 무 열

                                               공동저자 : 한 선 호

                                                          김 종 구

                                                          박  재

                                                          김 원 호



- iii -

                             요  약  문

   환경시료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열이온화질량분석에 의한 

정량에 필요한 이들 원소의 화학분리 및 정제 기술과 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하 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분리와 정제에 이용되고 있는 침전, 용매추출, 추출크로마토그

래피 및 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 분리기술을 평가하 다. 또한, 환경시료의 시료제

조 방법과 시료용해 기술을 조사하여 소개하 다. 핵물질보장조치 환경시료 또는 

스와이프시료에 적용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분리 및 정제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 토양, 퇴적물, 식물, 해수, 소변, 골분 등의 환경시료 중 우라늄과 플루토늄

의 추출크로마토그래피 및 음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 분리방법을 자세히 소개하

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강화된 핵물질보장조치 체제와 분석실험실 조직 그리고 핵물

질보장조치 환경시료 분석기술에 대해서도 기술하 다. 

 



- iv -

                               Abstract

   This report describes the state of the art and the progress of the chemical 

separation and purification techniques required for the 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tric determination of uranium and plutonium in environmental samples 

at trace or ultratrace levels. Various techniques, such as precipitation, solvent 

extraction, extraction chromatography, and ion exchange chromatography, for 

separation of uranium and plutonium were evaluated. Sample preparation 

methods and dissolution techniques for environmental samples were also 

discussed. Especially, both extraction chromatographic and anion exchange 

chromatographic procedures for uranium and plutonium in environmental 

samples, such as soil, sediment, plant, seawater, urine, and bone ash were 

reviewed in detail in order to propose some suitable methods for the separation 

and purification of uranium and plutonium from the safeguards environmental or 

swipe samples. A survey of the IAEA 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 the 

cleanroom facility of IAEA's NWAL(Network of Analytical Laboratories), and 

the analytical techniques for safeguards environmental samples was also 

discusse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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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환경시료 분석은 한편으로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려는 환경감시의 

목적으로 다는 한편으로는 사람으로부터 핵물질을 보호하려는 핵물질보장조치의 목

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원자력산업의 발전과 함께 방사선 환경안전 및 방사성물

질의 오용 방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환경시료 분석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환경에 존재하는 방사능물질은 핵실험 낙진과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방

사성 핵종들로서 수백 종에 이르지만 인간피폭에 향을 미치는 주요 핵종은 수십 

종 정도이다. 이들 방사능핵종들은 환경에 존재하면서 인체에 직접적인 외부피폭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호흡이나 섭취에 의해 인체에 흡수되어 내부피폭을 일으킨다.   

환경시료나 생물시료에서 방사능핵종 측정 결과는 방사선 피폭에 의한 일반인과 작

업종사자에 대한 건강상 폐해를 평가하는 데 이용될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의 주

요 경로를 규명하는 데도 이용된다. 환경감시 측면에서는 피폭경로상의 지표물질인 

토양, 식물, 우유, 육류, 물, 퇴적물 등의 시료에 들어 있거나 농축된 핵종들을 측정

하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U과 Pu이 환경으로 누출되면 일반인의 건강에 미치는 

향이 크기 때문에 환경시료에서 이들의 양과 동위원소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환경방사능 핵종들 중에서 감마 방출체의 경우 화학분리 과정이 없이 비파괴적

인 분석, 즉 감마선분광분석법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순수한 알파 또는 베타 

방출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알파나 베타선 계측을 하기 전에 까다롭고 복잡한 화

학분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경방사능 감시 대상 알파 및 베타 방출 핵종을 신뢰

성 있고 신속하게 분석하려는 연구는 지난 40 여년에 걸쳐 계속되고 있다. 이제까

지 이들의 화학분리방법으로 침전, 이온교환, 용매추출, 전기전착 등이 사용되고 있

으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화학분리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효과적인 분리방법

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알파선분광분석 또는 액체섬광계수기를 이용해서 알

파 방출체를 계측하는 분석방법에서의 화학분리 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측정 정

도를 높이는 수단으로서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ICP-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을 이용하는 분석방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반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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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00년 이하인 대부분의 악티늄족 핵종을 측정할 수 있는 알파선분광분석법이나 

액체섬광계수법이 잘 확립되어 있지만 반감기가 1000년 이상인 핵종 분석에서는 이

들 방법이 민감하지 못하며, 알파 에너지가 매우 비슷해서 개별측정이 어려운 
239
Pu

과 
240
Pu의 알파선분광분석에 고분해능 검출기와 피크분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이

용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장반감기 악티늄족 

핵종의 측정에 고분해능 ICP-MS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1]. 일본에서는 난분석 

악티늄족 핵종 중 
237
Np, 

238
U, 

239
Pu과 

240
Pu의 분석을 위해서 고분해능 ICP-MS를 

사용하여 절대량과 동위원소비를 측정하여 0.002 ∼ 0.02 pg/mL의 검출한계를 보고

하 다. 특히, 알파선분광분석기로 피크 분리할 수 없는 
239
Pu와 

240
Pu의 비를 

ICP-MS를 이용해서 5%의 상대오차의 정 도로 측정하 다. 미국에서는 Hanford 

원자력시설 운 과 관련해서 유출물이나 저장탱크 주위의 시료에 대해서 열이온화

질량분석기(TIMS; 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ter) 및 ICP-MS로 분석하

으며, 독일에서도 LC-ICP-MS를 이용해서 
238
U, 

239
Pu와 

240
Pu을 분리 분석하 다. 

국내에서는 원자력연구소 등에서 토양, 퇴적물 등의 환경시료에서 U, Pu를 화학분

리하고 전기전착시켜서 알파선분광분석법으로 이들의 함량과 동위원소를 측정하고 

있다[2-4]. 환경시료 중의 장반감기 알파핵종을 분석하기 위한 질량분석기술에 있어

서 U 분석은 실용화 단계이며,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고분해능 ICP-MS를 이용해

서 환경시료 중의 U과 Pu 분석연구를 수행하고 있다[5].     

   1991년 이전까지 25년 동안 적용된 국제적 핵물질보장조치는 핵비확산협정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가입국들이 신고한 핵물질들이 오직 평화

적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음을 IAEA가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NPT 가입국

임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미신고 핵시설에서 은 하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수행하

여 왔음이 걸프전 결과로 1991년 밝혀짐에 따라 IAEA는 1993년 ‘93+2 program’을 

시작하 다. 기존 핵물질보장조치가 이라크의 미신고 핵시설에까지 미치지 못했다

고 판단한 IAEA가 감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고강도 핵물질보장조치 체제

를 채택한 것이다. ‘93+2 program’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지 않은 NPT 가입국들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비 리에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IAEA의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정보 및 시설에 대한 IAEA의 접근을 확대하는 조치이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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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주요한 강화방법들 중의 하나는 미신고 핵활동을 찾아낼 수 있는 핵적신호

(nuclear signature) 탐지의 수단으로 환경시료 채취(environmental sampling)와 분

석을 이용하는 것이다. 첫 단계로서 핵시설에 대한 핵적신호의 바탕값을 구하기 위

해서 농축시설이나 핫쎌을 보유하고 있는 NPT 가입국들의 시설에서 swipe시료를 

채취하여 Seibersdorf에 있는 IAEA의 청정실험실에서 분석하 다. 지금에 와서는 

사찰시료 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Seibersdorf의 청정실험실 뿐 아니라 이러한 환

경시료 분석 역량을 가진 실험실들(NWAL; Network of Analytical Laboratories)에 

시료가 배분되어 분석되고 있다[6-8].

   핵물질의 동위원소비에 대한 정보는 핵물질의 근원과 용도를 밝히는 데 매우 중

요하다. 전형적인 상용원자력발전소는 3 ∼ 5% 
235
U의 저농축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상용 농축시설에서 수행하는 우라늄 농축은 정상적으로는 5% 

이하의 농축도이다. 반면에 핵폭탄을 제조하려면 90% 이상으로 
235
U을 농축시켜야 

된다. 따라서 우라늄 농축시설에 고농축 우라늄이 존재하면 미신고 핵활동이 있음

을 나타낸다. 또한 
235
U 농축 공정에서는 

234
U도 역시 농축되므로 

234
U의 농축이 발

견되면 농축시설 존재의 증거가 된다. 천연 우라늄은 
234
U, 

235
U와 

238
U의 3 가지 동

위원소를 가지고 있다. 천연 우라늄에 들어있지 않은 
236
U은 원자로에서 

235
U(n, 

γ)
236
U 반응에 의해서 생긴다. 따라서 

236
U의 발견은 재처리시설의 존재를 가리킨다

[9]. 

   Pu은 핵물질보장조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원소이다. 환경시료에서 검출된 Pu

의 근원이 원자로사고인지 핵실험인지를 밝히고자 할 때는 Pu의 동위원소 조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Pu은 핵실험과 핵시설사고로

부터 유래된 것이다. 한편, 원자로에서 U으로부터 다량의 Pu이 생긴다. 처음에는 

238
U의 중성자 포획에 의해서 

239
Pu이 생성되며, 가벼운 Pu이 연속적으로 중성자를 

포획하면 
240
Pu, 

241
Pu과 

242
Pu 같은 무거운 Pu 동위원소가 생성된다. 무거운 Pu 동

위원소가 포함된 Pu은 핵폭탄 제조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핵폭탄 제조 목적에

서 고순도의 
239
Pu으로 된 Pu을 얻기 위해서 저연소도 핵연료에서 Pu을 추출한다. 

경제성이 중요한 상업용원자로의 사용후핵연료는 연소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들

어있는 Pu은 무거운 Pu 동위원소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에서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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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Pu의 경우라면 5 가지 동위원소(
238
Pu, 

239
Pu, 

240
Pu, 

241
Pu과 

242
Pu)가 검출되어야 

한다. 지상에 유입된 낙진에서 
240
Pu/

239
Pu 비율은 대략 0.18이며, 무기급 Pu의 경우

는 0.06이고 상용원자로급 Pu의 경우는 0.2 이상이다. 따라서 환경시료 중의 Pu의 

근원을 규명하는 데 
240
Pu/

239
Pu 동위원소비가 이용되고 있다.

   핵활동이 있으면 주변에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우라늄 취급시설에서는 우라

늄 누출이 소량일지라도 있기 마련이므로 천연우라늄 동위원소 조성과 다른 조성의 

형태로 미신고 핵활동 증거를 남기게 되어있다. 그렇지만 증거를 남겼다고 그 증거

를 모두 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석화학을 핵물질보장조치의 핵심이라고 하

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핵시설의 내부나 외부에서 채취한 환경시료에 함유된 미량 

핵물질의 농도와 동위원소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미신고 핵시설과 핵활동을 탐지

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시설 주변에서 채취한 환경시료의 
235
U/
238
U 비가 천연 우라

늄의 경우와 심각하게 차이가 나면 미신고 핵활동 존재를 의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암석과 토양에는 우라늄이 함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핵시설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암석과 토양에는 시설에서 누출된, 즉 인위적으로 가공된 우

라늄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천연우라늄이 존재하므로 가공된 우라늄으로 인한 천

연우라늄 동위원소 조성의 변화는 극히 미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악티늄족원소의 

동위원소 측정에는 알파선분광분석법 또는 액체섬광계수법 같은 통상적인 방사법분

석 기술이 잘 정립되어 있지만 반감기가 긴 방사성핵종들에 대해서는 이들 방법이 

충분히 민감하지 못한 경우가 흔히 있다. 그리고 
239
Pu와 

240
Pu의 비슷한 알파선 에

너지 때문에 이들 방법으로는 이들 핵종을 개별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합쳐진 값

을 얻게 된다. 고분해능 ICP-MS는 감도가 높고 정 ・정확하고 대부분의 경우 시
료준비가 용이하여 극미량수준(ultratrace level)의 악티늄족원소 분석에 매우 적합

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uranium hydride ion(
238
UH

+
)과 다른 분자이온

(molecular ion)이 생성되어(예를 들어 Pb와 희토류원소들은 악티늄족 질량 역에

서 PbO2
+
, PbN2

+
 등의 생성) 낮은 농도의 Pu과 Am의 동위원소 측정에 한계로 작

용한다. 토양시료에는 일반적으로 U이 Pu보다 월등히 많이 들어있어서 화학적 분

리방법으로 이들들 완전하게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학분리 후에도 
238
UH

+
가 

239
Pu
+
 측정에 방해를 일으킨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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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유에서 핵물질보장조치 분석에서는 매우 적은 조성 차이도 감지할 수 있

는 동위원소 측정방법이 요구되며, 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TIMS이다. 그

렇지만 시료에 함유된 극미량의 U과 Pu을 TIMS로 측정하기 전에 매트릭스 향

이나 극미량 검출과 같은 측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들을 농집하고 대단

히 순수하게 분리 정제해야 된다. U과 Pu의 정제가 완전하지 못할 경우 필라메트

에 U 또는 Pu과 함께 올려지게 되는 시료 매트릭스 원소나 방해이온의 종류와 양

에 따라 TIMS의 이온화과정에서의 동위원소 편의(isotope fractionation) 정도가 달

라지고 이온빔의 안정도에도 향이 나타난다. TIMS로 U이나 Pu을 측정할 때 질

량분석에서 방해를 일으키는 시료 매트릭스 원소로부터 이들 극미량을 얼마나 깨끗

하게 분리하느냐에 핵활동감시 시료 중 U과 Pu 분석의 성패가 달려 있다.

   환경시료 중 U과 Pu의 분리방법을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대단

히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상당수의 분리방법들이 편람화되어 있다. 이들 대

부분이 알파선분광분석에 적합한 계측시료 제조 목적으로 개발한 분리방법들이지만 

핵활동감시 시료 중의 U과 Pu의 TIMS 측정에 활용할 수 있는 분리방법들이다. 그

리고, U이나 Pu이 제법 많이 들어있는 일반적인 시료에 활용되는 분리방법에 적용

되는 물리・화학적 원리는 대부분 그대로 환경감시 또는 핵사찰 시료에 적용된다. 
따라서, 환경감시 또는 핵활동감시 시료로부터 극미량의 U 또는 Pu을 분리 정제하

는 방법이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다. 그렇지만, 10
-15
g 정도의 극미량 U이나 Pu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염 차단을 위한 청정실험실에서 실험을 수행해야 되며, 추

적자나 담체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측정에 적합하도록 매우 순수하게 분리할 수 있

는 까다로운 분리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사찰시료를 포함

해서 환경시료의 경우 U과 Pu의 함량이 극히 낮고 매트릭스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들의 분리 정제가 매우 어려우며, 모든 형태의 환경시료에 적용할 수 있

는 단일 분리방법은 거의 없다. 악티늄족원소의 화학분리방법에는 침전, 용매추출,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이온교환크로마토그피 등이 있지만 한 가지 환경시료에 대해

서도 어느 하나의 분리방법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몇 가지 방법을 조합해서 

사용해야만 악티늄족원소의 순수한 개별분리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핵활동감시시료 또는 환경감시시료에 극미량 함유되어 있는 U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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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의 동위원소를 TIMS로 측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U과 Pu의 화학분리방법, 즉 

침전, 용매추출, 추출크로마토그래피와 이온교환크로마토그피에 대해 기술하 다. 

특히, 추출크로마토그래피와 음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환경시료 중의 U

과 Pu의 분리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 다. 또한, 분석실험실에 의뢰된 시료를 용액화

하는 시료 분해방법과 분해시료의 매트릭스 원소로부터 악티늄족원소를 군으로 분

리하는 공침법에 대해서도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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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료제조 및 시료분해 

2.1. 시료제조[1]

   화학분석을 목적으로 환경에서 채취한 현장시료(field sample) 중에는 강물시료

의 경우처럼 분석실에서 별다른 처리 없이 바로 실험실시료(laboratory sample)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현장시료가 고체일 경우는 용액화하기 전에 분쇄, 

혼합, 건조 등의 단계로 이루어진 시료제조(sample preparation) 과정을 거쳐 실험

실시료를 제조하게 된다. 현장시료로부터 실험실시료를 제조하는 과정에 일반적으

로 지켜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다[2]. 

   실험실시료를 제조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시료의 어느 성분이 손실되거나 시

료를 취급하는 과정에 오염되지 않은 대표성 있는 분량을 제조하여 다음 과정에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고체 시료의 경우는 매트릭스의 물리적 특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시료제조 과정에 분석하고자 

하는 성분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료를 제조하기 전이나 가능하면 빠른 단계

에서 추적자(tracer)와 담체(carrier)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료를 건식회화(dry ashing)시키는 동안 흔히 미세한 재가 생기게 되며, 시료 

상부에 공기 흐름이 있으면 이러한 미세 분말이 쉽게 부유하게 된다. 연소가 잘 되

도록 가열 중에 시료 위에 기체를 흘려 줄 경우만 공기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뜨거운 상태에서 전기로 문을 열 경우 발생하는 온도변화에 의해서도 공기 흐름이 

생길 수 있다. 미세분말이 부유되면 시료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가능하면 낮은 

온도에서 시료를 회화시키고, 온도를 서서히 증가 또는 감소시키며, 기체를 흘려 줄 

경우는 흐름 속도를 느리게 하고, 뜨거운 상태에서 전기로 문을 열지 않음으로써 

이런 형태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고체 시료를 용융 또는 습식회화(wet ashing)시키기 전에 미세입자로 분쇄하여 

시료의 표면적을 늘림으로써 시료가 융제(flux)나 산과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고체 시료는 흔히 불균질하므로 구성성분들의 경도 차이로 인해 일부 성분의 손실

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무른 성분은 단단한 성분보다 먼저 분말이 되기 때문에 시

료 분쇄 중에 먼지 형태로 손실되어 시료 조성에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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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입자는 부유되기 쉬우므로 시약을 가하기 전에 물로 적셔 줄 수도 있으며, 

시료와 시약이 반응할 때 미세입자가 뿜어져 나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약을 조심히 

가해야 된다.      

   어떤 원소들은 열을 가하거나 분쇄하거나 센 산화제와 반응할 때 휘발되어 손실

된다. 휘발성 원소가 가열 중에 손실되는 것을 막으려면 가열 온도가 휘발성 물질

의 끓는점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회화 보조제(ashing aids)를 가해서 시료를 보

다 휘발성이 적은 화합물로 전환시킴으로써 손실을 줄일 수도 있다. 습식회화 과정

에 환류(reflux)시키면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폐분해용기(sealed vessel) 속에서 

반응시키면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시료를 분쇄하는 과정에 결합수 또는 흡수수가 

손실될 수 있다. 삼중수소는 보통 
3
HOH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분손실에 의해 

오차가 생기므로 삼중수소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이점을 고려해서 분석방법을 결정

해야 된다. As, Sb, Sn, Po, Pb, Se, Hg, Ge과 B은 조건에 따라 휘발성이 있는 원

소들이며, Cr은 산화성 염산 매질에서 휘발되며, C, P와 Si의 수소화물(hydride)은 

휘발성을 가지고 있다. 유기물 구성성분으로 들어있는 수소, 탄소, 인과 유황의 방

사성동위원소 측정에서 이들의 손실을 피하려면 유기화합물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

다.   

   어떤 원소는 시료 용기와 작용함으로써 시료로부터 유실된다. 이런 형태의 손실

이 극미량 방사화학분석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유리 용기의 흡착

에 의한 손실은 용기의 내부표면에 수화층을 만들어 주면 막을 수 있다. 새 유리용

기에 묽은 질산이나 염산을 밤새 채워 두면 수화층이 형성된다. 석  도가니는 

1100 ℃까지 가열이 가능하고, 불산, 인산과 염기성 용액에 침식된다. 자기 도가니

도 이것과 거의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온에 유용하고 pyrosulfate 용융에 

유용하다. Pb, U과 Th의 산화물은 자기의 유약과 반응하므로 이들의 분석에는 자

기 도가니를 사용하면 안 된다. 니켈 도가니는 알칼리금속 수산화물 또는 Na2O2 용

융에 사용되며 센 염기성용액에는 적합하지만 염산을 사용하면 안 된다. 백금 도가

니는 고온과 부식성 작업에 사용하며 불산을 포함해서 산에 안정하지만 왕수, 염소

수와 브롬수에 용해된다. 백금 도가니를 Na2CO3 용융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백금

은 환원분위기에서 Hg, Pb, Sn, Au, Cu, Zn, Cd, As, Al, Bi 및 Fe과 합금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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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S, Se, Te, P, As, Sb, B 및 C과 반응할 수 있다. 따라서 백금 용기에서 건식

회화시킬 때 뚜껑을 열어 둠으로써 시료가 성분금속으로 환원되어 백금과 합금을 

형성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르코늄 도가니는 보통 98% Zr-1.5% Sn-trace 

Fe, Cr, Ni로 되어 있으며, 과산화물 용융에 사용하며, 염산에 내성이 크고, 질산 및 

50% 황산에 내산성이고, 60% 인산에는 100 ℃까지 안정하며, NaOH 융해물에 강하

다. 그러나 질산염 융해물과 bisulfate 융해물에 침식된다. 지르코늄 도가니는 KF나 

불산을 사용하면 안 된다. 알루미나 도가니는 산 및 알칼리 융해물에 내성이 있으

므로 저온에서 산 및 알칼리 용융에 사용한다. 그러나 bisulfate 융해물에 빨리 부식

된다. 그리고, 폴리에틸렌 용기는 60 ℃에서 변형되며, Teflon 용기는 250 ℃ 이하

에서 사용 가능하다.  

   실험실에서 시료 제조과정의 오염원으로는 공기, 시약, 기구, 시설, 그리고 고농

도와 저농도 시료 간의 상호오염을 생각할 수 있다. 공기 중 부유 입자들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청정 실험실에서 시료를 취급해야 된다. 극미량 성분

을 분석하는 경우 시약에 의한 오염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 U은 분석 시약에서 흔

히 발견되는 원소이므로 주의해야 된다. 이미 사용한 유리기구에서 오는 오염을 제

거하려면 잘 씻어야 하며, 가능하면 새 기구나 1회용 기구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실험시설로부터 오염을 막기 위해서 실험실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

다. 

   
3
H와 

14
C 같이 열을 가하면 측정성분이 손실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고체 시

료로부터 수분을 제거하여 일정 무게를 가진 시료를 얻기 위해서 또는 시료를 탄화

(charring)시키거나 건식회화시키기 위해서 시료를 가열하게 된다. 

   고체 시료의 건조 여부는 의뢰된 상태의 시료의 무게를 기준으로 분석결과를 보

고할 것인가 아니면 건조무게 기준으로 보고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고체 시료의 수

분을 제거하려면 60 ∼ 110 ℃로 시료를 가열하고 일반적으로 일정 무게에 달할 때

까지 105 ∼ 110 ℃로 가열한다. 이 과정에서는 시료의 물성이 크게 변하지는 않는

다. 시료의 형태와 양 그리고 허용 시간에 따라 열판, 적외선등, 오븐, 극초단파 건

조장치 등을 사용하여 시료를 건조시킨다. 또한, 열에 민감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시

료는 진공데시케이터나 실온공기건조 또는 냉동건조의 방법으로 시료를 천천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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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킨다.  

   유기물이 함유된 시료인 경우는 습식회화나 용융에 앞서 시료를 300 ∼ 350 ℃

로 가열하여 탄화시킨다. 시료를 탄화시키는 목적은 물질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산

화시키기 위함이다. 시료를 조심스럽게 산화시키려면 온도를 발화점 근처까지 천천

히 올려서 시료를 검게 그을리게 하면 된다. 대부분의 유기물은 300 ∼ 350 ℃에서 

탄화되고 분해되므로 이 온도 범위를 적절한 탄화 온도로 생각한다. 온도는 보통 

시간당 50 ∼ 100 ℃로 증가시키며 유기물 함량이 클수록 증가속도를 느리게 한다. 

높은 온도로 갑자기 가열하면 물질이 급격히 산화되면서 온도가 최대 허용온도보다 

수백도 높게 올라가고 다량의 개스 배출과 함께 심각한 시료 손실이 초래된다. 유

기물을 탄화시킬 때 미세한 연기 발생은 허용되지만 구름처럼 연기가 피어오르거나 

불꽃이 보이면 안 된다. 탄화과정 중에 전기로의 문을 열게 되면 갑작스런 온도 변

화가 일어나고, 산소공급이 늘어나서 시료가 갑작스럽게 소각될 수 있고, 공기흐름

의 리듬이 깨지면서 시료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시료를 탄화시키는 데 필요한 시

간은 시료의 양, 유기물 함량, 유기물의 발화점, 시료의 온도 및 산소 공급속도와 

관계가 있지만 미약한 연기가 더 이상 배출되지 않을 때까지 가열하면 된다. 

   비휘발성 성분을 측정할 경우는 시료를 450 ∼ 750 ℃로 건식회화시키며, 이 과

정에 시료의 물리・화학적 성질이 크게 변한다. 건식회화의 목적은 습식회화나 용
융에 대비하여 유기물을 모두 연소시키기 위함이며, 건식회화 과정에는 탄화과정이 

당연히 포함된다. 건식회화 과정에는 용기에 뚜껑을 덮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백

금 용기의 경우 공기가 부족해서 환원분위기가 되면 시료 성분이 금속으로 환원되

어 백금과 합금을 형성함으로써 시료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이렇게 된 용기로 다

른 시료를 처리할 때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건식회화 용기로는 백금, 지르코늄 또

는 자기를 보통 사용하며, 지르코늄과 자기는 대부분의 산 특히 염산에 내산성이 

있다. 백금 용기는 가격이 비싸지만 대부분의 산에 대해 내성이 크고 가장 무난하

다. 건조된 시료를 건식회화시킬 때는 시료가 담긴 용기를 실온의 전기로에 넣고 

연소되지 않도록 온도를 천천히 올린다. 시료가 열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시료

를 용기 바닥에 평평하게 펼쳐두는 것이 좋다. 미리 탄화시킨 시료이면 시간당 대

략 100 ℃로 온도를 올리고, 탄화시키지 않은 유기물 함량이 큰 시료이면 유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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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온도를 더 천천히 올린다. 최고온도는 시료 매트릭스

와 분석 대상원소의 휘발성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휘발성 물질의 손실을 줄이려

면 가능한 한 온도를 낮춰야 하며 시료를 완전 연소시키려면 온도를 충분히 높여야 

된다. 완전 연소가 가능한 최저온도는 보통 450 ℃이다. 최고온도는 도가니 재질과 

분석 대상 성분과 관계되며 보통은 750 ℃이다. 특별한 경우는 최고온도로 1100 ℃

까지도 가능하지만 650 ℃ 이상이면 비휘발성 성분도 손실될 수 있다. 시료의 산화

를 가속시키고, 특정 원소의 휘발을 억제하고 시료와 용기의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료에 회화 보조제를 가해 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시료의 산화를 가속

화시키기 위해서 시료에 질산염을 가해주며, PbCl2, CdCl2, NaCl 등의 염화물에 황

산염을 가해 주면 끓는점이 높은 황산염으로 전환되어 휘발되는 것을 막아 준다. 

알칼리토금속의 수산화물이나 탄산염은 음이온(e.g., Cl
-
, As

3-
, P

3-
, B)의 손실을 억

제한다. 분석 대상 원소가 U인 경우 석탄시료는 600 ℃에서 그리고 생물시료는 750 

℃에서 회화시킨다. U은 자기 도가니를 사용하면 유약과 반응하여 손실된다. Pu 측

정에서는 생물시료는 질산을 회화 보조제로 사용하여 450 ℃에서 회화시키고, 공기

필터의 먼지는 550 ℃, 토양시료는 700 ℃에서 회화시킨다. 회화 온도가 너무 높으

면 Pu이 내화성 산화물로 변해서 용액화 단계에서 잘 용해되지 않는다. 건식회화에 

필요한 시간은 시료 양, 회화 전후 시료의 물리・화학적 형태 및 시료 회화 시의 
최고온도와 관계되며, 일반적으로 최고온도에 도달하면 그 온도 상태로 하룻밤(12 

시간) 두었다가 이튿날 실온까지 천천히 자연 냉각시킨 다음 전기로 문을 열고 회

분을 꺼낸다. 전기로가 실온으로 냉각되기 전에 문을 열면 급격한 공기 흐름이 발

생하여 회분이 날릴 위험이 있다. 

2.1.1. 토양시료와 퇴적물시료[3] 

   여러 군데서 떠낸 토양을 일정량씩 합쳐서 만든 조합시료(composite sample)로

부터 균질한 토양시료(soil sample)를 제조할 때 유의 사항에 대해서는 ASTM 

C999 지침이 있다. 조합시료 형태로 분석의뢰 된 토양시료를 일정 무게에 달할 때

까지 110 ℃로 건조시킨 후, 분쇄하고 혼합한 다음 32 mesh(500 μm) 체를 통과한 

분말 중에서 10 g 정도를 측정시료(test sample)로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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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질한 토양시료 제조의 또 다른 방법을 보면, 분석의뢰 된 시료에 조그마한 돌

이나 자갈이 들어 있으면 시료 전체를 6.35 mm의 입도로 분쇄한 입자 또는 시료 

전체를 12.7 mm의 체로 쳐서 통과한 입자를 다시 <1.5 mm(15 mesh)까지 분쇄하

고 체로 친다. 또 다른 제 3의 방법으로는, 의뢰된 토양 시료에서 1/4 인치(6.25 

mm) 이상의 돌멩이를 제거한 다음, 시료를 120 ℃로 2 ∼ 3 시간 건조시킨 후 막

자로 분쇄하고, 400 ℃로 2 ∼ 3 시간 탄화시킨 다음 32 mesh(500 μm) 체를 통과

한 분말 중에서 10 g 정도를 측정시료로 택한다. 

   강, 연못, 호수 및 해양에서 채취한 퇴적물시료(sediment sample)에 대해서는 

ASTM D3976 지침이 있다. 의뢰된 시료에서 먼저 이물질들을 골라 제거한 다음 잘 

저어서 혼합한 후 상등액을 버리고 가라앉은 침적물을 잘 섞은 다음 일정량을 취해

서 건조시킨다.  

2.1.2. 생물시료[3]

   무기분석을 위한 생물시료(biota sample) 제조에 대한 지침으로 ASTM D4638이 

있다. 생물시료로는 플랑크톤, 연체동물, 물고기, 식물 등이 있다. 측정 성분이 휘발

성, 준휘발성 또는 비휘발성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 무기성분이냐에 따라 시료제조 

방법이 다르다. 

   고기, 우유, 과일, 곡류, 빵 등의 음식물 시료에 대해서는 IAEA 지침이 있다. 비

휘발성 무기성분을 분석할 경우는 먼저 125 ℃에서 시료를 건조시키고, 8 시간에 

걸쳐 천천히 온도를 높여서 500 ℃까지 가열하여 탄화시킨다. 시료가 발화되지 않

도록 온도를 매우 천천히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탄화시킨 시료를 16 시간 

동안 500 ℃에서 회화시킨다. 

2.1.3. Swipe시료[3]

   Swipe시료에 산화물이나 규산염이 들어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산분해법으로 

시료를 분해한다. 많은 경우 산분해에서 시료 자체보다는 swipe 재료물질이 문제를 

일으킨다. 종이는 황산-질산 용액이나 과염소산 용액 또는 소각에 의해 쉽게 분해

되며, 산분해 전에 건식회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휘발성 핵종이 들어 있으면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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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손실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끈적거리는 물질이 묻어있는 경우는 용해시

키기 어렵다. 접착제는 특히 까다로우며, 만일 과염소산으로 분해시킬 경우는 가까

이서 지켜보아야 된다. 종이가 아닌 다른 swipe 재료물질의 경우는 분석성분을 고

려하여 시료분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계류에서 채취한 swipe시료에 오일과 그리

스가 묻어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분해 전에 시료를 

건식회화시킨다. 토양이나 먼지 같은 다량의 고체물질이 swipe시료로 채취된 경우

는 전체를 하나의 고체 시료로 간주하는 것이 좋다.    

   

2.1.4. 필터시료 및 기타[3]

   액체를 여과한 필터의 경우 고체 여과물이 많으면 여과물만 떼어내서 별도로 측

정한다. 필터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제외한다. 기체를 통과시킨 필터 중에서 입자성 

물질(particulate)을 거른 것이면 액체용 필터에 따른다. 특정 성분을 흡착시켜 분석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한 활성탄 필터나 은-제올라이트 필터와 같은 경우는 개별 분

석 지침서에 따른다.

   필터 전체를 산분해시켜서 분석하는 경우는 시료의 균질성 여부가 문제 되지 않

지만 일부분을 취해서 분석할 경우는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 시료를 취한다.

   그리고, 콘크리트, 아스팔트, 석탄, 플라스틱 등의 기타 시료의 경우 분쇄방법에

는 차이가 있지만 토양시료 제조 방법을 따르면 된다. 고무나 플라스틱은 상온에서 

분쇄하기 어려우므로 냉각시켜서 분쇄한다. 

2.2. 시료분해[1, 4] 

   시료용해(sample dissolution) 목적은 고체 시료 또는 비수용성 액체시료를 정량

적으로 물 또는 무기산과 혼합시켜 균일한 수용액을 제조함으로써 분석 대상 원소

의 분리 및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극히 일부의 천연물질과 유기물만이 

수용성이므로 시료를 용해하기 위해서는 시료를 산으로 처리하거나 용융염 형태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 때 사용되는 시약에 의해서 시료가 용해되는 것은 주로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구성 원소들이 보다 용해성이 큰 형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

리고 용해 조작은 시료에 첨가한 담체 또는 추적자와 측정 대상 핵종 사이에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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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시료 용해방법은 용융(fusion), 습식회화

(wet ashing), 산침출(acid leaching), 산분해(acid dissolution) 및 극초단파 분해

(microwave digestion)로 나눌 수 있다. 어느 방법을 사용하느냐는 시료의 형태와 

물리・화학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방사화학분석실에서 대부분의 시료를 분해하
는 데는 용융법과 습식회화법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겸해서 사용한다. 침출법을 

사용하면 특정 침출조건에서 시료로부터 용해되어 나온 부분만을 측정할 수 있다. 

침출 시약이 다르면 침출되는 핵종의 양이 다를 수 있다. R. Bock의 저서를 이용하

면 시료분해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관련 화학반응, 방법선정 및 주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5]. 근자에 와서 극초단파 분해장치는 압력 조절과 온

도 조절 기능이 더 좋아지고 분해시킬 수 있는 시료 양도 늘어나서 방사화학분석실

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또한 폐용기(closed-vessel)를 사용함으로써 휘발로 인

한 분석대상 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2.2.1. 용융법[4] 

   시료를 용융시켜 분해하는 방법은 토양, 슬러지, 규산염과 일부의 금속산화물처

럼 무기산에 용해되기 어려운 시료에 자주 적용하는 시료분해 기술이다. 일정량의 

시료와 융제로 불리는 염의 혼합물을 가열하는 방법이며, 염의 녹는점 이상의 온도

로 혼합물을 가열함으로써 시료가 융해용액 속에서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료

가 성공적으로 용융되기 위해서는 산화물, 탄산염과 규산염에서처럼 화학적으로 결

합된 산소를 시료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유화물, 금속과 유기물처럼 화학적으로 결

합된 산소가 들어있지 않은 시료를 용융시키려면 먼저 시료를 산화시켜야 된다.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융 대상 시료를 먼저 오븐에서 건조시켜야 된다. 상

당량의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는 용융시키기 전에 건식회화 또는 습식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고체 시료는 표면적을 크게 하여 보다 쉽게 용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게 분쇄하는 것이 좋다. 시료를 적당한 양의 융제와 잘 혼합시켜야 되며, 

일반적으로 용융 시작 시점에서 내용물이 도가니 용량의 절반을 넘지 않아야 된다. 

용융 열원으로는 모래솥 또는 기름솥, 전기로 혹은 버너를 사용한다. 도가니로는 백

금, 지르코늄, 니켈 또는 자기를 사용한다. 열원과 도가니 재질은 일반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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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융제에 달려있다(Table 2.1).   

 

Table 2.1. Common fusion fluxes

     Flux

    (mp, ℃)

  Fusion

  temp., ℃

  Type of 

  crucible
    Types of sample decomposed

Na2S2O7(403) or
K2S2O7(419)

 Up to red
 heat

Pt, quartz,
porcelain

 For insoluble oxides and oxide-containing
 samples, particularly those of Al, Be, Ta, Ti,  
 Zr, Pu, and the rare earths.

NaOH(321) or
KOH(404)

 450-600 Ni, Ag,
glassy carbon

 For silicates, oxides, phosphates, and
 fluorides.

Na2CO3(853) or
K2CO3(903)

 900-1000 Ni, Pt for short 
periods(use lid)

 For silicates and silica-containing samples
 (clays, minerals, rocks, glasses), refractory
 oxides, quartz, and insoluble phosphates and
 sulfates.

Na2O2    600 Ni, Ag, Au, Zr,
Pt(<500 ℃)

 For sulfides; acid-insoluble alloys of Fe, Ni,
 Cr, Mo, W, and Li; Pt alloys; Cr, Sn, and Zn
 minerals.

H3BO3    250    Pt  For analysis of sand, aluminum silicates,
 titanite, natural aluminum oxide(corundum),
 and enamels.

Na2B4O7(878)  1000-1200    Pt  For Al2O3; ZrO2 and zirconium ores, minerals
 of the rare earths, Ti, Nb, and Ta, aluminum-
 containing materials; iron ores and slags.

Li2B4O7(920) or
LiBO2(845)

 1000-1100
Pt, graphite  For almost anything except metals and

 sulfides. The tetraborate salt is especially
 good for basic oxides and some resistant
 silicates. The metaborate is better suited for
 dissolving acidic oxides such as silica and
 TiO2 and nearly all minerals.

NH4HF2(125)
NaF(992), KF(857)
or KHF2(239)

   900    Pt  For the removal of silicon, the destruction of
 silicates and rare earth minerals, and the
 analysis of oxides of Nb, Ta, Ti, and Zr.

   시료가 융제와 반응을 시작하기 전에 시료가 연소되지 않도록 시료를 천천히 그 

리고 고르게 가열한다. 용융 초기에 물과 개스가 배출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 때문

에 내용물이 튀어나갈 수 있으므로 개스 불꽃을 사용할 때는 특히 온도를 천천히 

올려야 된다. 모래솥이나 기름솥이 열을 가장 고르게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고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전기로는 고르게 열을 주기는 하지만 반응의 진행을 관찰하기 

어렵고 용융 중에 시료를 다룰 수가 없다. 버너가 편리한 열원으로 자주 사용되기

는 하지만 시료를 고르게 가열시키기 어렵다. 최고 용융온도는 시료와 융제가 무엇

이냐에 달려있다. 도가니의 부식과 융제의 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도한 고온

을 피해야 된다. 융제가 융해되면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융해용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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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어 준다. 개스, 거품 또는 연무의 발생과 같이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반응신호

가 끝날 때까지 용융을 계속한다. 가열을 중단할 시점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다. 이상적인 경우라면 융해물이 맑고 투명하면 시료의 분해가 완결된 것이

다. 반응 완결 판단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동일 시료에 대한 분석자의 경험을 바

탕으로 가열 종결 시점을 결정한다.

   융제로 사용한 염이 무엇이냐에 따라 용융케이크를 보통 따뜻한 물이나 묽은 산

으로 용해시킨다. 예를 들면, 탄산염 용융케이크는 묽은 산으로 용해시키면 탄산 개

스가 발생하면서 물이 튀기게 되어 시료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용해되

지 않은 찌꺼기가 있으면 원심분리 또는 여과하여 찌꺼기를 다시 용융시킨다. 

   여러 가지 물질이 도자기의 재료로 이용되고 있으나 백금과 몇 가지 금속(Ni, 

Zr, Ag)과 흑연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가니 재료이다. 흑연 도가니가 금속 

도가니에 비해 경제적이고, 1회용이므로 세척이 불필요하고 다른 시료에 의한 오염

의 염려가 없다. 흑연 도가니는 430 ℃ 이상의 온도에서 천천히 산화되기는 하나 

내화학성이고 내열성이다. 용융 시간이 매우 길거나 시료가 환원되는 반응일 때는 

흑연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백금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가니 재질이며, 

불산을 포함한 보통 산에 거의 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백금은 매우 고온의 

진한 인산이나 탄산나트륨에는 침식되며, 왕수, 염화물이 함유된 질산, 염소수와 브

롬수에는 쉽게 용해된다. 백금은 molten alkali metal, borates, fluorides, nitrates와 

bisulfates에 상당히 내성을 가지고 있다. 백금 도가니를 사용할 때는 왕수, 과산화

나트륨, 원소상태 물질(C, P, S, Ag, Bi, Cu, Pb, Zn, Se, Te), 암모니움염, 염소, 휘

발성 염화물, 이산화유황 및 탄소 함유 개스의 사용을 피해야 된다. 백금 도가니를 

끓는 질산에 담가서 세척할 수 있으며, 바다모래를 이용해서 수세척하거나, 빈 도가

니를 NaHSO4 용융시켜 세척한다. 

   여러 종류의 염들이 융제로에 사용된다. 가장 저온에서 융해되어 시료와 완전히 

반응할 수 있는 융제가 보통 제일 좋은 융제이다. 탄산염, 수산화물과 붕산염 같은 

기초 융제들은 산성물질을 분해하는 데 사용한다. 유화물, 일부 산화물, 철합금과 

일부 규산염 물질의 용융에서 질산나트륨이나 질산칼륨을 산화제로 넣어준다. 과산

화나트륨이 가장 효과적인 염기성 산화 융제(alkaline oxidizing flux)이며, 센 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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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산화제이다. 과산화나트륨은 산화제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자

주 사용된다. 반면에 pyrosulfates, acid fluorides와 붕산은 산성 융제이다. Table 

2.1에 몇 가지 용융유형과 적합한 융제와 융점을 수록하 다. 

   황산염 용융(sulfate fusion)은 소결된 산화물을 황산화물로 전환시키는 데 유용

하지만 규산염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다. 황산염 용융은 특히 BeO, Fe2O3, Cr2O3,   

MoO3, TeO2, TiO2, ZrO3, Nb2O5, Ta2O5, PuO2 및 희토류 산화물에 유용하다. 

Pyrosulfate 용융은 실험실에서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용융법이며, 황산나트륨이나 

황산칼륨과 화학양론적으로 과량의 황산을 혼합한 다음 가열하면 된다. 황산이 증

발되고 깨끗한 pyrosulfate 융해용액이 얻어질 때까지 가열 속도를 증가시킨다. 용

융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지막 단계에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에는 도가니를 냉각시킨 

다음 황산을 더 가하고 재용융시켜서 침전이 용해되고 깨끗한 융해용액이 얻어지도

록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용융케이크를 묽은 산으로 용해시키는 단계에서 침전

이 전혀 용해되지 않거나 용해되기 어렵다. 용융케이크를 물보다는 묽은 황산이나 

묽은 염산으로 용해시킴으로써 Ti, Zr 등이 가수분해를 일으켜서 침전되는 것을 피

할 수 있다. Nb과 Ta은 상당히 진한 산에서도 침전될 수도 있으며, 이것을 막으려

면 진한 황산, tartaric acid, ammonium oxalate, 과산화수소 또는 불산을 사용해야 

된다. 

2.2.1.1. 수산화물 및 탄산염 융제[4]

   알칼리금속 수산화물 용융은 산화물과 인산염이나 불산염을 분해시키는 데 이용

하며, 악티늄족원소를 분석하기 위해서 토양시료를 분해시키는 데 이용한다. NaOH

가 보통 사용되며, 이것은 녹는점이 낮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KOH도 동일한 효과

를 가지고 있다. 이들을 이용한 용융은 신속하고 용융케이크가 물에 잘 녹으며, 융

해용액의 온도가 낮아서 휘발에 의한 성분손실이 적다. Ni, Ag 또는 glassy carbon 

도가니를 사용하면 된다. 최고 온도는 니켈 도가니의 경우는 600 ℃이고 은 도가니

는 700 ℃까지 사용 가능하다. Pt, Pd 및 Pt-Pd 합금으로 제작된 도가니를 수산화

물 용융에 사용할 때 공기 중의 산소가 존재하면 쉽게 도가니가 침식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시료에 대한 융제의 무게 비율은 보통 1 : 5∼10이다. 전형적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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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은 450 ∼ 500 ℃에서 15 ∼ 20 분이며, 때로는 600 ∼ 700 ℃에서 5 ∼ 10 분간 

용융시킨다. 용융케이크는 물에 잘 용해되므로 도가니에서 바로 녹이거나 니켈 접

시에서 녹인다. 유리용기에서 녹이면 센 염기성 때문에 유리가 부식되므로 부적합

하다.

   토양시료에 NaOH 용융법을 적용하려면 시료의 5 배에 해당되는 NaOH를 융제

로 사용한다. 알루미늄 도가니를 사용하며, 용융케이크를 증류수로 용해시킨다. 시

료에 다량의 철이 존재하면 용융케이크가 용해될 때 Fe(OH)3 침전이 형성되어 여

기에 악티늄족원소가 공침된다. 이 토양시료의 분해용액에 sodium formaldehyde 

sulfoxylate를 가하면 악티늄족 이온들이 +3이나 +4 산화상태로 조절된다.

  탄산나트륨 용융은 규산염(clays, rocks, minerals, slags, glasses), 내화성 산화물

(magnesia, alumina, beryllia, zirconia, quartz) 및 비수용성 인산염과 황산염을 분

해하는 데 보통 이용되는 방법이다. 용융의 결과로 sodium aluminate 같은 특정 화

합물이 형성되거나 내화성 산화물이 염산에 용해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된다. 후자

는 규산염 중의 실리카를 정량할 경우에 해당되며, 규산염이 용융에 의해서 염산에 

쉽게 분해될 수 있는 혼합물로 전환된다. 다음 반응식 (1)은 용융과정에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나타내며, 반응식 (2)는 용융물이 염산과 반응하여 보다 용해성이 큰 염

화물로 전환되는 것을 나타낸다. 반응식에서 M은 금속원소를 나타낸다.

      MSiO3 + Na2CO3  →  Na2SiO3 + MCO3 (or MO + CO2)   …… (1)

      Na2SiO3 + MCO3 + 4HCl + xH2O 

               → H2SiO3・xH2O + MCl2 + CO2 + H2O + 2NaCl  …… (2)

탄산염 용융에 의해 Cr, Mn, S, B 및 백금족원소가 산화된다. 유기물은 분해되며, 

때로는 격렬하게 파괴된다. 녹는점이 낮은 Na2CO3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K2CO3

는 녹는점이 높고 흡습성이기는 하지만 Nb과 Ta 분석에는 더 우수하다. 이것은 

Na2CO3를 사용할 경우 용융에서 생성되는 나트륨염이 불용성인데 반해 K2CO3를 

사용할 때 칼륨염은 수용성이기 때문이다.

   용융에서 요구되는 온도와 시간은 시료의 특성과 입자 크기와 관계된다.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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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탄산염 용융에서는 1 g의 분말 시료를 4 ∼ 6 g의 Na2CO3와 혼합시켜 900 ∼

1000 ℃로 10 ∼ 30 분간 가열한다. 내화성이 매우 큰 물질이면 1200 ℃로 1 ∼ 2 

시간 가열한다. 실리카는 500 ℃에서 반응하기 시작하며, 황산바륨과 알루미나는 

700 ℃ 이상에서 반응한다. Hg와 Ta은 완전히 손실되며 Se, As과 요오드는 상당히 

많은 양이 손실된다. 비규산염 시료의 경우는 용융케이크를 물에 용해시키지만 규

산염 시료의 경우는 산에 용해시켜야 된다.

   백금 도가니를 사용하면 1회 용융에 1 ∼ 2 mg의 백금이 부식되어 손실되기는 

하지만 고체시료의 용융에는 백금 도가니가 적합하다. 용융 중에 뚜껑을 덮어 주면 

백금 도가니의 침식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불활성 분위기에서 용융시키면 백금 

침식이 완전히 차단된다. 금속이 환원되어서 도가니의 백금과 합금을 형성하는 것

을 막기 위해서 흔히 질산염을 넣어준다. 높은 농도의 Fe
2+
, Fe

3+
, Sn

4+
, Pb

2+ 
및 Sb

이나 As의 화합물을 함유한 시료이면 백금 도가니가 심하게 침식될 수 있다. 이것

은 이들 이온이 쉽게 금속으로 환원되어 백금과 무기산에는 잘 용해되지 않는 합금

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개스 불꽃으로 용융하면 특히 심하다. 자기 도가

니는 빨리 부식되므로 1회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좋다.

2.2.1.2. 붕소화합물 융제[4]

   붕소화합물을 이용하는 용융방법은 모래, 슬래그, 규산알루미늄, 알루미나, 철광, 

희토류광, ZrO2, Ti, Nb과 Ta의 분석에 권장할만하다. 이런 종류의 시료에 대해서

는 상당히 많은 양의 융제가 필요하다. 융해용액의 점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흔들

어 주어야 되므로 전기로에서 용융하기 어렵다. 백금이 아닌 다른 재질의 도가니는 

붕소 융해용액에 의해 빨리 침식되므로 약간의 백금이 손실되기는 하지만 백금 도

가니를 사용해야 된다. 

  융제로 붕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료보다 4 ∼ 8 배의 붕산이 필요하다. 수분이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조심해서 혼합물을 가열하다가 개스 배출이 완료될 때까지 

조금 더 세게 가열하며, 시료를 완전히 분해시키려면 아주 세게 가열한다. 정상적으

로는 20 ∼ 30 분 내에 용융이 완료된다. 냉각된 용융케이크는 보통 묽은 산에 용

해된다. 다른 융제에 비해서 붕산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 하나는 메탄올을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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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methyl ester 형태로 휘발시킴으로써 붕산을 제거할 수 있는 점이다. 

   용융 상태의 sodium tetraborate(Na2B4O7)는 여러 가지 무기물을 용해시키기 때

문에 매우 내성이 큰 물질을 녹이는 데 긴요하게 쓰인다. Na2B4O7만으로 알루미나, 

ZrO2, 지르코늄광 그리고 희토류, Ti, Nb이나 Ta의 광물, 알루미늄 함유 물질, 철광 

및 슬래그를 용융시킬 수 있다. 비교적 많은 양의 보락스를 시료와 혼합시킨 다음 

융해용액이 투명해질 때까지 1000 ∼ 1200 ℃로 가열한다. Tl, Hg, Se, As과 할로

겐은 이 조건에서 휘발된다. 용융케이크를 묽은 불산에 용해시킴으로써 용해성인 

Ca, Th과 희토류원소들을 Ti, Nb 및 Ta의 불용성 불화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Lithium tetraborate(Li2B4O7)는 알루미나, 생석회(CaO)와 규산염 같은 염기성 산

화물을 녹이는 데 적합하다. 보통 백금 접시를 용융에 사용한다. 그러나 흑연 도가

니는 신속하게 유도전류로 가열할 수 있고, 도가니가 Li2B4O7 융해용액에 젖지 않기 

때문에 흑연 도가니를 사용하는 것이 때로는 유리하다. 용융케이크는 보통은 묽은 

질산에 용해시키며 때로는 묽은 황산에도 용해시킨다. 쉽게 가수분해되는 금속 이

온이 존재하면 EDTA 또는 EDTA・2Na 염의 0.01 M 염산 용액에 용해시킨다.
   Lithium metaborate(LiBO2) 또는 meta와 tetra의 혼합물은 보다 염기성인 융제

이며 실리카와 rutile(TiO2) 같이 매우 산성 또는 불용성인 산화물을 용해시키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모든 금속 산화물을 용해시키는 데는 metaborate가 적당하다. 용

융케이크를 용해시킨 다음에는 과산화수소를 첨가해 주어야 Ti이 용액에 녹아 있게 

된다.         

2.2.1.3. 불화물 융제[4]

   불화물 용융은 규소 제거, 규산염과 희토류광물의 파괴 그리고 Nb, Ta, Ti과 Zr

의 산화물 분석에서 사용한다. R. Bock의 책을 이용하면 NH4HF2, NaF, KF, KHF2 

등의 불화물 융제를 이용한 용융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Sill 등[6]은 토양 중의 알파 방출체를 측정하기 위해서 KF-potassium pyrosulfate

를 이용하는 용융방법을 설명하 다. Sulcek 등[4]은 potassium hydrofluoride 용융

을 통한 규산염 광물 특히 모나자이트로부터 희토류원소와 토륨의 분리에 대해 기

술하 다. 먼저 HF 발연법으로 규산염 매트릭스를 파괴시키고 잔유물에 10 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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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제를 혼합하여 용융시켰다. 

   불화물 용융에는 백금 도가니를 사용한다. Si, B, Pb, Po은 용융과정에 휘발되며, 

온도가 높으면 Mo, Ta과 Nb도 약간 손실된다. Al, Sn, Be과 Zr 같은 여러 가지 원

소를 분석할 때 잔여 불소 이온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과량의 불소 이온은 보통 

황산을 사용해서 증발시켜 제거한다. 불소 이온을 제거하는 또 다른 방법은, 붕산을 

과량으로 가하고 가열하여 휘발성인 BF3로 날려 보낸 다음, 과량의 염산을 가하고 

가열하면 남아있는 붕산이 휘발성의 BCl3 형태로 제거된다.  

 

2.2.2. 습식회화 및 산분해[4]

   습식회화와 산분해는 뜨거운 진한 산을 사용해서 시료를 분해시키는 방법이다. 

산화물, 규산염, nitrides, carbides, borides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무기물 매트릭스를 

완전히 용해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지질시료나 쎄라믹 시료는 매우 어려운 대상이

다. 그래서 매트릭스 전체를 분해시키기보다는 단일 산을 사용하거나 혼산을 사용

하여 시료에서 분석대상 성분을 선택적으로 분해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모든 형태의 시료를 완전히 분해시키는 습식회화 방법은 거의 없다. 많은 습식회화 

방법이 시료의 대부분을 용해시키는 반면 극히 일부분은 찌꺼기로 남기게 된다. 이 

찌꺼기를 습식회화나 용융 방법으로 더 분해시키느냐 아니면 버리느냐 하는 문제는 

찌꺼기의 양과 분석대상 핵종이 찌꺼기에 얼마나 함유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2.2.2.1. 산과 산화제[4]

   여러 가지 산이 습식회화에 사용된다. Table 2.2에 여러 가지 산과 산분해 과정

에 이들 산과 반응하는 화합물들의 형태를 정리하 다. 

   일반적으로 수소의 경우보다 낮은 환원전위를 가진 금속은 비산화성 산(염산, 브

롬산, 불산, 인산, 묽은 황산, 묽은 과염소산)에 용해되면서 수소를 발생시킨다. 예외

로 Pb, Co, Ni, Cd과 Cr은 염산에 매우 천천히 용해되며, Pb는 황산에서 불용성 

PbS 막을 표면에 형성하여 용해되지 않는다. 환원전위가 수소의 경우보다 큰 금속

을 용해시키는 데는 질산이나 뜨거운 진한 황산 또는 뜨거운 과염소산 같은 산화성 

산을 사용한다. 때로는 금속산화물이 산화성 산보다는 비산화성 산에 더 잘 용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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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Fe2O3는 질산에는 비교적 반응성이 적지만 염산에 용해

된다. 그렇지만 낮은 산화상태의 불용성 산화물도 때로는 동일 원소의 다른 산화상

태가 공존할 경우 산화성 산에 용해된다. 예를 들면, UO2와 U3O8의 혼합물은 질산

에 쉽게 용해되어 UO2
2+
 용액이 된다.  

Table 2.2. Examples of acids used for wet ashing

  Acid                                Typical uses     

 HF  
  Removal of silicon and destruction of silicates; dissolves oxides of Nb, Ta, Ti, and  
  Zr, and Nb, and Ta ores.

 HCl
  Dissolves many carbonates, oxides, hydroxides, phosphates, borates, and sulfides;    
  dissolves cement.

 HBr   Distillation of bromides (e.g., As, Sb, Sn, Se).

 HI   Effective reducing agent; dissolves Sn4+ oxide and Hg2+ sulfide.

 H2SO4
  Dissolves oxides, hydroxides, carbonates, and various sulfide ores; hot concentrated  
  acid will oxidize most organic compounds.

 H3PO4   Dissolves Al2O3, chrome ores, iron oxide ores, and slag.

 HNO3
  Oxidizes many metals and alloys to soluble nitrates; oxidizes slowly organic        
  material. 

 HClO4
  Extremely strong oxidizer; reacts violently or explosively to oxidize organic         
  compounds; attacks nearly all metals.

불산

   불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실리카와 규산염을 용해시키는 것이다. 용해 결과 

           SiO2  +  6HF   →   H2SiF6  +  2H2O

생성된 fluorosilicic acid는 가열하게 되면 기체상의 SiF4와 HF로 변한다. 

               H2SiF6  →  SiF4↑  +  2HF

   또한, HF는 뛰어난 착물 형성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분석화학에서 널리 사용된

다. HF는 용액에서 난용성 가수분해 산물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준다. 주기율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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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에서 VI족에 속하는 원소들의 화합물의 경우가 그 예이다. 불화 이온이 존재하면 

중합체 형태의 수용성 가수분해물이 단분자로 분해되므로 분석화학적 조작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수용액에서 쉽게 가수분해를 일으키는 원소들(e.g., Si, Sn, 

Ti, Zr, Hf, Nb, Ta, Pa)이 콜로이드를 형성하는 것을 막아 줌으로써 용액의 안정성

을 크게 해 준다. 

   HF는 유리용기나 자기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백금용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고, Teflon 용기에서는 250 ℃ 이하에서 사용해야 된다. HF의 불변 끓는점이 

112 ℃이므로 혼산으로 처리한 시료 분해용액을 완전히 건조시킬 때 온도가 과도하

게 올라갈 수 있다. 함께 사용하는 다른 산이나 산화제들이 HF보다 휘발성이 적으

면 높은 온도에서 HF 농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HF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 가장 효

과적이다. 고체 물질에 바로 HF를 사용하면 효과가 크다. 시료의 표면적을 크게 하

기 위해 시료를 분쇄하여 미세 분말로 만들고, 분말에 HF를 가할 때 먼지 형태로 

분말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물로 먼저 분말을 적신다. HF를 가한 다음에

는 시료를 밤새 방치하여 규산염이 반응하도록 한다. 용액을 80 ℃로 가열하면 1 

∼ 2 시간이면 규산염과의 반응이 완결된다. 불화 이온이 강력한 착화제이기 때문

에 과량이 존재하면 다음 분리단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잔여 불화 이온을 

황산, 질산, 과염소산과 같은 휘발성이 적은 산으로 처리함으로써 불산을 증발시켜 

제거하는 것이 보통이다. 때로는 붕산이나 sodium tetraborate로 잔여물을 용융시켜 

불화 이온을 제거한다. 이렇게 하면 불화 이온이 BF3(b.p.; -100 ℃)로 전환되어 휘

발됨으로써 제거된다.  

염산

   염산은 여러 가지 화합물과 반응하고 불변 끓는점이 110 ℃로 낮기 때문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산 중의 하나이다. 염산을 대기압 하에서 계속 끓이면 농도가 6 M

로 일정하게 된다. 염산은 Au
3+
, Ti

3+
 및 Hg

2+
와 안정한 착물을 형성한다. 진한 염산 

역시 Fe
3+
, Ga

3+
, In

3+ 
및 Sn

4+
와 착물을 형성한다. 염화은, 염화수은, 염화티탄과 염

화납을 제외한 대부분의 염화물은 수용성이다. 염산은 MnO2, MnO4
-
, persulfate 

(S2O8
2-
)에 의해 산화되어 염소 개스가 된다. 염산은 탄산염, 산화물, 수산화물, 인산



- 26 -

염, 붕산염, 유화물과 시멘트를 용해시키지만 다음의 물질들은 용해시키지 못 한다:

 - 대부분의 규산염, 그리고 Al, Be, Cr, Fe, Ti, Zr 또는 Th의 산화물의 소결체

 - Sn, Sb, Nb 또는 Ta의 산화물

 - Zr의 인산염

 - 알칼리토족의 불화물

 - Sr, Ba, Ra 또는 Pb의 황산염

 - Hg의 유화물

 - Nb, Ta, U 또는 Th의 광석 

   염산 용액에서 As
3+
, Sb

3+
, Ge

3+
와 Se

4+
는 쉽게 휘발되는 반면 Hg

2+
, Sn

4+
와 

Rh(VII)은 증발시키는 과정에서 휘발된다. 

황산

   황산은 시료의 분해에 많이 사용되며, 황산의 장점 중의 하나는 높은 끓는점(340 

℃)이다. 산화물, 수산화물, 탄산염과 유화물이 황산에 용해된다. 황산에 나트륨이나 

칼륨의 황산염을 가해 주면 황산의 끓는점이 올라가서 소결된 산화물을 더 잘 분해

시킨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규산염은 분해되지 않는다. 칼슘이 주성분이면 황산

이 적합지 않으며, 이것은 CaSO4의 낮은 용해도 때문이다. Sr, Ba, Ra과 Pb를 제외

한 다른 무기 황산염들은 수용성이다.

   비발연 황산은 산화성이 없다. 그러나 진한 황산은 여러 가지 원소들을 용해시

키며 거의 대부분의 유기물과 반응한다. 진한 황산은 강력한 유기물 분해제이다. 진

한 황산은 유기물로부터 물을 제거하여 탄화시키므로 황산 처리된 유기물은 습식회

화에 의해 쉽게 용해되지 않는다. 또한 황산의 높은 끓는점 때문에 휘발에 의한 시

료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요오드는 전량이 손실되며, B, Hg, Se, Os, Ru과 Rh

은 일부가 손실된다. 따라서 유기물을 분해시키려면 질산으로 유기물을 산화시킨 

후 질산을 날려 보내고, 다음에 황산을 가하고, 다시 질산을 가하는 조작을 유기물

이 완전 분해될 때까지 반복하고, 마지막으로 과염소산으로 용해시킨다. 

   유리, 석 , 백금과 자기는 끓는 황산에도 안정하다. Teflon은 250 ℃ 이상에서

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고온에서 황산 사용을 권장할 것이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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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

   질산은 시료 분해에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산화성 산 중의 하나이다. 질산

에 의해서 대부분의 금속과 합금은 질산염으로 산화되어 물에 잘 용해된다. Au, 

Hf, Ta, Zr 그리고 Pd을 제외한 백금족원소는 질산에 용해되지 않는다. Al, B, Cr, 

Ga, In, Nb, Th, Ti, Ca, Mg과 Fe을 질산으로 처리하면 불용성 산화물 막을 형성하

여 금속 표면이 부동태가 된다. 그러나 Ca, Mg과 Fe은 아주 묽은 질산에는 용해된

다. 

   질산으로 대부분의 금속을 용해시킬 때 착화제(e.g., Cl
-
, F

-
, citrate, tartrate)가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질산으로 ThO2와 UO2를 분해시킬 때 0.05 ∼ 0.1 M HF를 

가하면 용해가 촉진된다. 800 ℃ 이하에서 소결된 Pu과 U의 혼합산화물 또는 PuO2

의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질산이 우수한 산화성 산이기는 하지만 시료가 완전히 산화되기 전에 보통 끓어

서 질산이 없어진다. 유기물은 산화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보통은 HNO3 증기

가 나타날 때까지 가열하는 조작을 반복해야 분해가 완결된다. 진한 질산으로 환류

시키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질산을 단독으로 사용해서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경우

는 드물다.

과염소산 

   뜨겁고 진한 과염소산은 강력한 산화제이지만 묽은 과염소산은 산화력이 없다. 

뜨겁고 진한 과염소산은 금과 백금족원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금속을 용해시키며 

가장 높은 산화상태로 산화시킨다. 그러나 Pb와 Mn은 다만 +2까지 산화시킨다. 과

염소산은 스텐레스강을 잘 용해시키며, Cr과 V을 각각 +6과 +5 산화상태로 산화시

킨다. 많은 비금속들도 과염소산과 반응한다. 산화반응이 매우 격렬하기 때문에 과

염소산을 단독으로 유기물의 분해에 사용하는 예는 드물다. 황산이나 질산으로 과

염소산을 희석하며, 과염소산이 160 ℃ 이상에서 산화제 역할을 하기 전에 황산이

나 질산이 산화된 물질들을 쉽게 파괴시킨다.    

   진한 과염소산은 격렬하게 폭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이다. 과염소산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예를 아래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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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한 과염소산에서 Bi 금속 또는 합금의 가열

 - 수소 개스가 가열되는 상태에서 진한 과염소산에 금속의 용해

 - 진한 과염소산에서 선형이나 분말 상태의 우라늄의 가열

 - 진한 과염소산에서 미세한 알루미늄과 규소의 가열

 - 과염소산에서 Sb 또는 Sb
3+
 화합물의 가열 

 - 과염소산과 hydrazine 또는 hydroxylamine의 혼합

 - 과염소산과 hypophosphate 류의 혼합

 - 과염소산과 지방, 오일, 리스 혹은 왁스의 혼합

 - 금속염의 과염소산 용액의 증발 건조 

 - KClO4 침전 회수에 발생한 알코올성 여액의 증발  

 - 셀룰로오스, 설탕 또는 polyhydroxy alcohol 류와 과염소산의 가열

 - N-heterocyclic 화합물과 과염소산의 가열

 - 탈수제와 과염소산의 혼합   

   과염소산 증기를 고무마개 같은 유기물과 접촉시키면 안 된다. 과염소산은 유리

용기에만 저장한다. 튀겨나간 과염소산은 즉시 물로 희석시키고 양털걸레로 닦으며, 

무명걸레로 닦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과염소산은 물흐름 회수시스템을 갖춘 특별

하게 설계된 후드에서 사용해야 된다. 과염소산에 경험을 가진 분석자가 과염소산

을 사용하여 시료를 산분해시켜야 된다.  

왕수 

   진한 질산과 진한 염산을 부피 비로 1:3으로 혼합한 혼산이 왕수이며, 보통 다음 

화학식으로 왕수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이 2 가지 산의 상호작용은 훨씬 복

     

          3HCl  +  HNO3  →  NOCl  +  Cl2  +  2H2O

잡하다. 원소상태의 염소와 nitosyl chloride의 3 가의 질소가 함께 산화력을 나타낸

다. 왕수는 제조 후 10 ∼ 20 분 방치시켰다가 사용하는 것이 더 효력이 크다.

   왕수는 유화물, 인산염, 그리고 Au, Pt과 Pd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금속과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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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용해시킨다. 왕수에 의해서 암모니움염이 분해된다. 왕수는 Os을 OsO4 형태로 

휘발시킨다. Rh, Ir과 Ru은 왕수에 거의 향을 안 받으며, Ti은 전혀 향을 안 받

는다. Uranite를 함유한 산화 우라늄광과 공업적으로 제조한 U3O8은 왕수에 용해되

어 UO2
2+
로 되지만, 광물의 품질이 떨어질 경우 불용성 부분을 NaNO2 용융 또는 

borate 용융이나 HF, HNO3 및 HClO4의 혼산 분해로 용해시켜야 된다. 

2.2.2.2. 산분해 봄베[4]

   개방형용기(open-vessel)에 시료를 넣고 열을 가해서 완전히 산분해시키기 어려

운 시료의 경우 산분해 봄베(acid digestion bomb)를 사용해서 완전히 용해시킬 수 

있다. 정상적인 끓는점보다 높은 온도의 센 무기산 혹은 염기가 압력용기에 담겨 

있는 셈이므로 상압에서 잘 분해되지 않거나 반응이 느린 시료를 완전히 용해시킬 

수 있다. 여기서는 휘발 성분의 손실이 없고 분해 용기로부터의 오염도 없다. 불산, 

황산, 염산, 질산 혹은 왕수와 같은 센 무기산을 써서 광물, 암석시료, 유리 등의 무

기물 시료를 신속하게 용해시킬 수 있다. 내부를 Teflon으로 입힌 폐용기를 사용

함으로써 앞서 사용한 시료에 의한 오염과 HF에 의한 침식을 피할 수 있다.  높은 

온도에서 증기가 차지할 공간을 고려해야 되므로 봄베를 내용물로 가득 채우면 안 

된다. 무기물 시료의 경우 시료와 시약을 합쳐서 봄베 용량의 2/3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유기물 시료도 분해시킬 수 있으나 시료의 특성에 따라 폭발할 수도 있으므

로 주의를 요한다.  

2.2.2.3. 극초단파 분해장치[4]

   오늘날 극초단파 분해(microwave digestion) 방법은 가장 애용되는 시료 분해 

기술이며, 신속하고 깨끗하고 재현성이 높고 전통적인 열판에 의한 분해보다 정확

하다.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극초단파 분해장치는 시료 양의 제한성 때문에 방사화

학 실험실에 잘 사용되지 못 하 으나 용기 디자인이 개선된 데다 ICP-MS나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등과 같이 측정기기의 검출한계가 향상됨에 따라 방사화학 실험실

의 주요 장비가 되었다.

   극초단파 분해장치는 집중식 개방용기형(focused open-vessel), 저압 폐용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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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pressure closed-vessel) 및 고압 폐용기형(high-pressure closed-vessel)의 

3 가지 유형이 있다.

   

집중식 개방용기형 분해장치

   집중식 개방용기형 분해장치는 극초단파를 시료 용기에 집중시켜 시료를 가열함

으로써 분해시킨다. 열린 형의 시료 용기이므로 분해 과정에 내부에 압력이 축적되

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분해 중에 시약을 가할 수 있다. 이 분해장치에서는 사용

할 수 있는 시약에 제한이 없으며, 유리, PFA(Perfluoro-alcoholoxil) 혹은 석  등

의 어떤 재질의 용기도 사용할 수 있다. 

   극초단파 유도장치로 용기의 일정 부분에만 에너지를 집중시킴으로써 용기의 목 

부위와 냉각기 부위를 차겁게 하여 용액을 환류시킬 수 있다. 이러한 환류 기능 덕

분에 Se과 Hg의 경우에서도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집중식 극초단파 분해에서는  

열판이나 heating block 형 분해의 경우보다 용액의 온도를 더 높일 수 있고, 재현

성이 높다. 장치에 따라 20 g까지의 고체 또는 50 ∼ 100 mL의 액체를 10 ∼ 30 

분 동안에 분해시킬 수 있다. 

저압 폐용기형 분해장치

   저압 폐용기형 분해장치는 회전판이 달린 극초단파 오븐과 시료용기 지지대와 

압력조절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치에서 사용되는 PFA 용기의 경우 대략 225 

℃까지 온도를 올릴 수 있으므로 끓는점이 낮은 시약이나 혼합물을 사용해야 된다. 

이 시스템에서는 사용되는 산이 소량이라서 폐기물 양을 줄일 수 있다. 분해 중에 

산의 손실이 없거나 매우 적어서 추가로 산을 가해줄 필요가 없으며, 마찬가지 이

유에서 블랭크 실험에서 산의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다. 폐용기 모델에 따라 분

해시킬 수 있는 유기물 시료의 양이 결정되며 압력은 100 ∼ 300 psi로 한정된다. 

그렇지만 금속, 물, 폐수, 광물, 토양이나 퇴적물 같은 무기물 시료들의 경우는 다량

의 개스 배출 없이 쉽게 분해시킬 수 있다. 전형적 시료 양은 고체의 경우는 0.5 g

이고 수용액 시료이면 45 m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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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폐용기형 분해장치 

   근자에 이르러 용기 디자인이 진전되어 1500 psi 수준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극초단파 용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1 ∼ 2 g 수준의 토양시료 또는 0.5 ∼ 

3 g의 식물시료와 같이 많은 양의 시료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고압 용

기는 다른 방법으로 쉽게 분해시키기 어려운 석탄류, 무거운 오일류, 내화성 물질

류, 쎄라믹 산화물류와 같은 유기물과 무기물을 분해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더욱

이, 용기의 재질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PFA 용기에 비해서 TFM(Tetra- 

fluorometoxil) 용기의 경우 앞서의 실험에서 분해시킨 시료에 의한 오염에서 유래

되는 블랭크 값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memory effect가 적으면 분

석기기의 측정한계가 낮아지게 되므로 환경시료 분석에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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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라늄과 플루토늄 분리

3.1. 침전법과 공침법

   방사화학분석에서 이온의 분리와 정제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이고 오래된 방법이 

침전법(precipitation)과 공침법(coprecipitation)이다. 

   침전과정은 대상 화학종을 정량적으로 침전시킬 수 있어야 되며, 침전이 여과 

등과 같은 다음 단계에서 취급하기에 적절해야 되며, 무게분석으로 이용될 경우는 

침전이 순수하거나 순도를 알아야 된다. 침전법은 무게측정에 의한 회수율 측정, 방

해 이온들을 제거하기 위한 분리, 그리고 분석대상 성분의 농집의 목적으로도 사용

된다.   

   침전에 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크고 반듯한 모양의 순수한 결정

이 형성되게 하려면 용액을 저어주면서 매우 묽은 침전제 용액을 천천히 가함으로

써 느리게 침전시켜야 된다. 분석대상 이온의 농도를 적당히 낮게 유지시키고, 용해

도가 가장 낮은 침전이 아니라 적절한 용해도를 가진 침전을 택해야 침전 속도가 

느려진다. 높은 온도에서 침전이 이루어질 때 큰 결정이 얻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온

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높아지므로 잘 조화시켜야 된다. 침전과정에 용액을 저어

주어 국부적인 이온 농도의 증가를 해소시킴으로 크고 순수한 결정을 얻을 수 있

다. 침전 입자가 매우 작으면 더 잘 용해되며 표면적이 커서 불순물도 잘 흡착한다. 

침전을 오랫동안 익히면(digestion) 작은 침전은 용해되고 큰 결정으로 성장된다. 또

한 알코올과 같은 수용성 용매를 사용하면 물의 극성이 감소되어 침전의 용해도가 

감소한다. 가수분해성이 큰 양이온의 침전에 pH가 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C2O4
2-
나 S

2-
와 같은 침전제는 H

+
와 결합이 가능하므로 pH에 의해 이들 반대이온들

(counter-ions)의 농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침전 형성에 pH가 향을 주게 된다. 

이외에도 공통이온 효과, 착이온 형성 등의 향을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요인을 

고려하여 방사성 핵종을 침전시킬 때는 뜨겁고 묽은 시료용액을 저어주면서 묽은 

침전제 용액을 천천히 가하고, 침전을 여과하기 전에 용액을 묵히고(ageing), 침전

을 용매에 용해시켰다가 다시 침전시키는 재침전(reprecipitation) 과정을 통해 침전

의 순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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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티늄족 +3 가 이온은 +3 가의 란탄족 이온과 특성이 비슷하며, 악티늄족 +4 

가 이온은 Ce
4+
의 성질과 비슷하다. 이 이온들은 F

-
, C2O4

2-
, OH

- 
및 PO4

3-
와는 불

용성 화합물을 형성하며, 반면에 NO3
-
, Cl

-
, Br

-
, I
-
, SO4

2-
, ClO4

-
 및 S

2-
와는 수용성 

화합물을 형성한다.

   많은 경우 특히 환경시료 용액과 같이 분석대상 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너무 낮

아서 침전제의 농도가 높아도 침전이 형성될 수 없는 조건에서 제 3의 난용성 화합

물이 침전될 때 분석대상 핵종이 동반해서 침전되는 현상을 공침이라고 한다. 이 

때 제 3의 침전 형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을 담체(carrier)라고 한다. 침전의 격

자이온의 크기와 전하가 분석대상 방사성 핵종의 경우와 비슷하여 방사성 핵종이 

침전의 결정격자에 들어가거나, 방사성 핵종이 침전의 표면에 흡착되거나 침전 형

성과정에 침전 속에 포획됨으로써 공침된다. 

   어떤 방사성 핵종을 난용성 침전에 선택적으로 공침시키기 위해서는 침전을 일

으키는 화합물을 잘 선정하고 침전시킬 때 농도를 적절하게 결정해야 된다. 적절한 

침전방법을 써야 불순물이 함께 공침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분석대상 방사성 

핵종의 선택적 공침은 최대로 하고 다른 불순물 이온들의 공침은 최소화할 수 있는 

침전이라야 된다. 일반적으로, 분석대상 이온의 농도가 클 때 침전을 잘 형성하는 

침전조건이 극미량 농도로 존재하는 분석대상 이온을 제 3의 물질로 공침시킬 때도 

적절한 침전조건이 된다. 어떤 경우에는 담체를 사용해서 방사성 핵종을 공침시켜 

분리한 다음 다시 공침으로부터 방사성 핵종을 분리한다. 이 경우는 공침으로부터 

방사성 핵종이 잘 분리될 수 있는 담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므로 분석대상 방사성 

핵종이 담체가 형성하는 침전의 결정격자를 차지하는 형태의 침전(inclusion)이 오

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비선택성 담체(unspecific carrier) 침전의 표면흡착

에 의한 공침을 이용한다. 이산화망간(MnO2), 황화망간(MnS)과 수산화망간

[Mn(OH)2]이 표면적이 큰 중요한 비선택성 공침이다. 수산화철[Fe(OH)2]은 음전하

를 띤 미세한 침전을 형성하기 때문에 양이온을 흡착시키는 데 유용하게 이용된다. 

예를 들면, 용액 중의 Pu을 수산화철을 이용해서 흡착시킨 다음 소량의 무기산으로 

침전을 용해시켜 Pu이 농집된 용액을 얻는다.   

   침전법과 공침법의 장점은 과정이 편리하고 간편하고, 고농도로 농축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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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취급 양이 리그램으로부터 산업적 규모까지로 범위가 넓다. 단점은 익힘, 침

전 세척, 여과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량의 담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 분리

단계에서 이들이 방해물로 작용할 수 있고, 공침제에 분석대상 방사성 핵종의 동위

원소 불순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Table 3.1에 악티늄족원소를 공침시키는 데 사용하는 공침제를 소개하 다. 

Table 3.2에는 여러 가지 담체에 대해서 Pu과 Np의 산화상태에 따른 공침거동을 

수록하 다. Pu과 Np의 공침거동은 동일한 산화상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악티늄족

원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악티늄족원소마다 다른 산화상태를 갖도록 

조절하면 공침을 이용한 악티늄족원소의 개별분리가 가능하다. 

3.1.1. 담체[1]

   여러 가지 방사성 핵종들이 함유된 시료에서 개개의 핵종을 효과적으로 분리하

는 것이 방사화학분석의 열쇠이다. 분석대상 성분의 양이 클 경우 화학분리는 대부

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환경시료나 핵사찰 시료의 경우처럼 분석대상 핵종의 

농도가 매우 낮아서 전통적인 분리방법으로 분리가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런 

경우 분석대상과 동위원소 조성이 다른 담체를 사용하여 분석대상 핵종을 공침시킴

으로써 분리가 가능해 질 수 있다. 

   동위원소 담체(isotopic carrier)는 분석대상 핵종의 안정동위원소이다. 예를 들면 

안정한 Sr (
84
Sr, 

86
Sr, 

87
Sr과 

88
Sr로 구성된 천연 Sr)이 

89
Sr과 

90
Sr의 분석에서 담체

로 흔히 이용된다. 담체를 가하는 목적은 분석성분의 농도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분

리가 가능한 수준까지 높여 주는 데 있다. 그런데, 담체로서 적절한 역할을 하려면 

분석대상 핵종과 담체의 산화상태 및 화학적 형태가 동일해야 된다. 따라서 시료의 

화학처리과정 중 가능하면 빠른 단계에서 시료에 담체를 가해 주는 것이 좋다. 우

유 중의 
131
I 분석을 예로 들면, 방사성 요오드는 I

-
, IO3

-
, CH3I, 또는 I2로 존재할 수 

있다. 분석자는 이런 요오드 화학종들이 모두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요오드를 분리

하는 단계보다 앞선 어떤 단계에서 모든 요오드가 동일한 산화상태와 화학적 형태

를 갖도록 시료를 처리해야 된다. 방사화학분석에서 담체를 사용하는 목적은 분석

대상 핵종을 농축시키는 것 뿐 아니라 분석과정에서 수율을 측정하는 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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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방사성핵종의 양은 담체의 양에 비해서 무시할 정도이므로 담체에 대한 

수율을 측정하여 이것을 바로 방사성핵종의 수율로 간주한다.     

 Table 3.1. Common coprecipitating agents for some actinides 

 * If the radionuclide itself is listed as the carrier, a different isotope would be  

   used to assess recovery.

 Actinide
 Oxidation
   state

       Coprecipitate       Carrier*           Notes

  Am     +3  hydroxide  Am
3+
, Fe

3+

 iodate  Ce
4+
, Th

4+
, Zr

4+

 fluoride, oxalate, phosphate,
 hydroxide

 La
3+
, Ce

3+
, Nd

3+
, Bi

3+

 oxalate  Ca2+

 fluoride, sulfate  La3+

 acetate  UO2
2+

  Pu    +3  fluoride  La3+, Nd3+, Ce3+, Ca2+

   +4  sulfate  La3+(K+)

  (VI)  sodium uranyl acetate  UO2
2+

  Th    +4  hydroxide  Th4+, La3+, Fe3+, Zr3+

 fluoride  Ac3+, Zn2+

 iodate  Th
4+
, La

3+
, Nd

3+
, Ce

3+

 phosphate, peroxide  Th
4+
, Zr

3+

 sulfate  Th4+, Bi3+

 oxalate  Ba2+, Ca2+

  U    +4

 

 cupferron, pyrophosphate,
 phosphate, iodate, sulfate,
 oxalate

 U4+

   fluoride  La
3+
, Nd

3+

  (V)  phosphate  Zr
3+

 sulfate  Ca
2+

  (VI)  cupferron  UO2
2+

 Neutral solution

 pyrouranate  UO2
2+

 From aqueous NH3, many  
 ions in solution as NH3    
 complex

 phosphate  UO2
2+
, Al

3+

 peroxide  UO2
2+

 Th
4+
, Zr

3+
also coprecipitate

 hydroxide  Fe
3+

 Without carbonate

 fluoride  T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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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2. Coprecipitation behavior of trace amounts of plutonium and

            neptunium in principal valence states  

  Carrier compound   Pu(III)  Pu(IV)  Pu(VI)  Np(IV)  Np(V)  Np(VI)

 Hydroxides    C    C    C    C    C    C

 Calcium fluoride    C    C    C

 Lanthanum fluoride    C    C    NC    C    C    NC

 Barium sulfate    C    C    NC    C    NC    NC

 Phosphates:

   Calcium phosphate

   Bismuth phosphate

   Zirconium phosphate

   Thorium pyrophosphate

   Thorium hypophosphate

   U(IV) hypophosphate

   C

   C

   NC

   NC

  

   C

   C

   C

   C

   C

   C

   NC

   NC

   NC

   NC

   C

   C

   C

   NC

   NC

   NC

   NC

 Oxalates:

   Thorium oxalate

   U(IV) oxalate

   Bismuth oxalate

   Lanthanum oxalate

   C

   C

   C

   C

   C

   C

   C

   C

   NC

   NC

   NC 

   NC

   C

   NC

 Iodates:

   Zirconium iodate

   Thorium iodate

   Ceric iodate

      C

   C

   C

   NC

   NC

   NC

   C    NC

 Sodium uranyl acetate    NC    NC    C    NC   Poor    C

 Zirconium phenylarsonate    NC    C    NC    C   Poor    NC

 Thorium peroxide    C    C

 Bismuth arsonate    C    NC

  

 * “C” indicates that the coprecipitation has been observed to be nearly         

    quantitative under proper conditions.

 * “NC” means that coprecipitation may be made less than 1 to 2 percent under  

    proper conditions.

 * “Poor” indicates an intermediate percentage of car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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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위원소 담체(nonisotopic carrier)는 분석대상 핵종과 화학적 성질은 비슷하

지만 원자번호가 다르다. 이런 담체는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속하는 것이 보통이

다. 그러나 다른 족의 원소들이 담체로 이용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원소들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으며, 이들 담체는 분석대상 원소와 전하가 같거나 비슷한 결정 형

태를 가지고 있다. La
3+
와 Nd

3+
 이온은 난용성 불화물 공침에 의한 U

4+
와 Pu

4+
의 최

종 분리에서 담체로 자주 이용된다. 이 때 U과 Pu의 화학적 형태가 특히 중요하다. 

즉, U
4+
는 LaF3 침전에 공침되지만 UO2

2+
는 공침되지 않는다. 그런데, 비록 LaF3는 

99.995% 이상 정량적으로 침전되지만, U과 La이 화학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므로 La

의 용해적을 U에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U이 얼마만큼 공침되는지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분리에서는 분석대상 핵종에 대한 추적자(tracer isotope)를 사

용하여 화학수율을 결정한다.

   비동위원소 담체는 불순물 제거제(scavenger)로도 사용된다. 침전의 표면적이 크

거나 침전 속에 방해물을 포획하는 능력이 큰 물질은 다량의 방해 이온들로부터 모

든 방사성 핵종들을 한꺼번에 군분리하는 데 이용된다. 이런 담체의 대표적인 예가 

Fe(OH)3, MnO2, MnS 및 수산화망간[Mn(OH)x]이며, 이들은 많은 방사화학분리에서 

다량의 방해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악티늄족원소 분석에 이용되는 담체를 보면, Th
4+
는 Fe(OH)3, La(OH)3 및 

Zr(OH)4에 공침된다. 이 수산화물들은 비선택성이므로 일군의 방해이온들로부터 단

지 Th만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Fe(OH)3 침전법은 pH 5.6 ∼ 6에서 수행하는 것

이 가장 적절하다. Th
4+
는 강산 용액에서 LaF3에 정량적으로 공침되며, U 용액에서 

소량의 Th을 제거하는 데 LaF3 공침법이 효과적이다. LaF3 침전에는 다른 희토류 

원소들도 공침되며, Zr과 Ba의 방사성동위원소들도 공침된다. 방사성 Zr과 Ba의 공

침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침억제 담체(holdback carrier)로 많은 양의 비방사성 Zr

과 Ba의 염을 가해 주어야 된다. Th
4+
는 고농도의 알칼리금속의 황산염이 들어있는 

강산 용액으로부터 BaSO4에 공침된다. 그러나 BaSO4이 비선택적이어서 다른 악티

늄족원소, Pb, Sr, 희토류원소, Bi와 Sc도 공침시킨다. Th
4+
는 상당히 강한 산성에서 

HPO3
2- 
및  PO3

3-
 담체에 의해 공침되며, 예를 들어 Zr3(PO4)4가 극미량의 Th

4+
의 

좋은 담체이다. Th
4+
는 강산 용액에서 zirconium iodate에 정량적으로 공침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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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침법으로 희토류원소와 Ac을 제거할 수 있으며, Ce
4+
는 공침되므로 Ce

3+
로 환원

시켜야 공침되지 않는다. 

   Pa은 Ti, Zr, Nb, Hf 및 Ti의 수산화물 침전 또는 탄산염 침전이나 인산염 침전

에 정량적으로 공침된다. Pa은 Ca(OH)2 또는 Fe(OH)3 침전에 흡착되어 공침되며, 

Pa은 MnO2에도 공침된다. MnO2 침전 제조 방법은 Mn(NO3)2의 묽은 질산 용액에 

KMnO4를 가하면  된다.  

   난용성 수산화물 침전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극미량의 U(VI)를 공침시킨다. pH 

6 ∼ 7에서 U(VI)를 수산화물로 공침시킬 때 사용하는 암모니아에 탄산염이 불순물

로 들어있으면 일부의 우라늄이 음전하를 띤 안정한 탄산이온 착물을 형성하여 용

액에 녹아있을 수 있다. 수산화물 침전은 선택성이 없어서 U과 함께 여러 가지 금

속들을 공침시킨다. U(IV)는 비교적 센 산성 용액에서 UF4 및 U3(PO4)4로 공침된

다. (UO2)3(PO4)2 침전은 pH 5 ∼ 6의 매우 묽은 산 용액에 탄산염이 불순물로 들

어있지 않은 암모니아를 가하면 형성된다. 희토류원소 등 다른 금속원소들도 이 조

건에서 공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U(IV)는 Pu(IV)
 
및 Np(IV)와 비슷하며 LaF3, 

Ce(IO3)4, Zr(IO3)4, Th(C2O4)2, BaSO4, Zr3(PO4)4 및 BiAsO4에 공침된다. 그렇지만 

U(VI)는 담체 농도 또는 U 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담체에 공침되

지 않는다. 

   +3과 +4 산화상태의 Pu과 Np은 LaF3에 공침되며, 펨토그램 정도의 Pu을 분리

하는데 이 담체가 가장 널리 이용된다. 그렇지만 다량으로 Al이 공존하면 Pu의 공

침을 방해하며, 희토류원소나 Ca
2+
와 U(IV) 같은 금속이 난용성 불화물로 공침된다. 

   BiPO4는 Pu을 침전시키는 데 과거에 많이 이용되었으며 0.1 ∼ 0.3 M 질산에서 

Am과 Cm을 공침시킨다. 이 조건에서 Ca과 Mg은 공침되지 않는다. LaF3는 Am
3+

과 Cm
3+
의 편리한 담체이다. LaF3는 선택성이 없지만 다량의 핵분열생성물과 U으

로부터 Am과 Cm을 사전분리하는 데 이용된다. 그리고, LaF3는 Cm으로부터 Am을 

분리하는 데 이용된다. 묽은 산에서 persulfate로 Am
3+
를 Am(V)로 산화시킨 후 F

-

를 가하면 Cm
3+
만이 LaF3에 공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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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추적자[1]

   추적자(tracer)는 화학분리 수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료에 일정량 첨가하는 방

사성동위원소로서 추적자는 분석대상 핵종과 동일한 원소이지만 핵종이 다르다. 일

반적으로 추적자는 담체가 아니다. 예를 들면, 환경시료 중의 
241
Am 분석에서 담체 

역할을 할 수 있는 Am의 안정한 동위원소가 없다. 그래서 방사능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양의 
243
Am을 추적자로서 분리 시작단계에서 시료에 가하고 Am 분리과

정을 거쳐서 분리된 
243
Am 방사능을 측정함으로써 

241
Am의 분리수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첨가하는 
243
Am의 무게(fg 정도)는 저울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는 아

니지만 방사능 농도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Am의 화학분리 과정에 La을 담체

로 사용할 수 있으나 La을 이용해서 분리수율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La은 비

방사성 담체가 된다. 환경시료에서 악티늄족원소를 분리하여 알파선분광분석법으로 

정량할 때 Pu의 추적자로 
242
Pu이나 

236
Pu을 사용하며, U의 추적자로 

232
U을 그리고 

Th의 추적자로 
229
Th을 사용한다.

   방사화학분석은 어떤 원소가 방사성이든 비방사성이든 간에 같은 원소이면 화학

적으로 동일하게 반응한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분석대상 원소와 담체 또는 

추적자가 모두 동일한 산화상태이고 동일한 착물 혹은 화합물이라고 한다면 이런 

가정이 유효하다. 대부분의 방사화학분석에서는 천연동위원소 조성을 가진 담체, 안

정한 동위원소 추적자 또는 방사성핵종 추적자를 시료에 가한다. 수율이 정량적이

려면 첨가한 동위원소와 시료에 존재하는 분석대상 원소가 형성하고 있는 모든 화

학종 사이에 완전한 평형, 즉 동위원소교환(isotope exchange)이 완전해야 된다. 담

체와 추적자는 가능하면 시료제조의 초기 단계에 첨가하는 것이 좋다. 보통 다량의 

시료를 건조, 혼합 및 균질화시킨 다음 담체나 추적자를 첨가한다. 시료 분해과정에 

앞서 담체나 추적자를 첨가함으로써 시료를 분해시키는 동안 이들과 분석대상 핵종

이 화학평형과 동위원소평형(isotopic equilibrium)에 도달하여 동일한 화학적 형태

를 갖도록 한다.    

3.1.3.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침전[2]  

   해수와 같이 시료가 수용액인 경우는 시료에 바로 침전제나 공침제를 가해서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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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Pu을 침전 형태로 분리할 수 있지만 토양과 같은 고체 시료의 경우는 먼저 

시료로부터 U이나 Pu이 용해된 상태의 수용액을 얻어야 된다. 토양시료로부터 U 

용액을 얻으려면 시료를 무기산으로 분해시키거나 융제를 사용해서 용융시켜야 된

다. 토양시료에서 U을 침출할 때는 보통 무기산을 이용하며, 불산을 사용하면 침출

이 더 효과적이다. 알칼리금속의 탄산염, 수산화물 또는 과산화물을 이용해서도 U

을 침출할 수 있다. 생물시료의 경우 액체 상태이면 바로 U을 침출할 수 있으며, 

고체 상태이면 습식회화법으로 분해시키거나 습식회화법과 산분해법을 겸용해서 용

해시킨다. 시료를 용융법으로 분해시킬 때 융제로는 sodium carbonate, sodium 

hydroxide, sodium peroxide, sodium bisulfate, ammonium sulfate, lithium 

metaborate 및 magnesium oxide을 사용하며, 용융케이크를 물이나 산으로 용해시

켜서 U 용액을 얻는다.

   수용액 상태에 토양에서 흡착된 Pu이나 방사능 낙진에 함유된 Pu은 산으로 침

출하면 Pu이 쉽게 용해된다. 식물 혹은 동물의 물질대사에 의해 변화된 Pu은 유기

물을 분해시키면 용해된다. 그렇지만 이처럼 쉽게 Pu을 용액화할 수 있는 시료라 

할지라도 시료를 고온으로 회화시키면 Pu이 내화성 화합물로 변하기 때문에 일반

적인 무기산으로 Pu을 100% 침출시키기 어려우며 불산으로 처리하거나 용융시켜야

만 Pu을 용해시킬 수 있다.

   용액화된 시료로부터 넓은 pH 역에서 U을 침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약

들이 있다. 용액에서 U 산화상태가 U(IV) 또는 U(VI) 중 어느 것이냐에 따라 착화

반응 특성이 결정되므로 사용할 수 있는 침전제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수용성 U 

착물을 형성하는 착화제가 존재하는 용액에서는 U을 침전시키기 어렵다. U과 약한 

착물을 형성하고 불순물 금속들과는 강한 착물을 형성하는 착화제가 들어 있으면 

불순물들은 용액에 남겨두고 U만 침전시켜 분리할 수 있다. 이런 원리에서 알칼리

토금속과 전이금속들로부터 U을 분리하는 데 EDTA를 사용한다. 반대로 U은 탄산

이온과 안정한 수용성 착물을 형성하므로 U은 용액에 남겨두고 암모니아를 가해서 

Fe, Ti, Zr과 Al을 수산화물로 침전시킨다. 비슷한 원리에 의해  S
2-
이나 PO4

3-
의 

침전을 형성하는 양이온들로부터 U을 분리한다. 

   일반적인 U 침전제를 보면, 암모니아는 pH ≥4에서 U을 정량적으로 침전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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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arbonate는 pH 5 ∼ 11에서 U(VI)와 수용성 음이온착물을 형성하며, 많은 다

른 금속들은 난용성 수산화물 침전을 형성한다. 즉, 탄산암모늄 용액에서 U(VI)는 

CO3
2-
의 수용성 착물로 존재하지만 Al, Cr, Fe과 Ti은 침전되며, 탄산나트륨 용액에

서 U(VI)는 CO3
2-
의 수용성 착물로 존재하고 Be, Co, Fe, Mn, Ni, Ti, Zn와 알칼리

토금속은 침전되고, Al은 일부가 침전된다. 탄산염 용액에서 U(VI)는 인산염 형태

로 침전되므로 이 반응을 U 정제에 이용할 수 있다. 질산 또는 초산의 pH 0.3 ∼ 

3.5 용액에서 과산화수소는 U(VI)를 침전시킨다. 옥살산은 U(IV)를 침전시키지만 

U(VI)와는 수용성 착물을 형성한다. PO4
3-
는 넓은 pH 역에서 U(VI)의 침전제 역

할을 한다. Cupferron은 산성 용액에서 U(IV)를 침전시키지만 U(VI)는 중성에서 침

전된다. 8-hydroxyquinoline은 pH 4 ∼ 13에서 U(VI)를 정량적으로 침전시키며, 

U(IV)도 역시 침전시킨다. 자주 사용하는 U(IV) 침전제는 cupferron과 oxalate이며, 

fluoride, iodate, phosphate와 sulfate도 U(IV) 침전제로 사용된다.  

   U 공침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탄산이온이 없을 때 pH 5 ∼ 8에서 Fe(OH)3 침

전에 U이 공침된다. Al
3+
와 Ca

2+
의 수산화물 침전도 U 공침에 이용된다. 그러나. 탄

산이온이 있으면 U(VI)는 일부만이 금속 수산화물 침전에 공침되며, 탄산이온의 농

도가 증가할수록 U 공침 효율이 떨어진다. 소량의 U(VI)는 Ce
4+
 또는 Th(IV)의 불

화물 침전 또는 Ca
2+
, Zr

4+
 또는 Al

3+
의 인산염 침전에 공침되며, BaCO3, thorium 

hexametaphosphate, magnesium oxide 및 thorium peroxide 침전에 공침된다. 

U(IV)는 ceric sulfate 침전, Zr, Bi와 Th의 인산염 침전, 그리고 La
3+ 
또는 Nd

3+
의 

불화물 침전에 공침되며, ceric iodate, zirconium iodate, barium sulfate, 및 

bismuth arsenate 침전에 공침된다.

   Pu은 농도가 높으면 수용액에서 쉽게 침전되므로 다른 금속들로부터 Pu을 분리

하는 데 침전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방법으로는 다른 금속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우며, 특히 Zr과 Ru이 까다롭다. Pu은 주로 수산화물, 불화물, 과산화

물 또는 옥살산화합물 형태로 침전시킨다. 가성소오다 또는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산 용액에서 Pu(III)와 Pu(IV)를 수산화물로 침전시킨다. 침전을 산에 다시 용해시

킬 때는 Pu의 중합체가 생기지 않도록 농도가 높은 산으로 용해시킨다. Pu(III), 

Pu(IV), Pu(V) 및 Pu(VI) 용액에 과산화수소를 가하면 산화상태가 조절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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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IV)의 과산화물 침전이 형성된다. 이 방법이 Am과 U으로부터 순도가 높은 Pu 

화합물 제조에 이용된다.

   Pu 공침법은 Pu의 산화상태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공침제를 잘 선정하면 매우 

선택성이 좋은 분리방법이다. LaF3 공침법은 Pu 분리에 이용되는 고전적인 방법으

로서 이 방법에 의해서 Pu(III)와 Pu(IV)는 공침되지만 Pu(VI)는 공침되지 않는다. 

BiPO4 침전도 Pu(III)와 Pu(IV)를 공침시키는 데 이용된다. Pu의 침전법 중에서도 

BiPO4 공침법이 특히 중요하다. BiPO4 침전은 Zr3(PO4)4 침전과 달리 결정성이 좋

기 때문에 여과하기 쉽고, LaF3 침전과 달리 질산에 쉽게 용해된다. U과 Pu의 질산 

용액에 NaNO2를 가해서 Pu(IV)와 U(VI) 산화상태로 조절하고 SO4
2-
를 가하면 

U(VI)의 황산이온 착물이 형성됨으로써 뒤이어 가해주는 PO4
3-
에 의해서 U은 침전

되지 않고 Pu(IV)는 BiPO4에 공침된다. 침전을 질산에 용해시킨 다음 중크롬산칼륨

이나 NaBiO3를 가해서 Pu(VI)로 조절한 후 다시 BiPO4 공침을 반복하면 Pu(VI)는 

침전되지 않고 많은 불순물들이 침전되어 제거된다. 그리고, Zr3(PO4)4나 ziconium 

phenylarsonate[Zr(C6H5)AsO4] 공침법은 LaF3 공침법이나 BiPO4 공침법과 달리 

Pu(IV)만을 공침시킨다. 

3.2. 용매추출법 

   용매추출법은 실험실 또는 상업시설 규모로 널리 이용되는 중요한 분리기술이

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이 분리기술을 실험실에서 사용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사용하는 시약이 고가인데다 추출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분이 어렵고 처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분별 깔대기를 이용한 다단계 추출에 많은 시간이 필

요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그렇지만 용매추출법은 고려해 볼 가치가 충분한 좋은 

분리기술인 것만은 틀림없다.

   용매추출은 흔히 추출제의 특성에 따라 Table 3.3에서와 같이 분류된다[3]. 일반

적으로 어떤 하나의 금속이온에 대한 분배계수는 I-부류에서 V-부류로 갈수록 증

가한다. 용매추출 평형에 향을 주는 요소로는 추출제의 구조(지방족사슬의 길이), 

희석제의 농도와 극성 그리고 수용액상의 조성(리간드 농도, pH)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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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3. Classification of solvent extraction systems

    Class of extractants       Examples
   Species in the organic
    phase at equilibrium

 I    Ketones, ethers, alcohols   MIBK, R2O, DBC  “Onium compounds"

 II   Neutral (organophos-
     phorous) compounds   

  TBP, TOPO

 III  Basic (substituted
     ammonium) compounds

  TOA TLA
 Ion pair (liquid anion
 exchange)

 IV  Acidic (organophos-
     phorous) compounds

  HDEHP
 Solvated metal salts
 (liquid canion exchange)

 V  β-diketones   TTA  Chelates

   U과 Pu의 용매추출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여러 가지 

추출제들이 분리공정과 분석화학에 이용되고 있다. U과 Pu의 추출에 이용되는 주

요한 추출제들을 Table 3.4에 소개하 다[4].

 

유기인산계 추출제 

   유기인산계 추출제는 TBP와 같은 인산의 중성에스테르와 HDEHP와 같은 인산

의 산성에스테르로 분류된다.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추출제로서 phosphonate류, 

phosphinate류와 phospine oxide류가 있다. 추출 메카니즘을 보면 중성추출제의 경

우는 중성 금속착물이 phosphoryl oxygen에 의해서 용매화됨으로써 유기층으로 추

출되며, 산성추출제의 경우는 이온교환반응에 의해서 추출된다[5].

  TBP는 원자력산업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Th, U, Np과 Pu 추출제이고 Purex 

공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질산 매질에서 Pu의 산화상태에 따라 Pu(IV)는 

Pu(NO3)4・2TBP, Pu(VI)는 PuO2(NO3)2・2TBP, 그리고 Pu(III)는 Pu(NO3)3・3TBP 
형태로 추출된다. U(VI)는 UO2(NO3)2・2TBP 형태로 추출된다. Fig. 3.1에서 TBP에 
의한 U, Np과 Pu의 추출에 미치는 이들의 산화상태와 질산 농도의 향을 알 수 

있다. 질산 용액에서 TBP에 대한 악티늄족원소, M의 분배계수는 M(IV) > M(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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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II) 순서이다. +4 산화상태 악티늄족원소의 분배계수는 원자번호가 증가할수

록 증가하여 Th(IV) < Np(IV) < Pu(IV) 순서이며, 이에 반해서 +6 산화상태의 경

우는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Pu(VI) < Np(VI) <U(VI) 순서를 보인다. 

 Table 3.4. Extraction of U, Np, and Pu into various organic extractants

 Metal

                               Extractant

 Hexone  Ethers  Alcohols   TBP  Alkyl-
 phosphates

Alkyl-
ammonium
nitrate

  TTA

 U(IV) not extr. not extr. not extr.     -      - extr. to 
small
extent

extr. from
HNO3

 U(VI) extr. from
HNO3

extr. from
HNO3

extr. from
HNO3

extr. from
HNO3

extr. from
HNO3 and
HCl

extr. from
HNO3

extr. from
HNO3

 Np(III) not extr. not extr. not extr. extr. to
small
extent

     - not extr. not extr.

 Np(IV) not extr. not extr. not extr. extr. from
HNO3

extr. from
HCl

extr. from
HNO3

extr. from
HNO3

 Np(V) not extr. not extr. not extr. not extr. not extr. not extr. not extr.

 Np(VI) extr. from
HNO3

extr. from
HNO3

extr. from
HNO3

extr. from
HNO3

extr. to
small extent
from HCl

extr. from
HNO3

    -

 Pu(III) not extr. not extr.     - not extr. extr. to
small extent
from HCl

not extr. extr. to
small
extent

 Pu(IV) extr. to
some
extent

not extr. extr. to
some
extent

extr. from
HNO3

     - extr. from
HNO3

extr. from
HNO3

 Pu(V) not extr. not extr. not extr. not extr. not extr. not extr. not extr.

 Pu(VI) extr. from
HNO3

extr. from
HNO3

extr. from
HNO3

extr. to
some
extent

     - extr. from
HNO3

not ex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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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 진한 염산 매질에서도 +4와 +6 산화상태의 악티늄족원소는 TBP에 잘 추

출되며, +3 산화상태는 거의 추출되지 않는다. Fig. 3.2에서 TBP에 의한 U과 Pu 추

출에 미치는 이들의 산화상태와 염산 농도의 향을 알 수 있다. Pu(IV)와 Pu(VI)

가 모든 산도에서 U(IV)와 U(VI)보다 더 잘 추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5].

  

Fig. 3.1. Extraction of some actinides       Fig. 3.2. Extraction of U and Pu  

         into 19% TBP/kerosene                    by 30% TBP in CCl4  

         from HNO3 solutions.                      from HCl solutions

   TBP와 연관된 다른 중성 인산 계추출제들의 U과 Pu 추출율은 phosphate 

[(RO)3PO] < phosphonate[R(RO)2PO] < phosphinate[R2(RO)PO] < phospine oxide 

[R3PO] 순서로 증가한다. 그리고 C-P 결합길이가 길수록 추출율이 높아진다. 이들 

추출제의 추출메카니즘은 TBP의 경우와 같다. Fig. 3.3과 3.4에서 질산과 염산 매질

에서 tri-n-octylphosphine oxide(TOPO)의 U과 Pu 추출특성을 알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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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X(Trans Uranium Extraction) 공정에서는 초우란원소 추출에 CMPO 

[octyl(phenyl)-N,N-diisobutylcarbamoylmethylphosphine oxide]를 사용한다. 악티늄

족원소의 +3, +4와 +6 산화상태는 0.5 ∼ 6 M 질산 용액으로부터 CMPO에 의해 

여러 가지 유기용매에 추출되며, 낮은 산도에서 수층으로 역추출이 가능하다. 

Fig. 3.3. Extraction of metal ions        Fig. 3.4. Extraction of metal ions 

         from nitric acid by 0.1 M               from hydrochloric acid by   

         TOPO/cyclohexane.                     0.1 M TOPO/cyclohexane.

   산성 유기인산계 추출제 중에서 자주 이용되는 것들 중의 하나가 bis-(2- 

ethylhexyl) phosphoric acid(HDEHP)이다. Fig. 3.5는 질산 용액에서 HDEHP의 

Am(III), Pu(IV), Np(V)와 U(VI) 추출특성을 보여준다. 산도를 조절함으로써 이들 

원소의 상호분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HDEHP와 HDBP(dibutylphosphoric acid)

는 +4와 +6 산화상태 악티늄족원소 추출에 매우 효과적인 추출제이다[5].



- 48 -

  

                   

          Fig. 3.5. Extraction of various actinides into 0.5 M 

                   HDEHP/isooctane from HNO3 solutions.

아민계 추출제 

   이들 추출제는 alkyl 또는 aryl 형의 긴 사슬을 가지고 있는 1차(primary), 2차

(secondary) 및 3차(tertiary)의 아민류와 4차 아민류(quaternary amine salts)이다. 

아민류는 산과 반응하여 이온회합착물을 형성하며, 이 착물은 유기물에 잘 녹는다. 

3차 아민을 예로 들면 R3NH
+
A
-
을 형성하며, 이 이온회합물이 다음과 같이 다른 음

이온 B
-
와 이온교환반응을 일으킨다. +6 산화상태 악티늄족원소의 경우라면 B

-
는 

MO2(NO3)3
-
에 해당된다. 

             R3N  + HA   =   R3NH
+
A
-
  

             R3NH
+
A
-
   +  B

-
  =  R3NH

+
B
-
  +  A

-
 

   아민계 추출제는 다른 악티늄족원소로부터 Pu을 분리하는 화학공정과 분석화학

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들 추출제들의 U(VI)와 Pu(IV)에 대한 분배계수는 TBP

의 경우보다 크다. 질산 용액에서 Pu 산화상태에 따른 분배계수는 Pu(IV) > 

Pu(VI) > Pu(III) 순이며, 추출제에 대해서는 4차 > 3차 > 2차 > 1차 순서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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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Pu(IV)는 음이온교환수지에 의한 흡착처럼 매우 세게 그리고 선택적으로 추출된

다. Fig. 3.6, 3.7과 3.8은 각각 질산 용액에서 tri-n-octylamine(TOA)의 +4, +6과 +3 

산화상태 악티늄족원소 추출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6, +5와 +3 산화상태 악티늄

족원소의 분배계수가 Pu(IV)와 Np(IV)의 분배계수보다 훨씬 적음을 알 수 있다[5].

   TIOA(triisooctyl amine)는 실험실적으로나 산업적으로 U 추출에 널리 이용되는 

아민계 추출제이며 xylene 또는 toluene을 희석제로 사용한다. 용액 매질로는 염산, 

황산, 질산, 인산, 불산, 초산, 옥살산, 개미산 등의 여러 가지 무기산과 유기산을 이

용하며, 유기층에 추출된 U을 묽은 산으로 역추출한다. 황산나트륨 또는 탄산나트

륨 용액으로도 U을 역추출할 수 있다[2]. 

   한편, 염산 용액에서 Pu(IV)와 Pu(VI)는 아민계 추출제에 의해 추출되지만 

Pu(III)는 잘 추출되지 않는다. 염산-아민 추출 시스템은 염산의 부식성 때문에 화

학공정보다는 분석화학에 주로 이용된다. Fig. 3.9와 3.10은 염산 농도에 따른 TOA

의 악티늄족원소에 대한 분배계수의 변화를 나타낸다[5].

                

              Fig. 3.6. Extraction of the tetravalent actinde

                       nitrates by 10% TOA/x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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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7. Extraction of hexavalent     Fig. 3.8. Extraction of pentavalent

           actinide nitrates by 10%             and trivalent actinide nitrates

           TOA/xylene.                        by 10% TOA/xylene.

      

Fig. 3.9. Extraction of U(IV) and Np(IV)     Fig. 3.10. Extraction of hexavalent

         by 10% TOA and Pu(IV) by                 U, Np, and Pu from HCl  

         1% TOA from HCl solutions.                 solutions with 1% T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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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톤, 알코올, 에테르 및 아마이드 추출제 

   이들 추출제는 H
+
 또는 금속원자를 용매화할 수 있는 염기성 산소원자를 가지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로부터 U과 Pu을 추출하는 Redox 공정에서 사용하는 methyl- 

isobutylketone(MIBK)이 이 부류에 속하는 추출제이다. 질산 용액에서 이 부류의 

추출제에 의해서 Pu(IV)와 Pu(VI)는 잘 추출되지만 Pu(III)는 추출되지 않는다. Fig. 

3.11과 3.12는 질산 농도에 따른 MIBK의 Pu과 U에 대한 분배계수 변화를 나타낸

다[5].

     

 Fig. 3.11. Extraction of metal ions into      Fig. 3.12. Extraction of metal ions  

           MIBK from nitric acid                     into MIBK from nitric 

           solutions.                                  acid solutions.  

   에테르류, 특히 시클로에테르류는 질산용액에서 질산우라늄을 추출하는 데 효과

적이며, 질산칼슘과 같은 염석제는 추출효과를 증가시킨다. Pu(VI)는 디에틸에테르

에 추출되지만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Pu 분리에 이용되지 않는다. Pu은 여러 가지 

킬레이트 착물 형태로 안정한 유기용매에 추출된다. β-diketone류에 속하는 TTA는 

중요한 킬레이트제이다. Pu(III)와 U(VI) 용액에 KIO3를 가해서 Pu(IV)로 조절하여 

0.1 M TTA/benzene으로 U과 함께 Pu을 추출한 다음, hydroxylamine의 염산 용액

과 접촉시키면 Pu(IV)가 Pu(III)로 환원됨으로써 Pu(IV)-TTA 착물이 분해되어 

Pu(III)이 염산 층으로 옮아간다. 또한, Pu(IV)를 TTA/benzene으로 추출한 다음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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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를 함유한 질산 용액과 접촉시켜 Pu을 Pu(III) 형태로 역추출함으로써 U이나 

다른 금속들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Cupferron은 Pu(IV)와 클로로포름에 용

해되는 킬레이트 착물을 형성하므로 Pu 추출제로 이용되기는 하나 Zr, Hf, Fe, Ga, 

Nb 등의 여러 가지 금속들도 유사한 착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Pu에 대한 선택성이 

적은 편이다[6].

   가장 잘 알려진 킬레이트 형성에 의한 U 추출 시스템은 추출제로 cupferron, 희

석제로는 디에틸에테르 또는 클로로포름을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산성 매질에서 

U(VI)는 추출이 안 되므로 불순물을 먼저 추출하고, 연이어서 U(VI)를 U(IV)로 환

원시켜 추출한다. 그리고, 8-hydroxyquinoline과 acetylacetone도 자주 이용되는 킬

레이트형 추출제이다[2]. 

  

3.3.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추출크로마토그래피는 실리카 같은 고체 지지체에 유기 추출제를 침윤시킨 다음 

소형 컬럼에 채워서 고정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용매추출 시스템이다. 추출크로마

토그래피는 용매추출법의 다양성과 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의 편리성을 결합시킨 

분리방법이다. 용매추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추출제를 추출크로마토그래피에서 

추출제로 사용한다. 추출크로마토그래피는 용매추출에 비해 일반적으로 간편성, 효

율성 그리고 선택성 측면에서 우수하고, 실험 폐기물 양도 적기 때문에 용매추출보

다 선호도가 높다. 

   자주 사용하는 악티늄족원소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추출제로는 TBP, 3 차와 4 차 

아민류 및 HDEHP가 있으며, ‘60 ∼ ’70년대에 악티늄족원소의 상호분리, 악티늄족

원소의 산화상태 분리, 악티늄족원소와 희토류원소의 군분리, 초플루토늄원소의 분

리 등과 관려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3]. 

   중성유기인산계 추출제는 질산 용액이나 염산 용액에서 U, Np과 Pu을 분리하는 

데 대부분 이용된다. 용리순서는 악티늄족원소의 산화상태와 관계되며, 원소에 따라 

다르다. 즉, 용리순서는 U(IV) > U(VI) ; Np(V) > Np(VI) > Np(IV) ; Pu(III) > 

Pu(VI) > Pu(IV)이다. Kel-F 분말에 TBP를 침윤시켜 제조한 컬럼이 합금이나 핵

분열생성물로부터 U을 분리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다[7, 8]. 5.5 M 질산 용액에서 



- 53 -

U(VI)에 대한 분배계수가 가장 크다. 악티늄족원소를 +6 산화상태로 조절하면 TBP 

층에 쉽게 흡착된다. TBP-추출크로마토그패피가 악티늄족원소의 상호분리에 이용

되었다. 예를 들면, U, Np, Pu와 Am을 상호분리하기 위해서 1 ∼ 2 M 질산 용액

에서 Cr2O7
2-
를 사용해서 U, Np과 Pu를 +6 산화상태로 조절하여 컬럼에 주입하고, 

Am(III), Cr(VI)와 Pu(VI)를 0.8 ∼ 2 M 질산으로 용리하며, U(VI)로부터 Np(VI)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hydrazine으로 Np(V)로 환원시킨다[3]. Al-Ammar 등은 

ICP-AES에 의한 분석에 앞서 핵급 우라늄화합물 중의 불순물로부터 U를 분리하는 

데 TBP-Amberlite XAD-4 컬럼을 이용하 다[9]. TOPO를 미세한 유리입자에 입

혀서 제조한 컬럼에 분해시킨 요시료를 주입하여 U(VI)를 흡착시키고 알코올로 

TOPO와 U을 함께 용출시키는 방법이 요시료 중의 U 분석에 이용되었다. Testa 

등은 생물시료에서 Th과 U의 분리에 대해 보고하 다. 질산과 과산화수소를 이용

해서 분해시킨 요시료 분해용액을 4 M 질산 매질에서 TOPO-Microthene 

(microporous polyethylene)에 통과시키고 Th(IV)를 0.3 M 황산으로 용리하고 

U(VI)는 1 M 불산으로 용리하 다[3]. TOPO의 한계성은 U를 용리하기 위해서는 

1 M HF, 1 M H3PO4, 9.1 M HClO4와 같은 화학적으로 강한 용리액을 사용해야 된

다는 것이다[10].

   아민류를 추출제로 이용한 추출크로마토그래피는 +4, +5와 +6 산화상태 악티늄

족원소의 상호분리 또는 +3 산화상태 악티늄족원소로부터 분리, 그리고 +3 산화상

태 악티늄족원소와 란탄족원소의 분리에 많이 이용되었다. TOA-cellulose 시스템이 

U(VI), Th(IV), Zr(IV), Ti(IV)와 La(III)의 분리에 이용되었다. 이외에도 TOA- 

Teflon 시스템, Aliquat-336-Kel-F 시스템, TLA-Kel-F 시스템 등을 이용한 

Pu(IV), Th(IV), U(VI), Np(V), Pa(V), Am(III) 및 Cm(III)의 분리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Am(III), Cm(III), Bk(III), Cf(III)와 Es(III) 같은 +3 산화상태의 악티늄

족원소와 란탄족원소의 분리에 Aliquat-336을 추출제를 적용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

었다[3].

   산성 유기인산계 화합물 중에서는 HDEHP을 이용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었다

[11]. 예를 들면, HDEHP-Kiesselguhr 컬럼과 질산 용액 또는 HDEHP-Hostaflon 

컬럼과 염산 용액을 이용해서 핵분열생성물로부터 U을 분리하 다. 진한 염산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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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액으로 사용하면 U(IV)와 U(VI) 간의 분리가 가능하다. TBP에는 U(IV)보다 

U(VI)가 더 잘 추출되지만 HDEHP의 경우는 이와 반대이다. HDEHP 컬럼에서 0.5 

M 질산 용리액을 사용하면 Am-Cm과 Cf-Es의 2 그룹으로 군분리가 가능하며, +3 

산화상태의 초플루토늄원소의 상호분리에 대해서도 보고되었다[3].

   추출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면 U을 매우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triamylphosphate와 DAAP(diamylamylposphonate)의 혼합물을 중합체에 흡착시

켜 고정상으로 사용하는 분리 컬럼을 들 수 있다. 질산 용액에서 질산우라늄은 

DAAP와 착물을 형성하여 triamylphosphate에 용해된다. 이 컬럼을 이용해서 Th, 

초우란원소, Pu, Am, Np 등의 금속이온들로부터 U을 분리할 수 있다.  또한, 추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면 초우란원소들로부터 Pu을 효과적이고 간편하게 분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지체에 Aliquat-336(trioctyl & tridecyl methylammonium 

chlorides)을 흡착시켜 만든 컬럼을 Pu 분리에 사용한다. 2 M 질산 용액에서 

Pu(IV) 산화상태로 조절하여 컬럼에 주입하여 흡착시키고, 0.1 M NH4HC2O4 용액

으로 용리한다. Fe이 많이 함유된 환경시료의 경우 분리과정에 Fe
3+
가 방해를 하므

로 ascorbic acid를 사용해서 Fe
3+
를 컬럼에 흡착되지 않는 Fe

2+
로 환원시킨다. 이 

때 Pu(IV)가 Pu(III)로 환원되므로 ascorbic acid를 가한 다음에 NaNO2를 가하면 

Fe
2+
는 그대로 유지되고 Pu(III)는 컬럼에 흡착되는 Pu(IV)로 산화된다[6].

   특히, 지난 10 여년 동안 방사화학분리에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추출크로마토

그래피 수지들이 개발되었다. 그 중에서 TEVA, TRU와 UTEVA 크로마토그래피 

수지가 환경감시 또는 핵물질보장조치 목적의 환경시료 중의 악티늄족원소 분리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Fig. 3.13과 3.14는 각각 질산 용액과 염산 용액에서 TEVA, 

TRU와 UTEVA 수지의 악티늄족원소 흡착도 거동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들 그림

에서 k'는 흡착된 원소를 용출시키는 데 필요한 용리액 부피를 컬럼부피수(number 

of free column volume)로 나타낸 것이다. 

   TEVA 수지는 Amberchrom CG-71과 같은 중합체에 액체이온교환체에 속하는 

4차 아민의 일종인 Aliquat-336을 침윤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 수지의 기본적인 특

성은 AG 1X8과 같은 센 염기성음이온교환수지의 특성과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악

티늄족원소에 대한 흡착도가 크고,  비교적 낮은 산도에서 최대 흡착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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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3. Nitric acid dependencies of k' for selected elements 

                with the TEVA, TRU, and UTEVA extraction

                chromatographic resins(23-25 ℃, 50-100 μm particles).

질산 용액에서 악티늄족원소의 +4 산화상태는 잘 흡착되지만 U(VI)와 Am(III)는 잘 

흡착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악티늄족원소 분석에서 대부분 +4 산화상태 악티

늄족원소를 분리하는 데 이용된다. Fig. 3.14에서 알 수 있듯이 염산 용액에서 

Th(IV)는 흡착되지 않으므로 질산 용액에서 컬럼에 흡착시킨 Pu(IV)와 Np(VI)는 

그대로 두고 Th(IV)를 제거할 때 염산을 세척용액으로 사용한다.

   TRU 수지는 CMPO를 TBP에 녹여서 지지체에 입힌 수지이다. 악티늄족원소의 

+4 산화상태는 특히 2 ∼ 3 M 질산 용액에서 매우 세게 흡착되며, +6 산화상태의 

경우는 +4에 비해서 1/10 정도 낮은 흡착도를 나타낸다. 1 ∼ 5 M 질산 용액에서 

Am(III)에 대한 흡착도는 +4 산화상태의 1/10000 정도임을 알 수 있다. Np(V)는 나

이트레이토 착물을 잘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낮은 흡착도를 보인다. 문제는 

질산 용액에서 TRU의 Fe
3+
에 대한 매우 큰 흡착도이다. Fe은 환경시료에 흔히 다

량 함유되어 있고, 수산화철 침전으로 악티늄족원소를 공침시킬 경우에도 시료 용

액에 유입되므로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Fe
3+
를 흡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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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4. Hydrochloric acid dependencies of k' for selected elements

               with the TEVA, TRU, and UTEVA extraction

               chromatographic resins(23-25 ℃, 50-100 μm particles).

Fe
2+
로 환원시키면 된다. Bi(III)에 대한 큰 흡착도 역시 생물시료 분석에서 중요할 

수도 있다. HCl 용액에서 Bi(III)는 훨씬 낮은 흡착도를 나타내므로 HCl 용액으로 

컬럼을 세척해서 Bi(III)를 제거할 수 있다. Fig. 3.14를 보면 염산 용액에서 Am(III)

에 대한 흡착도가 질산 용액에 비해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염산 용액을 

컬럼에 통과시켜 Am(III)는 물론이고 Pu을 Pu(III) 산화상태로 용리하거나 제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UTEVA 수지는 Amberlite XAD-7과 같은 중합체에에 DPPP(dipentylpentyl 

phosphonate)를 침윤시킨 것이다. Fig. 3.13에서, Am(III)는 흡착되지 않으며, 높은 

질산 농도에서 악티늄족원소의 +4와 +6 산화상태는 질산 농도 증가에 따라 전형적

인 흡착거동을 나타낸다. 희토류원소는 흡착되지 않는다. U(VI)는 상당히 잘 흡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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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4 산화상태 악티늄족원소는 U(VI)와 비슷한 흡착거동을 나타낸다. 

3.4. 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

   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는 방사성핵종 분리에 이용되는 크로마토그래피 방법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선택성이 우수하고 농축 효율과 회수율이 

높으며, 장치와 조작이 간편하고, 응용성이 넓다. 이외에도 방해가 되는 반대이온

(counter ion)들로부터 핵종 분리가 가능하고, 다량 시료에도 적용이 가능한 점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용리액 부피가 크고, 보통은 조작시간이 긴 것이 단

점이다. 

3.4.1. 우라늄의 양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 

   U(VI)는 용액 조건에 따라 양이온 또는 음이온 화학종을 형성하기 때문에 U을 

다른 금속이온들로부터 분리하는 데는 양이온 또는 음이온 교환크로마토그래피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업적인 우라늄공정 조건이나 U이 

음이온 화학종으로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제거되어야 할 다른 금속들이 대부분 양이

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음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가 훨씬 중요하다. 

   염산 매질에서 양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U 분리에서는 U(VI) 산화상태

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U(IV) 산화상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U(VI)는 

매우 묽은 염산에서 AG 50W 형의 양이온교환수지에 세게 흡착되며, 산도가 증가

할수록 U(VI)의 흡착도가 감소하여 산도가 6 M이 되면 거의 흡착되지 않는다. +2 

및 +3 가의 다른 여러 원소들도 U(VI)와 비슷한 흡착특성을 나타내므로 AG 

50W-HCl 시스템을 U 분리에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U(VI)

가 양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지 않거나 약하게 흡착되는 용액 조건을 이용해서도 U

을 분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0 M 염산에서 U(VI)는 AG 50W에 흡착되지 않지

만 Fe
3+
는 세게 흡착되고, 1 ∼ 2 M 염산에서 U(VI)는 약하게 흡착되지만 Th(IV)

는 세게 흡착되므로 이런 용액 조건에서 Fe과 Th으로부터 U을 분리할 수 있다. 한

편, U(VI)는 지방족 알코올(메탄올, 에탄올, n-propanol, isopropanol), 초산, 아세톤, 

메틸 리콜, THF와 같은 유기물을 함유한 묽은 염산 용액에서도 양이온교환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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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게 흡착되므로 이런 시스템을 U 분리에 이용할 수 있다. 

   묽은 질산 매질에서 양이온교환수지의 U(VI) 흡착특성은 묽은 염산이나 황산 매

질에서와 비슷하다. 질산 용액에서도 다른 많은 금속들이 U(VI)와 비슷한 흡착특성

을 나타내므로 이 시스템은 U 분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기물을 함유한 묽은 

질산 용액에서도 U(VI)가 양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므로 이런 혼합용액 시스템을 U 

분리에 이용할 수 있다[12].   

   EDTA, oxalate, acetate 혹은 sulfate와 같은 착화제를 사용함으로써 양이온교환

수지의 U(VI)와 금속이온들에 대한 선택성의 차이를 크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Fe, V, Mo, W, Co와 Pb가 함유된 U(VI)의 약 산성 용액에 EDTA를 가하고 pH 

1.8 ∼ 2.0으로 조절한 다음 이 용액을 양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 통과시키면 EDTA

와 거의 반응하지 않는 U(VI)는 수지에 흡착되고, EDTA의 중성 또는 음이온 착물

을 형성하는 다른 금속들은 수지에 흡착되지 않는다. 그러나, 용액의 산도가 pH 4 

∼ 7이면 U(VI)는 EDTA와 음이온 착물 UO2HY
-
을 형성하므로 흡착되지 않는다. 

그리고, 흡착된 U은 10% 질산이나 10% 황산으로 용리한다. U(VI)를 용리할 때 

Cl
-
, F

-
, NO3

-
, CO3

2-
, SO4

2-
, oxalate 등과 같이 U(VI)와 착물을 형성하는 음이온을 

함유한 용리액을 사용하면 선택성이 좋아진다. 예를 들어, 옥살산은 U(VI)와 음이온 

착물을 형성하므로 옥살산 용액을 U 용리액으로 사용하면 옥살산과 음이온착물을 

형성하지 않는 금속들로부터 U을 분리할 수 있다. 보통 pH 1.5 ∼ 2에서 U(VI)를 

흡착시키고 초산염 용액으로 용리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서 다른 금속이온들로부터 

U(VI)를 분리할 수 있다. U(VI)는 pH 3.8 이상에서는 가수분해되어 침전을 일으키

므로 용리액의 산도에 주의해야 된다. 

3.4.2. 우라늄의 음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

   U과 Pu의 음이온교환 분리에서는 질산 매질과 염산 매질이 둘 다 중요하다. 

Korkisch[12]는 이들 시스템의 다양한 적용 사례들에 대해 기술하 다. 

   염산 용액에서 U(VI)는 염산 농도에 따라 UO2
2+
(0.1 ∼ 0.5 M HCl), UO2Cl

+
(0.5 

∼ 4 M HCl), UO2Cl2(4 ∼ 6 M HCl) 그리고 UO2Cl3
-
(6 ∼ 12 M HCl)로 존재한

다. AG 1 형의 음이온교환수지는 0.5 M 염산에서부터 U(VI)를 흡착하기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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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가 높아질수록 흡착도가 증가한다(Table 3.5). 다리결합도가 8%인 음이온교환

수지 상에는 UO2Cl3
-
로 존재하며, 다리결합도 4%의 경우는 [UO2Cl4・H3O(H2O)3・

UO2Cl4]
3-
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 12 M 염산 용액에서 U(IV)는 음이

온교환수지에 세게 흡착된다(Table 3.6).  염산 용액에서 U(IV)는 염산의 농도에 따

     Table 3.5.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actinides and other metal ions

               on strong base anion exchange resins in pure aqueous

               nitric aci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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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6.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actinides and other metal ions 

               on strong base anion exchange resins in pure aqueous

               hydrochloric acid solutions 

라  U
4+
(0.5 ∼ 2 M HCl), UCl

3+
(2 ∼ 6 M HCl) 그리고 UCl2

2+
(6 ∼ 12 M HCl)로 

존재하지만 음이온교환수지 상에 존재하는 화학종은 UCl6
2-
로 알려져 있다. 7 M 이

상의 염산에서 음이온성 U(III)의 클로로 착물이 형성된다는 분광학적 증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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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U(III)는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지 않는다. 알코올류, 케톤류, 에테

류 등의 다양한 유기물과 염산의 혼합용액에서 음이온교환수지의 U(VI) 흡착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에틸알코올과 염산의 혼합용액에서 음이온교환수지에 흡

착되는 U(VI) 화학종은 UO2Cl3
-
로 알려져 있다. 지방족 알코올의 염산 용액에서는 

알코올 함량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염산 농도가 높아질수록 U(VI)의 흡착도가 증가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3.5와 Table 3.6으로부터 질산 매질보다는 염산 매질

이 U(VI) 분리에 더 적절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염산에서 U 분리 선택성이 썩 

좋지 못하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다른 금속들도 U(VI)처럼 음이온 착물을 형성하여 

U과 함께 흡착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음이온 착물을 형성하는 정도는 염산 농도와 

긴 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U 분리 선택성이 염산 농도에 따라 크게 변하며 Table 

3.6으로부터 12 M 염산에서 U(VI)를 흡착시킬 때 가장 선택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M 염산에서는 Ti, Zr, Hf, Mn, Co 등의 여러 가지 금속들이 U(VI)와 

함께 흡착되는 반면 4 ∼ 6 M 염산에서는 U은 흡착되지만 이들은 거의 흡착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U을 분리할 수 있다. 모든 염산 농도에서 Zn, Cd, Sn, Pb

와 Bi는 U(VI)와 함께 흡착되며 1 M 염산으로 용리하면 U(VI)는 용리되지만 이들

은 용리되지 않기 때문에 U 분리가 가능하다. U에 비해서 Fe
3+
가 과량으로 존재하

여 U의 흡착과 최종 측정에 방해가 되므로 Fe
3+
가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 안 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염산 매질의 주입용액에서 Fe
3+
를 Fe

2+
로 환원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Table 3.6에서 알 수 있듯이 Fe
2+
는 7 M 이하의 염산에

서 흡착되지 않는다. 사용되는 환원제는 Fe
3+
만 환원시키고 U(VI)에는 작용하지 안

해야 된다. U(IV)는 8 M 이상의 염산에서만 세게 흡착되므로 U(VI)가 U(IV)로 환

원되지 않아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환원제로는 ascorbic acid, HI, NH4I와 

SO2가 있다. HI를 사용하면 생성된 요오드가 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어 자주색을 띠

지만 분리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SO2을 사용할 경우 Fe이 흡착되지 않게 하려면 

염산 용액을 SO2로 포화시켜야 된다. Ascorbic acid는 순수 염산의 수용액뿐 아니

라 HCl-에탄올 또는 HCl-메탄올 용액에도 사용할 수 있다. Ascorbic acid-HCl 시

스템의 단점은 Fe을 완전히 환원된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비교적 낮은 염산 

농도에서 U을 흡착시켜야 된다는 점이다. 순수 염산 수용액일 경우는 염산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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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 M일 때 그리고 메탄올이나 에탄올의 수용액에서의 염산 농도가 0.8 ∼ 1.2 

M일 때 대부분의 Fe이 환원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이들 조건에서 U(VI)

의 분배계수는 염산 농도가 높을 때보다 낮으며, 그래서 이들 시스템은 마이크로그

램 또는 수 리그램 정도의 소량 U을 분리하는 데 적합하다. Pu이 공존하면 

ascorbic acid에 의해서 Pu(III)로 환원되므로 Pu(IV) 산화상태를 원할 경우는 

ascorbic acid를 가한 다음 NaNO2를 가해 주면 Pu(IV)로 조절되고 U과 Fe은 

U(VI)와 Fe
2+
 산화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런데, 특정한 유기용매-HCl 혼합용액

을 사용하면 U(VI)는 음이온교환수지에 세게 흡착되지만 Fe
3+
는 전혀 흡착되지 않

기 때문에 환원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50% THF-40% 

methyl glycol-10% 6 M HCl, 60% THF-10% hexone-10% 12 M HCl, 30% 

TBP-60% methyl glycol-10% 12 M HCl, 75% acetone-25% 12 M HCl, 50% 

hexone-40% isopropanol-10% 12 M HCl 등이 알려져 있다. 자연수 시료에서 Fe으

로부터 U을 분리할 때 8 M 염산 농도에서 U과 Fe을 함께 Dowex 1에 흡착시킨 

다음 먼저 6 M HCl-1 M HClO4로 U을 용리하고 다음으로 Fe을 0.5 M HCl로 용

리하는 방법도 있다.

   염산 용액에서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된 U(VI)를 용리할 때 사용하는 용리액으

로는 증류수, pH 2의 염산, 0.1 ∼ 1.2 M HCl, 6 M HCl-1(or 2) M HClO4, 0.5 M 

HCl-1 M HF, 1:10 HClO4, 0.1 ∼ 7 M HNO3 등 다양하다. 7 M HNO3을 사용하면 

염산 용액에서 U(VI)와 함께 흡착된 Fe
3+
가 U(VI)보다 먼저 용리되므로 U과 Fe의 

분리가 가능하다. 한편, U 분리에 U(IV) 산화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

다[12].

    질산 용액에서 U(VI)는 AG 1 형의 센 염기성음이온교환수지에 약하게 흡착되

며 6 ∼ 8 M 질산 농도에서 최대 흡착을 나타낸다. 흡착되는 화학종은 주로 

UO2(NO3)4
2-
 착물이며, UO2(NO3)3

-
 착물로도 소량 흡착된다. 이러한 U(VI)의 약한 

흡착특성이 2 가지 방향으로 이용된다. 즉, Th, Pu이나 Np 같이 세게 흡착되는 금

속으로부터 U의 분리가 하나이고, Al, Fe 등의 흡착되지 않는 여러 가지 금속들로

부터 U의 분리가 다른 하나이다. 전자의 예는 사용후핵연료의 7 ∼ 8 M 질산 용액

에서 Pu(IV)를 흡착시키고 U(VI)는 흡착되지 않고 빠져나가게 하는 경우이다.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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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는 암석시료나 생물시료에서 U을 분리할 때 8 M 질산 농도에서 U(VI)를 흡

착시키는 대신 방해 물질들이 흡착되지 않고 빠져나가게 하는 경우이다.

   가장 많이 알려진 악티늄족원소 분리방법 중의 하나는, 7.5 M 정도의 질산 매질

에서 Th(IV), Pu(IV)와 Np(IV)는 AG 1 형의 음이온교환수지에 세게 흡착되고 

U(VI)는 약하게 흡착되므로 7.5 M 질산 용액으로 U(VI)를 먼저 세척 제거하는 방

법이다. ‘Resin bead technique’는 8 M 질산에서 U(VI)와 Pu(IV)를 음이온교환수지

에 함께 흡착시켜 TIMS를 이용해서 이들을 정량하는 예에 해당된다. 물론, 진한 

염산 용액에서 Pu을 흡착시키는 ‘Resin bead technique’도 보고되었다[13]. 한편, 질

산 매질에서 U(IV) 산화상태를 U 분리에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묽은 질산 용액에 다량의 무기 질산염이 들어 있으면 U(VI)가 UO2(NO3)4
2-
와 

UO2(NO3)3
-
 착물 형태로 음이온교환수지에 세게 흡착되며, 흡착 정도는 질산염의 

종류와 농도 그리고 질산 농도의 함수이다. 질산염 농도가 일정할 때 U(VI)의 흡착

도는 질산염 중의 양이온의 전하와 수화이온 반경이 클수록 증가한다. 즉, U(VI)의 

흡착도는 NH4
+
 < Li

+ 
< Ca

2+
 < Al

3+
의 순으로 증가한다. 질산 농도가 0.1 M로 일

정할 때 NH4NO3 농도가 4, 6, 8, 10 M로 증가하면 U(VI)의 분배계수는 각각 20, 

80, 100, 1000으로 증가한다. 1.6 M Al(NO3)3-0.3 M HNO3에서 U(VI)의 분배계수는 

10
3
보다 크며 질산알루미늄 농도가 증가하면 분배계수는 더욱 증가한다. 그렇지만, 

NH4NO3 농도가 일정할 때 질산 농도가 증가하면 U(VI)의 분배계수는 감소한다. 그

래서 8 M NH4NO3에서 질산 농도가 1 M일 때 U(VI)의 분배계수는 50에 불과하다. 

그런데 질산 용액에서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지 않는 대부분의 금속 이온들은 다

량의 무기 질산염이 함유된 질산 용액에서도 흡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질산 용액 

시스템에 비해서 질산염-질산 용액 시스템의 분리 선택성이 우수하고, 따라서 다른 

금속들로부터 U을 깨끗하게 분리하고자 할 때는 후자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인산염암석, 석탄재, 광석 등에서 U을 분리할 때 Al, Mg, Ni 또는 질산암모늄

의 질산 용액이 이용된다. 질산염-질산 용액 시스템에서 흡착된 U을 용리할 때는 

0.1 M HCl, 1 M HCl, 0.1 M HNO3 등이 이용된다. 지방족 알코올과 같은 수용성 

유기용매와 묽은 질산의 혼합용액에서 센 염기성음이온교환수지의 U(VI) 흡착도는 

무기 질산염이 첨가되면 증가하며, 그 정도는 유기용매의 종류와 농도 그리고 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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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도와 관계된다.

   지방족 알코올-묽은 질산의 혼합용액에서 음이온교환수지의 U(VI) 흡착도는 알

코올의 사슬길이가 길수록 증가한다. 예를 들면 95% aliphatic alcohol-5% 5 M 

HNO3 혼합용액에서 U(VI) 분배계수는 메탄올, 에탄올, n-propanol 및 n-butanol에 

대해서 각각 30, 70, 200, 50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빗물시료나 해초시료 중

의 U 분석에 90 ∼ 95% 메탄올을 함유한 묽은 질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런데, diethyl ether, dioxane, acetone과 같은 에테르류나 케톤류의 묽은 질산 용액

에서는 U(VI) 흡착도가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는 U을 음이온교환수지

에 흡착시키는 대신 다른 방해금속들을 흡착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초산과 질산

의 혼합용액에서 U(VI)와 Th(IV)의 흡착도는 초산의 농도 증가에 비례해서 증가한

다. 90% acetic acid-10% 5 M HNO3 혼합용액에서 U(VI)와 Th(IV)의 분배계수는 

각각 10
2
과 10

5
 수준이다. 한편, 혼합용매 시스템에서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된 U을 

용리시킬 때는 0.1 ∼ 1 M HNO3, 80% methanol-20% 5 M HNO3, 80% 

methanol-20% 10 M HNO3, 60% acetic acid-40% 14 M HNO3, 0.1 M HCl 등을 

사용한다[12].  

3.4.3. 플루토늄의 양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

   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는 Pu의 방사화학분리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Pu의 분리 

정제에 양이온교화수지와 음이온교환수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양이온교환수지

는 농도가 낮으면서 부피가 큰 용액으로부터 Pu을 농축시킬 때 좋으며, 음이온교환

수지는 화학공정 용액처럼 산도가 높고 염들이 많이 녹아있는 용액으로부터 Pu을 

흡착시키는 데 유용하다.

   양이온 상태의 Pu이면 산화수와 관계없이 착화제가 들어있지 않은 묽은 무기산 

용액에서 양이온교환수지에 잘 흡착된다. 묽은 염산 또는 묽은 질산 용액에서 산화

상태에 따른 양이온교환수지의 Pu 흡착도는 Pu(IV)> Pu(III) > Pu(VI) 순이다. 양

이온교환수지의 Pu 흡착도는 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데 이것은 경쟁 양

이온인 H
+
 농도의 증가 향 뿐 아니라 진한 산에서 Pu이 무기산의 음이온들과 착

물을 형성함으로써 Pu의 이온 전하가 줄어들거나 Pu의 음이온 착물이 형성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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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따라서 Pu을 양이온교환수지에 흡착시킬 때는 묽은 산을 사용하고 탈착시

킬 때는 진한 산을 사용한다. 또한, Pu은 여러 가지 착화제들과 중성 또는 음이온 

착물을 형성하므로 착화제 함유 용액을 용리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

이온교환수지의 Pu 흡착 특성에도 불구하고 묽은 산에서 여러 가지 양이온들이 Pu

과 함께 흡착되기 때문에 Pu을 분리할 때 양이온교환수지보다는 음이온교환수지를 

더 많이 사용한다. 사실, 묽은 용액으로부터 Pu을 농축하거나 유기물 또는 산화・환
원제 같은 비흡착성 불순물로부터 Pu을 분리하는 정도가 양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

피의 가장 일반적인 용도이다[14].  

   AG 50W와 같은 센 산성양이온교환수지(strongly acidic cation exchange resin)

의 Pu(VI) 흡착특성은 U(VI)와 Np(VI)의 경우와 비슷하다. 9 M 염산에서 Pu(VI)

는 Dowex 50X4에 거의 흡착되지 않으며(Kd  < 1), 다른 산화상태의 Pu도 높은 농

도의 염산에서 마찬가지로 거의 흡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묽은 염산 용액에서는 

Pu은 양이온교환수지에 세게 흡착된다. 그리고, 흡착된 Pu은 3 ∼ 12 M 염산으로 

용리된다. 이 정도의 염산 용액에서는 Pu이 음전하를 띤 클로로착물을 형성하기 때

문에 양이온교환수지로부터 쉽게 탈착된다. Pu은 0.2 M HCl-0.05 M oxalic acid로

도 용리된다. 3 ∼ 12 M 질산 용액에서 Pu(IV)는 양이온교환수지에 거의 흡착되지 

않는다. 이 조건에서 Pu(IV)는 음이온성 나이토레이토 착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흡

착되지 않는 것이다. Pu(III)는 0.2 M 또는 0.3 M 질산 용액에서 세게 흡착되며, 7 

M 질산에 의해 탈착된다[12]. 

3.4.4. 플루토늄의 음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

   Pu 분리에 가장 자주 이용되는 방법들 중의 하나가 음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

이다. Pu(IV), Pu(V)와 Pu(VI)는 6 M 이상의 염산 용액에서 AG 1과 같은 센 염기

성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며 2 M 염산으로 용리된다. Pu(III)는 염산 용액에서 흡

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6 M 이상의 염산 용액에서 Pu(IV)와 Pu(VI) 산화상태로 흡

착시키고 이들을 Pu(III)로 환원시켜서 용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악티늄족원소 또는 

금속들로부터 Pu을 분리한다. Pu(IV)는 7 ∼ 8 M 질산 용액에서 Pu(NO3)6
2-
 착물

로 흡착된다. 이 조건에서 대부분의 금속들이 흡착되지 않으며 U(VI)는 약하게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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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되므로 7 ∼ 8 M 질산으로 분리관을 씻어 제거한 다음 Pu을 묽은 질산으로 용리

하며, 환원제가 첨가된 용리액을 사용하면 Pu(III)로 전환되어 더욱 신속하고 손실 

없이 Pu이 용리된다. 음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Pu의 분리에 대해서는 본 

저자들이 다른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하 다[15].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무기산 용액에서 Pu이 무기산의 음이온과 착물을 형

성하는 성질은 Pu의 산화상태와 깊은 관계가 있다. Pu은 산화상태에 따라 착물 형

성 특성이 다르고, 이 때문에 음이온교환수지의 Pu 흡착 특성이 다르다. 따라서 Pu

의 산화상태를 조절하여 Pu에 대한 음이온교환수지의 흡착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다

른 원소들과는 물론이고 다른 악티늄족원소로부터도 Pu을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진한 염산 용액에서 U, Np과 Pu은 염화이온과 음이온 착물을 형

성하는 데 반해 대부분의 금속 양이온들은 염화이온과 음이온 착물을 잘 안 형성하

므로 이들 악티늄족원소만을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시켜 다른 금속이온들로부터 이

들 악티늄족원소를 그룹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흡착된 이들 악티늄족원소의 

음이온 착물의 흡착도 차이를 이용하거나 악티늄족원소의 산화상태를 조절하여 순

차적으로 용리함으로써 이들 악티늄족원소의 상호분리도 가능하다. 

3.4.4.1. 염산-음이온교환수지 시스템

   Table 3.6으로부터 +3 산화상태의 악티늄족원소는 염산 용액에서 음이온교환수

지에 흡착되지 않거나 약하게 흡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4 산화상태의 

악티늄족윈소는 잘 흡착되며 흡착도는 U(IV) < Np(IV) < Pu(IV) 순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Th(IV)와 Pa(IV)는 흡착되지 않는다. 특히 6 M 이상의 염산 용액에

서는 +6과 +5 산화상태의 악티늄족원소들이 매우 잘 흡착되며, 진한 염산 용액에서 

Np(IV)와 Pu(IV)도 매우 잘 흡착되므로 다양한 형태의 시료로부터 악티늄족원소를 

분리할 때 염산-음이온교환수지 시스템이 자주 사용된다. 

   8 ∼ 12 M 염산 용액에서 센 염기성음이온교환수지에 세게 흡착되는 Pu(IV)는 

용액상과 음이온교환수지상에 주로 PuCl6
2-
로 존재한다. 비교적 낮은 염산 농도에서

는 PuCl3
+
(6 ∼ 9 M HCl), PuCl2

2+
(4 ∼ 6 M HCl), PuCl

3+
(2 ∼ 4 M HCl) 그리고 

Pu
4+
(0.5 ∼ 2 M HCl)가 우세한 화학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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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6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Zn(II), Cd(II), Sn(II), Sn(IV)와 Bi(III)는 모든 

염산 농도에서도 잘 흡착되며, 알칼리금속, 알칼리토금속, Al과 Ni은 염산 용액에서 

흡착되지 않는다.

   +4와 +6 산화상태의 U, Np과 Pu 이온들은 6 M 이상의 염산 용액에서 음이온교

환수지에 세게 흡착되므로 보통 9 M 염산에서 이들 원소들을 흡착시키고, Pu을 먼

저 9 M HCl-0.05 M NH4I로 용리한 다음 Np을 4 M HCl-0.1 M HF로, 마지막으

로 U을 0.5 M HCl-1 M HF로 용리한다[16]. 한편, 음이온교환수지로 희토류 원소, 

Pu과 U을 분리할 경우는 각각 12 M HCl, 12 M HCl-0.1 M HI, 0.1 M HCl로 용

리한다. 여기서 I
-
 이온이 Pu과 Np을 각각 Pu(III)와 Np(IV)로 환원시키기 때문에 

Np은 U과 함께 용리된다[17]. 

   8 ∼ 12 M HCl의 시료 용액에 진한 질산, HClO4-HNO3, NaNO2, H2O2 같은 산

화제를 가하면 Pu 산화상태가 Pu(IV)로 조절된다[12]. Pu은 과산화수소에 의해서 6 

M 이하의 염산 용액에서 Pu(III)로 그리고 7.2 M 염산 용액에서는 Pu(IV)로 조절

된다[18]. 예를 들면, 9 M 염산 농도의 10 mL의 시료에 대해 30% H2O2 한 방울을 

가하고 시계접시로 덮고서 80∼90 ℃로 1 시간 가열하면 Pu이 Pu(IV) 산화상태로 

조절되고 과량의 과산화수소는 분해되어 제거되므로 Pu이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

된다. 환경시료나 지질시료에는 흔히 Fe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Fe
3+
는 염화이온

과 음이온착물을 형성하여 음이온교환수지에 세게 흡착된다. 따라서 7.2 M 질산 용

액으로 Fe을 씻어 제거한 다음 50 mL의 1.2 M HCl과 1 mL의 30% H2O2의 혼합 

용리액으로 Pu을 Pu(III)로 환원시켜 용리한다.  

   Pu이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지 않게 하거나 흡착된 Pu을 빨리 용리하고자 할 

때는 염산 매질의 시료 용액이나 용리액에 NH4I(e.g., 0.05 M NH4I-8 M HCl), 

HI(e.g., 0.1 M HI-12 M HCl), H2O2(e.g., 0.6% H2O2-1.2 M HCl), SO2, NH2OH・
HCl 같은 환원제를 가해서 Pu을 Pu(III)로 환원시킨다. 흡착된 Np(IV, V, VI)는 

SO2 또는 I
-
에 의해서는 Np(III)로 환원이 안 되므로 이들 환원제를 Pu과 Np을 분

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NH4I를 사용할 때 염산 농도가 10 M이 넘으면 흡착된 

U(VI)가 U(IV)로 환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12]. Pu의 용리속도와 회수율

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 0.36 M HCl-0.01 M HF, 4 M HCl-0.2 M HF, 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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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l-0.2 M HF를 용리액으로 사용한다. 특히 6 M HCl-0.2 M HF 용리액을 사용하

면 흡착되어 있는 Fe
3+
는 용리되지 않는다. 물론,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된 Pu은 

0.1∼0.5 M HCl이나 4 M HCl과 같은 낮은 농도의 순수 염산 용액에 의해서도 용

리되지만 낮은 염산 농도에서는 Np(IV) 또는 U(VI)도 함께 용리된다. 그리고, 

Pu(VI)도 6∼12 M HCl 용액에서 음이온교환수지에 세게 흡착되므로 시료 용액에 

Pu(IV)와 Pu(VI)가 공존하면 이들이 함께 흡착된다. 이 조건에서 Fe
3+
도 흡착되지

만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7.2 M HNO3로 Fe을 세척 제거할 수 있다[12].

3.4.4.2. 질산-음이온교환수지 시스템

   먼저 질산 용액을 살펴보면, Table 3.5에서 상대적으로 안정한 +4 산화상태의 악

티늄족원소만이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특히 

Th(IV)나 Pu(IV)의 분리에 적합하며, Np(IV)의 분리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

다. +4 산화상태의 악티늄족원소는 진한 질산용액에서 Pu(NO3)6
2-
, Np(NO3)6

2-
, 

U(NO3)6
2- 
또는 Th(NO3)6

2-
와 같은 음전하를 띤 나이트레이토 착물을 형성하여 음

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된다. 이들은 순수한 질산 용액에서보다 질산칼슘과 같이 질산

이온 리간드를 제공하는 질산염 용액에서 음이온교환수지에 더 잘 흡착된다. 8 M 

정도의 질산 농도일 때 악티늄족원소들의 나이트레이토 착물이 가장 잘 흡착되며, 

질산 농도가 이보다 더 높아질수록 흡착도가 감소된다. 이러한 이유는 아주 높은 

질산 농도에서 악티늄족원소 M(IV)가 HM(NO3)6
- 
또는 H2M(NO3)6를 형성하기 때

문이다. 질산 용액에서 Pu(NO3)6
2- 
및 Np(NO3)6

2-
의 형성 정도는 질산 농도에 비례

한다. 8 M 질산 용액에서는 50% 정도의 Pu이 Pu(NO3)6
2- 
착물로 존재하며, Np의 

경우는 26% 정도가 Np(NO3)6
2-
 착물로 존재한다[19]. 음이온교환수지에 이런 용액

이 주입되어 이들 헥싸나이트레이토 착물이 흡착되기 시작하면 화학평형 이론에 따

라 용액 중에 다른 화학종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Pu이나 Np으로부터 헥싸나이트레

이토 착물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Pu과 Np이 음

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된다.

   Pa(V), Np(V), U(VI), Np(VI) 및 Pu(VI)도 약하게 흡착되지만 질산 용액에서 

이들의 분석화학적 이용성은 그리 크지 않다. 질산 용액에서 +3 산화상태의 악티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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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원소는 음이온교환수지에 거의 흡착되지 않으며, 이러한 특성이 이들의 분리에 

많이 이용된다. 

   질산 매질의 장점 중의 하나는 질산 농도를 어떻게 조절해도 전혀 흡착되지 않

는 원소들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Al, Fe
2+
, Fe

3+
, 알칼리금속, 알칼리토금속, 란

탄족원소, 그리고, Be, Cd, Co, Ni, Cr(III), Ga, Zn, Ti, V(V), Rh(III), Sn(IV), 

Nb(V), Tl(I)이 흡착되지 않는 원소군에 속한다.

   7 ∼ 8 M 질산 매질에서 Pu(IV)를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시키는 방법은 원자력

산업 공정시료는 물론이고 토양, 암석, 퇴적물, 자연수, 소변, 채소류 등과 같은 지

질, 환경시료 및 생체시료 중의 Pu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지질시료의 경

우 Th(IV)가 Pu(IV)와 함께 흡착되지만 분리관을 7 ∼ 12 M HCl로 세척하면 염화

이온과 음이온착물을 잘 형성하는 Pu(IV)와 U(VI)는 분리관에 남아있지만 염화이

온과 음이온착물을 잘 형성하지 않는 Th(IV)는 탈착 제거된다. 이 때 PO4
3-
 같은 

음이온도 함께 세척 제거된다[12].

   질산염 농도가 큰 질산 용액에서 센 염기성음이온교환수지의 Pu(IV) 흡착특성은 

U이나 Th의 경우와 비슷하다. 예를 들어 Pu(IV)의 분배계수는 7 M 질산 용액에서

는 10
3
 이상이지만 7 M HNO3-1.5 M Al(NO3)3 용액에서는 1.5 x 10

4
이며, 지표수 

중의 Pu 정량에서 Al(NO3)3를 포화시킨 8 M 질산 농도에서 Pu(IV)를 흡착시키는 

방법이 사용된다[12].

   유기용매를 함유한 질산용액에서 AG 1 형 음이온교환수지의 Pu(IV) 흡착도는 

methanol < ethanol < acetone 순서로 증가하며, 알코올 또는 아세톤 농도가 증가

할수록 증가한다. 60% ethanol-40% 8 M HNO3, 90% methanol-10% 1.5 M HNO3

등의 시스템이 혈중 Pu 분리에 이용되고 있다[12].

   Pu을 음이온교환수지에 잘 흡착되는 Pu(IV)로 조절하기 위해서 NaNO2를 널리 

이용하고 있다. 3 M 이상의 질산 용액에서 Pu은 NaNO2에 의해서 Pu(IV) 산화상태

로 조절된다[12]. 사실, Pu 분석이 필요한 용액시료에서 100% 완전하게 Pu(IV) 산

화상태로 조절하려면 먼저 Pu을 Pu(III)로 환원시킨 다음 Pu(IV)로 산화시키는 방

법을 쓰는 것이 좋다. 즉 hydroxylamine hydrochloride, hydrazine 또는 ferrous 

sulfamate로 먼저 Pu(III)로 조절한 다음 NaNO2를 가하고 가열하면 Pu(IV)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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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본 저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1 M 이하의 질산 용액에서 환원제를 이용해서 모

든 Pu을 Pu(III)로 조절한 다음 8 M 정도로 질산 농도를 높여 주기만 하면 곧 바로 

Pu(IV)로 조절된다. 비슷한 예를 보면, Chitnis 등[20]은 시료 용액을 2 mL 부피의 

2 M HNO3 용액으로 조절한 후 5 방울의 3 M NaNO2를 가하고 10 분 동안 IR-램

프로 가열하고, 용액을 식힌 다음 진한 질산을 가해서 질산 농도를 8 M로 높임으

로써 Pu(IV) 산화상태로 조절하여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다. PNL(Pacific Northwest Lab.)에서는 Pu을 함유한 침전을 5 mL의 9 M 질산에 

녹인 다음 마이크로 스패튤러를 이용해서 대략 10 ± 5 μg의 NaNO2를 가하고 하루 

밤 방치시킴으로써 Pu을 Pu(IV) 산화상태로 조절한다[21]. 또는 시료를 증발 건조

시킨 다음 잔유물을 2 mL의 1.5 M HNO3로 녹이고, 여기에 1 mL의 0.1 M 

FeSO4(7.5 g FeSO4‧7H2O + 1.5 mL c-H2SO4 + 250 mL 증류수)를 가해서 Pu(III)

로 조절한 다음 3 mL의 15 M HNO3을 가해서 Pu(III)를 Pu(IV)로 산화시키고, 20 

∼ 25 mL의 8 M HNO3이 되도록 희석하여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22].

   7∼8 M 질산 용액에서 Pu(NO3)6
2-
 착물은 음이온교환수지에 매우 세게 흡착되

기 때문에 흡착된 Pu(IV)를 탈착 용리하기 매우 어려우며, 3 가지 Pu(IV) 용리 방

법이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묽은 질산을 용리액으로 사용함으로써 Pu(NO3)6
2-
 착물

이 분해되는 방향으로 평형을 이동시키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Pu 환원제를 사용

함으로써 Pu(IV)를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지 않는 Pu(III)로 환원시켜서 용리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에서는 Pu(NO3)6
2-
 착물보다 더 안정한 착물을 형성하는 착

화제를 함유한 용리액을 사용한다. 

   묽은 질산을 용리액으로 사용하면 불순물은 첨가되지 않지만 Pu(IV)의 탈착이 

매우 느리다. 예를 들면 0.35 M HNO3 용리액으로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된 Pu(IV)

를 90% 탈착시키려면 충전부피(bed volume)의 4 ∼ 72 배의 용리액이 필요하다

[23]. 착화제나 환원제를 포함하지 않은 Pu(IV) 용리액으로는 0.2 ∼ 2 M HCl, 0.05 

∼ 1 M HNO3와 0.5 ∼ 4 M H2SO4가 있다. 0.35 M보다 더 묽은 질산을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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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착속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산도가 너무 낮으면 Pu이 가수분해되어 난용성의 Pu 

중합체가 이온교환수지 상에 생길 우려가 있다.   

   한편, 환원성 용리액이나 착화제 용리액을 사용하려면 이들이 초래하는 단점을 

감수해야 된다. 즉, 용리액에 가해 준 환원제나 착화제가 Pu 분석단계에서 방해물로 

작용하여 분석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Pu의 최종 측정에 앞서 쉽게 파괴시킬 

수 있는 환원제를 사용하거나 단순한 착화제를 함유한 낮은 농도의 무기산 용액이 

Pu 용리액으로 적절하다. 환원제로 ferrous sulfamate를 사용하면 Pu 용출액에 Fe

이 불순물로 들어가며, ascorbic acid를 사용하는 경우 환원제의 침전물이 생길 수 

있고, hydroxyamine은 이온교환수지 분리관 내에서 개스를 발생시켜 수지상이 균

열됨으로써 용리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 U(IV)-hydrazine을 사용하면 탈착 속도

가 느리고 hydrazine과 질산이 반응해서 개스가 발생될 수 있다. 0.1 M 정도의 HI 

또는 NH4I를 함유한 염산 용액을 Pu 용리액으로 사용하는 경우 염산 농도는 1∼12 

M이 가능하다. 그런데, Np이나 U이 함께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어 있는 경우에 

낮은 농도의 염산을 사용하면 이들도 Pu과 함께 용리된다. NO3
-
는 I

-
를 I2로 산화시

키며 I2는 음이온교환수지에 세게 흡착되므로 Pu 용리에 앞서 진한 염산을 통과시

켜 NO3
-
를 제거해야 된다. NH2OH・HCl이 함유된 염산 용액이나 ferrous 

sulfamate를 함유한 묽은 질산 용액도 Pu 용리액으로 사용한다. 

   묽은 질산이나 묽은 염산 용액일지라도 F
- 이온이 존재하면 Pu(IV)가 가수분해

되지 않는다. Pu(IV)는 Np(IV)와 마찬가지로 PuF6
2-
를 형성하며, 이 착물은 

Pu(NO3)6
2- 
착물에 비해 음이온교환수지에 의한 흡착력이 낮다. 따라서 0.3 M 

HCl-0.01 M HF 또는 0.1 M HNO3-0.01 M HF를 Pu 용리액으로 사용할 수 있으

며 염산, 질산 및 불산의 농도를 약간씩 변화시켜도 된다[12]. 

   특히, Pu을 분석화학적 목적으로 분리할 경우는 100% 회수율을 목표로 하는 것

이 보통이다. Pu 용리액으로 소량의 hydroxylamine 또는 ascorbic acid  같은 환원

제가 첨가된 묽은 질산 이외에도 묽은 질산에 Ce(IV) 같은 산화제를 첨가한 용액을 

사용할 수도 있다. TiCl3 환원제를 사용할 때는 먼저 8 M 염산으로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 묻어있는 질산을 완전히 씻어낸 다음에 TiCl3의 묽은 염산 용액으로 Pu을 

용리해야 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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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극미량 우라늄과 플루토늄 분리 정제

4.1. 환경감시 시료 중 우라늄과 플루토늄 분리 정제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에 시행된 대기권 핵실험에서 생성된 방사성핵종

들 중에서 
239,240

Pu과 
137
Cs 같이 반감기가 긴 핵종들만이 현재 존재한다. 토양은 화

학적으로 복잡한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유기물과 무기

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이나 퇴적물 중의 U과 Pu 동위원소 측정은 일반적

으로 복잡하다. 낙진에 의해 지상에 축적된 핵종들은 토양 속의 점토광물에 흡착되

거나 수산화물 또는 유화물 형태로 침전 및 이온교환되거나 유기화합물과 착물을 

형성한다. 토양시료에서 U과 Pu 동위원소를 측정할 때는 여러 가지 전이원소와 란

탄족원소로부터 극미량 U과 Pu을 분리하는 문제가 따른다. 토양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Si, Al, Fe과 Ca은 U보다 10
6
 ∼ 10

10
 배 많이 들어있다. 일반적인 환경시료에 

U이 Pu보다 10
7
 배 이상 많이 들어 있음을 고려할 때 매트릭스 원소들로부터 Pu을 

분리하는 일이 매우 어려우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4.1.1. 환경시료의 분해

   환경시료 중의 U을 용액화하는 데는 비교적 어려움이 적지만 내화성 Pu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Pu의 경우는 용액화가 쉽지 않다. 토양시료 중의 Pu을 용액화하는 

데는 산침출법이나 용융법이 이용되고 있다. 산침출법은 다량의 시료를 짧은 시간

에 분해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토양시료의 산침출에서 시료 중 Pu과 추적자로 가

해준 Pu 간의 완전한 동위원소교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이것은 

시료 중 Pu이 100% 침출되지 않고 일부가 불용성 잔유물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토

양시료 중 Pu의 수용액화에 향을 미치는 인자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

장 중요한 인자는 시료의 회화 온도이다. Pu 산화물을 소결시키거나 원자로에서 중

성자로 조사시키는 경우 또는 분석실험실에서 높은 온도로 시료의 유기물을 회화시

켜 제거할 경우 Pu이 내화성이 큰 Pu 산화물로 변하기 때문에 산에 잘 용해되지 

않게 된다. 토양시료에서 Pu을 분석하는 많은 실험실에서 이점을 간과하고 염산이

나 질산 또는 이들의 혼산으로 불용성 매트릭스로부터 Pu의 선택적 침출을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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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경우 Pu 침출이 완전하지 못 해서 함량이 낮은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된

다. 많은 경우 재현성 있는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의 오차가 있는 측정결

과임을 침출 후 불용성 잔유물에 Pu이 잔존하는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알게 되었다. 

   Sill은 700 ℃와 1000 ℃에서 회화시킨 토양시료를 HCl-HNO3 혼산으로 침출할 

때 첨가한 
236
Pu 추적자는 거의 모두 용액에 용해되어 있는 반면 시료 중 Pu은 회

화온도에 따라 각각 20%와 93%가 불용성 잔유물에 남아있었다고 보고하 다[1]. 

토양시료를 불산으로 침출하여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대부분의 경우 동위

원소교환이 완전하지 못 하 으며, Pu의 1/3 정도가 불용성 잔유물에 남아 있었다. 

이 잔유물을 불용성 불화물일 것으로 추정하 으며, 과염소산이나 질산으로 완전히 

분해시킬 수 없었다. 토양시료를 HClO4-HF 혼산으로 백연처리하여 분해시키는 경

우 HClO4에 의해 Pu이 Pu(VI)로 산화됨으로써 휘발성이 큰 PuF6로 전환되어 손실

될 우려가 있다. Butler 등은 5 g의 토양 시료를 550 ℃로 회화시키고, HF 백연처

리와 염산처리를 거쳐서 불용성 자유물을 KF 용융시켰으며, 이러한 처리의 전체 

과정에서 Pu의 회수율을 75 ± 6%로 보고한 바있다[1]. Adams 등은 토양시료를 

300 ℃로 회화시켰을 때는 8 M 질산으로 Pu이 완전히 침출되었지만 900 ℃로 회화

시켰을 때는 Pu 회수율이 41%에 불과하 음을 보고하 다[1]. Wong[2]은 해저 퇴

적물을 HCl-HNO3-H2O2로 침출하여 30 ∼ 90% 회수율을 보고하 다. 그렇지만 시

료를 고온으로 회화시키지 않으면 사정이 달라진다. Pillai는 해저 퇴적물을 8 M 질

산으로 3 회 침출하여 거의 정량적으로 Pu을 회수하 으며 HCl-HNO3 혼산으로 침

출하는 경우도 단지 몇 퍼센트의 Pu만이 불용성 잔유물에 남아있었음을 보고하

다[1]. Gillette 등은 토양 시료를 뜨거운 진한 질산으로 침출할 때 Pu 회수율이 

93% 다고 보고하 다[1]. Sill과 Hindman이 수행한 토양시료의 열처리와 화학처리

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HCl-HNO3 혼산과 불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Pu의 회수

율은 회화 온도가 증가할수록 크게 감소하 다. 높은 회화 온도에서 생성되는 PuO2 

처럼 어떤 Pu 형태는 산침출만으로는 정량적으로 용해시킬 수 없으므로 fluoride- 

pyrosulfate 용융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 다[1]. Table 4.1에서 온도를 달리하여 

회화시킨 토양시료에 적용한 여러 가지 산침출 방법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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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1. Dissolution of plutonium from a standard soil

  Ashing temp.(℃)        Chemical attack   Time (h)   % Pu in soln.

       110  HCl-HNO3     2.5       94

       700  HCl-HNO3     2.5       57

      1000  HCl-HNO3     2.5       17

      1000  95% HNO3, 5% HF     2.0       59

      1000  HF (fuming)     1.0       54

      1000  HF-8 M HNO3 (95+5 or 50+50)    16.0       63

   시료의 열처리 이력과 화학적인 조성을 모르는 토양시료의 경우 Pu을 완전히 

용해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Sill이 제시한 fluoride-pyrosulfate 용융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료 분해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용융법이기 때문에 

시료를 많이 처리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백금 도가니에서 행하는 KF 용융

법은 여러 형태의 실리카 물질들을 완전 용해시키는 데에 간편하면서 효과적이고 

신뢰성이 큰 유용한 방법이다. KF 용융 후 HF와 SiF4를 빠르고 완전하게 날려 보

내려면 KF 용융이 수행된 바로 그 도가니에서 KF 용융케이크를 다시 pyrosulfate 

용융시키는 방법을 쓴다. Pyrosulfate 용융케이크는 그 속에 들어있을 수 있는 

BaSO4(악티나이드를 공침시킴) 성분을 제외하고는 묽은 염산에 잘 녹는다[3].

   식물회분, 분진필터 등의 시료를 분해시키는 데 HF-HNO3-HClO4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PuF6 생성이 염려된다. 식물 혹은 

동물의 물질대사에 의해 변화된 Pu은 복잡하므로 유기물을 파괴시켜야 된다. 

Reynolds와 Scott[4]은 유기물을 파괴하기 위해서 Fe
2+
를 촉매로 사용하는 H2O2 습

식회화법을 사용하 다. 이 방법이 효과적이고, 신속하고, 간단하며, 질산 또는 과염

소산 처리법보다 안전하고, 산 증기의 발생이 적으므로 특별한 시설이 불필요하다

고 하 다. 10 ∼ 100 g의 식물 또는 동물 시료의 경우 Pu 회수율이 80% 이상이었

다고 한다. 지금까지 기술한 사례들 외에도 다양한 시료 분해 방법들이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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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g[2]은 여러 가지 토양시료 중의 낙진 Pu 분석에서 HCl-HNO3 침출법에 의

한 결과가 탄산나트륨 용융법이나 HF-HClO4에 의한 완전 용해방법에서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음을 밝히고, 그래서 퇴적물이나 건식회화시킨 생물시료의 Pu 분석

에도 HCl-HNO3 침출법을 적용하 다고 보고하 다. 낙진시료 또는 수용액에 용해

되어 있는 Pu을 흡착한 토양시료 중의 Pu은 무기산에 쉽게 용해된다. 낙진 Pu이 

잘 용해되는 이유는 입자가 미세하고 핵실험에서 생성되는 산화플루토늄이 불용성 

Pu이 아니고 대략적인 조성이 Pu2O3인 비화학양론적 산화물이기 때문이다[1].

   한편, 토양, 퇴적물, 생물시료와 같은 환경시료에 사용하는 Pu 용해방법들 중에

서 용융법과 같은 완전 용해방법은 처리 가능한 시료 양이 적기 때문에 Pu 정량한

계가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서 산침출법은 킬로그램 정도의 토양시

료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량의 Pu 정량에 더 적합할 수도 있지만 시료 양이 

많을 경우 매트릭스 물질도 많기 때문에 Pu의 순수 분리 과정에 앞서 공침법 등의 

사전분리 과정을 거쳐서 매트릭스 원소를 제거해야 된다. 

   요시료와 같은 생물 대사시료의 경우 유기물과 Pu의 결합을 분해시키기 위해서 

시료에 HNO3 또는 HNO3-H2O2를 가하고 끓이는 방법을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때

때로 황산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1]. 요시료를 완전 증발시킨 다음 잔유물을 건식

회화나 습식회화 방법으로 유기물을 분해시킬 수도 있으며, 회화온도는 500 ℃ 정

도이다. 요시료 전체를 증발 건조시키는 방법보다는 시간 절약을 위해 산으로 가수

분해시킨 다음 Pu을 인산칼슘 침전에 공침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인산칼슘 침전

에서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산칼슘 침전을 건식회화 또는 습식회화시

킨다. 요시료의 증발 잔유물이나 인산칼슘 침전을 높은 온도로 건식회화시키면 항

상 pyrophosphate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수분해시켜 제거해야 된다. 또한, 이

러한 회화과정이나 공침과정을 거치지 않고 요시료를 질산으로 가수분해시킨 다음 

직접 음이온교환수지로 Pu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다.          

   불산은 실리카를 잘 용해시키며, Pu 산화물을 포함한 내화성 산화물을 질산으로 

용해시킬 때 불산이 미량만 들어있어도 촉매효과를 나타낸다[3]. 이것은 불화이온이 

안정성이 큰 착물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시료의 산침출 과정에 불산을 

사용하면 용해도가 증가하고 일반적으로 보다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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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회화시킨 회분을 불산으로 처리하여 실리카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실리카 매

트릭스에 고정되어 있던 불용성 악티늄족원소를 수용성으로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연이은 용매추출 과정에서 악티늄족원소가 콜로이드에 흡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다[5]. 불산으로 회분을 분해시킨 경우에는 시료 분해용액의 Pu 산화상태를 조절하

기 위해서 ascorbic acid나 아질산염으로 처리하기에 앞서 질산을 가하고 가열하여 

불산을 날려 보낸 다음 잔유물을 질산-붕산의 혼산에 용해시킴으로써 잔여 불화이

온을 붕산착물로 전환시키는 것이 좋다. 

   시료가 다량일 때는, Pu 산화물이나 실리카 매질이 완전히 용해되지 않아서 오

차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불산의 Pu 분리단계에 미치는 부

정적인 향 때문에 잘못된 분석결과를 얻게 된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Pu 분석

방법이 되려면 실리카 매질을 완전 분해시킴으로써 불용성 잔유물이 없도록 하고 

Pu을 수용성 이온 형태로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된다. 시료를 완전 분해시키

는 방법으로 흔히 탄산나트륨 또는 수산화나트륨 용융법을 쓰지만 이들 2 가지 모

두 내화성 성분의 완전 분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용융과정에 뒤따르는 

여러 차례의 침전, 침출이나 이온교환분리 과정이 되풀이 되면서 Pu 회수율이 흔히 

50% 정도이고 때로는 2%인 경우도 있다[3]. 알파선분광분석에 의한 Pu 정량에서는 

회수율을 보정하기 위해서 
234
Pu이나 

236
Pu 추적자를 사용하지만 시료로부터 Pu이 

모두 용해되지 않고 일부가 불용성 잔유물에 남아있거나 용해되긴 했어도 용액 중

에 중합체 형태로 Pu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동위원소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회수율 보정이 어렵다. 그리고, 완전 분해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증발에 

의한 손실 측면에서 보면, 수용성 형태로 첨가된 Pu 추적자의 손실이 난용성 시료

에 함유된 Pu의 손실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높은 Pu 분석결과를 얻게 된다. 용

액에서 악티늄족원소의 여러 가지 산화상태가 공존할 경우는 이들 이온들과 첨가된 

추적자 간의 동위원소교환이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Pu(IV)는 생물시료

를 태운 회분의 불용성분에 중합체나 내화성 형태로 단단히 붙어 있다. 악티늄족원

소를 완전히 용해시키고 추적자와의 교환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악티늄족원소

를 먼저 낮은 산화상태로 환원시켰다가 재산화시키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 염산

은 끓는 상태에서도 대부분의 악티늄족원소와 착물을 잘 형성하므로 생물시료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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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킨 회분으로부터 악티늄족원소를 잘 침출시키고 동시에 Fe-Mn 성분의 침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질산이나 질산-불산의 혼산보다 염산을 선호한다. 환원제로는 

반응성이 오래 지속되고 반응생성물의 제거가 용이한 ascorbic acid를 2 M 염산이

나 2 M 질산 용액에서 자주 사용한다. 아질산염을 사용하면 Am과 Cm은 Am(III)

과 Cm(III) 상태로 유지되고 Pu, Np과 U은 Pu(IV), Np(IV)와 U(VI) 산화상태로 조

절된다. 그렇지만 NaNO2-HNO3 산화상태 조절 시스템은 Fe
2+
-NO 화합물의 생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보다는 과산화수소를 선호한다[5]. 과산화수소에 

의해서 Pu과 Np은 Pu(IV)와 Np(IV) 산화상태로 조절된다. 그렇지만, Pu의 산화・
환원에 대한 과산화수소의 역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주장도 있다[6].   

토양시료 분해 : Sill 등[3]은 토양시료 중의 알파 방출체를 정량하기 위해서 다음

과 같은 절차로 시료를 분해시켰다: 유기물을 탄화시키기 위해서 400 ℃의 전기로

에서 2 ∼ 3 시간 시료를 회화시킨 다음 회분을 백금도가니에 취하고, 진한 질산을 

한 방울씩 가하고 거품이 사라진 다음 열판에서 가열 건조시켰다. 잔유물에 진한 

질산을 슬러리 형태로 될 만큼 가하고 
236
Pu 등의 추적자를 가한 다음, 가끔 가열하

면서 48% HF를 격렬한 반응이 안 일어날 때까지 한 방울씩 가한 후, 가열하여 액

체가 사라지고 축축한 정도의 잔유물이 될 때까지 건조시켰다. 잔유물에 시료 무게

의 3 배 정도의 KF를 가하고 유리막대로 혼합시킨 다음 고온 개스버너로 가열하여 

내용물을 융해시켰다(900 ℃에서 4 분이면 융해되며, 추가로 2 분 더 가열하여 완전 

융해시켰음). 냉각시킨 다음 진한 황산을 가하고 열판에서 약하게 가열하여 HF와 

SiF4를 날려 보내고, 세게 가열하여 KF 용융케이크를 황산염으로 전환시킴과 동시

에 물과 황산을 축출시켰다(용액에는 불용성 금속 황산염 침전이 생성될 수 있음). 

개스버너로 가열하여 잔여 KF 케이크를 완전히 용해시키는 동시에 HF와 SiF4를 

완전히 축출시켰다. 잔유물 무게의 2 배 정도의 Na2SO4를 가하고 개스버너의 작은 

불꽃으로 가열하여 내용물을 융해시킨 다음, 맑은 융해용액이 될 때까지 온도를 올

려서 pyrosulfate 용융을 완결시켰다. 냉각시킨 후 용융 케이크를 비커에 옮기고 

350 mL의 증류수와 25 mL의 진한 염산을 가하고, 용액이 끓을 때 튀지 않도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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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면서 신속하게 열판으로 가열하여 잘 안 녹는 CaSO4 침전을 용해시켰다. 수 

mL의 25% potassium metasulfite(K2S2O5) 용액을 가하고 시계접시를 덮고서 15 분 

가열하여 인산염을 가수분해시키는 동시에 Pu을 Pu(IV)로 환원시켰다. CaSO4 침전

이 잘 녹지 않을 경우 진한 염산을 추가로 가하고 용액이 투명해질 때까지 수 분간 

더 가열하 다. 이렇게 얻은 시료 분해용액 중의 U과 Pu을 +4 산화상태로 조절한 

다음 BaCl2 용액을 가해서 이들 원소의 +3가와 +4가를 BaSO4 침전에 공침시켰다. 

BaSO4 침전에는 +3과 +4 산화상태의 악티늄족원소가 공침된다.

퇴적물시료 분해 : Singh 등[7]은 강바닥 퇴적물 시료 중의 알파 방출체를 정량하

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시료를 분해시켰다: 시료를 공기 중에서 건조시킨 

다음 입자 크기가 균일하게 분쇄한 20 g의 시료를 석 접시에 취하고, 
242
Pu 추적자 

용액을 시료 분말 표면에 가한 후 건조시켰다. 전기로에서 400 ℃로 24 시간 가열

하여 유기물을 제거하고, 실온으로 식힌 후 400 mL의 진한 질산/진한 염산(3+1) 혼

산으로 Pu을 침출하 다. Whatman #42 여과지로 여과하고, 잔유물을 1회 더 침출

하여 여과하고 여액을 처음 여액과 합친 다음, 끓여서 100 mL로 줄인 후 증류수로 

300 mL되게 희석하 다. 암모니아수를 천천히 가해서 수산화철 침전을 얻고, 원심

분리하여 침전을 회수한 다음, 침전을 묽은 암모니아수(1+20)로 씻고 원심분리하는 

조작을 2 회 반복하여 sulfate를 제거하 다(용액 소량에 BaCl2를 가해서 sulfate 제

거 여부 확인함). 이 수산화철 침전을 소량의 진한 질산에 용해시켜서 Pu 분리단계

로 넘겼다. 

 해양시료 분해 : Dellesite 등[8]은 해양시료 중의 Pu을 추출크로마토그래피를 이

용해서 분리하여 정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시료를 분해시켰다; (i) 해수 

시료 : 해수 중의 낙진 Pu을 알파선분광법으로 정량하기위해서는 보통 50 ∼ 200 L

의 해수가 필요하므로, 50 L의 해수시료에 50 mg Fe
3+
가 함유된 10 mL의 0.5 M 

HCl을 가하고 
242
Pu 추적자를 가하 다. 200 mL의 2 M NaHSO3를 가한 다음 암모

니아수를 가해서 염기성 pH로 조절하여 생성된 침전을 하룻밤 방치하 다. 침전을 

분리하여 최소한의 진한 질산으로 용해시킨 다음 100 mL의 8 M 질산과 5 m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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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과산화수소를 가한 후 끓을 때까지 가열하 다. 4 M 질산 농도로 희석한 후 

10 g의 NaNO2를 가하고 15분 동안 방치하 다. (ii) 퇴적물 시료 : 105 ℃에서 건조

시킨 시료 100 g에 
242
Pu 추적자를 가하고 600 mL의 8 M 질산으로 3 시간 침출한 

다음 여과하고  2 회 더 침출하 다. 여액을 합치고 25 mL의 30% 과산화수소를 가

하고 가열 증발시켜 500 mL 부피로 줄인 다음, 증류수로 1 L되게 희석하여 4 M 

질산 농도로 조절한 후 2.5 g의 아질산나트륨을 가하고 15 분간 방치하 다. (iii) 

해양 유기시료 : 105 ℃에서 건조시킨 시료 300 g에 
242
Pu 추적자를 가하고 450 ℃

의 전기로에서 5 시간 회화시켰으며, 냉각 후 50 ∼ 100 mL의 진한 질산과 10 mL

의 30% 과산화수소를 가한 다음 적외선등으로 건조시킨 후 전기로에서 450 ℃로 

다시 회화시켰다. 탄소가 전혀 없는 회분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은 건식회화와 습

식회화를 반복하 다. 회분을 500 mL의 8 M 질산으로 용해시키고 여과한 후, 여액

을 1 L로 희석하여 4 M 질산 농도로 조절한 다음 2.5 g의 아질산나트륨을 가하고 

15 분간 방치하 다. 

배설물시료 분해 : Lee 등[9]은 배설물 시료에서 Th, U, Pu과 Am을 정량하기 위

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시료를 분해시켰다: 요시료에 
229
Th, 

232
U, 

242
Pu과 

243
Am 

추적자와 담체를 첨가하고 진한 질산으로 산성화시킨 다음 증발 농축시켰다. 진한 

질산과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습식회화시킨 후, 잔유물을 다시 425 ℃로 건식회화

시켜 유기물을 제거하 다. 대변 시료는 오븐에 넣고 천천히 온도를 450 ℃까지 올

리면서 건조시키고 산화시켰다. 실온으로 식힌 후 Teflon 비커에 넣고 불산으로 처

리하고 다시 불산-질산의 혼산으로 처리하 으며, 과량의 불산을 제거하기 위해서 

붕산을 가하고, 반응하고 남은 붕산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한 염산을 가했다. 이렇게 

분해시킨 시료를 왕수로 처리한 다음 증발 건조시켰으며, 이들 알파 방출체의 분리 

정제에 앞서 마지막으로 시료를 진한 질산과 과산화수소로 습식회화시켰다.

생물시료 분해 : 식물시료 분해에 대한 예를 보면, Ma 등[10]은 나무껍질에 침적되

어 있는 U을 산침출하기 위해서 나무껍질 시료를 15 mL 폐 시험관에 넣고 시료

가 잠기도록 3 mL의 1% 질산을 가한 다음 시험관을 초음파수조에 넣고 2 시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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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추출하 다. 추출용액을 Teflon 비커에 옮기고 거의 증발 건조시킨 다음, 잔유물

에 1 mL의 진한 질산을 가하고 내용물의 분해가 시작될 때까지 조심스럽게 가열하

다가 흰 연기와 비등이 사라지면 거의 건조될 때까지 세게 가열하 다. 다시 0.5 

mL의 진한 질산을 가하고 거의 건조될 때까지 가열한 다음 최종적으로, 잔유물을 

1 mL의 1% 질산으로 용해하고 여과하여 나무껍질 분해용액을 얻었다.

   Testa 등[11]은 Pu의 근원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끼 시료를 105 ℃에서 24 시간 

건조시켜서 분쇄하여 450 ℃의 전기로에서 건식회화시켰으며, 회분을 6 M 염산으

로 처리하여 Pu을 침출하 다.

   Scott와 Reynolds[12]는 농작물, 풀, 나뭇잎, 물고기 등의 생물시료 중의 Pu을 분

석하기 위해서 시료를 다음과 같이 분해하 다:  건조시료 10 ∼ 20 g 또는 수분함

유 시료 100 g을 500 mL 비커에 시료를 취한 다음, 시료를 충분히 적실 수 있을 

만큼 2 M 질산 가하고 Pu 추적자를 가했다. 열판에서 한 번 끓인 다음 가열을 중

단하여 반응을 진정시키고, 식힌 다음 1 mL의 0.2 M FeSO4-0.2 M H2SO4를 가하

다. 30% H2O2 10 ∼ 20 mL를 가하고 열판에서 80 ∼ 90 ℃로 가열하 으며, 격

렬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과산화수소 첨가와 가열을 반복

하 다. 슬러리처럼 될 때까지 가열한 후, 냉각시키고 25 mL의 진한 질산을 가한 

다음, 시계접시로 덮고서 갈색 기체가 그칠 때까지 열판으로 가열하 다. 가열을 중

단하고 25 mL의 증류수를 가한 다음 열판에서 끓을 때까지 가열하고, 뜨거운 상태

에서 성긴 여과지로 여과하 다. 이 여액에 이온교환분리 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유리섬유필터 분해 : Tavitie[13]는 Pu 분리 목적에서, 동물의 뼈나 살을 소각한 회

분, 식물 소각재, 해수, 담수, 규산질 토양, 산호, 석회질 토양, 유리섬유 공기필터 등 

다양한 시료들의 분해방법을 소개하 다. 이들 중에서 유리섬유 공기필터 시료의 

분해과정은 다음과 같다: 4 인치 필터의 경우는 한 장을 그리고 8 x 10 인치 필터

의 경우는 1/4 크기를 여과된 먼지가 안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뭉쳐서 백급접시에 

넣고, 550 ℃ 전기로에서 1 시간 가열하 다. 회화된 필터를 Teflon 비커에 옮기고 

236
Pu 추적자를 넣고, 15 mL의 48% HF와 10 mL의 16 M HNO3를 가해 필터를 용

해시킨 다음 완전히 가열 건조시켰다. 잔유물에 10 mL의 48% HF와 5 mL의 1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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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O3를 가하고 가열하여 완전히 건조시켰다. 잔유물을 10 mL의 6 M HCl로 용해

하고 가열 건조시키는 조작을 3 회 되풀이하 다. 잔유물에 40 mL의 6 M HCl과 

과산화수소 몇 방울을 가하고 시계접시로 덮고 잔유물이 용해될 때까지 가열하

다. 이렇게 용액화한 분해용액의 염산 농도를 9 M로 조절한 다음, 10 ml의 분해용

액에 대해 한 방울의 30% H2O2를 가하고 시계접시로 덮고 80 ∼ 90 ℃로 1 시간 

동안 용액을 가열하여 Pu 산화상태를 Pu(IV)로 조절하여 음이온교환수지 분리단계

로 넘겼다. 

4.1.2. 공침에 의한 사전분리

   공침법은 Pu 분리방법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시료 중의 Pu

의 알파선분광분석에서는 다량의 시료를 취급하므로 매트릭스 원소들로부터 Pu을 

공침법으로 사전분리한 다음 다른 분리방법을 이용해서 Pu을 정제하는 것이 보통

이다. 환경시료 또는 생물시료를 건식회화, 습식회화 및 용액화 과정을 통해 얻은 

분해용액으로부터 U과 Pu을 분리 정제할 경우 이들의 농도가 매우 낮고 매트릭스 

원소들이 양이 너무 크고 다양해서 분해용액에 용매추출법이나 이온교환수지법을 

바로 적용하여 U과 Pu을 순수하게 분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적용하기

에 앞서 침전법으로 매트릭스 왼소들을 제거하고 악티늄족원소를 그룹으로 사전분

리하는 방법을 흔히 사용한다. 생물시료와 같이 악티늄족원소 농도가 대단히 낮은 

경우는 시료 양이 100 g ∼ 10 kg이 될 수도 있다[5]. 그래서 생물시료에 용매추출

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생물시료를 회화시킨 많은 양의 회분으로부터 악티늄족원소

를 공침법으로 사전분리하여 매질을 이루고 있는 염들과 실리카를 제거한다. 이들 

염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들이 악티늄족원소를 공침시키는 불용성 불소화합물을 만

들뿐 아니라 용매추출 단계에서 침전을 일으키거나 복잡한 작용을 한다.

 LaF3 공침법 : 이 방법에 의해 최초로 Pu이 분리되었다[14]. 이 공침법은 악티늄

족원소 군분리와 시료 부피 축소에 매우 유용하다. 또한, 여러 가지 분리단계를 거

친 후 최종단계에서 Pu이나 Th의 LaF3 침전을 제조하여 알파선계측 시료로도 널리 

이용하고 있다. Ca
2+
는 비교적 용해도가 적은 CaF2 침전을 형성하므로 방해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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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BiPO4 공침법 : Pu의 BiPO4 공침법은 U과 핵분열생성물로부터 Pu을 분리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비교적 진한 질산 용액에서 BiPO4 침전에 Pu(III)와 

Pu(IV)가 공침되며, Pu(IV)가 Pu(III)보다 더 잘 공침된다. 다량의 물이나 요시료에 

자주 적용하는 방법이다. Scott 등[12]은 물, 토양, 퇴적물, 식물, 물고기 등의 환경

시료를 분해시킨 시료 분해용액의 질산 농도를 0.25 M로 조절한 후 이 방법을 적

용하여 Pu을 사전분리하 다. 즉, 시료 분해용액을 원심분리관이나 비커에 옮기고 

질산 농도를 0.25 M로 조절한 다음 1 L 용액에 대해 25 mg의 Bi
3+
를 가했다. 약 

400 mg의 고체 NaNO2을 가하고 1 L 당 1 g을 더 가한 다음, 저으면서 대략 70 ℃

까지 가열하 으며, 인산을 0.075 ∼ 0.1 M 되도록 가하고 냉각시켰다. 시료 부피가 

클 경우는 밤새 방치하 다가 상등액을 버렸으며, 증류수를 이용해서 침전을 유리 

재질의 원심분리관에 옮기고 2000 rpm으로 8 ∼ 10 분간 원심분리시킨 다음 상등

액을 버리고, 25 mL의 진한 질산으로 침전을 250 mL 비커에 옮겼다. 열판에서 가

열하여 용액을 끓지 않은 상태에서 침전을 용해시킨 다음, 용액과 동량의 증류수를 

가해서 질산 농도를 8 M로 조절하여 이어서 이온교환분리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

록 하 다.

MnO2 공침법 : 담수나 해수 시료와 같이 부피가 큰 시료에 적용함으로써 부피를 

축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Wong 등[15]은 50 ∼ 400 L의 물시료에 이방법을 적

용하여 부피를 1/100 ∼ 1/800로 줄 다. 염산으로 물시료의 pH를 1∼ 2로 조절하

고 Pu 추적자와 KMnO4 용액을 가한 다음, NaOH 용액을 가해 pH 8 ∼ 9로 조절

한 후  NaHSO3를 가해서 생성되는 MnO2 침전에 Pu을 공침시켰다.  

CaC2O4 공침법 : PNL(Pacific Northwest Lab.)의 분석편람 PNL-ALO-466에 물시

료나 침출용액 중의 악티늄족원소를 옥살산칼슘 침전에 공침시키는 절차가 자세하

게 소개되어 있으며, 시료 중에 다량의 Fe이 함유되어 있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다[16]. 용액에 Fe 농도가 높으면 초록색의 용액에 CaC2O4 하얀색 침전이 구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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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생성된다. 용액 색깔이 오렌지색을 띠면 Fe(OH)x 침전이 형성된 것이며, 이것은 

용액이 염기성이거나 옥살산 농도가 낮기 때문이다. 

   Ca
2+
는 pH 1 ∼ 2에서 옥살산 침전을 형성하며 이 침전에 Pu이 공침된다. Scott 

등[12]은 물, 토양, 퇴적물, 식물, 물고기 등의 환경시료를 분해시킨 시료 용액에 이 

방법을 적용하여 Pu을 사전분리하 다. 즉, 시료 분해과정을 통해 얻은 용액 시료를 

원심분리관이나 비커에 옮기고 1 L 당 대략 50 mg의 Ca
2+
를 가했다(시료 중에 이

미 충분한 Ca가 들어있지 않으면 20 mg보다 적게 가하면 안 됨). 옥살산을 0.1 M

로 가한 다음, 강산 농도가 <1 M이면 저어 주면서 진한 NH4OH를 조금씩 가해서 

pH 1.5 ∼ 2로 조절하고, 강산 농도가 >1 M이면 NH4
+
 농도가 1 M이 되도록 

NH4OH를 가한 다음 저어주면서 pH 1.5 ∼ 2가 될 때까지 NaOH를 가하 다. 20 

분간 익힌 다음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버리고, 시료용액 부피가 클 경우 여러 시

간 또는 밤새 익히고, 맑은 상등액을 버리고 원심분리한 후 침전을 40 mL의 0.01 

M 옥살산으로 세척하고,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버렸다. 50 mL의 진한 질산으로 침

전을 비커에 옮기고, 끓는점 이하로 가열 증발시켜 부피의 60%를 줄 다. 용액과 

같은 부피의 증류수를 가하고 60 ℃ 또는 그 이상 온도로 가열하고, 5% KMnO4를 

한 방울씩 가해서 남아있는 옥살산을 분해시켰다(MnO2 침전이 생기면 반응이 완결

된 것임). 10 방울의 1 M NH2OH・HCl을 가하고 0.5 mg의 Fe3+를 가한 다음 10 
분간 방치시켰다. 이 용액에 이온교환분리 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Fe(OH)3 및 Fe(OH)2 공침법 : Fe의 수산화물 침전은 악티늄족원소를 매우 잘 흡

착한다. PNL의 분석편람 PNL-ALO-466에 물시료나 침출용액 중의 악티늄족원소

를 수산화철 침전에 공침시키는 절차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16]. Singh 등[7]과 

Lee 등[9]은 퇴적물 시료를 처리하여 얻은 질산 매질의 시료 분해용액에 암모니아

수를 가해서 형성되는 Fe(OH)3 침전에 Pu을 공침시켰다. Fe(OH)3 공침법보다는 

Fe(OH)2 공침법이 회수율이 높다[2]. 100 L의 해수 시료 또는 퇴적물이나 해양 유

기시료룰 처리한 용액에 NaHSO3를 가해서 Fe(III)를 Fe(II)로 그리고 Pu(IV)는 

Pu(III)로 환원시킨 다음 암모니아수를 가해 염기성으로 조절하여 생성되는 

Fe(OH)2 침전에 Pu(III)를 공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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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O4 공침법 : 고전적이라고 할 수 있는 Sill의 논문에 BaSO4 공침방법과 이를 

이용한 악티늄족원소 분리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17]. 전하가 +2 이상이고 

이온반경이 1.1 a.u.(Goldschmidt)보다 큰 양이온은 고농도 황산염 용액에서 BaSO4 

침전에 공침된다. 즉, +3과 +4 전하를 띤 큰 이온들은 BaSO4 침전에 공침된다. +3

과 +4 산화상태의 악티늄족원소는 BaSO4 침전에 공침되지만 악티닐 이온은 BaSO4 

결정격자 크기에 비해 이온직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산화

상태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Ra에서 Cf에 이르는 악티늄족원소를 BaSO4 침전에 

공침시킬 수도 제외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U(VI)는 TiCl3를 이용해서 U(IV)로 

환원시켜야 공침되며, Np을 침전에서 제외시키려면 중크롬산칼륨을 써서 Np(VI)로 

산화시키면 공침되지 않는다. 이처럼 산화수를 조절함으로써 악티늄족원소 그룹분

리 또는 U, Np, Pu, Am 및 Cm의 개별분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앞에서 기술한 

토양시료 분해 용액에 함유된 U과 Pu을 +4 산화상태로 조절한 다음 BaCl2 용액을 

가해서 이들을 BaSO4 침전에 공침시켜서 사전분리 농집하고, BaSO4 침전에 진한질

산과 71% HClO4을 가하고 가열하여 용해시켰다[3].  

Calcium phosphate 공침법 : Ca
2+
, Mg

2+
등의 알칼리토원소들은 pH 6.3에서 인산

염 침전을 형성한다[18, 19]. 예를 들면 요시료에 인산칼슘을 가하고 질산으로 90 

℃에서 산분해시킨 다음 pH 6.3까지 암모니아수를 가하면 인산칼슘 침전이 형성되

며 이 침전에 악티늄족원소가 공침된다.  

   그리고, 공침법으로 악티늄족원소를 군분리할 때 +3 산화상태의 악티늄족원소를 

공침시킬 수도 있고 제외시킬 수도 있다[5]. +3의 악티늄족원소가 공침 안 되는 방

법에서는 산도를 pH 2까지 올려서 Fe
3+
의 인산염 침전을 형성케 하면 이 침전에 

+4와 +6의 악티늄족원소는 정량적으로 공침되지만 +3의 악티늄족원소는 공침되지 

않는다. 더 높은 pH에서는 Fe
3+
의 인산염 침전이 생기지 않고 +3의 악티늄족원소의 

인산염 침전이 형성된다. +3의 악티늄족원소 역시 공침시키는 방법에서는 pH 1.5에

서 옥살산 침전에 +4와 +6의 악티늄족원소와 함께 +3의 악티늄족원소를 공침시킨

다. 이때 Fe은 수용성 착물 형태로 용액에 녹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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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전이나 공침 방법만으로도 환경시료에서 악티늄족원소의 개별분리가 가능하

다. Fig. 4.1은 Sill과 Bohrer[20]가 침전법을 이용해서 소・대변 시료의 분해용액에
서  U, Pu, Am, Th과 Np을 개별분리 또는 소그룹으로 분리하는 절차를 나타낸 그

림이다. 악티늄족원소를 사전분리할 때도 참고가 될 수 있는 분리절차이다. 이 연구

자들은 분리한 핵종을 최종적으로 NdF3 침전에 공침시켜 알파선분광분석기로 측정

하 다.

     Fig. 4.1. Scheme for the separation of U, Pu, Am, Th and Np

              from fecal and urin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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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BaSO4 공침을 제조하기 직전에 가하는 TiCl3는 U(VI)와 Fe
3+
를 각각 U(IV)와 

Fe
2+
로 환원시킨다. 그림에서 ‘△’는 가열하는 것을 의미하며, ‘dr’은 용액방울(drop)

을 나타낸다. 무게 앞의 숫자, 예를 들면 ‘2・2.5 g KOH’에서 2는 2회를 나타내며, 
PFA는 perfluoro-alcoholoxil 용기를 의미한다.

4.1.3. 용매추출에 의한 분리 정제 

   용융법이나 산분해법으로 토양시료를 처리하여 얻은 시료 분해용액에서 Pu을 

분리할 때는 흔히 음이온교환법을 사용하지만 때로는 용매추출법도 사용한다. 양이

온교환수지나 음이온교환수지 어느 하나만으로는 시료 중의 모든 악티늄족원소를 

한 그룹으로 분리할 수 없지만 이에 반해 단일 용매추출 과정으로 모든 악티늄족원

소를 한 그룹으로 분리할 수 있다[5]. 악티늄족원소를 그룹으로 분리할 때는 이온성

추출제보다 중성추출제가 선택성이 더 좋다. 악티늄족원소는 특히 중성 유기인산계 

추출제와 안정한 이온회합착물을 잘 형성하며, 이 착화반응 메카니즘에 수소이온이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3, +4와 +6 산화상태의 악티늄족원소를 한 그룹으로 

또는 몇 개의 소그룹으로 나눠서 다른 원소들로부터 분리하는 데 적절한 용액조건

이 까다롭지 않다. 이와 달리 이온성추출제에 의한 악티늄족원소 추출은 용액의 산

도에 큰 향을 받는다. 

   중성추출제 중에서 TOPO가 Am(III), Cm(III), Pu(IV)와 U(VI)에 대해 높은 추

출계수를 나타낸다[5]. +3, +4와 +6 산화상태의 악티늄족원소에 대한 TOPO의 추출

효율이 3 차나 4 차 아민계 추출제의 경우보다 우수하며, 그 중에서도 +3 산화상태

일 때 더 효과적이다. TOPO의 경우 염산이나 황산보다는 질산 매질에서 다른 원소

들로부터 악티늄족원소의 추출효율이 좋다. 전기전착에 의해 두께가 얇은 알파선계

측 시료를 만들려면 매트릭스 원소들에 대한 분리인자가 매우 커야 되며, 예를 들

어 Fe에 대해서는 10
7 
이상이어야 된다. TOPO-질산계를 이용하면 Fe

3+
로부터는 물

론이고 해초, 어류 등의 생물시료의 매트릭스 원소들로부터 악티늄족원소를 효과적

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유기층으로 추출된 악티늄족원소를 수층으로 역추출

하여 전기전착하려고 할 경우는 옥살산염이나 탄산염 수용액으로 역추출하면 된다. 

+3, +4와 +6의 악티늄족원소의 옥살산착물과 탄산이온착물이 TOPO 착물보다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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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유기층에 추출된 +3, +4와 +6의 악티늄족원소는 ammonium oxalate 또는 

ammonium carbonate 수용액을 접촉시키면 수층으로 역추출된다.  

   TOPO-질산계 추출시스템을 이용해서 알파선계측 시료를 제조하는 실례를 보

면, 생물시료에서 악티늄족원소를 군분리하기 위해서 시료 분해용액 매질을 0.4(or 

0.2) M HNO3-4 M NaNO3 상태로 조절하고, 유기상으로 0.5 M TOPO/n-heptane

을 사용한다. 이 경우 +3의 악티늄족원소에 대한 분배계수는 10
2
∼ 10

3
이고 +4와 +6

의 악티늄족원소에 대한 분배계수는 더 크다. +4와 +6의 악티늄족원소를 유기층에 

추출하고 +3의 악티늄족원소는 추출되지 않게 할 때는 2 M HNO3 용액 매질과 0.1 

M TOPO/n-heptane을 사용하며, 이 경우 Am(III)와 Cm(III)에 대한 분배계수는 ∼

10
-2
이고, +4와 +6의 악티늄족원소의 경우는 >10

2
이며, 생물시료 매트릭스 원소들에 

대한 분배계수는 10
-2 
∼ 10

-4 
정도이다. 

   Hampson 등[5]은 +3의 악티늄족원소를 포함해서 악티늄족원소를 그룹으로 추출

하 다. 즉, 5 g의 회분에 
236
Pu, 

243
Am 등의 추적자 표준용액과 40 mL의 4 M HCl

을 가하고 5 분간 끓인 다음 냉각시키고 80 mL로 희석시켰으며, 이 용액에 50 mg

의 ascorbic acid를 가하고 5 분간 방치한 다음 가열하 다. 냉각시킨 용액에 1 mL

의 30% H2O2, 10 g의 NaNO3와 1 g의 NaNO2를 차례로 가하고 5 분간 방치시킨 

후 가열하 다. 이런 조작으로 동위원소 교환반응을 완결시킨 용액에 암모니아수를 

가해서 pH 1.5로 조절한 다음 4 mL의 5% oxalic acid 용액을 가해서 침전을 얻었

다. 침전을 분리하여 20 mL의 16 M 질산으로 용해시킨 후 20 mL의 70% HF를 가

하고 100 ℃로 가열하여 규소화합물을 분해시켰다. 용액을 가열 건조시킨 다음 잔

유물을 질산-염산의 혼산으로 처리하고, 최종적으로는 잔유물을 질산으로 용해시키

고 가열과 건조 조작으로 불산을 제거하 다. 붕산을 절반 포화시킨 20 mL의 0.4 

M 질산으로 잔유물을 용해시킨 다음 50 mg의 ascorbic acid를 가하고 5 분간 방치

시켰다. 용액 매질을 4 M NaNO3 상태로 조절한 후 150 mg의 NaNO2를 가하고 5 

분간 방치시킨 후 용액에 10 mL의 0.5 M TOPO/n-heptane를 접촉시켜 악티늄족원

소를 추출 한 다음, 유기층에 3 mL의 10% 탄산암모니움 용액을 접촉시켜 악티늄족

원소를 수층으로 역추출하 다. 

   Hampson 등[5]이 수행한 +3의 악티늄족원소를 제외시킨 악티늄족원소 용매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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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추적자 첨가와 회분의 산분해 및 동위원소 교환반응 단계까지는 앞에서 

기술한 +3의 악티늄족원소를 포함시킨 그룹 추출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따랐다. 그 

다음은, 동위원소 교환반응이 완결된 용액에 암모니아수를 가해 100 ∼ 200 mg의 

침전이 형성될 때까지 중화시켰다. 침전을 분리한 다음 단계부터는 +3의 악티늄족

원소를 포함시킨 그룹 추출절차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실리카 제거, 산화상태 조절, 

그리고 0.1 M TOPO/n-hepane을 이용한 용매추출의 순서로 악티늄족원소를 군분

리하 다. 

   ‘4.1.1. 환경시료의 분해’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Testa 등[8]은 해수, 퇴적물과 해

양유기물과 같은 해양시료(marine sample)를 분해시켜 용액화한 4 M 질산 농도의 

시료 분해용액을 TOPO-Microthene(microporous polyethylene) 컬럼에 주입하고 4 

M 질산으로 방해 이온들을 세척 제거한 후 6 M HCl-0.02 M HI로 Pu을 용리하

다. 

   이온성추출제는 일종의 액체이온교환체(liquid ion exchanger)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HDEHP는 양이온교환체이고 TIOA(triisooctylamine)는 음이온교환체로

서 고체 이온교환체와 유사한 메카니즘에 따라 이온들이 흡착되고 탈착된다. 액체

이온교환제의 장점은 이온의 흡착 및 탈착 속도가 빠르다는 데 있다.

   +3 산화상태의 란탄족원소와 +3의 악티늄족원소는 산도가 큰 염산이나 질산 용

액에서 HDEHP에 의해서 추출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20% HDEHP/toluene에 의

해 pH 4 ∼ 5의 질산에서 +3, +4, +5 및 +6 산화상태의 악티늄족원소가 추출되며, 

그 이상 산도, 예를 들어 4 M 질산에서 +3의 악티늄족원소를 제외한 +4, +5 및 +6

의 악티늄족원소가 추출된다. 2 M 염산에서 +3의 악티늄족원소는 추출 되지 않지

만 +4, +5와 +6의 악티늄족원소는 추출된다[21].  

   그렇지만, 11 M 과염소산 용액에서는 란탄족원소와 +3, +4와 +6의 악티늄족원소

는 HDEHP에 의해서 정량적으로 추출되며, 적당한 무기산을 이용해서 이들 원소를 

개별적으로 역추출하여 분리할 수 있다[22]. 예를 들면, HDEHP/n-heptane에 추출

된 Pu을 DBHQ(2.5-di-tert-butylhydroquinone)를 사용하여 Pu(III)로 환원시켜서 5 

∼ 9 M HCl로 역추출할 수 있다. 질산으로 역추출하면 질산에 의해 유기층의 

DBHQ가 산화되기 때문에 Pu(III) 산화상태가 안정하지 못해서 Pu의 완전한 역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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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려우므로 질산을 사용하려면 hydrazine이나 sulfamic acid와 같은 Pu(III) 안정

제를 사용해야 된다. 실례를 보면, Bernabee 등[22]은 HDEHP 추출제를 사용하여 

물시료 또는 토양시료에서 Pu을 분리하 다. 즉, 500 mL의 물시료를 건조시킨 잔

유물 또는 10 g의 토양시료를 분해시킨 다음, BaSO4 공침법[3]으로 악티늄족원소를 

농집하 으며, 이 BaSO4 침전을 30 mL의 11 M 과염소산에 용해시켜 10 mL의 

15% HDEHP/n-heptane으로 Am(III), Cm(III), Pu(VI), U(VI), Th(IV)와 란탄족원

소를 추출하 다. 그리고, 4 M 질산 용액으로 유기층의 Am(III), Cm(III)와 란탄족

원소를 세척하여 제거한 다음, 유기층에 DBHQ 용액과 hydrazine-sulfamic acid 용

액을 접촉시켜 Pu(IV)를 Pu(III)로 환원시킨 후, U(VI)와 Th(IV)는 유기층에 남겨

두고 Pu(III)만을 4 M 질산으로 역추출하 다.  

   대표적인 음이온성추출제로는 TOA(tri-n-octylamine), TIOA(triisooctyamine), 

TLA(trilaurylamine, tridodecylamine) 등의 아민계 추출제이다. 아민류는 센 염기성

화합물이며 거대 유기양이온으로서 악티늄족원소와 착물을 잘 형성하므로 악티늄족

원소 추출에 많이 사용된다. 아민류 중에서도 3차와 4차 아민류가 효과적인 추출제

이다. 예를 들면, 6 M 염산 용액이나 8 M 질산 용액에서 TOA 또는 TIOA 같은 

아민류를 이용해서 Pu을 추출한 다음 6 M HCl-0.2 M HF로 Pu을 역추출할 수 있

다. 값이 비싼 TOA나 TIOA보다는 저렴한 Alamine 336(여러 가지 C8-C10 이성질

체의 3차 아민 혼합물)을 대용할 수 있다. Alamine 336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도 

사용되지만 요시료에서 U, Np과 Pu을 추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TLA도 비슷

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 실례를 보면, Veselsky[23]는 토양시료를 500 ℃에서 건식

회화시켜 얻은 회분 50 g을 7 M 질산 용액에 가하고 3 시간 끓여 분해시킨 다음, 

여과하고 7 M 질산으로 희석하여 분해용액을 제조하 다. 이 분해용액에 10% 

TIOA/xylene 또는 10% TLA/xylene을 접촉시켜 Pu을 추출하고, 유기층을 1:1 

HNO3로 세척하여 U(VI)를 제거하고 10 M HCl로 세척하여 Th(IV)를 제거한 다음 

10 M HCl-NH4I 용액 또는 dil. HCl-HF 용액으로 Pu을 역추출하 다. 

   10% TIOA/xylene에 의해 Am(III)와 Cm(III)는 1 ∼ 8 M 염산이나 4 M 질산에

서 추출되지 않으며, Th(IV)는 2 M 이상의 염산에서 추출되지 않지만 4 M 질산에

서는 추출된다. U(VI)는 1 M 이상의 염산에서 염산 농도가 증가할수록 잘 추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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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4 M 질산에서도 약간 추출된다. Np(V)는 6 ∼ 8 M 염산에서 잘 추출되고 4 M 

질산에서 약간 추출된다. Pu(IV)는 4 ∼ 8 M 염산에서 약간 추출되며 4 M 질산에

서는 매우 잘 추출된다. Butler[21]는 250 mL의 요시료를 16 M 질산과 30% 과산화

수소로 분해시킨 다음 건조시키고, 잔유물을 3.5 M 염산에 용해시킨 후 U(VI)를 

TIOA/xylene로 추출하 다. 유기층을 3.5 M 염산으로 세척하여 다른 악티늄족원소

를 제거한 다음 증류수로 U(VI)를 역추출하 다. Pu 추출이 목적이면 염산보다는 4 

M 질산에서 Pu(IV)를 추출하는 것이 좋다.     

   Sill 등[3]은 토양시료를 분해시킨 후 악티늄족원소를 BaSO4 공침법으로 사전분

리 농집하고, BaSO4 침전에 진한 질산과 71% HClO4을 가하고 가열하여 용해시킨 

다음, NaNO2를 함유한 2.2 M Al(NO3)3・9H2O-1 M HNO3 용액을 가하고 가열하여 
잔여 BaSO4 침전을 완전히 용해시켰다. 용해용액에 Aliquat-336 (trioctyl & 

tridecyl methylammonium chlorides) 추출제를 접촉시켜 수층에는 Am(III), Cm(III)

와 Cf(III)를 남기고 Th(IV), Pu(IV)와 U(IV)를 유기층에 추출하 다. 유기층을 분

리하고 8 M 질산으로 세척하여 +3의 악티늄족원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Th(IV)를 

10 M HCl로 역추출한 다음 Pu(IV), Np(IV)와 U(IV)를 HClO4-oxalic acid로 역추

출하 다.

   Singh 등[7]은 강바닥 퇴적물 시료 20 g을 건식회화시킨 후, 회분에서 Pu을 왕

수로 침출한 다음 Fe(OH)3 공침으로 농집하고, 침전을 질산으로 용해시키고 질산 

농도를 8 M로 조절하 다. 고체 NaNO2를 가하고 약하게 가열하여 Pu(IV) 산화상

태로 조절한 다음 TLA/xylene으로 용매추출하고, 유기층을 10 M 염산과 질산(1:1)

로 차례로 세척하여 Th(IV)과 U(VI)를 제거하고, 2 M 황산으로 Pu을 역추출하

다. 2 ∼ 8 M의 넓은 질산 농도 범위에서 TLA의 Pu에 대한 분배계수는 크지만 U

에 대한 분배계수는 낮다. 

Scott와 Reynolds[12]는 물, 토양이나 퇴적물 같은 환경시료와 농작물, 풀, 나뭇잎, 

물고기 등의 생물시료에 미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Pu을 TTA로 추출하 다. 이들 

시료를 건식회화 또는 습식회화를 통해 용액화시킨 용액에 BiPO4 공침법이나 

CaC2O4 공침법을 적용해서 Pu을 사전분리하 다. 침전을 질산으로 용해시키고 1 

M 질산 농도로 조절한 후 3 M NaNO2를 가하고 10 분간 방치시킨 다음, 0.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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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xylene을 접촉시켜 Pu을 추출하 다.

4.1.4. 추출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분리 정제

   추출크로마토그래피는 흡착용량이 적고 추출제의 유실 문제 때문에 다량의 악티

늄족원소의 분리 정제보다는 화학분석 목적의 소량 악티늄족원소 분리와 정제에 더 

적합하다. 용매추출 시스템에서 악티늄족원소의 분리거동이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시

스템에서와 비슷하기 때문 용매추출 연구결과들이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선정

에 지침이 된다.

   ’60년대부터 TBP와 같이 잘 알려진 악티늄족원소 용매추출제들을 무기물 또는 

고분자 지지체에 입힌 고정상을 이용하는 추출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악티늄족원소 

분리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런 분리시스템을 합금 또는 핵분열생성물 시료에 

적용하여 악티늄족원소를 분리 분석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환경시

료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80년대 중반 TBP에 용해시킨 CMPO에 의해 

+3, +4와 +6 산화상태의 악티늄족원소가 추출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추

출크로마토그래피 수지 개발 연구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24, 25]. ’90년대에 접어들

면서 CMPO와 4차 아민류를 추출제로 사용한 TRU, TEVA와 UTEVA와 같은 새

로운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수지들이 개발되어 핵물질공정 시료와 방사성폐기물 시료

뿐 아니라 환경시료에서 악티늄족원소를 분리 정제하는 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Testa 등[11]은 이끼시료로부터 6 M 염산으로 Pu을 침출한 용액을 TOA- 

Microthene 컬럼에 통과시켜 Pu을 흡착시킨 다음 0.025 M H2C2O4-0.15 M HNO3로 

Pu을 용리하 다. Jia 등[26]은 토양시료를 600 ℃로 건식회화시킨 회분을 7.5 M 

HNO3-0.2 M HF 혼산으로 2 회 침출하고 원심분리시킨 용액에 NH2OH・HCl을 가
해서 Pu을 Pu(III)로 조절하고 다시 NaNO2를 가해서 Pu(IV)로 조절한 다음 

TOA-Microthene 컬럼에 주입하여 Pu을 흡착시켰으며, 10 M HCl과 7.5 M 질산으

로 컬럼을 세척한 후 0.025 M H2C2O4-1.5 M HNO3로 Pu을 용리하 다.

   Boulyga 등[27]은 이끼시료 중의 Pu과 Am을 정량하기 위해서 1 ∼ 2 g의 이끼

시료를 600 ℃로 20 시간 건식회화시킨 다음 회분을 6 M 염산으로 30 분간 침출하

여 용액화하 다. NH2OH・HCl 용액을 가해서 Pu을 Pu(III)로 조절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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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2 용액을 가해서 Pu(IV)로 조절한 다음 용액을 90 ∼ 95 ℃로 가열하여 과량

의 NaNO2를 분해 제거하 다. 이 용액을 TOA-Microthene 컬럼에 주입하여 Pu를 

흡착시켰다. 6 M 염산용액에서 TOA-Microthene 컬럼에 U(VI), Fe
3+
와 Pu(IV)는 

흡착되지만 Am(III)는 흡착되지 않는다. 컬럼에 7.5 M 질산과 6 M 염산을 차례로 

통과시켜 각각 U(VI)과 Th(IV)를 세척 제거하고 Pu을 옥살산을 함유한 질산으로 

용리하 다.

   1990년, Horwitz 등[19]은 요시료 중의 악티늄족원소 분리에 CMPO를 추출제 컬

럼을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추출크로마토그래피가 시작되었다. 즉, 60 mL의 

요시료에 Ca(NO3)2를 담체로 가하고 진한 질산으로 분해시킨 다음 분해용액에 

(NH4)2HPO4 용액을 가하고 진한 암모니아수를 가해서 인산칼슘 침전을 얻었다. 침

전에 진한 질산을 가하고 가열하여 유기물을 완전히 분해시켜 용액화한 다음 증발 

건조시켰다. 잔유물을 10 mL의 0.5 M Al(NO3)3-2 M HNO3 용액에 용해시키고, 

Fe(NH4)2(SO4)2와 0.2 M sodium formaldehyde sulfoxylate를 함유한 2 M 질산 0.5 

mL를 가하고 15 분간 방치하 다가 용액을 CMPO-Amberlite XAD-7 컬럼에 주입

하 다. Fe
3+
, Ca

2+
, Al

3+
 등의 방해이온을 1 M 질산 용액으로 세척 제거하고, 0.05 

M 질산 용액으로 Am(III)를 용리한 다음, Pu(IV), Np(IV)와 U(VI)를 함께 0.01 ∼ 

0.1 M NH4HC2O4 용액으로 용리하 다. Am 용리액으로 2 M HCl을 사용하면 

Am(III)은 쉽게 용리되지만 Pu(IV)가 약간 손실된다. Pu 용리액으로 2 M HCl-0.1 

M hydroquinone을 사용하면 Pu(IV)가 Pu(III)로 환원되어 쉽게 용리된다. 

   한편, Eichrom사는 유기중합체 입자에 CMPO를 입힌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수지

를 TRU-resin이라는 명칭으로 상업화하 다. Fig. 3.13에서 알 수 있듯이, +3, +4와 

+6 산화상태의 악티늄족원소는 질산 용액에서 TRU 수지에 세게 흡착된다. 1 M 질

산 농도보다 높은 용액에서 용량인자(k')가 Am(III)의 경우 ∼100에서부터 +4의 악

티늄족원소의 경우 10
4
에 달한다. 이에 비해, 5 M까지의 염산 용액(Fig. 3.14)에서 

+3의 악티늄족원소는 거의 흡착되지 않지만(k' < 1) +4와 +6의 악티늄족원소 세게 

흡착된다(k' > 10
3
). 질산으로 시료 매트릭스 원소를 세척 제거할 수 있고, 약하게 

흡착된 Am(III)는 염산으로 용리할 수 있으며, 세게 흡착된 악티늄족원소는 옥살산

이나 NH4HC2O4 같은 착화제 용액으로 용리할 수 있다. 세게 흡착된 Pu(I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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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III)로 환원시키면 염산에 의해서도 용리된다. 4 M 염산용액에서 Pu(IV)를 

Pu(III)로 환원시킬 때 환원력이 약한 hydroquinone을 사용하면 Pu(IV)의 환원이 

불완전하며, semicarbazide나 ascorbic acid는 반응속도가 느려서 15 분 이상 걸리

고, SnCl2나 NaI는 반응속도가 더 느리며, 이에 반해 ferrous sulfamate-ascorbic 

acid나 TiCl3는 반응속도가 빠르고 정량적으로 Pu(IV)를 환원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28]. 그리고, 0.02 M TiCl3-4 M HCl 용액을 Pu 용리액으로 사용할 때 U과 Th은 

용리되지 않는다. 

   Fe
3+
는 TRU 컬럼에 흡착되지만 ascorbic acid를 가해서 Fe

2+
로 환원시키면 흡착

되지 않는다. Fe
3+
는 2 M 질산 용액에 0.8 M ascorbic acid를 가하면 용액이 푸른

색을 띠다가 Fe
2+
로 완전히 환원되면 푸른색이 없어진다. KSCN을 Fe

3+
의 지시약으

로 사용하면 좋으며, ascorbic acid를 가해서 붉은색이 없어지면 Fe
3+
가 완전히 Fe

2+

로 환원된 것이다. 환경시료의 매트릭스 원소에 속하는 Na, K, Ca, Fe와 Al 중에서 

Fe
3+
는 2 M 질산 용액에서 Am(III)의 흡착도를 저하시키며, Na, K, Ca과 Fe

2+
는 거

의 향을 주지 않는다[29]. Al
3+
는 염석효과를 통해 오히려 Am(III)의 흡착도를 증

가시킨다. 2 M 질산 용액에서 PO4
3-
, SO4

2-
, C2O4

2-
와 같은 리간드는 Am(III)의 흡

착도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지만 +4 산화상태의 악티늄족원소의 흡착도를 크게 

저하시킨다. Al
3+
를 많이 가해주거나 질산 농도를 4 M까지 증가시키면 이들 음이온

의 향을 줄일 수 있다. 질산 용액을 용리액으로 사용해서는 Th, U, Np, Pu과 

Am을 개별분리하기 어렵지만 염산 용액을 용리액으로 사용하면 이들의 개별분리가 

가능하다. 즉, 0.5 M Al(NO3)3-2 M HNO3 용액 매질에서 악티늄족원소를 컬럼에 

흡착시키고, 4 M HCl로 Am(III)을 용리하고, 4 M HCl-0.1 M hydroquinone으로 

Pu(III) 상태로 용리하며, Th(IV)를 1.5 M HCl 그리고 Np(IV)를 1 M HCl-0.03 M 

oxalic acid로 용리하고 마지막으로 0.1 M NH4HC2O4 용액으로 U(VI)을 용리한다. 

그렇지만, 이런 분리절차는 대단히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므로 TRU 컬럼과 음

이온교환수지 분리관을 연계시켜 사용하면 더 간편하다. 예를 들면, 8 M 질산 매질 

시료를 AG 1X8 수지관에 주입하면 Th(IV), Np(IV)와 Pu(IV)는 흡착되고 U(VI)와 

Am(III)는 흡착이 안 되므로 2개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된 

Th(IV), Np(IV)와 Pu(IV)의 상호분리는 이미 잘 알려진 방법으로 가능하며, 흡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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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Am(III)과 U(VI)의 상호분리는 앞에서 기술한 TRU 컬럼을 이용한 분리절

차를 약간만 바꾸면 된다. 

   환경시료의 분해용액을 TRU 컬럼에 주입하기 전에 Pu를 Pu(IV) 산화상태로 조

절할 때 NaNO2를 흔히 사용한다. 8 M 이상의 질산 용액이나 7.5 M 이상의 염산 

용액에서 Pu(IV)로 조절하는 데 과산화수소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과산화수소를 불신

하는 연구보고도 있다[6]. 예를 들어, 환경시료 분해용액의 5 M 염산 매질에 과산화

수소를 가해서 Pu(IV)로 조절하 다는 Boil 등[30]의 연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그런데, 질산이나 염산 매질에서 NaNO2를 사용하면 상당량의 NO2
-
가 컬럼의 유기

상에 흡착되어 고분자 지지체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NO2
-
를 세척 제거시킨 후에

도 고정상이 푸른색을 띠며, 지지체가 산화성 분위기로 변한다. 이 때문에 이어서 

주입되는 환원제 용리액에 의한 Pu(IV) → Pu(III) 반응의 속도가 느려져서 Pu 용

리효율이 저하된다[28]. 본 저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컬럼에 주입되는 시료 용액에

서 NOx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고정상이 푸른색을 띠었다. 환경시료 분해용액의 

3 M HNO3 매질에 FeSO4를 가한 후 NaNO2를 가해서 Pu(IV)로 조절하는 경우는 

분해용액이 연한 황색을 띤다. 이 용액을 가온하면 갈색 NOx 배출이 끝나면서 용액

이 짙은 녹황색으로 변하며 이 때 가온을 중지하면 NOx가 제거가 완료된 것이다. 

   Horwitz 등[31]은 DAPP(diamyl amylphosphonate)를 Amberlite XAD-7에 입혀

서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수지를 제조하고 그 특성에 대해 보고하 다. 그리고, U와 

+4의 악티늄족원소에 대한 이 수지의 선택성이 크므로 명칭을 UTEVA-resin이라고 

하 다. 이 연구진은 물시료에 진한 질산을 가하고 가열 건조시킨 다음, 잔유물을 

질산에 용해시켜 1 ∼ 5 mL의 3 M 질산 매질의 분해용액을 제조하 다. 저규소성

분 토양, 퇴적물과 폐기물 시료의 경우는 1 ∼ 5 g의 시료를 600 ℃로 건식회화시

킨 다음, 회분을 염산, 질산, 불산 및 과염소산으로 분해시켰으며, 가열 건조시킨 후 

잔유물을 질산에 용해시켜 1 ∼ 5 mL의 3 M 질산 매질의 분해용액을 제조하 다. 

고규소성분 토양시료의 경우는 고압 산분해봄베를 이용해서 0.25 ∼ 0.5 g의 시료를 

HNO3-HF 혼산으로 분해시킨 다음, 과량의 산과 SiF4를 축출하기 위해서 용액을 

가열 건조시켰다. 잔유물에 0.5 mL의 2% 붕산을 가하고 열판으로 가열 건조시키는 

조작을 3 회 반복하 다. 붕산이 잔유물에 AlF3 형태로 들어 있는 불소와 반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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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점이 낮은 BF3를 형성하여 증발되기 때문에 불소가 제거된다. Al이 많이 함유

된 시료일 경우, 불산 처리 잔유물에서 불소를 제거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황산 처

리 방법이 있다. 즉, 잔유물에 2 mL의 진한 황산을 가하고 열판으로 가열하여 황산

을 날려보내면 AlF3가 파괴되어 불소가 제거된다. 이 연구진은 이런 방법으로 불소

를 제거시킨 잔유물을 3 mL의 2 M 질산에 용해시켜서 최종 분해용액을 제조하

다. AlF3를 파괴시키지 않으면 UTEVA 컬럼에서 AlF3는 U와 함께 행동하지만 불

화이온이 없으면 Al
3+
는 U로부터 쉽게 분리된다. 그리고, 불산 제거 과정에 남아있

는 붕산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붕산 처리한 잔유물에 염산을 가하고 가열 건

조시키면 끓는점이 낮은 BCl3 형태로 증발되어 붕산이 제거된다[9, 32]. 이렇게 제

조한 분해용액을 2 mL 부피로 채운 UTEVA 컬럼에 주입하고 3 mL의 2 ∼ 3 M 

질산으로 매트릭스 원소를 세척 제거한 다음 흡착된 U을 9 mL의 0.01 M 질산으로 

용리하 다. 용출된 U의 동위원소를 TIMS로 측정할 때는 U 용출용액을 증발 건조

시켰을 때 눈에 보일 정도의 잔유물이 있으면 안 된다. 잔유물은 보통 불산 제거가 

불충분하여 용액이 건조된 후에 남게되는 AlF3이다. 잔유물이 보이면 다시 정제해

야 하며, 재정제는 붕산처리 단계부터 행한다. 그리고, 추출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미량의 추출제가 녹아나올 수 있으므로 U 용출액을 증발 건조시킨 다음 개스버너

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제거한 후 U을 묽은 질산에 용해시켜 필라멘트에 올리는 것

이 좋다.

   Fig. 3.13에서 알 수 있듯이 UTEVA 수지는 넓은 질산 농도 범위에서 U를 흡착

하지만 묽은 질산에서는 흡착도가 적으므로 묽은 질산을 U 용리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Th(IV)와 Np(IV)의 거동도 U(VI)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Th(IV)와 

U(VI)의 흡착도 차이가 근소하지만 2 M 질산을 용리액으로 사용하면 상호분리가 

가능하며, 2 M HNO3-0.5 M oxalic acid 용리액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질산 

용리액에 의한 Np(IV)와 U(VI)의 상호분리는 어렵지만 질산-oxalic acid 용액을 사

용하면 상호분리가 가능하다. 이것은 질산-oxalic acid 용액에서 U(VI)와 Np(IV)의 

흡착도 차이가 질산 용액에 비해 커지기 때문이며, 마찬가지로 질산에 인산, 과염소

산이나 황산이 첨가되면 U(VI)와 Np(IV)의 흡착도 차이가 증가된다. Fig. 3.14을 보

면 염산 용액에서 UTEVA 수지의 악티늄족원소 흡착거동이 질산 용액의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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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함을 알 수 있다. Fig. 3.14에 도시되지 않았지만 Am(III)는 질산에서처럼 흡착

도가 매우 낮다. 그렇지만 염산과 질산 용액에서 악티늄족원소의 거동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염산 용액에서 U/Th의 분리인자와 U/Np의 분리인자가 질산용

액의 경우보다 더 크다. 그래서, 6 M 염산 용액에서 U(VI)와 Th(IV)를 흡착시키고 

같은 염산 용액으로 세척하면 U(VI)가 용리되기 전에 Th(IV)를 쉽게 세척 제거할 

수 있다[31].

   Horwitz 등[33]은 4 차 아민에 속하는 Aliquat-336(mixture of trioctyl and 

tridecyl methylammonium chlorides)을 Amberchrom CG-71 수지에 침윤시킨 추출

크로마토그래피 수지를 개발하 으며, ‘tetravalent actinides’에 대한 선택성이 크므

로 TEVA라는 이름을 붙 다. Fig. 3.13에서 >0.5 M 질산용액에서 TEVA 수지의 

+4 산화상태 악티늄족원소 흡착도는 +3, +5와 +6 산화상태 악티늄족원소의 흡착도

보다 훨씬 크다. TEVA 수지의 +4 산화상태 악티늄족원소에 대한 이처럼 큰 친화

성은 TRU 수지와 UTEVA 수지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Fig. 3.14를 보면 염산 용

액에서 TEVA 수지의 Th(IV)에 대한 흡착도가 Pu(IV)와 Np(IV)에 대해서보다 훨

씬 낮으므로 Th(IV)를 다른 +4의 악티늄족원소로부터 분리하는 데 염산을 용리액

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들 3 가지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컬럼 하나하나가 악틴족원소 분리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지만 어느 하나의 컬럼만으로 Th, U, Np, Pu과 Am을 개별

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들 컬럼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하면 이들 악

티늄족원소의 상호분리가 가능하다. 

   Pilvio 등[34, 35]은 Eichrom사의 UTEVA 컬럼과 TRU 컬럼을 연계 사용하여 

골분시료로부터 악티늄족원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 다(Fig. 4.2). 이들은 UTEVA 

컬럼을 Th과 U으로부터 Pu, Am과 Cm을 분리하는 데 사용하 으며, Am과 Cm으

로부터 Pu을 분리하는 데는 TRU 컬럼을 사용하 다. Th, U과 Pu의 방사능이 1 

mBq/g 그리고 Am이 10 mBq/g 정도인 골분시료를 105 ℃에서 16 시간 건조시킨 

후 3 ∼ 5 g을 취해서 65% 질산과 30% 과산화수소로 수회 처리하여 분해시킨 다

음, 증발 건조시키고 잔유물을 10 mL의 4 M HNO3-0.5 M Al(NO3)3에 용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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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2. Scheme for the separation of Th, U, Pu, and Am

                   from a bone ash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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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가 덜 된 찌거기는 질산, 불산과 과염소산으로 처리하고, 증발 건조시킨 다음 

잔유물을  2 mL의 4 M HNO3-0.5 M Al(NO3)3에 용해시켰다. PO4
3-
, SO4

2-
, C2O4

2-

등의 음이온들이 악티늄족원소 흡착에 미치는 향을 억제하기 위해서 Al(NO3)3을 

사용하여 이들 음이온과 Al
3+
이 착물을 형성하도록 하 다. NaNO2를 가하고 가열하

여 Pu(IV) 산화상태로 조절하 다. 이렇게 처리한 용액을 합쳐서 TRU 컬럼에 주입

하고 3 M 질산으로 세척하여 Sr과 함께 Ca, Al, Na, K, phosphate 등의 매트릭스 

원소들이 제거하고, 이어서 0.1 M NH4HC2O4로 Th, U, Pu, Am과 Cm을 함께 용리

하 다. 이 악티늄족원소 용출액에 질산과 과산화수소를 가하고 가열한 다음 다시 

질산과 염산을 가하고 가열하여 옥살산을 분해시켰다. 이 용액에 ferrous sulfamate 

용액과 ascorbic acid 분말을 가해서 Pu(III) 및 Fe
2+
로 조절한 다음 UTEVA 컴럼에 

주입하 으며, 약하게 흡착되는 Pu(III), Am(III)와 Cm(III)를 3 M 질산으로 용리하

다. 컬럼에 9 M 염산을 흘려주어 질산 시스템에서 염산 시스템으로 바꾼 다음, 

세게 흡착된 Th(IV)와 U(VI)를 5 M 염산과 0.01 M 염산으로 각각 용리하 다. 

Ferrous sulfamate에 의해 Pu과 Np이 Pu(III)와 Np(IV) 산화상태로 조절되므로 시

료에 Np이 들어있으면 Np은 U과 함께 용리된다. 그리고, Pu/Am/Cm 용출액을 2 

M 질산으로 안정화시킨 TRU 컬럼에 주입한 다음, 2 M HNO3-0.1 M NaNO2를 통

과시켜 Pu(III)를 Pu(IV)로 산화시켰다. 4 M 염산으로 Am(III)와 Cm(III)를 함께 용

리한 다음, Pu(IV)를 0.1 M NH4HC2O4로 용리하 다. 이 연구진은 악티늄족원소를 

알파선분광분석기로 측정하 기 때문에 에너지 분리가 가능한 Am과 Cm을 상호분

리할 필요는 없었다.

   Mellado 등[36]은 Pilvio 등과는 반대 순서로 TRU 컬럼과 UTEVA 컬럼을 결합

시켜서 해양 퇴적물 시료로부터 Pu, Am, U, Th과 Sr을 분리하 다(Fig. 4.3). 개방

용기형 집중식극초단파분해장치를 이용해서 2 ∼ 5 g의 퇴적물 시료를 산분해시켰

다. 산분해용액을 증발 건조시킨 다음 잔유물을 3 M HNO3-0.5 M Al(NO3)3에 용해

시키고,  NH4SCN을 Fe
3+
 지시약으로 사용하여 ascorbic acid를 가해서 Fe

3+
를 Fe

2+

로 환원시켰으며, ferrous sulfamate 용액과 소량의 ascorbic acid를 추가로 가했다. 

이 용액을 UTEVA 컬럼에 주입하고 약하게 흡착된 Pu(III)와 Am(III)를 2  M 질산

으로 용리하 다. 연이어 Pu(III)/Am(III) 용출액을 TRU 컬럼에 주입한 다음, 2 M



- 102 -

        

        Fig. 4.3. Scheme for the separation of Th, U, Pu, and Am

                from a marine sediment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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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O3-0.1 M NaNO2를 통과시켜 Pu(III)를 Pu(IV)로 산화시켰으며, 컬럼에 9 M 염

산을 흘려주어 질산 시스템에서 염산 시스템으로 바꾼 다음, 4 M 염산으로 Am(III)

를 용리한 후, Pu(IV)를 0.1 M NH4HC2O4로 용리하 다. Pu 용출액 중의 옥살산을 

65% HNO3-30% H2O2, 65% HNO3-36% HCl과 65% HNO3를 이용해서 가열 산분

해시켰다. 그리고 UTEVA 컬럼에 세게 흡착된 Th과 U을 용리하기 위해서 먼저 소

량의 9 M 염산을 통과시켜 질산 시스템을 염산 시스템으로 전환시킨 다음, 5 M 염

산으로 Th(IV)를 용리하고, 0.01 M 염산으로 U(VI)를 용리하 다.

   분리대상 악티늄족원소의 종류가 적으면 TRU, UTEVA 또는 TEVA 중 어느 

컬럼 하나만 사용해도 상호분리가 가능하다. Adriaens 등[37]은 토양시료 중의 U과 

Th을 TIMS로 측정하기 UTEVA 컬럼과 AG 1X8 컬럼을 연계 사용하여 이들을 분

리하 다. 1 g의 토양시료에 
233
U과 

230
Th을 spike로 가하고 진한 불산으로 처리하

여 실리카를 분해시킨 다음, 용액을 가열 건조시켜 불산을 제거하고, 진한 과염소산

을 가하고 가열하여 불용성 불화물을 산화물이나 과염소산염으로 전환시켰다. 과염

소산염 용액을 가열 건조시킨 다음 진한 질산을 가하고 가열 건조시켜서 질산염으

로 전환시켰다. 잔유물을 6 M 질산에 용해시켜 UTEVA 컬럼에 주입하고, 매트릭

스 원소를 6 M 질산으로 세척 제거한 다음 U과 Th을 0.1 M 질산으로 함께 용리

하 다. U/Th 용출액을 증발 건조시킨 다음 진한 염산을 가하고 증발 건조시키고, 

잔유물을 9 M 염산에 용해시켜 AG 1X8 컬럼에 통과시켰다. 흡착되지 않는 Th을 

9 M 염산으로 용리하고, 세게 흡착된 U은 0.1 M 질산으로 용리하 다. U 용출액

과 Th 용출액을 가열 건조시킨 다음 질산에 용해시켜 TIMS 측정에 사용하 다. 

비교 목적으로 별도로 수행한 고전적인 AG 1X8 단일 컬럼에 의한 U과 Th 분리 

결과와 비교해서 UTEVA-AG 1X8 방법에서의 U 용출액이 훨씬 순수하 고, Bi와 

Pb가 완전 제거되었으며 Fe 함량도 크게 감소되었다. 그런데, UTEVA-AG 1X8 방

법에서의 U 용출액에 Th이 분리되지 않고 일부 들어있었다. U 정제분에 일부의 

Th이 혼입된 것은 UTEVA 컬럼에 연이은 AG 1X8 컴럼 분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U의 TIMS 측정에서 Th이 들어있으면 
232
ThH 피크가 

233
U 피크에 간섭을 일으

키므로 Th을 잘 제거하는 것이 좋다. UTEVA-AG 1X8 방법에서의 이런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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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해서 Yokoyama 등[38]은 규산암 시료 중의 Th과 U에 대한 TIMS 측

정을 위해서 UTEVA 컬럼을 단독으로 사용하 다. 이들은 TEVA 컬럼도 함께 사

용하 으나 이것은 U과 Th의 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Th 용출액에서 Zr을 제거하

기 위한 것이다. 즉, UTEVA 컬럼에서 4 M 질산으로 Th과 U을 제외한 매트릭스 

원소를 세척 제거한 후 Th을 5 M 염산으로 용리하고 U을 0.1 M 질산으로 용리하

다. Th 용출액에 함유된 Zr을 제거하기 위해서 TEVA 컬럼을 사용하 으며, Zr

을 2 M 질산으로 세척 제거한 다음 Th을 0.1 M 질산으로 용리하여 다시 정제

다. 이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암석시료를 분해시켜 시료 분해용액을 제조하

다: Teflon 비커에 10 ∼ 250 mg의 암석분말 시료를 취하고, 30 M HF/7 M 

HClO4 혼산(1:1)을 1 mg 시료에 대해 0.01 mL 정도 가했다. 뚜껑을 덮고 비커를 

초음파 수조에 담그고 암석분말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분해시킨 다음, 뚜껑이 닿친 

상태로 비커를 열판에서 100 ℃로 밤새 가열하 다. HF를 제거하기 위해서 용액의 

온도를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120 ℃와 165 ℃에서 12 시간씩 가열하고 195 ℃에서 

완전히 건조시켰다. 잔유물 부피 정도의 HClO4를 잔유물에 가하고 동일한 증발 조

작으로 HF를 완전히 축출시킨 다음, 100 mg 시료에 대해 0.25 mL의 6 M 염산을 

가하고 110 ℃로 가열 건조시켰다. 잔유물을 1 mL의 4 M 질산으로 용해시키고 원

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찌꺼기를 씻어준 0.25 mL의 4 M 질산 세척액과 합침으로써  

최종 시료 분해용액을 얻었다. 그런데, Mg과 Ca이 다량 함유된 규산암 시료를 불

산으로 분해시킨 경우 F
-
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Mg, Ca과 Al의 불용성 침전이 

형성된다. 시료 분해용액에 이들 침전이 들어있으면 컬럼 막힘, 용리거동 변화, 꼬

리끌기(tailing) 등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Th과 U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미량

원소들이 이들 침전에 공침된다. 특히 UO2
2+
보다 Th

4+
가 이들 불화물침전에 ThCl4 

형태로 잘 공침된다. 불용성 침전을 제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시료 분해용액을 건

조시키는 동안에 HClO4를 가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암석시료 분해에서 일반적

으로 HF-HClO4 혼산을 사용한다. 한편, Yokoyama 등은 UTEVA 컬럼(4 mm i.d. 

x 43 mm h.)을 5 mL의 1.5 M HF, 6 mL의 4 M HNO3, 6 mL의 6 M HCl과 6 

mL의 0.1 M HNO3의 차례로 세척한 다음 1.5 mL의 4 M HNO3로 안정화시킨 후 

시료 분해용액을 주입하 다. 4 mL의 4 M HNO3로 매트릭스 원소를 세척 제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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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6 mL의 5 M HCl로 Th을 용리하고, 6 mL의 0.1 M HNO3로 U을 용리하

다. Th 용출액을 증발 건조시키고, 잔유물에 1 mL의 16 M 질산을 가하고 100 ℃

로 밤새 가열하여 UTEVA 컬럼에서 녹아나올 수 있는 유기물을 분해시킨 다음, 증

발 건조시키고, 잔유물을 1 mL의 2 M HNO3에 용해시켰다. 3 mL의 1.5 M HF, 8 

mL의 2 M HNO3와 4 mL의 0.1 M HNO3의 차례로 세척한 다음 1 mL의 2 M 

HNO3로 안정화시킨 TEVA 컬럼(4 mm i.d. x 38 mm h.)에 이 용액을 주입하 다. 

Zr을 6 ml의 HNO3 용액으로 세척 제거한 후, 4 mL의 0.1 M HNO3 용액으로 Th

을 용리하 다. UTEVA 컬럼에서 얻은 U 용출액과 TEVA 컬럼에서 얻은 Th 용

출액을 TIMS 측정을 위해 더 정제할 필요가 없었으며, U과 Th의 회수율은 90% 

이상이었다.

   Muramatsu 등[39]은 토양, 퇴적물, 물고기 등의 환경시료로부터 Pu을 TEVA 컬

럼을 이용해서 분리하여 ICP-MS로 측정하 으며, 비교 목적에서 Dowex 1X8 컬럼

을 이용한 분리실험도 수행하 다. 2 ∼ 50 g의 시료를 500 ℃ 전기로에서 4 ∼ 6 

시간 건식회화시켰다. 회분 무게의 5 배의 8 M 질산을 회분에 가하고 180 ∼ 200 

℃로 적어도 3 시간 끓인 다음 따뜻한 상태에서 유리거르개로 여과하 다. 찌꺼기

의 2 배만큼의 8 M 질산을 찌꺼기에 가하고 20 분간 끓이고 여과하는 조작을 2 회 

반복하 다. 여액을 모두 합친 다음 건조 직전까지 가열 증발시키고, 따뜻한 상태의 

잔유물을 질산으로 용해시켰다. 이 분해용액을 시료 무게에 따라 증류수로 40 ∼ 

200 mL로 희석하여 2 M 질산 농도로 조절하고, NaNO2를 가해서 Pu(IV) 산화상태

로 조절하 다. 이 용액을 2 mL의 TEVA 수지를 채운 분리관에 주입한 다음, 2 M 

질산으로 U과 매트릭스 원소를 세척 제거하고 9 M 염산으로 Th과 Am을 세척 제

거하 으며, 0.1 M hydroquinone-9 M HCl 용액으로 Pu을 Pu(III)로 환원시켜 용리

하 다. Pu 용출액에 질산과 과염소산을 가하고 가열하여 hydroquinone을 분해시킨 

다음, 증발 건조시키고 잔유물을 질산에 용해시켜 ICP-MS 측정에 사용하 다. 그

리고, 이 연구진은 H2O2, NH2OH・HCl과 NaNO2의 Pu(IV) 산화상태 조절 능력을 
비교하 으며, Table 4.2의 결과를 얻었다. Pu 분리 수율이 NaNO2 > NH2OH・HCl 
> H2O2 순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양시료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Fe(10

3
 

∼ 10
4
 μg/mL), Al, Mg, Na과 Ca(10

2
 ∼ 10

3
 μg/mL) 중에서 Na이 가장 잘 제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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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서 Pu 용출액에 5 μg/mL 까지 혼입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들 매트릭스 원소

나 U에 대한 제염계수는 10
4
 ∼ 10

5
이었다. 그리고, Dowex 1X8의 경우 제염계수가 

TEVA의 경우보다 더 높았다. 

     Table 4.2. Chemical yields in the separation by using Dowex 1X8

               and TEVA

    

     Reagent   Reagent Conc., M      Chemical yield, %

  Dowex 1X8     TEVA

  H2O2        0.05    62 ± 8    19 ± 6

  H2O2        0.2    64 ± 4    23 ± 10

  NH2OH・HCl        0.05    84 ± 4    62 ± 19

  NH2OH・HCl        0.2    93 ± 2    66 ± 17

  NaNO2        0.05    93 ± 5    86 ± 11

  NaNO2        0.2    97 ± 2    89 ± 12

   Zoriy 등[40]은 소변 중의 Pu을 Ca3(PO4)2 침전으로 사전분리 농집한 다음, 

TEVA 컬럼을 이용해서 U과 매트릭스 원소를 제거하고 Pu을 분리하여 고분해능 

ICP-MS로 정량하 다. 즉, 요시료 1 L에 질산을 가해서 pH 2로 조절하고, 4 pg의 

242
Pu spike를 첨가한 다음, 0.5 mL의 1.25 M Ca(NO3)2와 0.2 mL의 3.2 M 

(NH4)2HPO4를 가하고 40 ∼ 50 ℃로 가열하 다. Ca3(PO4)2 침전이 형성될 때까지 

진한 암모니아수를 매우 천천히 가하 으며, 용액을 20 분간 가열한 후 하루 밤 방

치시켰다. 용액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은 버리고 침전을 종이필터로 여과하여 회수

하 다. 침전을 25 mL의 2 M 질산에 용해시키고, 1 mL의 3 M NaNO2를 가하고 5 

분간 방치하여 Pu(III)와 Pu(VI)를 Pu(IV)로 전환시켰다. 4 mL의 Al(NO3)3 용액을 

가한 다음 0.2 g의 TEVA 수지를 채운 컬럼에 용액을 주입하 다. 30 mL의 3 M 

질산으로 컬럼을 세척한 다음 15 mL의 0.05 M HF-0.05 M HNO3로 Pu을 용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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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u 용출액에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U의 농도는 0.2 pg/mL를 초과하지 않

았으며, 따라서 ICP-MS 측정에서 
239
Pu 피크에 미치는 

238
UH  및 

238
U의 겹침 향

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 다. 
242
Pu 회수율은 70%이었으며, 검출한계는 사용하는 시

료 분무기의 기종에 따라 9 x 10
-18
 또는 1.02 x 10

-18 
g/mL이었다.

   Nevissi 등[41]은 용액시료 중의 Pu과 Am을 매트릭스 원소로부터 군으로 분리

하여 CeF3 침전에 공침시켜 알파선분광분석하거나 개별분리하여 ICP-MS로 측정하

기 위한 흐름주입법(flow injection method) 개발 연구를 수행하 다. 시료 주입라

인, 시약 주입라인, Pu/Am의 Fe(OH)3 공침장치, TRU 컴럼 및  Pu/Am의 CeF3 공

침장치를 튜브와 밸브로 연결시켜 제작한 분리시스템을 사용하 다. Fe(OH)3 공침

장치에 2 M 질산 매질의 시료, Fe
3+
 담체와 암모니아수가 차례로 주입되어 Pu과 

Am의 Fe(OH)3 공침이 형성되고, 이 Fe(OH)3 공침이 ascorbic acid로 포화시킨 2 

M 질산에 의해서 용해되어 연속적으로 TRU 컬럼에 주입되어 Pu(III)와 Am(III)가 

흡착되며, 시약 주입라인을 통해 주입되는 0.03 M 질산과 0.1 M NH4HC2O4 용액에 

의해 Pu과 Am이 각각 용리되어 ICP-MS의 시료주입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용리된 Pu과 Am이 CeF3 공침장치로 들어가서 Ce
3+
/0.2 M HCl/0.4 M HF 기질

(substrate)에서 CeF3 공침이 형성되면 이 CeF3 침전을 꺼내서 알파선분광분석 시

편으로 사용하 다.    

   일반적으로 해수 중의 U, Pu과 Pb 농도는 각각 3 μg/L, 3 fg/L와 0.03 μg/L이

다. 해수의 Pu 동위원소의 ICP-MS 측정에서는 Pu 농도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238
U, 

204
Pb와 

207
Pb에서 유래되는 

238
UH

+
, 
204
Pb
35
Cl
+
와 

207
Pb
35
Cl
+ 
같은 다원자분자

(polyatomic molecule) 이온들이 
239
Pu와 

242
Pu 피크에 향을 미치므로 Pu을 분리하

고 농축할 필요가 있다. Kim 등[42]은 직렬로 연결한 Sr spec. 컬럼과 TEVA 컬럼 

분리시스템을 고분해능 ICP-MS에 직접 연결시켜 해수 중의 Pu을 분리 농집하여 

정량하 다. 즉, 5 L의 해수시료에 
242
Pu spike와 25 mg의 Fe

3+
 담체를 가하고 암모

니아수를 가해서 pH 8로 조절함으로써 Pu을 Fe(OH)3 침전에 공침시켰으며, 침전을 

분리하여 9 M 질산에 용해시켰다. 침전 용해용액의 질산 농도를 4.5 M로 조절한 

다음 20 mg의 NaNO2를 가해서 Pu(IV)로 조절하여 Sr spec. 컬럼/TEVA 컬럼에 

주입하 다. 4.5 M 질산 용액에서 Sr spec 수지는 Pu(IV)를 세게 흡착하며, Pb
2+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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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Pu(IV)에 대한 것보다 더 큰 흡착도를 가지고 있으나 U(VI)에 대해서는 

매우 약한 흡착도를 가지고 있다[43]. 따라서 컬럼에 시료용액이 주입되는 동안 

Pb
2+
와 Pu(IV)는 흡착되고 U(VI)는 흡착되지 않고 빠져나간다. 시료 주입이 끝나고 

0.8 M 질산이 컬럼에 주입되면 Sr spec. 컬럼에서 Pu(IV)가 탈착되어 곧바로 

TEVA 컬럼에 들어가 흡착된다. 그러나, Pb
2+
는 0.8 M 질산에 의해 탈착되지 않고 

Sr spec. 컬럼에 그대로 남게되므로 제거된다. TEVA 컬럼에 1 M HCl을 주입하면 

Pu(IV)가 용리되며, 이 Pu 용출액이 바로 ICP-MS의 시료주입 시스템으로 들어가

도록 하 다.    

4.1.5. 음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분리 정제

   7 ∼ 8 M 질산 용액에서 센 염기성음이온교환수지에 Pu(IV), Np(IV)와 Th(IV)

는 잘 흡착되며, U(VI)와 Pa(V)는 약하게 흡착되고, Fe
3+
을 포함한 대부분의 매트릭

스 원소들은 흡착되지 않는다. 한편, 6 M 이상의 염산 용액에서 U(VI), Pu(IV), 

Pa(V)와 Fe
3+
는 센 염기성음이온교환수지에 잘 흡착되며, Th(IV), Pu(III)와 Am(III)

는 흡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악티늄족원소의 산화상태와 질산-음이온교환수지 시스

템과 염산-음이온교환수지 시스템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악티늄족원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환경시료 분해용액 중의 악티늄족원소들을 정량하기 위한 분리 및 

정제에서는 이들의 농도가 매우 낮은데다 까다로운 시료 매트릭스 제거 문제가 있

긴 하지만 악티늄족원소 분리 정제의 기본원리에 있어서는 다량의 악티늄족원소가 

함유된 시료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 Korkisch[44]는 환경시료를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시료들로부터 악티늄족원소를 군분리하거나 개별분리할 수 있는 음이온교환

분리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하 다.

   생물시료나 환경시료를 분해시켜 얻은 시료 분해용액으로부터 Pu을 분리할 때 

널리 이용하고 있는 Kressin & Waterbury 방법[23, 45]은 Pu이 다량 함유된 시료 

분석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음이온교환분리 방법이다. 즉, 

Pu(IV)를 7 ∼ 8 M 질산 매질에서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 흡착시킨 다음, 7 ∼ 

8 M 질산으로 U, Fe 및 매트릭스 원소를 세척 제거하고, HCl-HF 또는 HNO3-HF 

용액으로 Pu을 용리한다. 시료에 Th이 있으면 Pu을 용리하기 전에 Th(IV)를 진한 



- 109 -

염산으로 세척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질산 용액에서 Pu을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에 잘 흡착되는 Pu(IV) 산화상태로 조절하기 위해서 Kressin & Waterbury는 과산

화수소를 사용하 지만 보통은 NaNO2를 자주 사용한다. NaNO2를 가하고 수분 후

에 끓을 때까지 가열하여 NOx 개스를 축출시켜야 된다. 과산화수소도 Pu(IV) 산화

상태 조절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Pu의 산화・환원에 대한 과산화수소 역할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다[6]. 

Fe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환경시료의 경우에 과산화수소가 더욱 좋지 않다고 한다.  

   Singh 등[7]은 강바닥 퇴적물 시료 20 g을 건식회화시킨 후, 회분에서 Pu을 왕

수로 침출하고 Fe(OH)3 공침으로 농집하고, 침전을 질산으로 용해시키고 8 M 질산 

상태에서 NaNO2를 가해서 Pu(IV)로 조절하여 용액을 AG 1X4 이온교환분리관에 

주입하고 10 M 염산과 8 M 질산을 차례로 통과시켜 Th(IV)와 U(VI)를 세척 제거

하고 Pu을 0.4 M HNO3-0.01 M HF로 용리하 다.

   HNO3-음이온교환수지 시스템의 핵심은 Pu 산화상태 조절과 이온교환수지에 흡

착된 Pu의 용리를 어떻게 최적화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Kressin & Waterbury 방법

이 오늘날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Pu의 회수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 방법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석자는 자기가 구성한 Pu 분리과정의 적합성

을 충분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Chen 등[46]은 부피가 대단히 큰 해

수시료에서 유기물과 불순물로 인해 NaNO2와 H2O2로 Pu 산화상태를 조절하기 어

려웠고, Pu 회수율이 매우 낮았으며, 9 M HCl에 의한 Th의 세척 제거가 완전하지 

못해서 Th으로 오염된 Pu 용출액을 얻었다. 그래서 이들은 다음과 같은 Pu 산화상

태 조절방법과 Pu의 용리방법을 제시하 다: 200 L의 해수시료에 200 mL의 진한 

염산을 가해서 pH 2로 조절하고, 16 g의 FeSO4・7H2O와 200 g의 Na2S2O5를 가하
고 1 시간 가열하여 Pu 산화상태를 Pu(III)로 조절하 다. 묽은 NaOH 용액(0.5 ∼ 

1 M)를 가해서 pH 8.5 ∼ 9로 조절하여 Fe(OH)2 침전을 형성케 하 다[NaOH 용

액을 분무 형태도 가해야 Mg(OH)2와 Ca(OH)2 침전이 생기지 않는다]. 하루 밤 방

치시킨 후 상등액을 버리고 약 5 L되는 Fe(OH)2 침전에 진한 염산을 가해서 0.1 M 

HCl 용액을 만들었다. 이 용액 1 L 당 2 g의 Na2S2O5를 가하고 1 시간 방치한 다

음, 묽은 NaOH 용액을 분무 형태로 가해 pH 8.5 ∼ 9로 조절하여 Fe(OH)2 침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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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상등액을 버리고, 침전을 유리여과지(AG/A)로 여과 회수하여 침전과 여과

지를 400 ℃로 1 시간 회화시킨 다음, 120 mL의 왕수에 담그고 시계접시를 덮고 1 

시간 가열하여 침전을 용해시키면서 유기물을 분해시켰다. 용액을 증발 건조시키고, 

잔유물을 다시 400 ℃로 1 시간 회화시킨 다음, 120 mL의 왕수에 담그고 시계접시

를 덮고 1 시간 가열한 후 여과하고 찌꺼기를 100 mL의 8 M 질산으로 세척하

다. 여액을 증발시켜 7 mL가 되게한 다음 150 mL로 희석하여 0.5 ∼ 1 M 질산 농

도의 용액을 얻었다. 3 g의 Na2SO3를 가해서 Pu(III) 산화상태로 조절하고, 3 g의 

NaNO2를 가해서 Pu(III)를 Pu(IV)로 산화시킨 다음, 진한 질산을 가해서 165 mL의 

8 M 질산 농도의 시료용액을 얻었다. AG 1X4(100-200 mesh), 10 x 2.1 cm 분리관

을 50 mL 8 M HNO3 + 1 g K2S2O8 용액과 100 mL 8 M HNO3 + 0.5 g NaNO2 

용액으로 안정화시킨 다음, Pu(IV) 산화상태로 조절한 시료용액을 주입하 다. 분리

관을 350 ml 8 M HNO3 + 0.5 g NaNO2 용액으로 세척하여 U을 제거하고, 100 

mg의 NaNO2로 포화시킨 50 mL의 진한 염산을 통과시켜 질산 시스템에서 염산 시

스템으로 전환시키고, 300 mL의 진한 염산으로 Th을 세척 제거한 다음, 30 ml 

H2O, 20 mL 0.3 M NaOH, 30 mL H2O, 20 mL 2 M HNO3와 200 ml의 0.5 M 

HNO3-0.01 M NaNO3 용액을 차례로 주입하여 Pu을 용리하 다. Pu을 재정제하기 

위해서, Pu 용출액을 증발 건조시키고, 잔유물을 10 mL의 0.7 M 질산에 용해시킨 

다음, 300 mg의 Na2SO3, 300 mg의 NaNO2와 12 mL의 진한 질산을 차례로 가해서 

Pu(IV)의 8 M 질산 용액으로 조절하 다. 이 용액을 AG 1X4(100-200 mesh), 7 x 

0.8 cm 분리관에 주입하고, 20 mL의 8 M HNO3 + 3 mg NaNO2 용액으로 분리관

을 세척한 다음, 4 ml H2O, 4 mL 0.3 M NaOH, 4 mL H2O, 4 mL 2 M HNO3와 

20 ml의 0.5 M HNO3-0.01 M NaNO3 용액을 차례로 주입하여 Pu을 용리하 다.   

이들의 Pu 분리절차를 보면, 분리관에 주입할 시료 분해용액의 Pu 산화상태를 완전

하게 Pu(IV)로 조절하기 위해서 먼저 Na2SO3를 가해서 Pu(III) 산화상태로 조절한 

다음 NaNO2를 가해서 Pu(III)를 Pu(IV)로 산화시는 방법을 사용하 다. 이들에 의

하면, Na2SO3와 NaNO2를 사용하면 Pu 회수율이 86%이었지만 NaNO2만을 사용하

면 Pu 회수율이 24%에 불과하 다고 한다. 또한, Pu(III)는 NaNO2와 H2O2에 의해 

쉽게 Pu(IV)로 산화되지만 Pu(V)와 Pu(VI)가 NaNO2에 의해 Pu(IV)로 환원되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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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느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으며, Pu(IV)로 조절하기 위해서 H2O2를 사용하면 

NaNO2를 사용할 때보다 U의 세척 제거 효율이 나쁘다고 하 다. 이 연구진은 U의 

세척 제거 단계에서 일부의 Pu이 Pu(III)로 환원되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 NaNO2를 함유한 8 M 질산을 사용함으로써 수지에 흡착된 Pu(IV) 산화상태를 

안정화시켰다. 그리고, 시스템이 HNO3에서 HCl로 바뀔 때 흡착된 Pu(IV)가 

HNO3+HCl에 의해 산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NaNO2를 함유한 진

한 염산을 사용하 다. 이렇게 할 경우 Pu 회수율은 86%이었으나 진한 염산만을 

사용할 경우는 Pu 회수율이 57.5%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이처럼 매우 복잡한 Pu 

탈착방법을 사용하 다. Pu이 NaOH에 의해 용리될 때는 가수분해되어 Pu(OH)n가 

되지만 이것은 2 M 질산에 용해되며, NaNO3를 함유한 0.5 M 질산은 Pu이 수지에 

흡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세정제 역할을 한다고 이들은 주장하 다. 300 mL의 0.5 

M HNO3 + 0.03 M NaNO3 용액만으로 Pu을 용리할 때 회수율은 46%이었지만 이

들이 사용한 용리과정을 따르면 Pu 회수율이 79.5%이었다고 하 다.

   한편, 염산 매질에서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을 이용한 U과 Pu의 분리방법도 널

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진한 염산에서 Th이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지 않으므로 

이 시스템은 Th을 제거하는 데 좋은 방법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U, Np 및 Pu

의 +4와 +6 산화상태 이온들은 6 M 이상의 염산 용액에서 음이온교환수지에 세게 

흡착되므로 보통 9 M 염산에서 이들 원소들을 흡착시키고, Pu을 먼저 9 M 

HCl-0.05 M NH4I로 용리한 다음 Np을 4 M HCl-0.1 M HF로, 마지막으로 U을 

0.5 M HCl-1 M HF로 용리한다. 

   환경시료 중의 Th, Pa과 U의 동위원소 측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행되어 왔으

나 단지 1 개의 용액시료를 가지고 천연 악티늄족원소뿐 아니라 낙진에서 유래된 

초우란원소 동위원소들까지 측정할 수 있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다. Anderson

과 Fleer[47]은 해양 부유입자와 퇴적물 시료에서 Ac, Th, Pa, U, Pu과 Am의 동위

원소를 측정하 다. 이 연구자들의 악티늄족원소 분리 절차를 (i) 시료의 완전 분해, 

(ii) 천연동위원소와 추적자간의 완전한 화학평형, (iii) pH 7에서 시료 중 Fe과 Al

의 수산화물 침전의 담체 역할을 통한 매트릭스 원소로부터 악티늄족원소 군분리, 

(iv) 음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악티늄족원소 개별분리, 그리고 (v) 용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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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 의한 Pa 정제 순으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퇴적물 시료에서 악티늄족원소를 

분리하 다: 110 ℃에서 건조시켜서 분쇄한 1 ∼ 3 g의 퇴적물 시료를 Teflon 비커

에 취하고, 
236
U, 

239
Th, 

233
Pa과 

243
Am 추적자를 첨가한 다음, CaCO3를 용해시키고 

알루미나-실리카매질을 분해시키기 위해 9 M 염산을 가한 후 증발 건조시켰다. 잔

유물을 70% 과염소산 발연처리하여 유기물을 파괴시킨 다음, 48% HF로 실리카를 

분해 제거하 으며, 잔여 HF의 완전 제거를 위해 과염소산 발연처리하 다. HF가 

남아있으면 Pa과 Pu의 불화물 착물이 형성되어 이들 원소의 분리에 지장을 준다. 

마지막으로 잔유물을 2 M HCl로 용해하여 시료 분해용액을 제조하 다. 이 시료 

분해용액에 pH 7에 달할 때까지 진한 암모니아수를 가해 시료에 들어있는 Al과 Fe

이 수산화물 침전을 형성토록 하여 악티늄족원소를 공침시켰다. 시료 중에 담체(Al

이나 Fe)가 충분치 않으면 시료 분해과정에 FeCl3를 가해주면 된다. 침전을 분리한 

다음 9 M 염산에 용해시키고 다시 공침시켜 침전을 정제하 다. 침전을 진한 염산

에 용해시켜 9 M 농도로 조절한 후 AG 1X8 분리관에 주입하여 Fig. 4.4의 절차에 

의해 악티늄족원소를 분리 정제하 다. 9 M 염산으로 Th, Am과 Ac을 용리하 으

며(일부 Pa과 Al이 함께 용리됨), 이어서 9 M HCl-0.13 M HF로 흡착된 Pa을 용

리한 다음, 6 M HCl-0.26 M HF로 Pu을 용리하고, 0.1 M HCl로 U을 용리하 다

(Fe이 함께 용리됨). Th, Am, Ac과 일부 Pa을 포함한 용출액(Fig. 4.4의 

portion-II)을 증발 건조시켜 HCl을 제거하 다. 잔유물에 진한 질산을 가하고 가열 

건조시켜 질산염으로 전환시킨 후 질산에 용해시켜 8 M 농도로 조절한 다음, 용액

을 AG 1X8 분리관에 주입하고 8 M 질산으로 Am과 Ac를 용리하 다. 이어서 9 

M HCl로 Th을 용리하고, 9 M HCl-0.13 M HF로 Pa을 용리하 다[이 Pa 용출액

을 Fig. 4.4의 portion-III와 합침]. Th 용출액을 가열 건조시키고 질산염으로 전환

시킨 다음, 질산에 용해시켜 8 M 질산 용액으로 희석하여 또 다른 AG 1X8 분리관

에 주입하고 9 M 염산으로 Th을 용리하여 정제하 다. 그리고, 첫 번 분리관의 Pu 

용출액(Fig. 4.4의 portion-IV)을 가열 건조시키고 질산으로 수차례 처리하여 HF를 

제거한 다음, 8 M 질산에 용해시켰다. 이 용액을 8 M 질산으로 안정화시킨 AG 

1X8 분리관에 주입한 다음, 9 M HCl을 통과시켜 분리관을 염산형으로 전환시킨 

후  Pu을 6 M HCl-0.26 M HF로 용리하여 정제하 다.  첫 번 분리관의 U 용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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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4. Anion exchange scheme for separation and purification

                of actinides in sediment samples.

(Fig. 4.4의 portion-V)을 가열 건조시키고 8 M 질산에 용해시켰으며, 이 용액을 8 

M 질산으로 안정화시킨 AG 1X8 분리관에 주입한 다음, 8 M 질산으로 Fe을 세척 

제거하고, U을 0.1 M HCl로 용리하여 정제하 다.

   Anderson과 Fleer 방법을 다양한 환경시료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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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과 같이 Fe과 Al이 적게 함유된 시료에 적용하기 위해서 약간의 개선이 필요

하다. Jiang 등[48]은 빗물 중의 U, Pu과 Th을 정량하기 위해서 Fig. 4.5의 절차에 

따라 시료로부터 이들을 분리 정제하 다. 40 ∼ 50 L의 빗물시료에서 악티늄족원

소를 수산화철 침전에 공침시켰다. 침전을 질산과 불산으로 처리하고 과염소산 발

연처리한 다음, HF를 완전히 축출하기 위해서 잔유물을 진한 염산으로 용해시키고 

붕산을 가하고 증발 건조시켰다. 잔유물을 8 M 질산으로 용해시키고, 이 용해용액

에 30% H2O2를 가하고 10분 후에 용액을 가열하여 과량의 H2O2를 분해시켰다. 용

액을 식힌 다음 고체 NaNO2와 고체 붕산을 가하고 용액을 2 분간 끓 다. 이 용액

을 8 M 질산으로 안정화시킨 AG 1X8 분리관에 주입하고, 8 M 질산으로 U을 용

리하 으며, 진한 염산으로 Th을 용리하고, 12 M HCl-0.09 M NH4I로 Pu을 용리

하 다. 이어서, 12 M HCl-0.09 M NH4I의 Pu 용출액에 진한 질산을 가하고 증발 

건조시키는 조작을 반복하여 잔유물을 질산염으로 전환시킨 다음 8 M 질산으로 녹

이고, 이 용액에 30% H2O2와 NaNO2를 차례로 가해 Pu(IV) 산화상태로 조절한 다

음 전 단계에서와 같이 HNO3-AG 1X8 시스템으로 Pu을 다시 정제하 다. 그리고,  

Th을 정제하기 위해서 Th 용출액을 증발 건조시키고 잔유물을 질산으로 처리하여 

질산염으로 전환시킨 다음, 잔유물을 8 M 질산에 용해시켜 AG 1X8 분리관에 주입

하고 8 M 질산으로 분리관을 세척한 후, 진한 염산으로 Th을 용리하여 정제하

다. U을 정제하기 위해서 U 용출액을 증발 건조시켰으며, 잔유물의 4 M 질산 용액

을 TBP와 접촉시켜 U을 TBP로 추출한 다음 0.2 M 옥살산으로 역추출하 다. U

의 역추출 용액을 가열 건조시켜 옥살산을 파괴시킨 다음 잔유물을 진한 염산에 용

해시키고, 용액을 AG 1X8 분리관에 주입한 다음 0.5 M 염산으로 U을 용리하여 정

제하 다. 이렇게 복잡한 U 정제과정이 필요한 까닭은 U을 알파선분광분석기로 측

정하 기 때문이다. 빗물 속에 다량 함유될 수 있는 
210
Po가 8 M HNO3-AG 1X8 

시스템에서 U(VI)와 같이 행동하며, 일부 Pa도 U 용출액에 포함된다. 그래서 TBP 

용매추출로 Po을 제거하고, AG 1X8 분리관에서 4 M HCl로 Pa을 세척 제거하

다. 그렇지만 U 동위원소를 TIMS로 측정할 경우는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U을 정제할 필요가 없으며, 첫 번 AG 1X8 분리관에서 Pu 용리에 이어서 묽은 염

산으로 U을 용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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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5. Flow diagram for the separation and purification of Th, U,

             and Pu from rain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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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6은 혈액, 요 또는 변 중의 방사성 Sr, Th, Pu, U과 Am의 동위원소를 정

량하기 위해서 시료로부터 이들 원소를 분리 정제하는 절차이다[9]. 요시료에 질산

을 가해서 산성화한 후 적절한 추적자들과 안정한 Sr 담체를 가하고, 증발시켜 부

피를 줄인 다음 진한 질산과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습식회화시켰으며, 다시 425 

℃로 건식회화시켜 유기물을 완전히 분해시켰다. 변시료는 천천히 건조시키는 단계

를 거쳐 450 ℃로 건식회화시켜 유기물을 완전히 분해시켰다. 회분을 HF와 HF- 

HNO3 혼산으로 분해시킨 다음 과량의 HF를 제거하기 위해서 붕산을 가하고, 다시 

과량의 붕산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한 염산을 가하 다. 이 분해시료 용액을 왕수로 

처리하고 증발 건조시킨 다음 다시 진한 질산과 과산화수소로 습식회화시켰다. 잔

유물을 묽은 질산으로 용해시킨 후 희석하 다. 방사성 Sr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용액에 Na2CO3를 가해서 생성되는 SrCO3 침전에 방사성 Sr, Ba과 Ra을 공침시켰

다. SrCO3 침전과정에서의 악티늄족원소 함유 여액과 그리고 SrCO3 침전 정제과정

에 나온 Fe(OH)3 침전을 용해시켜 얻은 악티늄족원소 함유 용액을 합친 다음, 용액

을 증발 건조시키고, 잔유물을 9 M HCl로 녹인 다음, NH2OH・HCl을 가하고 가열
하여 Pu을 Pu(III)로 조절하여 용액을 AG 1X4 분리관에 주입하 다. 흡착된 U을 1 

M 염산으로 용리하 다. 흡착되지 않는 Pu(III), Th(IV)와 Am(III)를 Fe(OH)3 공침

법으로 회수하여 침전을  8 M 질산으로 녹인 다음,  NaNO2를 가해서 Pu을 Pu(IV) 

 산화상태로 조절하 다. 이 용액을 다시 AG 1X4 분리관에 주입하고 8 M 질산으

로 분리관을 세척하 으며, 흡착된 Th과 Pu을 각각 9 M HCl과 9 M HCl-NH4I 용

액으로 용리하 다. Am(III)는 흡착되지 않으므로 용액 주입시 유출액과 분리관을 

세척한 8 M 질산 세척액에 함유된다.

   여기서는 악티늄족원소를 함유한 잔유물을 용해시킨 9 M HCl 용액에 NH2OH・
HCl을 가하고 가열하여 Pu을 Pu(III)로 조절하여 음이온교환 분리관에 주입함으로

써 Pu이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지 않도록 하 다. 염산 용액에서 음이온교환수지

에 Pu(IV)와 Pu(VI)는 흡착되지만 Pu(III)와 Pu(V)는 흡착되지 않는다. 그런데, 7.5 

M 이상의 염산 매질에서 H2O2에 의해 Pu은 Pu(IV) 산화상태로 조절되며, 6 M 이

하의 염산 매질에서는 H2O2에 의해 Pu은 Pu(III) 산화상태로 조절된다. Talvitie[13]

는 환경시료와 생물시료의 분해용액에서 Pu을 분리하기 위해서 9 M 염산 매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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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6. Separation schematic of U, Pu, and Th from the dry-ashed

              biologica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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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Pu 산화상태를 Pu(IV)로 조절하여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다. 즉, Talvitie는 동물의 뼈나 살을 소각한 회분, 식물 소

각재, 해수, 담수, 규산질 토양, 산호, 석회질 토양, 유리섬유 공기필터 등의 다양한 

시료의 분해용액에서 Pu을 분리하기 위해서 분해용액의 염산 농도를 9 M로 조절하

고 용액 10 mL에 대해 1 방울의 30% H2O2를 가하고 시계접시로 덮고 1 시간 동안 

80 ∼ 90 ℃로 용액을 가열함으로써 Pu 산화상태를 Pu(IV)로 조절하 다. 이 용액

을 100 mL의 9 M 염산과 1 방울의 30% H2O2의 혼합용액으로 안정화시킨 AG 

1X2 분리관에 주입하 다. 9 M 염산으로 Th과 매트릭스 원소를 세척 제거하고, 

7.2 M 질산으로 Fe
3+
를 세척 제거한 다음 1.2 M HCl-0.6% H2O2로 Pu을 Pu(III)로 

환원시켜 용리하 다.           

   HNO3-음이온교환수지 시스템에서와 마찬가지로 HCl-음이온교환수지 시스템에

서도 Pu 회수율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Montero 등[49]은 토양시료의 분해

용액 중의 Pu 분리에 이들 2 가지 시스템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 다. 이 연

구진은 고전적인 산침출법과 최근에 많이 이용되는 극초단파 산분해장치로 토양시

료를 분해시켰다. 토양시료의 산침출에서는 50 g의 시료를 8 M 질산과 과산화수소

를 이용해서 분해시켰으며, 시료 분해물을 여과하고 찌꺼기를 계속 산분해시키는 

조작을 반복하 다. 최종 여액을 8 M 질산 농도의 1 L 용액으로 만들고, 이 용액을 

증발시켜 부피를 200 mL로 줄이거나 염이 석출되기 직전까지 증발시켰다. 용액에 

염기를 가해서 pH 9로 조절하여 수산화철 침전에 악티늄족원소를 공침시킨 다음, 

diisopropylether를 이용한 용매추출법으로 Fe를 제거하고 용액을 건조시켜서 잔유

물을 Pu의 음이온교환 분리단계로 넘겼다. 극초단파 산분해장치를 이용한 토양시료 

분해에서는 10 개의 분해용기 각각에 0.5 g씩의 시료와 2 ml 65% HNO3-5 mL 

35% HCl-3 mL 48% HF 혼산을 넣고, 분해시키고 냉각시킨 다음, 2 mL씩의 70% 

HClO4를 가하고, 분해용액을 모두 1 개의 유리비커에 옮기고 가열하여 건조시켰다. 

잔유물에 60% 질산을 가해서 녹이고, 가열하여 건조시켰다. 잔유물을 50 ∼ 75 mL

의 9 M 질산으로 용해시킨 다음, 3 g의 붕산을 가하고 수 시간 반응시킨 후 과량

의 붕산을 여과하여 제거하 다. 여액을 증발 건조시킨 다음 동일한 붕산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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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 회 더 반복하 다. 여액을 증발 건조시켜서 잔유물을 Pu의 음이온교환 분리단

계로 넘겼다. HNO3-음이온교환수지 시스템을 이용한 Pu 분리에서는, 토양시료 분

해용액을 건조시킨 잔유물을 1 M HCl로 용해시키고 수 mg의 NH2OH・HCl을 가
하고 가열 건조시켰다. 잔유물을 8 M 질산에 용해시키고, 수 mg의 NaNO2를 가한 

다음, Dowex 1X8 분리관에 주입하고, 8 M 질산과 10 M 염산으로 분리관을 세척

하여 U과 Th을 제거하 으며, Pu을 9 M HCl-0.1 M HI 용액으로 용리하 다. 그

리고, HCl-음이온교환수지 시스템을 이용한 Pu 분리에서는, 토양시료 분해용액을 

건조시킨 잔유물을 10 mL의 1 M 질산에 용해시키고 수 mg의 NaNO2를 가하고 가

열 건조시켰다. 잔유물을 9 M 염산에 용해시킨 다음, Dowex 1X4 분리관에 주입하

고, 10 M 염산과 8 M 질산으로 분리관을 세척하여 Th과 U을 제거하 으며, Pu을 

9 M HCl-0.15 M H2O2 용액으로 용리하 다. 이들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고전적인 

산침출법으로 시료를 분해시킬 경우 건조된 토양시료 무게가 10 g 이하이면 수산화

철 공침과정을 생략해도 Pu 회수율에 큰 문제가 없었다. 시료 무게가 50 g일 경우

는 수산화철 공침법으로 매트릭스 원소로부터 Pu을 사전분리하지 않으면 회수율이 

현저하게 감소하 다. 극초단파 산분해장치에 의한 시료 5 g의 분해에서는 붕산처

리를 통해 불화이온을 제거하지 않으면 Pu 회수율이 크게 감소하 다. 2 가지 분해

방법이 다 같이 환경준위 Pu을 함유한 토양시료 분해에 적합하고, 비슷한 Pu 회수

율 결과를 주지만 극초단파 산분해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고전적인 산분해법의 경우

보다 시간이 덜 걸리고 청결하다고 이 연구진은 평가하 다. 그리고, 이들은 

HNO3-음이온교환수지 시스템과 HCl-음이온교환수지 시스템 사이에 Pu 회수율 차

이가 크게 나타났다고 하 다. 전자의 Pu 회수율이 81.6%인데 반해 후자의 Pu 회

수율은 39.5%에 불과하 다 특히, 후자의 경우  전체 Pu 중 8.5%가 U 용출액에 혼

입되었으며, 15.5%가 Th 용출액에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HCl-음이온교

환수지 시스템에서 Pu(IV) 산화상태 조절이 적절하지 못하 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음이온교환수지 이외에도 새로운 이온교환수지 

또는 무기이온교환체를 이용한 악티늄족원소 분리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

면, Eakins와 Gomm[18]은 Pu가 유리 표면에 흡착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요시료 중

의 Pu을 분리하 다. 요시료에 질산과 인산칼슘 용액을 가하고 가열하여 요를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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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시킨 다음 암모니아수를 가해서 인산칼슘 침전에 Pu을 공침시켰다. 침전을 분

리하여 500 ℃로 건식회화시킨 후 회분을 1 M 질산에 용해시킨 다음 가열하여 

pyrosulfate를 가수분해시켰다. 1 M Na2SO3 용액을 가해서 Pu(III) 산화상태로 조절

한 다음 암모니아수를 가해서 pH 5로 조절하고, 용액을 유리섬유 필터(glass fiber 

filter)에 통과시켜 Pu을 필터에 흡착시킨 다음 6 M 염산 용액으로 Pu을 탈착시켰

다.

   Kim 등[50, 51]은 토양이나 퇴적물과 같은 환경시료 중의 U, Th, Am과 Pu을 

TRU, TEVA 또는 UTEVA 컬럼으로 개별분리하기 전에 다량의 시료(1 g)로부터 

악티늄족원소를 군으로 사전분리하는 데 Diphonix 수지를 사용하 다. Diphonix 수

지는 polystyrene/divinylbenzene 공중합체에 diphosphonic acid와 sulfonic acid 그

룹이 작용기로 결합되어 있는 양이온교환수지이다. 이 수지는  0.1 ∼ 1 M 질산에

서 알칼리족원소, 알칼리토족원소 등의 일반 양이온에 비해서 +3, +4와 +6 산화상

태의 악티늄족원소와 란탄족원소를 잘 흡착한다. 이 수지는 Fe
3+
, Al

3+
, Cr

3+
와 Bi

3+

도 흡착한다. 따라서 악티늄족원소 개별분리에 앞서 토양이나 퇴적물 시료의 분해

용액으로부터 대부분의 매트릭스 원소를 제거하는 데 이 수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수지는 비교적 높은 농도의 HF 용액에서도 안정하므로 HF를 사용해서 

시료의 실리카를 분해시켜 용액화한 시료 분해용액에도 이 수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연구진이 수행한 악티늄족원소 군분리 절차를 보면, 시료 분해용액의 매질을 0.1 

M HCl-0.3 M HF로 조절하고 ascorbic acid로 Fe
3+
를 Fe

2+
로 환원시킨 다음 

Diphonix 수지 분리관에 주입하 다. 0.5 M 1-hydroxyethylidene-diphosphonic 

acid(HEDPA)로 악티늄족원소를 용리하 으며, 악티늄족원소 용출액을 Fenton's 

reagent(H2O2-Fe
2+ 
촉매 용액)[52]나 오존으로 처리하여 분해시켰다. 악티늄족원소

를 용리하지 않고 이들이 흡착된 Diphonix 수지를 분리관에서 꺼내서 극초단파 분

해장치를 이용해서 분해시킬 수도 있다. Kim 등은 이 분해용액을 증발 건조시키고, 

잔유물을 진한 질산에 용해시킨 다음 TRU 컬럼, TEVA 컬럼과 UTEVA 컬럼을 

이용해서 Th, U, Am과 Pu을 개별분리하고 재정제하여 알파분광분석으로 측정하

지만, 음이온교환법 등의 일반적인 분리방법을 이용한 악티늄족원소 개별분리도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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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핵활동감시 시료 중 우라늄과 플루토늄 분리 정제

4.2.1. 핵활동감시 시료 분석 동향

   1991년 걸프전이 끝나면서부터 IAEA는 NPT 가맹국들의 핵활동 투명성 준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Program 93+2"로 불리는 새로운 핵물질보장조치 프로그램

의 실행에 착수하 다. 검토된 주요한 강화방법들 중의 하나는 환경시료 채취 및 

분석을 미신고 핵활동을 찾아낼 수 있는 핵적신호(nuclear signature) 탐지의 수단

으로 이용하는 것이었다. 즉, 핵시설의 내부나 외부에서 채취한 환경시료에 함유된 

미량 핵물질의 동위원소비를 측정함으로써 미신고 핵활동과 핵시설을 탐지하고 찾

아내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첫 단계에서 추구한 일들 중 하나는 신뢰성이 큰 벌크

분석(bulk analysis) 방법을 개발하고 아울러 경제성을 가진 입자분석(particle 

analysis)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IAEA의 간사회는 새로운 일상적인 핵사찰로서 환경시료 채취(environmental 

sampling)를 1996년 초에 시행할 것을 승인하 다. 환경시료 채취의 시행 첫 단계

로서 각 핵시설에 대한 핵적신호의 바탕값(baseline nuclear signature)을 구하기 위

해서 농축시설들과 핫쎌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swipe시료 채취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채취된 모든 시료들은 오스트리아의 Seibersdorf에 있는 IAEA의 청

정실험실에서 분석되었다. 아울러 IAEA는 샘플링 도구를 제조하여 분배하고 취급

방법을 전수하 으며, 수집한 환경시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Seibersdorf에 특수한 

Class-100 청정실험실을 설계하여 건설하 다. 이 실험실은 1996년 초부터 운 되

고 있으며, 여러 가맹국들이 운 하고 있는 분석실험실망(NWAL; Network of 

Analytical Laboratories)의 구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IAEA의 핵물질보장조치 

강화로 인해 사찰시료 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Seibersdorf의 청정실험실 뿐 아니

라 이러한 환경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NWAL에 시료들이 배분되어 

분석되고 있다. Table 4.3에 NWAL과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분석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 다.

   한편, 환경감시 분야에서 환경시료 분석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벌크분석

(bulk analysis)을 의미한다. 그런데, 방사능 누출이 공기나 다른 물질에 방사능이 

균일하게 분포된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이 1986년 Chernobyl 사고를 통해 밝



- 122 -

Table 4.3. IAEA Network of Analytical Laboratories for Safeguards

  Laboratory

                     Areas of analytical services

 Nuclear
 material
 analyses

 Heavy
 water
 analyses

 Reference
 material
 provision

 Environmental
 particle
 analyses

  Environmental bulk
  samples analyses

 Radioactive  Not radioactive

 AEA Technology,
 Harwell, UK     o      o        *      o      o 

 Atomic Energy
 Commission
 Laboratory(AECL)
 Chalk River, Canada

    o

 Air Force Technical
 Applications Center
 (AFTAC), USA

       o

 Atomic Weapons
 Establishment(AWE)
 Aldermaston, UK

       o

 Bundesanstalt fuer
 Materialforschung
 (BAM), Germany

    o

 CEA Laboratories
 (Marcoule & Saclay),
 France

     o      

 CEA Laboratories
 (Bruyeres le Chatel
 & Valduc), France

    o       *      o

 DOE Network of
 Analytical Laboratories
 (DOE SANES, USA)

      o      o

 Institute for Reference
 Materials and Measu-
 rements(IRMM), EU

     o

 KFKI Atomic Energy
 Institute, Budapest,
 Hungary

    o

 V.G. Khlopin Radium
 Institute(KRI), St.
 Petersburg, Russian
 Federation

    o      o      o      o

 Laboratory for Micro-  
 particle Analysis,
 Moscow, Russian
 Federation

       o

 DOE New Brunswick
 Laboratory(NBL), USA      o

 Netherlands Energy
 Research Foundation,
 Petten, Netherlands

    o

 Nuclear Material Con-
 trol Center, Safeguards
 Analytical Laboratory,
 Tokai, Japan

     o

 Nuclear Research
 Institute(NRI),
 Rez, Czech Republic

    o

 Austrian Research
 Centre(OeFZS), Austria     o

 Safeguards Analytical
 Laboratory(SAL), 
 IAEA

    o      o      o

 Institute for Trans-
 uranium Elements
 (ITU), Karlsruhe, EU

       o      o      o

* : Laboratories in the process of adding environmental sample analysis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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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졌다. 즉, 누출된 방사성 물질들의 대부분이 입자 형태 다. 고방사성 입자(hot 

particle) 하나만으로도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감시 분석

에서 입자분석(particle analysis)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입자의 특성

을 파악함으로써 입자의 근원, 누출시점, 입자생성 메카니즘과 입자이동 메카니즘을 

규명할 수 있다[53, 54]. 

   핵사찰 시료를 포함해서 핵법의학(nuclear forensics) 시료를 크게 2 가지, 즉 입

자시료(particulate sample)와 벌크시료(bulk sample)로 나눌 수 있다. 입자시료는 

나노그램에서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미세 입자들을 포집한 시료이며 대기권 또는 지

하 핵실험, 신고된 핵시설이나 미신고 핵시설에서 유출된 입자들을 채취한 환경시

료 또는 swipe시료이다. 벌크시료는 입자시료에 비해 양이 커서 무게가 그램에서 

킬로그램 정도이며 우라늄 정련, 동위원소 농축, 핵연료 가공, 원자로 운전 및 재처

리와 같은 핵연료주기 시설 또는 핵폭탄 생산 시설에서 채취된 시료를 말한다[55]. 

핵활동감시 목적의 환경시료에 함유된 극미량의 핵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기술

로서 벌크분석(bulk analysis)과 입자분석(particle analysis)으로 대별할 수 있다. 벌

크시료의 일부나 전체를 파괴적 방법이나 비파괴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벌크시료의 

평균적 특성을 측정하는 경우는 벌크분석이며, 벌크시료에서 입자 하나를 골라내서 

단일 입자의 특성을 측정하면 입자분석이 된다. Swipe시료의 경우도 swipe시료 전

체 또는 일부분에 대해 어떤 성분을 측정하면 벌크분석이 되며, swipe시료에서 개

별 입자의 특성을 측정하면 입자분석이 된다. 

   벌크분석은 원자력시설의 내부와 외부에서 채취한 토양, 채소, 섬유 및 물 시료

에 적절한 방법이며 미신고시설을 찾아내는 데 유용하다. 한편, 핵사찰시료 분석에

서 입자 하나하나에 대해 동위원소 조성과 같은 입자특성을 규명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핵연료주기에서 유출되는 핵물질 입자들은 에어로졸 형태로 시설 내부와 

외부로 이동될 수 있으므로 환경시료 또는 swipe시료를 채취함으로써 이들 입자들

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핵물질 오용이 의심되는 지역, 핵시설 내부나 주변, 

그리고 로브박스 또는 핫쎌의 내부에서 시료를 채취하면 현재 진행중인 핵활동 

시나리오와 과거 핵활동 이력을 밝혀내는 데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핵물질 입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정 한 방법이 있어야 된다. Swipe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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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집된 입자들의 원자로 조사를 통해 핵분열 흔적(fission track)이 발견되면 분

열성 물질이 입자 속에 존재한다는 증거가 된다. 세심한 조작으로 이 입자들을 회

수하여 TIMS의 필라멘트에 올려서 동위원소 조성을 측정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시간 내에 결과를 줄 수 있으면서 정확도와 정 도 면에서 TIMS에 견줄만한 다른 

분석방법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5년부터 ITU(Institute for Transuranium 

Elements)에서는 swipe시료에 포집된 U과 Pu 입자를 검출하고 동위원소 조성을 측

정하기 위해서 SIMS(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를 개발하여 왔다[56]. 

SIMS 기술이 우수하고 직경 1 μm 이상의 입자에 효과적이지만 SIMS의 감도 때문

에 크기가 더 작은 입자의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FT-TIMS(fission track & 

TIMS)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8년 일본의 JAERI는 IAEA의 강화된 핵물질보장조치 체제에 적합한 환경시

료 분석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 다. 2001년, CLEAR(Clean 

Laboratory for Environmental Analysis and Research)로 불리는 청정실 시설

(cleanroom facility)을 완공하 으며, 환경시료 중 극미량 핵물질 측정에 필수적인 

기술 개발을 착수하여 시료선별 기술(sample screening technique) 그리고 벌크시료

와 swipe시료 분석기술을 개발하 다. 2002년부터는 NUCEF(Nuclear Fuel Cycle 

Safety Engineering Research Facility)에서 이와 비슷한 분석기술을 핫쎌 swipe시

료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시작하 다. IAEA가 제공한 자격검정 시료를 분석

하는 절차와 IAEA 심사관들에 의한 CLEAR과 NECEF에서의 현장실사를 거쳐 

2003년 1월 JAERI는 핵물질보장조치 목적의 환경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NWAL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 다. 이후부터 U과 Pu은 물론 미량 악티늄족원소와 

핵분열생성의 분석을 위해서 감도가 보다 우수하고 신뢰성 있는 기술 개발에 착수

하 다. 이와 같은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일본 자국의 시료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

으로 IAEA가 제공하는 시료들을 분석할 예정이다.

   JAERI의 청정화학 실험실은 환경시료 분석용으로 설계되었으며, 대략 700 m
2
을 

청정실들이 차지하고 있고 청정실에는 화학처리 공간과 기기분석 공간으로 나눠져 

있다. 화학처리 공간의 청정도(cleanliness)는 class 100(1 ft
3
 공기속에 직경 0.5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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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큰 입자가 100 개 이하)이고 기기분석 공간의 청정도는 class 1000이다. 청정

실의 내장재는 설계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제외하고는 금속재를 사

용하지 않았다. 청정실에서 핵물질이 spike 또는 표준물로 사용되므로 청정실을 방

사선 통제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청정실의 내부는 양압(positive pressure)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 다[57]  

   Fig. 4.7은 분석절차를 나타내는 환경시료 분석의 흐름도이다. 준위가 높은 시료

에 의한 청정실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료선별 기술

(sample screening technique)이 매우 중요하다. CLEAR에서는 방사선 측정법으로 

시료를 선별하고 있다. 즉, 시료의 방사능을 측정해서 시료의 청정실 반입 여부를 

결정한다. 고분해능 감마선 검출기, X-선 검출기, 액체섬광계수기 및 α-선 검출기를 

이용하며, 낮은 백그라운드 γ-선과 X-선의 측정에는 anti-compton system을 이용

하고 있다[57]. U과 Pu의 방사능이 1 Bq 이하인 시료는 CLEAR에서 분석하고, 1 

Bq 이상의 시료는 ‘hot-cell sample’로 분류하여 NUCEF에서 분석하고 있다. 

   CLEAR에서는 산분해법, 극초단파분해법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핵활동감

시 시료를 분해하며, 토양시료의 경우는 산침출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필요에 따라 

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  추출크로마토그래피 등의 분리방법으로 분석대상 원소를 

        

            Fig. 4.7. Flow diagram of the environmental sample analysis.



- 126 -

분리 정제한다. 이와 같은 화학처리를 통해 얻은 최종 측정용액 시료 중의 핵물질

의 양과 동위원소 조성을 TIMS 또는 ICP-MS로 측정한다. 시료에 따라 분리과정

을 거치지 않고 바로 ICP-MS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 
238
Pu와 같이 반감기가 짧

은 핵종은 방사능 측정법으로 정량한다. 여기서 목표치로 설정한 검출한계는 TIMS

의 경우는 10
-15
 g이고 ICP-MS의 경우는 10

-12
 g/mL이다[57]. 

   Swipe시료 중의 U과 Pu의 농도와 동위원소비를 측정하기 위한 벌크분석에서는 

시료의 건식회화, 산분해, U과 Pu의 음이온교환분리, TIMS 또는 ICP-MS에 의한 

동위원소비 측정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입자분석에서는 예를 들어 초음파 진동

(ultrasonic agitation)장치를 이용해서 swipe시료로부터 입자들을 회수한다. 핵물질

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수된 입자들을 TXRF(total reflection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로 측정하며, 만일 특정 핵물질이 발견되면 EPMA 

(electron probe micro analyzer)를 이용해서 각 입자마다 원소분석을 하고 있다. 특

정 핵물질을 구성하는 각 입자의 동위원소 조성은 SIMS로 측정하고 있다[57]. 그러

나 SIMS의 감도 때문에 직경 1 μm 이하의 입자의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더 

효과적인 FT-TIMS(fission track & TIMS)를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있다. Swipe

시료의 입자들을 polycarbonate membrane filter(pore size: 0.1 μm)에 모은 다음 입

자를 포함한 필터를 산처리하여 녹이고, 이 용액을 polycarbonate film (thickness: 

7-10 μm)에 점적하여 열중성자를 조사시킨다. 필름을 화학에칭시킨 다음 핵분열 흔

적(fission track)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레이저빔으로 핵분열 흔적을 포함한 부위

를 잘라내서 TIMS의 필라멘트에 올려서 동위원소를 측정하고 있다.  

   JAERI 분석요원들은 사용후핵연료 시료의 경우와 같은 방사능 준위가 높은 시

료의 화학분석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

히 설계된 clean-box에서 ‘hot-cell sample’을 화학처리하고 있다. 입자크기 25 μm

의 음이온교환수지를 채운 50 μL 부피의 소형 분리관으로 U과 Pu을 정제한 다음 

TIMS로 측정하고 있다. 5 ∼ 10,000 ng의 U 또는 0.01 ∼ 100 ng의 Pu의 측정에

서 1% 정도의 측정오차를 보고하 으며, 전체과정에 대한 바탕값(process blank)은 

U의 경우는 ≤0.03 ng이고 Pu의 경우는 ≤0.02 pg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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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핵활동감시 시료 중 우라늄과 플루토늄 분리 정제

   핵물질의 동위원소비에 대한 정보는 핵물질의 근원과 용도를 밝히는 데 매우 중

요하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핵활동감시 또는 환경감시 시료에서 U과 Pu의 농도

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들의 절대량과 동위원소비를 측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이들 시료에서 U 동위원소비를 정확・정 하게 측정하는 데 있어 한계점은 U의 절

대농도가 낮고(지각 중 U 농도; ∼ 10
-6
 g/g) 동위원소 존재비의 차이가 매우 크다

는 데 있다.(
234
U, 0.006%; 

235
U, 0.72%; 

238
U, 99.27%). 한편, Pu은 핵활동감시 측면

에서 가장 중요한 원소이지만 Pu 농도가 10
-11
 ∼ 10

-12
 g/g인 우라늄 광석을 제외

하면 천연 Pu의 농도는 대략 10
-15
 g/g으로 매우 낮다. 사실 Pu의 역사는 1940 ∼ 

1941년 기간에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핵실험에 의해 8 톤 이상의 

Pu이 지구표면에 흩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표면 토양 중의 인공 
239
Pu의 평균농도

는 10
-13
 g/g에 가깝다. 핵실험과 1964년에 발생한 NASA의 SNAP-9A 장치의 지구 

추락에 의한 
238
Pu의 기여는 북반구에서는 

239,240
Pu의 3 ∼ 6%이다[26]. Pu 핵폭탄의 

Pu 동위원소 조성은 93.5% 
239
Pu, 6.0% 

240
Pu, 0.5% 

241
Pu이며, 미량의 

238
Pu와 

242
Pu

가 함유되어 있다. 이에 비해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 중의 Pu 

동위원소 조성은 50∼60% 
239
Pu, 11∼12% 

240
Pu 그리고 1.4∼3%가 

238
Pu, 

242
Pu와 

241
Pu이다. 따라서 환경시료의 Pu 동위원소를 측정하면 검출된 Pu의 근원(핵폭탄과 

상용 사용후핵연료)을 알 수 있다. 

   Pu을 고감도 알파선분광분석으로 측정할 수 있으나 
239
Pu은 알파 비방사능이 

0.25 Bq/10
-10
g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환경시료에 10

-12
 ∼ 10

-14
 g/g 농도로 들어있

는 Pu을 고감도 알파선분광분석기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 킬로그램의 환경시료로

부터 Pu을 분리 농집해야 되는 어려움이 따른다[58]. 

   한편, 지난 10년 동안 ICP-MS를 이용한 U 동위원소 측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

으며, TIMS와 비교할 때 ICP-MS는 간편하고 상압에서 액체시료를 직접 측정할 

수 있으며 때로는 매트릭스로부터 분석대상 원소를 사전분리 않고도 측정이 가능하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핵사찰시료를 포함해서 환경시료 중의 U이나 

Pu의 함량과 동위원소비 측정에서 ICP-MS의 정 도와 측정한계가 TIMS에 미치

지 못 하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Magara 등[57]은 핵사찰시료 분석법 개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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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한계 목표치로 TIMS에 대해서는 10
-15
 g 그리고 ICP-MS의 경우는 10

-12
 

g/mL로 설정하 다. 또한, 아주 적은 동위원소비의 차이를 바탕으로 핵물질의 근원

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질량분석에 앞서 U과 Pu의 분리 정제가 필수적이다. 환경

시료에는 일반적으로 U이 Pu보다 10
7
 배 이상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27]. 측정대

상 시료에 U이 존재하면 질량분석, 특히 수용액 형태로 시료를 주입하는 ICP- MS

에서는 
238
UH 분자이온 피크가 

239
Pu의 측정에 간섭을 일으킨다. 

238
UH과 

239
Pu의 질

량은 각각 239.05861 amu와 239.05216 amu이며 이들 2 개 피크를 분리하려면 질량

분리능(mass resolution)이 37,000이어야 된다. 따라서 Pu 시료에 U이 들어있으면 

U을 제거하고 Pu을 분리 정제하기 위한 화학분리가 필요하다. JAERI에서 수행된 

우라늄 표준물 대상 ICP-MS에서 
238
UH/

238
U의 상대적 세기는 대략 8 x 10

-5
이었다. 

이것은 U과 Pu의 질량분석 감도가 같다고 가정하면 U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Pu의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할 경우 시료 중에 
238
U/
239
Pu 원자비율이 10

-4
보다 적어야 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U이 Pu의 10
7
 배 이상 많이 존재하는 환경시료에서 

Pu을 ICP-MS로 측정하려면 Pu의 화학분리가 필요하다[57].

   핵법의학 분야의 주요 관심사는 핵물질 오용 탐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적발된 Pu 물질에 대해서 근원(생산 원자로 기종), 화학분리 시기, 화학분리 공정타

입과 Pu 용도를 밝히는 작업을 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 정확한 동위원소 분석이 필

요하다[55, 59]. Pu의 분리시기는 
238
Pu/

234
U, 

239
Pu/

235
U, 

240
Pu/

236
U, 

241
Pu/

241
Am 또는 

242
Pu/

238
U와 같은 모핵종에 대한 딸핵종의 비율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Pu의 동위원

소 조성은 원자로에서 핵연료 연소와 관련된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과 조사시간, 

즉 원자로 타입과 관계가 있으므로 Pu 물질의 동위원소 조성을 측정하면 Pu 생산 

원자로 기종을 알 수 있게 된다. 핵법의학 시료는 벌크시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환경에서 채취한 입자시료일 수도 있다. 입자시료의 경우 U과 Pu의 절대량이 극히 

적고, 매우 적은 동위원소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므로 이들의 분석에 보

통 TIMS를 이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핵활동감시 시료를 포함한 환경시료 중의 U과 Pu의 동위원소 조

성을 측정하려면 U과 Pu에 대한 감도가 각각 10
-13
 g과 10

-15
 g이어야 되며, TIMS

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 IAEA는 NPT 이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핵활동감시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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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U과 Pu 분석에 동위원소희석질량분석법(IDMS)을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RADIUM연구소에서는 ∼10
-13
 g의 Pu과 ∼10

-10
 g의 U이 들어있고 U/Pu 

비가 10
6
까지 다양한 핵사찰시료 0.1 g을 가지고 U과 Pu의 함량과 동위원소비를 

IDMS로 측정하고 있다[60].

   U 또는 Pu을 알파선분광분석이나 액체섬광분석법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량

의 환경시료를 취급해야 되므로 매트릭스 원소들과 다른 알파선 방출체들의 간섭를 

제거하기 위해서 U이나 Pu을 분리 정제해야 된다. 알파선분광분석에서는 수십 그

램에서 때로는 킬로그램 정도의 환경시료를 사용하게 되므로 추출크로마토그래피 

또는 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로 U이나 Pu을 분리 정제하기 전에 공침법을 이용한 

사전분리가 거의 필수적이다. U과 Pu의 질량분석에서도 화학분리가 필요하다. 그렇

지만 감도가 우수한 TIMS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량의 환경시료를 사용하므로 공침

과 같은 사전분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특히, 핵활동감시 시료와 같이 시

료 자체가 미량일 경우는 시료 분해용액에 이미 잘 알려진 화학분리방법을 직접 적

용해서 U이나 Pu을 분리 정제하여 질량분석에 사용하면 된다. 여러 가지 화학분리

방법이 있지만 오래전부터 널리 애용되고 있는 음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와 최근 

10년 사이에 각광을 받고 있는 추출크로마토그래피가 자주 이용되는 U과 Pu의 분

리방법이다. 주로 사용되는 음이온교환수지는 AG 1 형이며,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수

지로는 Eichrom사 제품의 Sr・spec, TRU, TEVA 및 UTEVA 수지가 사용되고 있
다. Th, U, Np, Pu, Am 등의 악티늄족원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수지로 채운 2 ∼ 3 종의 컬럼들을 연계 사용하거나 이

들 수지 컬럼들과 기존의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 또는 용매추출 시스템을 겸용하는 

분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핵사찰시료에서 U과 Pu의 절대량과 동위

원소 조성을 TIMS를 이용해서 측정할 경우는 UTEVA 수지 분리관 단독으로도 U

과 Pu의 분리 정제가 가능하므로 조작이 간편하고 분석시간이 훨씬 단축된다. 한편, 

환경시료 분석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사용하는 시약이나 다른 오염원에 의해 

환경시료에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이며, 그래서 시료제조, 시료분해 

및 화학분리가 반드시 청정실험실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음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시료의 무기산 용액으로부터 U과 Pu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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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정제하는 데는 염산-음이온교환수지 시스템과 질산-음이온교환수지 시스템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된다. 그렇지만 분석대상이 U과 Pu 모두인지 아니면 둘 중 어

느 하나만인지에 따라 2 가지 분리시스템 중에서 어느 하나가 더 편리할 수 있다. 

U과 Pu을 함께 분석할 경우는 염산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편리하다. 염산 시스

템에서는 먼저 매트릭스 원소와 함께 Am과 Th을 세척 제거시킨 다음에 Pu과 U을 

차례로 용리하기 때문에 Pu 용출액이나 U 용출액을 다시 정제하여 TIMS 측정 시

료를 제조할 필요가 거의 없다. 그렇지만 질산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U 용출액에 

매트릭스 원소와 Am과 Cm이 공존하므로 TIMS로 U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U 용출

액에서 U을 다시 분리 정제해야 된다. 만일 분석대상이 Pu만이라면 질산 시스템이 

편리할 수도 있다. 질산 시스템에서는 시료 용액을 분리관에 주입하는 과정에 매트

릭스 원소, U, Am과 Cm은 흡착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먼저 세척 제거시킨 다음 

Pu을 용리하므로 조작도 간편하고 Pu 용출액도 더 정제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분

석대상이 U만이라면 염산 시스템을 사용하여 매트릭스 원소, Am, Cm, Th, Pu과 

Np 모두를 먼저 세척 또는 탈착시켜 제거한 다음 마지막으로 U을 용리하면 되므로 

U 용출액을 더 정제할 필요가 거의 없다. 그렇지만 질산 시스템을 사용하면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U 용출액에 다시 염산-음이온교환수지 시스템이나 용매추출과 

같은 다른 분리방법을 적용하여 U을 다시 정제해야 TIMS 측정에 적합한 순도를 

가진 U 용액을 얻을 수 있다. 

   Wallenius와 Mayer[59]은 
238
Pu/

234
U, 

239
Pu/

235
U, 

240
Pu/

236
U 및 

242
Pu/

238
U와 같은 

모핵종-딸핵종의 관계를 이용해서 Pu의 분리시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염산-음이온

교환수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Pu과 U을 분리 정제하 다. HCl-Dowex 1X8 시스템

의 음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Pu, U과 Am을 분리하 다. 시료 용액의 

매질을 9 M HCl/H2O2로 조절하여 음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 주입한 다음, 분리관을 

9 M HCl/H2O2로 세척하여 Am을 제거하 다. Pu을 진한 HBr 용액으로 용리하

으며, 이어서 U을 증류수로 용리하 다. Pu 용출액과 U 용출액을 건조시키고, 부식

성이 강한 Cl
-
을 제거하기 위해 잔유물을 6 M 질산에 녹이고 용액을 증발 건조시

킨 다음 질량분석을 위해서 잔유물을 1 M 질산에 용해시켰다. TIMS를 위해서 필

라멘트에 올린 U과 Pu의 양은 각각 ∼40 ng과 ∼6 n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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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례는 질산-음이온교환수지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이며 U 용출액을 복잡

한 과정을 거쳐 다시 정제하 다[61]: Vienna에 있는 IAEA 실험실에서 퇴적물과 

생물시료 중의 U과 Pu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료를 500 ∼ 600 ℃로 회화시켜 얻은 

회분 1 ∼ 10 g에 
242
Pu과 

232
U 추적자 및 1:1로 혼합한 40% HF-65% HNO3를 가

하고 극초단파 산분해장치를 이용해서 회분을 분해시켰다. 분해용액을 65% 질산으

로 수차례 처리한 다음 잔유물을 붕산을 함유한 32% 염산에 용해시키고 증발 건조

시켰다. 잔유물을 65% 질산으로 다시 수차례 처리한 다음 1 M 질산 매질 용액 70 

mL를 제조하 다. 이 시료 분해용액에 Fe
3+
를 넣고 hydrazine hydroxide(N2H5OH)

를 가해 생성된 Fe
2+
를 이용해서 Pu 산화상태를 Pu(III)로 조절하 다(Fe

3+
가 완전

히 Fe
2+
로 환원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해용액 한두 방울에 1 M NH4SCN 용

액 1 방울을 가한다). 이어서 진한 질산을 가해서 질산 농도를 4 M로 조절하고 가

열하여 과량의 hydrazine hydroxide 분해시키고 용액을 냉각시킨 다음, 5 g의 

NaNO2를 가해서 Pu(III)를 Pu(IV)로 산화시켰다. 용액을 1 ∼ 2 분 끓여서 NOx를 

축출시킨 다음 질산 농도를 8 M로 조절하고 용액을 AG 1X8 분리관에 주입하 다. 

U과 Th을 각각 8 M 질산과 10 M 염산으로 용리하고, Pu을 0.1 M NH4I-9 M HCl

로 용리하 다. U 용출액의 경우는 TBP 용매추출, Fe(OH)3 공침 및 HCl-AG 1X8 

음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를 차례로 거쳐 U을 더욱 정제하 다. 

   Hrnecek 등[62]은 퇴적물 시료 분해용액에 질산-음이온교환수지 시스템을 적용

하여 Pu을 분리하여 ICP-MS로 측정하 다. 시료 1 g을 550 ℃로 8 시간 건식회화

시킨 다음 회분에 
242
Pu 추적자를 가하고 7.2 M 질산으로 회분을 분해시켰다. 시료 

분해용액에 NaNO2를 가해서 Pu(IV) 산화상태로 조절한 다음 용액을 Dowex 1X2 

분리관에 주입하고 7.2 M 질산과 10 M 염산으로 U과 Th을 세척 제거시키고, 최종

적으로 0.36 M HCl-0.018 M HF로 Pu을 용리하 다.

   Vienna의 핵물질보장조치 분석실험실에서는 swipe시료에서 U과 Pu를 분리하여 

IDMS를 이용해서 측정하고 있다[63]. Swipe시료는 무게가 1 g 정도 되는 10 x 10 

cm 무명천이며, 전체 또는 일부를 잘라서 분석에 이용하고 있다. 먼저 swipe 시료

에 
233
U와 

244
Pu 추적자를 가하고, 시료무게가 0.5 g 이하이면 고압극초단파 분해장

치를 이용해서 질산으로 시료를 분해시키며, 0.5 g 이상이면 시료를 석  비커에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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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800 ℃로 회화시킨 다음 질산으로 시료를 분해시킨다. 질산-음이온교환수지 시

스템으로 U과 Pu을 분리 정제하고 있다.   

   한편, Apostolidis 등[64]은 UTEVA 컬럼을 이용해서 U과 Pu과 핵분열생성물의 

혼합용액에서 U과 Pu을 분리하 다. 7 M 질산 농도의 시료 용액에 과산화수소를 

가해서 Pu 산화상태를 Pu(IV)로 조절하 다. 이 용액을 UTEVA 수지 0.8 ml를 채

운 분리관에 주입하고 4 M 질산으로 Am, Cm과 핵분열생성물을 세척 제거하 으

며, NH2OH・HCl-ascorbic acid 용액으로 Pu을 Pu(III)로 환원시켜 용리한 다음 
(NH4)2C2O4 용액으로 U을 용리하 다.

   Wallenius와 Mayer[59]은 모핵종-딸핵종의 관계를 이용해서 Pu의 분리시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UTEVA 추출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 다. 시료 용액의 매질은 4 

M 질산이었으며, FeSO4와 NaNO2를 사용하여 Pu(IV) 산화상태로 조절한 다음 용

액을 UTEVA 컬럼에 주입하 다. 컬럼을 4 M 질산으로 씻어 Am을 제거하고, Pu

을 NH2OH・HCl-ascorbic acid 혼합용액으로 용리하 으며, U은 (NH4)2C2O4 용액

으로 용리하 다. 

   SRS(Westinghouse Savannah River Site)에서는 핵물질공정 시료, 폐기물용액과 

환경시료에 적용할 수 있는 신속한 악티늄족원소 추출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을 개발

하 다[65]. 과거 30년 동안 U과 Pu의 질량분석을 위해서 Pu은 TTA로 추출하 으

며, U은 hexone이나 TBP로 추출하 으나 1997년 이들 방법을 각각 Pu-TEVA 방

법과 U-UTEVA 방법으로 대체시켰다. Pu-TEVA 방법에서는, 시료 용액 매질을 

2.5 M HNO3-0.5 M Al(NO3)3로 조절하고 0.1 M FeSO4를 가해서 Pu 산화상태를 

Pu(III)로 조절한 다음 0.2 M NaNO2를 가해서 Pu(III)를 Pu(IV)로 산화시킨 후 시

료 용액을 TEVA 컬럼에 주입하 다. 3 M 질산으로 U(VI)와 Am(III)를 그리고 6 

M 염산으로 Th(IV)를 세척 제거시켰으며, Pu을 0.02 M HNO3-0.002 M HF로 용

리하 다. Np(IV)는 Pu(IV)와 거동이 같지만 Pu 산화상태를 조절한 시료 용액을 

70 ℃로 5 분간 가열하여 Np 산화상태를 Np(V)로 조절하면 TEVA 수지에 흡착되

지 않는다. 토양시료나 생물시료의 경우는 시료 용액 부피와 세척 용액 부피가 크

므로 TEVA 수지의 양을 2배로 늘렸으며, 시료 용액의 질산 농도를 낮추고 대신 

질산알루미늄 농도는 0.75∼1.0 M로 증가시켰다. Al
3+
는 환경시료에 많이 함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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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phosphate나 oxalate 같은 음이온과 착물을 형성하여 분리과정에서 이들 음이

온의 향을 줄여 준다. U-UTEVA 방법에서는, 시료 용액 매질을 2.5 M 

HNO3-0.5 M Al(NO3)3로 조절하고 0.1 M FeSO4를 가해서 Pu 산화상태를 Pu(III)로 

조절한 다음 시료 용액을 UTEVA 컬럼에 주입하 다. 3 M HNO3-0.01 M FeSO4

로 Pu(III)와 Am(III)를 세척 제거시키고 U(VI)를 0.02 M HNO3-0.002 M HF로 용

리하 다. Th(IV)와 Np(IV)는 U(VI)와 거동이 같지만 Th(IV)는 6 M 염산으로 그

리고 Np(IV)는 1.75 M HNO3-0.125 M oxalic acid에 의해 세척 제거되며, 이 동안 

U(VI)는 TEVA 컬럼에 흡착되어 있다.  

   또한, SRS에서는 TIMS를 이용해서 U과 Pu의 동위원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1 

개의 UTEVA 컬럼으로 U과 Pu을 분리 정제하는 방법을 개발하 다[66]. 분리절차

를 보면, 
233
U와 

244
Pu sipke를 가하고 매질을 2.5 M HNO3-0.5 M Al(NO3)3로 조절

한 4 mL 부피의 시료 분해용액에 200 μL의 1.5 M FeSO4과 400 μL의 3 M NaNO2

를 차례로 가해서 Pu을 Pu(IV) 산화상태로 조절하 다. 이 용액을 1 mL의 

UTEVA 수지를 채운 컬럼에 주입하고 10 mL의 3 M 질산으로 컬럼을 세척한 다

음, 5 mL의 3 M HNO3-0.2 M HF로 Pu를 용리한 후, 5 mL의 0.02 M HNO3-0.005 

M HF로 U을 용리하 다. 

   그리고, ORNL에서는 환경시료 중의 U과 Pu의 동위원소비를 TIMS로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에 소개하는 절차에 따라 swipe시료를 분해시켜 용액화한 다음 U과 Pu

을 분리하고 있다[67]:

가) 실험용품 세척

   먼저 시료제조 및 화학분리에서 사용하는 바이알, 피펫, 비커, 비닐 등의 모든 

용품을 다음 순서로 세척한다: 

  (1) 증류수로 3 회 헹군다.

  (2) 따뜻한 6 M 염산에 24 시간 담근다.

  (3) 증류수로 헹군다.

  (4) 따뜻한 8 M 질산에 24 시간 담근다.

  (5) 따뜻한 증류수에 담근다.

  (6) Laminar flow hood에서 건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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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용할 때까지 폐된 용기에 보관한다.

나) 시료의 건식회화

  (1) 먼지나 토양이 묻은 면이 안쪽을 향하도록 swipe를 4등분으로 접어서 석 관  

     에 어 넣는다. 같은 방법으로 블랭크를 1 개 준비한다.

  (2) 다음과 같은 전기로의 온도 프로그램으로 swipe를 회화시킨다. 

       Step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Set point, ℃  26  100    200  300  400  600   26  end

 Ramp temp, ℃/min  10   10  7.5  7.5  7.5    5  -10

 Holding time, min    10  20  40  40  12h

다) 회분의 산분해

  (1) 시료 양에 따라 15 mL 또는 30 mL 용량의 Teflon 바이알 2 개를 시료와 블  

     랭크 용으로 준비한다.  

  (2) 8 mL의 4 M 질산으로 석 관 속의 swipe 회분을 Teflon 바이알로 옮긴다.   

     석 관에 회분이 남아 있으면 4 M 질산을 추가로 사용하여 회분을 깨끗이 옮  

     긴다. 블랭크의 경우는 4 M 질산 4 mL만을 사용해서 회분을 Teflon 바이알로  

     옮긴다.  

  (3) Teflon 바이알에 1 mL의 진한 불산을 가한다.

  (4) Teflon 바이알에 뚜껑을 하고 열판에서 125 ℃로 48 시간 가열한 후 식힌다.

  (5) 유기물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용액 부피의 절반 정도의 30% H2O2를 가한다.   

     실리카 성분의 찌꺼기이면 추가로 불산을 가한다. 금속성 찌꺼기이면 염산을  

     가할 수도 있다. 용액을 하룻밤 동안 가열한다.

  (6) 찌꺼기가 완전히 용해되었으면 뚜껑을 열고 가열하여 산을 날려 보낸다.    

  (7) 잔유물을 4 mL의 4 M 질산으로 용해시키고, 뚜껑을 하고 4 시간 동안 가열  

     한다. 용액을 건조시킨 다음 같은 조작을 반복한다.

 라) 우라늄과 플루토늄 spike 첨가 

  (1) 건조된 잔유물이 담긴 Teflon 바이알에 5 mL의 4 M 질산을 가하고 무게를  

     잰 다음 2 시간 동안 따뜻하게 가열한다. 블랭크의 경우는 3 mL의 질산만    

     사용한다.

  (2) 새로운 7 mL 바이알을 준비하고 무게를 잰다. 라)-(1) 단계에서 얻은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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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액 중 3 mL을 새 바이알에 취하고(블랭크의 경우는 시료 용액 모두를 사  

      용함), 나머지 용액은 대조용으로 보관한다.

  (3) 새 바이알에 대략 8 ∼ 10 ng의 
233
U[대략 0.08 g 의 100 ng 

233
U/g(2 M      

      HNO3) 용액]을 가하고, 
233
U 용액의 무게를 정확히 기록한다.

  (4) 대략 100 pg의 
244
Pu[대략 0.16 g 의 600 pg 

244
Pu/g(8 M HNO3) 용액]을 가  

      하고, 
244
Pu 용액의 무게를 정확히 기록한다.    

  (5) 블랭크의 경우는 ∼4 ng의 
233
U[∼0.03 g 의 100 ng 

233
U/g(2 M HNO3) 용액]  

     과 ∼100 pg의 
244
Pu[대략 0.16 g 의 600 pg 

244
Pu/g(8 M HNO3) 용액]을 가하  

     고, 
233
U 용액과 

244
Pu 용액의 무게를 정확히 기록한다. 

  (6) 바이알에 뚜껑을 하고 동위원소교환이 완결되도록 하룻밤 가열한 다음 건조  

     시킨다. 

  (7) 완전한 동위원소교환이 되도록 0.5 mL의 4 M 질산을 가하고 다시 증발 건조  

     시킨다.

마)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분리

  (1) 건조된 시료와 블랭크에 4 mL씩의 2.5 M HNO3-0.5 M Al(NO3)3 용액을 가  

     하고 약간 따뜻할 정도로 가열한다. 

  (2) 각 바이알에 0.2 mL의 1.5 M FeSO4를 가하고 수 분간 혼합시켜 Pu(IV)를    

      Pu(III)로 환원시킨다. 용액의 어두운 색깔이 밝게 변하면 0.4 mL의 3 M     

      NaNO2를 가하고 수 분 후에 열판으로 가온하여 갈색의 NOx 배출이 사라지  

      면서 용액이 연한 황색에서 짙은 녹황색으로 변할 때 가온을 중지함으로써   

      용액에서 NOx를 완전히 축출한다. NOx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UTEVA  

      수지가 밝은 청색을 띤다. 

 (3) Eichrom사의 UTEVA 분리관(UT-R50-S)의 외부를 증류수로 세척한다.

 (4) 분리관 상부에 주사기 통을 삽입시키고, 분리관 아래에 1회용 비커를 놓는다.

 (5) 혹시 묻어있을 수 있는 U을 세척 제거하기 위해서 3 mL의 0.01 M 질산을 주  

     사기통에 가하고 주사기 피스톤으로 질산을 어 1 mL/min 유속으로         

     UTEVA 분리관에 주입한다.

 (6) 분리관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2 mL의 3 M 질산을 흘려보낸 다음, 2 mL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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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질산을 추가로 흘려보낸다.

 (7) Pu(IV) 산화상태로 조절된 시료 용액을 주사기 통에 주입하고, 3 mL의 3 M   

    질산으로 시료 바이알을 씻어서 주사기 통에 붓고서 피스톤으로 용액을 어   

    대략 1 mL/min 유속으로 흘려보낸다.

 (8) 5 mL의 3 M 질산으로 분리관을 세척하고, 다시 1 회 더 세척한 다음 1 회용  

    비커에 모인 유출액을 버린다.

 (9) 5 mL의 3 M HNO3-0.2 M HF로 Pu을 용리한다.

 (10) 5 mL의 0.02 M HNO3-0.005 M HF로 U을 용리한다.

 (11) Pu 용출액과 U 용출액을 증발 건조시킨다. 필요하면 0.5 mL의 3 M 질산으  

     로 잔유물을 녹이고, 다시 증발 건조시킨다. 찌꺼기가 눈에 보이면 다시 정제  

     한다. 깨끗하다고 판단되면 TIMS 측정 시료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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