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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I. 제 목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2010년 재 우리나라에는 총 20기의 원 이 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원  건설이 지속 으로 추진될 정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원자력 발 에 의한 

안정 인 에 지 공 을 하여 범국가 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로 2009

년에는 연구용  상용 원자로를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 다.

이와 같은 외 인 원자력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 원자력발 소 운 으로 

된 사용후핵연료의 효율 인 리와 이용, 그리고 방사성폐기물의 안 한 처리와 

처분이 심각한 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에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이 건설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의 리에 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기 하여 공

론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악티나이드 원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핵연료주기와 련된 기

술을 개발하기 해서는 악티나이드 화학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고

 방사성 폐기물 리‧처분 련 기술  조사핵연료 화학시험 련 기술을 개

발하기 해서는 수용액 내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내 

악티나이드 정량분석기술 개발이 필수 이다.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과제에서 연구 상으로 선정한 주요 악티나이

드 원소 (U, Np, Pu, Am, Cm) 이온은 다양한 산화수를 가지며 지하수 등의 수용

액 내에서 매우 특이하고 복잡한 물리‧화학  거동을 보인다. 이러한 복잡한 거동

을 이해하기 해서는 먼  이들 원소들이 포함된 수용액의 화학  조성을 알아야 

하므로 어떤 종류의 화합물이 어떤 조건에서 얼마만큼의 양으로 존재하는지를 조사

하는 화학종 규명 (chemical speciation)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우라늄을 

상으로 화학종 규명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나 재까지 리 몰 (10
-3
 M) 정도의 

농도에서 상용 분 도계(spectrophotometer)를 이용한 연구에 한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극미량 농도 (trace concentration, 10
-6
 M 이하) 조건의 악티나이

드 화학종 규명에 필요한 첨단 이  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

정하 다. 이를 하여 시간분해 이  형  분  (TRLFS, Time-Resolved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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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rescence Spectroscopy) 시스템을 구축하여 10
-6
-10

-9
 M 농도의 악티나이드 화

학종을 규명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 다. 한  단계 연구에서 구축한 

이  유도 열 검출 (LIBD, Laser-Induced Bbreakdown Detection)  이  

유도 열 분  (LIBS,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시스템을 이용하

여 나노미터 크기의 미세 악티나이드 콜로이드를 측정함으로써 용해도 상수를 실시

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 다. TRLFS 기술을 용할 수 없

는 루토늄 (Pu) 원소에 해서는 액체 도  모세 (LWCC, Liquid Waveguide 

Capillary Cell)을 이용한 고감도 흡수 분  시스템을 구축하여 Pu 가수분해 화학종 

규명에 한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 다. 사용후핵연료 내 악티나이드 정량분석기술 

개발과 련해서는 질량분석  알 분 학을 이용하여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의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를 생산하고자 하 다.

이와 같은 첨단 이  분  시스템을 구축하여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명하고, 

사용후핵연료 내 악티나이드 정량분석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악티나이드 화학의 

연구기반을 확립하고자 하 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범

□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용 이  분  시스템 구축

시간분해 이  형  분 학 (TRLFS, Time-Resolved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기술을 개발하 다. 체 시스템은 Nd:YAG 이 와 분 계로 구성

되었고, 분 계에는 증배  는 ICCD (Intensified Charge-Coupled Device) 장치

가 장착되었다.

TRLFS 기술을 이용하여 UO2
2+
  U(VI) 가수분해 화학종 (UO2(OH)

+
, 

(UO2)2(OH)2
2+
, (UO2)3(OH)5

+
)을 상으로 화학종 규명 연구를 수행하 다. 들뜸 

원으로 사용한 이 빔의 장과 형 수명에 따라 달라지는 양자효율 (quantum 

efficiency)  섬유의 심 직경(core diameter)에 따라 달라지는 수집효율 

(collection efficiency) 등을 조사하 다.

결과 으로 나노 몰 (10
-9
 M) 농도의 화학종 규명 감도 (speciation sensitivity)

를 달성하 다.

□ LIBD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용해도 측정기술 개발

학  탐사 (optical probe beam)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이  유도 열 

검출 (LIBD, Laser-Induced Breakdown Detection) 기술을 개발하 다. 이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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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콜로이드 입자를 상으로 이  유도 라즈마가 발생할 때 수반되는 이

 유도 충격 에 의해 탐사 의 경로가 편향(deflection)되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

다. 탐사  편향 신호 크기의 도수분포 (frequency distribution) 곡선에서 우리

(peak)와 반폭(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이 나노입자의 크기와 상

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폴리스틸  표 입자를 이용해 20-60 nm 크기 범 에

서 크기 측정용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을 구하 고, 이를 이용하여 우라늄 가

수분해 반응으로 생성된 우라늄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를 조사하 다.

압 체(piezoelectric transducer)를 이용하는 이 의 LIBD 기술과 비교해 볼 때, 

탐사  편향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LIBD 기술은 원격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기 때문에 로  박스 (glove box) 내부에 치한 방사성 물질에 용할 때 

유리한 이 있다. 우라늄 이온 농도가 용해도 한계(solubility limit)를 과할 때 

형성되는 기 콜로이드 입자를 검출할 수 있을 정도로 측정감도가 좋기 때문에 새

로운 LIBD 기술을 우라늄 가수분해물의 용해도곱(solubility product)을 측정하는데 

이용하 다.

□ LWCC를 이용한 Np, Pu 착물 화학종 규명

1.0 m의  경로를 가진 액체 도  모세  셀(LWCC, Liquid Waveguide 

Capillary Cell)을 상용의 분 도계에 연결하여 미량의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명

하고자 한다. 흡수스펙트럼 측정에 필요한 악티나이드 표 시료 제조 방법을 연구

하고 제조된 악티나이드 표 시료 내 악티나이드 원소의 산화상태를 일정기간 동안 

안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 다. 표 시료를 이용하여 각 악티나이드 원소에 

한 농도측정용 검정곡선 (calibration curve), 몰흡 계수 (ε, molar absorption 

coefficient, M
-1
cm

-1
)  검출한계(LOD, Limit Of Detection)를 조사하 다. 구성된 

고감도 LWCC 시스템의 성능을 일반 으로 사용되는 표  석  셀을 이용한 경우

와 비교, 평가하 다.

흡수분 법을 이용하여 Pu(VI)의 환원반응이 가수분해 반응에 미치는 향을 고

려하면서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을 규명하 다. Pu(VI) 가수분해 반응을 규명하기

하여 근 외선 역에서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함과 동시에 고감도 LWCC 시스템

을 이용하여 몰흡 계수가 작은 Pu(V)에 한 농도 변화를 측정하 다. 루토늄 

총 농도를 0.1-0.12 mM로 고정하 고, 이미 보고된 열역학 상수와의 비교를 해 

바탕 매질의 이온 세기는 0.01 M NaClO4로 고정하 다. 기 에 존재하는 이산

화탄소의 향을 배제하기 하여 Ar 가스로 채워진 로  박스 내에서 실험을 

수행하 고, 로  박스 내부의 온도는 21±2℃로 유지되었다.

루토늄 총 농도가 0.05 mM로 충분히 묽고, 약 1 mM NaClO가 첨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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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VI)의 산화상태가 유지되는 시료를 이용하여 단량체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형성상수를 결정하 다. 시료는 흡수스펙트럼 측정용 표  석  셀(Hellma, 

Macro117.100F)에 직  제조하여 가수분해 형성반응의 평형도달을 해 4일간 교반

하 다. 루토늄의 산화상태를 확인하기 하여 산화환원 (redox potential, Eh)

값을 측정하고, 고감도 LWCC 시스템을 이용하여 미량의 Pu(V)를 정량하여 이를 

Pu(VI) 가수분해 화학종 형성상수 결정에 반 하 다. 루토늄 가수분해 침 이 

존재하는 시료의 경우 여과법(10 kD filter, Millipore, Centricon YM-10)을 이용하

여 루토늄 침 을 분리하고 LSC(Liquid Scintillation Counter)를 이용하여 시료 

내에 존재하는 용존 루토늄 농도를 결정하 다. 생성된 각 가수분해 화학종의 흡

수 특성을 결정하고 이로부터 각 화학종의 농도를 결정하여 가수분해 화학종 형성

상수  가수분해 화합물의 용해도곱 상수를 결정하 다.

Np(IV)를 포함한 +4가 악티나이드 이온(An(IV))의 가수분해 화학종은 리간드와 

결합하여 삼성분 착물(ternary complex)을 생성하여 용해도나 물계면에 한 흡

착거동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방사성 원소이기 때문에 취 에 어려움이 따르

는 Np(IV) 신에 유사체로 U(IV)를 사용하여 삼성분 착물 화학종 생성을 분 학

 방법으로 측정하 다. 선택한 리간드가 U(IV) 이온의 배 자리를 모두 차지하지 

않으며, 산성 조건에서도 매우 안정한 이성분 착물, U(IV)-리간드를 생성한다면 pH

가 증가하더라도 수산이온과 리간드의 치환 신에 HO-U(IV)-리간드의 삼성분 착

물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세자리 주

개 원자를 가진 PDA(pyridine-2, 6-dicarboxylic acid)를 리간드로 선정하 다.

□ LIBS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성분 분석기술 개발

유리시료에 포함된 극미량 원소를 정량분석하기 해 이  유도 열 분 학 

(LIBS,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기술을 이용한 다 원소 

(multi-element) 분석을 수행하 다. 표 인 핵분열 물질과 미량 악티나이드 원소

로 스트론튬(Sr)과 우라늄(U) 원소를 각각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유리시료를 용발(ablation)시키기 해 532, 355, 266 nm 장의 이 빔을 각각 

이용하 고, 학 미경을 이용해 유리시료 표면에 형성된 구멍(crater)을 측함으

로써 용발된 양을 분석하 다. 가시 선과 자외선 장의 이 빔을 이용하 을 

경우의 발  (emission) 세기를 각각 비교하 다. 자외선 장을 입사시킨 경우에 

가시 선 장에 비해 발  세기가 약 10배 증가된다는 것을 측하 고, 이 상

을 라즈마 온도와 용발률(ablation rate)의 변화로 해석하 다. Sr 원소가 

41.72-515.5 ppm 포함된 NIST 표 시료로부터 Sr 정량분석에 필요한 검정곡선

(calibration curve)을 구하 고, 이로부터 측정한 검출한계(LOD, Lim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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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는 약 1.5 ppm이다. NIST 표 시료에는 U 원소가 0.0721-461.5 ppm 포

함되어 있으나 발  신호가 측정되지 않았다. U 원소의 발  세기를 측정하기 해 

U 원소가 500-50000 ppm 포함된 유리시료를 자체 으로 제조하 다. 이 시료로부

터 측정한 U 원소의 LOD는 약 500 ppm이다.

□ 모세 기이동을 이용한 화학종분포 규명기술 개발

기본 인 모세 기이동 장치를 구성하고 Eu(III) 이온과 서로 다른 안정도의 

착물을 형성하는 몇 가지 리간드(acetate, picolinate, pyridine-2,6- dicarboxylate 

(PDA)  ethylenediaminetetra-acetate (EDTA))를 이용하여 Eu(III) 이온의 모세

 내 기이동도에 미치는 향을 측정함으로써 모세 기이동법을 지하수 내 악

티나이드 화학종 측정에 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 다. 용하려는 악티

나이드들 부분이 -선 방출핵종이므로 분리된 화학종을 분취하여 액체섬 계수

법으로 정량하는 것을 제로 하되, 기기개발 단계에서는 악티나이드 신에 

Am(III)의 유사체로 이용되는 Eu(III) 이온을 실험 상 원소로 하고 분취된 시료를 

ICP-AES, ICP-MS 는 이  형 분 법을 이용하여 정량하 다.

□ 휴믹 물질과 악티나이드 화학반응 규명

카올리나이트 (kaolinite, KA)  휴믹산(humic acid, HA)의 물리화학  특성을 

조사하 다. pH(3-11)에 따른 카올리나이트와 유로퓸(Eu(III))의 흡착에 있어서 휴

믹산이 미치는 향을 회분식 실험 (V/m = 250:1 mL/g, CEu(III) = 1×10
-5
 mol/L, 

CHA = 5-50 mg/L, PCO2 = 10
-3.5

 atm)을 통해 조사하 다. 반응 상등액  HA 농

도는 254 nm에서의 UV 흡 도 (A254) 분석을 통해 결정하 고, Eu(III) 농도는 마

이크로웨이 (microwave)를 통한 처리 후 ICP-MS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카올리나이트의 물리화학  특성을 조사한 후, 휴믹산 농도, 이온세기  pH 변

화에 따른 카올리나이트에 휴믹산의 흡착실험을 하 다. pH 변화에 따른 카올리나

이트-휴믹산, 카올리나이트-아메리슘  휴믹산-아메리슘 등의 이성분계 흡착반응 

 카올리나이트-휴믹산-아메리슘에 한 삼성분계 흡착반응을 조사하 다. 수용액

에서 HA 농도는 UV-Vis-NIR spectrophotometer(Varian, Cary 5)를 사용하여 측

정하 고, Am 방사능 농도는 액체섬 계수기(Packard, TR 2770)를 사용하여 측정

하 다.

□ 속산화물 계면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기술 개발

세 종류의 산화물 (TiO2 (anatase), SiO2 (비결정성)  Al2O3 (비결정성)) 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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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I)이 흡착될 때 유기산이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유기산으로는 살리실산과 

피콜린산을 사용하 다. 유기산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U(VI)의 흡착률 변화

를 pH 함수로 측정하 다. 한 U(VI)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유기산의 흡

착량을 pH 함수로 측정하 다. 

피콜린산 리간드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pH에 따른 Eu(III) 이온과 Am(III) 이온의 

흡착을 카올리나이트, 숙성된 TiO2, 비결정성 Al2O3, 그리고 결정성 α-Al2O3에 하

여 측정하고 비교하 다. 비결정성 Al2O3표면에 한 Eu(III)  피콜린산의 흡착반

응에 의해 ≡SO-Eu(III)-L 구조의 삼성분표면착물을 생성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리간드 흡수 에 지 달에 의한 형 측정법으로 확인하 다. 결정성 α-Al2O3의 경

우에도 표면 처리 방법에 따른 흡착 반응의 차이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산 용액에 

방치한 시간에 따른 산-염기 차 정을 수행하여 속산화물 표면이 산-염기에 

노출되는 시기에 따라 Eu(III) 이온의 흡착에 주는 향을 조사하 다. 카올리나이

트의 Eu(III) 흡착에 미치는 피콜린산의 향을 Na
+
 이온의 존재 여부에 따른 카올

리나이트의 구 음 하자리 변화에 따라 조사하 다.

□ 고연소 사용후핵연료 선원항 자료생산

악티나이드 선원항의 측정값의 신뢰도 향상을 하여 Np, Pu  Cm 동 원소 

정량법을 개선  보완하 다. 237Np은 시료  존재하는 239Np를 추가로 첨가하는 

동 원소 희석법을 용하여 237Np 정량법을 개발하 다. 238Pu은 238U 향 때문에 

질량분석법 용이 제한 이고, 241Pu은 베타선 핵종이므로 알 분 법의 용이 불

가능하다. 따라서 질량분석법과 알 분석법을 상호 보완 으로 사용하여 Pu 동 원

소를 효과 으로 정량하 다. 그리고 Am과 Cm은 화학  성질이 유사하므로 243Am

을 추 자로 사용하여 두 원소를 동시에 군분리한 후 정량하 다. 그러나 사용후핵

여료  243Am이 일정 양 존재하므로 243Am을 추 자로 사용하기 해서는 시료의 

양을 감소시켜야 한다. 따라서 248Cm을 추 자로 사용하는 방법을 추가로 검토하

다. 

235U 기농축도가 4.2  4.5%이고 연소도가 33.21-62.0 GWd/MtU인 고연소 

PWR 사용후핵연료 시료 13개에 해 악티나이드 동 원소를 정량하 다. 238Pu, 

239Pu, 240Pu, 241Pu, 242Pu, 237Np, 241Am, 244Cm  242Cm의 핵종을 알 분 법  질량

분석법으로 정량하 다. 242Pu를 추 자를 사용하여 9 M HCl 매질의 음이온교환수

지에서 분리한 후 알 분 법으로 238Pu, 239Pu  240Pu를 각각 정량하 다. Np의 

경우 239Np를 스 이크(spike)로 사용하는 동 원소 희석법으로 정량하 다. 즉, 

237Np은 알 선 계측으로, 그리고 239Np는 감마선 계측으로 각각 측정하여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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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Np을 정량하 다. Am과 Cm은 

243
Am을 추 자로 사용하여 음이온교환수지  

HDEHP 추출크로마토그래피를 연속 으로 용하여 분리한 후 착과정을 거쳐 

241
Am, 

242
Cm  

244
Cm를 알 분 법으로 각각 정량하 다. 이들 측정값은 

Origen-2 code에 의한 계산 값과 비교 평가하 다.

IV. 연구개발 결과

□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용 이  분  시스템 구축

우라늄 6가 화학종에 해 나노 몰 (10
-9
 M) 농도의 화학종 규명 감도(speciation 

sensitivity)를 달성하 다. 이온 세기 0.1 M, pH 1인 조건에서 UO2
2+
 이온의 형  

스펙트럼과 형 수명(lifetime)을 측정하 다. 488, 509, 533, 559 nm 장에서의 특

징 인 형  우리(fluorescence peak)를 측하 고, 형 수명은 1.92±0.17 이

다. 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경우에는 형  우리가 이동하고, 형 수명 한 변

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UO2
2+
 이온의 경우에 비해 형  우리는 장 장 방향으

로 이동하고, 형 수명은 길어진다는 특징 인 양상을 정리하 다.

□ LIBD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용해도 측정기술 개발

이 빔에 의해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나노 콜로이드 입자가 열될 때 발생하

는 이  유도 충격 를 탐사 을 이용해 측정하고, 탐사  신호 크기의 특징 인 

양상을 조사하 다. 탐사  신호 크기의 도수분포 (frequency distribution curve)  

곡선에서 우리 값과 반폭이 나노입자의 크기와 직 인 상 계를 가진다는 것

을 알았다. 한 탐사  신호 크기의 도수분포 곡선이 좌우 칭인 모양을 가질 수 

있는 실험 조건을 찾았다. 도수분포 곡선이 좌우 칭일 경우에는 가우스 함수 꼴의 

정규분포 곡선으로 곡선맞춤(curve fitting)할 수 있기 때문에 나노입자의 크기와 

련있는 우리 값과 반폭 값을 결정하는 것이 쉽다.

이 방법은 비  방식으로 나노입자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과 같

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우라늄 가수분

해 반응으로 생성된 미세 우라늄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를 측정해 응용 사례로 제시

하 다. 새롭게 개발한 방법을 로  박스 내부에 치한 우라늄 콜로이드 검출에 

이용하 다.

우라늄 가수분해물의 용해도곱을 측정 고, 측정한 값은 log
 ±이

며, 이미 발표된 이 의 값(log
 ±, UO3

2
‧H2O(cr))과 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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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WCC를 이용한 Np, Pu 착물 화학종 규명

미량의 악티나이드 원소를 정량할 수 있는 LWCC를 이용한 고감도 흡수분 시

스템을 개발하 다. 기화학  혹은 화학  방법을 이용하여 악티나이드 표 시료

를 제조하고,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산화상태를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보

고하 다. LWCC를 이용한 고감도 흡수분 시스템의 검출한계는 U(IV), U(VI), 

Np(IV), Pu(V)  Pu(VI) 이온에 해 각각 0.12, 0.71, 0.041, 0.35  0.011 μM 농

도로 결정되었고, 이는 상용의 분 도계와 비교하여 약 30배 향상된 값이다.

개발된 고감도 흡수분 시스템을 이용하여 미량의 Pu(V)을 정량하고 Pu(VI)의 

환원반응이 Pu(VI)의 가수분해 화학종 형성상수 결정에 미치는 향을 보고하 다. 

Pu(VI) 가수분해 합체(polymeric species)가 형성되는 진한 루토늄 농도조건에

서는 환원반응에 의한 향이 으나, 묽은 농도 조건에서 생성되는 단량체 

(monomeric species)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형성상수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데 

극미량의 Pu(V)를 정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하 다. 오랜 시간동

안 시료 내 루토늄 산화상태 변화를 찰하 고, 시료의 pH 조건에 따라 다른 가

수분해 화학종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시료 내 산화환원반응도 다른 동  거동을 보

다. 기 Pu(VI) 총 농도가 0.1-0.12 mM인 조건에서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으

로 합체인 (PuO2)2(OH)2
2+
가 생성(logβ°22 = -7.09±0.22)되었고 PuO2OH

+
 이온은 

생성되지 않았다.

루토늄 총 농도가 0.05 mM인 조건에서 생성된 Pu(VI) 가수분해 단량체 화학

종의 흡수특성, 형성상수  Pu(VI) 가수분해 화합물의 용해도곱 상수를 결정하

다. 산화분 기를 조성하여 오차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인 Pu(V) 향을 배제하

다. Pu(VI) 가수분해 단량체 화학종의 몰흡 계수는 PuO2
2+
: 546.8±0.9, PuO2(OH)

+
: 

272±26  PuO2(OH)2(aq): 436±33 M
-1
cm

-1
이다.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형성상

수는 log
*β°11 = -5.6±0.3, log

*β°12 = -13.1±0.2  log
*β°13 = -24.0±0.8로 결정되었

다. 한 Pu(VI) 가수분해 화합물의 용해도곱 상수 log
*
K's,0 = 8.1±0.3 (I = 0.01 M 

NaClO4)를 보고하 다.

방사성 원소이기 때문에 취 에 어려움이 있는 Np(IV) 신에 U(IV)를 사용하

여 U(IV)PDA(OH)2 삼성분 착물이 생성되는 것을 흡수스펙트럼 변화를 측정하여 

확인하 다. PDA 리간드 자체는 양성자첨가 는 속이온배 에 의해 흡 도의 

변화는 있으나 흡 장의 변화는 없으므로 U(IV)의 흡수스펙트럼 변화를 측정하

다. 성 화학종 생성에 의한 침  생성이 육안으로 찰되었고, 빛의 산란으로 인

해 흡수스펙트럼의 바탕값이 상승되는 상도 발견하 다. 침 을 제거하고 용액 

의 PDA, U(IV)  OH
-
 농도를 측정하면 삼성분 착물의 용해도곱을 구할 수 있

을 것이며, U(IV) 신에 Np(IV)를 비롯한 다른 An(IV)의 용해도곱을 구하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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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원소간 화학거동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LIBS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성분 분석기술 개발

유리기질(glass matrix)에 포함된 극미량 원소 정량분석에 이  유도 열 분

 (LIBS) 기술을 용하 다. Nd:YAG 이 의 제 2-4 고조 를 이용하여 이

 유도 라즈마를 발생시켰다. Echelle 분 계를 이용하여 200-780 nm 장범

에 분포한 시료의 주성분과 극미량 성분 원소의 LIBS 스펙트라를 분석하 다. 자외

선 장의 이 빔을 입사시킬 때 LIBS 신호의 발  세기가 약 10배 증가하 고 

이는 자외선 장의 이 빔을 입사시킬 때 시료의 용발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소별로 다른 검출한계(LOD)를 측정하기 해 자외선 장의 이 빔을 

이용하 다. Sr과 U 원소에 해 검출한계를 측정할 때 채택한 발  장은 각각 

460.733 nm와 358.488 nm이다. Sr 원소에 비해 U 원소의 검출한계가 약 100배 높

다는 것을 보 다. 여러 종류의 유리시료에 해 라즈마 온도  DTA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측정 자료 비교를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하 다.

     

□ 모세 기이동을 이용한 화학종분포 규명기술 개발

악티나이드 화학종들의 하 특성 차이를 이용하여 화학종을 분리하기 한 모

세  기이동 시스템을 구성하고 용성을 검토하 다. 시료는 수 차를 이용하여 

주입하고, 기장에서 기이동에 의해 분리된 화학종을 분취법으로 채취하여 

ICP-AES, ICP-MS 는 LSC법으로 정량하는 방식을 택하 다. 정량 한계는 

ICP-AES, ICP-MS 는 LSC법으로 정량할 때, 각각 20 mM, 20 μM  20 nM로 

계산되었다. 모세  주입부의 극을 용액이 흐를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고 밸

 조작법으로 용액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측정하면 한 시료의 분리시간을 30분 정

도로 단축하 다. 기삼투흐름은 흐름셀을 연결하여 on-line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0.02 M 이상의 benzyl alcohol 수용액을 표식자로 사용하 다. Eu(III) 이온과 

불안정한 착물을 형성하는 acetate 는 picolinate 리간드는 한 가지 화학종이 존재

하는 것처럼 한 개의 피크를 보 으며, 이동시간은 리간드 농도의 향을 받아 평

균 배 수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 다. Eu(III) 이온이 acetate와 picolinate가 함

께 존재하는 경우에 생성된 착물의 하량만으로 설명하기엔 무 느린 기이동을 

보 다. silanol-Eu(III)-picolinate의 삼성분표면착물 는 acetate-Eu(III)-picolinate 

삼성분착물 생성을 가정하면 이동시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DA와 같

이 안정한 착물을 형성하는 리간드의 경우에는 생성된 화학종의 하수에 상응하는 

이동시간에 Eu(III) 이온이 검출되었다. 과량의 PDA가 존재하거나 EDTA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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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도가 매우 큰 착물을 생성하는 리간드의 경우에는 음의 하를 갖는 착물이 생

성되므로 이 실험의 측정조건( 압, 바탕 해질 농도, pH, 등)에서는 음극에서 검출

되지 않았다.

□ 휴믹 물질과 악티나이드 화학반응 규명

카올리나이트에 한 휴믹산의 흡착은 형 인 Langmuir 흡착 특성(pH 3 제

외)을 보 으며, pH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 pH 4-11에서의 최  흡착량(qmax)은 

4.73-0.47 mg/g의 범 이었다. 카올리나이트에 한 Eu(III) 흡착은 pH 3-5에서 

격히 증가하 고, pH 6 이상에서 흡착포화(adsorption edge)에 도달하는 형 인 

Eu- 물질 흡착곡선을 보 다. 그러나 HA가 존재하는 경우 pH에 따른 흡착특성에 

변화를 보 다. 즉, pH가 낮은 산성 역(pH 3-4)에서는 카올리나이트에 흡착된 HA

에 의한 Eu의 추가 흡착으로 인해 Eu의 흡착률이 상승하나, 성  알칼리 역

(pH > 6)에서는 용존 Eu-HA 착물 형성으로 인해 Eu 흡착률이 크게 감소하 다. 

이러한 카올리나이트-Eu-HA의 삼성분계에서의 흡착실험 결과는 카올리나이트

-HA, 카올리나이트-Eu 등의 결과와 비교 해석하 고, pH에 따른 흡착 기작의 차

이 을 고찰하 다.

HA 농도  pH가 증가함에 따라 KA에 한 HA의 흡착률은 감소하 으나, 이

온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KA에 한 HA의 흡착률이 증가하 다. HA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A에 한 Am의 흡착률이 증가하 다. 즉, Am 농도가 1×10
-5
 M로 고

정한 후, 산성 역(pH < 3)에서 Am의 75% 이상이 KA에 흡착되었고, 성  알

칼리 역(pH > 6)에서 Am의 90% 이상이 KA에 흡착되었다. 토에 휴믹산과 

Am을 동시에 첨가하면, pH가 낮은 산성 역(pH 6 미만)에서는 Am
3+
이 토  휴

믹산과 흡착반응 등으로 인해 휴믹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서 Am 흡착률

이 증가하 으나, pH가 높은 성  알칼리 역(pH 8 이상)에서는 HA에 함유한 

carboxyl 작용기가 Am
3+
과 쉽게 착물을 형성하여 그 결과로 Am 흡착률이 큰 폭으

로 감소하 다.

□ 속산화물 계면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기술 개발

세 종류의 산화물 (TiO2 (anatase), SiO2 (비결정성)  Al2O3 (비결정성)) 표면에 

U(VI)이 흡착될 때 유기산이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유기산으로는 살리실산과 

피콜린산을 사용하 다. 유기산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U(VI)의 흡착률 변화

를 pH 함수로 측정하 다. 한 U(VI)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유기산의 흡

착량을 pH 함수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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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2의 경우, 살리실산과 피콜린산이 U(VI)과 수용성 착물을 형성함으로써 

U(VI)의 흡착률을 하시킨다. SiO2의 경우, 살리실산은 U(VI) 흡착에 향을 주지 

않지만, 피콜린산은 오히려 U(VI) 흡착을 증강시킨다. 이 상을 삼성분 표면착물 

(ternary surface complex) 생성으로 해석하 으며 U(VI) 흡착에 의존하는 피콜린

산의 흡착량 변화, 그리고 흡착된 U(VI)의 형 특성 변화로 확인하 다. Al2O3의 경

우, 살리실산과 피콜린산 모두, U(VI) 흡착과 무 하게, 높은 흡착량을 보 으나 

U(VI) 흡착을 감소시키지는 않았다. 따라서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을 배제할 수 없

으나 이를 확인하기 해서는 분 분석과 같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속산화물 표면의 증류수에 의한 숙성과 결정성이 Eu(III) 이온의 흡착에 미치

는 향을 각각 TiO2(anatase)와 비결정성  결정성 (α-형) Al2O3를 사용해서 피콜

린산 존재에서 pH에 따른 흡착율 측정법으로 조사하 다. TiO2를 증류수에서 숙성

시키면 Eu(III)의 흡착면 pH가 증가하 으므로 TiO2 표면의 결정성 는 수산기의 

구조에 변화가 있음을 보 다. 이 결과로 양쪽성 산-염기 특성이 감소한 것을 산-

염기 차 정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흡착이 증가하는 pH 역이 Eu(III)-피콜

린산의 수용성 착물을 많이 생성하는 pH 범 까지 증가하 기 때문에 흡착이 감소

되는 결과를 보 다. TiO2 표면에 피콜린산이 Eu(III) 이온과 함께 흡착되었으므로 

≡SO-Eu(III)-L 구조의 삼성분표면착물이 생성되었다고 보아야 하지만 흡착률은 

감소하 으므로 ≡SO-Eu(III) 구조의 이성분 표면착물 보다는 낮은 안정성을 나타

낸다. 비결정성 Al2O3은 Eu(III)-피콜린산의 수용성 착물 생성을 무시할 수 있는 낮

은 pH에서 Eu(III)을 흡착하 으므로 흡착률이 피콜린산의 향을 받지 않았다. 피

콜린산이 Eu(III) 이온의 흡착과 무 하게 표면의 알루미늄 원소에 배 되는 음이온 

흡착을 나타내었다. 흡착된 피콜린산의 일부는 Eu(III)와 ≡SO-Eu(III)-L 구조의 삼

성분표면착물을 생성한 것을 에 지 달에 의한 형 측정법으로 확인하 다. 그러

나 흡착률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SO-Eu(III) 구조의 이성분 표면착물과 유사한 안

정성을 나타낸다.

결정성의 α-Al2O3은 높은 pH에서 Eu(III)을 흡착하며 Eu(III)-피콜린산 착물 생

성에 의한 흡착 하가 나타났으며 피콜린산의 음이온 흡착은 나타나지 않았다. 비

결정성 Al2O3은 양쪽성 산-염기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결정성 α-Al2O3에서

는 상 으로 게 나타났다. 결정성 α-Al2O3에서도 산 용액에 방치한 시간에 따

라 산-염기 차 정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산-염기를 가하는 시기에 

따라 Eu(III) 이온의 흡착에도 향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카올리나이트의 Eu(III) 흡착에 미치는 피콜린산의 향은 Na
+
 이온의 존재 여부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Na
+
 이온이 존재하지 않으면 구 음 하자리에서의 이

온교환에 의한 흡착이 Eu(III)-피콜린산 착물 생성을 무시할 수 있는 낮은 pH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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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므로 피콜린산의 향을 받지 않았다. Na
+
 이온이 존재하면 이온교환에 의

한 흡착 신에 양성자와의 치환반응에 의한 흡착되기 때문에 흡착률이 증가하는 

pH가 Eu(III)-피콜린산 착물 생성을 무시할 수 없는 범 까지 증가하 고 흡착률은 

감소하 다. Eu(III) 이온의 흡착과 계없이 피콜린산 흡착은 나타나지 않았다. 피

콜린산 리간드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pH에 따른 Eu(III) 이온과 Am(III) 이온의 흡

착을 카올리나이트, 숙성된 TiO2, 비결정성 Al2O3, 그리고 결정성 α-Al2O3에 하여 

측정하고 비교하 다. 흡착률 변화가 실험오차 범  내에서 서로 잘 일치하 으며  

Eu(III) 이온을 Am(III) 이온의 화학유사체로 사용하여 화학거동자료를 측정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고연소 사용후핵연료 선원항 자료생산

239
Np을 스 이크로 사용하고, 알 선  감마선 계측에 의한 동 원소 희석법을 

이용하여 
237
Np 정량 기술을 확립하 다. 알 선 계측에 의한 

237
Np의 회수율  정

도 각각 97-100%  3-7% 나타났으며, 감마선 계측에 의한 
239
Np의 회수율  

정 도 ∼100%  < 7%로 각각 나타났다. 두 측정 자료를 이용하는 동 원소 희

석법에 의한 
237
Np 정량에는 회수율이 98.7-101% 그리고 정 도가 8-22% 로 각각 

나타났다.

알   질량분석법에 의한 Pu 동 원소 정량에서 
239
Pu와 

240
Pu의 경우 두 방법

간의 편차가 7% 이내에서 서로 일치하 다. 연소도가 35.6-53.9 GWd/MtU인 고연

소 사용후핵연료 시료 6개에 해 알 분 법을 용하여 Pu, Np, Am  Cm 동

원소를 정량하 다. 상핵종으로는 
238
Pu, 

239
Pu, 

240
Pu, 

237
Np, 

241
Am, 

242
Cm  

244
Cm 으며, 측정결과는 

238
Pu: 0.274-0.584, 

239
Pu: 6.0-7.05, 

240
Pu: 2.57-3.55, 

237
Np: 

0.05-0.3, 
241
Am: 0.36-1.09, 

242
Cm: 6×10

-6
-1.9×10

-3
, 

244
Cm: 0.05-0.3 μg/mg U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값을 Origen-2 code에 의한 계산 값과 비교한 결과 측정값이 반

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238
Pu: 27.7-50.3%, 

239
Pu: -8.0-17.2%, 

240
Pu: 7.9-21.8%, 

237
Np: -16-100%, 

241
Am: 22.6-78.9%, 

242
Cm: 11.6-59.3%, 

244
Cm: 63.0-82.8% 다. 

한 연소도가 54.647-61.998 GWd/MtU인 고연소 사용후핵연료 시료의 경우 
238
Pu: 

0.472-0.519, 
239
Pu: 5.363-5.602, 

240
Pu: 2.69-3.306, 

237
Np: 0.813-1.1, 

241
Am: 

0.358-0.591, 
242
Cm: 5.14×10

-6
-6.81 10

-4
, 

244
Cm: 0.184-0.242 μg/mg U 으며, 

Origen-2 code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 을 때 
238
Pu: 10.49∼-23.36%, 

239
Pu: -12.02∼

-18.94%, 
240
Pu: -0.84∼-16.61%, 

237
Np: -0.78∼-33.31%,

 241
Am: -9.92∼34.59%, 

242
Cm: 19.24-22.37%, 

244
Cm: 17.71-50.37% 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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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용 이  분  시스템 구축

방사성 폐기물 처분의 안 성 평가와 련된 악티나이드 원소의 복잡한 화학 반

응을 이해하기 해서는 지하수 조건에서 화학종 규명(chemical speciation)에 한 

세부 인 정보가 필요하다. 화학종 규명은 단순히 화학종의 농도에 한 정량분석

뿐만 아니라 화학종의 분자식  산화상태 구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용액 속에 포함된 악티나이드 원소의 착물 형성 (complexation) 반응을 조사하기 

해 통 인 방식의 분 도계(spectrophotometer)가 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

니 지하수에 포함된 악티나이드의 화학종 규명에 이러한 분 도계를 이용하는 것

은 단히 어렵다. 일반 으로 지하수 환경에서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용해도는 마

이크로 몰 (10
-6
 M) 농도 이하이기 때문이다.

개발한 시간분해 이  형  분  (TRLFS) 기술은 나노 몰 (10
-9
 M) 농도의 

화학종을 규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감도가 좋다. 따라서 이  기반 고감도 

분 기술을 이용하여 지하수 환경에서 U(VI), Am(III), Cm(III) 화학종의 복잡한 화

학 반응과 련된 귀 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 LIBD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용해도 측정기술 개발

이  유도 열 검출 (LIBD) 기술은 5-1000 nm 크기 범 의 나노 콜로이드 

입자가 ppt-ppb 농도의 극미량으로 수용액에 존재할 때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감도

가 매우 우수한 기술이다. 특히,  산란 (light scattering) 측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용의 기기로는 측정이 어려운 100 nm 보다 작은 크기의 미세 입자를 측

정할 목 으로 개발되었다. 지하수 속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작은 콜로이드 입자에 

물속에 녹아 있는 방사성 핵종이 흡착될 경우에는 물의 흐름을 따라 이동하는 콜로

이드 입자가 방사성 핵종의 운반자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미세 콜로이드 입자를 

측정하는 것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의 안 성을 측하는데 있어 요하게 인식된

다.

탐사  측정 방식을 채택한 LIBD 기술을 폴리스틸  표 입자로부터 구한 검정

곡선으로부터 우라늄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를 결정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우라늄은 

사용후핵연료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지하수 환경에서 우라늄 콜로이드 입자의 이동 

(migration) 거동을 이해하기 해서는 우라늄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이 요하다. 한 다양한 우라늄 이온 농도 조건에서 가수분해 반응에 의해 콜로

이드 입자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pH를 측함으로써 용해도곱을 측정할 수 있다. 따

라서 LIBD 기술은 지하수 환경에서 콜로이드 입자의 이동과 악티나이드 용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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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된 요한 자료를 생산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 LWCC를 이용한 Np, Pu 착물 화학종 규명

1.0 m  투과 길이를 갖는 LWCC를 이용하여 비교  간단하게 검출한계가 약 

30배 제고된 고감도 흡수분 시스템을 이용하면 몰흡 계수가 작아 일반 분 도

계로 측정이 불가능한 시료뿐만 아니라 시료의 양이 어 측정이 어려운 시료 한 

흡수스펙트럼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방사성 시료나 고가의 악티나이드 시료에 

용하기에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개발된 악티나이드 표  시료를 제조기술  

산화상태 유지기술은 다양한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열역학 자료를 생산하는 연구의 

기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미량의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측정하는 기술은 자연수 

 환경시료 의 악티나이드 원소 측정 등의 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 안정성 

평가 연구의 기반기술로 이용될 수 있다.

실례로 이 연구에서 LWCC를 이용한 고감도 흡수분 시스템을 용하여 얻게 

된 루토늄  우라늄의 착물형성반응에 한 결과는 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 

안정성 평가에 필요한 열역학 자료를 보다 간편하면서도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음

을 보 다. 비교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루토늄 산화상태  가수분해 화합물

의 동 거동연구 결과는 수용액 내에서 진행되는 환원반응, 가수분해반응  응집

반응 등 루토늄의 복잡한 변화에 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한 합

체  단량체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흡수 특성은 자연수  환경시료 의 

루토늄 화학종을 직  정량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열역학 자료를 생

산하는데 이용될 것으로 기 된다.

□ LIBS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성분 분석기술 개발

LIBS 기술 활용의 한 사례로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 분야에서의 원소 정량분석

을 들 수 있다. 고  방사성 환경에 치한 물질의 정량분석에 원격 측정이 가능

한 LIBS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기존의 확립된 정량분석 방법에 비해 장 이 있다.

유리를 이용한 유리화 공정(vitrification)을 통해 고  액체 폐기물(HLLW)을 

견고한 고체상으로 고정시킨 후 구 처분할 경우, 유리고화체 내에는 핵분열 물질

과 은 양의 악티나이드 원소가 포함된다.  따라서 LIBS 기술을 용할 경우에 유

리시료에 포함된 악티나이드 원소의 측정감도를 결정하는 것이 요하다. 그러나 

재까지 유리시료에 포한된 악티나이드 원소를 상으로 수행한 LIBS 연구는 많

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LIBS를 이용한 다 원소의 정량분석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 분야에 필요한 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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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 기이동을 이용한 화학종분포 규명기술 개발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방법을 다양화하여 용 범 를 확장하고 신뢰도를 향

상시킬 필요가 있다. 재 기술로는 분 학  방법이 용할 수 있는 역, 감도, 

신뢰도 등에서 가장 우수하며, 이 과제에서도 이 분야에 을 두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 학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보충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 연

구 결과는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의 보완실험이 필요할 때, 모세 기이동 분리

법 용을 결정하기 한 실험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 휴믹 물질과 악티나이드 화학반응 규명

이 연구에서 수행된 휴믹산이 존재하는 경우 카올리나이트에 한 아메리슘 흡

착반응(KA-HA, KA-Am, HA-Am, KA-HA-Am)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한 

안정성 평가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결과로부터 수용액에서 악티나이드 화합물의 

용해도  악티나이드 원소의 환경  거동에 한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휴믹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카올리나이트 표면에 한 아메리슘 흡착반응 메카니즘 

규명은 지하수 환경에서 악티나이드 원소의 이동을 측하는데 사용이 가능할 것으

로 단된다.

□ 속산화물 계면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기술 개발

지하수 환경에서 악티나이드 원소의 이동을 지연하는 효과는 침  생성과 함께 

지하 물계면에서의 흡착반응에 의존한다. 유기리간드는 용존 화학종 생성과 삼성

분 표면착물 생성에 의하여 악티나이드-계면 흡착반응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

양한 유기물과 물질계면으로 구성된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악티나이드의 이동 

상을 간단한 보편  모델만으로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 얻은 

속산화물 계면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자료는 자연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악티나

이드-계면 반응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높은 신뢰도를 갖는 핵종이동 측모델

을 구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 고연소 사용후핵연료 선원항 자료생산

사용후핵연료의 선원항 자료는 핵연료의 연소거동  조사핵연료의 물리  화

학특성 연구에 활용된다. 따라서 향후 이에 한 보다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측정 

자료의 신뢰도를 향상함으로써 이들 핵종의 함량을 측하는 코드 검정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한 본 선원항 자료는 사용후핵연료의 장, 수송 등 핵연료 리업무 

수행 시 연소이득 (burn-up credit) 용에 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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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Research on the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wenty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NPPs) are operated and six more 

are constructed as of 2010. Furthermore, we have a plan to construct 8 more 

NPPs in the near future. Over the past 30 years, about 36% of total electricity 

that the country needs has been produced in operating NPPs. Nation-wide effort 

has been made to secure energy production mainly through the NPPs. Recently, 

it leads our nuclear technology to the internationally competitive level, which can 

make an exportation of Jordan Research & Training Reactor (JRTR) and 

Commercial NPPs to UAE.

The growth of our nuclear industry and the continuous operation of 20 NPPs 

bring on the topics related to the back-end fuel cycle, such as the safe 

management of spent nuclear fuels with the treatment of low and medium level 

radioactive wastes. While the disposal facility for the low and medium level 

radioactive wastes is being constructed at the present time, the issues for the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start being discussed in public to make its 

national policy.

Actinides such as U, Np, Pu, Am and Cm make a subject of discussion in 

the management of spent nuclear fuels and the treatment of high level 

radioactive wastes. Researches on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actinides’ 

behavior should be preceded for the development of back-end fuel cycle 

technologies. Actinide chemistry such as the actinides’ speciation in solutions 

and the quantitative chemical analysis of actinides will be an essential research 

subject in the treatment of high level radioactive wastes and the chemical 

analysis of irradiated nuclear fuel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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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nides such as U, Np, Pu, Am and Cm, that we deals in the project, exist 

in various ionic forms depending on their oxidation states and show unique, but 

complex physical and chemical behaviors in aqueous solutions, especially in the 

groundwater. To understand their complexity, it is necessary to work on the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that tells us their chemical compositions and 

concentrations under a certain condition in solution. Although there were many 

reports on the chemical speciation of uranium in solutions internally, it has been 

limited to an uranium concentration of mM-levels (10
-3
 M) with commercial 

spectrophotometers so far.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research project is to develop the 

state-of-the-art laser-based spectroscopic technologies, which is known as a 

powerful techniques for the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at a trace-level 

concentration (< 10
-6
 M). A time-resolved laser-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y (TRLFS) system has been setup to identify the chemical species to 

a concentration range of 10
-6
-10

-9
 M. Obtaining the solubility product of 

actinides, new techniques to measure the nano-meter sized actinides’ colloidal 

particles have been established by using the laser-induced breakdown detection 

(LIBD) and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IBS) systems, that were 

already demonstrated in the previous phase of this research project. For 

non-fluorescent plutonium species that the TRLFS system could not be applied, 

we have developed a highly sensitive absorption spectroscopy system with a 

liquid wave-guided capillary cell (LWCC), in order to obtain the information 

about the Pu hydrolyzed chemical species. In addition, we developed the 

quantitative chemical analysis technique on the irradiated nuclear fuels, the 

source-term data of actinides were produced for the high burn-up spent nuclear 

fuels, using an inorganic mass spectrometer and alpha spectrometer.

In this project, the chemical speciation of the actinides in solutions was 

investigated with the state-of-the-art laser spectroscopy technologies that we 

have developed and the source-term data of actinides in the high burn-up spent 

nuclear fuels were produced. These results would contribute to establish the 

basis of research on the actinides' chemistry being necessary in nuclear fuel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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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copes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Development of TRLFS technology for the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Time-resolved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ic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The system was constructed with Nd:YAG laser and spectrometer system 

adopting photomultiplier tube (or intensified charge-coupled device). Study on 

the chemical speciation of uranium(VI) species, UO2
2+
, UO2(OH)

+
, (UO2)2(OH)2

2+
, 

(UO2)3(OH)5
+
, has been performed by using TRLFS (Time-Resolved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Quantum efficiency which depends on the excitation 

wavelength and fluorescence lifetimes have been investigated for free uranyl ion 

(UO2
2+
) and U(VI) hydrolysis compounds. Collection efficiency which depends on 

the core diameter of optical fiber has also been investigated. As a result, we 

achieved the speciation sensitivities of about nanomolar concentrations for 

several U(VI) species.

□ Development of LIBD technology for the measurement of 

solubility of actinides

A method for determining the size of a colloidal nanoparticle by measuring 

the magnitude of the probe beam signal which can be remotely measured in a 

non-contact manner has been developed. The method using a probe beam signal 

is intended to employ a principle by which the path of a probe beam is changed 

by a laser-induced shock wave, accompanying the occurrence of a laser-induced 

breakdown of colloidal nanoparticles. It was observed that the peak and 

full-width at half-maximum of a frequency distribution curve of the measured 

magnitude of a probe beam signal appear in direct correlation with the size of a 

nanoparticle at the fixed pulse energy of a laser beam for the breakdown. A 

calibration curve for a particle sizing is presented for the particle diameters 

ranging from 20 to 60 nm, with reference polystyrene particles. An application is 

demonstrated for measuring hexavalent uranium colloidal particles generated by 

the hydrolysis of free uranyl ions.

Comparing this new LIBD method with a previously developed acou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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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 method using a piezoelectric transducer, it enables remote measurement 

and therefore facilitates the in situ measurement of samples in a 

radiation-shielded glove box. The probe beam detection of a shock wave shows 

a sufficiently high sensitivity for monitoring initial colloid formation when the 

uranium ion concentration exceeds the solubility limit of uranium hydrolysis 

compounds at a certain pH. Thus, the solubility product of U(VI) hydrolysis 

compound has been determined using the developed LIBD technology. 

□ Chemical speciation of Pu and Np complexes by using a 

LWCC system

A sensitive absorption measurement system using a liquid waveguide 

capillary cell (LWCC) which has an optical path length of 1.0 meter was 

developed for a quantitative analysis of actinide elements. In order to investigate 

radioactive elements, a LWCC was installed in a glove box and coupled to a 

spectrophotometer with optical fibers. Limits of detection (LOD) for the system 

were investigated for U(IV), U(VI), Np(IV), Pu(V) and Pu(VI) ionic species at 

acidic conditions. For this purpose, techniques to prepare actinide reference 

solutions and to maintain oxidation states of actinide were developed. The 

chemical speciation of aqueous plutonium species has been performed by the 

developed sensitive absorption measurement system. The main focus was 

concentrated on the effect of Pu(V) produced by the reduction of Pu(VI) on the 

stability of the Pu(VI) hydrolysis species. The hydrolysis species of Pu(VI) was 

investigated at plutonium concentrations of 0.1-0.12 mM and at the pH range 

from 5 to 8. The time dependent distribution of plutonium species and their 

characteristic features in the absorption spectra were investigated for over one 

year. The formation constants of mononuclear hydrolysis species of Pu(VI) were 

investigated at carefully designed experimental conditions. In order to exclude 

the formation of polynuclear hydrolysis species, the concentration of plutonium 

was diluted below 50 M. To maintain the oxidation state of Pu(VI), NaOCl was 

applied as an oxidant. The trace amount of Pu(V) was monitored by the 

measurement of redox potential and absorption spectroscopy. The formation 

constants of mononuclear hydrolysis species of Pu(VI) at ionic strength of 0.01 

M NaClO4 were determined and the solubility product of Pu(VI) hydrous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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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also determined. The formation of ternary complexes of actinide hydrolysis 

with organic ligand can make an effect on the chemical behavior of actinide in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formation of ternary complexes of U(VI) with 

PDA (pyridine-2, 6-dicarboxylic aicd) was investigated in weak acidic conditions 

as an analogue to Np(IV).

□ Development of LIBS technology for the quantitative 

measurement of actinides

In this work, multi-element analysis has been performed for outlining the use 

of LIBS in the determination of trace elements embedded into a glass matrix. 

Strontium (Sr) and uranium (U) were chosen as the representative elements for 

fission product and a minor amount of actinides, respectively, in the glass 

matrix. The visible and ultraviolet (UV) wavelengths at 532 and 355, 266 nm of 

a pulsed Nd:YAG laser have been used for ablation of glass samples. The 

ablated quantities were inferred by optical microscope analysis of the crater 

formed on the glass surface after a large number of laser shots. The emission 

intensities obtained with the visible and UV wavelengths were compared. We 

observed that the emission intensities increased about ten times for the UV 

laser beam due to the increase in both the plasma temperature and the ablation 

rate. Calibration curve to determine LOD (Limit Of Detection) for Sr was 

obtained from NIST standard reference materials (SRMs) which contained the 

Sr in the concentrations ranging from 41.72 to 515.5 ppm. These SRMs also 

contained the U in the concentrations ranging from 0.0721 to 461.5 ppm. But we 

could not detect the emission intensities of U in these samples. Thus, 

home-made glass samples containing the U in the concentrations ranging from 

500 to 50000 ppm were prepared. The LOD for U determined by using these 

samples was about 500 ppm.

□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the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by capillary electrophoresis

The potential applicability of capillary electrophoresis methods was examined 

for the chemical separation of actinide species in aqueous solutions. Capillary 

electrophoretic devices were designed to measure the effect of Eu(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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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on the electrophoretic movements of Eu(III)-ligand complexes.  

Organic ligands such as acetate, picolinate, pyridine-2,6-dicarboxylate (PDA) and 

ethylenediaminetetra-acetate (EDTA) are investigated, which form Eu(III)-L 

complexes of different stability constants. Since most target actinides emit 

-radiation, liquid scintillation counting is a proposed detection method to 

quantitate the separated actinide species. At the stage of the device development, 

however, Eu(III) ions was used as an analogue of Am(III). The collected 

samples via electrophoretic separation were quantified using ICP-AES, ICP-MS, 

or laser-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y.

□ Evaluation on the chemical reactions of actinides and humic 

substances

The sorption of europium (Eu(III)) onto kaolinite (KA) and the influence of 

humic acids (HA) over a range of pH 3-11 has been studied by batch 

adsorption experiment (V/m  = 250 : 1 mL/g, CEu(III) = 1×10
-5
 mol/L, CHA = 5-50 

mg/L, PCO2 = 10
-3.5

 atm). The concentrations of HA and Eu(III) in aqueous 

phase were measured by UV absorbance at 254 nm (A254) and ICP-MS after 

microwave digestion for HA removals, respectively. After performing the basic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kaolinite, the adsorption reactions of the 

humic acid on the kaolinite were carried out with varying concentration of 

humic acid and ion strength, and pH.

Binary component adsorption reaction such as KA-HA, KA-Am, HA-Am as 

well as ternary component adsorption reaction like KA-HA-Am was 

investigated as a function of pH. The concentrations of humic acid in the 

aqueous solution were measured by UV-Vis-NIR spectrophotometer (Varian, 

Cary5), and the activity concentrations of Am in the aqueous solution were 

measured by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Packard, TR 2770).

□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the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adsorbed on metal oxide surfaces

The influence of organic acids was examined on the adsorption of U(VI) to 

the surface of three different oxide particles: TiO2 (anatase), SiO2 (amorphous) 

and Al2O3 (amorphous). Organic acids were salicylic acid and picolinic aci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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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the concentration of organic acids on the adsorption rate of U(VI) 

was measured over a wide range of pHs.

In the presence of picolinic acid, the pH-dependent adsorption of Eu(III) ions 

and Am(III) ions was compared on the surfaces of kaolinite, aged TiO2, 

amorphous Al2O3, and crystalline α-Al2O3. Fluorescence spectroscopy was used 

to study the absorption energy transfer from ligands to Eu(III) and to identify 

the formation of ternary complex (≡SO-Eu(III)-L (picolinate)) adsorbed on the 

amorphous Al2O3 surfaces. For α-Al2O3 (crystalline) particles, the metal oxide 

surface was modified with an acid treatment over different periods of time and 

its influence on the adsorption capacity was estimated by using potentiometric 

titration methods. In addition, the Eu(III) adsorption behaviors onto kaolinite 

were examined in the presence of picolinic acid at various concentration of Na
+
, 

which results in different amounts of permanent anionic sites on the surface of 

kaolinite.

□ Determination of actinide source terms of spent nuclear 

fuels

Determination methods for the isotopes of Np, Pu and Cm were improved to 

increase a reliability of the data. The isotope dilution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237
Np was developed using 

239
Np as a spike which is contained 

in the samples itself. Alpha spectrometry and mass spectrometry were used 

together to measure all the Pu isotopes in uranium matrix. 
238
Pu is limited on 

mass spectrometry due to 
238
U and a pure beta emitter of 

241
Pu is not applicable 

to the alpha spectrometry. Am and Cm were separated in a group from the 

fission products and determined using 
243
Am as a tracer because a chemical 

behavior of the two elements is similar each other. However, some contents of 

243
Am are already contained in the spent fuels. So, the sample size should be 

reduced in order to apply 
243
Am as tracer. The determination method of Cm 

isotopes was additionally studied using 
248
Cm as a tracer.

The isotopic contents of actinide elements were measured for 13 PWR spent 

fuel samples of 4.2 wt% and 4.5 wt% of initial concentrations of 
235
U and 

33.21-62.0 GWd/MtU as a burn-up. 
238
Pu, 

239
Pu, 

240
Pu, 

240
Pu, 

240
Pu, 

237
Np, 

241
Am, 

244
Cm and 

242
Cm were determined by alpha spectrometry and mass spectr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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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otopes of 
238
Pu, 

239
Pu and 

240
Pu were determined using 

242
Pu as a tracer 

after a separation of Pu by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 using 9M HCl as 

an eluent. 
237
Np was measured by isotope dilution alpha (gamma) spectrometry 

(IDAS) using 
239
Np as a spike. 

237
Np was measured by alpha spectrometry and 

239
Np by gamma spectrometry. 

241
Am, 

242
Cm and 

244
Cm were determined by 

electrodeposition followed by alpha spectrometry using 
243
Am as a tracer after a 

separation of Am and Cm together onto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 and 

HDEHP extraction chromatography in series. The measured data were compared 

those calculated by Origen-2 code and evaluated.

IV. Results of the Project

□ Development of TRLFS technology for the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The speciation sensitivity in the order of 10
-9
 M concentration of U(VI) 

compounds has been achieved at the excitation wavelength of 266 nm. The 

fluorescence spectrum and lifetime of UO2
2+ were carefully measured at pH 1 

and ion strength of 0.1 M. The spectrum showed the four characteristic peaks 

located around 488, 509, 533, 559 nm and the fluorescence lifetime of about 1.92

±0.17 . The wavelength shifts of fluorescence peaks and the change of 

lifetimes for uranium hydrolysis compound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UO2
2+
. 

We report on the characteristic features, the shifts of peaks to the longer 

wavelength direction and the prolonged lifetimes, in the fluorescence of the 

U(VI) hydrolysis compounds.

□ Development of LIBD technology for the measurement of 

solubility of actinid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gnitude of a probe beam signal were 

investigated for the optical detection of a laser-induced shock wave generated 

by a laser-induced breakdown of colloidal nanoparticles in liquids. We showed 

that the peak and FWHM of the frequency distribution curve of the measured 

magnitude of a probe beam signal appeared in direct correlation with the siz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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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noparticle. Moreover, we report on the experimental conditions to allow for 

the frequency distribution curve of the measured magnitude of a deflected probe 

beam signal to be a horizontally symmetrical shape, so that a curve fitting can 

be performed on the data of the magnitude of a deflected probe beam signal, in 

order to form a normal distribution curve having a Gaussian shape.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more easily quantify the peak and FWHM of a frequency 

distribution curve, which are proportional to the size of a nanoparticle. The 

present technology is advantageous in that it remotely measures a laser-induced 

breakdown of a fine nanoparticle, which is harmful to the human body such as 

radioactive substances, by using a probe beam. As an application, traces of 

uranium colloidal particles generated by the reaction of a uranium hydrolysis 

were detected.

This new LIBD method is advantageous for investigating radioactive actinides 

placed in an isolated glove box because of its capability for nondestructive in 

situ  measurement. The solubility product of U(VI) hydrolysis compounds 

measured by this optical probe beam deflection method (log
  ±) 

is in excellent agreement with the reported value measured by a calorimetric 

experiment on UO3‧H2O(cr) (log
  ±).

□ Chemical speciation of Pu and Np complexes by using a 

LWCC system

A sensitive absorption measurement system using a LWCC was developed 

for a quantitative analysis of actinide elements. Limits of detection (LOD) for 

this system were determined as 0.12, 0.71, 0.041, 0.35 and 0.011 μM for U(IV), 

U(VI), Np(IV), Pu(V) and Pu(VI), respectively. The LOD was improved by 

about 30 times compared with a conventional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The 

reference solutions of actinide were prepared by electrolysis or chemical redox 

reactions. In addition, techniques to maintain oxidation states of reference 

solutions of actinide were developed. The formed polynuclear hydrolysis species 

of Pu(VI) at the plutonium concentration of 0.1-0.12 mM was unstable due to 

the reduction of Pu(VI). The formation constant of (PuO2)2(OH)2
2+
 species was 

determined as log
*β'22 = -7.34±0.22 at 0.01 M NaClO4. The (PuO2)2(OH)2

2+
 

species was disappeared within one month after the sample preparation. The 



- 29 -

concentration of the second hydrolysis species was also decreased but remained 

for over one year. The time dependent distributions of plutonium species were 

reported, which showed different behavior for the reduction of Pu(VI) at 

different pHs. The formation constants of mononuclear hydrolysis species of 

Pu(VI) formed at the plutonium concentration of 50 μM were determined by 

absorption spectroscopy. NaOCl solutions at concentration of 1 mM was suitable 

as an oxidant to maintain the oxidation state of Pu(VI). The determined molar 

absorption coefficients (ε, M-1
cm

-1
) were 272±26 and 436±33 for PuO2(OH)

+
 and 

PuO2(OH)2(aq) species, respectively. The formation constants of PuO2(OH)
+
, 

PuO2(OH)2(aq)) and PuO2(OH)3
-
 species at ionic strength of 0.01 M NaClO4 were 

determined as log
*β'11 = -5.8±0.3, log

*β'12 = -13.4±0.2 and log
*β'13 = -24.3±0.8, 

respectively. The solubility product for Pu(VI) hydrous oxide was determined to 

be log
*
K's,0 = 8.1±0.3 (I = 0.01 M NaClO4). The formation of ternary complexes 

of U(VI)PDA(OH)2 species was confirmed as an analogue to ternary complexes 

of Np(IV) by absorption spectroscopy. The increase of absorbance in UV 

wavelength ranges was observed due to the formation of U(VI) hydrolysis 

precipitate in neutral conditions.

□ Development of LIBS technology for the quantitative 

measurement of actinides

LIBS has been applied to quantify trace elements contained in glass matrix. 

The measurements were performed using a second and third, fourth harmonics 

of Nd:YAG laser beam for the generation of a laser-induced plasma on a glass 

surface. The spectral lines of the major and trace constituents were analyzed 

simultaneously in the wavelength range from 200 to 780 nm by an echelle 

spectrometer. The emission intensities increased about 10 times for the 

ultraviolet (UV) laser beam due to an increase of ablation rates. Thus, the 

element-selective limits of detection (LOD) for strontium (Sr) and uranium (U) 

were determined with the UV wavelength. In order to obtain calibration curves 

for the concentration measurement of Sr and U, the emission intensities at 

460.733 nm and 358.488 nm were measured, respectively, for several samples 

having different concentrations. The LOD for U is worse by about one hundred 

times than the LOD for Sr. Possible reasons for the difference in the LOD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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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d based on the measurement of the plasma temperature and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for several glass samples.

□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the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by capillary electrophoresis

Capillary electrophoresis system was constructed and its applicability to a 

speciation of actinide was tested. Species being injected into a capillary by 

hydrodynamic flow are separated by an applied high electric field, fractionally 

collected by using a fractional collector and determined by ICP-AES, ICP-MS or 

LSC techniques. Determination limit of species in a sample solution by using 

these fractional collection techniques were calculated as 20 mM, 20 μM and 20 

nM, respectively. Modification of electrode at a sample injection end of capillary 

into a tubular type and adoption of a valve manipulation method for a change of 

solution supply at a fixed hydrodynamic flow take 30 min for a measurement of 

a sample. Electroosmosis flow was measured on line using a micro flow cell 

connected optically to an absorption spectrometer by optical fibers. The solution 

of 0.02 M benzyl alcohol was used as a marker. Eu(III) ion in a buffer solution 

of acetate or picolinate, which forms a labile complex with Eu(III) ion, showed a 

single migration time suggesting their species behave as a single species with 

averaged coordination number of ligand. The migration time became longer with 

increasing ligand concentration supporting an increasing averaged coordination 

number and decreasing ionic charge. Eu(III) ion in a mixture of acetate and 

picolinate showed a longer migration time than that expected from a calculated 

coordination number. It can be understood by postulating a ternary surface 

complex of silanol-Eu(III)-picolinate or a ternary complex of acetate-Eu(III) 

-picolinate. Eu(III) ion in a buffer solution containing PDA, which forms a 

stable complex with Eu(III) ion, showed a single migration time corresponding 

to a 1:1 species. However, the amount of separated species decreased with 

increasing PDA concentration due to the decrease of EuL
+
 and increase of EuL2

-
 

species. The negatively charged species in the presence of excess PDA or 

EDTA ligand was not detected at a cathode end due to a migration to an anod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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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on on the chemical reactions of actinides and humic 

substances

HA sorption onto kaolinite was decreased with increasing pH and their 

sorption isotherms fit well with the Langmuir adsorption model (except pH 3). 

Maximum amount (qmax) for the HA sorption at pH 4 to 11 was ranged from 

4.73 to 0.47 mg/g. Europium adsorption onto the kaolinite in the absence of HA 

was typical, showing an increases with pH and a distinct adsorption edge at pH 

3 to 5. However in the presence of HA, Eu adsorption to kaolinite was 

significantly affected. HA was shown to enhance Eu adsorption in the acidic pH 

range (pH 3-4) due to the formation of additional binding sites for Eu coming 

from HA adsorbed onto kaolinite surface, but reduce Eu adsorption in the 

intermediate and high pH above 6 due to the formation of aqueous Eu-HA 

complexes. 

With increasing HA concentration and pH, the sorption of HA onto KA 

decreased, while the sorption of HA onto KA increased with increasing ionic 

strength. Sorption of Am onto KA in the absence of humic acid increased with 

increasing pH. In the 1×10
-5
 M concentration of Am, about 75% of the total Am 

adsorbed on KA at low pH region (pH < 3). More than 90% of the total Am 

adsorbed at a high pH region (pH > 6). The sorption of Am onto KA was 

investigated after simultaneously adding HA and Am into the KA solution. In 

the acid region (pH 3), the sorption of Am onto KA was higher than that 

without HA since Am
3+
 easily associated with carboxyl groups of HA. However, 

in the alkali region (pH > 8), the sorption of Am onto KA dramatically 

decreased because  reactive carboxyl groups of HA complexed easily with Am, 

which adsorbed onto the KA surface.

□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the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adsorbed on metal oxide surfaces

The effect of organic acids on the adsorption of U(VI) onto oxide surfaces 

(TiO2 (anatase), SiO2 (amorphous) and Al2O3 (amorphous)) has been 

investigated. Two different organic acids, salicylic and picolinic acids, were used. 

Changes of adsorption ratio of U(VI), which depend on the existence of organic 

acids in a sample, were measured as a function of pH. Quantities of adsor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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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acids, which depend on the existence of U(VI) in a sample, were also 

measured as a function of pH. It is confirmed that the soluble complex 

formation of U(VI) with organic acids can deteriorate the adsorption of U(VI) 

onto TiO2 surface. It is noteworthy that salicylic acid does not affect the 

adsorption of U(VI) onto SiO2 surface, however, picolinic acid enhances the 

adsorption of U(VI) onto SiO2 surface. The latter effect can be understood by 

considering the formation of a ternary surface complex on SiO2 surface, which 

was confirmed by the co-adsorption of picolinic acid with U(VI) and the change 

in a fluorescence spectra of U(VI) on surface. In the case of Al2O3, organic 

acids themselves were largely adsorbed onto a surface without deteriorating the 

adsorption of U(VI). It would support the possibility of a ternary surface 

complex formation on Al2O3 surface, and an additional spectroscopic study is 

required.

The effects of aging in water and crystallinity of metal oxide on an 

adsorption of Eu(III) ion in the presence of picolinate at various pH were 

measured by using TiO2 (anatase, stored in dry air and in water) and Al2O3 

(amorphous and crystalline α-type) as a metal oxide, respectively. 

Aging of TiO2 increased the adsorption edge suggesting the change in a 

crystallization or a structure of surface hydroxyl group. Aging effect was also 

observed as a decrease in an amphoteric character by the potentiometric 

acid-base titration. Picolinate decreased the adsorption due to the increase of 

adsorption edge to the pH range where a soluble Eu(III) complex is formed. 

Co-adsorption of picolinate with Eu(III) ion indicates the formation of a ternary 

surface complex of ≡SO-Eu(III)-L structure. However, the effect decreasing an 

adsorption suggest that the ternary surface complex is more labile than a binary 

surface complex of ≡SO-Eu(III) structure. 

In the case of Al2O3, the amorphous one showed the adsorption edge below 

the pH range where a soluble Eu(III)-picolinate complex is formed, and its 

Eu(III) adsorption was decreased by the presence of a picolinate. Picolinate is 

adsorbed to the amorophous surface regardless to the presence of Eu(III) ion 

due to its coordination to the surface aluminum element. Ternary surface 

complex of some adsorbed picolinate with Eu(III) ion was confirmed by the 

observation of Eu(III) fluorescence emission on exciting picolinate. However, no 

change in adsorption ratio supports that the stability of a ternary surface 



- 33 -

complex is similar to that of a binary surface complex. The Eu(III) ion 

adsorption onto α-Al2O3 was decreased by picolinate and the picolinate was not 

adsorbed. The amorphous Al2O3 showed a much more conspicuous amphoteric 

characteristics than crystalline α-Al2O3. Even the crystalline α-Al2O3 showed a 

dependence of potentionmetric acid-base titration result on the storing time of it 

in a slight acidic solution, indicating the pH adjusting procedure could affect the 

adsorption of Al2O3 of metal ion. 

Picolinate effect of on the Eu(III) adsorption of kaolinite depends on the 

presence of Na
+
 ion. In the absence Na

+
 ion, Eu(III) ion adsorbed onto 

permanent negatively charged site by ion exchange process at the pH range 

below the value for soluble Eu(III)-picolinate complex formation without  

picolinate influence. In the presence of Na
+
 ion, Eu(III) ion adsorbed onto a 

surface  hydroxyl site by forming a chemical bond at the pH range for a 

soluble Eu(III)-picolinate complex formation with decreasing adsorption by a 

picolinate influence. Picolinate was not adsorbed regardless to the presence of 

Eu(III) ion.

The adsorption of Eu(III) and Am(III) ions against pH in the presence of 

picolinate onto a kaolinite, aged TiO2, amorphous Al2O3, and crystalline α-Al2O3 

were measurted and compared each other. The adsorption ratios of both ions at 

the same pH were identical within an experimental error, supporting that Eu(III) 

ion could be used as an chemical analogue for a measurement of Am(III) ion 

chemical behavior.

□ Determination of actinide source terms of spent nuclear 

fuels

Determination method for 
237
Np by alpha and gamma spectrometry using 

isotope dilution technique with 
239
Np as a spike was developed. The recovery 

yield and precision for 
237
Np by alpha spectrometry were 97-100% and 3-7%, 

respectively, and those for 
239
Np by gamma spectrometry were ∼100% and < 

7%, respectively. The recovery yield and precision for 
237
Np by isotope dilution 

technique using the above data were 98.7-101% and 8-22%, respectively. The 

measurement data between alpha spectrometry and mass spectrometry agreed 

within 7% for 
239
Pu and 

240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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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otopic contents of actinide elements were measured for 6 PWR spent 

fuel samples of 35.56-53.9 GWd/MtU. The measured data were as follows: 
238
Pu: 

0.274-0.584, 
239
Pu: 6.0-7.05, 

240
Pu: 2.57-3.55, 

237
Np: 0.05-0.3, 

241
Am: 0.36-1.09, 

242
Cm: 6×10

-6
-1.9×10

-3
, 

244
Cm: 0.05-0.3 μg/mg U. The comparison between the 

measurement and the calculation by Origen-2 code revealed that the former 

showed higher values on the whole than the latter. 
238
Pu: 27.7-50.3%, 

239
Pu: 

-8.0-17.2%, 
240
Pu: 7.9-21.8%, 

237
Np: -16-100%, 

241
Am: 22.6-78.9%, 

242
Cm: 

11.6-59.3%, 
244
Cm: 63.0-82.8%. 

The measured data of the spent fuels of 54.647-61.998 GWd/MtU, were as 

follows: 
238
Pu: 0.472-0.519, 

239
Pu: 5.363-5.602, 

240
Pu: 2.69-3.306, 

237
Np: 0.813-1.1, 

241
Am:  0.358-0.591, 

242
Cm: 5.14×10

-6
-6.81×10

-4
, 

244
Cm: 0.184-0.242 μg/mg U. The 

comparison between the measurement and the calculation were as follows: 
238
Pu: 

10.49∼-23.36%, 
239
Pu: -12.02∼-18.94%, 

240
Pu: -0.84∼-16.61%, 

237
Np: -0.78∼

-33.31%,
 241

Am: -9.92∼34.59%, 
242
Cm: 19.24∼22.37%, 

244
Cm: 17.71∼0.37%.

V. Application of the Project

□ Development of TRLFS technology for the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mplex chemical reaction of actinide with respect 

to the safety assessment of a nuclear waste disposal, we need to have detailed 

information about its chemical species in groundwater. Chemical speciation 

includes not only the qualitative analysis of concentration but also the 

identification of its molecular fomular, oxidation states of its constituents.  

Absorption spectroscopy employing conventional spectrophotometer has been 

widely used to investigate the complexation reactions of actinides in solution.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use this conventional spectrophotometer for the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in groundwater, because actinide solubilities in 

groundwater are expected to be generally below micromolar concentrations.

TRLFS (Time Rresolved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is sufficiently 

sensitive to probe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at nanomolar concentrations. 

Thus, this laser-based spectroscopic technology can be used to produce very 

valuable data regarding on complex chemical reaction of U(VI), Am(III), Cm(III) 

species in groun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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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LIBD technology for the measurement of 

solubility of actinides

Laser-induced breakdown detection (LIBD) is one of the most sensitive tools 

developed so far for measuring colloidal nanoparticles with diameters ranging 

from approximately 5-1000 nm, and their concentrations ranging from parts per 

trillion (ppt) to parts per billion (ppb). In particular, LIBD is being developed for 

detecting extremely small particles less than 100 nm in diameter, which are not 

easily detectable by using the currently available commercial devices that adopt 

the measurement of a light scattering intensity. Since these small colloidal 

nanoparticles in groundwater serve as a crucial carrier for the migration of 

water-soluble radionuclides, it is important to measure their sizes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a nuclear waste disposal.

The LIBD technology can be applied for determining the particle size of 

uranium colloids by using the calibration curve made from the probe beam 

signal of the reference polystyrene particles. Colloids generated from uranium, 

which is known as a major actinide element of a spent nuclear fuel, motivate us 

to examine their sizes to understand their migration behavior in deep 

groundwater. Moreover, the pH values indicating the onset of a colloid formation 

for various uranium concentrations can be used for the thermodynamic 

calculations to determine the solubility products of the uranium hydrolysis 

compounds. Thus, the LIBD technology can be used to produce very valuable 

data regarding on both migration of colloidal particles and solubility of minor 

actinide elements in groundwater. 

□ Chemical speciation of Pu and Np complexes by using a 

LWCC system

The developed absorption measurement system using a LWCC which has an 

optical path length of 1.0 meter is a good application method for quantitative 

analysis of elements having small molar absorption coefficient as well as being 

highly radioactive or expensive such as actinide elements. The techniques to 

prepare actinide reference solutions and to maintain oxidation states of actinide 

serve as a basic technique in various research fields such as determin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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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dynamic data of actinide, speciation of actinide in natural water and 

environmental samples and safety assessment of the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The reported data about the complexation of plutonium and uranium 

determined by using LWCC in this work show the possibility for simple and 

precise determination of thermodynamic data which is necessary for safety 

assessment of  the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in deep geological 

system. The relative long-term investigation of plutonium species improved our 

comprehension about the complicated plutonium chemistry in aqueous solutions 

such as redox reaction, hydrolysis, polymerization, precipitation and so on.

□ Development of LIBS technology for the quantitative 

measurement of actinides

One of the emerging applications of remote LIBS includes a radioactive waste 

processing in which an identification of materials in a highly radioactive 

environment is very elaborate by the current conventional methods. The 

immobilization of a high level liquid waste (HLLW) into a durable solid phase is 

accomplished through vitrification with glass for the long-term storage of 

radioactive waste. Since HLLW contains fission products and a minor amount of 

actinides, it is of interest to investigate the detection sensitivity of these 

elements in glass matrix by LIBS. However, only a limited number of studies 

have been reported on the application of LIBS to the monitoring of actinide 

elements contained in glass matrix. Thus, results obtained from multielement 

analysis using LIBS would be valuable data in the research field of a 

radioactive waste processing. 

□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the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by capillary electrophoresis

For the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use of multiple analytical techniques 

is required due to their different chemical and spectroscopic properties. The 

spectrophotometry is one of the primary analytical tools since it provides 

excellent sensitivity, a wide range of detection and reliability. However, for the 

actinides that cannot be analyzed by spectroscopic methods, the capillary 

electrophoresis system developed in this work will be used as a comple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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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for identification of actinide species.

□ Evaluation on the chemical reactions of actinides and humic 

substances

The adsorption reactions such as KA-HA, KA-Am, HA-Am and 

KA-HA-Am carried out in this study can be used for the evaluation of safety 

in radioactive waste disposal. The adsorption reaction of kaolinite, humic acid 

and americium gives very important information on solubility and environmental 

behavior of actinides in aqueous solution. In particular, the evaluation of 

adsorption mechanism of americium on the surface of the kaolinite in the 

presence of humic acid will be used to estimate the migration of actinides in the 

aqueous water environment.

□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the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adsorbed on metal oxide surfaces

The retardation of transport of actinides in the ground water depends on 

their precipitation and adsorption at water-solid interface. Organic ligands have 

an influence on the adsorption of actinide ions by forming soluble or ternary 

surface complexes on the metal oxides surface. Therefore, the migration 

phenomena of actinides in complicated geological systems could be very difficult 

to explain by a simple modeling. The experimental data obtained from this study 

can be used for better understanding of actinide reaction on the water-solid 

interface and contributed to establish a reliable migration modeling of actinides.

□ Determination of actinide source terms of spent nuclear 

fuels

The data of actinide source term will be used for understanding an irradiation 

behavior of fuels in a reactor and for studying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spent fuels. Moreover, these data will be used for a code 

verification to predict the contents of components in spent fuels after more data 

and more reliability will be obtained. In addition, these source term data will be 

used for a burn-up credit related with the spent fuel management such as 

storage and transport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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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악티나이드 원소(U, Np, Pu, Am, Cm 등)는 다양한 산화상태로 존재하며 지하수 

등의 수용액 내에서 매우 특이하고 복잡한 물리ㆍ화학  거동을 보인다. 이러한 복

잡한 거동을 이해하기 해서는 먼  이들 원소들이 수용액 내에 존재하는 화학  

상태를 알아야 하므로 어떤 종류의 화합물이 어떤 조건에서 얼마만큼의 양으로 존

재하는지를 조사하는 화학종 규명 (chemical speciation) 연구가 필수 이다. 이러한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련 기술 개발은 신형핵연료  사용후핵연료 재

활용기술 개발, 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  처분기술 개발 분야 등 원자력기술 

개발 반에 걸쳐 공통 기반이 되는 연구이다. 특히, 핵물질 안 조치 (nuclear 

safeguard) 는 조사핵연료 화학시험 분야에서도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를 

통해 생산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본 과제가 시작되기 직 인 2000년  ㆍ 반까지 국내에서는 악티나이드 원소

의 보유량, 상 원소를 취 할 수 있는 인력, 시설 등의 측면에서 여건이 제한 이

므로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과제에서는 

재까지 축 된 부분 인 악티나이드 연구 경험과 보유 인 연구기자재, 시설  

문 인력을 최 한 활용해 첨단 이  분  시스템 (TRLFS, LIBD, LIBS 등), 액

체 도  모세 (LWCC)을 이용한 고감도 흡수분  시스템  모세 기이동 시

스템 등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개선하 다. 새롭게 구축, 개선한 장비를 이용해 궁극

으로 악티나이드 화합물의 용해, 가수분해  리간드 착물 반응을 통해 생성된 

화학종 특성 조사, 휴믹 물질  속산화물 계면 흡착 악티나이드 화학종 특성 조

사를 수행하고, 악티나이드 동 원소 정량분석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악티나이

드 화학 연구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한다.

사용후핵연료 리  폐기물 처분을 포함한 후행 핵주기 련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수용액에 존재하는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거동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요하

다. 악티나이드 원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고려할 수 있는 과학

 근거는 방사성 원소들이 유동하는 지하수와 하더라도 이동성이 매우 낮다는 

이다. 처분된 악티나이드가 지하수 내에 존재하게 되는 첫 과정은 용해반응이며, 

그 양을 결정하는 것은 용해도이다. 한 악티나이드 이온은 여러 종류의 무기, 유

기 리간드가 존재하고 있는 지하수 조건에서 가수분해  착물화 반응을 통해 다양

한 종류의 화학종을 생성한다. 이 게 생성된 악티나이드 화학종은 지하수에 존재

하는 유동성 콜로이드  지하수와 하고 있는 물 계면과 반응함으로써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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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흐름을 따라 이동하는 특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을 심지층에 처분

할 경우에 처분 안 성을 측하기 해서는 지하수 조건에서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명하고, 열역학 상수 자료를 생산하는 연구

가 필수 이다.

악티나이드 화학종들을 분리하지 않고 제자리에서(in situ) 측정할 수 있는 표

인 방법으로 분 기술을 꼽을 수 있다. 분 기술은 화학종 변화, 즉 산화수나 배

되는 리간드의 종류와 배 수에 따라 속이온의 에 지 가 변하고, 그 결과

로 그에 상응하는 들뜸 (excitation)  발  (emission) 장이 변하는 상을 이용

한다. 고 인 분 기술로서 이  원이 아닌 텅스텐-할로겐 는 제논 램  

등의 일반 원이 장착된 분 도계나 형 도계를 이용하여 화학종을 규명할 수

도 있다. 이러한 고 인 분 기술을 이용할 경우에는 리 몰 농도 미만의 화학

종 규명이 단히 어렵다. 지 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되어 온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는 부분 고 인 분 기술을 이용해 비교  높은 농도의 악티나이드를 

다룬 측면이 있다. 그러나 수용액 상에서 악티나이드 화학종은 농도에 따라 화학  

거동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하수 내 마이크로 몰 농도 이하의 극미량 악티

나이드 화학종을 규명하기 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마이크로 몰 농도 이하의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악티나이드 화학

종을 규명하기 하여 시간분해 이  형  분  (TRLFS), 이  유도 열 검

출 (LIBD), 이  유도 열 분  (LIBS) 시스템  액체 도  모세 (LWCC)

을 이용한 고감도 흡수분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성능을 실증하 다.

구축한 TRLFS 시스템을 이용하여 극미량 악티나이드 이온이 탄산염 는 휴믹

산과 반응할 때 형성되는 삼성분 착물(ternary complex)을 규명하기 한 선행 연

구로 U(VI) 가수분해 이성분 착물(binary complex)을 규명하 다. 한 방사성 콜

로이드 입자의 특성을 측정하기 하여 LIBD 기술을 비 식  원격 측정이 가

능하도록 개선하 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악티나이드 화합물의 용해도를 보다 쉽

고 정확하게 결정할 뿐만 아니라, 지하수 내 악티나이드 화합물의 이동성을 증가시

키는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는 유동성 콜로이드 나노입자의 물리ㆍ화학  특성을 조

사한 결과를 조사하 다.

사용이 간편한 일반 원을 이용하면서도 측정감도를 비교  높게 증강시킬 수 

있는 LWCC 시스템을 구축하 고, 이를 이용하여 수용액 내에서 형성되는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을 규명하 다.

열거한 종류의 분 기술을 이용해 마이크로 몰 농도 이하의 극미량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명함으로써 핵종이동 측  처분 안 성 평가를 해 보다 정확한 열

역학 상수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이성분 착물 (binary complex) 화학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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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반응이 복잡하여  세계 으로도 연구 결과가 많지 않은 삼성분 착물 

(ternary complex) 화학종을 규명하고 그에 한 열역학 상수 자료를 생산하는 일

에 주력하 다. 이를 해 지하수에 흔히 존재하는 휴믹 물질과 이를 표할 수 있

는 유기 리간드  물계면, 속산화물이 함께 존재하는 실험계를 설정하고 악티

나이드-콜로이드-유기리간드 화학반응을 조사하 다. 

방사성 물질은 hot cell 는 로  박스 내에서 다루는 것이 필수 이며, 재 

리 이용되고 있는 분석기술로는 ICP-AES (Inductively Coupled Plasma - 

Atomic Emission Spectrometry), TIMS (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try)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분석 방법은 용매 화학 분석을 한 시료 처

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 그

러나 LIBS 기술은 시료 처리 과정을 최소화하고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일 

수 있기 때문에 악티나이드 원소를 비롯한 방사성 물질 분석에 특히 유리한 이 

있다. 재 원자력 산업 분야에서는 증기 발생기의 부식물 장 분석과 방사성 폐

기물 유리화 (vitrification) 공정 의 유리용탕 성분 실시간 분석 등에 LIBS 기술

을 용하려는 연구가 진행 에 있다. 본 과제에서는 유리화 공정을 이용하여 방

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때 산화물 형태로 유리고화체에 포함되는 표 인 원소로서 

스트론튬(Sr)과 우라늄(U)을 선정하 고, LIBS 기술을 이용하여 정량분석 하 다.

분 기술을 이용한 측정방법은 흡 계수가 작거나 형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 

일부 악티나이드 화학종 측정에 용할 수가 없다. 이러한 악티나이드 화학종은 분

리 과정을 거친 후 상용화된 극미량 검출기술(ICP-AES, ICP-MS, LSC 등)을 이용

해 규명해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화학평형 계에 비교  간섭을 게 가하면서도 

분리 속도가 빠른 모세 기이동법을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기술에 용한 결과

를 정리하 다. 모세 기이동법은 부분의 용존 악티나이드 화학종이 하를 띠

므로 용할 수 있는 원소와 화학종의 범 가 넓고, 높은 분리 효율, 빠른 분석 속

도, 은 양의 시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모세 기이동법을 

이용하면 이온성 화학종의 복잡한 조성을 빠르게 분리할 수 있으므로 동일 원소의 

산화수가 서로 다른 이온들, 착물을 형성한 이온과 형성하지 않은 이온, 리간드가 

서로 다른 착물, 속 옥소 음이온(metalloid oxoanion), 비 속 음이온, 이온성 유

기화합물, 속산화물 콜로이드 등을 서로 분리할 수 있다.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

명하기 하여 모세 기이동시스템을 최 화하고, 그 타당성을 조사하 다.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형/고연소 미래형 핵연료 개발, 고온 

건식 용융염 공정에 의한 우라늄 환체 제조, 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 핵물질 

안 조치 등으로부터 다양한 시료에 한 악티나이드 동 원소 정량분석이 요구되

고 있다. 특히, 신형 원자로나 핵연료 설계에서는 실험 으로 측정한 악티나이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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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의 선원항 자료를 필요로 하며, 장수명핵종의 소멸처리로(transmutation 

reactor)에 장 될 핵연료 의 악티나이드 동 원소 비(isotope ratio)에 한 자료 

생산에 비해야 한다. 환경 에서 악티나이드가 발견되었다면, 이들의 동 원소 

비 측정을 통하여 발생원을 추 할 수 있다. 악티나이드 동 원소 비를 측정하면 

악티나이드의 화학  이력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핵사찰을 한 자료로 활용할 수

도 있다. , 최근에 사용후핵연료의 장 는 수송과 련된 비용을 감하기 

하여 국내외 으로 burn-up credit 용기술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하여 연소도별 사용후핵연료 내 존재하는 핵분열 물질  악티나이드 동 원소 

정량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1978년 고리 1호기가 운 을 시작한 이래로 재 모두 20개 원자력

발 소가 가동 에 있다. 에 지의 자원은 부족하고, 력 수요는 지속 으로 증가

하는 상황에서 원자력에 한 의존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원자력 의존도가 지

속 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악티나이드를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 문제는 피할 

수가 없으며, 처분 안 성 입증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안 성 입증에는 처분

조건에서의 악티나이드 화학거동과 련한 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악티나이드 원소의 지하수 내 화학종 규명 연구를 통하여 고  방사성 폐기물 처

분과 련된 핵심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해야 한다.

한편으로,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핵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 인 감시를 피할 수 없다. 핵활동 감시에 한 수동 인 처는 불필요한 오

해와 그에 따른 사회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핵물질을 이용하는 국내 연구 활

동에 한 국제 인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 국제공동연구 

 국제학술학회 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정보교환  인 교류 등을 통하여 극

으로 국내 연구 활동을 홍보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핵사

찰과 핵물질 통제에 필요한 신뢰할만한 수 의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을 국내

외에 인식시키고 국내 연구의 국제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단한다. 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안 성에 한 신뢰감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데 본 과제의 결과물이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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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ㆍ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내 기술개발 황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다루는 연구는 핵확산 감시 상 연구에 해당되므로 연구

내용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목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악티

나이드 원소의 보유량, 문 연구인력, 취 시설과 연구기자재 등의 제반 여건이 제

한 이므로 악티나이드 화학 련 연구  기술 개발이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재까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유일하게 악티나이드 원소를 실제 취 하는 악티나

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 재 KAIST의 원자력  양자

공학과에서 악티나이드 물질을 취 할 수 있는 실험실을 구축하고 있다.

1980년 에는 핵연료 개발  핵연료 손의 원인 규명을 한 연소도 측정  

핵분열 생성물 분석과 같이 동 원소 측정에 한정된 연구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되었다. 1980년  말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이 국가 인 문제로 두되면서 지

화학 조건에서의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당시에는 핵연료 생

산  사용후핵연료 리 공정에서 사용되는 산성 용액의 비교  높은 농도

(10
-3
-10

-4
 M 이상)의 시료를 상으로 하는 연구에 한정되었다. 지하수 등의 성 

용액에서는 악티나이드 원소의 용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가수분해 반응으로 인해 

복잡한 악티나이드 화학종들이 생성되므로 상용의 UV/VIS 흡수 분 도계를 사

용하여 화학종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1900년 에는 색소 이 를 비롯한 일부 장비를 도입하여 악티나이드 원소의 유

사체인 란탄족 원소를 상으로 미량 (10
-6
 M 농도 이하) 화학종 규명 연구를 일부 

수행하 고, 연구의 범 를 악티나이드 원소로 확장하려고 계획하 으나 방사성폐

기물 처분사업 이 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업무 조정에 의해 더 이상의 체계

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악티나이드 원소와 련해서 당시에 수행한 연구는 

단지 사용후핵연료 시료의 가수분해, Pu  Np 이온의 산화수 조 과 같이 화학분

석을 목표로 한 제한 인 분야에 한정되었다. 이후,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과

제에서 사용후핵연료 용해나 핵종이동모델 검증자료 확보를 한 수착계수 측정을 

수행하 으며, ‘방사화학 기반연구’ 과제에서 고  폐기물로부터 미량 악티나이드

를 분리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지화학 조건에서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거동에 향을 미치는 요한 인자 의 

하나로 나노미터 크기의 미세 콜로이드 입자를 꼽을 수 있다. 모든 종류의 지하수

에는 콜로이드 입자가 존재하며 이들 입자에 악티나이드 화학종이 흡착됨으로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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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유동에 따른 오염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량으로 존재하는 콜로이

드 입자의 크기  농도 특성을 악하고, 이들의 흡착 반응을 이해함으로서 악티

나이드 화학종의 거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지난 2004-2006년 동안 진행된 ‘악티나이드 화학거동 

규명 연구’ 과제를 통해 이  분 기술을 이용한 연구를 새롭게 시작하 으며, 이 

기간 동안 수용액에 존재하는 나노미터 크기의 미세 콜로이드 입자를 측정하기 

한 LIBD (Laser-Induced Breakdown Detection) 장치  그 성분을 분석하기 한 

LIBS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장치를 구축하 다. 그 결과로 수

용액 속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콜로이드 입자를 측정(크기 측정한계 5 nm, 농도 

측정한계 수 ppt)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기술을 확보하 다.

본 과제 (2007-2009) 연구에서는  단계 (2004-2006) 연구에서 개발한 LIBD 기

술을 더욱 발 시켜 콜로이드 입자의 특성을 비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 으며, 악티나이드 화학종에 한 용해도 실시간 측정을 실증하 다. 그 결

과로 콜로이드 입자, 악티나이드 화학종  주변 매질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용해

도  착물 생성 련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 다.

이 과제에서는 10
-6
-10

-9
 M 농도의 극미량 화학종을 구분할 수 있는 시간분해 

이  형  분  (TRLFS, Time-Resolved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장

치를 구축하여 그 성능을 검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그 결과로 가수분

해 반응, 착물 생성, 흡착 반응 등을 통해 생성되는 극미량 (10
-9
 M 이하) 농도의 

U(VI), Am(III), Cm(III) 화학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 다. 타 연구기

에서도 TRLFS 장치를 이용하는 연구를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스펙트럼이 단순한 

원자를 상으로 한 연구가 부분이며, 수용액 속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악티나이

드 착물 화학종을 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겨냥한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을 해서는 pH가 

성에 가깝고, 낮은 농도의 다양한 리간드를 포함하고 있는 지하수 조건에서의 반

응을 조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Np(V) 이온을 제외한 모든 악티나이드 

이온의 용해도가 매우 낮다. 때문에, 강한 산성용액 에서의 화학종 변화를 다루는 

핵연료주기 련 연구에서의 화학종 규명기술을 그 로 용할 수 없고 새로운 측

정기술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핵확산 지조약에 하여 후행핵연료주기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악티나이드 화학종에 한 산성 용액에서의 연구조차 

수행되고 있지 않다. 한편, 화학분석을 한 제한된 연구가 꾸 히 수행되고 있으나 

이 한 산성 용액에서의 거동을 이용하므로 폐기물 처분 련 연구와는 거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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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한 정책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매우 낮

은 농도의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미진한 상태다. 따라

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낮은 농도의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측정할 수 있는 분 학  

측정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화학 으로 복잡한 지하수 조건에서 생성되는 악티나이

드 화학종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황이다.

자연수 에서, 굳은 산으로 분류되는 악틴족 원소 이온은 산화수가 서로 다른 

화학종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굳은 염기로 분류되는 수산, 탄산, 카르복실 화합물 

등과 반응하여 다양한 구조와 조성의 수용성 는 비수용성 착물을 생성할 수 있

다. 다양한 화학종을 측정하기 해서 분 학  방법이나 기화학  방법 외에도 

화학종의 하량/이온반경에 의존하는 기이동특성을 이용하는 모세 기이동법

을 활용한다면 화학종 규명 기술을 다양화하여 역을 크게 확 할 수 있다. 국내

의 화학, 환경, 약학 등과 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몇몇 연구실에서 모세 기이동

을 이용하여 DNA, 단백질 등과 같은 유기이온의 분리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

으나 속이온의 화학종 변화나 열역학 자료 획득을 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는 발

견하지 못하 다. 방사성의 악티나이드 화학종 연구를 수행한 기록은 없다. 

고  방사성 폐기물과 련한 정책을 확정하지 않고 계속 기술 추이를 망하

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는 연구내용이나 그에 련된 기술개발 역시 제한 인 상황

이다. 그러나 핵연료주기에서 악티나이드 원소들을 분리하여 소멸, 처리하는 공정을 

선택하더라도 악티나이드를 포함한 폐기물 발생은 피할 수 없으므로[2-1] 악티나이

드 화학종 규명과 련한 기술 개발은 필수 으로 요구된다. 고  방사성 폐기물

도  방사성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지하 처분할 가능성이 가장 크므로 지하

수  물표면에서의 화학종을 규명해야 하는 나노 화학  연구[2-2]가 국내 상황

에도 용된다. 뱃치법으로 측정한 자료들이 지화학  모델의 용 결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2-3] 분 학  방법 등을 이용하여 흡착 시스템에 련된 화학종과 반응 

메카니즘을 밝히려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2-4∼2-6]. 실리카, 알루미나 등과 같은 

단순 물이나 벤토나이트와 같은 진흙 표면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선진국

들과 비교하여 상 으로 역사가 짧고, 활용할 수 있는 측정기술 개발이 부족하

기 때문에 분배계수 측정을 넘어 화학종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술 수 은 낮은 편

이다. 그러나 본 과제에서 낮은 농도의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측정할 수 있는 분

학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화학 으로 복잡한 자연 조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삼성

분 표면착물 생성 규명과 같은 미시  화학거동 측면에서의 근을 시도하고 있으

므로[2-7, 2-8] 기술 향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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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년  반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심으로 국내 연구기 에서 환경시료 

 Pu  Np 동 원소를 이온교환수지 는 용매추출법으로 분리한 후 알 분 법 

 질량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다[2-9∼2-13]. 주로 제주지역의 화성암, 환

경시료인 토양시료  동해 바닷물 시료 에서 Pu 동 원소를 분리하여 알 방사

능을 측정함으로써 핵종의 발생 근원을 추 하 다. 사용후핵연료 시료에 해서는 

1980년  반부터 연소도 측정 과정에 수반되는 U  Pu 동 원소를 질량분석법

으로 각각 정량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Np, Am  Cm 등의 악티나이드 원소 정량

은 2000년  반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들 핵종 자

료를 지속 으로 축 하고자 한다.

제 2  국외 기술개발 황

1999년에 일본에서 개최된 OECD/NEA 워크 에서는 TRLFS, 이  음향 흡

수 분 학 (LPAS, Laser-induced Photo-Acoustic Spectroscopy), 이  유도 라

즈마 이용 콜로이드 측정기술 등을 용한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사례가 발

표되었고, 이 를 이용하는 고감도 분 기술을 원자력 분야에 보다 범 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에 해 논의를 한 바가 있다.

10년이 지난 2010년 재 미국 (LANL), 랑스 (CEA), 독일 (INE), 일본 

(JAEA) 등의 원자력 련 연구기 에서는 분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성능을 평

가하는 수 을 넘어서 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용 연구를 수행

함으로써 폐기물 처분에 실제 용 가능한 열역학 상수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단

계라고 단한다. 그러나 재까지도 화학종 규명 기술의 한계 때문에 이성분 착물

(binary complex)만을 고려하는 단순평형계의 조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황이

며, 가장 기본 인 용해도, 가수분해, 산화-환원 등에 한 자료마  측정기술의 개

발에 맞추어 재측정  재해석함으로써 지속 으로 자료를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

다.

LIBD 기술을 이용한 콜로이드 연구는 1980년  말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

다[2-14∼2-16]. 이들은 물에 녹아있는 불순물 콜로이드를 검출하기 해 음향학

으로 이  유도 충격 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 다. 독일 INE 연구소에서는 

1990년 반에 폐기물 처분 연구에 LIBD 방법을 이용하기 시작하 으며, 학 으

로 이  유도 라즈마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 다 [2-17∼2-19]. 특히, pH  

시료 농도를 변화에 따른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용해도 정  측정 연구에 LIBD 기

술을 용하여 많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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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지하수 조건 내 화학  거동 규명 기술 수 은 방사성폐기물처분사업 진

행 정도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수용액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미량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선택 으로 측정하고 각 화학종의 형성상수(formation constant)와 같은 

열역학  자료를 축 하는 연구를 지속 으로 수행하고 있다[2-23]. 측정기술개발도 

함께 수행하고, 그 결과로 확립한 기술을 동일한 화학종에까지 반복해서 용함으

로써 자료 범 를 확 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향상시키고 있다. 표 인 기술로

는 이  형  분 법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이  음향 분 법 

(Laser Photo-Acoustic Spectroscopy) 등과 같은 고감도의 이  분 기술을 이용

하여 미량 농도(μM 이하)의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명하는 연구를 들 수 있다

[2-24∼2-26]. 상용의 분 도계를 이용하는 분 기술의 경우에는 검출감도

(detection sensitivity)가 낮기 때문에  경로(optical path length)가 긴 모세 셀

(liquid wave guide capillary cell, LWCC)을 결합하여 검출한계를 개선하여 사용하

고 있다[2-22, 2-27]. LWCC를 용하기 해서는 셀을 로  박스 내부에 설치하

여 측정 에 시료 내의 악티나이드 화학종이 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섬유

(optical fiber)를 이용하여 분 도계와 연결해야 한다.  경로가 길면 매질의 흡

수, 그리고 장에 따른 모세  기벽에서의 반사 정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

므로 기술을 용하기 에 표 인 악티나이드 화학종에 한 농도측정 용 보정

곡선, 몰흡 계수  검출한계 등에 한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용액상에서 Pu(VI)의 가수분해 거동에 한 연구는 1940 년  연구[2-28, 

2-29]를 시작으로 차 정법[2-30, 2-31], 분 법[2-32∼2-35], 용해도 측정법

[2-36∼2-38]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부분의 연구에서 Pu(VI)의 환

원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산화수가 다른 루토늄의 존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 (수 시간) 내에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형성상수를 결정하지만 Pu(VI) 가

수분해 반응이 충분히 평형에 도달하 는지에 한 의문이 남는다[2-39]. 재까지 

Pu(VI)의 환원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산화상태가 다른 루토늄의 존재를 고려하여 

Pu(VI) 가수분해 상수를 결정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거의 없다. 충분한 반응평형시

간을 부여하면서 근 외선 역에서 Pu(VI)의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함과 동시에 가

시 선 역에서 Pu(V), Pu(IV)  Pu(III)의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정확한 

Pu(VI) 가수분해 상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몰흡 계수가 작은 Pu(V)에 한 검

출 감도를 높이기 하여 고감도 LWCC 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와 같은 성수용액에서 +4가 악티나이드, An(IV)는 가수분해 반응에 의

해 용해도가 낮은 화합물을 생성[2-40]하기 때문에 용존 화학종을 규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Np(IV)의 경우에 LPAS를 이용한 흡 스펙트럼 는 LIBD를 이용

한 콜로이드 생성[2-41] 그리고 U(IV)의 경우에 TRLFS를 용한 것과 같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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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의 측정법[2-42]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 으로 지하수 내에서의 An(IV) 거동을 

측할 때 이성분착물만 생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2-43, 2-44]. 그러나 가수분해 

화학종이 리간드와 결합하여 삼성분 착물을 생성하기도 한다[2-45, 2-46]. 삼성분 

착물 생성이 An(IV) 이온의 용해도나 물계면에 한 흡착거동에 큰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화학거동 측을 하여 삼성분 착물 생성에 한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악티나이드 화학종과 련한 열역학 자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다. 

를 들면, 악티나이드 원소(III)-휴믹산 는 풀빅산의 경우에 TRLFS[2-47], 평형 

투석(equilibrium dialysis)[2-48], 이온교환[2-49], 한외여과[2-50], 모세  기이동

(capillary electrophoresis)[2-51], 용매추출[2-52] 등을 활용하고 있다. 그 밖에 열계

량법, 차법, 반응속도 측정법 등을 용하기도 한다. 화학종들을 분리하지 않고 

제자리에서(in situ)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분 분석법이다. 반응계에 간섭을 일으

키지 않고 낮은 농도 역에도 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화학종이 변해

도 분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분 분석법을 용할 수 없고 화학종을 분리하는 

방법을 용해야 한다. 화학종 특성에 의존하는 개별분리와 감도가 좋은 정량법을 

혼용해야 한다. 화학평형계에 한 간섭이 으면서 빠르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으

로 모세 기이동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온성 화학종의 복잡한 조성에 하여 높

은 분리 효율, 빠른 분석속도, 은 양의 시료 소모라는 장 을 지니고 있다. 이 방

법은 DNA나 단백질과 같은 이온성 유기화합물 분석에 주로 용되고 있으나 동일 

원소로서 산화수가 서로 다른 이온들, 착물을 형성한 이온과 형성하지 않은 이온, 

리간드가 서로 다른 착물들, 속 옥소 음이온(metalloid oxoanion)들, 비 속 음

이온, 속산화물 콜로이드[2-53] 등의 분리와 정량으로까지 용 역이 확장되고 

있다. 유기분자간 착물의 안정도상수[2-54]뿐만 아니라 속이온과 유기리간드 사이

의 착물 열역학 상수 측정[2-51, 3-55∼3-60]에도 용하고 있다. ACE, CEC, CGE 

, CIEF, CITP, CZE, EKC, MEEKC, MEKC 등의 기술을 응용하고 있다. 용 농도

범 는 검출기의 감도에 의존하는데 질량분석법 (SF-ICP-MS, 검출한계 = nM) 

[2-51], 이 유도형 측정법 (LFS, 검출한계 = nM) [2-61]등을 많이 용하고 있

다. 방사선계측은 감도가 우수하기는 하지만 분취가 필요하므로 잘 용하고 있지 

않다. 

외국에서는 속산화물 계면에서의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기술 개발을 매우 일

부터 시작하 다. 기에는 환경에서의 속원소 이동과 같은 개념으로 출발하

으나 방사성폐기물처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상원소 범 가 넓어지고, 용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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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범 가 낮아졌으며 용기술도 확 되었다. 기에는 진흙 물을 사용한 실험으

로부터 흡착반응의 요성을 확인하 고, 흡착반응을 정량 으로 표 하려는 모델

개발을 하여 (수)산화알루미늄, 실리카, (수)산화철 등과 같은 단순 물에 한 흡

착을 연구하 으며, 개발된 모델의 확인  개선을 하여 표면화학종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용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PIXE, SEM/TEM, EDS, SAED, 

XPS, LPAS, TRLFS, LIBD, EXAFS, laser lighter scattering, micro-calorimetry, 

CZE, IR, EPR 등과 같이 미시  상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용하기 

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에서 다량의 속이온이 흡착되는 경우에는 

EXAFS[2-62]가, 형 성 속이온의 미량 흡착에는 TRLFS[2-63]가, 그리고 다량의 

음이온흡착에는 ATR-FTIR 기술[2-64]들이 가장 많이 용되고 있다. 와 같은 

기술들을 용하여 흡착된 악티나이드 화학종, 결합 형태 (이온결합성/공유결합성), 

착물 형태 (내부권착물/외부권착물, 한 자리/두 자리 주개), 결합자리 ( 물결정의 

면, 모서리, 꼭지), 리간드 향 (이성분/삼성분 표면착물, A형/B형 삼성분 표면착

물), 천연유기물 향 (휴믹산/풀빅산) 등을 반 한 미시  화학반응을 추론하고, 실

험  증거를 확보하며, 그에 련된 열역학 자료들을 도출하고 있다. 와 같은 활

동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얻고 있으나 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처분 장에서 

단순하지 않은 산화상태와 화학종을 생성하는 악티나이드 거동을 밝히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련된 많은 자료를 실험 으로 확보하는 문제, 자료의 신

뢰성 특히 매우 느린 지화학  반응의 평형상태에 한 신뢰성, 연구결과를 핵종이

동 측에 용하는 기술 등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 에서 평형

문제는 수용액/ 물 계면에서 더욱 요성이 크다. 따라서 물계면의 결정성이 흡

착에 미치는 향, 물의 숙성이 계면의 화학  특성에 미치는 향, 악티나이드 

 방사성폐기물처분 련 재료물질이 물의 풍화과정에 미치는 향과 이 결과가 

악티나이드 흡착평형에 미치는 향 등에 한 연구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악티나이드 원소인 Np, Pu, Am  Cm 등의 정량은 핵연료 특

성평가 [2-65, 2-66], 연소이득 (burn-up credit) 평가 [2-67∼2-70]  핵물질 추  

(origin) [2-71] 등에 이용되고 있다. 를 들면, 감손우라늄(depleted uranium)이 

236
U, 

237
Np, 

239
Pu, 

240
Pu  

241
Am 등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 물질은 재처리 

공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사용후핵연료  악티나이드 원소의 함

량을 정량하는 것은 조사과정에서 생성 는 소멸되는 핵종의 함량을 측하는 코

드 검증에 이용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악티나이드 원소를 정량하기 하여 질

산 는 염산 용리액을 이용하는 음이온 교환수지법이 이용되고 있다[2-70, 2-72]. 

한 UO2  Am을 분리정제하기 하여 tri-n-octyl amine (TNOA) 분리 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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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후 diethylhexylphosphoric acid (HDEHP) 분리 을 이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서 pH 2.4에서 Am은 이들 분리 에 선택 으로 흡착되고, pH 1 이하에서 용리된

다. UO2  mixed oxide (MOX) 에 존재하는 Np, Pu, Am  Cm을 양이온 교환 

분리 에서 2,3-diaminopropionic acid monohydronitrite(DAP)를 용리액으로 사용하

는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IC-ICP-MS)으로 분리한 보고가 있다[2-65].

일반 으로 착 후 알 분 법이 다른 방법보다 비용이 렴하고 간편하므로 

환경시료  방사성시료  악티나이드 원소 정량에 리 이용되고 있다[2-73, 

2-75]. 환경시료 는 사용후핵연료 에 존재하는 악티나이드 원소를 정량하기 

해서는 당한 추 자(tracer)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측정방법  측정원소에 

따라 합한 추 자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일반 으로 환경시료  사용후핵연료 시료  Am, Cm  Pu 동 원소를 

정량하는데 
243
Am, 

248
Cm  

242
Pu이 각각 추 자로 권고되고 있다[2-67]. 그리고 

237
Np을 정량하기 해서는 

235
Np 는 

236
Np이 사용될 수 있다[2-76, 2-77]. 그러나 

이 실험실에서는 
248
Cm  

235
Np 는 

236
Np의 확보가 어려워 안으로 

243
Am과 

239
Np을 각각 추 자  스 이크(spike)로 사용하 다. 

239
Np은 낮은 감마에 지를 

방출하며 반감기가 매우 짧아 (2.35 d) 사용하는데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Pu 동 원소 함량으로부터 동 원소 상 계식을 구한 후 미지 시료에 용하여 

Pu 동 원소 함량을 구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 원소 상 계식은 

실험 으로 측정한 데이터의 신뢰도를 입증할 뿐 아니라, 미지시료를 탐지하는 

핵사찰용으로도 활용되고 있다[2-78∼2-83]. 
238
Pu/(

239
Pu+

240
Pu) 알  방사능비와 

Pu의 비방사능(alpha specific activity)과의 상 계식을 이용하여 미지시료  Pu 

동 원소 함량을 구하고 있다[2-72, 2-73].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악티나이드 

원소의 함량  그 동 원소 조성을 구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고연소 사용후핵연료  악티나이드 원소를 정량하여 이들 핵종에 한 선원항 

자료를 얻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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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결과

제 1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용 이  분  시스템 구축

제 1 에서는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용 이  분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성

능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한다. U(VI), Cm(III), Am(III)의 화학종에 용이 가능한 

시간 분해 이  형  분  (TRLFS, Time-Resolved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시스템을 구축하 고, 성능을 평가하기 해 UO2
2+
, UO2(OH)

+
, 

(UO2)2(OH)2
2+
, (UO2)3(OH)5

+
와 같은 우라늄(VI) 화학종 규명 연구를 수행하 다. 들

뜸 장의 변화에 따른 화학종 규명 감도를 조사하 다. 266 nm의 들뜸 장을 이

용할 경우, 나노 몰 농도의 U(VI) 화합물을 구분할 수 있는 화학종 규명 감도를 얻

었다. 이온 세기가 0.1 M, pH가 1인 조건에서 UO2
2+ 

이온의 형  스펙트럼과 형  

수명을 측정하 다. 488, 509, 533, 559 nm 장의 특징 인 형  우리를 측하

고, 측정한 형  수명은 1.92±0.17 이다. U(VI) 가수분해 화합물의 형  스펙트

럼과 형  수명의 변화를 이 값을 기 으로 비교하 다. 장 장 방향으로 이동한 

형  우리와 길어진 형  수명을 가진 가수분해 화합물의 특징 인 양상을 보고

한다.  

1. 시간분해 이  형  분  시스템 구축  성능 평가

가. 서론

사용후핵연료 리  폐기물 처분을 포함한 후행 핵주기 련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수용액에 존재하는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거동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요하

다. 특히, 폐기물을 심지층에 처분할 경우에 처분 안 성을 측하기 해서는 지하

수 조건에서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연구가 필수 이다[3-1-1, 3-1-2]. 악티나이드 이온은 여러 산화 상태로 

존재하므로 무기, 유기 리간드가 존재하고 있는 지하수 조건에서 가수분해  착물

화 (complexation) 반응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1999년에 일본에서 개최된 국제 워크 에서는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에 한 

여러 기술들이 발표되었고, 그 에서도 마이크로 몰 (10
-6
 M) 농도 이하의 극미량

으로 존재하는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명하기 해서는 이  분 기술을 이용하

는 것이 효과 이라고 보고하 다[3-1-3]. 주요 악티나이드 원소로는 우라늄(U),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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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늄(Np), 루토늄(Pu), 아메리슘(Am), 큐륨(Cm)을 꼽을 수 있으며, 표 인 

이  분 기술로는 시간분해 이  형  분 학 (TRLFS, Time-Resolved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이  유도 음향 분 학 (LPAS, Laser-induced 

Photo-Acoustic Spectroscopy) 등을 꼽을 수 있다. 화학종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  분 기술을 이용하여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구분할 수 있는 화학종 

규명 감도(speciation sensitivity)는 약 10
-7
-10

-9
 M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1-4]. 

분 학 으로 화학종을 규명한다는 것은 흡수 는 형  스펙트럼의 우리(peak)

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분  분해능(spectral resolution)을 제로 하기 때문에 

정량  분석 에서 일반 으로 통용되는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약 

10
-9
-10

-12
 M)보다는 좋지 않다.

고 인 분 기술로서 이  원이 아닌 텅스텐-할로겐 는 제논 램  등의 

일반 원이 장착된 분 도계(spectrophotometer)나 형 도계(fluorophotometer)

를 이용하여 화학종을 규명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고 인 분 기술을 이용할 경우

에는 리 몰 (10
-3 

M) 농도 미만의 화학종 규명이 단히 어렵지만 상용으로 매

되고 있는 완제품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작동  유지보수가 편리하다는 장

이 있다. 지 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되어 온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는 

부분 고 인 분 기술을 이용해 비교  높은 농도의 악티나이드를 다룬 측면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몰 농도 이하의 극미량 U(VI) 이온이 탄산염 는 휴믹

산과 반응할 때 형성되는 삼성분 착물(ternary complex)을 규명하기 한 선행 연

구로서 UO2
2+
 이온의 가수분해 화합물인 이성분 착물(binary complex)을 규명한 결

과를 보고한다. 우리 실험실에서 구성한 TRLFS 장치의 특성을 정리하고, pH 변화

에 따른 U(VI) 가수분해 화합물의 형  스펙트럼  형  수명(fluorescence 

lifetime)의 특징 인 양상을 지 까지 발표된 련 논문[3-1-5～3-1-19] 결과와 비

교하여 보고한다.

나. 실험장치

Nd:YAG 이 (Continuum, Surelite II)를 원으로 사용하 다. Nd:YAG 이

의 기본 장은 1064 nm로서 외선 역이다. 외선 장의 이 빔이 비선형 

결정(nonlinear crystal)을 통과하면 결정의 종류에 따라 조화  (harmonic wave) 

장으로 바 다. 제 2-4 조화 의 장을 이용할 수 있고, 각 조화  장은 532, 

355, 266 nm이다. 이 실험에서는 355와 266 nm 장의 이 빔을 각각 원으로 

이용하 을 때, UO2
2+
 이온에서 발생하는 형  세기(fluorescence intensity)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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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이 빔의 펄스폭은 약 6 ns이고 이 빔은 1 에 20번 시료에 입사되었

다.

이 빔이 시료를 통과하면 그림 3-1-1에서 보인 것과 같이 시료에서 형 이 

발생한다. 수용액 시료를 담은 셀(Hellma, QS 111)은 석  재질이며, 이 빔이 시

료를 통과하는  경로(optical path)는 1 cm이다. 그림 3-1-1에서 보인 시료 셀 

(a), (b)  (c)에는 각각 4×10
-6
, 5×10

-4
  1×10

-1
 M의 UO2

2+
 이온이 담겨있다. 사

진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266 nm 장의 이 빔이 진행하고 있으며 자외

선 장이므로 에는 보이지 않는다. 시료 (a)에서는 아주 약한 형  흔 을 측

할 수 있으며, 시료 (b)에서는 녹색 계통의 뚜렷한 형 을 측할 수 있다. 시료 (c)

에서는 이 빔이 입사되는 입구에서만 형 을 측할 수 있는데 이는 시료 (c)의 

우라늄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이 빔이 입구에서 모두 흡수되고 더 이상 진행하

지 않기 때문이다.

TRLFS 시스템의 구성은 형 을 측정하는 검출기(detector)의 종류에 따라 달라

진다. 증배  (Photo-Multiplier Tube, PMT) 는 강화된 하 결합 장치

(Intensified Charge Coupled Device, ICCD)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각각 구성하 다.

(1) TRLFS 시스템 구성

그림 3-1-2(a)에 증배 을 이용한 경우의 TRLFS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었

다. 이 빔에 의해 발생된 1 cm 길이의 형 을 그림 3-1-2(b)에 보인 섬유 다

발을 통해 Czerny-Tuner 구조의 단색화 장치(monochromator, Jobin Yvon, model 

HR-250)에 입사시켰다. 길이가 250 mm인 단색화 장치에 1200 g/mm의 회 발

(grating)을 설치하 다. 단색화 장치의 입구  출구 슬릿은 최  2 mm(폭)×8 

mm(높이)이며, 섬유 다발의 단면은 입구 슬릿 단면 에 맞도록 제작하 다. 형

을 모으는 별도의 즈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섬유 다발의 단면이 단색화 장치의 

입구 슬릿에 최 한 가까이 치하도록 조정하 다. 단색화 장치의 출구 슬릿에는 

증배 (Hamamatsu, model R928)을 장착하 다. 증배 은 185-900 nm 장 범

에서 동작하며, 최  -1250 V의 압을 가해  수 있다. 증배 에서 검출한 형

 신호의 류 형을 측정하기 해 디지털 오실로스코 (Lecroy, model 9450A)

를 사용하 다. 극미량 UO2
2+
 이온의 형  세기를 추가로 증폭시키기 해 반응시

간이 빠른 치 증폭기(pre-amplifier, SRS, model SR240)를 이용하 고, 형  스펙

트럼을 기록하기 해 게이트 분기(gated integrator, SRS, model SR225)를 장착

한 boxcar-averager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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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Laser
Beam

(266 nm)
(a) (b) (c)

Laser
Beam

(266 nm)

1 cm

Fig. 3-1-1. Laser-induced fluorescence for UO2
2+ 

in 0.1 M HClO4 (Excitation 

wavelength = 266 nm), [UO2
2+
]: (a) 4×10

-6
 M, (b) 5×10

-4
 M and (c) 1×10

-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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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a) Experimental setup for TRLFS system, (b) cross section of 

the fiber bundle for fluorescence light delivery from the cell to 

monochrom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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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색화 장치의 출구 슬릿에 증배  신 ICCD(Andor, model DH734-18F-03)

를 장착한 시스템을 별도로 구성하 다. 이 시스템에서는 증폭기와 게이트 분기

를 사용하지 않고 ICCD에서 검출한 형  신호가 바로 컴퓨터에 달된다. 섬유 

다발을 통해 Czerny-Turner 구조의 단색화 장치(Andor, model Shamrock sr-303i, 

길이 303 mm)에 형 을 입사시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단색

화 장치에는 세 개의 회 발(1200, 600  300 g/mm)을 설치하 고, 측정하고자하

는 형  스펙트럼의 장 범 와 분해능에 따라 한 회 발을 선택하여 사용하

다. ICCD는 1024×1024 개의 화소(pixel)를 가진 CCD 앞에 음극(photocathode), 

MCP (Micro-Channel Plate), 인  스크린이 순차 으로 배열된 구조를 가지고 있

다. ICCD에 자(photon)가 입사되면 음극에서 발생한 자가 MCP에서 증폭되

고, 자를 받은 인  스크린에서 발생한 자가 CCD에 입사된다. CCD의 화소 

치를 장으로 환산함으로써 회 발을 회 시키지 않고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으

므로 매우 편리하게 형  스펙트럼을 기록할 수 있다. MCP 양단에 고 압을 가해 

자를 가속시키는 정도에 따라 ICCD의 이득(gain)을 250 단계로 조 할 수 있다. 

ICCD를 이용할 때의 장   가장 특징 인 은 음극과 MCP 사이에 음(-) 압

을 가해 으로써 자가 MCP에 도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게이트 분기를 별도로 이용하지 않아도 원하는 시간에만 신호를 획득할 수 있는 

게이트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 장착된 ICCD의 사용가능한 장 범

는 180-850 nm이다.

(2) 시료 제조

모든 용액은 탈이온수(deionized water, 18  , Academic, Milli-Q System, 

Millipore)를 사용하여 제조하 고, 참고문헌 [3-1-20]에 설명한 것과 동일한 과정으

로 우라늄 시료를 제조하 다.

다. 결과  논의

(1) 화학종 규명 감도

수용액의 pH가 1인 조건에서는 U(VI)의 가수분해 반응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안

정한 상태의 UO2
2+
 이온만 존재한다. 약산성의 pH 조건에서는 가수분해를 비롯한 

착물 형성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흡 도(absorbance)와 형  세기가 변하기 때문에 

강산성 조건(pH 1)에서 측정한 형  세기가 TRLFS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

는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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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Absorption Spectrum for UO2
2+ 

in 0.1 M HClO4. The inset shows 

enlarged part indicated by elli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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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에 pH 1인 조건에서 측정한 1 mM 농도의 UO2
2+
 이온의 흡수 스펙

트럼을 보 다. 350-500 nm 장 역의 스펙트럼을 확 하여 삽입 그림으로 나타

내었다. 확 한 스펙트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UO2
2+
 이온의 흡수 우리는 

413 nm이다. 이 장의 빛은 색소 이 를 사용하여 쉽게 발진시킬 수 있지만, 형

 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들뜸 (exctation) 장으로 이용하면 불리한 이 있다. 물

(H2O)의 라만 (Raman) 산란이 UO2
2+
 이온의 형  스펙트럼과 첩되기 때문이다.

그림 3-1-4에 413 nm의 들뜸 장을 이용해 측정한 물의 라만 산란과 UO2
2+
 이

온의 형  스펙트럼을 함께 나타내었다. 그림 3-1-4에서 보인 모든 스펙트럼은 들

뜸 장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상용의 형 도계(Spectronic, SLM-AMINCO 

Series 2)를 이용하여 측정한 것이다. 그림 3-1-4에서 (a)로 표시한 스펙트럼은 순

수한 0.1 M HClO4를 시료로 사용하 을 때 측정되는 물의 라만 산란 스펙트럼이

다. UO2
2+
 이온의 흡수 우리 치인 413 nm의 들뜸 장을 입사시켰을 때 물의 

라만 산란 우리는 480 nm 치에서 나타난다. 그림 3-1-4에서 (b)로 표시한 스펙

트럼은 0.1 M HClO4에 5×10
-4
 M 농도의 우라늄을 첨가한 후에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한 형  스펙트럼이다. UO2
2+
 이온의 형  우리들(509, 533  559 nm)을 

측할 수 있으나 488 nm 장에 치한 형  우리는 라만 산란 스펙트럼과 첩

되었으므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 측정한 스펙트럼 (b)에서 (a)를 빼주면 UO2
2+
 이온 

고유의 형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고, 그 결과를 스펙트럼 (c)로 나타내었다. 물의 

라만 산란 세기는 약 1 mM 농도의 UO2
2+
 이온 형  세기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10
-6
 M 농도 이하의 UO2

2+
 이온의 형 을 측정할 경우에는 UO2

2+
 이온의 형  

우리들이 라만 산란 우리 가장자리 부분에 묻히기 때문에 거의 구분할 수가 없

다.

이러한 불리한 을 해소하고, 형 을 유발시키는 양자 수율(quantum yield)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266 nm 장의 이 빔을 들뜸 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

리하다. Nd:YAG 이 는 다른 종류의 이 에 비해 유지, 보수에 비교  신경을 

덜 쓰고 이용할 수 있는 완성도가 검증된 이 로서 355 nm 장과 266 nm 장

을 들뜸 원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림 3-1-3의 흡수 스펙트럼에서 볼 수 있듯이 

자외선 장 역에서 단 장 방향으로 갈수록 UO2
2+
 이온의 흡 도가 증가하기 때

문에 양자 수율이 증가하며, 특히 355 nm 장의 이 빔 보다 266 nm 장의 

이 빔을 들뜸 원으로 이용할 때 증가된 세기의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림 3-1-5에 266 nm 장의 이 빔을 이용해 측정한 이  유도 형  스펙

트럼의 한 를 보 다. 게이트 분기의 지연 시간(gate delay time)을 1 에 맞

추고 PMT에 -1.0 kV를 가하 을 때 1×10
-8
 M 농도의 극미량 시료에 해서도 

UO2
2+
 이온의 형  우리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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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의 스펙트럼에서는 600 nm 보다 장 장 역에서  다른 형  신호

가 측되고 있다. 이 형  신호는 우리 장이 650 nm로서 석  시료 셀에서 발

생하는 형  신호임을 확인하 다. 그림 3-1-1에서 보인 시료 셀 (a)의 오른쪽 벽 

부분에서 미약하게 보이는 빨간색이 이 형  신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내용은 

U(VI) 화학종 규명과는 연 이 없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그림 3-1-6에 355와 266 nm 장의 이 빔을 원으로 각각 사용하여 측정한 

형  스펙트럼의 세기를 이용해 UO2
2+
 이온의 농도 검정 곡선(calibration curve)을 

그린 결과를 비교하 다. 그림 3-1-6에서 Y-축 값은 형  스펙트럼의 509 nm 장

에서의 우리 값을 나타낸 것이다. UO2
2+
 이온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형  세기가 

선형 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355 nm 장을 이용한 경우에 비해 266 nm 장

을 이용하 을 때 약 100 배 증가된 형  세기를 얻었고, 따라서 화학종 규명 감도 

한 100 배 우수하다. 이는 그림 3-1-3의 흡수 스펙트럼에서 볼 수 있듯이 355 

nm 장에 비해 266 nm 장에서 흡 도가 월등히 크므로 양자 수율 한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ICCD를 장착한 분  장치를 이용해도 그림 3-1-5, 3-1-6에서 보인 

것처럼 10
-8
-10

-9
 M 농도의 화학종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2) 형  수명 측정

 TRLFS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형  수명의 변화를 측정하여 화학종을 규

명할 수 있다는 것이 장 이다. 그러나 형  수명의 측정값은 동일한 조건(농도, 

pH, 이온 세기 등)의 시료에 해서도 보고된 논문에 따라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형  수명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7에 PMT에서 검출한 형  형을 디지털 오실로스코 로 측정하여 

형  수명을 구한 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부호는 측정값을 의미하고, 실선은 측

정값을 지수함수로 곡선맞춤(curve fitting)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원 부호  사각

형 부호는 각각 pH 1과 3.8인 시료에서 측정한 형이다. 두 시료의 이온 세기는 

같이 0.1 M인 조건이다. pH 1인 시료의 형  수명은 1.92±0.17 이다. 이 값은 

그림 3-1-8에서 보인 것과 같이 UO2
2+
 이온 농도가 1×10

-3
 M에서 1×10

-8
 M 범

인 여러 시료를 상으로 2년에 걸쳐 30회 이상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  표 편차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8에서 표시한 실선은 평균값을, 선은 표 편차의 상

한  하한치를 의미한다. 형  수명은 시료의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3-1-17, 

3-1-19]. 우리 실험실은 계 에 따라 온도가 약 22±2 
o
C 범 에서 변하므로 그림 

3-1-8에서 보인 측정값의 편차는 측정 장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온도 변화

에 따라 발생한 편차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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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Calibration curves for the determination of U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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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rescence intensities were taken from the peak values at 509 nm in the 

fluorescence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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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세기와 pH를 조 하기 해 NaClO4와 HClO4 용액을 이용할 경우, 이들 용

액 속의 화학종들은 UO2
2+
 이온과 착물을 형성하지 않지만 UO2

2+
 이온의 형  수명

에 향을 다. 일반 으로 H
+
 이온의 양이 증가할수록 형  수명이 길어지고, 

Na
+
 이온의 양이 증가할수록 형  수명은 짧아진다고 알려져 있다[3-1-14～

3-1-16]. 즉, pH와 이온 세기를 조 하기 해 NaClO4 농도를 증가시키면 형  수

명이 짧아진다는 것이다. 그림 3-1-9에는 H
+
 이온의 양에 따른 UO2

2+
 이온의 형  

수명의 변화를 보 다. 2003년에 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 13개 기 의 실험실에

서 동일한 시료를 측정한 결과(round-robin test)에 의하면 HClO4의 양이 1 M, 

UO2
2+ 이온의 양이 5×10-6 M인 경우, 형  수명은 7.9±0.7 이다[3-1-18]. 그림 

3-1-9에서 선으로 표시한 데이터는 HClO4의 양이 1 M, UO2
2+
 이온의 양이 

4×10
-6
 M인 시료에서 측정한 결과이다. 형  수명이 7.30±0.30 로서 13개 기 에

서 측정한 평균값과 실험 오차 범  내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다.

그림 3-1-7에서 사각형 부호로 보인 것과 같이 우리 실험의 경우, pH 3.8인 시

료의 형 수명은 1.10±0.10 로 측정되었다. 이 값은 2년에 걸쳐 10회 이상 측정

한 결과의 평균값  표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 시료의 형  스펙트럼은 그림 

3-1-5에서 보인 UO2
2+ 이온의 형  스펙트럼과 비교할 때, 형  세기만 어들 뿐 

여러 우리들의 치는 동일한 장에서 나타난다. 이 상은 pH가 3.8인 시료 내

에 UO2
2+ 이온만 존재함을 의미하고, H+ 이온 농도 감소  Na+ 이온 농도 증가에 

따라 UO2
2+ 이온의 형  수명이 짧아졌음을 의미한다. 표 3-1-1에 시료의 pH와 이

온 세기의 변화에 따른 UO2
2+ 이온의 형  수명과 형  스펙트럼의 우리 장 측

정 결과를 정리하 다.

(3) U(VI) 가수분해 화합물의 형  스펙트럼과 형  수명

수용액의 pH가 증가한 조건에서 생성되는 U(VI) 가수분해 화합물은 UO2
2+ 이온

과 함께 수용액에 존재하므로 이들의 형  스펙트럼을 조사하기 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UO2
2+ 이온의 형  스펙트럼을 비롯하여 UO2(OH)+, (UO2)2(OH)2

2+, 

(UO2)3(OH)5
+ 등의 화학종 스펙트럼을 순차 으로 풀어내는 과정(spectrum 

deconvolution)이 필요하다.

높은 농도의 시료에는 낮은 pH 조건에서도 여러 가수분해 화합물이 동시에 존

재하므로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인 UO2(OH)+ 이온을 직 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 까지 발표된 논문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UO2(OH)+ 이온의 형  

스펙트럼은 UO2
2+ 이온의 형  스펙트럼과 거의 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장은 장 장 쪽으로 약 5-10 nm 이동한다[3-1-9, 3-1-10, 3-1-13]. 그림 3-1-10

에서 보인 스펙트럼 (a)는 pH 2.4인 조건에서 측정한 형  스펙트럼으로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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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에서 보인 pH 1에서의 형  스펙트럼과 비교하여도 우리 장의 차이가 

측되지 않는다. 반면에 pH 4.0에서 측정한 스펙트럼 (b)는 스펙트럼 (a)와 비교할 

때, 체 모양은 거의 유사하지만 장 장 방향으로 약 7 nm 이동한 우리 장 

치와 약 5 nm 정도 넓어진 우리 반폭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스펙트럼 (a)와 스

펙트럼 (b)는 각각 순수한 UO2
2+
 이온과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합물인 UO2(OH)

+
 이

온의 형  스펙트럼으로 간주할 수 있다. 

수용액의 pH가 더욱 증가하면 (UO2)2(OH)2
2+
와 (UO2)3(OH)5

+
 화합물이 생성된다. 

그림 3-1-10에서 보인 스펙트럼 (c)와 스펙트럼 (d)는 스펙트럼 (a)  (b)와 비교

할 때 체 모양이 다르다. 스펙트럼 (a)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470 nm 장의 우

리가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 스펙트럼 (c)의 우리 장 치는 스펙트럼 (a)에 비

해 장 장 방향으로 약 9 nm 이동하 으며, 스펙트럼의 반폭은 스펙트럼 (a)보다 

더욱 넓어져 스펙트럼 (d)의 경우에는 497, 518  541 nm 장의 우리조차 구분

이 명확하지 않다. 참고문헌 [3-1-13]에서는 (UO2)2(OH)2
2+ 

이온의 형  스펙트럼이 

UO2(OH)
+
 이온의 형  스펙트럼과 유사하다고 보고하 으나 그 외의 여러 문헌

[3-1-6, 3-1-7, 3-1-8, 3-1-11, 3-1-12, 3-1-19]에서는 그림 3-1-10에서 보인 형  

스펙트럼 (c)와 (d)의 모양을 각각 (UO2)2(OH)2
2+
와 (UO2)3(OH)5

+
 이온의 형  스펙

트럼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참고문헌 [3-1-6]에서는 우라늄 농도가 0.01 M 일 

때, pH가 3 이상인 수용액 조건에서 형  수명이 두 개의 지수함수 꼴로 나타나는 

것을 UO2
2+
 이온과 함께 존재하는 (UO2)2(OH)2

2+ 
이온의 향으로 설명하 으며, 수

용액의 pH가 증가함에 따라 그림 3-1-10에서 보인 (UO2)2(OH)2
2+ 

이온 형  스펙

트럼 (c)의 모양이 (UO2)3(OH)5
+
 이온 형  스펙트럼 (d)의 모양으로 변화하는 데이

터를 보고하 다. 이와 같은 자료 분석을 토 로 그림 3-1-10에서 보인 것과 같이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스펙트럼 (d)는 형 인 (UO2)3(OH)5
+
 이온의 

형  스펙트럼이라고 단한다.

그림 3-1-10에서 보인 모든 스펙트럼은 게이트 지연 시간을 1 로 맞춘 조건에

서 측정하 으며 비교하기 쉽게 형  우리의 최 값을 1로 규격화 시킨 결과이

다. 스펙트럼 (d)의 경우, 실제 형  세기는 스펙트럼 (a)에 비해 약 12 배 크다. 

한 스펙트럼 (c)와 (d)의 경우에는 게이트 지연 시간을 15 로 맞춘 조건에서 스

펙트럼을 측정하여도 형  세기만 어들 뿐 스펙트럼의 체 모양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는 (UO2)2(OH)2
2+와 (UO2)3(OH)5

+ 화합물의 형  수명이 UO2
2+ 이온의 형

 수명보다 10-30 배 길기 때문이다[3-1-13, 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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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Lifetime variation of UO2

2+ ions as a function of the concentration of 

HClO4. The result obtained in this work, designated as dotted circle, shows the 

lifetime of 7.30±0.30   in 1.0 M HClO4. This value agrees well with the result 

(7.9±0.7 ) obtained from a round-robin test in Ref. [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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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Medium

Ionic

Strength 

(M)

pH
Lifetime

()

Wavelength

(nm)

UO2
2+

0.1 M HClO4
-

1.0 M HClO4
-

0.1 M NaClO4
-

0.1

1.0

0.1

1.0

0

3.8

1.92±0.17
(a)

7.30±0.30
(a)

1.10±0.10
(a)

2.0±0.1
(b)

7.9±0.7
(c)

-

488.5, 510.0,

533.3, 559.7

Table 3-1-1. Fluorescence Lifetime and Peak Wavelength for Various UO2
2+
 Samples.

(a)in this work, (b)reference [3-1-13] (c)reference [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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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0. Spectra showing peak position and normalized fluorescence intensity 

for U(VI) in 0.1 M HClO4. Curves (b)-(d) correspond to the U(VI) hydrolysis 

compounds, UO2(OH)+, (UO2)2(OH)2
2+, (UO2)3(OH)5

+,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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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는 이들 가수분해 화합물의 형  수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형  수

명이 UO2
2+
 이온에 비해 길어진 것은 확인하 지만 정확한 측정값으로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 성 있는 값을 얻지 못하 기 때문이다. 그림 3-1-10에서 보인 가

수 분해 화합물의 형  스펙트럼은 반복 실험을 통해서도 일 성 있는 모양을 보이

고 있으나 측정한 형  수명은 편차가 심하다. 표 3-1-1에서 제시한 결과의 정 도

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편차는 형  수명의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이 아니라 시료 내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변화 때문인 것으로 단한다. UO2(OH)
+
 

이온의 형  수명은 특히 편차가 심하다. 참고문헌에서 제시한 UO2(OH)
+
 이온의 

형  수명도 2.9-80   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

는 원인을 재까지도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3-1-13, 3-1-17].   

이 게 해결해야 할 문제 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보고한 

UO2
2+
 이온의 형 수명 측정값과 그림 3-1-10에서 제시한 UO2(OH)

+
, (UO2)2(OH)2

2+
 

 (UO2)3(OH)5
+
 화학종의 형  스펙트럼은 U(VI) 가수분해 화학종에 유기 는 무

기 리간드가 결합해서 형성한 삼성분 착물 화학종을 규명하기 해 반드시 확보되

어야 할 필수 자료이다.

라. 결론

시간분해 이  형  분 학을 이용하여 수용액 내 존재하는 우라늄(VI) 가수

분해 화학종 (UO2(OH)
+
, (UO2)2(OH)2

2+
, (UO2)3(OH)5

+
) 규명 연구를 수행하 다. 실

험실에서 자체 으로 구성한 분 장치의 성능을 악하기 해 들뜸 장의 변화에 

따른 UO2
2+
 화학종 규명 감도를 조사하 다. UO2

2+
 이온의 흡 도가 높은 413 nm 

장을 형  들뜸 장으로 이용할 경우에 물의 라만 산란 신호가 UO2
2+
 이온의 형

 스펙트럼과 첩된다는 것을 보 다. Nd:YAG 이 의 제 3 조화 인 355 nm 

장에 비해 제 4 조화 인 266 nm 장을 이용할 때 양자 수율이 약 100 배 증가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결과 으로 266 nm의 들뜸 장을 이용할 경우, 나노 몰 농

도의 U(VI) 가수분해 화합물을 구분할 수 있는 화학종 규명 감도를 얻었다. 이온 

세기가 0.1 M HClO4인 조건에서 UO2
2+ 

이온의 형  스펙트럼의 우리는 488.5, 

510.0, 533.3, 559.7 nm 장에서 측되었고, 이는 여러 문헌에서 제시한 값 488, 

509, 533, 559 nm 장과 거의 일치한다. 총 2년에 걸쳐 30회 이상 측정한 UO2
2+
 

이온의 형  수명 평균값  표  편차는 1.92±0.17 이다. H
+
 이온의 양이 증가

할수록 형  수명이 길어졌고, 특히 H+ 이온의 양이 1 M인 경우에 측정한 UO2
2+ 

이온의 형  수명은 7.3±0.3 로서 13개 기 에서 측정한 평균값(7.9±0.7 )과 

거의 같은 값을 보이고 있다. 가수분해 화합물의 경우, 형  우리가 장 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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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5-10 nm 이동 하 으며 형  수명 한 10 배 이상 길어진다. 재까지의 작

업만으로는 가수분해 화합물의 형  수명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 지만 그림 

3-1-10에 보인 것과 같이 각 화학종에 해당하는 형  스펙트럼의 특징 인 모양을 

확인하 다. 다양한 종류의 리간드가 존재할 때 형성되는 삼성분 착물 화학종 규명 

 열역학 자료 생산에 이 논문에서 설명한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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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LIBD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용해도 측정기술 개발

제 2 에서는 지하수 속에 존재하는 극미량, 미세 나노 콜로이드 입자 측정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용해도 실시간 측정을 한 이  유도 열 검출 (LIBD, 

Laser-Induced Breakdown Detection) 기술을 개발한 결과에 해 보고한다. 이 연

구는 지난 단계 (2004-2006년) 연구에서 개발된 LIBD 기술을 방사선 차폐 기능을 

가진 로  박스 내의 악티나이드 화학종에 용하기 해 비 식  원격 측정

이 가능하도록 개선시킨 것이다. 재까지는 일본과 독일에서 각각 개발된 두 가지 

측정 방법, 즉 압 체(piezoelectric transducer)를 이용하여 음향학 으로 이  유

도 충격 (laser-induced shock wave)를 측정하는 방법과 CCD (Ccharge-Coupled 

Deveice) 카메라를 이용하여 학 으로 라즈마 섬 (flash)을 측정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 연구 에서는 탐사 (probe beam)을 이용하여 

학 으로 이  유도 충격 를 측정하는 방법을 독자 으로 개발하 고, 이를 

이용하여 우라늄 가수분해 화학종의 용해도 상수를 측정한 결과에 해 보고한다.

1. 탐사 을 이용한 LIBD 기술 개발

가. 서론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콜로이드 성질의 나노입자를 측정하는 기술은 여러 분야

에서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를 들어,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정에서는 순도가 매

우 높은 용액을 사용하며 용액 속에 미세한 불순물 입자가 존재하면 제품의 불량률

이 늘어난다. 따라서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물을 비롯한 각종 용액 속에 나노미

터(nm) 크기의 불순물 입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공정 에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한편, 환경 분야에서는 지하수에 포함된 미세 

콜로이드 입자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 심의 상이다. 지하수에 포함된 콜로이드 

입자 에는 50 nm 크기보다 작은 입자의 농도가 가장 높고, 이러한 미세 입자는 

표면 이 상 으로 넓기 때문에 유해원소가 쉽게 흡착된다. 유해원소가 흡착된 

콜로이드 나노입자가 지하수를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

요 요인이 된다.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콜로이드 성질의 입자를 측정하는데 일반 으로 사용되는 

계측기는 입도계(particle counter)이다. 상용제품으로 매되고 있는 부분의 입도

계는 입자에서 산란되는 세기(light intensity)를 측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입자의 크기분포(size distribution)를 알 수 있다는 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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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크기가 50 nm 보다 작은 입자에 해서는 용이 어렵다는 것이 단 이다.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산란되는 세기가 하게 어들기 때문이다[3-2-1]. 성

능이 아주 좋은 고가의 입도계라 하더라도 20 nm 크기의 입자를 측정하기 해서

는 수용액 속에 어도 수 ppm (part per million) 농도의 입자들이 존재해야 한다. 

즉, 측정이 가능한 나노입자의 최소농도를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로 표 할 때 

상용제품의 입도계가 가진 검출한계는 수 ppm 정도이다. 그러므로 측정하고자 하는 

상입자의 크기가 50 nm 보다 작거나, 농도가 ppm 미만의 극미량인 경우에도 입

자의 크기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

운 일이다.

1989년에 일본의 과학자는 이  유도 라즈마 (laser-induced plasma) 발생을 

이용해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물에 ppt (part per trillion) 농도의 극미량 미세 불

순물 입자가 존재하는지를 규명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3-2-2, 3-2-3]. 그들은 수

용액이 든 시료셀(sample cell)에 압 체(piezoelectric transducer, PZT)를 부착하여 

이  유도 라즈마 발생의 결과로 나타나는 충격 (shock wave)의 크기를 측정

하 다.

2001년에 독일의 과학자는 방사성 (radioactive) 악티나이드 원소가 흡착된 미세 

콜로이드 입자가 지하수를 따라 확산되는 상을 연구하기 해 이  유도 라

즈마 발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3-2-4, 3-2-5]. 그들은 이  유도 라

즈마 발생의 결과로 나타나는 라즈마 섬 (plasma flash)을 측정하여 입자의 크기

를 결정하 고, 라즈마 섬 을 측정하기 해 CCD (Charge-Coupled Device) 카

메라를 이용하 다.

이상에서 설명한 두 가지 측정기술은 각각 라즈마 충격 를 측정하는 음향학

 방법 (acoustic method)  라즈마 섬 을 측정하는 학  방법(optical 

method)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의 목 은 지 까지 알려진 의 두 방법과는 달리 라즈마 충격 를 

학 으로 측정하여 나노입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다. 충

격 를 학 으로 측정하기 해 압 체 신 탐사 (probe light)을 이용하는 방

법을 시도하 다. 압 체를 이용하여 충격 를 측정할 경우에는 압 체가 시료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압 체의 부착 상태에 따라 측정

하는 충격  신호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이를 분석하여 입자의 크기를 결정할 때 오

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 연구에서 시도한 탐사 을 이용하는 방법은 압 체를 

이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비  (non-contact)  원격으로 충격 를 측정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CCD 카메라  즈 조합(lens assembly)을 사용하지 않는 학  

방법이므로 장치의 구성이 매우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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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이 통과하는 지 에 충격 가 도달하면 수용액 매질의 굴 률 변화로 인

해 탐사 의 경로가 변하는 원리에 근거하여 탐사 의 세기 변화를 검출기로 측

정하 다. 라즈마를 발생시키는 펄스 이 의 치에서 약 9 mm 떨어진 지

에 탐사 이 지나가도록  경로를 정렬한 후에 충격  발생으로 인한 탐사 의 신

호 특성을 조사하 다. 탐사  신호의 크기와 충격 를 유발시키는 콜로이드 나노

입자의 크기 사이에 어떠한 계가 있는지를 으로 조사하 다. 그 결과로서 

탐사 을 이용한 충격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나노입자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 다.

나. 연구방법  이론

(1) 이  유도 라즈마 발생

나노  (ns) 이하의 짧은 펄스폭을 가진 이 이 즈를 통해 매질에 입사될 

때  역에서 매질이 열(breakdown)되면 이  유도 라즈마가 발생한다. 

라즈마는 성원자, 이온  자(electron)들이 섞여있는 고온, 고압의 증기 

(vapor) 상태이다. 이 에 의해 발생된 라즈마 상태는 라즈마를 구성하고 

있는 자 도(electron density)의 시간에 한 변화율로 표 할 수 있으며, 다음 

문단에서 설명한 여러 과정을 통해 자 도가 변한다[3-2-6].

첫째, 이 이 매질에 입사된 직후에 다 자 흡수(multiphoton absorption)에 

의한 이온화 (photoionization) 과정을 통해 기 자(seed electron)가 생성된다. 

둘째, 자기 인 이 의 자기장 향을 받은 기 자들은 역제동복사 

(inverse bremsstrahlung) 과정을 통해 가속된다. 가속된 자들이 성원자들과 충

돌할 때 자들은 에 지를 잃고, 성원자들은 에 지를 얻게 되므로 충돌로 인한 

성원자들의 이온화 과정을 통해 다른 자들이 연속 으로 생성되어 자 도가 

격히 증가한다. 셋째, 이와 같은 두 과정을 통해 생성된 자들은 라즈마 내부

의 분자들에 부착되거나, 양이온과 결합함으로써 자 도가 감소한다.

그림 3-2-1(a)에서 보인 것과 같이 이  유도 라즈마는 고온, 고압의 증기상

태이므로 주변 환경과 여러 형태의 상호작용을 한다. 첫째, 고압의 이  유도 

라즈마는 주변으로 되는 충격 를 형성한다. 둘째, 고온의 이  유도 라즈

마는 열 도(thermal conduction)와 빛의 방출 (radiation transfer) 과정을 통해 에

지를 주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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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a) Laser-induced plasma and its interaction with circumstance, (b) 

a photograph of a laser-induced plasma generated in a liquid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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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으로는 라즈마가 발생할 때의 충격  는 빛의 방출로 인한 섬 을 측

정함으로써 라즈마의 특성을 조사할 수 있다. 서론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일본과 

독일의 과학자들은 각각 수용액을 담은 시료셀에 압 체를 부착하여 충격 를 측정

하거나,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라즈마 섬 을 측정함으로써 이  유도 라

즈마의 특성을 조사하 다. 수용액 속에서 이  유도 라즈마가 발생하는 실제 

모양을 그림 3-2-1(b)에 보 다.

(2) 문턱에 지와 열확률

이  유도 라즈마를 발생시키기 해 필요한 이  펄스의 최소 에 지

를 문턱에 지(threshold energy)라고 정의한다. 문턱에 지는 매질의 상태에 따라 

다르며 일반 으로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문턱에 지가 증가한다.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고체입자의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열에 필요한 문턱에 지

가 높다. 따라서 입사 이 의 에 지를 히 조 하면 수용액 속에 있는 콜

로이드 성질의 고체입자만을 선택 으로 열시켜 이  유도 라즈마 상태로 만

들 수 있다.

이  유도 라즈마가 발생하는 빈도를 열확률(breakdown probability)이라

고 정의하고, 아래 식 (1)과 같이 나타낸다.

파열확률  입사된 레이저 펄스의 총 횟수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발생 횟수

                 (1)

입사 이 의 펄스 에 지가 증가함에 따라 열확률이 증가한다. 미세 불순물 

입자가 거의 없는 순수한 물( 항  )을 시료로 선택하여 입사 이 의 펄

스 에 지를 변화시키면서 문턱에 지와 열확률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3-2-2에 

보 다. 원 부호로 표시한 데이터를 실선으로 연결하 고, 열이 시작되는 문턱에

지를 화살표로 표시하 다. 그림 3-2-2에 보인 데이터에서 곡선의 기울기는 입자

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열확률을 측정함으로써 입자의 농도를 알 수 있다.

다. 실험장치

그림 3-2-3(a)에 이  유도 라즈마를 발생시키는데 사용한 실험장치의 구성

을 보 다. Nd:YAG 이 를 원으로 사용하 다. Nd:YAG 이 의 제 2 조화

(second harmonic wave)인 532 nm 장의 이 을 수용액을 담은 시료셀(10

×10×35 mm
3
)에 입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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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Breakdown probability for ultrapure water. The threshold energy 

designated as an arrow (A) is 0.45 mJ. Laser-induced breakdown for solid 

particles suspended in water is generated at the lower energy than the 

thresholds energy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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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a) An experimental setup for LIBD system, (b) laser beam 

irradiance distribution inside the focal area (A: upstream, B: central region of 

the highest irradiance and C: downstream). Arrows indicate the propagation of 

laser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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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펄스 에 지를 조 하기 해 두 개의 편 (polarizer)을 사용하

다. 첫 번째 편 을 회 시켜 에 지를 조 하고, 두 번째 편 은 방향을 고정

시켜 일정한 편  조건에서 이 이 시료셀에 입사되도록 하 다. 조리개

(diaphragm)를 설치하여 이 의 직경을 조 하 다. 실험에 사용된 조리개의 

직경은 4 mm 이고, 즈의 거리는 40 mm이다.

직경이 4 mm인 이 이 거리가 40 mm인 즈를 통과해서 매질을 진행

할 때  역에서 이 의 출력 도(power density)를 계산한 결과를 그림 

3-2-3(b)에 나타내었다. 이 은 X-축 방향으로 진행하고, 그 단면은 Y-Z 평면

에 있다. 그림에서 곡선 화살표로 나타낸 것과 같이 (X-축과 Y-축의 원 )

에서 멀어질수록 이 의 직경이 증가한다. 그림 3-2-3(b)에서 보인 등고선 모

양의 타원은 이  의 출력 도를 계산한 결과이다. 앙에 치한 작은 타원은 

출력 도가 가장 높은 역을 나타내고 있다. 땅콩 모양의 큰 타원은 X-축 방향으

로 진행하는 이 의 직경이 증가할수록 출력 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표시한 A, B, C 역은 각각 이 빔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본 상류 

(upstream), 간 (central), 하류 (downstream) 역을 표시한 것이다.

정확한 크기를 알고 있는 구형의 폴리스틸  (polystyrene, Duke Scientific) 나노

입자를 표 시료로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입자의 크기 (직경), 농도  입자

도를 표 3-2-1에 정리하 다. 입자의 농도( X)는 ppb (part per billion) 단 를 사용

하 고, 단 부피당 입자의 도( C)는 다음의 식들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식 (2)

의 V와 R은 구형 입자의 부피와 반지름, 식 (3)의 m과 ρ는 입자의 무게와 비

을 뜻한다. 폴리스틸  입자의 비 은 1.05 g/ml이다.

V=
4
3

πR 3 (2)

m=ρV (3)

C=
X
m

(4)

표 입자를 불순물이 거의 없는 순수한 증류수(MilliQ-UV-Plus)에 섞었다. 증류

수가 열되는 이 의 문턱에 지는 그림 3-2-2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것과 같

이 약 0.45 mJ이다. 증류수에 섞여있는 폴리스틸  입자만을 열시키기 해 문턱

에 지의 67-77%에 해당하는 약 0.3-0.35 mJ의 이  펄스 에 지를 사용하 다. 

이  펄스 에 지의 요동(pulse-to-pulse fluctuation)은 약 5%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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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nm) Concentration (ppb) Number density (#/cm
3
)

21±1.5

33±1.4

60±2.7

1

2

7

1.96×10 8

9.26×10 7

1.85×10 8

Table 3-2-1. Size, concentration and number density of polystyrene 

reference nano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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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과  논의

이 논문에서 독창 으로 연구한 탐사 을 이용하는 방법과 함께 일본과 독일의 

과학자들이 시도한 두 가지 방법[3-2-2～3-2-5]의 실험도 재 해 보았다. 각 방법

의 특성을 설명하고, 라즈마 발생을 이용한 수용액 내 나노입자의 크기 측정 결

과를 논의한다.

(1) 라즈마 섬 을 이용하는 학  방법

그림 3-2-4에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  유도 라즈마의 섬 을 측정하는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3-2-1(b)의 사진에서 보인 것과 같이 이 에 

의해 수용액 속에서 나노입자가 열되면 이  유도 라즈마가 발생하므로 라

즈마 섬 을 측할 수 있다.

시료셀  콜로이드 입자 등에서 산란되는 이 이 CCD 카메라에 입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532 nm 장의 이 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투과율 1% 

이하)를 카메라 앞에 설치하 다. 배율이 최  일곱 배가 되도록 즈들을 조합하여 

배열하 고,  역에서 발생되는 라즈마 섬 을 CCD 카메라로 촬 하 다. 

이 실험에 사용한 CCD 카메라(Hitachi Kokusai Electric Inc., KP-F100BCL)는 화

소(pixel)가 1,432(가로)×1,050(세로)이며, 8.98(가로)×6.71(세로) mm
2
의 면 을 가지

고 있다.

콜로이드 입자는 수용액 속에서 라운 운동(Brownian motion)을 하므로 이

이 진행하는 경로를 따라  역의 여러 지 에서 입자가 열될 수 있다. 그

림 3-2-5는 60 nm 크기의 입자가 열될 때 라즈마 섬 이 여러 지 에서 발생

하는 것을 CCD 카메라로 촬 한 실제 상이다. 이러한 상을 데이터 처리장치에 

장시켜 라즈마가 발생한 치를 분석하 고, 열확률을 기록하 다. 이 실험에

서는 총 2,000번의 라즈마 상을 기록하 고, 그 시간 동안 입사된 총 이  펄

스 수를 측정하여 식 (1)에서 보인 것과 같이 열확률을 구하 다.

21 nm와 60 nm 크기의 입자를 상으로 2,000번의 라즈마가 발생한 치를 

기록한 결과를 그림 3-2-6에 보 다. 그림에서 원 은 즈의 이 맺히는 지

으로서 이 의 출력 도가 가장 높은 지 이다. 그림 3-2-6(a)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크기가 작은 21 nm 입자의 경우에는 열에 필요한 이 의 문턱에 지

가 상 으로 높기 때문에 출력 도가 높은  역에서 주로 이  유도 라

즈마가 발생한다. 따라서 그림 3-2-3(b)에서 보인 것과 같이  근처에서 작은 

타원 모양( 역 B)의 라즈마 공간분포가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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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An Experimental setup of the LIBD system using a CCD camera.

Fig. 3-2-5. Laser-induced plasma measured at different times by using a CCD 

camera (polystyrene particle diameter of 6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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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Two-dimensional distributions of 2,000 breakdown events of 

polystyrene reference nanoparticles in diameter of (a) 21 nm (1 ppb, breakdown 

probability of ∼20%) and (b) 60 nm (7 ppb, breakdown probability of ∼35%) 

are reco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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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nm 크기의 입자에 비해 문턱에 지가 상 으로 낮은 60 nm 입자의 경우

에는  역에 비해 출력 도가 낮은 주변 역에서도 이  유도 라즈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3-2-6(b)에서 보인 것처럼 이 이 진행하는 방향

(X-축 방향)을 따라 보다 긴 라즈마 공간분포가 측된다.

그림 3-2-6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 이 진행하는 방향을 따라 형성되는 

라즈마 공간분포의 길이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측정하면 

입자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3-2-4]. 이 연구에서는 나노입자의 크기에 따른 라

즈마 공간분포의 길이를 일 성 있게 비교하기 해 식 (5)와 같이 정의되는 가우

스 (Gauss) 함수 꼴의 도수분포 (frequency distribution) 곡선을 이용하 다.

y=y 0+
A

w
π

2

e

-2( x- x o)
2

w
2

(5)

그림 3-2-6에서 보인 라즈마 공간분포는 원 을 심으로 좌우  상하 칭

을 이루고 있으므로 가우스 함수로 곡선맞춤(curve fit)할 수 있다. 식 (5)의 가우스 

함수에서 x 0 , w, A, y 0  변수는 각각 곡선의 심 (center of the peak), 곡선의 

반폭 (width of the peak at half height), 곡선의 면  (area under the peak)  바

닥선 차감(baseline offset)을 의미한다. 

그림 3-2-6에서 보인 2,000개의 데이터 에 한 도수분포 곡선을 그림 3-2-7

에 나타내었다. X-축 상의 총 화소를 여러 구간으로 나  때 10개의 화소를 한 구

간으로 선정하 고, 각 구간에서 발생한 열횟수를 세어 도수분포를 기록한 측정

값을 그림 3-2-7에서 원 부호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인 실선은 측정값을 식 (5)

의 가우스 함수로 맞춘 결과이다. 곡선맞춤을 해 상용으로 매되고 있는 소 트

웨어 로그램(Microcal Software, Inc., Origin 7.0)을 이용하 다.

그림 3-2-7에서 실선으로 보인 가우스 함수의 변수들을 표 3-2-2에 정리하 다. 

표 3-2-2의 첫 번째 행에서 나타낸 r 2  값은 측정한 도수분포 데이터가 가우스 곡

선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나타내는 상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로서 r 2=1이

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2-2에서 상 계수가 1에 가까운 값을 보이는 것은 이  유도 열 상

이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통계 으로 이항분포(binomial 

distribution)를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측정횟수가 충분히 많을 때 

이항분포는 가우스 함수로 표 된다[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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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laser-induced plasma for the same 

data of Fig. 3-2-6. The solid lines indicate the fitted Gaussian curves to the 

data points for (a) polystyrene nanopartilces of 21 nm in diameter and (b) 60 

nm. The numbers in arrows represent the width of the peak at half height 

which increases with the size of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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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입자 21 nm 60 nm

r
2

x 0

w

A

y 0

0.99069

-0.78638

90.4913

20145.60

-0.1945

0.96988

0.81709

154.23519

20897.53

-1.17191

Table 3-2-2. Fitting parameters of a Gaussian curves in Fig.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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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The calibration curve for the measurement of particle size. The 

Gaussian width for each reference particle is determined by repeating 

measurements 7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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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도수분포 곡선의 반폭( w)이다. 크기가 다른 입

자에 한 반폭의 차이는 이 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형성되는 라즈마 공간분

포의 길이 차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림 3-2-8에 21 nm, 33 nm, 60 nm 크기의 폴리스틸  표 입자를 상으로 

측정한 도수분포 곡선의 반폭을 비교하 다. 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도수분

포 곡선의 반폭이 선형 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 부호는 일곱 번의 

반복 실험을 통해 얻은 평균값이며, 오차는 표 편차(standard deviation)를 뜻한다. 

실선은 최소제곱법(least square method)으로 구한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이며, 

상 계수가 0.999로서 선형성이 매우 우수하다. 이 검정곡선을 이용하여 미지의 시

료에 해서도 입자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2) 라즈마 충격 를 이용하는 음향학  방법

압 효과(piezoelectric effect)를 이용하여 라즈마 충격 를 측정하는 장치는 앞

에서 설명한 라즈마 섬 을 측정하는 학  장치에 비해 간단하다. 압 효과는 

압 체를 매개로 기계  에 지와 기  에 지가 상호 변환하는 작용이다. 즉, 

이  유도 라즈마의 발생으로 인한 충격 가 압 체에 미세한 기계  압력을 가

해 압 체에 변형이 생길 때 발생하는 기신호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압

체를 시료셀에 직 으로 견고하게 부착시켜야 한다.

압 체를 시료셀에 부착하여 충격 를 측정하는 장치의 구성을 그림 3-2-9에 나

타내었다. 압 체는 지름이 10 mm, 두께가 5 mm인 원통형이며, 알루미늄으로 제작

한 구조체로 고정하여 시료셀에 부착시켰다.

압 체의 변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신호 형을 측정하기 해 디지털 오실

로스코 (Tektronix Inc., TDS 460A, 400 MHz, 100 MS/sec)를 사용하 다. 시간 

축 상에서 충격  신호의 특정한 치의 크기를 측정하기 해 게이트 분기

(Gated Integrator, Stanford Research Systems Inc., SR250)를 사용하 다. 게이트 

분기의 출력은 아날로그 신호이므로 데이터 처리장치(A/D converter)를 사용하여 

디지털 신호로 바꾼 후에 컴퓨터에 장시켰다.

그림 3-2-10에 충격  발생으로 인해 압 체에 유도된 기신호를 오실로스코

로 측한 형을 나타내었다. X-축은 오실로스코 의 시간 축이다. 시간 축의 원

은 오실로스코 를 이  펄스로 동기(trigger)시킨 시 으로서 이  유도 

라즈마가 발생된 시 을 의미한다. 그림 3-2-10(a)의 체 형 에서 앞부분만을 

확 시킨 형을 그림 3-2-10(b)에 나타내었다. 충격 가 수용액  시료셀의 벽을 

통과하여 압 체에 도달하는데 약 4.5 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30 -

Nd:YAG 레이저
(532 nm)

편광판 조리개 렌즈 시료 셀

충격파

압전체
오실로스코프Gate 적분기데이터 처리장치

Nd:YAG 레이저
(532 nm)

편광판 조리개 렌즈 시료 셀

충격파

압전체
오실로스코프Gate 적분기데이터 처리장치

Fig. 3-2-9. An experimental setup of the LIBD system using a P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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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 (a) The waveform of an acoustic signal detected by a PZT, (b) the 

enlarged part of the waveform. The pulse of the gated integrator is also shown 

to measure the signal magnitude in the dotted elli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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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b)에서 타원 모양의 선으로 표시한 부분의 신호 크기를 게이트 

분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신호를 수집하는 치  구간은 게이트 분기의 

게이트 시간지연 (time delay)  폭(gate width)을 조정하여 선택할 수 있다. 그림 

3-2-10(b)의 아래 부분에 보인 사각형 모양의 형은 신호를 수집하는 게이트의 

치와 폭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11에 게이트 분기를 이용한 압 체 신호의 크기 측정 결과를 보

다. 총 10,000개의 이  펄스가 입사된 조건에서 2,280번의 열이 발생하 으므

로 열확률(BP)은 22.8%이다. 압 체 신호의 크기가 1-5 V 범 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2-11의 Y-축 상에 나타난 압 체 신호의 크기는 약 3 V 정도를 심으

로 상하 칭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도수분포 곡선을 이용하여 심값  

반폭에 한 비교를 함으로써 크기가 서로 다른 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지 조사하

다.

그림 3-2-12에 크기가 다른 두 입자의 경우에 한 압 체 신호 크기의 도수분

포 곡선을 보 다. 그림 3-2-11에 보인 데이터에서 Y-축 상으로 한 구간을 0.2 V

로 선정하 고, 각 구간에서 발생한 열횟수를 세어 도수분포를 기록한 측정값을 

원 부호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인 실선은 측정값을 식 (5)의 가우스 함수로 맞

춘 곡선이다.

표 3-2-3에 정리한 가우스 함수의 변수를 살펴보면 큰 입자의 경우에 가우스 곡

선의 심( x 0)값과 반폭( w)이 작은 입자의 경우에 비해 보다 크고,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자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도수분포 곡선의 심값이 증가하는 상

은 참고문헌 [3-2-3]에서 보고된 것과 유사한 상이다. 이는 입사되는 이  에

지가 동일한 조건에서 문턱에 지가 낮은 큰 입자들이 문턱에 지가 높은 작은 

입자들에 비해 더 높은 에 지가 입사되는 효과를 느끼기 때문이다.

한편, 참고문헌 [3-2-3]에서는 도수분포 곡선의 폭에 한 해석이 없으나, 이 논

문에서는 그림 3-2-6, 3-2-7에서 보인 라즈마의 공간분포 측정 결과를 근거로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시료셀 내부에서 라즈마가 발생하는  역을 확 한 

그림 3-2-3(b)에서 설명하 듯이 (그림 3-2-3(b)의 역 B)에서는 이 의 

출력 도가 높고, 역에서 벗어난 지 (그림 3-2-3(b)의 역 A, C)에서는 출

력 도가 낮기 때문에 각 역에서 발생한 이  유도 라즈마는 서로 다른 크기

의 충격 를 유발시킬 수 있다. 문턱에 지가 상 으로 낮은 큰 입자의 경우에는 

에서 멀리 벗어난 역에서도 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격  신호의 크기 

한 더 넓은 범 에 걸쳐 분포할 것으로 유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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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 The distribution of signal magnitudes detected by a PZT using a 

gated integrator. Breakdown events of 2,280 are observed for total incident laser 

pulses of 10,000 time, that indicates the breakdown probability of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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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 Frequency distribution curves of the magnitudes of the signals of a 

PZT waveform for two different particles. Solid lines illustrate the Gaussian 

curves fitted to experimental data points. The larger particles show the wider 

width and higher center of the Gaussian curve.



- 135 -

변수         입자 21 nm 60 nm

r 2

x 0

w

A

y 0

0.98534

3.15033

1.92213

468.47688

-1.26344

0.95014

4.32207

2.77936

485.2542

-2.55162

Table 3-2-3. Fitting parameters of a Gaussian curves in Fig. 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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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즈마 충격 를 이용하는 학  방법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학 으로 섬 을 측정하는 것에 비해 압 체를 이용

하여 음향학 으로 충격 를 측정하는 것이 실험장치  방법 측면에서 간단하다는 

장 이 있지만, 시료셀을 바꿀 때마다 압 체를 시료셀에 동일한 조건으로 견고하

게 부착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다. 압 체가 시료셀과 하는 면 에 따

라 충격  신호의 크기가 심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압 체 신호의 크기를 측정하여 

입자크기를 결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요인도 증가한다. 이와 같은 오차로 인해 

압 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림 3-2-8에서 보인 것과 같이 선형성이 좋은 입자크기 

검정곡선을 얻기 힘들었다.

이 연구의 핵심은 압 체를 이용하지 않고, 학  방법으로 충격 를 측정하여 

나노입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탐사 을 시료셀에 입사시켜 충격 를 측정할 

수 있다는 원리에 착안하여 독창 으로 구성한 장치를 그림 3-2-13에 나타내었다. 

충격  탐사 원으로서 가격이 렴하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He-Ne 이

( 장 632.8 nm)을 시료셀에 입사시켰다. 탐사 은 라즈마가 발생하는 지 에

서 아래로 약 9 mm 떨어진 지 을 통과하고 있다. 수용액을 통과한 탐사 의 세기

를 검출기(THORLAB Inc., DET110)로 측정하 다.

수용액 속에서 충격 는 종 (longitudinal wave)로 진행한다. 따라서 탐사 이 

지나는 치에 충격 가 도달하면 수용액 매질의 소 (wave of condensation and 

rarefaction)로 인해 굴 률에 변화가 생기므로 탐사 의 경로가 변한다. 그 결과로 

검출기(photodetector)에 입사되는 탐사 의 양이 변하게 되므로 탐사 의 세기를 

측정하는 검출기 신호의 크기에 변화가 발생한다. 그림 3-2-13에서 보인 것과 같

이 날카로운 칼날을 이용해 탐사 의 면  반을 잘라서 검출기에 입사시키면 

탐사  경로의 미세한 변화까지도 측정할 수 있다.

충격 가 발생할 때 검출기에서 측정한 탐사  신호의 오실로스코  형을 

그림 3-2-14에 나타내었다. 그림 3-2-10에서 설명하 듯이 X-축(시간 축)의 원 은 

이  유도 라즈마가 발생된 시 이다.

그림 3-2-14(a)에서는 여러 개의 우리(peak)가 측되고 있으며 라즈마 발생 

시 에서 약 6.2   후에 첫 번째 우리가 나타난다. 수용액에서 충격 의 속도는 

1.486 km/s이므로 9 mm ( 라즈마가 발생한 지 과 탐사 이 지나는 지  사이의 

거리) 거리를 충격 가 진행하는데 약 6.1 의 시간이 소요된다[3-2-8]. 따라서 그

림 3-2-14(a)에서 첫 번째 우리는 가장 빨리 탐사 의 치에 도달한 충격 로 

인해 발생한 신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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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3. An experimental setup of the LIBD system using a probe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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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4. (a) The waveform of a probe beam signal detected by a 

photodiode, (b) the first and second signals of a probe beam waveform are 

enlarged in a time range from 5 to 10 μs. The pulses of the gated integrators 

are also shown to measure the signal magnitude in the dotted elli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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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의 형에서 우리 값이 음 (negative) 부호와 양 (positive) 부호로 

나타나는 것은 굴 률의 변화가 소 에 의한 것임을 입증한다. 그 이후에 나타나

는 여러 개의 우리는 시료셀의 벽에 부딪친 후에 수용액 속으로 되반사된 충격

들이 탐사 의 치에 도달할 때 발생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2-14(b)에서는 탐사  신호의 첫 번째  두 번째 형을 자세히 측하

기 해 오실로스코 의 시간 축을 확 한 조건에서 형을 측정한 결과를 보 다. 

탐사  신호 형의 폭은 약 0.15 이며, 그림 3-2-10(b)에서 보인 압 체 신호 

형의 폭(∼5 )에 비해 매우 짧다. 이는 라즈마 발생에 한 탐사 의 반응 속도

가 압 체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탐사  신호의 특성을 조사하기 

해 그림 3-2-14(b)에서 타원 모양의 두 선으로 표시한 부분의 신호 크기를 게

이트 분기를 이용하여 각각 기록하 다.

그림 3-2-15에 크기가 다른 입자를 상으로 측정한 탐사  신호 형의 첫 번

째 우리 크기에 한 도수분포 곡선을 보 다. 그림 3-2-11, 3-2-12의 경우와 같

이 0.2 V를 한 구간으로 선정하 고, 각 구간에서 발생한 열횟수를 도수분포 곡

선에서 부호로 나타내었고, 실선으로 부호를 연결하 다. 도수분포 곡선에서 Y-축

은 규격화된 열횟수를 뜻한다. 크기가 다른 세입자의 경우에 열횟수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쉽게 하기 해 열횟수의 최 값을 1로 규격화

(normalization)시켰다. 도수분포 곡선의 X-축은 탐사 의 세기 변화로서 충격 의 

크기에 응하는 값이다. 입자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최  열횟수를 보이는 탐사

 신호의 크기가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고, 이 값의 비교를 통해 입자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림 3-2-12에서 보인 압 체 신호의 도수분포 곡선과는 달리 그림 3-2-15에 보

인 탐사  신호의 도수분포 곡선은 X-축 상으로 비 칭인 양상을 보인다. 그 이유

는 충격 의 크기가 증가할 때 그림 3-2-14(b)에서 보인 첫 번째 형의 음 부호 

부분의 크기가 어들고 양 부호 부분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3-2-16에는 크기가 다른 입자를 상으로 측정한 탐사  신호 형의 두 

번째 우리 값에 한 도수분포 곡선을 보 다. 그림 3-2-1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0.2 V를 한 구간으로 선정하 고, 각 구간에서 발생한 열횟수 측정값을 부호로 

나타내었다. 그림 3-2-14(b)에서 보인 탐사  신호의 두 번째 우리 형에서는 

양 부호 부분의 신호가 크기 때문에 게이트의 폭을 60 ns로 좁게 조정하여 양 부호 

부분의 신호만을 측정하 다. 이 조건에서는 그림 3-2-16에 나타낸 것과 같이 X-

축 상에서 도수분포 곡선이 심 좌우로 칭인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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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5. Frequency distribution curves of the magnitudes of the first signals 

of probe beam waveforms for three different polystyrene particles. As increasing 

the size of reference particles, the peak of a frequency distribution curve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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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6. Frequency distribution curves of magnitudes of the second signals 

of probe beam waveforms for three different polystyrene particles. Symbols and 

solid lines indicate the experimental data and a Gaussian fitting curves, 

respectively. As increasing the size of reference particles, the width of a 

Gaussian curve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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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분포 곡선이 좌우 칭인 경우에는 도수분포 곡선 측정값을 식 (5)의 가우스 

함수로 맞출 수 있고, 그 결과를 그림 3-2-16에서 실선으로 나타내었다. 입자의 크

기가 증가함에 따라 가우스 곡선의 반폭이 증가하는 상이 명확하게 측되고, 그 

원인은 그림 3-2-12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도수분포 곡선을 가우스 함수에 맞추었을 때의 맞춤변수를 표 3-2-4에 정리하

다. 세 크기의 입자 모두에 해 측정값과 가우스 곡선의 상 계수가 매우 우수하

므로 이 맞춤변수를 이용하여 일 성 있게 입자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그림 3-2-17에 도수분포 곡선을 이용하여 구한 입자크기 검정 곡선을 나타내었

다. 21 nm, 33 nm, 60 nm 크기의 표 입자를 상으로 측정한 가우스 곡선의 반폭

을 비교한 결과이다. 원 부호는 세 번의 반복 실험을 통해 얻은 평균값이고 오차는 

표 편차이다. 실선은 최소제곱법으로 구한 검정곡선이며 상 계수는 0.993이다. 

라즈마 섬 을 이용한 학  방법으로 구한 검정곡선(그림 3-2-8)과 마찬가지로 

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도수분포 곡선의 반폭이 선형 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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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입자 21 nm 33 nm 60 nm

r
2

x 0

w

A

y 0

0.98885

3.10956

2.49676

2.89218

0

0.97498

3.47664

2.92319

3.54647

0

0.98152

3.84356

3.88183

4.40814

0

Table 3-2-4. Fitting parameters of a Gaussian curves in Fig. 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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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7. The calibration curve for the measurement of particle size 

determined from the frequency distribution of the magnitudes of the second 

signals of probe beam waveforms for three different polystyrene particles. The 

Gaussian width for each reference particle is determined by repeating 

measurements 3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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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결론

이  유도 라즈마 발생을 이용하여 수용액 속에 존재하고 있는 콜로이드 나

노입자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 다. 특히, 입자에서 산란

되는 세기를 측정하는 방식의 일반 인 입도계로 측정하기 어려운 ppm 미만 농

도, 100 nm 이하 크기의 극미량 미세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이  응용 계측 방

법에 해 심을 기울 다.

원리 으로 입자가 열될 때 발생하는 라즈마 섬  세기  충격 의 크기는 

이  에 지가 라즈마에 흡수된 양에 비례한다. 즈의  역에서는 

이 의 출력 도가 높기 때문에 라즈마에 흡수된 에 지의 양이 많고,  주

변 역에서는 이 의 출력 도가 상 으로 낮기 때문에 흡수된 에 지의 양

이 다고 제하고 라즈마 섬 의 공간분포와 충격 의 크기분포 측정결과를 해

석하 다.

CCD 카메라를 이용한 학 인 방법에서는 라즈마 섬 이 발생하는 공간분포

의 길이를 측정하여 입자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압 체를 

이용한 음향학 인 방법에서는 라즈마 충격  신호의 크기분포를 측정함으로써 

입자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서로 다른 시료를 담은 

여러 시료셀에 압 체를 동일한 조건으로 부착해야만 신호 크기의 비교가 가능하므

로 실험 으로 번거롭고, 오차 요인도 많다.

이러한 단 을 개선하기 해 지 까지 보고된 바가 없는 탐사 을 이용한 학

 방법을 이용하여 라즈마 충격  신호의 크기분포 특성을 조사하 다. 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탐사  신호의 크기와 도수분포 곡선의 반폭이 증가하는 

상을 측하 고, 이를 이용해 입자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 다. 이 

방법은 장치가 간단할 뿐만 아니라 비   원격 측정이 가능하다는 을 장 으

로 꼽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보고하는 새로운 장치와 방법이 극미량의 미세한 콜로이드 입자 측

정이 필요한 환경산업 분야, 순도가 높은 깨끗한 용액을 사용해야 하는 반도체산업 

분야의 발 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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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VI) 가수분해 화합물의 용해도 실시간 측정

가. 서론

악티나이드 원소를 함유한 방사성폐기물을 지하에 처분할 수 있는 과학  근거

는 방사성 원소들이 유동하는 지하수와 하더라도 이동성이 매우 낮다는 이

다. 처분된 악티나이드가 지하수 내에 존재하게 되는 첫 과정은 용해반응이며, 그 

양을 결정하는 것은 용해도이다. 지하수가 성 내지 약알칼리성이므로 악티나이드 

가수분해물의 생성거동과 용해도가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악티나이드

의 가수분해 화학종  용해도와 련하여 발표된 열역학 자료가 연구자에 따라 차

이가 크다. 이러한 차이는 악티나이드 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우라늄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가수분해물 용해반응의 평형 상태 도달 여부, 용해도를 지배

하는 고체상의 결정화 정도, 산화-환원 반응에 의한 원소의 산화수 변화, 반감기가 

짧은 악티나이드 핵종이 방출하는 방사능에 의한 방사분해 등 때문이다 [3-2-9]. 특

히 악티나이드 가수분해물의 용해도는 산화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여 일반 으로 5

가 > 6가 > 3가 > 4가의 순서로 용해도가 크다. 환원 분 기가 지배 일 것이라 

상되는 처분환경에서도 다양한 산화 상태가 혼재되어있을 수 있고, 이 때 용해되

어 나오는 악티나이드의 양은 이들의 혼재된 결정에 의해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이

다. 따라서 처분 시 지화학  거동을 이해하기 해서는 존재 가능한 각 결정의 용

해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

형 인 용해도 측정법은 고체상을 용액에 가하고 평형이 이루어진 이후에 콜

로이드를 포함한 고체상을 여과법 는 원심분리법으로 제거하고 용액의 pH와 잔

류하는 악티나이드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분리를 해 사용한 여

과막(membrane filter)의 기공크기 (pore size) 는 원심력에 따라서 작은 크기의 

콜로이드가 분리되지 않고 용존 화학종으로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방법으

로는 악티나이드 이온의 농도 는 pH를 단계 으로 변화시키면서 고체상이 생성

되기 시작하는 농도와 pH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고체상을 분리할 필

요가 없으며, 검출할 수 있는 고체상의 크기가 작고 농도가 낮을수록 측정 결과의 

정확도는 높아진다.

이 연구에서는 탐사 을 이용한 LIBD 시스템을 이용하여 악티나이드 원소  

가장 많은 정보가 알려진 우라늄(VI) 가수분해물의 용해도를 측정하여 개발된 

LIBD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한 고 인 방법으로 측정된 열역학 

정보와 콜로이드 측정법으로 측정된 열역학 상수를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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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모든 용액은 Milli-Q 장치(Millipore)를 통과한 무이온수(18 MΩ)를 사용하여 제

조하 으며, 우라늄(VI)  NaClO4 정제를 제외한 모든 실험은 Ar 기체로 채워진 

로  박스 내에서 수행하 다. 천연우라늄의 산화물 (UO2) 분말을 H2O2를 함유한 

6 M HClO4 (analytical grade, Merck) 최소량으로 용해하 다. 진한 NH4OH를 가

하여 pH 2를 유지한 조건에서 30%의 H2O2를 방울방울 가하여 uranyl peroxide 침

을 얻었다 [3-2-10]. 우라늄 침 물을 여과하고, 몇 방울의 H2O2를 가한 0.01 M 

HClO4와 증류수로 세척하 다. 침 물을 6 M HClO4에 녹인 후 가열하여 과산화수

소를 날려 보내고 증류수로 희석하여 정제된 UO2(ClO4)2 용액을 얻었다. NaClO4 용

액과 진한 NaOH 용액을 가하여 우라늄(VI) 모용액([UO2(ClO4)2] = 0.94±0.03 mM, 

pH 3.8, 그리고 0.1 M [NaClO4])을 비하 다. 이 때 사용한 NaClO4 용액은 

NaClO4․H2O(analytical grade, Merck)를 증류수 에서 재결정법으로 정제하여 제

조하 고, NaOH 용액은 NaOH(99.99%, semiconductor grade, Aldrich)를 사용하여 

제조하 다. 우라늄의 농도는 Kinetic Phosphorescence Analyzer(Chemchek 

Instrument)를 이용하여 정량하 다.

일정량의 우라늄(VI) 모용액에 pH가 서로 다른 0.1 M NaClO4 용액(pH 3.8, 9, 

10  11)을 가하여 일정한 이온 세기(0.1 M NaClO4)에서 우라늄(VI) 농도와 pH가 

서로 다른 용액을 제조하 다. 만약 이 과정에서 진한 염기성 용액을 가하면 염기

성 용액과 시료가 하는 부 에서 국부 으로 격히 pH가 증가되고, 이로 인하여 

가수분해 합체와 콜로이드가 생성될 수 있다. 용액을 교반하는 과정에서 국부

으로 pH가 높은 상은 빠르게 사라지지만, 생성된 우라늄(VI) 가수분해 합체와 

콜로이드는 평형상태에 도달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용해도 측정 결과에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희석  pH 조 을 해 염기성 0.1 M NaClO4 용액을 가

할 때는 격렬하게 교반하는 상태에서 정기를 이용하여 60 μl/min의 속도를 유지

하 다. 생성된 우라늄(VI) 콜로이드가 용기 내벽에 흡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용액은 teflon FEP 재질의 시험 에 보 하 다. 일정한 온도 (25.0±0.1℃) 유지를 

하여 로  박스 내에 설치된 항온함에 용액을 보 하 다. 

Glass combination pH electrode(Orion, Ross)를 사용하여 pH를 측정(Mettler 

Delta 350)하 으며 pH 극은 4가지 pH 완충용액(Mettler Toledo, pH 2.0～9.2)을 

이용하여 보정하 다. 각 시료 의 총 우라늄 농도는 모용액의 농도와 희석률을 

바탕으로 계산하 다. 희석률은 정 후에 측정한 용액의 무게와 비 으로부터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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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논의

(1) LIBD를 이용한 우라늄(VI) 가수분해물의 용해도 측정

LIBD 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라늄 가수분해물의 용해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해서는 사용하는 용액 에 나노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요하다. 이는 용액에 

존재하는 콜로이드가 NaOH 정 과정 에 우라늄 가수분해 나노입자 형성 반응

의 유발 종자로 작용하여 정확한 용해도 측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LIBD를 이용하여 U(VI) 모용액, NaOH, NaClO4  HClO4 용액 속에 존재하는 콜

로이드를 측정하 다. 이들 용액 모두 증류수의 문턱 에 지보다 낮은 에 지의 

이 빔을 입사시킨 경우 열 확률은 1% 미만이었다. 우라늄 모용액에 존재하는 콜

로이드의 크기를 측정하기 하여 증류수의 열 확률이 16% 정도 되는 에 지의 

이 빔을 사용하 다. 이 때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측한 증류수의 라즈마 

분포 길이는 82 μm이었고, 같은 조건에서 측정한 폴리스티  나노입자(21 nm, 100 

ppt)의 분포 길이는 175 μm로 증류수의 경우보다 약 2배 길게 분포하 다. U(VI) 

모용액(0.94 mM, pH 3.8)의 경우, 열 확률 14%, 분포 길이 62 μm로 증류수와 유

사함을 보 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U(VI) 모용액 뿐만 아니라 실험에 사용되는 모

든 용액 내에 LIBD를 이용하여 측정 가능한 크기의 콜로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 다.

모용액을 묽은 NaOH 용액으로 희석하여 네 가지 서로 다른 우라늄 농도(표 

3-2-5의 셋째 열)의 시료를 pH 3.8～pH 7.0으로 조 하 다. 이 때 시료의 pH를 7 

이하 범 로 고정하여 본 실험 조건에서 형성된 U(VI) 가수분해물이 나트륨을 포함

하는 U(VI) 가수분해물과 공존하지 않도록 실험 조건을 한정하 다 [3-2-11]. 시료

의 우라늄 농도가 일정할 때, 낮은 pH 조건에서 용액은 우라늄 가수분해물의 용해

도 이하이므로 용액 내에 고체상이 생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LIBD 측정 결과는 증

류수의 열 확률과 유사할 것이다. 그러나 pH가 증가함에 따라 U(VI) 이온은 가

수분해가 진행되고, 용해도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용액 내에 U(VI) 가수분해물 입

자가 형성된다. 이 때 형성되는 콜로이드는 그 크기가 작고 양도 으리라 상된

다. 크기가 작은 콜로이드 검출에 유용한 LIBD 기술을 이용하여 용해도 한계를 넘

어서는 순간을 직  측정할 수 있다. 이 때 증류수의 문턱 에 지의 90%인 이

빔 에 지를 사용하여 용해도 한계를 과하 을 때 형성된 나노 입자를 민감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하 다. U(VI) 가수분해물의 용해도 한계를 과한 시료는 pH가 

증가하거나 우라늄 농도가 증가하면서 용액의 포화도가 커지고 형성되는 고체상의 

크기와 양도 증가되리라 상된다.

그림 3-2-18의  그림에 우라늄 농도가 서로 다른 시료에 하여 pH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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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열 확률을 측정하여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바탕 매질에 포함되어 있는 콜

로이드성 오염에 의한 열 확률은 1%를 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열 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우라늄 콜로이드가 형성되었다고 단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3-2-18에서 선으로 표시된 1%의 열 확률을 넘어서는 pH를 용해도 한계를 

과하는 pH 값으로 간주하여 U(VI) 가수분해물의 용해도를 결정하 다. 이 연구에

서는 U(VI) 가수분해물, UO3·2H2O(cr)를 용해도 결정 고체로 고려하여 용해도 곱 

(solubility product) 상수를 구하고자 하 다. UO3·2H2O(cr)의 반응은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용해도 곱 상수는 식 (7)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UO3·2H2O(cr) ⇌ UO2
2+ + 2 OH- + H2O (6)

logKʹsp = log[UO2
2+
] + 2 log[OH

-
] (7)

pH가 증가함에 따라 우라늄 시료 내에는 가수분해 반응이 진행된다. 따라서 우

라늄 화학종은 UO2
2+
뿐만 아니라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가수분해 

화학종으로 존재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연구 결과는 형성 가능한 우라늄 가수

분해 화학종으로 10 가지 정도를 보고하 고, 이들의 평가 작업을 통해 식 (9)와 같

이 나타낸 신뢰할 수 있는 가수분해 형성상수 값이 NEA-TDB에 수록되었다 

[3-2-9].

m UO2
2+
 + n OH

-
 ⇌ (UO2)m(OH)n

(2m-n)
(8)

logβʹmn = log[(UO2)m(OH)n
(2m-n)

] - m log[UO2
2+
] - n log[OH

-
] (9)

발표된 가수분해 형성상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시료 용액 에 존재하는 U(VI)의 농

도로부터 용액 에 존재하는 UO2
2+ 이온의 농도를 다음 식 (10)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U(VI)] = [UO2
2+
] + Σ[(UO2)m(OH)n

(2m-n)
]

= [UO2
2+
] + Σβʹmn[UO2

2+
]
m
[OH

-
]
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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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8. Breakdown (BD) probability as a function of pH shows the 

formation of uranium colloidal particles (a) and comparison of solubility data in 

the present work (circles) with those in the previou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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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log[OH
-
]
*

log[U(VI)]tot log[UO2
2+
] logKsp logKsp

4.54 -9.41 -3.7 -3.83 -22.65 -23.25

4.90 -9.05 -4.4 -4.57 -22.67 -23.27

5.41 -8.54 -5.0 -5.51 -22.59 -23.19

5.57 -8.38 -5.4 -5.85 -22.61 -23.21

Table 3-2-5. pHs in the first column indicate the onsets of colloid formation at 

various U(VI) concentration. The calculated concentrations of UO2
2+ ions are 

listed in the forth column. The solubility products at I = 0.1 M NaClO4 (logKsp) 

and 0 M (logKsp) are listed in the fifth and sixth colum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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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결정된 UO2
2+
 농도와 pH 측정값으로부터 계산한 OH

-
 농도를 식 (7)

에 입하여 logKʹsp 값을 결정하 다. U(VI) 농도가 서로 다른 네 가지 시료에 

한 실험값에서 계산한 결과의 평균값은 -22.63(표  오차 = ±0.04)이다. 이 값은 0.1 

M NaClO4 이온 세기에서 측정된 값으로 문헌 값과 비교하기 하여 specific ion 

interaction theory(SIT)를 이용하여 무한히 묽은 매질에서의 용해도 곱 상수, 

logK°sp = -22.23±0.04를 얻었다. 이 값은 UO3·2H2O(cr, metaschoepite)의 용해도 곱 

상수 logK°sp = -23.19±0.428과 거의 유사하 다[3-2-9].

라. 결론

탐사 을 이용한 LIBD 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라늄(VI) 가수분해물의 용해도를 

측정하 다. 용액 내에 형성된 U(VI) 콜로이드를 LIBD 기술을 이용하여 측정함으

로써 용액상으로부터 고체상을 제거하는 상분리 과정 없이 실시간으로 용해도를 결

정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측정한 용해도 곱 상수(logK°sp = -22.23±0.23)는 문헌 

값(logK°sp = -23.19±0.428)과 비교하여 거의 유사하 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탐

사 을 이용한 콜로이드 측정기술은 방사성 독성을 띠는 다양한 악티나이드 화합물

의 용해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데 효과 인 기술로서 기존의 측정 방법에 비해 

로  박스 등 차폐체 내에 있는 고방사성 악티나이드 시료의 용해도를 보다 쉽

고, 안 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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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IBD, TEM  PCS를 이용한 입자 특성 조사

가. 서론

장기  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지하 처분 안 성을 측하기 하여 방사성물

질이 지하 처분 장소로부터 생태계로 유입되는 상이동과정에 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이동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방사성물질이 이동성 지하수와 

하 을 때 진행되는 용해반응이다. 이와 함께 체 이동과정에서 고려해야하는 

주된 요소로 지하수에 용해된 방사성이온 자체의 이동성뿐만 아니라 용해된 방사성

이온의 다양한 반응성이 포함된다. 지하수내 존재하는 다양한 유기  무기 리간드

와의 복합체 형성반응, 주변에 존재하는 고정된 물질에의 흡착반응  이동성 콜

로이드와의 반응 등이 고려되어야한다[3-2-12]. 지하수내 존재하는 이동성 콜로이드

가 방사성 오염원으로부터 루토늄 동 원소의 유출  이동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결과가 보고된바 있다[3-2-13]. 그러나 이러한 콜로이드의 향에 한 구체

인 연구는 세계 으로도 미비한 실정이다. 수용성 콜로이드가 방사성물질의 이동성

에 미치는 향을 구체 으로 분석하기 하여 악티나이드로 형성된 진(real)콜로이

드  악티나이드 원소가 제 3의 콜로이드에 흡착되어 형성된 가(pseudo)콜로이드

의 특성  안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복합 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real/pseudo 악티나이드 콜로이드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이들의 

물리  화학  특성을 종합 으로 분석하기 하여 LIBD, 상용화된 PCS (photon 

correlation spectroscopy)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등 다양한 

측정 방법을 도입하 다. 다양한 조건에서 형성되어 비교  안정하게 존재하는 우

라늄 콜로이드의 특성을 LIBD 기술을 이용하여 조사하 다. 상용화된 PCS는 사용

이 간편한 반면 빛 산란이 게 일어나는 100 nm 이하 크기의 콜로이드 입자에 

한 측정한계가 수 ppm으로 상당히 높다. 이에 비해 LIBD 기술은 100 nm 이하 크

기의 콜로이드를 수 십 ppt 농도까지 미량측정이 가능하다. 한 수용액 상에 존재

하는 콜로이드 입자를 직  분석할 수 있어서 TEM 측정 시 요구되는 복잡한 시료 

처리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재까지 보고된 바로는 LIBD 기술을 이용

하여 악티나이드 콜로이드를 분석하고자 할 때 필요한 물성에 따른 LIBD 신호의 

의존성에 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물성이 다른 다양한 콜로이드 입자의 

특성을 LIBD 기술을 이용하여 분석하기 한 바탕자료로 다양한 표 입자를 이용

하여 물성에 따른 LIBD 신호의 특성 자료 확보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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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U(VI) 가수분해 화합물의 용해도 실시간 측정 실험을 하여 제조된 우라늄 시

료  일부는 U(VI) 가수분해 화합물의 용해도 한계 농도를 과하여 시료 내 상당

량의 콜로이드를 함유하고 있다. 서로 다른 농도  pH 조건에서 생성된 U(VI) 가

수분해 콜로이드를 앞서 설명된 LIBD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LIBD 기술을 

이용한 콜로이드 특성 조사와 동시에 PCS (Malvern Ins., Zetasizer NS90)  

TEM (Jeol, JEM-2000FXII) 측정을 수행하기 하여 상 으로 진한 우라늄 농도

(1 mM)의 시료를 다음과 같이 제조하 다. pH 1이고 우라늄 농도가 1 mM인 시료

에 진한 NaOH (2.4 M) 용액을 미량 가하여 약산성 조건(pH 5~6.5)에서 과량의 노

란색 U(VI) 가수분해 침 을 함유하는 시료를 제조하 다. 우라늄 가수분해 침 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콜로이드성 우라늄(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침 을 가라앉힌 후 일정량의 상등액을 취하여 특성 조사를 수행하 다. 필요

한 경우 우라늄 콜로이드 시료를 원심분리필터(기공크기≈1.5 nm, Milllipore, 

Amicon 10 kD)를 이용하여 농축하여 시료 내 존재하는 콜로이드의 입자수를 PCS 

측정가능 범 로 높 다. 한 TEM 시편을 비하는 과정에서 바탕매질로부터 생

성되는 NaClO4의 결정이 우라늄 콜로이드 측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TEM 시편은 

여과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비하 다. 일정량의 우라늄 시료에 증류수를 가

한 후 원심분리필터(기공크기≈1.5 nm, Milllipore, Amicon 10 kD)를 이용하여 여과

하기를 수차례 반복하여 바탕매질 NaClO4의 농도를 충분히 희석하 다. 시료를 

TEM 시편에 할 때, 바탕매질의 증발이 용이하도록 여과의 마지막 단계에서 매

질을 에탄올로 변경하 다. 약산성의 우라늄 시료 내에 형성된 가수분해 콜로이드

와 공존하는 노란색 우라늄 침 을 별도로 수집하여 그 결정구조를 XRD(D5000, 

Siemens)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모든 우라늄 시료는 제조 후 Ar으로 채워진 로

 박스 내에 보 하 다.

다. 결과  논의

(1) real/pseudo 악티나이드 콜로이드 제조  특성 조사

용해도 측정을 해 제조한 시료  용해도 한계를 넘는 조건에서 존재하는 우

라늄 콜로이드의 크기를 LIBD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세 가지 조건에서 

형성된 우라늄 시료를 상으로 2,000번의 라즈마가 발생한 치를 CCD-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한 결과를 그림 3-2-19에 나타내었다. 우라늄 농도  pH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라즈마 공간분포를 보이는 U(VI) 콜로이드가 생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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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 다. 생성된 U(VI) 콜로이드의 크기 정보를 도출하기 하여 폴리스틸  

표 입자를 상으로 측정한 라즈마 공간분포와 비교하 다. 그림 3-2-7에 나타

낸 라즈마 공간분포의 도수분포에서 체 입자 열횟수의 95%가 치한 X-축 

상 분포 길이를 유효 길이(Effective Focal Length, EFL)로 정의하고 폴리스티  

표 입자에 하여 측정된 유효 길이를 우라늄 콜로이드의 결과와 비교하여 그

림 3-2-20에 나타내었다. 수십에서 수백 nm 크기의 폴리스틸  표 입자를 상으

로 측정한 결과를 동시에 나타내기 하여 로그 좌표를 사용하여 도시하 다. 별표

는 다양한 크기의 폴리스틸  표 입자를 상으로 측정한 결과이고 실선은 최소자

승법으로 구한 검정곡선이다. 폴리스틸  표 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유효

길이가 선형 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 부호는 그림 3-2-19에 나타

낸 우라늄 콜로이드 시료에 한 라즈마 공간분포의 유효 길이를 나타낸다. 

그림 3-2-20의 결과는 낮은 농도  낮은 pH에서 생성된 U(VI) 콜로이드(시료 C)

가 높은 농도 혹은 높은 pH에서 생성된 U(VI) 콜로이드(시료 A 는 B)와 비교하

여 상 으로 크기가 작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생성된 우라늄 콜로이드의 크기를 

폴리스틸  표 입자와 단순 비교하여 그림 3-2-20에 나타내었으나 재까지의 측

정 결과만으로는 이것이 우라늄 콜로이드의 실제 크기인지는 단할 수 없다. 이를 

해서는 나노입자 물성에 한 LIBD 신호 특성이 조사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크기가 증명된 우라늄 나노입자에 한 LIBD 신호 특성에 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림 3-2-21에 우라늄 농도가 10 ppm이고 기 pH가 5.87인 시료 (그림 3-2-19

의 C) 내에 생성된 U(VI) 가수분해 콜로이드의 입자 크기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증가하 음을 나타내었다. 여러 조건의 시료에서 콜로이드 생성 기 1∼2 달 사이

에 입자의 크기 증가하고, 시료의 pH가 감소됨이 찰되었다. 시료 내 존재하는 용

존 악티나이드 가수분해 화학종의 다 체 생성반응 (polymerization) [3-2-14]  

콜로이드성 입자간의 응집반응(agglomeration)[3-2-15]으로 인해 시료의 pH 변화에 

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기에 비교  큰 우라늄 콜로이드(수 백 nm)가 생성

된 시료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자간의 응집반응으로 인해 콜로이드의 크기

가 차 증가하고 용액 내에서 더 이상 부유하지 못하는 침 물이 발생될 것으로 

상된다. 생성된 우라늄 콜로이드의 실제 크기를 조사하기 하여 입자의 물성과 

무 하게 입자 크기 정보를 제공하는 상용화된 PCS 는 TEM 등을 이용하여 우

라늄 가수분해 콜로이드의 크기를 조사하 다. 의 10-50 ppm 농도의 시료에서 

생성된 콜로이드 입자의 수는 상용화된 PCS의 검출한계 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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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9. Two-dimensional distributions of breakdown events for various 

U(VI) hydrolysis colloidal nanoparticles were measured by LIB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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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0. The size of U(VI) hydrolysis colloids was determined by 

comparison with polystyrene reference nano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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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 The size of U(VI) hydrolysis colloids increased 2 month after the 

sample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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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농도가 1 mM인 침   콜로이드를 포함하는 시료(pH 5-6)를 일정시간

이 경과한 후, 침 을 제외한 상등액을 취하여 수용액 내에 안정하게 떠다니는 

U(VI) 가수분해 콜로이드의 특성을 조사하 다. 그림 3-2-22  3-2-23에 U(VI) 

콜로이드의 TEM  PCS 측정 결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3-2-22(a)는 우라늄 

입자의 TEM 사진이고, EDS(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측정된 입자의 성분분석 결과를 그림 3-2-22(b)에 보 다. 그림 3-2-22(c)에 650 여

개 우라늄 입자의 TEM 사진을 분석하여 얻은 우라늄 입자의 크기에 한 도수분

포를 막 그래 로 보 다. 입자 지름의 20 nm를 한 구간으로 선정하 고,  측정값

을 식 (5)의 가우스 함수로 맞춘 결과를 실선으로 나타내었다. 곡선맞춤에 의해 결

정된 우라늄 입자의 크기 분포는 심값이 220 nm이고, 반폭(ω)이 230 nm인 다분

산 콜로이드임을 확인하 다. 동일한 시료를 4배 농축하여 PCS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그 결과를 폴리스티 과 비교하여 그림 3-2-23에 보 다. 측정된 우라늄(VI) 

콜로이드의 평균 크기는 220 nm로 TEM 측정 결과와 유사하 다.

그림 3-2-24에 동일한 시료에 한 LIBD 측정 결과를 폴리스틸  표 입자를 

상으로 한 측정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X-축상 라즈마 공간분포의 유효

거리(EFL)를 이  에 지를 변화시키면서 측정하 다. 폴리스틸  표 입자

의 경우 에 지 변화에 따라 유효 거리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반면, 우라늄

(VI) 나노입자의 경우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단분산 폴리스틸  표 입

자와 달리 우라늄(VI) 가수분해 콜로이드는 TEM  PCS 결과로부터 확인된 바와 

같이 입자의 크기가 수십에서 수백 nm에 걸쳐 퍼져있는 다분산 나노입자이기 때문

인 것으로 단된다. 우라늄(VI) 가수분해 콜로이드에 한 보다 정확한 특성 분석

을 하여 단분산 우라늄(VI) 가수분해 콜로이드 표 시료를 제조하는 방법을 모색

하는 이다. 한 LIBD, PCS  TEM을 이용한 크기 분석뿐만 아니라 XRD를 이

용한 결정분석, TRLFS를 이용한 용존 우라늄 가수분해 화학종 분석, 여과  

ICP-MS를 이용한 콜로이드 크기군별 농도 측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악티나이드 

콜로이드의 특성을 종합 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에 있다.

에서 조사된 우라늄 콜로이드의 결정구조를 직  조사하는 데는 그 양이 상당

히 어 측정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간 인 결정구조 조사를 해 콜로이드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우라늄(VI) 가수분해 침 물에 한 X-ray 회  패턴을 측정

하여 그림 3-2-25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회 패턴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면, 보

고된 우라늄 침 의 결정구조는 그 수가 상당하다. 그림 3-2-25에 도시한 X-ray 

회  패턴은 JCPDS card 18-1436의 합성된 metaschoepite, UO3․2H2O(cr)의 회 패

턴과 유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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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2. (a) TEM image, (b) EDS spectrum and (c) the distribution of 

particle sizes for U(VI) hydrolysis coll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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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 The size of U(VI) hydrolysis colloids was measured by PCS and 

compared with polystyrene reference nanoparticles in size of 125 and 24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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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5. XRD pattern for U(VI) hydrolysis precipitate. Diffraction pattern is 

similar to that of synthetic metaschoepite, UO3․2H2O(cr) (#18-1436, JCPDS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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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BD를 이용한 물성에 따른 콜로이드 특성 분석

 콜로이드 입자의 물성에 따른 LIBD 신호 특성을 분석하기 한 첫 번째 상 

물질로 자연수에 존재하는 콜로이드성 물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실리카 콜로이

드(SiO2)을 선택하 다. 그림 3-2-26에 제조사의 크기 정보가 60±6 nm인 SiO2 나

노입자의 TEM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크기가 60±6 nm인 SiO2 나노입자의 경우 

비교  고른 크기 분포를 보 고, 시료 내 분산이 잘 이루어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총 70 여 개의 입자 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균 78 nm, 표 편차 14 nm인 단분산 크

기 분포 결과가 얻어졌다. 그림 3-2-27(a)에 다양한 크기의 폴리스틸   SiO2 표

입자를 시료로 입사 이 의 펄스 에 지를 변화시키면서 열확률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1%의 열확률(식 (1) 참조)이 생기는 에 지를 시료에 한 

문턱에 지로 정의하고, 각 표 입자의 문턱에 지를 그림 3-2-27(b)에 나타내었다. 

이 때 시료의 입자 도를 1×10
7
 개/cm

3
로 고정하 다. 폴리스틸  표 입자의 경우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문턱에 지가 선형 으로 낮아진다는 것이 찰되었다. 같은 

크기의 폴리스틸  표 입자와 비교할 때 SiO2 표 입자의 경우 상 으로 높은 

문턱에 지가 필요함이 찰되었다. 폴리스틸   SiO2 표 입자의 크기에 따른 

유효 첨길이의 변화를 측정하여 그림 3-2-28에 나타내었다. 동일한 이  에 지

에서 폴리스틸  표 입자의 크기에 따른 유효 첨길이의 증가 추세에 비해 SiO2 

나노입자의 경우 유효 길이의 증가추세가 작음이 찰되었다. 그림 3-2-29에 입

사되는 이  에 지 변화에 따른 각 표 입자의 유효 길이의 변화를 조사하

여 나타내었다. 폴리스틸  표 입자의 경우 에 지가 증가함에 따라 유효 길이

가 일정 비율로 증가함이 찰된 반면 SiO2 나노입자의 경우 에 지 변화에도 불구

하고 유효 길이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림 3-2-27∼3-2-29의 결과를 종

합 으로 분석하면, 폴리스틸  표 입자에 비해 SiO2 나노입자의 경우 높은 에

지의 빛이 입사되어야 입자 열 상이 발생되고 각 나노입자의 크기에 한 에

지 민감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 에 의해 유발되는 입자의 열을 한 

첫 번째 단계인 기 자유 자를 발생시키는 다 자 이온화 (Multi-Photon 

Ionization) 과정과 한 계가 있다. 532 nm 장(2.3 eV)의 이 를 이용할 

때, 폴리스틸 (이온화 에 지 7.8 eV)은 기 자유 자 유발을 해 4 자 이온화 

과정이 필요한 반면 SiO2(이온화 에 지 11.7 eV)는 5 자 이온화 과정이 필요하

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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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6 TEM image and the distribution of particle sizes for SiO2 reference 

nano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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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7. (a) S-curve were investigated for polystyrene and SiO2 reference 

nanoparticles and (b) the thresholds energies for breakdown (breakdown 

probability at Eth is 1%) show linear dependence on partic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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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are polystyrene and SiO2 show different dependence on the partic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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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수용액 상에 존재하는 100 nm 이하 크기의 미량의 콜로이드성 입자 분석에 유

용한 LIBD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나노입자의 특성을 조사하고자 하

다. LIBD를 이용하여 결정된 우라늄 나노입자의 크기 정보는 상용화된 PCS  

TEM을 이용하여 추가 으로 증명하 다. SiO2와 폴리스틸  표 입자에 한 

LIBD 신호 특성의 차이를 보고하 다. 물성이 다른 다양한 입자를 상으로 LIBD 

신호 특성에 한 보다 심층 인 연구가 수행되면, 자연수에 존재하는 미량의 콜로

이드  real/pseudo 악티나이드 콜로이드의 안정성 등에 한 유용한 정보를 보다 

쉽게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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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LWCC를 이용한 Np, Pu 착물 화학종 규명

악티나이드 원소가 포함된 고  방사성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 안 성을 평가

하기 해서는 이들이 지하수 내에서 보이는 화학  거동을 이해하는 것이 요하

다. 지하수에 용해된 악티나이드 원소는 수용성 가수분해 화학종을 형성하거나 지

하수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기  무기 이온과 반응하여 수용성 착물을 형성한다. 

이들 화학종은 지하수에 존재하는 미세한 콜로이드 입자에 흡착되어 그 이동성이 

증가하거나 혹은 지하 물질 계면에 흡착됨으로써 그 이동성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악티나이드 원소의 수용액 내 화학  거동을 규명하기 해서는 수용액 내

에 존재할 수 있는 미량의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구분하고 각 화학종의 형성상수

(formation constant)와 같은 열역학  자료를 조사해야 한다[3-3-1].

이를 해 이  형  분 법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이  유도 

음향 분 법(Laser-induced Photo-Acoustic Spectroscopy)과 같은 고감도의 이

 분 기술을 이용하여 미량 농도(μM 이하)의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명하는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3-3-2∼3-3-4]. 그러나 이러한 이  분 장치는 상용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쉽게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상용화된 자외선-가시 선 장 

역의 분 도계(UV-VIS spectrophotometer)를 일반 으로 이용하고 있다[3-3-5

∼3-3-7]. 상용의 분 도계를 이용하는 분 기술은 이 를 원으로 이용하는 

분 법에 비해 검출감도(detection sensitivity)가 낮다. 따라서 개 mM 농도 이상

의 화학종에만 용할 수 있다는 한계를 단 으로 지 할 수 있다. 이 을 보완하

기 해서는  경로(optical path length)가 긴 흡수 셀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

며, 최근 들어 상용의 분 도계와 특수하게 제작한 모세 셀(capillary cell)을 결

합하여 검출한계를 개선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3-3-6, 3-3-8].

제 3 에서는 1.0 m의  경로를 가진 액체 도  모세  셀(LWCC, Liquid 

Waveguide Capillary Cell)을 상용의 분 도계에 연결하여 미량의 악티나이드 화

학종을 규명하고자 한다. 흡수스펙트럼 측정에 필요한 악티나이드 표  시료 제조 

방법을 연구하고 제조된 악티나이드 표  시료 내 악티나이드 원소의 산화상태를 

일정기간동안 안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 다. 한 농도가 서로 다른 악티

나이드 표  시료를 이용하여 각 악티나이드 원소에 한 농도측정 용 보정곡선 

(calibration curve), 몰흡 계수 (ε, molar absorption coefficient, M
-1
cm

-1
)  검출

한계(LOD, Limit Of Detection)를 조사하 다. 구성된 고감도 LWCC 시스템의 성

능을 일반 으로 사용되는 표  석  셀을 이용한 경우와 비교 평가하 다. 설치된 

고감도 LWCC 시스템을 Np  Pu의 착물 화학종 규명에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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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WCC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화학종 고감도 검출

가. 서론

로  박스 내부에 LWCC를 설치하고, 섬유(optical fiber)를 이용하여 분

도계와 연결하 다. U(IV/VI), Np(IV)  Pu(V/VI) 화학종을 측정 상으로 하

다. 각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표  시료를 기화학  는 화학  방법을 통해 제

조하고, 이를 희석하여 농도가 서로 다른 시료를 제조하 다. 흡수스펙트럼을 측정

하여 각 악티나이드 화학종에 한 농도측정 용 보정곡선, 몰흡 계수  검출한계

를 조사하 다. 측정한 검출한계를 분 도계에 일반 으로 이용되고 있는 1.0 cm

의  경로를 갖는 표  석  셀을 사용한 경우의 검출한계와 비교하 다.

나. 실험

(1) LWCC 시스템 구축

그림 3-3-1에 실험에 사용된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었다. 방사성 악티나이드 화

학종 측정  기 에서 산화상태가 불안정한 악티나이드 화학종 측정을 해 불

활성 기체(Ar)로 채워진 로  박스 내부에 LWCC를 설치하 다. 로  박스 외

부에 치한 분 도계(Varian, Cary 5)의 셀 홀더(10×10 mm)에 섬유 결합기

(fiber optic coupler, Hellma)를 설치하고, 섬유(내경 0.6 mm)를 이용하여 LWCC

와 분 도계를 연결하 다. LWCC는 테 론으로 외벽이 코 된 내경 0.55 mm인 

석  재질의 모세 이며, 액체 시료가 채워진 모세 의 내벽에서 빛의 반사가 이

루어지고, 시료 내에서  경로는 100 cm이다. LWCC를 이용해 흡수스펙트럼을 측

정할 경우에 필요한 시료의 최소량은 250 μL로, 방사성 독성으로 인해 사용량에 제

한이 있는 악티나이드 시료에 용할 경우 큰 장 으로 작용한다. 모세  셀에 시

료와 이 동시에 입사할 수 있도록 T자형의 연결 합부(그림 3-3-1에서 선으

로 표시)가 장착되었다[3-3-9]. 시료 주입  교체를 하여 연동식 펌 (IP4, 

Ismatec)를 사용하 고, 산염기에 한 내구성이 강한 Viton tubing(내경 1.65 mm, 

Ismatec)과 테 론 을 사용하 다. 1 M HClO4  1 M NaOH 용액을 이용하여 

모세 을 세척하 고, 측정 시료를 주입하기 에 시료와 조성이 같은 바탕시료를 

이용하여 모세 을 충분히 세척하 다. 시료 주입 후, 시료의 흐름을 멈춘 상태에서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하 다. 검출한계는 바탕시료의 경우 측정된 신호의 표 편차

의 세 배(3σ)에 해당하는 값으로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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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A sensitive absorption measurement system using a LWCC to detect 

actinide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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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티나이드 표  시료 제조

U(VI) 표  시료는 다음과 같이 제조하 다. 천연우라늄의 산화물 (UO2) 분말을 

H2O2를 함유한 6 M HClO4 (analytical grade, Merck) 최소량으로 용해하 다. 진한 

NH4OH를 가하여 pH 2를 유지한 조건에서 30%의 H2O2를 방울방울 가하여 uranyl 

peroxide 침 을 얻었다[3-3-10]. 우라늄 침 물을 여과하고, 몇 방울의 H2O2를 가

한 0.01 M HClO4와 증류수로 세척하 다. 침 물을 6 M HClO4에 녹인 후 가열하

여 과산화수소를 날려 보내고 증류수로 희석하여 정제된 UO2(ClO4)2 모용액을 얻었

다. U(VI) 모용액을 1 M HClO4 용액을 이용하여 히 희석하여 농도가 서로 다

른 U(VI) 표  시료를 제조하 다. U(IV) 모용액은 그림 3-3-2에 나타낸 Pt/Pt 

극을 이용한 기분해셀이나 그림 3-3-3에 나타낸 Hg/Pt 극을 이용한 기분해

셀을 사용하여 기화학  방법으로 제조하 다. 강산성 조건(1 M HClO4 혹은 0.2 

M HClO4)에서 U(VI) 용액을 기분해법으로 환원시켜 얻었다. U(VI) 모용액을 

당량의 1 M HClO4 용액을 이용하여 희석하여 U(IV) 표  시료를 제조하 다. 

U(IV) 표  시료의 산화상태를 유지하기 하여 희석에 사용될 1 M HClO4 용액의 

용존 산소를 다음과 같이 제거하 다. 1 M HClO4 용액을 일정 온도로 가열한 뒤, 

4% H2 기체를 함유한 Ar 기체 분 기에서 서서히 식힌 후, 음 쇄법(sonication)

을 이용하여 잔여하고 있는 기체를 제거하 다. 모용액  표  시료의 우라늄 농

도는 Kinetic Phosphorescence Analyzer(Chemchek Instrument)를 이용하여 정량하

다.

Np(V) 모용액은 다음과 같이 제조하 다. 
237
Np 용액(2 M HNO3 매질)을 유리 

비이커에서 증발 건고하고, 2 ml의 0.1 M HNO3를 가하고 2-3분간 끓여서 Np(V) 

산화상태의 용액을 비하 다. 용액을 양이온교환수지(AG 50WX8, 200-400 mesh, 

1 ml 부피) 컬럼에 통과시켜서 
237
Np의 딸핵종인 

233
Pa를 흡착시켜서 제거하 다. 분

리한 
237
Np 용액을 증발 건고시키고, 0.01 M HNO3로 용해하여 0.242 mM(1.50 

kBq/ml)의 모용액을 비하 다. 

질산 매질에 용해된 Np(V) 모용액은 기분해를 해 증발건고하여 1 M HClO4 

매질로 변경하 다. 그림 3-3-2에 나타낸 Pt/Pt 극을 이용한 기분해셀을 이용

하여 강산성 조건(1 M HClO4)에서 Np(V)을 기화학  방법으로 환원시켜 Np(IV) 

모용액을 제조하 다[3-3-11]. 바탕매질이 D2O(99%, Aldrich)인 1 M HClO4 용액으

로 Np(IV) 모용액을 히 희석하여 다양한 농도의 Np(IV) 표  시료를 제조하

고, 액체섬 계수기(LSC,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TRI-CARB 2500 TR/AB, 

Packard)를 이용하여 표  시료의 Np 농도를 결정하 다.

Pu(VI) 표  시료는 다음과 같이 제조하 다. 루토늄 산화물(PuO2, 
242
Pu = 

99.932%, ORNL, USA)을 진한 HNO3와 소량의 HF를 이용하여 용해시켰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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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O3 매질 용액에 진한 HClO4를 가하고 증발 건고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여 

루토늄을 Pu(VI)로 산화시키고, 용액의 매질을 HClO4로 변환하 다. 충분히 증발

시킨 루토늄 침 물에 최종 으로 약 0.5 M HClO4를 가하고 약하게 가열하여 

루토늄 침 물을 녹여 Pu(VI) 모용액을 비하 다. 알 -분 계(α-spectrometer, 

EG&G/ORTEC, USA)와 LSC를 이용하여 모용액의 루토늄 농도를 정량하 다. 

Pu(VI) 모용액을 바탕매질이 D2O(99%, Aldrich)인 1 M HClO4 용액을 이용하여 

히 희석하여 농도가 서로 다른 Pu(VI) 표  시료를 제조하 다. Pu(V) 모용액은 

Pu(VI) 용액을 이용하여 기분해법으로 얻었다[3-3-12]. 이 때 루토늄의 농도는 

100 μM 이고, 바탕 매질은 pH 3인 0.01 M NaClO4 용액이다. 이 게 얻은 Pu(V) 

표 용액을 pH 3인 0.01 M NaClO4 (Analytical Grade, Merck) 용액으로 희석하여 

농도가 다른 Pu(V) 표 시료를 비하 다. LSC를 이용하여 Pu(V) 표  시료의 

농도를 결정하 다.

모든 용액은 Milli-Q 장치(Millipore, Milli-Q Academic)를 통과한 무이온수(18 

MΩ)를 사용하여 제조하 으며, 각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모용액은 제조직후 불활성 

기체로 채워진 로  박스에 보 되었다. 각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표  시료는 

로  박스 내부에서 모용액을 희석하여 제조하 고, 제조직후 LWCC 시스템을 이

용하여 흡 도를 측정하 다.

다. 결과  논의

(1) 악티나이드 표  시료 제조  산화 상태 유지

(가) 우라늄 표  시료

강산성 조건(1 M HClO4)에서 5 mM 농도의 U(VI) 용액 5 mL(총 U 6 mg)를 

Pt/Pt 극(그림 3-3-2 참조)을 이용하여 -0.21 V (Ag/AgCl 기 극) 에서 

U(IV)으로 환원시켰다. 이 때 환원  -0.21 V는 물의 환원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H2 기체의 생성을 최소화하면서 우라늄을 환원시키기 한 최소  값이다

[3-3-13].

그림 3-3-4에 환원과정  측정된 우라늄 흡수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환원반응

이 진행됨에 따라 414 nm에서 최 흡수를 보이는 U(VI)의 흡수가 감소되고 648 

nm에서 최 흡수를 보이는 U(IV)이 차 증가되었다. 90분간의 환원반응을 통해 

모든 U(VI)이 U(IV)으로 환원되었음을 분 학  방법으로 확인하 고, 이때 찰된 

흡수스펙트럼은 기존에 보고된 U(IV) 이온의 흡수 스펙트럼(1 M DClO4)과 일치하

다[3-3-14]. 추가 으로 30분간 환원반응을 더 진행시켰으나 U(III)으로의 환원은 

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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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에 Pt/Pt 극(그림 3-3-2 참조)을 이용하여 기화학  환원반응에 

의해 생성된 U(IV)의 안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환원된 U(IV) 용액을 둘

로 나눠 하나는 불활성 기체(Ar) 분 기에서  다른 하나는 기상태에서 보 하

면서 시간의 함수로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하고 우라늄 산화상태 변화를 찰하 다. 

U(IV)은 기 에서 안정한 산화상태인 U(VI)으로 빠르게 산화하여 한 달이 지난 

후 시료 내 모든 우라늄이 U(VI)으로 산화되었음을 확인하 다. 반면 Ar 기체로 채

워진 로  박스 내부에 보 한 U(IV) 용액의 경우 6개월 동안 비교  많은 양의 

우라늄이 4가 산화 상태를 유지하 고, 흡수분 법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미량의 우

라늄만 U(VI)으로 산화되었다.

그림 3-3-6에 Hg/Pt 극(그림 3-3-3 참조)을 이용한 기화학  환원반응에 의

해 변화하는 우라늄의 산화상태를 흡수스펙트럼 측정을 통해 찰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산성 조건(0.2 M HClO4)에서 5 mM 농도의 U(VI) 용액 10 mL(총 U 12 mg)

가 2시간 내에 U(IV)와 U(III) 혼합물 형태로 환원되었다. 환원반응이 진행되는 Hg 

극이 담긴 셀에서 물의 환원반응에 의한 H2 기체 생성이 거의 없도록 양극(Pt)/

음극(Hg)간의 압을 3.5 V로 유지하 다. Pt/Pt 극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Hg/Pt

극을 사용하는 경우가 H2 기체에 의한 방해가 없어 U(VI)가 U(IV)로 환원되는 

효율이 높았다. Hg/Pt 극을 이용한 기화학  환원반응에 의해 생성된 U(III)은 

실험 조건에서 매우 불안정하여 불활성 기체 분 기에서도 수일에 걸쳐 자발 으로 

U(IV)로 산화되었고 이를 그림 3-3-6에 나타내었다. 흡수 스펙트럼의 주기 인 측

정을 통해 생성된 U(IV)의 산화상태가 불활성 기체(Ar) 분 기에서 U(VI)로 산화

되지 않고 장기간 유지됨을 확인하 다.

(나) 넵투늄 표  시료

강산성 조건(1 M HClO4)에서 0.7 mM 농도의 Np(V) 용액 3 mL(총 Np 0.5 mg)

를 Pt/Pt 극(그림 3-3-2 참조)을 이용하여 -0.25 V (Ag/AgCl 기 극) 에

서 Np(IV)으로 환원시켰다. 그림 3-3-7에 나타낸 바와 같이 980 nm에서 강한 흡수

를 나타내는 Np(V)은 환원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차 감소하고 960  723 nm에

서 흡수를 보이는 Np(IV)이 생성되었다. 반응 70분 후에 980 nm에서의 Np(V)에 

의한 흡수가 사라지고 100% Np(IV)만의 흡수스펙트럼이 찰되었다. 이는 바탕매

질이 2 M HClO4인 조건에서 측정된 Np(IV)의 흡수스펙트럼과 일치하 다[3-3-14]. 

상 으로 몰흡 계수가 작은 Np(III)에 의한 흡수는 찰되지 않았다. 생성된 

Np(IV)는 공기 에서 빠르게 Np(V)로 산화되므로 불활성 기체(Ar)로 채워진 로

 박스에 시료를 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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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에 보 된 Np(IV) 모용액의 흡수스펙트럼을 주기 으로 측정하여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시료 내 Np 산화상태의 변화를 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960 

nm에서 Np(IV)의 몰흡 계수보다 980 nm에서 Np(V)의 몰흡 계수가 2배 이상 크

기 때문에 그림 3-3-8의 왼쪽 그림에 보인 흡수스펙트럼 상에서 960 nm 흡 도의 

감소는 미미한데 반해 980 nm에서의 흡 도 증가는 명확하게 찰되었다. 그림 

3-3-8의 오른쪽에 960 nm  980 nm 장에서의 흡 도와 각 Np 산화상태의 몰

흡 계수를 이용하여 Np(IV)의 농도  Np(V)의 농도를 정량 분석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Np(IV)의 경우 불활성 기체로 채워진 로  박스 내부에 보 하 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동안 약 7%의 Np이 Np(V)으로 산화되었다.

(다) 루토늄 표  시료

강산성 조건에서 제조된 Pu(VI) 모용액은 장기간동안 그 산화상태가 안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약산성 조건에서 Pu(VI)은 안정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Pu(V)으로 환원된다. 약산성 조건에서 Pu(VI)의 산화상태를 유지하기 한 방법으

로 ozonolysis를 용하 다. 그림 3-3-9에 Pu(V)와 Pu(VI)가 혼재하고 있는 시료

에 O3 기체를 가하여 루토늄을 산화시킨 결과를 나타내었다. 30분여의 ozonolysis

를 수행한 뒤 569 nm에서 최 흡수를 보이는 Pu(V)의 흡수가 어들고 831 nm에

서 최 흡수를 보이는 Pu(VI)의 흡수가 증가하여 모든 루토늄이 정량 으로 

Pu(VI)로 산화되었다. 그러나 기 상태에서 수행한 ozonolysis로 인해 시료 내에 

NO3
-
 이온이 증가하여 시료의 pH가 감소함이 찰되었다. 따라서 pH 조건에 따라 

생성되는 다양한 Pu(VI) 화학종을 규명하는 연구를 한 시료 비 과정으로 

ozonolysis를 용하기 해서는 기를 차폐하기 한 별도의 장비가 요구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약산성 조건에서 Pu(VI) 산화상태를 유지하기 하여 산화제 NaOCl을 사용한 

결과를 그림 3-3-10에 나타내었다. 이때 루토늄 총 농도는 45 μM이고 시료의 

pH는 2.66, NaOCl의 농도는 1 mM이었다. 한 달여의 찰 기간 동안 95% 이상의 

루토늄이 Pu(VI) 산화상태로 유지됨을 확인하 다.

(2) LWCC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화학종 측정

(가) LWCC 시스템의 특성 조사

고감도 LWCC 시스템은  투과 길이가 100 cm인 모세  셀을 사용하기 때문

에 일반 으로 사용되는  투과 길이가 1 cm인 석  표  셀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바탕매질에 의한 흡수가 100배 증가한다. 따라서 UV-Vis-NIR 역에서 

강한 흡수를 보이는 다양한 악티나이드 원소의 미량 측정에 LWCC 시스템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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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탕매질인 물의 향을 측정하 다. 그림 3-3-11

에 바탕 매질에 의한 흡수를 고려하기 하여 H2O  D2O를 LWCC에 채우고 측

정한 장별 투과도를 나타내었다. H2O의 흡수는 외선 역에서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다[3-3-15]. 보고된 바와 같이 700 nm 장 이상의 장 역에서 H2O

에 의한 흡수가 격히 증가하여 850 nm 이후에는 LWCC에 입사된 모든 빛이 바

탕매질인 H2O에 흡수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D2O를 바탕매질로 사용하는 경우 

600 nm보다 짧은 장 역에서는 H2O보다  투과가 지만, 장 장 역에서는 

D2O 매질의  투과율이 높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흡수 장이 723 nm인 

Np(IV)  830 nm인 Pu(VI) 표  시료의 흡수스펙트럼측정을 해 LWCC를 사용

하는 경우, 700 nm 이상의 외선 장 역에서의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하여야 하

므로 H2O 매질 신 D2O 매질을 사용하 다.

LWCC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한 U(VI)  Pu(V) 표  시료의 흡수스펙트럼을 

표  석  셀(  투과 길이 1.0 cm)을 이용하여 측정한 흡수스펙트럼과 비교하여 

그림 3-3-12에 나타내었다. 414 nm 장에서 최  흡수를 보이는 U(VI)의 흡수스

펙트럼은 370-500 nm 장 역에서 측정하 다(그림 3-3-12의 왼편). 우라늄의 농

도가 100 μM 이고 바탕 매질이 0.1 M HClO4인 조건에서 측정한 흡수스펙트럼은 

순수한 UO2
2+
 이온의 흡수스펙트럼과 일치하 다[3-3-14]. 표  석  셀을 이용하여 

얻은 흡수스펙트럼(그림 3-3-12의 아래)은 측정감도가 떨어지므로 UO2
2+
 이온 고유

의 흡수스펙트럼 특성이 분명하게 측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LWCC를 이용한 경

우에는 100배 증가된  투과 길이 때문에 Beer-Lambert 법(A = ε․c․ℓ)에 따라 

흡 도가 100배 증강되었고, 그 결과로 형 인 UO2
2+
 이온의 흡수스펙트럼이 

측되었다.

Pu(V) 이온은 수용액 상에서 존재하는 루토늄 네 가지 서로 다른 산화상태  

몰흡 계수가 가장 작기 때문에 시료 내에 다양한 산화상태가 공존할 때 상 으

로 검출이 어렵다[3-3-14]. 그림 3-3-12의 우측에 500-700 nm 장 역에서 측정

한 Pu(V)의 흡수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약산성 조건에서 Pu(V)의 산

화상태가 안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표  시료는 pH가 3인 0.01 M NaClO4 바탕매

질을 이용하여 비하 다. 흡 도 측정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Pu(V)를 제외한 다

른 산화상태의 루토늄에 의한 흡수는 측되지 않았다. 측정된 Pu(V)의 흡수스펙

트럼은 569 nm에서 최  흡 도를 보이는 순수한 PuO2
+
 이온의 흡수스펙트럼과 일

치하 다[3-3-14]. U(VI)경우와 마찬가지로 LWCC를 이용할 경우(그림 3-3-12의 

)에 표  셀을 이용하는 경우(그림 3-3-12의 아래)와 비교하여 100배 증강된 흡

도를 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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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0. Absorption spectra measured as a function of time for monitoring 

the stability of Pu(VI) with an oxidizing agent of NaO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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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 Representative absorption spectra of U(VI) ion in 0.1 M HClO4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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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al 1.0 cm quartz cell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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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감도 LWCC 시스템의 검출한계 측정

그림 3-3-13에 고감도 LWCC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된 U(IV), U(VI), Np(IV), 

Pu(V)  Pu(VI)의 표 인 흡수 스펙트럼을 함께 나타내었다. 측정에 사용된 

U(IV), U(VI), Np(IV), Pu(V)  Pu(VI) 표  시료의 농도는 각각 20, 114, 10, 40 

 2 μM이다. 약산성 조건에서 안정하게 존재하는 Pu(V) 표 시료는 바탕 매질  

0.01 M NaClO4에서 비되었고, 이를 제외한 모든 악티나이드 표  시료는 강산성 

조건(1 M HClO4)에서 비되었다. 앞에서 언 한 바탕매질인 H2O의 흡수에 의한 

향(그림 3-3-11 참조)을 배제하기 하여 Np(IV)  Pu(VI) 표 시료는 바탕 매

질을 1 M HClO4를 함유한 D2O로 비하 다. 고감도 LWCC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된 각 악티나이드 표  시료에 한 흡수스펙트럼은 상용화된 분 시스템을 이

용하여 측정된 형 인 악티나이드 이온의 흡수스펙트럼과 일치하 다(악티나이드 

이온-최 흡수 장: U(VI)-414 nm, U(IV)-648 nm, Np(IV)-723 nm, Pu(V)-569 

nm  Pu(VI)-831 nm)[3-3-14].

그림 3-3-14에 서로 다른 농도의 표  시료를 이용하여 각 악티나이드 이온의 

최 흡수 장에서의 흡 도를 측정하고 이를 농도에 의한 함수로 나타내었다. 실

험을 수행한 농도 범 에서 모든 악티나이드 원소의 흡 도는 농도에 선형 으로 

비례하 다. 최소자승법에 의해 각 악티나이드 이온에 한 농도 측정을 한 보정 

곡선을 결정하 고, 모든 보정 곡선의 상 계수는 0.99 이상으로 우수하 다. 보정 

곡선의 기울기로부터 각 악티나이드 이온의 몰흡 계수를 결정하여 표 3-3-1에 정

리하 다.

신호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n, σ)의 3배에 해당하는 값으로부터 각 이온

에 한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를 결정하여 표 3-3-1에 정리하 다. 

비교를 하여 일반 으로 사용되는 1 cm  투과 길이를 갖는 표  석  셀을 사

용하여 측정하는 경우의 검출한계를 표 3-3-1에 함께 나타내었다.  투과 길이가 

100 cm인 모세  셀을 사용한 고감도 LWCC 시스템을 사용할 때 검출한계가 30배 

이상 제고되었고, 측정된 모든 악티나이드 이온에 하여 μM 이하 농도의 화학종 

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기존에 LWCC 시스템을 사용하여 

다양한 루토늄 이온에 한 검출한계를 보고한 값(Pu(V)-16 μM  Pu(VI)-0.7 μ

M [3-3-8])보다 약 40 배 이상 향상된 값이다. 이는 이 연구에서 설치된 고감도 

LWCC 시스템에서 사용된 분 도계의 성능과 섬유 연결 등 주변 장치의 개선

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100배 증가된  투과 길이를 갖는 모세  셀을 이용하

음에도 불구하고 검출한계가 약 30배 증가한 이유는  투과 길이의 증가와 함께 

바탕 잡음도 동시에 증가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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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LWCC 1.0-cm quartz cell

Species


(nm)


(M
-1
cm

-1
)

LOD
(M)

**

(M
-1
cm

-1
)

LOD
(M)

Pu(VI) 831 541.5±6.0
*

0.011 550 0.3

Pu(V) 569  17.0±0.2 0.35  17  10

Np(IV) 723 147.5±2.5* 0.041 127 1.5

U(IV) 648  51.1±3.4 0.12  56.1 3.2

U(VI) 414   8.4±0.5 0.71   7.8 22.8

Table 3-3-1. The molar absorption coefficients (ε, M-1cm-1) and the 

limit of detection (LOD, μM) determined by using a LWCC system and 

a conventional system with a standard quartz cell.

* The molar absorption coefficients measured in D2O solutions.

** in ref. [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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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이 연구에서는 100 cm의  투과 길이를 갖는 모세  셀(LWCC)을 로  박스 

내부에 설치하고, 섬유를 이용하여 로  박스 외부에 치한 분 도계와 연

결하여 미량 악티나이드 원소를 분석하 다. 구성한 분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UV-Vis-NIR 장 역에서 흡수 특성을 보이는 다양한 악티나이드 화학종

(U, Np  Pu)에 해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하고 농도 검정곡선과 검출한계를 조사

하 다. 이를 해 기화학  혹은 화학  방법을 이용하여 악티나이드 표  시료

를 제조하 고, 제조된 각각의 악티나이드 화학종이 그 산화상태를 안정하게 유지

할 수 있는 조건들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LWCC를 이용하여 측정한 몰 흡 계수는 1.0 cm  투과 길이를 갖는 표  석

 셀을 이용하여 측정한 몰 흡 계수와 일치하 고, 검출한계는 약 30배 향상되었

다. 이 결과는 가시 선 장 역에서 흡수를 보이는 악티나이드 원소에 해 상

용의 분 도계를 이용하여 μM 농도 이하의 정량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뿐만 아니라 LWCC를 이용할 경우에는 시료의 양을 게 사용해도 흡수스펙트

럼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방사성 시료나 고가의 악티나이드 시료에 용하기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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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안정도

가. 서론

수용액상에서 Pu(VI)의 가수분해 거동에 한 연구는 1940 년  연구[3-3-16, 

3-3-17]를 시작으로 차 정법[3-3-18, 3-3-19], 분 법[3-3-20∼3-3-23], 용해

도측정법[3-3-24∼3-3-26]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었다. 앞서 수행된 부분의 

연구에서 Pu(VI)의 환원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낮은 산화 상태의 루토늄(Pu(III), 

Pu(IV)  Pu(V))을 배제할 수 있는 짧은 시간 (수 시간) 내에 Pu(VI) 가수분해 화

학종의 형성상수를 결정하 다.

최근 발표된 차 정법과 흡수분 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Pu(VI) 가수분해 화

학종을 규명한 연구에서 기 루토늄 농도가 0.2 mM 일 때 2주 후 시료 내에 환

원반응에 의해 생성된 미량의 Pu(V) 이온이 존재함이 흡수스펙트럼으로부터 확인

되었다[3-3-27]. 따라서 이들은 Pu(VI) 가수분해 상수를 결정할 때, 시료 내 순수한 

Pu(VI)만 존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실험을 수행함과 동시에 Pu(VI) 

가수분해 반응이 평형을 이루기 한 충분한 반응 시간을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하

다[3-3-27].

재까지 Pu(VI)의 환원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산화상태가 다른 루토늄의 존재

를 고려하여 Pu(VI) 가수분해 상수를 결정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거의 없다. 이는 

수용액 내에서 공존하는 Pu(VI)와 환원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Pu(V)를 실험 조건에

서 직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서로 다른 산화상태의 루

토늄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흡수분 법이 있다. 루토늄은 산화상태에 따라 독특한 

흡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흡수분 법으로 루토늄의 각 산화상태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Pu(VI) 이온이 보이는 강한 흡수특성(ε = 550 M
-1
cm

-1
, 831 nm 

[3-3-14])과 달리 환원 생성물인 Pu(V)는 상 으로 약한 흡수특성(ε = 17 

M
-1
cm

-1
, 569 nm [3-3-28])을 보여 미량의 Pu(V)을 흡수분 법으로 검출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문헌[3-3-29]에서 언 하 듯이, Pu(VI) 가수분해 반응에 한 열역학 

상수를 결정할 때 루토늄의 산화상태의 변화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한 변

수이다.

이 연구에서는 흡수분 법을 이용하여 Pu(VI)의 환원반응이 가수분해 반응에 미

치는 향을 고려하면서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을 규명하 다. Pu(VI) 가수분해 

반응을 규명하기 하여 근 외선 역에서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함과 동시에 가시

선 역에서의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수용액상에 공존할 수 있는 Pu(V), Pu(IV) 

 Pu(III)를 정량하 다. 몰흡 계수가 작은 Pu(V)에 한 검출 감도를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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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앞서 언 한 100 cm 투과 길이를 갖도록 고안된 고감도 LWCC 시스템(그림 

3-3-1 참조)을 이용하여 루토늄의 산화상태 변화를 측정하 다. 루토늄 총 농

도를 0.1-0.12 mM로 고정하 고, 기존의 열역학 상수와의 비교를 해 바탕 매질의 

이온 세기는 0.01 M NaClO4로 고정하 다.

LWCC 시스템을 이용하여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약산성  성 조건에

서의 루토늄 시료 내에서 시료 제조 직후 환원반응에 의해 생성된 미량의 Pu(V) 

존재가 찰되었다.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으로 이합체인 (PuO2)2(OH)2
2+
가 생성

되었고, 결정된 가수분해 상수는 NEA-TDB에서 제안된 가수분해 상수와 일치하

다[3-3-29]. 미량으로 존재하는 Pu(V)은 비교  진한 농도에서 결정된 Pu(VI) 합

체의 가수분해 상수에는 큰 향을 안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낮은 루토늄 

농도 조건에서 연구되는 Pu(VI) 단량체 가수분해 화학종에 한 열역학 상수를 결

정할 때는 반드시 미량의 Pu(V) 존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Pu(VI)은 수용액 내에

서 환원반응, 가수분해반응  응집반응 등에 여한다. 흡수분 법을 이용하여 1년

여의 기간 동안 수용액 내 존재하는 다양한 루토늄 화학종을 규명하고 이들의 변

화를 통해 다양한 루토늄 반응을 논의하고자 한다.

나. 실험

(1) 시료

Pu(VI) 모용액의 앞에서 언 한 방법과 동일하게 제조하 다. LSC를 이용하여 

결정된 모용액의 농도는 3.94 mM이다. 모용액 내 존재하는 다른 루토늄 산화상

태(Pu(III), Pu(IV)  Pu(V))의 농도는 상용화된 흡수분 기의 검출한계 (약 5 μM

의 Pu(III), 약 4 μM의 Pu(IV)  약 10 μM의 Pu(V)) 이하로 모용액 내 100% 

Pu(VI)만 존재함을 확인하 다. 다양한 농도의 Pu(VI)의 표 시료는 일정량의 

Pu(VI) 모용액을 1 M HClO4를 이용하여 희석하여 비하 다. LSC를 이용하여 각 

표  용액의 루토늄 농도를 정량하 다.

Pu(VI)의 가수분해 거동을 규명하기 하여 일정량의 모용액을 한 pH로 조

된 0.01 M NaClO4 용액에 가하여 루토늄 총 농도가 약 0.1-0.12 mM이며 pH

가 3-8인 용액을 비하 다. 기 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향을 배제하기 

하여 Ar 가스로 채워진 로  박스 내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로  박스 내

부의 온도는 21±2 ℃ 로 유지되었다. 시료의 이온 세기는 0.01 M NaClO4로 고정하

다. NaClO4․H2O(Merck, analytical grade)는 별도의 재결정 과정을 통해 포함하

고 있을 불순물을 제거한 후 사용하 다. 로  박스 내에서 순도 99.99%의 

NaOH(Aldrich, semiconductor grade)를 탄산이 제거된 묽은 HClO4 용액(pH 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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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여 CO3
2-
 이온 함유량을 최소화한 NaOH 용액을 제조하여 루토늄 시료의 pH를 

조 하는데 사용하 다. 모든 시료 제조에는 순수 제조 장치(Millipore, Milli-Q 

Academic)에 의해 생성된 증류수( 항: 18 MΩ)가 사용되었다. 시간의 함수로 시료 

내에 존재하는 루토늄 화학종 분포의 변화를 찰하기 하여 총 10 mL의 시료

를 제조하여 로  박스 내에 보 하 고, 2 mL씩 취하여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한 

후 폐기하 다.

시료의 pH는 네 개의 완충용액(pH 2.00, 4.01, 7.00  9.21, Mettler Toledo)을 

이용하여 보정한 pH 극(Orion, Ross type)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루토늄 가

수분해 침 이 존재하는 성 시료의 경우 여과법(10 kD filter, Millipore, Centricon 

YM-10)을 이용하여 루토늄 침 을 분리하고 LSC를 이용하여 시료 내에 존재하

는 용존 루토늄 농도를 결정하 다.

(2) 흡수분 법

Pu(VI)의 가수분해 화학종을 규명하고 시료 내에 존재하는 루토늄의 산화상태

를 조사하기 하여 흡수분 법을 용하 다. 830 nm에서 강한 흡수를 보이는 

Pu(VI) 이온과 그 가수분해 화학종의 흡수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0.5 nm로 고정된 

spectral bandwidth를 이용하여 800-900 nm 장 역에서의 흡수스펙트럼을 측정

하 다(Varian, Cary 5).

비된 루토늄 시료는 모두 바탕 매질이 H2O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 한 결과

로 근 외선 장 역에서 흡수스펙트럼 측정을 해 고감도 LWCC 시스템을 이

용하기에 합하지 않다(그림 3-3-11 참조). 따라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1 cm  

투과 길이를 갖는 표  석  셀을 이용하여 근 외선 장 역에서의 흡수스펙트럼

을 측정하 다. 로  박스 외부에 설치된 흡수분 기를 이용하여 흡수스펙트럼 

측정하는 , 기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향을 배제하여야 한다. 따

라서 무산소성 조건에 용 가능한 석 셀(Hellma, Macro117.100F)에 시료의 일부

를 담아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하 다.

Pu(VI)의 환원반응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Pu(V), Pu(IV)  Pu(III)를 검출하기 

하여 앞에서 언 한  경로가 100 cm인 모세  셀을 이용하는 고감도 LWCC 

시스템(그림 3-3-1 참조)을 이용하 다. 기로부터 유입되는 이산화탄소의 향을 

배제하기 하여 LWCC를 불활성 기체(Ar)로 채워진 로  박스 내에 설치하 고 

앞에서 언 한 방법과 같이 로  박스 외부에 치한 흡수분 계(Varian, Cary 

5)와 연결하 다. 가시 선 장 역의 흡수 스펙트럼은 400-700 nm 장 역에

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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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논의

(1) 루토늄 이온의 정량분석

바탕 매질이 H2O인 시료에 존재하는 PuO2
2+
 이온 농도를 흡수스펙트럼을 이용하

여 정량분석하기 해서 농도가 다른 Pu(VI) 표 시료(1 M HClO4)를 제조하 다. 

PuO2
2+
 이온의 농도에 따른 스펙트럼변화를 그림 3-3-15에 나타내었다. Pu(VI) 농

도가 어듦에 따라 831 nm 장에서의 흡 도가 감소되었다. PuO2
2+
 이온의 농도

에 따른 831 nm 장에서의 흡 도 변화를 그림 3-3-15의 삽입 그림으로 나타내었

다. PuO2
2+
 표  시료의 경우 농도 범 가 1-100 μM인 시료 8개로부터 얻은 결과

는 상 계가 0.99 이상인 선형 계를 나타내었다. 검정 곡선의 기울기로부터 결정

한 PuO2
2+
(1 M HClO4)의 831 nm 장에서의 몰 흡 계수는 546.8±0.9 M

-1
cm

-1
로 

문헌값[3-3-28]과 일치하 고, 검출한계(3σ)는 0.4 μM이다. PuO2
+
의 정량분석을 

해 농도 범 가 0.5-100 μM인 표  시료 8개를 비하 고 이로부터 얻은 결과는 

앞의 그림 3-3-14에 나타내었다. LWCC로 측정된 PuO2
+
 이온의 569 nm 장에서

의 몰 흡 계수는 17.0±0.2 M
-1
cm

-1
이고, 검출한계(3σ)는 0.4 μM이다. 한 보고된 

몰흡 계수로 미루어볼 때, 고감도 LWCC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산화상태의 

검출한계는 Pu(IV)은 0.1 μM (ε = 50 M-1
cm

-1
, 470 nm [3-3-14])  Pu(III)은 0.2 

μM(ε = 35 M
-1
cm

-1
, 600 nm [3-3-14])로 측된다. 이는 루토늄 총 농도가 

0.1-0.12 mM인 시료 내에서 0.5% 미만의 루토늄 산화상태 변화를 찰할 수 있

을 정도로 용된 고감도 LWCC 시스템이 민감함을 의미한다.

(2)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안정도

루토늄 총 농도를 0.1-0.12 mM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pH가 3-8인 시료의 흡

수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흡수특성의 장 장 이동  

폭 넓어짐 상이 문헌과 유사하게 찰되었다[3-3-17, 3-3-22, 3-3-23, 3-3-27]. 

그림 3-3-16에 약 산성인 pH 5-6에서 형성된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흡수스펙

트럼을 나타내었다. 시료 제조 후 기에 측정된 흡수스펙트럼(그림 3-3-16의 (1) 

 (2)는 제조 3일 후, (3)은 제조 직후 측정됨)은 845 nm에서 최  흡수를 보이는 

가수분해 화학종이 생성되었음을 보인다. 이는 약산성 조건인 시료 내에서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으로 단량체인 PuO2(OH)
+ 
화학종이 아닌, 이합체인 (PuO2)2(OH)2

2+ 

화학종(ε = 270±10 M-1
cm

-1 
[3-3-27])이 형성되었음을 나타낸다. (PuO2)2(OH)2

2+
 화

학종의 흡수특성은 최  흡수 장이 846.4±0.8 nm이고, 반 비(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가 13.05±0.84 n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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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6. Absorption spectra of Pu(V) (left) and Pu(V) (right) measured by 

using a capillary cell in a range from 550 to 600 nm and a standard quartz cell 

from 820 to 860 nm, respectively. Spectra 1-3 for the fresh samples at pH 5.20 

(1), pH 5.62 (2) and pH 5.71 (3) and spectrum 4 measured one month after the 

sample preparation of the sample at pH 5.62 (spectrum 2) and at pH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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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CC를 이용하여 측정된 400-700 nm 역에서의 흡수 스펙트럼은 시료 제조 

직후에 이미 Pu(V)이 생성되었음을 나타내었고 Pu(III)와 Pu(IV)는 검출되지 않았

다. 미량의 Pu(V)가 검출된 pH 5.71인 시료의 경우 Pu(V)의 농도는 6.5 μM로 1 

cm 석  셀을 이용하는 경우의 검출한계(약 10 μM)보다 낮은 농도이지만, 체 농

도의 6%에 이르는 루토늄이 시료 제조 직후 환원되었음을 나타낸다. 

흡수스펙트럼으로부터 용존 PuO2
+
, PuO2

2+
, (PuO2)2(OH)2

2+
의 농도를 구하고 이로

부터 계산된 (PuO2)2(OH)2
2+
의 가수분해 형성상수를 표 3-3-2에 정리하 다. Pu(VI)

의 가수분해 반응의 평형상수를 아래 반응식 (1)을 이용하여 결정하 다.

m PuO2
2+ + n H2O ⇄ (PuO2)m(OH)n

(2m-n) + n H+ (1)

 *β‘mn = 


 
  

  


모든 시료의 이온 세기는 0.01 M NaClO4로 고정하 고, 실험 조건에서 결정된 log
*

β‘22의 평균값은 -7.34±0.22이다. 기존에 보고된 가수분해 형성상수와 비교하기 하

여 specific ion interaction theory(SIT)를 이용하여 무한히 묽은 용액에서의 형성 

상수 
*β°nm를 결정하고 문헌값과 비교하 다[3-3-29]. 수용액 내 존재하는 Pu(VI) 

이온과 바탕 매질의 ClO4
-
 이온 사이의 ion interaction coefficient에 한 정보가 부

족하기 때문에 문헌에 제시된 U(VI) 이온과 바탕 매질의 ClO4
-
 이온 사이의 ion 

interation coefficient를 용하 다. 무한히 묽은 농도 조건에서의 형성상수 logβ°22 

= -7.08±0.22를 계산하 다. 이는 문헌 값(logβ°22 = -7.5 +0.5/-1.0 [3-3-29])과 일치

하 다. Pu(VI)의 환원반응에 의해 생성된 미량의 Pu(V)는 mM 농도 이상의 진한 

농도에서 형성되는 Pu(VI) 가수분해 합체의 형성상수 결정에서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루토늄 가수분해 단량체가 생성되는 묽은 농도 조건에서는 일

반 인 석  셀(  투과 길이 1 cm)을 이용하는 흡수분 법의 검출한계 이하의 농

도로 존재하는 Pu(V)이 가수분해 화학종 형성상수 결정에 상당한 오차를  것으

로 상된다.

그림 3-3-16의 흡수스펙트럼 (4)는 기 pH가 5.62인 시료(스펙트럼 (2))를 한 

달 후에 측정한 결과이다. 이때 pH는 5.33으로 시료가 약간 산성화되었다. PuO2
2+
와 

PuO2
+
 이온의 흡수는 증가한 반면 (PuO2)2(OH)2

2+
 화학종의 흡수( 심 장 846.4 

nm)는 어들었다. 이는 시료 내에서 Pu(VI)의 환원반응이 진행되어 Pu(V)의 농도

가 증가하 음을 의미한다. 한 생성된 (PuO2)2(OH)2
2+
 화학종은 약산성 조건에서 

몇 가지 이유로 안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시료의 산성화로 인하여 (PuO2)2(OH)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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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종이 해리되고 이로 인한 시료 내 PuO2
2+
가 증가가 찰되었다. 이와 동시에 

(PuO2)2(OH)2
2+
 화학종은 시료 내에서 응집반응이 진행되어 빛을 흡수하지 않는 

합체를 형성할 수 있다. 실제로 한 달 후 측정된 흡수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총 

루토늄 농도의 약 10% 정도가 흡수분 법으로 검출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루토늄 시료의 pH가 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3-3-23, 3-3-27]. 

아래 식 (2)와 같은 (PuO2)2(OH)2
2+
의 해리반응은 H

+
 이온을 소모하여 시료의 pH를 

증가시킨다. 반면 식 (3)의 Pu(VI) 환원반응은 H
+
 이온을 방출하여 시료의 pH를 감

소시킨다.

(PuO2)2(OH)2
2+
 + 2 H

+
 ⇄ 2 PuO2

2+
 + 2 H2O

2 PuO2
2+
 + H2 ⇄ 2 PuO2

+
 + 2 H

+

(2)

(3)

그러나 실제 시료의 pH 변화량은 두 반응에 의한 용액 의 [H
+
] 변화량에 비해 과

량의 H
+
 이온이 시료 내 생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른 H

+
 이온의 공 원으로 시

료 내 존재하는 Pu(IV) 합체의 응집에 의한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3-3-30]. 

Pu(VI) 총 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료 비 과정에서 첨가되는 진한 NaOH가 

시료 내 국부 인 과포화 상태를 형성하여 평형 상태에서는 생성될 것으로 기 되

지 않는 합체를 형성하고 형성된 합체가 쉽게 해리되지 않는 상을 들 수 있

다[3-3-23].

그림 3-3-17에 기 pH가 7.73인 성 시료 내 존재하는 루토늄 화학종의 시

간에 따른 변화를 찰한 흡수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그림 3-3-17의 왼쪽에 스펙

트럼 1로 나타낸 바와 같이 시료 제조 2주 후에 고감도 LWCC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된 가시 선 역에서 미량의 Pu(V)에 의한 흡수가 찰되었다. 반면 동일한 

시 에서 근 외선 장 역에서 측정된 그림 3-3-17 오른쪽의 스펙트럼 1은 

PuO2
2+
에 의한 흡수 피크(831 nm)와 함께 두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에 의한 850 nm 

장에서 최  흡수를 보이는 피크가 찰되었다. 850 nm 장에서 최  흡수 특성

을 보이는 Pu(VI) 가수분해 화학종으로 단량체인 PuO2(OH)2(aq)  가수분해 이합

체인 (PuO2)2(OH)4(aq) 화학종이 보고되었다[3-3-22, 3-3-23, 3-3-27]. 850 nm 근처

에서의 흡수 피크는 최  흡수 장을 심으로 비 칭이고 860 nm 장 역에서 

흡수하는 추가 인 가수분해 화학종의 존재가 상된다. 이는 850 nm 장보다 장

장 역에서의 흡수 특성을 보인다고 보고된 음이온성 Pu(VI) 가수분해 화학종, 

PuO2(OH)3
-
(최  흡수 장 864 nm [3-3-27] 혹은 865 nm [3-3-22])이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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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PuO2

+
]

μM

[PuO2
2+
]

μM

[(PuO2)2(OH)2
2+
]

μM
log

*β‘22 log
*β°22

5.20 25.6 75.0 11.1 -7.09 -6.83

5.62 25.6 60.4 22.2 -7.45 -7.19

5.71 6.5 56.7 27.8 -7.48 -7.22

Table 3-3-2. Experimental data of spectroscopic measurements and the 

formation constants for (PuO2)2(OH)2
2+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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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내 존재하는 루토늄 화학종의 변화를 찰하기 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일한 시료의 흡수스펙트럼을 반복 측정하 고, 그 결과를 그림 3-3-17에 함

께 나타내었다(스펙트럼 1→4). 그림 3-3-17에 화살표로 표시한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569 nm에서의 흡수는 증가하는 반면 근 외선 역에서의 흡수(831 

nm  850 nm)가 감소함이 찰되었다. 이는 그림 3-3-16에 나타낸 약산성 조건의 

시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성 조건의 시료 내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Pu(VI)의 

환원반응이 진행되어 Pu(V)의 농도가 증가하고 이와 동시에 PuO2
2+
 이온  

Pu(VI) 가수분해 화학종 등의 용존 Pu(VI) 화학종이 감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시료 

제조 2주 후 측정된 스펙트럼 2에서 찰되었던 860 nm 근처에서의 흡수는 시료 

제조 4개월 후 측정된 흡수스펙트럼 3에서도 여 히 찰되었다. 시료 제조 14개월 

후에 측정된 흡수스펙트럼 스펙트럼 4에서 비로소 860 nm 이상에서 흡수가 거의 

없고 850 nm을 심으로 칭인 흡수 피크가 찰되었다.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여 루토늄 농도의 약 40%에 달하는 45 μM의 

Pu(VI)이 Pu(V)으로 환원되었다. Pu(VI)의 총 농도가 최  73 μM로 감소하고 시료

의 pH가 5.89로 산성화되었음을 고려할 때, 시료 내에 존재하는 Pu(VI) 가수분해 

화학종으로 단량체인 PuO2(OH)2(aq) 화학종만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시료 내 밝은 록색을 띠는 침 물이 미량 존재하 고, 이와 동시에 자외선 장

역에서 빛 산란의 증가가 찰되었다. 따라서 콜로이드 형태의 가수분해 화합물

이 시료 내에 공존하고 있을 것으로 상된다.

850 nm에서 최  흡수를 보이는 두 번째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형성상수는 

다음에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결정되지 못하 다.

첫 번째는 시료 제조 기에 흡수분 법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PuO2(OH)2(aq) 화

학종과 (PuO2)2(OH)4(aq) 화학종이 공존하고 있을 가능성 때문이다. 그림 3-3-16에 

나타낸 흡수스펙트럼으로부터 약산성 조건의 시료에서 가수분해 합체인 

(PuO2)2(OH)2
2+
 화학종의 생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일한 루토늄 농도 조건에

서 제조된 성 조건의 시료에서 가수분해 합체인 (PuO2)2(OH)4(aq) 화학종이 생

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약산성 조건의 시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성 조건의 시료 내 루토늄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Pu(VI)의 환원반응이 진행되

어 시료 내 총 Pu(VI) 농도가 어들고, 시료의 pH 한 산성화되어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시료 내에는 더 이상 가수분해 합체인 (PuO2)2(OH)4(aq) 화학종이 존

재하지 않으리라고 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각 Pu(VI) 가수분해 화학종에 한 몰흡 계수를 포함한 흡수 특성에 

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흡수특성이 보고된 가수분해 화학종은 

PuO2(OH)
+ 
이온(ε = 130±10 M-1

cm
-1
 [3-3-23])과 (PuO2)2(OH)2

2+
 이온(ε = 2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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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1
cm

-1
 [3-3-27])뿐이다. 각 화학종의 흡수특성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여과법에 의

해 결정된 용존 루토늄 화학종의 총 농도에서 흡수분 법으로 결정된 PuO2
2+
  

PuO2
+
 이온의 농도를 제외한 용존 루토늄 가수분해 화학종의 총 농도만 실험 으

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 하 듯이 스펙트럼 4를 제외한 다른 스펙트럼

에서 850 nm  860 nm 장에서 흡수가 찰되었고, 제조 후 4개월까지는 시료 

내에 두 가지 이상의 가수분해 화학종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각 가수분해 화학종의 몰흡 계수를 포함한 흡수특성에 한 정보 없이 공존하고 

있는 가수분해 화학종별 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 번째는 Pu(VI) 시료 내에 산화분 기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Pu(VI) 환원반응이 계속 진행되어 시료 내에 존재하는 PuO2
2+
  Pu(VI) 가수

분해 화학종의 농도가 계속 어들기 때문이다. 제조 후 14개월이 지난 시료는 

Pu(VI) 총 농도가 크게 고 pH도 5.89로 산성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합체는 

존재하지 않으리라 상되며, 860 nm 장에서의 흡수도 찰되지 않아 음이온성 

가수분해 화학종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료 내에 850 nm에서 흡수를 보이는 

PuO2(OH)2(aq) 화학종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고, 여과법과 흡수분 법을 이

용하여 Pu(VI) 가수분해 화학종 PuO2(OH)2(aq)의 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된 환원반응의 결과로 PuO2
2+
 이온의 농도가 분 도계의 검출한계 이하까지 

어들어 시료 내 PuO2
2+
 이온 농도를 결정할 수 없었고, 따라서 PuO2(OH)2(aq) 화

학종의 형성상수를 결정할 수 없었다.

결과 으로 신뢰할 수 있는 Pu(VI) 가수분해 화학종 형성상수를 쉽게 결정하기

해서 우선 으로 합체가 형성되지 않는 루토늄 농도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 Pu(VI) 환원반응이 진행되지 않고 그 산화상태가 유지될 수 있

도록 산화분 기에서 실험을 수행하고, 상이 되는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흡

수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3) 루토늄의 산화환원 반응

그림 3-3-18에 약산성 조건의 시료( )와 성 조건의 시료 (아래) 내에 존재하

는 다양한 루토늄 화학종의 분포를 시간의 함수로 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 pH가 5.20(빈 부호)와 5.62(채워진 부호)인 시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Pu(VI)의 

환원반응이 진행되어 PuO2
2+
 이온(사각 부호)은 감소하고 PuO2

+
 이온(삼각 부호)은 

증가하 다. (PuO2)2(OH)2
2+
 화학종(원 부호)은 한 달 후에 완 히 사라졌다. 14 개

월이 지난 후 시료 내 모든 Pu(VI)은 환원되어 기 루토늄 농도의 100%가 

Pu(V)로 존재하 다(그림 3-3-18의 ).

그림 3-3-18의 아래에 나타낸 기 pH가 7.73인 시료에서는 루토늄 화학종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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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변화는 약산성 조건의 시료 내에서의 변화와 큰 차이를 보 다. 1년의 찰기

간 동안 루토늄 총 농도의 반 정도가 Pu(V)로 환원되었고 14 개월 후 시료 내 

루토늄 화학종간의 반응은 평형에 도달한 듯 보인다. 기에 존재하던 PuO2
2+
 이

온은 빠르게 PuO2
+
 이온으로 환원되었으나 고체상을 포함한 Pu(VI) 가수분해 화학

종은 찰기간동안 시료 내 남아있다.

이러한 차이는 시료의 pH 조건에 따라 생성되는 불용성 가수분해 화합물의 

향으로 단된다. 시료 내 생성된 고체상은 양이 극히 어 그 특성을 직  분석하

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100% Pu(VI)만 존재하는 모용액으로부터 제조된 

시료에서 반응 기에 생성된 고체상은 PuO2(OH)2·H2O(cr)[3-3-29] 형태의 Pu(VI) 

가수분해 화합물로 추정된다.

성 조건에서 생성된 Pu(VI) 가수분해 고체상의 안정도는 최근에 보고된 연구 

결과[3-3-31]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보고된 연구에서는 루토늄의 용해도 결정 고

체상으로 PuO2+x(am, hyd)의 특성을 조사하는 에 이번 실험에서 찰한 시료와 

유사한 조건에서 Pu(VI) 시료 내 루토늄 산화상태의 변화에 한 조사를 수행하

다. 비록 이번 연구결과에서 1년 여 동안 진행된 Pu(VI)의 100% 환원반응이 유

사 시료(99.4% 
242
Pu, 기 pH 5.5, [Pu] = 0.2 mM) 내에서 하루 만에 진행될 정도

로 두 연구 결과에서 찰된 환원반응속도의 차이가 큰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 그

러나 이번 실험에서 약산성 조건의 시료( 기 pH 5.20  5.62)의 최종 pH가 4이고, 

최종 Pu(V) 농도 0.12 mM이 PuO2+x(am, hyd)의 pH 4에서 용해도와 일치하 다. 

게다가 두 연구 결과에서 성 조건의 시료( 기 pH 7.73(이번 연구)  pH 

6.7[3-3-31])의 경우 약산성 조건의 시료와 비교할 때, Pu(V)가 느리게 생성되고 일

정 시간이 지난 후 녹색의 침 이 찰되었다. 이러한 두 연구 결과의 유사 을 근

거로 단할 때, 이번 실험에서 기에 생성된 Pu(VI) 가수분해 침 은 실험 조건

에서 장기간 안정하게 존재하지 못하고 환원반응이 진행되어 천천히 PuO2+x(am, 

hyd)로 환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연구에서 찰한 모든 시료 내에는 Pu(III)  Pu(IV) 이온이 생성되지 않았

다. 앞에서 언 한데로 PuO2(OH)2·H2O(cr)가 Pu(IV)를 포함하고 있는 고체상으로 

환되었다 하더라도 Pu(OH)4(am)의 용해도가 pH 4 조건에서는 10
-9
 M 정도로 낮

기 때문에 용해되어 나오는 Pu
4+
 이온은 고감도 LWCC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에도 

측정이 어렵다[3-3-29]. 만약 시료 내 H
+
 이온 농도가 과량의 Pu

4+
 이온이 용해될 

정도로 진해진다면, Pu(IV)의 환원반응  불균등화 반응에 의해 생성된 Pu(III)도 

생성될 것으로 상된다[3-3-32]. 가역  산화환원 반응이 진행되는 Pu
3+
/Pu

4+
  

PuO2
+
/PuO2

2+
 이온 [3-3-14]과 다르게 Pu

4+
와 PuO2

+
 이온 간의 산화환원반응은 공

존하는 Pu(IV) 합체, 콜로이드성 입자 혹은 고체상을 매개로하여 간 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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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 것으로 보인다[3-3-31]. 따라서 시료 내 Pu(V) 계속 환원되어 Pu(IV)  

Pu(III) 이온이 생성되는 반응은 1년의 찰기간 동안 측되지 않을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리라 상된다. 논의 인 루토늄 산화환원반응에 한 정확한 정

보를 얻기 해서는 공존하고 있는 고체상의 특성을 직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

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Pu(VI) 환원반응이 찰되었다. Pu(VI)의 환원반응은 일반 으로 

루토늄의 α-붕괴에 의한 방사성분해 (radiolysis) 때문으로 설명된다[3-3-14]. 그

러나 이 연구에서와 같이 방사성분해의 향을 최소화하기 해서 장반감기 루토

늄 동 원소  하나인 
242
Pu(τ1/2 = 3.7×10

5
 년)을 사용하 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분

해에 의한 Pu(VI) 환원반응이 Pu(VI) 가수분해 반응상수 결정에 향을 만큼 빠

르게 일어난다는 사실은 의문이다.

최근 몇 몇 연구에서 이러한 Pu(VI) 환원반응의 원인에 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었다[3-3-31, 3-3-33, 3-3-34]. 다양한 루토늄 동 원소를 사용하여 조사된 

루토늄의 환원반응에 한 연구 결과들[3-3-34∼3-3-36]을 종합하 을 때, pH 6

인 조건에서 루토늄의 α-붕괴에 의해 유도되는 환원반응은 Pu(VI)의 환원반응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단된다[3-3-33]. 참고문헌 [3-3-34]에서는 약산성 

 성 조건에서 Pu(VI) 환원반응의 추진력으로 Pu(VI)의 불균등화 반응을 제안하

으나, 이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Pu(VII) 이온은 약산성  성 조건에서 상당히 

불안정하여 H2O와 반응하여 즉시 Pu(VI)로 다시 환원되어[3-3-37] 시료 내 

Pu(VII) 이온의 존재가 직  증명된바 없다. Pu(VI)의 환원반응의 추진력으로 제시

된 다른 반응 메카니즘은 시료 내 산화환원 평형반응이다[3-3-31]. 이들은 Pu(VI) 

환원반응에 필요한 자를 공 하는 반응으로 물의 산화반응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

다.


  


→

    

  (4)

특정 pH 조건에서 물이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산화환원 값에 근거하여 시

료의 pH가 3.5 이상일 때, Pu(VI) 산화상태가 유지되기 한 시료의 산화환원 

는 물의 산화반응을 일으키기 충분히 높은 값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일반 인 상태

에서 물의 산화반응이 진행될 가능성 단히 음에도 불구하고 루토늄이 존재하

는 시료에서 이러한 시스템의 산화환원 평형의 결과가 곧 물의 산화반응  Pu(VI)

의 환원반응을 유발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신뢰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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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8. The time dependent distribution of plutonium species monitored at 

weak acidic conditions (top). Pu(V) continuously increased with the lapse of 

time and 100% of plutonium reduced to Pu(V) at 14 months after the sample 

preparation (triangles, top). The time dependent distribution of PuO2
+
, PuO2

2+
, 

and Pu hydrolysate including insoluble species monitored in the sample at near 

neutral condition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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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이 연구에서는 일반 인 흡수분 법에 비해 검출 감도가 높은 LWCC를 도입하

여 미량의 (μM 농도 역) 루토늄 화학종을 정량  정성 으로 분석하 다. 

Pu(VI)의 가수분해 화학종 형성반응에 한 조사를 해 제조된 모든 시료에서 제

조 직후 미량의 PuO2
+
 이온이 검출되었다. 이는 시료 내 존재하는 미량의 Pu(III), 

Pu(IV)  Pu(V) 화학종을 정량 분석하는 것이 묽은 농도 조건에서 생성되는 단량

체의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형성상수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 고감도 LWCC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료 내 존재하는 

다양한 루토늄 화학종이 서로 간의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긴 시간동안 찰하 다. 시료의 pH 조건에 따라 다른 가수분해 화학종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시료 내 산화환원반응도 다른 동  거동을 보 다. 수용액 내에서 진행

되는 복잡한 루토늄 산화환원 반응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해서는 시료 내 공

존하고 있는 루토늄 고체상의 특성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루토늄 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이 생성되고 0.2 

mM 이하의 농도에서는 단량체인 PuO2OH
+
 이온이 생성됨이 보고되었다[2-27]. 그

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기 Pu(VI) 총 농도가 0.1-0.12 mM인 묽은 농도에서 첫 번

째 가수분해 화학종으로 합체인 (PuO2)2(OH)2
2+
가 생성(logβ°22 = -7.09±0.22)되었

고 PuO2OH
+
 이온은 생성되지 않았다. 지하 처분환경에서 주로 존재할 것으로 상

되는 Pu(VI) 가수분해 화학종  단량체의 형성상수를 결정하기 해서는 확실하게 

단량체만 생성될 정도로 충분히 낮은 Pu(VI) 농도조건에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

겠다. 이 게 묽은 농도 조건에서 정확한 가수분해 화학종 형성상수를 결정하기 

해서는 우선 Pu(VI)의 산화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산화분 기를 형성해야할 필요

가 있다. 한 Pu(VI) 가수분해 화학종에 한 보다 직 인 정량  정성 분석을 

해 각 가수분해 화학종의 몰흡 계수를 포함한 흡수특성을 결정하는 것도 요하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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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화분 기에서 Pu(VI) 가수분해 화학종 규명

가. 서론

이 연구에서는 흡수분 법을 이용하여 단량체인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흡수

특성(최 흡수 장  몰흡 계수)을 결정하여 수용액 내 미량으로 존재하는 가수

분해 화학종을 구분하고 정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 다. 앞서 수행된 연

구에서 Pu(VI) 총 농도가 0.1-0.12 mM 일 때, Pu(VI) 가수분해 이합체의 생성이 

두드러짐을 확인하 고, 묽은 루토늄 농도 조건에서 환원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Pu(V)의 농도가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을 정량하고 그로부터 가수분해 화학종 형

성상수를 결정하는데 미치는 향을 무시하기 어려움을 보고하 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단량체만 형성될 수 있도록 루토늄의 총 농도를 0.05 mM로 고정하

고, Pu(VI) 산화상태를 유지하기 하여 NaOCl 용액을 산화제로 사용하 다.

시료 내 루토늄의 산화상태를 확인하기 하여 표 수소 극(SHE, standard 

hydrogen electrode)에 한 시료의 산화환원 (redox potential, Eh)값을 측정하

다. 수용액 내 Pu(VI)와 Pu(V) 산화환원반응  그 평형상수는 아래 식 (5)와 같다

(pe = -log ae-).

PuO2
+ ⇄ PuO2

2+ + e- (5)

logK°V/VI = log[PuO2
2+] - pe -log[PuO2

+] = -15.82±0.09 [3-3-29]

특정 pH 조건에서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이 형성되고 남아있는 순수한 PuO2
2+ 이

온의 농도는 아래 식 (6)과 같다.

[PuO2
2+
] = [Pu(VI)(aq)]tot / (1 + Σ

*β1n[H
+
]
n
 ) (6)

 식 (5)와 (6)를 이용하면, 특정 pH 조건에서 [Pu(VI)(aq)]tot가 0.05 mM 일 때, 

1% 미만의 Pu(V)(< 0.5 μM)가 존재하는 pe 값을 상할 수 있다. pe 값과 Eh 값

은 아래 식 (7)와 같은 계가 성립된다.

Eh = -(RT/F)ln a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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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R은 이상기체상수, T는 온도, F는 faraday 상수이다(25 ℃ 조건에서 pe 

= 16.9×Eh (V)). 따라서 시료의 Eh 값을 측정하여 시료 내 Pu(VI) 산화상태의 안정

성을 단할 수 있다. 측정된 Eh 값으로 생성되었으리라 측되는 Pu(V) 이온의 농

도가 고감도 LWCC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 가능할 정도인 경우 미량의 Pu(V)를 

정량하고, 이를 Pu(VI) 가수분해 화학종 형성상수 결정에 반 하 다. 모든 시료의 

이온 세기는 0.01 M NaClO4로 고정하 고, SIT를 이용하여 무한히 묽은 용액에서

의 형성 상수 
*β°1n를 결정하고 문헌값과 비교하 다[3-3-29].

 

나. 실험

(1) 시료 비

Pu(VI) 모용액은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제조하 다. α-spectrometer와 LSC를 

이용하여 정량된 모용액의 루토늄 총 농도는 5.93 mM이다. 흡수분 법을 이용하

여 모용액 내 100% Pu(VI)만 존재함을 확인하 다. Pu(VI)의 가수분해 거동을 규

명하기 하여 일정량의 Pu(VI) 모용액을 한 pH로 조 된 0.01 M NaClO4 용

액에 가하여 루토늄 총 농도가 0.05 mM이며 pH가 5-11인 40 여 개의 시료를 

비하 다. 시료 내 Pu(VI)의 산화상태를 유지하기 하여 약 1 mM NaClO(4%, 

Merck)를 첨가하 다. 시료의 총량은 3 ml이고, 흡수스펙트럼 측정용 표  석  셀

(Hellma, Macro117.100F)에 직  제조하여 보 하 다. 가수분해 생성반응의 평형

도달을 해 4일간 시료를 교반하 다. 기 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향을 

배제하기 하여 Ar 가스로 채워진 로  박스 내에서 실험을 수행하 고, 로  

박스 내부의 온도는 21±2 ℃ 로 유지되었다. 시료의 이온 세기는 0.01 M NaClO4로 

고정하 다. 이온 세기 조   pH 조 을 해 사용된 NaClO4 용액  NaOH 용

액은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제조하여 불순물을 제거하 다. 모든 시료 제조에는 

순수(Millipore, Milli-Q Academic)가 사용되었다. 루토늄 가수분해 침 이 존재

하는 시료의 경우 여과법(10 kD filter, Millipore, Centricon YM-10)을 이용하여 

루토늄 침 을 분리하고 LSC를 이용하여 시료 내에 존재하는 용존 루토늄 농도

를 결정하 다. 모든 필터는 사용하기 에 0.01M NaClO4 용액 2 ml를 이용하여 

세척하 다. 가수분해 반응이 진행되는 성  염기성 용액의 경우 필터 표면에 

루토늄이 흡착하여 용존 루토늄 농도 측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오차를 이기 해서 0.5 ml의 시료를 순차 으로 여과하여 여과액에 존재하는 

루토늄 농도의 변화를 찰하 고,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되었을 때의 값

을 해당 시료의 용존 루토늄 농도로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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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화환원  측정

시료의 산화환원 는 자체 제작한 micro-Ag/AgCl 기 극(포화 KCl 용액, 

Vycor frit, 직경 4 mm)[3-3-38]과 Pt 극(Pt wire in glass tube, 직경 3 mm)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극은 세 개의 산화환원 완충용액(220, 470, 640 mV, Schott 

Ins.)을 이용하여 보정하 다. 측정된  값은 표 수소 극(standard hydrogen 

electrode, SHE)에 한 Ag/AgCl 기  극의  값(197 mV, 25℃, 포화 KCl 용

액)을 보정하여 SHE에 한 Eh값을 결정하 다.

(3) 흡수분 법

앞의 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PuO2
+
, PuO2

2+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하 다.

다. 결과  논의

(1) Pu(VI) 산화상태 유지

Pu(VI)의 산화상태 유지하기 해 산화제인 NaOCl 용액을 사용하 다. 그림 

3-3-19에 약 1 mM NaOCl 용액의 흡수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324 nm 장에서 

최  흡수를 보이는 흡수 피크와 자외선 장 역에서 격한 흡수 증가가 찰되

었으나 400 nm 이상의 가시 선  근 외선 장 역에서의 흡수는 찰되지 않

았다. 따라서 근 외선 장 역에서 흡수를 보이는 PuO2
2+
 이온  Pu(VI) 가수분

해 화학종을 검출하는데 NaOCl의 흡수에 의한 간섭이 없다. 한 미량으로 존재할 

수 있는 Pu(V), Pu(IV),  Pu(III)의 최  흡수 장과도 간섭이 없어서 이들의 정

량분석에 한 NaOCl의 향도 무시할 수 있다.

NaOCl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도가 묽어지고 산화력이 감소된다. 따라서 실험

이 수행되는 4일 동안 Pu(VI) 산화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한 NaOCl 용액의 농

도를 선정하기 하여 서로 다른 농도의 NaOCl 용액을 이용하여 Pu(VI) 산화상태

가 유지되는 정도를 조사하 다. 그림 3-3-10에 나타낸 결과로부터 수일간의 평형

시간을 고려하면서 Pu(VI) 가수분해 반응을 조사하기에 1 mM NaOCl 용액을 이용

하는 것이 하다고 단되었다. 한 SIT[3-3-29]를 이용하여 측정된 열역학상

수를 무한히 묽은 이온 농도 조건의 값으로 보정할 때, 시료의 이온세기가 0.01 M 

NaClO4인 조건에서 첨가된 1 mM NaOCl의 향은 무시하 다. Pu(VI) 산화상태를 

유지하기 한 NaOCl의 산화력이 시료의 pH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이 상되어 

모든 시료의 Eh값을 측정하여 산화상태를 확인하 다.



- 239 -

NaOCl in 1 M HCl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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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9. Absorption spectrum of a NaOCl solution in 1 M HCl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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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수분 법을 이용한 Pu(VI) 가수분해 화학종 규명

그림 3-3-20에 루토늄 총 농도가 0.05 mM인 시료 내에서 pH 증가에 따라 생

성되는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흡수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약산성 조건(pH 

5-6)의 시료에서는 831 nm 장에서 강한 흡수를 보이는 PuO2
2+
 이온의 흡수스펙

트럼이 찰되었다. 시료의 pH가 증가함에 따라 831 nm 장에서의 흡 도가 감소

되었고, 842 nm 장에서 최  흡수를 보이는 새로운 흡수 피크의 증가가 찰되었

다. 이는 Pu(VI) 가수분해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순수한 PuO2
2+
 이온의 농도가 감

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시료 내 PuO2
2+
 이온의 농도는 그림 3-3-15에서 결정한 831 

nm 장에서의 몰흡 계수(ε = 546.8 M-1
cm

-1
, 1 M HClO4)를 이용하여 정량하

다. 시료 내 루토늄 농도를 0.05 mM로 고정하 을 때 생성되는 첫 번째 가수분

해 화학종은 842 nm에서 최  흡수를 보이는 화학종이었다.

pH 7 이상의 시료에서는 PuO2
2+
 이온에 의한 흡수 피크가 더 이상 찰되지 않

았고 842 nm에서 최  흡수를 보이는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과 함께 851 nm에

서 최  흡수를 보이는 두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이 찰되었다. 시료의 pH가 더욱 

증가하여 pH 10 이상이 되면,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에 의한 841 nm 장에서의 

흡수는 더 이상 찰되지 않고 두 번재 가수분해 화학종과 함께 861 nm 장에서 

최  흡수를 보이는 세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이 찰되었다. 그러나 시료의 pH가 

11까지 증가되어도 생성된 세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의 양이 극히 어 0.004 이하

인 흡 도만 찰되었다. 

842 nm에서 최  흡수를 나타내는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은 기존에 발표된 

연구 결과[3-3-23, 3-3-27]에서 제시한 PuO2(OH)
+
 화학종의 최  흡수 장과 일

치하 으며, 루토늄 농도가 0.1 mM 이상으로 진한 조건에서 생성되는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인 (PuO2)2(OH)2
2+
의 최  흡수 장(845 nm [3-3-27])과 뚜렷한 차

이를 보 다. 이는 루토늄의 총 농도가 0.05 mM인 조건에서 Pu(VI) 가수분해 

합체 형성반응이 진행되지 않고, 단량체인 Pu(VI) 가수분해 화학종 형성반응이 진

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순차 으로 발생된 두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도 850 

nm 장에서 최  흡수를 보이는 (PuO2)2(OH)4(aq)[3-3-27]가 아닌 유사한 치에

서 최  흡수를 나타내는 PuO2(OH)2(aq) 화학종으로 간주하 다. 염기성 조건에서 

생성되는 음이온성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흡수 특성으로 최  흡수 장 864 

nm [3-3-27] 혹은 865 nm [3-3-22]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비교  높은 농

도에서 찰된 결과로서 음이온성 가수분해 합체의 흡수 특성으로 단된다. 이 

연구에서 찰된 861 nm 장에서 최  흡수를 보이는 피크는 루토늄의 농도가 

충분히 묽은 조건에서 순차 으로 생성된 세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인 단량체인 

PuO2(OH)3
-
의 흡수 특성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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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0. Representative absorption spectra of 0.05 mM Pu(VI) solutions in 

0.01 M NaClO4 are measured as a function of pH (5-11) after 4 days. As 

increase of pH, the absorbance of PuO2
2+ decreases and the red-shifted 

absorption bands of Pu(VI) hydrolysis species are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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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최  흡수 장  반 비

찰된 흡수스펙트럼은 각 가수분해 화학종을 구분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peak 

deconvolution을 통해 수용액 내 생성된 각 화학종의 정량분석이 가능하고 이들의 

형성상수를 결정함이 가능하다. 이를 해 각 가수분해 화학종의 흡수특성을 결정

하는 것이 우선 요구된다. 상용화된 peak-fit program을 이용하여 각 가수분해 화

학종의 흡수특성으로 최 흡수 장(peak maximum (xc))과 피크의 반 비(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ω))를 구하여 표 3-3-3에 나타내었다.

주 화학종으로 PuO2
2+
 이온이 존재하는 약산성 조건의 시료의 흡수스펙트럼을 

분석하여 PuO2
2+
 이온의 흡수특성 xc = 830.9±0.1 nm  ω = 2.64±0.02를 결정하

다(표 3-3-3 참조). 이는 0.1 M HClO4 매질에서 조사된 PuO2
2+
의 흡수특성 xc = 

830.6±0.1 nm  ω = 2.5±0.2 nm와 유사한 값이다[3-3-39]. PuO2
2+
 화학종만 존재

하는 강산성 조건의 시료와 달리 시료의 pH가 증가함에 따라 시료 내에 2개 이상

의 화학종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흡수특성이 결정된 화학종의 xc  ω 값을 상

수로 고정하고 multi-components peak-fit을 통해 제 2 화학종에 한 흡수특성을 

결정하 다. 즉, PuO2
2+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이 공존하는 시료의 흡수스펙트

럼에서 앞에서 결정된 PuO2
2+
 이온의 흡수특성을 상수로 고정하고 첫 번째 가수분

해 화학종의 흡수특성을 peak-fit을 통해 결정하 다. 표 3-3-3의 PuO2(OH)
+
 화학

종의 흡수특성 결과(xc = 841.8±0.2 nm  ω = 6.1±0.2 nm)는 pH 5-7.5 범 의 시

료 7개의 흡수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얻은 평균값이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pH 6-10 

범 의 시료 8개의 흡수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결정된 PuO2(OH)2(aq) 화학종의 흡수

특성은 xc = 850.3±0.5 nm와 ω = 10.2±0.8 nm이다. 한 pH 8-11 범 의 시료 6 

개(860 nm에서 흡 도 0.001 이하인 시료 제외)로부터 결정된 PuO2(OH)3
-
 화학종

의 흡수특성은 xc = 861.2±0.3 nm  ω = 11.5±1.4 nm이다. PuO2(OH)3
-
 화학종의 

경우 생성된 농도가 수 μM 이하로 극히 고, 심 장 역이 흡수분 기의 측

정 잡음이 큰 역(900 nm 근방)에 가까워 흡수특성의 오차가 컸다.

표 3-3-3에 제시된 각 화학종의 흡수특성을 이용하여 두 가지 이상의 Pu(VI) 화

학종이 공존하는 시료의 흡수스펙트럼을 peak deconvolution하 고, 시료 내 존재하

는 각 화학종의 최  흡수 장(xc)에서의 흡 도(A1n, n = 1-3)를 결정하 다. 그림 

3-3-21에 산성, 성  염기성 시료 내에 서로 다른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이 존

재하는 경우 수행된 표 인 peak-fit 결과를 나타내었다. 검정색 선은 측정된 흡

수스펙트럼을 나타내고 빨간색 선은 fit의 최종 결과로 peak-fit을 통해 결정된 각 

화학종의 흡수스펙트럼(회색 선)의 합을 나타낸다. 란색 선은 측정된 스펙트럼과 

fit 결과의 차이 즉, residue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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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1. The representative peak-fit results of Pu(VI) absorption spectra at 

various pHs. Black lines: observed spectra, red lines: sums of fit spectra, gray 

lines: fit spectra for each hydrolysis species, and blue lines: resid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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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몰흡 계수

이  연구에서 시료 내 오직 PuO2
2+
만 존재하는 강산성 조건(1 M HClO4)에서 

Pu(VI)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찰한 흡수스펙트럼으로부터 831 nm에서 PuO2
2+
의 

몰흡 계수(ε = 546.8±0.9)를 결정하 다. 바탕 매질의 이온 세기에 따라 PuO2
2+
의 ε

이 변한다고 보고되었으나[3-3-39] 0.01-1 M 이온 세기 조건에서의 변화는 5% 미

만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무시하 다. pH 6 근처의 몇 개의 시료에서는 그림 

3-3-21에서 에 나타낸 흡수스펙트럼과 같이 831 nm에서 최 흡수를 보이는 

PuO2
2+
 이온과 842 nm에서 최 흡수를 보이는 PuO2(OH)

+
 화학종이 주된 화학종으

로 찰되고, 850 nm 장에서 미량의 PuO2(OH)2에 의한 흡수가 찰되었다. 부

분의 시료에서 두 가지 이상의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이 공존하는 흡수스펙트럼이 

찰되었다. PuO2(OH)2에 의한 850 nm에서의 흡수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 

PuO2
2+
 이온과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 PuO2(OH)

+
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시료 3개의 흡수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그림 3-3-22에 PuO2(OH)
+
 화학종의 농도 측

정용 검정곡선을 나타내었다. 시료 내 존재하는 PuO2(OH)
+
 화학종의 농도는 여과

법  LSC를 이용하여 결정하 다. 여과지를 통과하여 루토늄 가수분해 침 이 

제거된 여과액에 존재하는 루토늄 농도를 LSC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시료 내 존

재하는 루토늄 가수분해 침 을 제외한 용존 루토늄의 총 농도([Pu(aq)]tot)를 

결정하 다. 흡수스펙트럼 측정결과  시료의 산화환원  측정 결과로부터 시

료 내 PuO2
2+
  PuO2

+
 이온이 존재하는 경우 흡수분 법을 이용한 정량분석을 통

해 PuO2
2+
  PuO2

+
의 농도를 결정하 다(그림 3-3-14  3-3-15 참조). 용존 루

토늄 총 농도  PuO2
2+
  PuO2

+
 이온을 제외한 용존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총 농도를 결정하 다. 이를 아래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uO2(OH)n
(2-n)

(aq)] = [Pu(aq)]tot - [PuO2
2+
] - [PuO2

+
] (8)

시료 내 Pu(VI) 가수분해 화학종으로 PuO2(OH)
+
 화학종만 존재하는 경우 에서 

결정된 농도는 곧 PuO2(OH)
+
 화학종의 농도이다. 841.8 nm에서 흡 도(A11)를 

PuO2(OH)
+
 화학종의 농도의 함수로 나타내었을 때 선형 계를 나타내었고, 최소자

승법에 의해 결정된 기울기로부터 841.8 nm에서 PuO2(OH)
+
 화학종의 몰흡 계수(ε

11 = 272±26)를 결정하 다. 그림 3-3-22에서 흡 도의 오차는 바탕신호 오차(σ)를 

뜻한다.

세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이 존재하지 않는 시료의 경우 식 (8)에서 결정된 용존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총 농도는 PuO2(OH)
+
 화학종의 농도(c11)와 PuO2(O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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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종의 농도(c12)의 합이다. 앞에서 결정한 ε11와 측정된 A11을 이용하여 c11을 결

정(Beer Lambert's law)하고 용존 가수분해 화학종의 농도 의 PuO2(OH)2 화학종

만의 농도를 결정하 다. 850.3 nm 장에서의 흡 도 A12를 PuO2(OH)2 화학종의 

농도에 한 함수로 나타내었고, 최소자승법에 의해 결정된 기울기로부터 850.3 nm

에서 PuO2(OH)2 화학종의 몰흡 계수(ε12 = 436±33)를 결정하 다. PuO2(OH)2 화학

종이 미량이고 바탕신호의 잡음이 커서 몰흡 계수의 오차가 다소 컸다.

재까지 Pu(VI) 가수분해 단량체 화학종의 형성상수를 결정하기 하여 흡수분

법을 이용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3-3-21, 3-3-23, 3-3-27]. 그러나 근

외선 장 역에서 각 가수분해 화학종의 몰흡 계수  그 흡수특성은 보고된 바

가 거의 없다. 최근의 발표된 보고에서도 묽은 농도 조건에서 생성된 미량의 

Pu(VI) 가수분해 단량체 화학종을 정량하기 하여 10 cm  경로를 갖는 셀을 이

용하여 그 측정감도를 높이고 가수분해 형성상수를 결정하 으나 (PuO2)2(OH)2
2+
 화

학종의 몰흡 계수만 보고하 을 뿐 Pu(VI) 가수분해 단량체 화학종의 몰흡 계수

는 보고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1995년 Pashalidis 등이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인 

PuO2(OH)
+
의 몰 흡 계수로 130±10 M

-1
cm

-1
(841 nm)를 보고하 다[3-3-23]. 이들

은 시료 비 과정에 따라 생성되는 루토늄 합체를 배재하는 조건에서 시료를 

비하여 Pu(VI) 가수분해 단량체 화학종의 형성상수를 정 하게 조사하 다. 그러

나 보고된 값은 이번 논문에서 제시한 값보다 약 2 배 작은 값이다. 이러한 큰 차

이의 원인  하나로 PuO2(OH)
+
 화학종의 농도 결정시 발생되는 오차를 생각할 수 

있다. Pashalidis 등은 Pu(VI) 산화상태를 유지하기 한 별도의 조치 없이 고체상 

PuO2CO3(s)로부터 용해되어 나오는 루토늄 농도를 분석하여 통해 용해도를 결정

하 다. 이 과정에서 수용액 상에 존재하는 용존 루토늄의 총 농도에서 흡수분

법으로 정량 분석된 PuO2
2+
 이온 농도를 제외한 모든 루토늄을 PuO2(OH)

+
 화학

종으로 고려하 다. 이들의 연구에서 시료 내 다양하게 존재하는 루토늄 화학종

이 평형상태에 도달하도록 고려된 반응시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PuO2CO3(s)로부터 용해되어 나온 Pu(VI)의 환원반응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PuO2
+
 

이온이나 미량의 다른 가수분해 화학종으로 인하여 결정된 PuO2(OH)
+
 화학종의 농

도에 오차가 있었을 것으로 상된다.

그림 3-3-20  3-3-21에 나타내었듯이 염기성 시료에서 세 번째 가수분해 화학

종인 PuO2(OH)3
-
에 의한 흡 도가 찰되었다. 그러나 찰된 모든 시료에서 861 

nm 장에서의 흡 도가 0.004 미만이고 생성된 PuO2(OH)3
-
의 농도 한 수 μM 

이하 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장 장 역으로 갈수록 검출기 성능의 한계로 

인하여 바탕신호의 잡음이 커지기 때문에 은 양의 PuO2(OH)3
-
에 한 농도와 흡

도의 선형 계를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몰흡 계수를 결정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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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2. The calibration curve for the measurement of the first hydrolysis 

species, PuO2(OH)
+
 determined by absorption spectroscopy. The slope means the 

molar absorption coefficients for PuO2(OH)
+
 ions at 841.8 nm (ε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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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3 The calibration curve for the measurement of the second hydrolysis 

species, PuO2(OH)2(aq) determined by absorption spectroscopy. The slope means 

the molar absorption coefficients for PuO2(OH)2(aq) ions at 850.3 nm (ε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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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peak maximum, xc 

(nm)

FWHM, ω

(nm)

Molar absorption coefficient, ε,

(M
-1
cm

-1
)

p.w. p.w. p.w. ref.

PuO2
2+

830.9±0.1 2.64±0.02 546.8±0.9  550 [3-28]

PuO2(OH)
+

841.8±0.2 6.1±0.2  272±26  130 [3-23]

PuO2(OH)2 850.3±0.5 10.2±0.8 436±33  

PuO2(OH)3
-

861.2±0.3 11.5±1.4 -

Table 3-3-3. The spectroscopic parameters of PuO2
2+
 ion and Pu(VI) 

hydrolysis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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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형성상수

표 3-3-3에 제시한 몰흡 계수를 이용하여 수용액 내 존재하는 PuO2(OH)
+
  

PuO2(OH)2 화학종의 농도를 결정하 다. 식 (2)에 따르면, log[PuO2(OH)
+
]/[PuO2

2+
] 

농도비와 -log[H
+
]의 계는 다음 식 (9)와 같이 기울기가 1인 선형 계를 나타내어

야 한다.

 log([PuO2(OH)
+
]/[PuO2

2+
]) = log

*β'11 - log[H
+
] (9)

흡수분 법으로 검출 가능한 농도의 PuO2
2+
 이온이 존재하는 시료의 경우 (pH < 

7) 계산된 log[PuO2(OH)
+
]/[PuO2

2+
]와 -log[H

+
]의 계를 그림 3-3-24에 나타내었다. 

log[PuO2(OH)
+
]/[PuO2

2+
]와 -log[H

+
]의 계는 기울기가 1.04±0.14인 선형 계를 나

타내었다. 시료 내에 존재하는 주된 가수분해 화학종이 PuO2(OH)
+
인 16개의 시료

로부터 PuO2(OH)
+
 화학종의 형성상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 다.

log
*β‘11 = -5.8±0.3 (I = 0.01 M NaClO4)

첫 번째  두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이 생성되어 시료 내 주된 화학종으로 공존하

는 경우, log([PuO2(OH)2(aq)]/[PuO2(OH)
+
])와 -log[H

+
]의 계 역시 아래 식 (10)와 

같이 기울기가 1인 선형 계를 나타내어야 하고 이 결과를 그림 3-3-24에 나타내었

다.

log([PuO2(OH)2(aq)]/[PuO2(OH)
+
]) = log

*β'12/
*β'11 + -log[H

+
] (10)

이들 10개의 시료로부터 결정된 PuO2(OH)2(aq) 화학종의 형성상수는 아래와 같다.

log
*β'12 = -13.4±0.2 (I = 0.01 M NaClO4)

SIT[3-3-29]를 이용하여 이온 세기 0.01 M NaClO4인 조건에서 결정된 가수분해 화

학종 형성상수를 무한히 묽은 용액에서의 가수분해 화학종 형성상수 log
*β°1n (I = 

0 M) 환하여 OECD-NEA-TDB에서 언 한 값[3-3-29]과 표 3-3-4에 비교하

다. Pu(VI) 첫 번째 가수분해 단량체 화학종과 두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의 형성상

수는 문헌값과 오차 범  내에서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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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4. Determination of the stoichiometry for the PuO2(OH)
+
 and 

PuO2(OH)2(aq). Slopes of 1 mean 1:1 ratios of PuO2
2+
:OH

-
 in the PuO2(OH)

+
 

species (slope n = 1.04±0.14) and PuO2(OH)
+
:OH

-
 in the PuO2(OH)2(aq) species 

(slope n = 1.0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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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log

*β' (I=0.01 M)

p.w.

log
*β° (I=0 M)

p.w.

log
*β° (I=0 M)

[3-3-29]

 PuO2(OH)+ -5.8±0.3 -5.6±0.3 -5.5±0.5

 PuO2(OH)2 -13.4±0.2 -13.1±0.2 -13.2 +0.5/-1.5

 PuO2(OH)3
- -24.3±0.8 -24.0±0.8 -

Table 3-3-4. The formation constants of Pu(VI) hydrolysis species.

The formation constants for zero ionic strength (I = 0 M) corrected by the 

specific ionic interaction theory [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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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가 9 이상인 시료에서는 861 nm에서 최  흡수를 보이는 세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인 PuO2(OH)3
-
 이온이 생성되었다. 그러나 시료의 pH를 11까지 증가시켜도 

이들의 농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미량으로 존재하 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이 화학종의 몰흡 계수는 제시하지 못하 으나, 네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이 형성

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여과버에 의해 결정된 용존 루토늄 총 농도에서 흡수분

법으로 정량된 PuO2
+
, PuO2

2+
, PuO2(OH)

+
  PuO2(OH)2(aq) 화학종의 농도를 제

외한 나머지 농도를 PuO2(OH)3
-
 화학종의 농도로 고려하여 가수분해 형성상수를 

결정하 다.

log
*β'13 = -24.3±0.8 (I = 0.01 M NaClO4)

log
*β°13 = -23.8±0.8 (I = 0)

재까지 보고된 염기성 조건에서 형성되리라 상되는 음이온성 Pu(VI) 가수분

해 화학종의 형성상수는 오차가 상당히 크다[3-3-29]. 기존에 보고된 부분의 연구

가 상 으로 진한 Pu(VI) 농도 (mM 농도 역) 조건에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OECD-NEA-TDB[3-3-29]에서 언 한바와 같이 Pu(VI) 가수분해 합체 화학

종으로 결과를 해석하지 않았다. 재까지 합체가 형성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묽은 농도에서 결정된 음이온성 단량체 가수분해 화학종 PuO2(OH)3
-
의 형성상수는 

보고된 바 없다. 다만 최근의 보고에서 추정값으로 -22를 제시되었을 뿐이다

[3-3-27]. 이번 논문에서 보고된 값은 이 값보다 order 2 더 작은 값으로 보다 은 

양의 PuO2(OH)3
-
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4) Pu(VI) 가수분해 화합물의 용해도곱 상수, log
*
Ks,0

수용성 Pu(VI) 가수분해 화학종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Pu(VI) 가수분해 침 물

의 구조를 직  규명하여 그 용해도를 결정한 논문은 재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부분의 용해도 측정 연구에서 그 고체상을 우라늄의 경우와 유사한 PuO2(OH)2․

H2O(cr)로 가정하고 있다[3-3-29]. 이번 연구에서도 생성된 Pu(VI) 가수분해 침

이 매우 응 양이었기 때문에 고체상 특성분석은 수행하지 못하 다. 다른 보고와 

마찬가지로 PuO2(OH)2․H2O(cr)를 생성된 침 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반응식 (11)

을 이용하여 용해도곱 상수를 결정하 다. 

PuO2(OH)2․H2O(cr) + 2 H+ ⇄ PuO2
2+
 + 3 H2O (11)

log*Ks,0 = log[PuO2
2+] - 2 lo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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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에 여과법에 의해 측정된 용존 Pu(VI) 화학종의 농도를 원부호로 표

시하고 이로부터 계산된 용해도 곡선을 실선으로 표시하 다. 선은 용해도곱 상

수의 오차에 해당되는 용해도 곡선 상/하  한계치를 나타낸다. 가수분해 침 이 생

성되는 조건에서는 흡수분 법의 검출한계 이하의 극미량의 PuO2
2+
 이온만 시료 내 

존재하고 부분의 Pu(VI)은 가수분해 화학종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PuO2
2+
 이온의 

농도는 측정된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총 농도와 보고된 가수분해 화학종 형성

상수를 이용하여 앞에서 언 한 식 (6)에 따라 계산된 값을 사용한다. 생성된 침

물의 양이 0.02 mM 이상으로 찰되기 시작하는 pH 7 이상의 시료 27개로부터 용

해도 곱 상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 다.

log
*
K's,0 = 8.1±0.3 (I = 0.01 M NaClO4)

log
*
K°s,0 = 7.8±0.3 (I = 0)

최근 Fujiwara 등은 지난 수십 년 간 축 된 Pu(VI) 가수분해물의 용해도곱 상

수를 정리하고 그 결과들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고하 다[3-3-40]. 기존에 보고된 

log
*
K°s,0 값은 3.35-6.9로 order 3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오차가 발생하

는 원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Pu(VI) 산화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산화상태가 

다른 루토늄(Pu(V), Pu(IV)  Pu(III))이 시료 내에 생성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경우, (2) 용해도곱 상수 계산에 사용된 가수분해 형성상수에 오차가 있는 경우, (3) 

시료 내 루토늄이 평형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4) 시료 내 존재하는 음이

온(CO3
2-
, NO3

2-
 등)과 Pu(VI)이 결합하여 수용성 착물을 형성한 경우 등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오차 발생 원인들을 고려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해 최 화된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NaOCl을 사용하여 루토늄의 산화상태를 유지하기 한 산

화조건을 조성하 을 뿐만 아니라 시료의 Eh값을 측정하여 Pu(V) 생성되었을 것으

로 의심되는 시료는 미량(>0.4 μM)의 Pu(V)을 측정할 수 있는 고감도 LWCC 시스

템을 이용하여 Pu(V)를 정량하고 이를 Pu(VI) 루토늄 화학종 정량에 반 하 다. 

이 연구에서 결정되어 용해도곱 상수 계산에 이용된 가수분해 화학종 형성상수 

한 log
*β°13를 제외하고는 OECD-NEA-TDB[3-3-29]에 제시된 값과 유사하다. 한 

이번 실험은 시료 제조 후 4일간의 평형 시간을 유지한 후 수행되었기 때문에 시료 

내 존재하는 루토늄 화학종간 반응이 평형상태에 충분히 도달하 을 것으로 상

된다. 모든 작업은 Ar으로 채워진 로  박스에서 수행되고, 사용된 시료 한 주

의하여 비된 후 장기간 동안 로  박스 내에 보 되어왔기 때문에 기로부터

의 CO3
2-
 침투는 무시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용해도곱 상수는 기존의 

데이터  제일 큰 값과 비교하여도 order 1이 더 큰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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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이 연구에서는 Pu(VI) 가수분해 단량체 화학종의 흡수특성, 형성상수  Pu(VI) 

가수분해 화합물의 용해도곱 상수를 결정하 다. Pu(VI) 가수분해 단량체 화학종에 

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하여 Pu(VI) 총 농도를 미량으로 고정하 고 산화분

기를 조성하여 오차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인 Pu(V) 향을 배제하 다. peak-fit을 

통해 수용성 Pu(VI) 화학종에 한 흡수특성(peak maximum (xc), FWHM (ω), 

molar absorption coefficient (ε))을 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료 내 존재하는 

PuO2
2+
 이온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을 직  규명하고 정량 분석하 다. 결정된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형성상수는 유사체로 언 되는 U(VI)의 가수분해 화학

종 형성상수(log
*β°11 = -5.25±0.24, log

*β°12 = -12.17±0.07  log
*β°13 = -20.25±0.42 

[3-3-41])보다 다소 작다. 이는 Pu(VI)이 U(VI)에 비해 가수분해 화학종 생성정도

가 작음을 의미하며, 가수분해 합체의 형성상수의 경우와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3-3-27].

미량의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을 상용화된 흡수분 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데

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u(VI) 가수분해 단량체 화학종이 

생성되는 낮은 농도에서 각 화학종의 흡수특성을 성공 으로 도출하 고 이를 이용

해서 가수분해 화학종을 직  분석하 다. 음이온성 가수분해 화학종 형성상수의 

경우 재까지의 결과는 신뢰도가 그리 높지 못하다. 루토늄의 농도를 충분히 낮

게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pH 역에서 실험을 수행할 때, 기존에 보고된 Pu(VI) 가

수분해 합체와 구분되는 음이온성 Pu(VI) 가수분해 단량체에 한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것이라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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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p(IV) 삼성분 착물화학종 규명

가. 서론

지하수와 같은 성수용액에서 Np(IV)를 포함한 +4가 악티나이드 이온(An(IV))

은 가수분해 반응하여 용해도가 낮은 화합물을 생성[3-3-42]하기 때문에 용존 화학

종을 규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일반 으로 지하수 내에서의 An(IV) 거동을 

측할 때 이성분 착물만 생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3-3-43, 3-3-44]. 그러나 가수분

해 화학종이 리간드와 결합하여 삼성분 착물을 생성하기도 한다[3-3-45, 3-3-46]. 

이와 같은 삼성분 착물화학종 생성은 An(IV) 이온의 용해도나 물계면에 한 흡

착거동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방사성 원소이기 때문에 취 에 어려움이 따르는 Np(IV) 신에 유사체로 

U(IV)를 사용하여 삼성분 착물화학종 생성을 흡수분 법으로 측정하 다. 삼성분 

착물화학종 형성반응을 찰하기 하여 U(IV) 이온의 배 자리를 모두 차지하지 

않으며, 산성 조건에서도 매우 안정한 이성분 U(IV)-리간드 착물화학종을 생성할 

수 있는 유기 리간드를 선택하 다. 이러한 유기 리간드는 시료 내 pH가 증가하여 

수산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U(IV) 착물화학종의 유리 리간드와 수산이온의 

치환반응 신 HO-U(IV)-리간드의 삼성분 착물화학종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유기 리간드로 세자리 주개 원자를 가진 

PDA(pyridine-2, 6-dicarboxylic acid)를 리간드로 선정하 다.

나. 실험 방법

U(IV) 시료는, 앞에서 설명한 방법 로, U(VI) 모용액을 기화학  방법으로 환

원하여 제조하고 로  박스에 보 하 다. 로  박스에서 정제된 PDA, NaOH 

용액  NaClO4 용액을 혼합하여 다양한 조건의 U(VI)-PDA 시료를 제조하여 

로  박스에 보 하 다. 무산소성 조건에 용 가능한 표  석  셀(Hellma, 

Macro117.100F)을 이용하여 로  박스 외부에 치한 흡수분 기를 이용하여 흡

수스펙트럼을 측정하 다.

다. 결과  논의

(1) pH에 따른 PDA 흡수스펙트럼의 변화

U(IV)-PDA 착물의 흡수스펙트럼 변화와 비교하기 하여 pH에 따른 PDA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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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스펙트럼의 변화를 측정하 다. 일정한 PDA 농도에서 LH
-
와 LH2 화학종이 존재

하는 범 (2-200 mM)에서 수소이온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흡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3-3-26에 나타내었다.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여 LH
-
 농도는 감소하

고 LH2 농도는 증가하여도 스펙트럼 모양의 변화는 없고 275 nm 장 역에서 흡

도만 증가하 다. 즉, PDA의 스펙트럼 변화만으로는 U(IV)-PDA 착물 생성을 추

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pH에 따른 흡 도 변화를 이용하여 PDA의 LH2를 생성하는 양성자 첨가 상수를 

계산하 다. 각 흡수 장에서의 흡 도와 총 PDA 농도  수소이온 농도를 이용하

여 다음 식 (12)와 같이 εt를 (εLH2 - εt)×[H
+
]에 한 함수로 계산할 수 있다. 

LH2
-
 + H

+
 ⇆ LH2, K = [LH2]/([LH

-
][H

+
]) (12)

εt = (εLH2 - εt)×[H
+]×K + εLH

여기서 εt는 275 nm에서의 흡 도를 총 PDA 농도로 나  값이다. 기울기로부터 양

성자첨가 상수(protonation constant, K)를 결정하고, 편으로부터 εLH을 구하 다

(Fig. 3-3-27 참조). LH와 LH2 화학종의 흡 도계수를 나타내는 εLH와 εLH2는 

correlation factor가 최 값이 되는 경우를 reiteration법으로 구하 다. 측정된 PDA

의 양성자첨가 상수값은 logK = 2.10±0.04이다. 이 값은 문헌값 2.10(0.1 M 

NaNO3)[3-3-47]과 잘 일치한다. 한 측정 방법의 신뢰성 확인을 하여 동일한 방

법으로 picolinic acid의 반응식 (13) 에 한  양성자첨가 상수값를 계산하 다. 측

정값은 logK = 1.01±0.08로서 문헌값인 1.04[3-3-47]와 실험오차범  내에서 일치함

을 확인하 다.

LH + H
+
 ⇆ LH2

+
, K=[LH2

+
]/([LH][H

+
]) (13)

(2) 유사체로서 U(IV)의 삼성분 착물화학종 규명

U(IV)-OH  U(IV)-PDA의 이성분 착물화학종 생성에 따른 흡수스펙트럼 변화

를 측정하여 그림 3-3-28에 나타내었다. 그림 3-3-28(a)에는 0.5 mM의 U(IV)  

0.2 M의 수소이온 농도 조건에서 PDA 농도를 0-4 mM 범 로 변화시키면서 

U(IV) 이온의 흡수스펙트럼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U(IV)-PDA 이성분 

착물화학종이 생성됨에 따라 U
4+
 이온의 흡  우리(647 nm)가 장 장 (678 nm)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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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7. Calculations of protonation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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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9. Absorption spectra of U-PDA-OH complexes measured at 0.5 mM of U(IV) 

and 0.2 mM of PDA as a function of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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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간드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생성되는 U(IV)-OH 이성분 착물에 의한 흡수

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PDA를 함유하지 않는 0.5 mM 농도의 U(IV) 용액의 pH

를 증가([H
+
] = 2-200 mM)시키면서 U(IV) 이온의 흡수스펙트럼 변화를 측정한 결

과를 그림 3-3-28(b)에 나타내었다. 시료의 pH가 증가함에 따라 U(IV)-OH 이성분 

착물이 생성되어 U
4+
 이온의 흡수(647 nm)가 어들고 630 nm 부근에서의 흡 이 

증가됨이 찰되었다.

흡수스펙트럼의 변화로부터 U(IV)PDA(OH)2 삼성분 착물의 생성을 확인하기 

하여 일정 농도(0.2 mM)의 PDA를 함유한 0.5 mM 농도의 U(VI) 용액의 pH를 증

가시키면서 U(IV) 이온의 흡수스펙트럼 변화를 측정하여 그림 3-3-29에 나타내었

다. U(IV)PDA(OH)2 삼성분 착물의 생성에 의해 U(IV)-PDA  U(IV)-OH 이성분 

착물의 흡수 특성과 다른 흡수 특성이 측되었다. pH가 2.3([H
+
] < 5 mM) 이상인 

경우 U-OH 화학종의 생성은 확인되지 않고 U-PDA 착물 생성은 유지된다는 것을 

흡수스펙트럼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성 화학종 생성에 의한 침  생성이 육안으

로 찰되었고, 빛의 산란으로 인해 흡수스펙트럼의 바탕값이 상승되었다. 이는 

U(IV)PDA(OH)2 삼성분 착물 생성의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PDA와 같이 

U(IV) 이온의 배 자리를 포화시키지 않으며, 산성 조건에서도 매우 안정한 U(IV)-

리간드을 생성한다면 pH가 증가할 때 HO-U(IV)-리간드 구조의 삼성분 착물을 생

성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라. 결론

방사성 원소이기 때문에 취 에 어려움이 있는 Np(IV) 신에 U(IV)를 사용하

여 U(IV)PDA(OH)2 삼성분 착물이 생성되는 것을 흡수스펙트럼 변화를 측정하여 

확인하 다. PDA 리간드 자체는 양성자첨가 는 속이온배 에 의해 흡 도의 

변화는 있으나 흡 장의 변화는 없으므로 U(IV)의 흡수스펙트럼 변화를 측정하

다. 성 화학종 생성에 의한 침  생성이 육안으로 찰되었고, 빛의 산란으로 인

해 흡수스펙트럼의 바탕값이 상승되는 상도 발견하 다. 침 을 제거하고 용액 

의 PDA, U(IV)  OH
-
 농도를 측정하면 삼성분 착물의 용해도곱을 구할 수 있

을 것이며, U(IV) 신에 Np(IV)를 비롯한 다른 An(IV)의 용해도곱을 구하여 비교

함으로써 원소간 화학거동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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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LIBS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성분 분석기술 개발

이  유도 열 분 학 (LIBS,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기술

은 나노  이하의 폭을 가진 펄스 이 빔을 즈를 이용해 상 시료에 입사시킴

으로써 시료 표면에 이  유도 라즈마를 발생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원자 발  

스펙트럼(atomic emission spectrum)을 측정하여 상 시료의 구성 성분  함량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모든 고체, 액체, 기체 시료에 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라

즈마에 포함된 원소 각각의 고유한 발  스펙트럼을 분해함으로써 여러 원소의 동

시 측정 한 가능하다[3-4-1∼3-4-3].

LIBS 기술은 시료 처리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악티나이드 원소를 

비롯한 방사성 물질 분석에 특히 유리한 이 있다. 방사성 물질은 hot cell 는 

로  박스 내에서 다루는 것이 필수 이며, 재 리 이용되고 있는 분석기술로

는 ICP-AES (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metry), TIMS 

(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try)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분석 

방법은 용매 화학 분석을 한 시료 처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 따라서 시료 처리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

는 LIBS 분석기술을 용함으로써 폐기물의 양을 일 수 있다.

그 외에도 섬유를 이용해 이 빔을 원하는 지 에 송할 수 있고 원자 발

 역시 섬유를 이용해 분 계로 입사시킬 수 있으므로 원격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상 시료에 한 LIBS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3-4-4]. 제 4 에서는 고  폐기물을 유리고화체로 만들어 구 처분하는 

경우를 제로 하여 유리고화체 내에 포함된 악티나이드 원소  기타 핵분열 물질

을 상으로 LIBS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정리한다.

1. LIBS를 이용한 유리시료 내 Sr, U 정량 분석

가. 서론

섬유를 이용하여 이 빔을 시료에 송하고, 라즈마에서 발생된 발 을 분

기로 송할 경우에는 원격 측정이 가능하므로 산업 장에서의 공정 실시간 모

니터링 는 유해 환경에서의 원소 분석 등에 LIBS 기술이 이용되고 있다. 원자력 

산업 분야에서는 증기 발생기의 부식물 장 분석과 방사성 폐기물 유리화 

(vitrification) 공정 의 유리용탕 성분 실시간 분석 등에 LIBS 기술을 용하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3-4-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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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유리화 공정을 이용하여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때 산화물 형태

로 유리고화체에 포함되는 표 인 원소로서 스트론튬(Sr)과 우라늄(U)을 택하여 

정량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다. 두 원소에 해 LIBS 신호가 가장 좋은 장 역을 

선정한 결과  우라늄 함량에 따른 유리시료의 열  특성을 정리하고, 각 원소의 

검출한계를 비교한다. 우라늄의 검출한계가 스트론튬의 검출한계에 비해 높은 원인

에 해 논의한다.

나. 실험장치

실험장치의 구성  실제 모양을 그림 3-4-1에 나타내었다. 장이 355 nm, 최

 펄스 에 지가 약 80 mJ인 Nd:YAG 이  (Continuum, Surelite II) 시스템의 

제 2-4 조화 를 주로 사용하 다. Nd:YAG 이 는 1064, 532, 355  266 nm의 

네 장의 이 빔을 각각 발생시킬 수 있다.

짧은 장을 사용할수록 유리시료의 용발률(ablation rate)이 증가하므로 실험에

서는 Nd:YAG 이 의 제 3 조화 인 355 nm 장의 이 빔을 시료에 입사시

켰다. 펄스폭이 약 6 나노 인 이 빔을 20 Hz의 반복률(repetition rate)로 동작

시켰다. 감쇠기(attenuator)를 사용하여 이 빔의 에 지를 조 하 다. 빔 가르게

(beam splitter)를 설치하 고, 여기서 일부 반사되는 이 빔을 출력계(power 

meter)에 입사시켜 이 빔 에 지를 측정하 다. 거리가 75 mm인 즈를 사

용하여 이 빔을 시료에 입사시켰다.

라즈마에서 발생한 원자 발  스펙트럼을 심 (core) 직경이 0.6 mm인 섬

유를 사용하여 에쉘 (Echelle) 분 계(LLA Instruments GmbH, ESA 3000)에 입사

시켰다. 섬유를 통과할 수 있는 최단 장은 200 nm이며, 분 계가 스펙트럼을 

동시에 기록할 수 있는 장 범 는 200-780 nm이다. 표 3-4-1에 이  시스템과 

분 계 시스템의 주요 제원을 정리하 다.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표 물질로서 SRM 610, 612, 614  616 유리시료를 사용하 다. 시료의 주 재질은 

72% SiO2, 12% CaO, 14% Na2O  2% Al2O3이며, 우라늄  스트론튬을 포함한 

61 종류의 원소가 불순물로 첨가되어 있다. 불순물의 농도는 SRM 610, 612, 614, 

616 순으로 약 500, 50, 1, 0.02 ppm이다.

우라늄이 461 ppm 포함되어 있는 SRM 610 시료에서 우라늄의 LIBS 신호가 측

정되지 않았으므로 우라늄 산화물(UO2 powder)을 0.5-5% 포함한 유리시료를 자체

으로 제작하 다. 표 3-4-2에 제조한 시료의 성분과 농도를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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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 An experimental setup of the L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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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YAG laser system Echelle spectrometer

- Wavelength: 532 nm

- Pulse width: 6 ns

- Pulse energy: 10 mJ

               (최  200 mJ)

- Spot size: 0.2-0.3 mm

                (약 10
10
 W/cm

2
)

- Spectral range: 200-780 nm

- 16 bit CCD camera: 1024×1024

- Measurement with gated MCP

         (delay time: 1 )

- Resolution (): 40,000

Table 3-4-1. Experimental apparatus and conditions.

UO2 (%) SiO2 (%) CaO (%) Na2O (%) Al2O3 (%)

시료 1 0.00

72 12 14 2

시료 2 0.05

시료 3 0.25

시료 4 0.50

시료 5 1.00

시료 6 3.00

시료 7 5.00

Table 3-4-2. Elemental composition and concentration of glass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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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논의

(1) 이  장에 따른 유리시료의 용발 특성  LIBS 스펙트라

악티나이드 원소가 함유된 유리고화체, 는 시멘트 고화체는 사용후핵연료를 처

분할 때 폐기물의 부피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구처분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개발하고 있는 물질이다. 이 연구의 목 은 

LIBS 기술을 이용하여 유리고화체  수용액 내에 함유된 악티나이드 원소를 정량

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연

구이다. 특히, 유리시료 내에 함유된 악티나이드 원소의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에 한 자료는 LIBS 기술을 주로 다루는 국제 학술지에서도 보고된 바

가 거의 없다.

그림 3-4-2  3-4-3에 시료에 입사되는 이 빔의 장이 변함에 따라 구리

(Cu)  유리시료(SRM 610)에서 용발되는 시료의 양(용발률)이 달라지는 상을 

학 미경(optical microscope)을 이용하여 측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3-4-2

에서는 Nd:YAG 이 의 제 2 조화 인 가시 선(532 nm)과 제 3 조화 인 자외

선 (355 nm) 장을 비교하 다. 3 mJ 에 지의 이 빔 이 시료 표면에 정

확하게 맺힌 조건에서 측정하 다. 왼쪽 와 오른쪽  사진은 355 nm, 532 nm 

장의 이 빔이 각각 입사되었을 때 구리 표면에 형성된 구멍(crater)을 나타내

고 있다. 355 nm 장의 이 빔이 입사될 때 보다 깊은 구멍이 형성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자외선 장의 이 빔을 입사시킬 때 가시 선 장의 이 빔에 

비해 높은 용발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빔에 의해 시료 표면에 라즈마가 형성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다 자 이온화(multiphotoioniztion)를 통한 기 

자(seed electron)의 생성  둘째, 역제동 복사(inverse bremsstrahlung)를 통한 

자의 가속과 성원자와의 충돌로 인한 자 증가 (collisional cascading) 과정이다. 

두 번째 과정에서 역제동 복사 단면 은 장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입사 장이 

길수록 라즈마에 흡수되는 이 빔의 에 지가 증가한다[3-4-9]. 즉, 장이 길

수록 시료 표면에 도달하여 용발에 기여하는 이 빔의 실제 에 지가 어든다는 

것이다.

그림 3-4-2의 왼쪽 아래와 오른쪽 아래 사진에 유리시료 표면에 형성된 구멍을 

나타내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외선 장을 입사시킬 때 시료 표면에 도달

하는 이 빔의 에 지가 크기 때문에 유리시료 표면에 손상이 생긴 것을 측할 

수 있다. 유리시료는 깨지기 쉬우므로 이 빔의 을 시료 표면 아래 방향으로 

약 7 mm 이동시킨 조건에서 시료 표면에 형성되는 구멍을 측한 결과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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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에 나타내었다. 266 nm와 532 nm 장을 각각 입사시킨 경우를 비교하 으

며 그림 3-4-2에서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외선 장을 입사시켰을 때 구멍의 깊

이가 깊다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3-4-3의 아래 사진은  사진을 각각 확 한 

것으로서 266 nm의 경우가 532 nm 장을 입사시킨 경우에 비해 구멍의 직경이 

어든다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3-4-4에 SRM 610 시료를 상으로 측정한 LIBS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Echelle 분 계를 이용함으로써 200-780 nm에 걸쳐 범 한 LIBS 스펙트럼을 측

정할 수 있다. SRM 610 시료에는 61개의 원소가 섞여있으므로 원소 각각을 표할 

수 있는 복잡한 스펙트럼이 측되고 있다. 그림의 왼쪽에 사각형 부호로 표시한 

역을 확 한 그림을 그림 3-4-5에 나타내었다.

그림 3-4-5에서는 가시 선(532 nm)과 자외선 장(355 nm)을 각각 입사시킨 

조건에서 측정한 스펙트럼의 세기(intensity)를 비교하 다. 유리시료에 미량 (351 

ppm) 함유된 보론(B)과 유리시료의 주성분(72%)인 실리콘(Si) 원소의 스펙트럼을 

측할 수 있으며, 자외선 장(355 nm, 그림에서 실선)을 이용할 때 LIBS 스펙트

럼의 세기가 가시 선 장(532 nm, 그림에서 선)을 이용할 때의 세기에 비해 약 

10배 증가한다는 것을 보 다. 이는 그림 3-4-2, 3-4-3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외

선 장에서의 용발률이 높기 때문이다. Si 원소의 스펙트럼이 갈라지는 상은 방

출된 라즈마 발 (emission)이 주변 Si 원자에 의해 다시 흡수되는 형 인 자기 

흡수 (self-absorption) 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4-6에는 Ni 원소의 LIBS 세기를 이용하여 이  유도 라즈마의 온도

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유도 라즈마에는 성 원자(neutral atom)

와 들뜬 원자 (excited atom)  이온이 함께 존재한다. 들뜬 원자에서 방출되는 

LIBS 세기를 측정하여 Boltzmann 분포 식에 입하여 라즈마 온도를 구할 수 있

다. 수 mJ 에 지의 이 빔에 의해 발생된 라즈마의 온도는 약 6000-8000 K 

정도이며, 가시 선 장에 비해 자외선 장을 이용하 을 때 라즈마 온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3-4-7에서는 double-pulse를 이용한 경우의 LIBS 신호 증강 효과를 나타

내었다. 그림 3-4-1에서 보인 자외선 장의 펄스가 입사된 시 에서 0.5 가 지

난 후에 두 번째 펄스인 가시 선 장의 펄스를 입사시킨 조건에서 측정한 결과이

다. 왼쪽과 오른쪽 그림에 351 ppm 농도로 시료에 함유된 보론  515 ppm 농도로 

시료에 함유된 스트론튬  유리시료의 주성분(12%)인 칼슘(Ca) 스펙트럼을 각각 

나타내었다. 함유량에 따라 신호 증강 효과가 달리 나타나며 최  10배까지의 신호 

증강 효과를 측하 다. 두 이  펄스의 에 지 비와 두 펄스 사이의 시간 차이

를 변화시키면서 최  조건을 찾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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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 Craters generated by laser beam on copper and glass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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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mm (depth) @ 266 nm                             @532 nm

~0.4 m m

Fig. 3-4-3. Craters generated by laser beam on copper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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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 LIBS spectra for two different wavelengths (532 and 355 nm). These 

spectra were obtained with a gate delay of 1   and gate width of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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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트론튬과 우라늄의 검출한계 비교

 폐기물 는 고  폐기물에는 핵분열 물질로 
90
Sr, 

99
Tc, 

129
I 등의 핵

종과 U, Cm, Pu 등의 악티나이드 핵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원소를 LIBS 기술

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 해 유리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Sr과 U을 측정

하여 검출한계(LOD, Limit Of Detection)를 결정하 다.

그림 3-4-8에 네 개의 표 시료(SRM 610, 612, 614, 616)에 포함된 Sr 원소의 

LIBS 스펙트라를 나타내었다. Sr 원소의 농도는 각각 515.5, 78.4, 45.8, 41.72 ppm

이다. 그림의 왼쪽에 보이는 세 개의 우리(peak)는 유리 시료의 주성분인 Ca 원

소의 스펙트럼으로 확인되었다. 네 개의 표 시료에는 동일한 농도(12%)의 Ca 원소

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Ca 원소의 458.587 nm 장의 LIBS 세기를 1로 규격화하고, 

서로 다른 함량을 가진 Sr 원소의 LIBS 세기를 비교하 다. Sr 원소의 농도가 증

가할수록 460.733 nm 장의 LIBS 세기가 증가함을 볼 수가 있다.

그림 3-4-9에는 Sr 원소의 LIBS 세기를 농도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왼쪽 그림에

서 볼 수 있듯이 Sr 원소의 LIBS 세기만 이용해서 검정곡선을 그릴 경우에는 선형

성이 떨어진다. 이는 이 빔의 출력 요동 (fluctuation), 시료 표면의 매끈한 상태 

등에 따라 LIBS 세기 자체가 요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인 것

과 같이 Sr 원소의 LIBS 세기를 유리시료의 주성분인 Si 원소의 LIBS 세기

(263.128 nm)로 나 어 검정곡선을 구함으로써 LIBS 세기와 농도의 선형성을 얻을 

수 있으며, 신호  잡음비로 계산한 Sr의 검출한계는 약 1.5 ppm이다.

표 시료(SRM 610)에는 461 ppm 농도의 우라늄 원소가 함유되어 있으나 우라

늄 원소에 해당하는 LIBS 신호가 측되지 않았다. 우라늄 원소의 검출한계가 Sr 

원소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라늄의 검출한계를 측정하기 해 

UO2가 5%까지 함유되고, 주성분은 표 시료와 동일한 유리시료를 실험실에서 자체

으로 제조하 다. 제조한 시료의 성분비는 표 3-4-2에 정리한 것과 같다.

그림 3-4-10에 제조한 시료의 모양을 나타내었다. 유리시료의 직경은 약 4 mm

이고, 진을 이용하여 직경이 약 15 mm인 원통을 만들어 유리시료를 고정시켰다. 

우라늄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유리시료의 색이 노란색에서 진한 갈색으로 변한다. 

그림 3-4-11에는 이 빔이 입사된 후에 유리시료의 표면에 형성된 구멍을 나타내

었다. 실험을 반복하면서 표면이  거칠어지므로 LIBS 신호 세기의 재 이 어려

워진다. 따라서 일정한 회수의 실험을 진행시킨 후에는 표면을 다시 매끈하게 연마

하여 사용하 다.

그림 3-4-12에 유리시료에 미량 포함된 철(Fe) 원소의 LIBS 세기(358.119 nm)

를 1로 규격화 한 후에 U 원소 함량 변화에 따른 U 원소의 LIBS 세기를 비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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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 다. 우라늄 원소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U(I) 원자에 해당하는 LIBS 

세기(356.659, 358.488 nm)가 증가함을 볼 수가 있다. Echelle 분 계로 측정한 

200-780 nm 장 범 에서 358.488 nm 장에서 측정한 LIBS 신호가 가장 세다는 

확인하 다.

그림 3-4-13에 우라늄의 함유량이 다른 시료를 상으로 라즈마 온도를 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라즈마 온도를 측정하기 해 Boltzmann 식을 이용하 다. 

이 빔의 에 지가 약 6.5 mJ인 조건에서 표 3-4-3에 정리한 것과 같이 라즈

마 온도는 5700-6100 K 범 이다. 우라늄 함유량에 따라 라즈마 온도가 심하게 

변하는 상은 측되지 않았다. 

그림 3-4-12에서 보인 LIBS 신호의 세기를 이용하여 우라늄 정량분석에 필요한 

검정곡선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3-4-1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Y-축은 358.488 

nm 장에서 우라늄 원소의 LIBS 세기를 298.764 nm 장에서 실리콘(Si) 원소의 

LIBS 세기로 나 어  상 인 값을 의미한다. 우라늄 함유량이 0.05-1.0% 범

에서 선형성이 매우 우수한 검정곡선을 구하 으며, 우라늄을 정량분석 할 때의 검

출한계는 약 500 ppm이다. 유리시료에 함유된 Sr 원소의 검출한계(약 1.5 ppm)에 

비해 매우 높은 값을 보이는 이유는 재까지 보고된 바가 없으며, 그 원인을 규명

하기 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라. 결론

LIBS 기술을 이용하여 유리고화체 내에 함유된 악티나이드 원소를 정량 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다. 핵연료의 주성분인 우라늄과 표 인 핵분열 

물질인 스트론튬 원소를 상으로 LIBS 실험을 수행하 고, 유리시료에 포함된 각

각의 원소에 한 검출한계 데이터를 구하 다. LIBS 기술로 측정할 수 있는 우라

늄 원소의 검출한계는 약 500 ppm이며, 이는 스트론튬의 검출한계에 비해 약 300배 

높은 값이다. Double pulse에 의해 LIBS 신호를 증강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검출한계를 약 10배 정도 낮출 수 있다. 유리고화체 형태로 고

 폐기물을 처분할 경우에 고화체에 포함되는 우라늄의 함량은 수 % 정도이다. 

따라서 LIBS 기술을 이용하여 원격  비 방식으로 고화체의 성분을 충분히 정

량 분석할 수 있다고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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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8. Series of spectra with varying concentrations of Sr in the 

wavelength range from 457.5 to 461.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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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9. Calibration curves for different concentrations of Sr in glass 

samples: left, curve obtained from emission intensity of Sr (460.733 nm), right, 

curve obtained by the ratio of the Sr (460.733 nm) emission line to that of the 

Si (263.128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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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0. Glass samples containing UO2 powder. As increasing UO2 

concentration, the color of sample becomes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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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1. Craters are formed on the surface of sample after LIBS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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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2. Series of spectra with varying concentrations of UO2 in the 

wavelength range from 356.0 to 359.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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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2 (%) Plasma Temperature (K)

SRM 610 0.0461 5768±605

시료 2 0.05 6189±391

시료 3 0.25 6118±103

시료 4 0.50 5881±279

시료 5 1.00 5990±354

시료 6 3.00 5879±555

Table 3-4-3. Plasma temperatures measured from Fig. 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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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4. Calibration curves for different concentrations of U in glass sample 

(curve obtained from emission intensity of U at 358.488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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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모세 기이동을 이용한 화학종분포 규명기술 개발

고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선  수명이 긴 동 원소들로 이루어진 악티나이드 

원소를 주성분으로 함유한다. 고  방사성폐기물을 지하 암반 내에 처분하면 안

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의 과학  근거는 선정한 암반이 지질학 으로 안정

하고, 수문학 으로 지하수 유동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각 내 어디에나 

자연수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악티나이드 원소가 자연수 흐름을 따라 

이동하더라도 환경에는 도달하지 않는다는 측의 신뢰성을 증명해야 한다.

지하수 흐름에서 악티나이드 원소의 이동 지연은 이들이 지하수 조건에서 용해

도가 낮고 지각물질 계면에 잘 흡착된다는 화학  특성에 의존한다. 굳은산으로 분

류되는 악티나이드 이온은 자연수 에 흔히 존재하는 굳은염기로 분류되는 작용기

를 가진 수산, 탄산, 휴믹산 등과 반응하여 다양한 구조와 조성의 수용성 는 비수

용성 착물을 생성할 수 있다. 즉, 산화-환원에 의한 산화상태의 변화와 함께, 이성

분 는 다성분, 단체 는 합체, 그리고 양 하, 성 는 음 하 착물 등을 형

성한다.

이 게 지하수 에서 생성할 수 있는 화학종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 화

학종은 서로 다른 화학거동을 보인다. 따라서 처분될 고  방사성폐기물 의 악

티나이드 원소가 자연수 흐름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상을 정확하게 측하기 

해서는 지하수 내와 지하수/지각물질 계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자수 의 미세화

학거동에 한 이해와 열역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한 실험실 

활동에서 부닥치는 어려움 의 하나는 이들의 낮은 용해도 때문에 측정해야할 화

학  용존 농도가 매우 낮아서 고  방법에 의한 측정으로는 실험에 한계가 있다

는 것이다. 

열역학 자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를 들면, 악티나이드(III) 

이온의 유사체로 흔히 사용되는 란탄족(III) 이온과 지하수 에 존재하는 표  

리간드인 휴믹산  풀빅산과의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시간분해 이  형  

분  (TRLFS, Time-Resolved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3-5-1], 평형 투

석 (equilibrium dialysis) [3-5-2], 이온교환 [3-5-3], 한외여과 [3-5-4], 모세 기

이동 (capillary electrophoresis) [3-5-5], 용매추출 [3-5-6] 등을 활용하고 있다. 그 

밖에 열계량법, 차법, 반응속도 측정법 등이 용되기도 한다. 모든 방법은 화

학종 농도에 비례하는 각 화학종 고유의 특성을 선택 으로 측정하므로 화학종을 

이루는 원소나 화학종의 특성에 따라 용 가능성과 효율성이 결정되며 방법 간의 

상호 보완성을 갖추게 된다.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기 해서는 여러 가지 화학종이 존재하는 평형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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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화학종 농도를 정확하게 정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낮은 화학  농도에 

용하기 해서는 감도가 우수한 검출법을 활용해야 한다. 만약 화학종들이 혼합된 

상태에서 개별 화학종을 선택 으로 정량할 수 없더라도 화학반응 평형에 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화학종을 사 에 분리할 수만 있다면 정량을 하여 선택할 

수 있는 우수한 감도의 검출법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분리방

법이 반응계에 물리화학 으로 간섭하여 평형 이동을 유발하므로 평형상태를 표

하는 측정이 곤란하다.

화학종들을 분리하지 않고 제자리(in situ)에서 측정하는 표 인 방법으로 분

분석법이 있다. 화학종 변화, 즉 산화수나 배 되는 리간드의 종류와 배 수에 따라 

속이온의 에 지 가 변하고, 그 결과로 그에 상응하는 여기  발  장이 

변하는 상을 이용한다. 비교  농도가 낮은 역에도 용할 수 있으며 흡 분

분석법과 형 분 분석법이 있다. 흡 분 분석법은 투과/입사 빛의 상 값을 측정

하므로 흡 계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반면에 형 세기는 여기 빛의 세기에 

비례하므로 이  등을 원으로 사용하는 형 분 분석법은 검출할 수 있는 화학

종의 농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특히 여기  발  장의 선택과 시간 분해를 이

용하면 화학종에 한 선택성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화학종이 형  특성을 지

녀야 하므로 용할 수 있는 악티나이드 원소에 제한이 있다. 이 유도 형 분석

법은 이 를 작은 직경의 모세 에 직  조사할 수 있으므로 용이 간편하고 감

도는 Eu(III) 이온의 경우에 10
-9 

M까지 정량할 수 있다.

제 5 에서는 화학종분리법 에서 화학평형계에 비교  간섭을 게 가하면서 

빠르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인 모세 기이동법을 이용한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기술 개발에 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모세 기이동법은 평형계에 장이라는 물

리  간섭과 모세  계면의 화학  간섭을 가한다. 수용액 에 용존하는 부분의 

악티나이드 화학종이 하를 띠므로 모세 기이동법을 용할 수 있는 악티나이

드 원소와 화학종은 범 가 넓다.

모세 기이동법은 높은 분리 효율, 빠른 분석속도, 은 양의 시료만 필요하다

는 장 을 지니고 있다. 이 방법은 이온성 화학종의 복잡한 조성을 빠르게 분리할 

수 있다. 즉, 동일 원소의 산화수가 서로 다른 이온들, 착물을 형성한 이온과 형성

하지 않은 이온, 리간드가 서로 다른 착물들, 속 옥소 음이온(metalloid 

oxoanion)들, 비 속 음이온, 이온성 유기화합물, 속산화물 콜로이드[3-5-7] 등을 

서로 분리할 수 있다. 모세 기이동법을 이용하여 유기분자 간 착물의 안정도상

수를 측정하기 하여 여러 가지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다[3-5-8∼3-5-13]. 이 방법

들을 응용하여 속이온과 유기리간드 사이의 착물 생성 상수를 측정할 수 있다

[3-5-5, 3-5-1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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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세 기이동 장치 구축  악티나이드, Eu 화학종 규명

가. 서론

모세 기이동법을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연구에 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존한다. 즉, 화학종 분리 시간과 리간드- 속이온 사이의 착물생성 

반응속도의 계, 착물의 안정도, 시스템에 존재하는 리간드, 속이온 는 착물들 

에서 분석할 수 있는 화학종의 종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측정 라미터를 고려

해서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기본 으로는 분리 상이 되는 리간드, 속이온  착

물 화학종의 하량/이온반경에 의존하는 기이동도 (electrophoretic mobility) 차

이를 이용하여 화학종을 상호 분리한다.

착물이 매우 안정하여 모세  내에서 분리되는 에 화학종의 농도 변화가 오차

범 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분리된 리간드, 속이온  착물의 농도를 정량하여 안

정도상수를 계산할 수 있다. 안정도가 낮아서 분리 에 화학종 변화가 있더라도 

반응속도가 매우 빠르고 분리 에 평형상태가 유지된다면 리간드 는 속이온의 

농도변화에 따른 속이온 는 리간드의 기이동도 변화를 측정하여 안정도상수

를 계산할 수 있다.

용 농도범 는 검출기의 감도에 의존한다. 속이온을 매우 낮은 농도까지 검

출할 수 있는 우수한 방법은 질량분석법, 이 유도 형 분석법  방사선계측법

이다. Sector field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SF-ICP-MS)를 

용하면 Nd-풀빅산 시스템에 하여 nM 단  이하까지 용할 수 있다[3-5-5]. 

용융 실리카 모세  기벽의 실라놀(silanol) 작용기가 자유 속이온과 상호작용하여 

측정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실라놀- 속이온의 상호작용을 정량화하기 어려

우므로 속이온과의 착물생성 특성이 잘 알려진 경쟁 리간드를 가하여 실라놀과의 

상호작용을 가리움한다. 측정결과는 속이온에 한 경쟁 리간드와 측정 리간드 

사이의 경쟁반응으로 해석한다[3-5-5]. 이 방법을 용하여 란탄족원소-휴믹산 착

물의 조건부 안정도 상수에 란탄족수축이 반 되는 것을 측정하 다[3-5-15].

악티나이드 원소의 특징 의 하나가 방사성핵종을 동 원소로 갖고 있는 것이

므로 방사선계측에 의한 정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방사선계측법은 방사붕괴 유형

에 따라 용성이 다르다. γ-선 방출핵종을 계측할 경우에는 모세  검출 부 를 

통과하는 화학종을 제자리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γ-선 검출기 특성상 

검출 효율이 낮다는 단 이 있다. α- 는 β-선 방출핵종을 계측할 경우에는 낮은 

투과력 때문에 모세  검출 부 를 통과하는 화학종을 제자리에서 측정할 수 없으

므로 모세 을 빠져나온 화학종을 분취하여 측정해야 한다. 결과 으로 측정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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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 인 모세 기이동 장치를 구성하고 Eu(III) 이온과 서로 

다른 안정도의 착물을 형성하는 몇 가지 리간드(acetate, picolinate, pyridine-2,6- 

dicarboxylate (PDA)  ethylenediaminetetra-acetate (EDTA))를 이용하여 Eu(III) 

이온의 모세  내 기이동도에 미치는 향을 측정함으로써 모세 기이동법을 

지하수 내 악티나이드 화학종 측정에 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목 이 용성 검토에 비 을 두었으므로 고가의 모세 기이동 상용기기

를 구입하거나 검출 효율을 높이기 하여 정  분석 장비를 변형해서 연계하는 실

험은 제외하 다. 한 산 비 활용성의 불확실성과 연구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고가의 상용 부품을 구매하는 것도 지양하고 최소한의 기능만을 갖춘 장

치를 구성하 다. 용하려는 악티나이드 원소들 부분이 α-선 방출핵종이므로 분

리된 화학종을 분취하여 액체섬 계수법으로 정량하는 것을 제로 하되 기기개발 

단계에서는 악티나이드 신에 Am(III)의 유사체로 이용되는 Eu(III) 이온을 실험

상 원소로 하고 분취된 시료를 ICP-AES, ICP-MS 는 LFS를 이용하여 정량하기

로 하 다.

나. 실험

(1) 기기

기이동을 한 모세  내의 장은 고 압 직류 원(30 kV, 1 mA, 도 자, 

ADRP-2501A)을 사용하여 가하 다. 모세 은 용융실리카 모세 (Beckman, 75 

는 100 μm의 내경과 polyimide로 덮인 375 μm의 외경)을 사용하 다. 모세  내에

서 장에 의해 분리되면서 흘러나오는 화학종을 함유한 미량의 용액은 정기 

(Methrom, 776 Dosimat) 피스톤에 의해 일정하게 외부공 (sheath flow)되는 용액

을 이용하여 분취(Pharmacia Biotech, FRAC-100)하 다. 모세  내에서 류에 의

해 발생된 열은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여 냉각하 다. 극은 백 과 스텐강 재질을 

사용하 으며, 용액시료의 용기는 폴리에틸  는 테 론 재질을 사용하 다.

기삼투 흐름(electroosmosis flow)를 측정하기 한 흡 도 측정은 섬유를 

연계한 흐름셀(Hellma 178.712-QS, 흡  길이 = 10 mm, 부피 = 18 μL)과 흡수분

기(Varian, Cary 3E)를 이용하 다. 분취한 용액 의 Eu(III) 이온농도는 

ICP-AES(Jobin Yvon, Ultima2C)를 이용하여 정량하 다. 용액의 pH 조   측정

에는 자동 정기(Mettler, Titrator DL77)에 pH 극(Ag/AgCl, Combination, Orion, 

8102BN)을 연결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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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약

모든 용액의 제조에는 Milli-Q 시스템을 통과한 무이온수를 사용하 다. Eu(III) 

모용액은 Eu2O3(99.999%, Aldrich)를 HClO4 용액에 용해하여 비하고 ICP-AES법

으로 정량하 다. 리간드 (acetic acid, picolinic acid, PDA  EDTA) 모용액은 시

약 을 정제과정 없이 증류수에 용해하여 비하고 산-염기 정법으로 정량하

다. HClO4, HCl  NaOH 용액은 분석 을 정제과정 없이 사용하 다. 

(3) 과정

모든 실험은 실온에서 수행하 다. 기이동에 사용한 모든 용액은 100 nm 기공 

크기의 막 거름 종이로 걸러서 모세 을 막을 수 있는 입자를 제거하 다. 한 용

존 기체가 모세 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사용 직 에 유리막 로 교반하면

서 음 처리하고 사용하 다. 상세한 실험 조건과 과정은 장치를 구성하는 과정

에서 획득한 라미터를 바탕으로 결정하 다. 모세 은 0.1 M HCl, 증류수, 0.1 M 

NaOH, 증류수, 완충용액 순으로 세척하 다.

시료는 수 차를 이용하여 주입하 다. 압을 부과하기 에 모세 의 주입부

는 흐르는 완충용액에 그리고 모세 의 시료 방출 부 는 흐르는 외부공  보충

해질 용액(sheath flow make-up electrolyte solution)에 하도록 하 다. 모세 에

서 분리된 시료는 보충 해질 용액과 함께 분취하거나 흐름셀을 통과하도록 하

다. 분취된 용액 의 Eu(III)은 ICP-AES법으로, 흐름셀을 통과하는 용액은 흡 도 

측정법으로 정량하고 시간에 한 변화를 도시하여 electropherogram을 작성하 다. 

한 번 실험이 끝나면 의 과정을 반복하 다. 

다. 결과  논의

(1) 모세 기이동장치의 구성

수용액 에서 기이동에 의해 이온을 분리할 때 분리효율에 향을 미치는 주

된 요인은 1) 장방향으로의 이온의 분산, 2) 기 흐름에 의해 발생하는 Joule 열 

3) 주입한 시료가 모세 내 분포하는 길이, 4) 모세  기벽의 이온 흡착, 5) 시료와 

사용하는 완충 용액의 기 도도 차, 6) 모세  양 끝의 수 차, 7) 검출 용액 부

피(흡 검출의 경우에는 측정에 사용되는 흡 셀의 부피, 분취의 경우에는 분취되는 

용액 부피) 등이다. 따라서 기기를 구성할 때는 의 요인들이 미치는 향을 최소

화해야 한다.

모세 기이동 장치 구성에 용한 개념도를 그림 3-5-1에 나타내었다. 기이

동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수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에 직류 장을 가해야 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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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으로 장의 세기는 30 kV를 넘지 않으며, 류의 세기도 수십 μA를 넘지 않

으므로 최  압과 류가 각각 30 kV  1 mA인 고 압 직류 원을 확보하

다. 기이동이 일어나는 매질은 수용액이므로 용융 실리카 모세 을 사용하 다. 

모세 의 직경이 크면 주입할 수 있는 시료의 양이 많아지므로 측정 감도 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동일한 압에서 류 세기는 면 에 비례하므로 Joule 열 발생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분리가 이루어질 장의 세기에 따라 50, 75  100 

μm의 용융 실리카 모세 을 선택하기로 하 다. 화학종 분리 에 발생하는 Joule 

열은 모세  외부에 공기를 흐르게 하여 제거하기로 하 다.

시료주입은 기기 구성의 간편성을 고려하여 수 차를 이용하 다. 검출법은 크게 

두 가지를 용하 다. 기삼투 상에 의한 흐름을 측정할 때는 흐름셀을 이용하

여 흡 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기이동에 의한 이온 분리를 측정할 때는 

분취한 시료를 ICP-AES법 는 액체섬 계수법으로 정량하도록 하 다. 분석과정 

에 모세  두 끝의 수  차에 의해 수용액이 이동하면 내부 표면과의 마찰에 의

해 류 상이 발생하므로 압력차를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완충용액의 높이는 

학용 높낮이 받침 를 사용하여 조 하기로 하 다.

그림 3-5-1에 나타낸 개념도를 바탕으로 구성한 모세 기이동 장치는 그림 

3-5-2  3-5-3과 같다. 이 그림들은 분리된 화학종을 분취할 때의 구성을 나타낸

다. 분취할 때는 모세 을 흘러나오는 시료의 양이 무 작기 때문에, 를 들면 길

이 60 cm, 직경 100 μm의 모세 에 채워진 용액을 100번에 나 어 분취한다면 한 

번 시료의 부피는 4.7 nL이므로 분취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세  끝을 흘러나오

는 용액을 외부공  용액을 흘려서 분취해야 한다. 외부공  용액은 모세  외벽을 

둘러싼 스텐강 을 통해 흐르도록 함으로써 극 표면의 기화학  상의 결과

가 되는 것을 방지하 다. 한 외부공  용액은 극과 모세  끝을 기 으

로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끝에서 용액의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둘 

사이는 용액으로 연결되도록 모세  끝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1 mm 정도 안에 

치하도록 하 다. 모세  끝에서 원하는 시간 간격으로 용액이 방울이 되어 떨어지

도록 외부공  용액의 유속을 조 하 다. 

기삼투 흐름을 측정하기 해 흡 도를 측정할 때는 외부공  용액 에 흐름

셀을 연결하 다. 흐름셀의 연결 방법과 장치를 그림 3-5-4에 나타내었다. 섬유를 

사용하여 흐름셀과 흡 분 분석기를 빛으로 연결하 다. 모세 에 부과하는 

는 모세 의 분취하는 부분을 지하고 시료 주입부를 양 는 음의 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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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 Conceptual diagram for a capillary electrophore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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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 Schematic diagram of a designed fractional collection capillary 

electrophore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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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 View of a designed fractional collection capillary electrophore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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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4. Schematic diagram and view of a flow cell connection to a fractional 

collection capillary electrophore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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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 에 형성된 기삼투 흐름을 측정하기 하여 모세  배출부에서 시료를 

분취하여 흡 도를 측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측정값의 분리능이 분취하

는 시간 간격에 의존하며 측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한편 흐름 셀과 실험실에 

보유하고 있는 섬유 연계 흡 분석기를 이용하면 기기의 변형 없이 연속 으로 

측정할 수 있으므로 측정의 정 성을 높일 수 있고, 측정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

료 신에 흡 도계수가 크고, 기 으로 성이며, 수용성인 화합물을 모세 에 

부과하고, 기장에 의해 형성된 기삼투 흐름에 의해 모세 을 흘러서 시료 채취

부 로 빠져 나오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용액 의 성 화합물이 빠져 나오는 

시간은 시간에 따른 흡 도 변화를 흡 분 분석기에 내장된 반응속도측정 로그

램을 이용하면 측정할 수 있다. 이때도 모세 을 흘러나오는 용액의 부피가 매우 

작아서 흐름셀의 측정공간(18 μL)을 충분히 채울 수 없으므로 외부공  용액이 필

요하다. 따라서 흐름셀에 외부공  용액을 함께 흘려보내기 하여 분취장치의 끝

에 흐름셀을 연결하 다. 

그림 3-5-3에 나타낸 장치를 이용하여 모세 기이동을 측정할 때는 수 차를 

이용하여 모세  내부로 세척액을 흘려보내고, 시료를 주입하고, 다시 음극  양극 

극을 채운 완충용액의 수 을 같게 하고 원을 공 한다. 이 과정에서 매번 모

세 의 시료 주입부에 공 하는 용액이 담긴 병을 교체하고 용액의 높이를 높낮이 

받침 를 이용하여 조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높이를 조 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용액이 공기와 하며, 재 성 있게 높이를 조 할 수 없는 문제 이 

있다. 이 을 개선하기 하여 시료  세척액의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밸

가 부착된 을 통하여 모세 에 용액이 공 되도록 하 다. 이를 해서는 모세

의 시료주입 부 의 극을  모양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개

념도를 그림 3-5-5에 나타내었으며 변형하여 구성한 장치를 그림 3-5-6에 나타내

었다. 

그림 3-5-5에 나타낸 장치에서는 모세 의 시료주입 끝이  내부에서 은 부

피의 완충용액과 하게 된다. 기이동을 하여 를 걸어주면 극 표면의 

기화학반응에 의해 용액의 조성이 바 다. 가장 표 인 반응은 물의 기 분해에 

의한 수소이온 농도의 변화, 즉 pH 변화다. 그런데 극이 하는 완충용액의 부피

가 작으며 완충용량이 기 때문에 pH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한 시료 주입부의 

극에 음의 원을 연결할 경우에는 극의  내부 표면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

여 극과 모세  사이를 단  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두 가지 문제 을 해결

하기 하여 기이동을 하여 원을 공 할 때에도 계속 완충용액이 흐르도록 

하 다. 극이 계속 새로운 완충용액과 하며, 흐르는 완충용액이 모세 을 지나

간 후에 극과 하도록 하 으므로 수소 기체가 발생하더라도 극과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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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한 가지 문제는 모세  양 끝의 수 차를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모세  시료 주입부의 경우

에는 용액이 흘러 들어가는 부 보다 흘러 나가는 부 의 직경을 더 크게 하여 주

입 용액의 흐름에 의한 압력 발생을 제거 다. 그리고 용액의 흐름과 무 하게 용

액이 흘러 나가는  끝의 높이를 조 함으로써 모세  시료 주입부의 수 를 조

하도록 하 다. 모세 의 시료 방출 부 의 경우에도 흘러나오는 부 의 직경이 더 

크므로 외부공  용액의 흐름에 의한 압력 발생은 없고 용액이 흘러나오는  끝의 

높이를 조 하면 수 를 조 할 수 있다. 흐름 셀을 연결하 을 때도 동일한 이유

에 의해 흘러나오는  끝의 높이를 조 함으로써 모세 의 시료 방출부의 수 를 

조 하도록 하 다. 

(2) 시료주입 조건 결정

시료를 유체역학 방식(hydrodynamic mode)으로 주입하려면 모세  직경과 수

차에 따른 시료 주입량을 알아야 한다. 길이가 60 cm이고 내경이 75와 100 μm인 

모세 에 하여 측정하 다. 모세  양 끝의 높이 차이를 20 cm로 하고 수 시간 

동안 흐른 증류수의 무게를 측정하여 10  동안에 주입 된 양을 계산하 다. 측정

한 결과는 내경이 75와 100 μm인 모세  각각에 하여 25  80 nL 으며 모세  

내부를 채우는 길이는 각각 5.7  10.0 mm를 나타내었다. 이 값은 다음과 같이 

Hagen-Poiseuille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부피가 각각 26  82 nL, 길기가 각각 

5.7  10.4 mm)과 잘 일치한다. 따라서 시료 주입량은 직  측정하지 않고 계산법

으로 정할 수 있다. 

 


(1)

여기서 ΔP = 모세  양 끝의 압력차, d = 모세  내경, t = 주입 시간, η = 시료 

완충용액의 도, L = 모세  길이를 나타낸다. 모세  양 끝의 압력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ΔP = ρgΔh (2)

여기서 ρ = 완충용액 도, g = 력상수, Δh = 모세  양 끝의 높이 차를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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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5. Schematic diagram of a modified fractional collection capillary 

electrophoresis system.



- 304 -

Fig. 3-5-6. View of a modified solution injection system. (a) valves for a 

solution selection, (b) electrode in a solutio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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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선형 흐름(laminar flow)의 향

모세  내부에 기  이 층이 형성되지 않는 조건에서 부과된 장에 의해 이

온이 이동할 때 모세  내부에 형성된 유선형 흐름이 electropherogram에 미치는 

향을 Eu(III) 이온의 기이동법으로 측정하 다. 모세 은 직경 100 μm, 길이 60 

cm를 사용하 다. 시료는 산성 용액 (10 mM HClO4) 에 존재하는 2.7 mM의 

Eu
3+
 이온을 사용하 다. 시료는 20 cm 수 차에서 10  동안 주입하여 모세 에 1 

cm를 채웠다. Eu
3+
 이온을 15 kV의 압에서 기이동하 다. 모세 을 흘러나온 

Eu(III) 용액을 0.1 M HNO3 외부공  용액을 사용하여 12 에 한 방울씩 분취하

다. 분취된 용액을 다시 0.1 M HNO3 용액으로 3 ml까지 희석하고 Eu(III) 함량을 

ICP-AES법으로 정량하 다.

Eu(III) 함량을 분취 시간에 하여 도시한 electropherogram을 그림 3-5-7에 나

타내었다. Eu(III) 함량은 ICP-AES 발 세기로 나타내었다. 그림 3-5-7은 Eu(III)의 

이동시간이 10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1분여의 시간에 걸쳐 분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조건에서 Eu(III) 이온의 이동속도가 60 cm/10 min = 0.1 cm/sec이므로 

모세 의 1 cm 길이를 채우고 있던 Eu(III) 시료는 모세  내 유선형 흐름이 없다

면 10 의 분산을 보여야 한다. 이 게 상보다 넓은 분산을 보인 것은 산성 용액

(10 mM HClO4) 조건에서는 모세  내벽에 기  이 층이 형성되지 않고 그 결

과로 기삼투압 흐름은 없이 유선형 흐름만 존재하 기 때문이다. 증류수에 용해

한 10 mM의 sulfosalicylic acid 용액을 시료로 사용하여 동일한 실험을 하 을 때

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때는 시료가 음의 하를 가지므로 시료가 분출되는 

부 에 양극을 연결하 다.

(4) 정량한계

이 모세 기이동 장치의 정량한계는 크게 두 가지 즉, 시료를 분취하여 정량할 

때와 흐름셀에서 직  흡 도를 측정할 경우로 나 어 계산해야 한다. 직경 100 μL 

모세 에 80 nL의 Eu(III) 시료를 주입하고 기이동으로 분리한 시료를 12 에 한 

방울씩 분취하고 ICP-AES법(정량한계 = 0.1 ppm)으로 정량하면 시료 의 Eu(III) 

농도가 20 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약 ICP-MS법(정량한계 = 0.1 ppb)으로 정량

할 경우에는 20 μM까지 측정 가능하리라 상된다. 반면에 α-선 방출 악티나이드 

동 원소를 분리 상 시료로 실험하는 경우 정량한계가 우수한 액체섬 계수(liquid 

scintillation counter, LSC)법으로 정량하면 매우 낮은 농도 시료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241
Am(반감기 = 433년)의 경우에 LSC법(정량한계 = 60 cpm)으로 정량하면 

20 nM 농도까지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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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7. Laminar flow of 2.7 mM Eu

3+
 ion at 10 mM HClO4 through the 

capillary of diameter 1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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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삼투 흐름을 측정하기 하여 흐름셀을 사용하여 직  흡 도를 측정한다면 

시료 의 성화합물의 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흐름셀의 부피가 18 μL이므

로 흡 도를 1 에 한 번씩 측정한다면 외부공  용액은 18 μL/sec의 유속을 유지

해야 한다. 직경 100 μm 모세 에 1 cm의 길이로 시료를 주입하 다면 부피가 80 

nL이므로 흡 도 측정 시 시료가 흐름셀을 채웠을 때 시료는 1/225배로 희석된다. 

정량한계를 흡 도 0.01로 계산하면 시료의 농도는 2.25/a(a = 몰흡 계수, M
-1
cm

-1
)

보다 커야 한다.

(5) 기삼투 흐름 측정

기삼투 흐름을 측정하기 하여 흔히 사용되는 성 표지물 DMSO, mesityl 

oxide, acetone, benzyl alcohol 등의 용 가능성을 흡  장과 흡 도계수 측면에

서 검토하 다. 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섬유는 240 nm 이상의 장에서 사용

할 것을 권하고 있다. 따라서 237 nm에서 최  흡 을 보이는 mesityl oxide와 225 

nm 이하에서 흡 을 보이는 DMSO는 실험 상에서 제외하 다. Acetone은 265 

nm에서 흡 계수가 18 M
-1
cm

-1
이므로 모세 에 주입할 때 0.1 M 이상의 농도가 

필요하 다. 증류수에 용해한 benzyl alcohol의 흡 계수는 257 nm에서 200 

M
-1
cm

-1
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모세 에 주입할 때 benzyl alcohol 농도는 0.01 M 

이상을 유지해야 하 다. 실험에서는 acetone 신에 상 으로 낮은 농도에서 사

용할 수 있는 benzyl alcohol을 사용하여 기삼투 흐름을 측정하고 장치 사용의 문

제 과 재 성을 측정하 다.

Acetate 용액(20 mM, pH 4.7, [Na
+
] = 10-65 mM)을 바탕용액으로 사용하 다. 

바탕용액에 benzyl alcohol을 용해하여 50 mM 농도의 표지물 용액을 비하 다. 

내경 100 μm, 길이 60 cm의 모세 을 사용하 을 때 기삼투 흐름을 높이기 하

여 압을 증가시키면 측정 에 류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0.15 mA 정도가 되면 

갑자기 류가 0으로 떨어지는 상이 나타났다. 이 상의 원인은 모세  내의 기

체발생으로 추정되었다. 압 증가에 의해 어느 정도 (0.05 mA) 이상의 류가 흐

르면 Joule열 발생이 냉각 속도보다 커지기 때문에 모세  내 용액의 온도가 상승

하고, 그 결과로 기 도도, 류  온도 증가가 서로 상승작용 하 을 것이다. 

그 결과로 용액 내에 용해되었던 기체가 증발되면서 기포를 형성하여 모세  내의 

용액을 물리 으로 분리시켜서 류의 흐름을 차단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를 제

거하는 방법은 냉각 효율을 높이거나 작은 직경의 모세 을 사용하는 것이다. 동일

한 조건에서 모세  직경이 감소하면 단면 에 비례하여 류의 세기가 감소하므로 

Joule 열 발생이 감소된다. 그러나 모세 의 단면 이 감소하면 동일한 길이에 채워

지는 시료의 양이 감소하여 정량한계가 나빠지는 단 이 있다. 내경 75 μm의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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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 60 cm)에 12.5 kV의 압을 부과하고 benzyl alcohol의 이동시간을 257 

nm에서의 흡 도 측정법으로 측정한 electropherogram을 그림 3-5-8에 나타내었다. 

그림 3-5-8의 a, b  c는 모세  주입부가 극  내부에 치하는 극을 사용하

여 반복해서 측정한 결과다.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하 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시간의 

오차가 크거나 (a와 c) 심지어 benzyl alcohol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b)도 보 다. 

모세 내 류가 크지 않았음에도 류 차단이 나타난 을 고려하면, 극 표면에

서 기체가 발생하고, 그 기체 방울이 모세  주입부와 극 표면을 차단한 결과로 

추정된다. 이 상은 극 을 용액이 흐르는 방향으로 모세 보다 다음에 치하

도록 변경(그림 3-5-5의 시료 주입부 참조)함으로써 크게 완화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로 그림 3-5-8의 d와 같은 electropherogram을 얻을 수 있었다.

(6) 측정 과정

에서 구성한 모세 기이동 장치와 비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측정 과정을 설정하 다.

① 외부흐름 용액 비: 분리된 시료를 분취하여 ICP-AES, ICP-MS법으로 정량

할 때는 0.1 M HNO3 용액을 사용하 으며, 흐름셀을 이용하여 흡 도를 측정할 때

는 0.1 M NaCl 용액을 사용하 다. 

② 측정 라미터 설정: 실험 특성에 따라 모세 의 내경과 길이, 모세 에 가할 

원의 극 방향과 압, 분취 는 흡 셀의 유속 등을 결정하여 설정하 다. 용

액의 유속은 두 경우에 각각 0.05  0.2 mL/min을 유지하 다. 기삼투 흐름을 

측정할 때는 그림 3-5-4에 나타낸 것과 같이 분취 장치의 끝에 흐름셀을 연결하고 

섬유를 설치하고 시간에 따른 흡 도 변화를 측정하 다. 표지물로 benzyl 

alcohol을 사용하 으므로 장을 257 nm에 고정하고 흡수분 기에 내장된 반응속

도 측정 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흡 도 변화를 측정하 다. 측정시간은 

1  간격으로 하 다.

③ 모세  세척  조건화: 모세 의 수 차가 40 cm를 유지하도록 용액 용기의 

높이와 시료방출 부  의 높이를 조 하 다. 처음에는 폐기 으로 흐르는 의 

밸 를 10  정도 열어서 용액용기-모세 을 연결하는 을 세척한 다음 밸 를 닫

아서 수 차에 의해 모세 으로 세척액이 흐르도록 하 다. 새 모세 을 설치한 경

우에는 간의 기포를 제거하기 하여 증류수 용기에 압력을 가하여 강제로 용액

이 흐르도록 하고, 그 후의 흐름은 수 차를 이용하 다. 새 모세 은 1 M HCl 용

액, 증류수, 1 M NaOH, 증류수를 각각 10분 동안 흘려보내서 세척하 다. 측정 

에는 0.1 M HCl 용액 5분, 증류수 2분, 0.1 M NaOH 5분, 증류수 2분 동안 흘려서 

모세  내부를 조건화하고 완충용액을 10분간 흘려서 측정 장치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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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8. Some electropherograms of benzyl alcohol for electroosmosis flow 

measurement by absorption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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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료 주입  측정: 20 cm의 수 차에서 시료를 10 간 주입하고 완충용액이 

흐르도록 한 상태에서 폐기  밸 를 열어 시료 주입부의 모세 과 극을 완충용

액 분 기로 만들었다. 이 때 폐기  끝의 높이는 시료 배출부 와 수 차가 없는 

높이가 되도록 조 하 다. 압을 부과하여 측정을 시작하 다. 압을 부과하는 

순간을 기이동 시작시각으로 기록하 다. 

⑤ 분취 는 흡  측정: 분취의 경우에 분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분취하면 정

량해야 할 시료의 수가 무 많다. 따라서 비실험을 통하여 분석시료의 수를 최

소화하 다. 즉, 12 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분취 용액 5방울을 한 개의 용기에 받

아서 정량 분석하여 략 인 이동시간을 측정하고 측정된 이동시간 후의 3분간

에 걸쳐 12  간격으로 한 방울씩 분취하여 정량하 다. 흐름셀을 이용하여 흡 측

정을 하는 경우 측정 수의 제약이 없으므로 압을 부과하는 순간부터 흡 도를 기

록하 다.

⑥ 결과 정리: 분취법으로 시료를 취하여 ICP-AES법으로 정량한 Eu(III) 농도 

는 흐름셀을 이용하여 측정한 흡 도를 시간에 따라 도시하여 electropherogram

을 작성하고 이동시간을 계산하 다.

의 과정에서 가장 요한 것은 모세  내 화학종들의 분리 거동을 지배하는 

물리  조건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물론 동일한 실험의 

반복이 재 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측정 에도 모세 의 온도와 

류 변화를 추 하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모세  내 온도변화는 모세 이라는 

특성 때문에 측정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류는 비교  간단히 측정 가능하다. 

류 증가는 모세  내 용액 온도 증가를 의미한다. 온도 증가는 화학종 평형에 변

화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동일 화학종에 해서도 이동도가 변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측정 에 류의 지속 인 변화가 발견된다면 냉각방

식, 해질 농도, 모세  직경 등을 재검토하여 재 성 있는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7) 리간드의 착물 생성이 Eu(III) 이온의 기이동에 미치는 향

리간드가 속이온의 기이동에 미치는 향은 평형에 이르는 반응 속도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로 나 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모세  내에서의 

기이동속도와 비교할 때 속-리간드 착물 생성반응속도가 매우 빠른 경우이다.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시료 용액 에서 리간드, 속이온  착물은 서로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시료를 모세 에 주입하고 원을 연결하여 기이동을 시작하면 

하량/이온반경이 서로 다른 리간드, 속이온  착물 화학종들은 서로 다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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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 이동하므로 모세  내에서 서서히 분리되고, 각 화학종들 사이의 평형상태

를 유지하기 한 반응과 모세  내 이동이 반복될 것이다. 이때 완충용액이 시료와 

동일한 농도의 리간드를 함유하고 있다면 속이온은 이동과 무 하게 일정한 분포

의 착물 생성을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모세 을 이동하는 화학종은 리간드의 평균 

배 수에 상응하는 속도로 이동할 것이며, 평균 배 수 는 이동 속도는 리간드의 

총 농도의 함수로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착물의 열역학 상수를 계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착물의 안정도가 매우 크고 기이동 속도와 비교할 때 분해반응 속

도가 매우 느려서 이동속도를 측정하는 의 화학종 농도 변화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다. 만약 화학종 사이의 하량/이온반경이 서로 크게 달라서 화학종 분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모세  길이를 짧게 하여 분해반응이 미치는 향을 더 일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분리된 화학종 농도로부터 안정도 상수를 계산할 수 있다.

세 번째 경우는 안정도와 반응속도가 의 두 경우의 경계를 이루는 경우다. 리

간드 는 속이온의 농도가 이동속도에 미치는 향을 쉽게 모델링할 수 없으므

로 모세 기이동 결과만으로 열역학 자료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다. 그러나 배

하는 리간드 수에 따른 착물의 하량을 측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는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Eu(III) 이온과 착물을 이룰 때 안정도 상수가 낮고 평형이 빠

르게 이루어지는 리간드로서 acetate와 picolinate, 그리고 안정한 착물을 생성하는 

리간드로 PDA와 EDTA를 선정하여 리간드에 따른 Eu(III) 이온의 기이동 속도

를 측정하 다. 

(가) 불안정한 착물을 생성하는 리간드의 향

모세  내의 장에서 Eu(III) 이온이 이동하더라도 항상 일정한 리간드 농도에

서 동일한 평형을 유지하도록 불안정한 착물을 생성하는 리간드(acetate 는 

picolinate, pH 4.7)를 완충용액으로 사용하 다. 삼투 상 흐름에 향을 미치는 Na 

농도는 32 mM로 고정하 다. Eu(III) 이온 농도는 2.5 mM을 유지하 다. 리간드로 

선정한 acetate  picolinate 농도는 각각 50  5 mM을 유지하 다. 이 값은 열역

학자료[3-5-20]를 이용하여 화학종 분포를 계산 하 을 때 실험 조건에서 평균 배

수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서 양의 하를 가지는 화학종을 형성하는 조건이다. 

한 acetate(30 내지 50 mM)-picolinate(5 mM) 혼합용액에서의 이동속도도 측정

하 다. 완충용액과 동일한 조성의 용액에 존재하는 Eu(III) 용액을 비하 다. 직

경 100 μm, 길이 60 cm의 모세 에 20 cm 수 차에서 10 간 시료를 채우고 15 

kV의 압에서 기이동을 측정하 다. 그 결과를 그림 3-5-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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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9. Electropherograms of Eu(III) in solutions of acetate and/or picolinate 

of pH 4.7 (V = 15 kV, i.d. = 100 μm and L = 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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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시료에 picolinate가 존재하지 않고 acetate만 존재하는 경우 측정된 Eu(III) 

이온의 ectropherogram은 한 가지 Eu(III) 화학종이 존재하는 것처럼 한 개의 피크

를 보이고 있다. Acetate 농도가 30 mM에서 50 mM로 증가하면 Eu(III) 이온의 이

동시간은 9.8 min에서 10.5 min으로 증가하 다. Acetate가 존재하지 않는 5 mM의 

picolinate 용액에서 Eu(III) 이온은 모세 을 이동하는데 11.7 min이 소요되었다. 

한 acetate와 picolinate가 혼합된 용액에서는 Eu(III) 이온이 모세 을 이동하는데 

16 min이 소요되었다. 리간드 농도가 증가할수록 이동시간이 길어진 것은 Eu(III) 

이온에 배 된 리간드 수의 증가에 따라 착물의 하량이 감소하고 분자 직경이 증

가하 기 때문에 이동도가 감소하 을 것이라는 추정과 일치한다.

측정 조건에서 Eu(III) 이온의 이동시간과 화학종 계를 상세하게 비교하기 

하여 Eu(III)-acetate  Eu(III)-picolinate 시스템에 하여 발표된 열역학 자료

[3-5-20]를 이용하여 실험 용액과 같은 조건에서 리간드 농도 증가에 따른 화학종 

변화를 계산하 다. 이온 세기는 0.1 M로 가정하 다. 실험에서 Na
+
 이온의 농도만 

일정하게 32 mM을 유지하고 리간드 농도(0 내지 50 mM)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계

산된 값과 실험 용액에 존재하는 값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리간드 농도 

변화에 따른 평균 배 수 변화의 경향성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계산된 결과로부

터 Eu(III) 이온에 배 된 두 리간드의 평균배 수를 구하여 리간드 농도에 따라 그

림 3-5-10에 나타내었다.

그림 3-5-10에서 picolinate는 존재하지 않는 용액에서 acetate 농도가 30  50 

mM일 때의 평균 배 수를 보면 각각 1.7과 2.2이다. 이것은 착물의 평균 하량이 

각각 +1.3과 +0.8임을 나타낸다. 장에서 이온의 이동속도는 장의 세기와 기이

동도(electrophoretic mobility)에 비례한다. 기 이동도는 이온의 하량에 비례하

고 수화이온반경(hydrodynamic ion radius)에 반비례한다.

v = μepE (3)

μep = q/(6πηr) (4)

여기서 v = ion velocity, μep = electrophoretic mobility, E = applied electric field 

strength, q = effective ionic charge, η = solution viscosity 그리고 r = 

hydrodynamic ion radius이다. 모세  내에서 이온의 이동은 기삼투 흐름과 기

이동의 합이다. 따라서 겉보기 이동속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기삼투

흐름 이동도는 Eu(III) 이온의 화학종 변화와 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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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0. Mean coordination number of Eu(III) complex in acetate, picolinate 

and acetate-picolinate solutions, [Eu] = 2.5 mM, pH = 4.7. a: acetate ligand 

coordination against acetate concentration in the absence of picolonate, b: 

picolinate ligand coordination against picolinate concentration in the absence of 

acetate, c: picolinate ligand coordination against acetate concentration in the 

presence of 5 mM picolinate, d: acetate ligand coordination against acetate 

concentration in the presence of 5 mM picol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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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p = μappE = (μep+μeof)E (5)

μeof = (εξ/4πη) (6)

여기서 vapp = apparent velocity, μapp = apparent mobility, ε = dielectric constant 

of solution  ξ = zeta potential of capillary surface double layer이다. 착물의 

하종류에 따라 성은 기이동도가 0이므로 겉보기 이동속도가 기삼투 흐름속도

와 같지만 (μapp = μeof) 양이온은 기삼투 흐름속도보다 더 빠르고 (μapp > μeof) 음

이온은 기삼투흐름속도에 비해 느리다(μapp < μeof).

Acetate 농도가 30에서 50 mM로 증가하 을 때 Eu(III) 이온의 이동시간이 길어

졌다. 이를 오직 생성된 착물의 하량 변화만의 향이라고 가정하면, 기삼투 이

동도와 기이동도의 상  크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즉, 30  50 mM에서

의 기이동도(μep,30  μep,50)의 상 값은 식 (4)에 의해 μep,50 = 0.615 μep,30으로 나

타낼 수 있으므로 두 경우의 이동속도 비율은 식 (5)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이것은 측정 조건에서 겉보기 이동시간은 기이동도보다는 기삼투이동도의 향

을 더 크게 받았음을 나타낸다(μep,30 = 0.372μeof 그리고 μep,50 = 0.229μeof). 

그림 3-5-9에서 용액 에 5 mM의 picolinate만 존재할 때의 이동속도가 50 

mM의 acetate만 존재할 때보다 더 느린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5-10에 보인 

평균 배 수를 비교하면 자(1.7)가 후자(2.4)보다 작으므로 Eu(III)-picolinate 착물

의 평균 하량이 더 크고, 따라서 하량의 향만을 고려한다면 이동속도는 더 

빠를 것으로 상된다. 평균 하량으로부터 상된 이동속도와 반 의 경향을 보

이는 실험 결과는 picolinate 착물의 수화 이온반경이 acetate 착물보다 크거나 모세

 내에서 두 가지 착물이 서로 다른 거동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모세 은 비결정성은 아니지만 표면에 silanol 작용기를 가지고 있고, Eu(III) 시

료 에는 미량의 자유 Eu
3+
 이온이 존재한다. 따라서 첫 번째 가능성으로 기이동 

에 모세  기벽의 silanol 작용기와 자유 Eu
3+
 이온의 상호작용에 의한 이동지연 

상을 고려할 수 있다. acetate 농도가 30 mM일 때가 50 mM일 때보다 자유 Eu
3+
 

이온의 비율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동속도가 빠른 것을 보면 그 향이 그 게 크지

는 않은 것으로 단된다. 두 번째 가능성은 picolinate가 silanol과 Eu(III) 이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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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상호작용에 미칠 수 있는 향이다. 비결정성의 실리카에 Eu(III) 이온이 흡착

할 때 picolinate가 존재하면 삼성분 표면착물이 생성되는 것이 발견되었다(제 3 장

의 제 7  참조). 모세  표면에서 고정상의 silanol-Eu(III)-picolinate의 삼성분 표

면착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동속도가 늦어졌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세 번째 가능

성은 picolinate-Eu(III)-acetate 삼성분 착물의 생성이다. 그림 3-5-9는 acetate와 

picolinate가 공존하면 Eu(III) 이온의 이동 속도가 더욱 늦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그림 3-5-10에서 5 mM의 picolonate가 존재하는 용액에서 acetate의 농도가 증

가할 때 Eu(III)-picolinate 착물의 평균 배 수를 나타낸 그래  c와 Eu(III)-acetate 

착물의 평균 배 수를 나타낸 그래  d는 각각 평균배 수가 1.9와 2.4임을 보여주

고 있다. Picolinate와 acetate를 구분하지 않고 계산한 평균 배 수는 2.1이다. 즉, 

착물의 평균 하량은 0.9임을 의미한다. 리간드 종류를 구분하지 않은 평균 배 수

는 50 mM의 acetate만 존재할 때의 평균배 수(2.2)보다 감소하고, 평균 하수는 

증가하 으므로 이동속도가 증가하 어야 한다. 이것은 acetate와 picolinate가 공존

하여  다른 화학거동을 보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를 들면 

picolinate-Eu(III)-acetate의 삼성분 착물생성 등에 의한 하수의 큰 감소나 착물 

이온반경의 큰 증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나) 매우 안정한 착물을 생성하는 리간드의 향

Eu(III) (2.5 mM) 이온과 안정한 착물화학종을 생성할 수 있는 리간드로서 

PDA(2.5, 5.0  8.0 mM)와 EDTA(3.0 mM)를 선정하여 기이동에 미치는 향을 

acetate 용액 (50 mM of pH 4.7 with [Na
+
] = 32 mM) 에서 측정하 다. PDA가 

Eu(III) 이온과 1:1 착물을 형성하면 하수가 +1이며 그 이상으로 배 된 착물을 

형성하면 음의 하를 가지는 착물화학종을 형성한다. 따라서 이들의 이동 속도가 

기삼투 이동보다 느려지므로 기장 세기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었다. 기장 세

기의 증가는 류와 Joule 열 발생을 증가시키므로 직경이 75 μm인 모세 을 사용

하고 장의 세기는 25 kV로 증가시켰다. 측정한 electropherogram을 그림 3-5-11

에 함께 나타내었다.

PDA 리간드의 경우에 농도가 2.5와 5.0 mM일 때 Eu(III) 이온은 이동시간 6.5 

min에서 나타났다. 이 결과는 Eu(III) 이온의 이동이 PDA 농도의 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ICP-AES에서 측정된 Eu 원소의 양이 PDA 농도의 향을 

보이고 있다. 즉 PDA 농도가 2.5 mM에서 5.0 mM로 증가하면 Eu(III) 이온에 의한 

발 세기가 크게 감소하 다. 그리고 PDA 농도가 8.0 mM일 때는 Eu(III) 이온의 

이동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 3.0 mM의 EDTA가 존재할 때도 Eu(III) 이온의 이

동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것은 Eu(III) 착물 화학종의 변화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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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1. Electropherograms of Eu(III) species of PDA or EDTA complex in 

the background electrolyte of acetate (50 mM, pH 4.7 and [Na] = 35 mM). V = 

25 kV, i.d. = 75 μm and L = 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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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 농도가 2.5, 5.0  8.0 mM일 때 열역학자료[3-5-20]를 이용하여 측정용액 

에 존재하는 화학종 분포를 계산한 결과는 주 화학종이 각각 EuL
+
, EuL2

-
  

EuL3
3-
(L = PDA

2-
)임을 보 다. EuL2

-
이 주 화학종인 5.0 mM일 때에도 EuL

+
이 주 

화학종인 2.5 mM일 때와 같은 이동시간에서 Eu(III)이 발견된 것은 은 양으로 존

재하는 EuL
+
 화학종 때문이다. PDA 농도가 커서 음 하의 EuL2

-
이나 EuL3

3-
 화학

종이 생성되면 20 min 이상이 경과해도 Eu(III)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음 하착물

의 이동속도가 매우 느렸거나 양극인 시료 주입부 쪽으로 이동하 기 때문으로 보

인다. 이 상은 EDTA 리간드 농도가 3.0 mM 일 때, 부분의 Eu(III) 이온이 1:1

의 음 하 착물(EuL
-
)을 생성하는 EDTA 리간드에서도 발견되었다. 기이동실험

이 끝난 후에 모세 에 남은 용액을 0.1 M HCl 용액으로 용리한 용액 에서도 

Eu(III)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것은 실험 조건에서 음 하착물이 양극의 시료 주입

부 쪽으로 이동하 음을 뒷받침한다.

라. 결론

악티나이드 유사 이온이 생성하는 화학종을 하 특성을 이용하여 분리하고 분

취법으로 채취하여 ICP-AES, ICP-MS 는 LSC법으로 정량하는 기본 인 모세

기이동 장치를 구성하 다. 이 방법으로 화학종을 분리하고 ICP-AES, ICP-MS 

는 LSC법으로 정량하면 각각 20 mM, 20 μM  20 nM까지 정량할 수 있을 것

으로 계산되었다. 모세 의 주입부를 각 용액으로 옮기는 신에 연결된 용액의 공

 밸 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측정하면 한 시료의 분리시간을 30분 정도로 단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취법 자체가 정량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므로 측정 시간을 단

축하기 해서는 on-line 측정법의 용이 필요하다. 기삼투 흐름은 흐름셀을 연

결하여 on-line 측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 다.

Eu(III) 이온에 하여 불안정한 착물을 형성하는 acetate 는 picolinate 리간드

가 존재하면 이동시간이 리간드 농도의 향을 받으며, 이동시간은 평균 배 수의 

지배를 받는다. 반면에 PDA와 같이 안정한 착물을 형성하는 리간드의 경우에는 생

성된 화학종의 하수에 상응하는 이동시간에 Eu(III) 이온이 검출되었다. 음의 

하를 갖는 착물이 생성되면 본 실험의 측정조건( 압, 바탕 해질 농도, pH, 등)에

서는 음극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구성된 TRLFS 정량법을 연계하여 모세 을 흐르

는 시료를 직  정량하면 정량한계와 측정시간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나 용 상

이 형 특성을 보이는 원소 는 화합물에 제한되고, 원소 는 화합물의 여기 장

에 해당하는 이  확보 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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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휴믹 물질과 악티나이드 화학반응 규명

1. Eu-휴믹산- 토 삼성분계에서의 계면흡착 연구 

가. 서론

토양  지하수 환경 에서의 반감기가 긴 악티나이드  란탄족 원소와 환경 

매질(즉, 물질  유기물)과의 반응 특성 규명은 방사성 폐기물 리와 처분장에

서의 장기간의 안 성 평가에 요한 기 자료가 된다[3-6-1, 3-6-2]. 특히, 콜로이

드성의 자연 유기물(natural organic matter)과의 착물화 (complexation) 반응과 

물질 입자와의 흡착 (sorption) 반응은 악티나이드  란탄족 원소의 분포와 이동성

(mobility)  생물학  이용가능성 (bioavailability) 등에 향을 미치는 주요인자이

다[3-6-3, 3-6-4].

휴믹 물질(humic substances)은 동식물의 사체에서 유래하는 고분자성 자연 유

기 물질로서 토양  지하수 에서 흔히 발견되는 표 인 유기 콜로이드이다. 

휴믹 물질은 -COOH, phenolic-OH, alcoholic-OH  -NH2, -SH 등의  작용기를 

가진 여러 자리 해질 이온(polyelectrolyte)이며 일반 으로 2-10 meq․g-1
의 산도

(acidity)를 가진다[3-6-5, 3-6-6]. 따라서 휴믹 물질은 높은 산화상태의 속이온(≥ 

+2)에 해 높은 친화력을 가지고 가용성의 이온교환처럼 행동하는 휴믹 콜로이드

(humic colloids)를 형성하며 토양  지하수 환경 내에서 여과작용과 흡착 특성에 

의존하면서 독성의 속 이온의 이동성을 감소 혹은 증가시킨다[3-6-4, 3-6-7]. 

한 휴믹 물질은 환경 에 존재하는 토 는 알루미늄이나 철 산화물 등의 무

기 콜로이드 입자와의 표면 흡착 반응을 유발하며, 그 결과로 pH, 이온 세기, 농도 

등의 매질 조건에 따른 무기 콜로이드의 계면 흡착반응 특성에 변화를 유발한다

[3-6-8∼3-6-11]. 따라서 휴믹 물질의 존재에 따른 물질과의 흡착에 한 향 

규명은 실제 토양  지하수 환경 에서의 악티나이드  란탄족 원소의 거동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는데 요한 기 자료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물질로서 국내 토양에 흔히 존재하는 카올리나이트(kaolinite, 

KA)를 상으로 휴믹산 (humic acid, HA) 존재 하에서의 유로퓸(Eu(III))의 흡착특성

을 조사하 다. 우리나라 토양의 경우 카올리나이트와 할로이사이트 (halloisite) 등 카올

린 물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토 물이며, 그 다음으로 일라이트(illite)와 수산화층간 

질석(HIV)이 많다[3-6-12]. 특히, 카올리나이트는 사면체 구조의 실리카 (silica) 층과 

팔면체 구조의 깁사이트 (gibbsite) 층을 가진 형 인 1:1 토 물로서 미세한 입

자에 의한 넓은 비표면 , 이온교환능력  콜로이드 특성 때문에 속이온과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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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3-6-13, 3-6-14]. 따라서 Eu(III)을 포함하는 U(IV), 

Cm(III), Pu(III, IV), Am(III) 등의 란탄족  악티나이드 화학종과 카올리나이트의 

흡착  휴믹산 존재에 따른 흡착 반응의 변화에 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된 바 있

으며 이들 논문에서는 pH가 휴믹산 존재 하에서의 카올리나이트에의 속이온 흡

착  고액상 분배에 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임을 제시한 바 있다[3-6-8, 3-6-15

∼3-6-17].

이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연구에서 부족하

던 휴믹산 농도 효과  pH에 따른 흡착반응 기작의 차이  등을 조사하 다. 특

히, 흡착반응 기작에 한 해석을 하여 카올리나이트-휴믹산, 카올리나이트-Eu 등

의 이성분계에서의 pH에 따른 흡착실험 결과를 카올리나이트-휴믹산-Eu의 삼성분

계 반응결과와 비교 해석하 다. 한 이 연구에서의 Eu(III)은 란탄족 원소로서 

Am(III)  Cm(III)와 유사한 이온반경과 물리  화학  거동 특성을 가진 비방사

능 물질이어서 Am(III)  Cm(III) 화학종의 유사체(analogue)로서 흔히 사용되는 

원소이다.

나. 실험 재료  방법

(1) 실험 재료

카올리나이트(KGa-1b)는 미국 토 물 회(clay minerals society, Coloado, 

USA)에서 제공하는 표  토(source clay)를 구입하여 별도의 처리 없이 사용하

다. 표 3-6-1은 질산 분해 후 그 여액을 ICP-MS(HP 4500/Agilent)로 측정하여 

얻은 카올리나이트의 화학조성을 나타낸 것으로, 조성비는 기존 문헌에 보고된 수

치와 유사하 다. 문헌에 보고된 KGa-1b의 비표면 과 양이온교환능력(cation 

exchange capacity)은 각각 11.7 m
2
/g, 1.83 meq/100 g이며, 입자크기는 58.7% < 2 

μm, 32% < 0.5 μm, 하 (point of zero charge, pHPZC)은 6.0 등이다[3-6-13].

휴믹산 시료는 HA(Na
+
)(Aldrich Co., Lot-No. 675-2)를 산․염기 침 법으로 정제

(HA(H
+
))하여 사용하 으며, pH 정법으로 결정한 HA의 카르복실산 (-COOH) 

함량은 4.38±0.05 meq/g이었다[3-6-18]. 휴믹산 모용액은((HA) = 1,500 mg/L)은 정

제한 HA 75 mg에 0.1 M NaOH 약 2 mL을 첨가하여 완 히 용해한 후, 총 용액

양이 50 mL이 되도록 탈염수(Millipore, Milli-Q system)에 채우고 pH는 6으로 조

하 다. Eu(III) 모용액은 Eu(ClO4)3(Aldrich Co.)를 탈염수로 희석하여 1×10
-3
 M

의 농도로 조제하 고, 이온 세기는 NaClO4⋅xH2O를 사용하여 0.01 M  0.1 M 농

도로 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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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s This work [wt%] Literature
* 
[wt%]

Al2O3 41.91 39.1

SiO2 48.87 45.2

TiO2 2.09 1.64

K2O 0.06 0.02

CaO 0.08 0.02

Fe2O3 0.37 0.21
*
[3-6-13]

Table 3-6-1. Abundance of selected compounds in kaolinite KG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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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착 실험

흡착실험은 상온(298 K)과 공기 (PCO2 = 10
-3.5

 atm)에서 회분식(batch test)으

로 수행하 다. 카올리나이트 분산질(4.0 g/L)은 테 론재질의 원심분리 (Oak 

Ridge, Nalgene, 50 mL)에 카올리나이트 120 mg을 첨가하고 0.01 M 는 0.1 M 

NaClO4 용액 30 mL을 첨가하여 제조하 으며, 회 교반기(FINEPCR
Ⓡ
, AG)에서 

10 rpm 속도로 72 시간 교반하여 pre-conditioning하 다. HA 존재 하에서의 pH 

변화에 따른 카올리나이트에 한 Eu(III) 흡착실험 (Eu-KA-HA 삼성분계) 용액은 

앞서 비한 카올리나이트 분산 용액에 Eu(III)과 HA 모용액을 첨가하여 각각의 

기 농도가 1×10
-5
 M(Eu(III))  10 mg/L, 50 mg/L(HA)이 되도록 조제한 후 미량

의 HClO4 는 NaOH를 첨가함으로서 각 반응용액의 pH를 3-11로 조 하 다.

HA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카올리나이트와 Eu(III) 흡착실험 용액(Eu-KA 이성

분계)  카올리나이트와 HA의 흡착실험 용액(KA-HA 이성분계)은 비교를 해 

각 pH 역별로 동일조건([Eu(III)] = 1×10
-5
 M, 카올리나이트 4 g/L, 이온세기 

0.1M NaClO4)에서 제조하 다. KA-HA 흡착실험은 HA 농도에 따른 pH 향을 

조사하기 하여 앞서 비한 카올리나이트 분산 용액에 HA 농도를 5, 10, 20  

50 mg/L으로 첨가하여 제조하 다. 모든 용액은 평형에 앞서 pH를 재조정한 후, 

충분한 흡착평형을 해 20℃에서 약 60 시간 동안 회 교반기(FINEPCR
Ⓡ
, AG)에

서 교반하 다. 비실험을 통해 Eu-KA-HA 삼성분계에서의 Eu 흡착은 기 30분 

내에 빠르게 이루어지며 20시간 이후부터 일정해짐을 확인하 다. 평형 교반 후 각 

반응용액에 한 최종 pH를 측정하 으며, 그 결과 기 pH와 ±0.2 범  내에서 

큰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한편, 반응 용액은 원심분리기(4,000 rpm, 30 min)를 

사용하여 침 층과 상등액으로 분리하 으며, 분석용액은 상등액을 폴리 로필  

재질의 실린지 필터(기공크기 0.45 μm, disk-type, Watman., Co.)를 사용하여 여과

하 다.

(3) 분석 방법

상등액에 잔류하는 HA 농도(mg/L)는 UV-Vis. 분 기(shimadzu, PC1601)를 사

용하여 254 nm에서의 흡 도(A254)를 측정하여 결정하 다. HA 10 ppm 용액을 

상으로 pH 3-11 역에서의 흡 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 흡 도 값은 0.403±0.014, 

상 표 편차(RSD) 3.51%로서 pH 역에 따른 HA의 흡 도 변화는 미미하 다. 

한편, 기존 문헌의 휴믹 물질 농도 측정을 해 사용한 465 nm에서의 흡 도 값

(A465)은 pH 3-11 역에서 13.8%로 높은 RSD 값을 나타내 본 연구에서의 A254가 

휴믹 물질의 농도결정에 보다 한 장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의 HA 

농도 1-50 mg/L와 A254와의 상 성을 조사한 결과 상 계수(r
2
) 0.999의 선형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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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곡선(y = 0.0412x  - 0.0081)을 얻었고, 이 상 식을 이용하여 HA 농도를 결정하

다. 흡 도 측정은 동일 시료에 하여 2회 반복 측정하 으며, 결과 값은 이들의 

평균값으로 제시하 다. HA가 포함된  따른 배치의 상등액은 일정량의 HNO3를 

첨가하고(시료 10 mL + HNO3 5mL) 마이크로웨이 (MARS 5)를 사용하여 1200W, 

210℃에서 10분간 휴믹산을 분해(digestion)하 으며 잔류 용액에 존재하는 Eu(III) 

농도는 ICP-MS(Agilent, HP 4500)를 이용하여 결정하 다. 용액의 pH는 pH 극

(Orion, Model 410)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다. 결과  고찰

(1) HA와 카올리나이트의 흡착반응

그림 3-6-1은 pH  HA 농도에 따른 카올리나이트에 한 HA 흡착률(%)을 조

사한 결과를 타나낸 것이다. 체 으로 HA의 흡착률은 pH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HA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 다. 즉, HA 5 ppm에서는 pH 3-4

에서 약 97%의 흡착률을 보 고 pH 8-11 역에서 83%에서 8%로 격히 감소하

으며, HA 50 ppm에서는 pH 4에서의 42% 흡착률을 보 고 pH > 5에서 완만히 감

소하여 pH 11에서는 0.1% 이하의 흡착률을 나타내었다. pH 증가에 따른 흡착률 감

소는 토 물에 한 유기산 흡착에서 흔히 나타나는 결과로서 HA의 카르복실기

(HA-COOH)와 카올리나이트 표면  기존에 흡착된 HA 분자와의 정 기  반발

(electrostatic repulsion)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3-6-10, 3-6-19, 3-6-20]. 

Fairhurst 등[3-6-19, 3-6-21]은 제타  측정을 통해 휴믹산은 pH 3-11 역에서 

음의 표면 하를 가지며 카올리나이트는 휴믹산에 의해 흡착되면서 하  

(pHPZC = 6) 이하에서도 음의 표면 하를 가짐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pH 증가에 

따른 흡착량 감소는 HA 분자 내 카르복실기(pKa = 4-5)의 해리(HA-COO
-
)로 인한 

휴믹산 자체의 용존성 증가  카올리나이트 표면의 음 하 증가에 따른 상호 반발

력 증가하 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pH에 따른 흡착률의 감소는 그

림 3-6-1에서 볼 수 있듯이 HA 농도가 증가할수록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실험조건(V/m = 250:1 mL/g, 0.1 M NaClO4)에서 HA 농도 5, 10, 20  50 ppm 

첨가 시 50%의 흡착률를 보인 pH 역은 각각 pH 9.2, 8.0, 5.4  4.0로 HA 농도

가 증가할수록 낮은 pH 역으로 이동하 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HA 농도로 인해 

카올리나이트 흡착자리가 빠르게 포화되면서 (site-limiting effect) 이미 흡착된 HA

와 용액에 잔류하는 HA와의 정 기  반발(흡착 차단 효과, blocking effect)이 상

으로 낮은 pH 역에서부터 발생하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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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 Sorption of HA onto kaolinite as a function of pH and HA 

concentration in 0.1 N NaClO4 solution. PCO2 = 10
-3.5

 atm., V/m  = 250:1 mL/g, 

■: CHA(initial) = 5 mg/L, ●: CHA(initial) = 10 mg/L, ▲: CHA(initial) = 20 mg/L and ◇: 

CHA(initial) = 50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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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표면에의 휴믹산 흡착은 토 표면의 -OH 작용기(≣S-OH2
+
 는 ≣S-OH)

와 HA 분자와의 표면 착물화 (surface complexation) 반응  정 기  인력(van 

der Waals force)이 가장 주요한 반응기작으로 알려져 있으며[3-6-22], 특히 산성

역에서는 HA 분자 구조특성에 기인한 소수성 (hydrophobic) 효과가 흡착에 향에 

미치는 요한 인자로 보고되었다[3-6-23].

이 연구에서 얻어진 pH에 따른 흡착률 결과를 토 로 각 pH 역별 주요 흡착

기작을 해석하면, pH ≤ 5의 산성 역에서의 높은 흡착률(HA 5  10 ppm > 

90%)은 휴믹산과 카올리나이트와의 정 기  인력  휴믹산 분자의 소수성 

(hydrophobic)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카올리나이트는 하  이하

(pH < 6)에서 양의 표면 하(≣S-OH2
+ 
표면자리)를 갖는 반면, HA는 음의 표면

하를 가지므로 상호간에 정 기  인력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 특히 pH가 낮은 산

성용액일수록 높은 흡착률을 보이는 이유는 HA 분자의 카르복실기가 양성자화

(HA-COO
-
H

+
) 되면서 분자구조가 선형(open)에서 코일(coil) 형태로의 변환

(conformational change)되고[3-6-22], 이로 인해 분자의 소수성 성질이 강해지면서 

카올리나이트와 HA 흡착에 한 소수성 효과의 증가뿐 만 아니라 이미 흡착된 HA

와의 소수성 결합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Octs 등[3-6-24]은 소수성을 지닌 수은표면과 휴믹산과의 흡착실험을 통해 토

물 표면과 휴믹산의 표면착물 반응(리간드 교환(ligand exchange)반응)이 HA 분

자의 소수성 효과에 의해 증진될 수 있음을 제안하 다. 한 Aimn 등[3-6-24]은 

XAD 진 분리를 통해 분획한 휴믹 분자를 상으로 한 카올리나이트와의 흡착특

성 조사 연구를 통해 휴믹 분자의 소수성이 증가할수록 표면 흡착률이 증가하는 경

향이 있음을 밝혔다.

카올리나이트의 하  이상(pH > 6)인 성  알칼리성 역(pH 6-9)에서

는 카올리나이트 표면이 음 하를 띠면서 HA 분자와 반발력이 존재하게 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3-6-1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한 크기의 KA-HA 흡착률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성  알칼리성 역에서의 HA 5 ppm의 흡착률은 70-90%

이었으며, HA 50 ppm에서도 10-20%의 흡착률을 유지하 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설명한 흡착반응 기작이외에 카올리나이트 표면자리와 HA 분자의 산성작용기

(HA-COO
- 
등)와 다음에 제시한 식 (1)  식 (2)와 같은 리간드 교환반응 등의 

site-specific 결합반응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3-6-15, 3-6-16]. 유사한 결과로서 

Fairhurst 등[3-6-19, 3-6-21]은 다양한 무기콜로이드(알루미나, 실리카, 철산화물, 

망간산화물 등)를 상으로 한 휴믹산의 흡착실험을 통해 모든 물질에서 하

 (pHPZC) 이상에서 높은 흡착률을 찰하 으며, 리간드 교환반응에 의한 것임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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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2
+
 + 

-
OOC-HA  = ≣S-OOC-HA

≣S-OH  + 
-
OOC-HA  = ≣S-OOC-HA

(1)

(2)

그림 3-6-1에 나타낸 pH 범  6-9에서 찰된 pH 증가에 따른 HA 흡착률 감

소 상은 HA와 결합할 수 있는 카올리나이트 표면자리(≣S-OH)가 pH가 증가하

면서 탈양성자화되고, 이로 인한 HA분자와의 리간드 교환반응이 감소하 기 때문

으로 해석된다.

pH에 따른 카올리나이트와 HA의 흡착특성을 보다 정량 으로 제시하기 하여 

각 pH 역별로 카올리나이트-HA 흡착량(q, mg/g)과 용액에 잔류하는 HA 농도

(Ceq(HA), mg/L)의 계를 도식화하 고, 그 결과를 그림 3-6-2에 제시하 다.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pH 3을 제외하고는 수용액  HA 농도가 증가하면서 카올리나

이트-HA 흡착량이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형 인 Langmuir 흡착 특성을 보 다

[3-6-14, 3-6-25].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각 pH 역별 실험결과를 Langmuir 등온

식에 용하여 해석하 고, 그 결과는 표 3-6-2에 제시하 다. 카올리나이트에 한 

HA의 흡착은 pH 3을 제외하고 체 으로 결정계수(R2) 0.86-0.98의 범 에서 

Langmuir 등온식을 따름을 알 수 있었다.

  pH 3에서는 낮은 상 계수(R2 = 0.639)와 최  흡착량 (qm mg/g) 값에서의 매우 

높은 표 오차를 보 으며, 이로부터 pH 3에서의 카올리나이트에 한 HA 흡착은 

Langmuir 흡착을 따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헌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3-6-10, 3-6-19]. pH가 3인 강한 산성조건에서 KA-HA 흡착이 Langmuir 등온식

을 따르지 않는 상은 HA 분자의 부분 인 침   다층 흡착(multiple sorption)

에 의한 것으로 단되며, 그림 3-6-1에서 HA 농도와 무 하게 pH 3에서 95% 이

상의 높은 흡착률을 보인 이유가 된다. 

pH에 따른 Langmuir 흡착의 차이 을 조사하기 하여 pH 역별 최  흡착량 

 흡착상수 (KL, L/g) 값을 도식화하 고, 그 결과는 그림 3-6-3에 제시하 다. 카

올리나이트-HA의 최  흡착량(qm)은 그림 3-6-3에서 볼 수 있듯이 카올리나이트

의 하 (pHPZC = 6)을 심으로 pH 4-6 역에서 격한 감소(pH 4.73에서 

2.00 mg/g)를 나타냈으며, 이 후 성  알카리성 역(pH 6-10)에서 완만한 감소

를 보 다. 반면 흡착상수(KL)은 pH 4-8 역에서 (pH 6 제외) 1.96±0.20 L/g의 범

에서 유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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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 Adsorption isotherms of HA onto kaolinite at different pH (same 

experiments as Fig.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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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qm (mg/g) KL (L/g) R
2

3.1 40.4 (138.8)a 0.187 (0.355) 0.639b

4.0 4.73 (1.55) 1.888 (0.403) 0.916

5.0 2.94 (0.20) 2.116 (0.182) 0.986

6.0 2.00 (0.16) 2.796 (0.419) 0.922

7.1 1.89 (0.24) 1.820 (0.300) 0.895

7.9 1.59 (0.12) 2.010 (0.277) 0.877

9.0 1.27 (0.11) 1.008 (0.281) 0.865

9.9 0.47 (0.08) 0.109 (0.016) 0.958
aNumbers in parentheses are standard error with 95% confidence 

level

bR2 is the determination coefficient

Table 3-6-2. Langmuir isotherm fitting parameters at different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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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 Influence of pH on the Langmuir isotherm parameters (qmax, 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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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을 심으로 한 산성 역(pH < 6)에서의 상 으로 높은 최  흡착량 

값은 카올리나이트와 HA 분자사이에 표면 착물 반응 보다는 정 기  인력과 소수

성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서 앞선 반응기작 해석 결과를 뒷받침한다. 특히, 낮은 pH 

역으로 갈수록 최  흡착률이 격히 증가한 것은 문헌에 제시된 바와 같이 카올

리나이트에 흡착된 HA 분자와의 수  HA 분자 사이의 소수성 흡착의 증가에 기인

한다[3-6-21].

Amin 등[3-6-25]은 휴믹산 분자의 산성작용기가 낮은 pH에서 양성자화 되면서 

분자의 소수성이 증가하며, 표면착물화 반응이 우세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소수성 

흡착이 요한 반응기작으로 작용함을 제시하 다. pH 7에서 얻은 최  흡착량 값

(1.89 mg/g)은 Hur와 Schlautman 등이 Aldrich HA와 카올리나이트를 상으로 얻

은 흡착량 값(1.63 mg/g)과도 오차 범  내에서 유사하 다[3-6-23].

이상의 결과로부터 카올리나이트에 한 HA의 흡착은 pH와 HA 농도에 향을 

받으며, 카올리나이트 하  이하에서는 정 기  인력과 소수성 흡착이 우세한 

반응 기작인 반면 하  이상의 성  알칼리성 역에서는 표면착물 반응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HA와 카올리나이트에 한 pH 역

별 흡착특성 자료는 삼성분계 반응에서의 pH에 따른 속이온의 흡착특성을 해석

하는데 유용한 기 자료가 된다. 

(2) Eu(III)과 카올리나이트와의 흡착반응

그림 3-6-4는 HA이 존재하지 않는 용액에서의 pH에 따른 카올리나이트와 

Eu(III) 흡착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u(III) 흡착에 있어서 pH에 따른 Eu(III) 

침 물 (precipitates) 형성에 의한 향을 조사하기 한 기 자료로서 pH 변화에 

따른 순수한 Eu(III)용액(1×10
-5
 M, 0.1 M NaClO4)의 변화를 먼  찰하여 그 결

과를 그림 3-6-4에 함께 제시하 다. 카올리나이트에 한 Eu(III)의 흡착은 pH 

3-5 역에서 격히 증가하 으며(흡착률 42%→95%), pH 6 이상부터는 부분(> 

99%)의 Eu(III)가 용액상으로 부터 제거되었다. 반면, 카올리나이트를 첨가하지 않

은 Eu(III) 만 존재하는 경우 pH < 6에서의 Eu 침 물 형성은 10% 미만이었으나 

pH 6-9 역에서 침 물 형성이 격히 증가하여 pH 9의 알칼리 환경에서는 약 

97%의 Eu(III)가 침 물을 형성하 다. Eu(III) 침 물은 pH 10에서 91%로 다소 감

소하 다. 이러한 pH에 따른 Eu(III)의 침 량 분포는 본 실험과 유사한 조건

(1×10
-6
 M Eu(III), 0.01 M NaClO4, 10

-3.5
 atm PCO2)에서 MINTEQA2 code를 통해 

제시한 문헌상의 Eu(III)의 화학종 분포와 일치한다[3-6-26].

문헌에 따르면 pH < 6에서의 주요 화학종은 Eu
3+
이며 pH 7-9 역에서는 주로 

Eu(OH)CO3(s) 형태의 침 물(precipitates)로 존재하나, pH > 9에서는 음이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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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OH(CO3)2
2-
 화학종이 생성된다. 따라서 그림 3-6-4에서 찰된 pH 3-5 역에서

의 pH 증가에 따른 카올리나이트에 한 Eu(III)의 흡착률 증가는 카올리나이트 표

면자리의 수산기(≣S-OH)와 Eu
3+
의 식 (3)과 같은 이온교환 반응에 기인한 강한 

표면 착화합물 형성(surface site complexes)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3-6-27]. Ma와 

Eggleton[3-6-28]  Patrick 등[3-6-29]은 카올리나이트의 이온-교환 자리에 해당

하는 구 하(permanant charge)는 카올리나이트의 양이온교환능력의 약 5% 이

하로서 부분의 반응 자리는 깁사이트와 실리카에서 유래하는 결정 표면의 

aluimino(AlOH)와 silanol(SiOH)이며, 이러한 반응자리가 pH 증가에 따라 탈양성자

화(deprotontation)되면서 속이온과의 표면착물화 반응을 유발함을 보고하 다.

pH > 6 역에서의 높은 Eu(III) 제거율(> 99%)은 다음의 식 (4)  식 (5)와 

같이 Eu(III) 수화물 (Eu(OH)CO3(s)) 생성에 따른 침 과 흡착이 동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식 (4)는 표면 흡착과 수화반응이 동시에 발생한 반

응의 이며 식 (5)는 흡착에 이은 수화반응의 를 나타낸 것이다[3-6-27]. 이와 

유사한 결과로서 Kang 등[3-6-26]은 카올리나이트 1.0g/L와 Eu(III) 기 농도 

1×10
-4 

M, 1×10
-6 

M의 조건에서 각각 pH 5와 pH 7이상에서 99.9% 이상의 Eu(III)

이 용액상에서 제거됨을 보고한 바 있다.

m(≣S-OH) + Eu
3+
 = (≣S-O)mEu

3-m 
+ mH

+

≣S-OH + mH2O + Eu
3+
 = ≣S-Eu(OH)     + mH

+


(3)

(4)

Eu
3+
 + CO3

2-
 + H2O = Eu(OH)CO3(s)

 
+ H

+
   and

≣S-OH + Eu(OH)CO3(s) = ≣S-OH(Eu(OH)CO3(s))
(5)

(3) HA 존재 하에서의 Eu(III)와 카올리나이트의 흡착반응 해석

  그림 3-6-5는 HA 존재 하에서의 pH에 따른 카올리나이트와 Eu(III) 흡착 실험결

과로서 비교를 하여 HA가 존재하지 않는 용액에서의 흡착실험결과(그림 3-6-4 

참고)와 함께 제시하 다. 체 으로 HA가 존재할 경우 산성 역(pH 3-4)에서는 

Eu(III)의 흡착률이 증가하 으며, 성  알칼리성 역에서는 Eu(III)의 흡착률이 

감소하 다. 한 pH 역에 따른 이러한 흡착률 증감 경향성은 HA의 농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pH가 3인 조건에서 농도 10 ppm과 50 ppm인 HA의 존재 하에서

Eu(III) 흡착률은 각각 91.5%, 81.7%로서, HA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43.0%)에 비교

해 각각 2.1배, 1.9배의 흡착량 증가를 나타내었다. 특히 HA의 농도가 10ppm 조건

에서는 pH 4에서도 약 2.3배의 흡착량 증가를 보 다(98.2% vs.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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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4. Eu(III) sorption onto kaolinite as a function of pH in 0.01 M NaClO4 

solution, PCO2 = 10
-3.5

 atm, V/m  = 250:1 mL/g and CEu(III) = 1×10
-5
 m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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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5. The sorption of Eu(III) onto kaolinite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HA. I  = 0.01 M NaClO4, PCO2 = 10
-3.5

 atm, V/m = 250:1 mL/g, CEu(III) = 1×10
-5
 

mol/L, ●: in the absence of HA, □: in the presence of HA (CHA(initial) = 10 

mg/L) and △: in the presence of HA (CHA(initial) = 50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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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산성 역(pH 3 는 4)에서의 Eu(III) 흡착률 증가는 식 (6)과 같이 카올

리나이트 표면에 흡착된 HA 분자의 카르복실기(-COOH)와 Eu
3+
의 착물 형성에 기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S-OOC-HA  + Eu3+  = ≣S-OOC-HA-Eu (6)

산성 역에서의 카올리나이트에 한 HA 흡착은 그림 3-6-1에서 볼 수 있듯이 

HA 10 ppm에서는 97.3% (pH 3), 96.3% (pH 4), HA 50 ppm에서는 92.9%(pH 3)

로 높은 흡착률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순수한 카올리나이트에 비교해 HA 분자

의 산성작용기에 기인한 표면 흡착자리(식 (6))의 증가이외에도, 카올리나이트와 

HA 사이의 Eu
3+
 결합(≣S-O-Eu-HA의 삼성분 표면착물)을 통해서도 Eu의 흡착률

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3-6-10]. 산성조건에서는 토 물에 흡착된 휴믹 물

질이 수용액 상의 휴믹 물질보다 더 강한 속착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

며[3-6-30, 3-6-31], 이는 수  속이온의 흡착률 증가에 기여한다. 산성 역에서

의 Eu(III)의 흡착량 증가에 한  다른 요인으로는 앞서 카올리나이트-HA 흡착

실험 결과의 해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카올리나이트의 표면 하가 흡착된 HA 분

자에 의해 양 하에서 음 하 상태로 변함으로서 카올리나이트와 Eu
3+
와의 정 기

 인력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Fairhurt와 Warwick[3-6-19]은 휴믹산 존재 하에

서의 pH 변화에 따른 토 물의 표면 하 (zeta potential) 변화특성 분석을 통해 

토 물은 등  (isoelecric point) 이하의 pH 역에서도 휴믹산 흡착에 의해 음

의 표면 하를 띰을 밝힌 바 있다.

pH 6 (HA 10 ppm) 는 pH 4(HA 50 ppm)부터는 HA 존재에 따라 Eu(III)의 

흡착량이 감소하 다. 이러한 Eu(III)의 흡착량 감소는 pH가 증가함에 따라 HA 분

자와 Eu(III)의 강한 착화합물(EuHA)이 형성되고, HA의 카르복실기산(HA-COO
-
)

과 카올리나이트 표면 (음 하 증가) 간의 정 기  반발이 증가하면서 형성된 

EuHA이 용액 에 안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Fairhurst 등[3-6-19]은 Eu(III) (1×10
-9 

M), 휴믹산 (10 mg/L)  토 물 

(0.1-5g/L)의 존재 하에서 MINTEQA2 화학종 분포 계산을 통해 용존 EuHA 착물

이 pH 4-8 역에서 주요 Eu(III) 화학종임을 제시한 바 있으며, Maes 등은 EuHA 

착물의 안정도 상수(logβ)가 pH 6과 pH 9에서 각각 7.3-8.0, 13.2-14.0로 pH가 증가

할수록 높아짐을 밝힌 바 있다[3-6-32]. 따라서 pH 4 는 6 이상에서의 pH 증가

에 따른 Eu(III) 흡착률의 감소는 앞서 카올리나이트-HA 흡착실험결과(그림 3-6-1)

에서 볼 수 있듯이 pH 증가에 따라 HA의 흡착률이 격히 감소하면서, 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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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에 풍부해진 HA가 Eu(III)과 강한 용존 화학종을 형성하 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유사한 결과로서 Fairhurst와 Warwick[3-6-21]은 순수한 침철석(goethite)과 비

교해 낮은 pH 역에서는 Eu(III)의 흡착률 상승이 있으나, pH > 5에서는 HA와 

CO2의 존재로 인해 흡착이 감소하며, 감소량은 HA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보고한 바 있다. 이 실험결과는 Eu(III)와 유사한 Am(III), Cm(III)등의 악티나이드 

핵종을 상으로 문헌에 보고된 An(III)-카올리나이트-휴믹산 삼성분계 반응에서의 

pH에 따른 흡착특성 경향과도 일치한다[3-6-10, 3-6-16, 3-6-32].

이 실험에서 사용한 HA의 경우 pH 정법으로 결정한 양성자교환용량(proton 

exchange capacity, PEC)이 4.38 meq/g이고[3-6-18], Eu는 +3가이므로, HA 10 

ppm의 몰농도(mol/L)는 1.46×10
-5
 M(10 mg/L HA×4.38 meq/g PEC×1 mol/3 eq)에 

해당한다. 따라서 HA 10 ppm은 1.0×10
-5 

M Eu(III)에 비하여 높은 농도임에도 불

구하고 HA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한 pH 6-9에서의 흡착량 감소는 약 20% 

수 이었다. 그러나 HA 50 ppm(7.3×10
-5 

M)에서는 pH 6-9에서 약 75%의 높은 흡

착량 감소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HA 농도 (10ppm) 조건에서의 Eu(III)은 HA와의 착화합물 

형성반응과 침 반응이 경쟁하면서 다음 식 (7)과 같은 Eu(OH)CO3(s) 형태의 침

물 생성이 우세한 반면 높은 HA 농도(50 ppm)에서는 풍부한 HA 분자의 반응자리

(HA-COO
-
)에 의한 질량작용 효과(mass action effect)에 의해 식 (8)과 같은 용존 

화학종 생성 반응이 우세해졌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문헌에 따르면, pH 6-9에서의 

EuHA 착물의 안정도 상수(logβ)는 7.3-8.0이고, Eu(OH)CO3(s)의 안정도 상수는 

7.8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3-6-33, 3-6-34].

Eu
3+
 + H2O + CO3

2-
 = Eu(OH)CO3(s)     logβ = 7.8

Eu
3+
 + HA-COO

- 
= (HA-COO

-
)3Eu      logβ = 7.3-8.0

(7)

(8)

HA 존재 하에서의 pH에 따른 Eu(III) 흡착량의 변화 결과는 앞서 그림 3-6-1에

서 제시한 HA 농도별 (10  50 ppm) 카올리나이트에의 HA 흡착량 변화 양상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HA가 카올리나이트와의 표면 흡착을 통해 Eu(III)의 흡착반응에 

크게 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한다. HA의 존재 하에서의 Eu(III)의 흡착은 극

으로 Eu(III) 자체의 화학종 분포와 토 물의 반응자리 특성 뿐 만 아니라 토

물에 흡착된 HA 분자에 의한 고체상 표면 반응자리(흡착 HA)와 수용액상에 잔

류하는 용존 HA(비-흡착 HA)와의 경쟁반응에 의해 설명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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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본 연구에서는 카올리나이트의 Eu(III) 흡착에 한 HA의 향을 조사하 고, 

Eu(III)의 흡착은 용액의 pH이외에도 HA의 존재에 따라 크게 향을 받으며, 그 

향은 HA의 존재함량  pH 역별로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카올리나이트에 한 HA 흡착은 pH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HA 농도가 증가

할수록 감소율이 컸다. 흡착반응은 카올리나이트의 하 (pHPZC = 6)을 심

으로 산성 역(pH ≤ 5)에서는 HA와 카올리나이트와의 정 기  인력과 HA 

분자의 소수성 (hydrophobic) 흡착이 주로 여하는 반면 성  알칼리성 

역(pH 6-9)에서는 표면 착물반응이 주요 반응 기작임을 알 수 있었다. 카올리

나이트에 한 HA의 흡착은 형 인 Langmuir 흡착 특성(pH 3 제외)을 보

으며, 최  흡착량(qmax)은 4.73에서 0.47 mg/g까지 pH 증가에 따라 감소하 다.

(2) HA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카올리나이트에 한 Eu(III)의 흡착은 산성 역에서 

pH 증가에 따라 증가하다가 흡착포화(adsorption edge)에 도달하는 형 인 

물질-Eu(III) 흡착곡선을 보 다. Eu(III) 흡착은 pH 3-5에서 카올리나이트 표

면의 수산기(≣S-OH)와 Eu
3+
의 이온교환 반응에 의해 증가(흡착률 42%→95%)

하며, pH 6 이상부터는 Eu(III) 수화물(Eu(OH)CO3(s))생성에 따른 침 과 흡착

반응을 통해 부분(> 99%)의 Eu(III)이 용액상으로 부터 제거되었다.

(3) HA가 존재할 경우 카올리나이트에 한 Eu(III)의 흡착률(%)은 HA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 산성 역(pH 3 는 4)에서는 증가한 반면 성  알칼리 

역(pH > 5)에서는 감소하 다. 이러한 Eu(III)의 흡착률 증가 는 감소는 각 

pH 역에서 나타나는 ① 카올리나이트와 HA의 흡착, ② Eu(III)과 HA의 착물 

형성  ③ 카올리나이트에 흡착된 HA와 수용액상에 잔류하는 용존 HA(비-흡

착 HA)의 경쟁반응 등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휴믹산은 토 물의 표면 코   속이온과의 착화합물 형성을 통해 토

물과 속이온의 표면 반응특성에 변화를 유발함을 확인하 으며, 이로부터 실제 

토양  지하수 환경에서의 속  악티나이드 화학종 분포와 거동에 한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해서는 주요 흡착매질인 무기 콜로이드뿐 만아니라 휴믹산과 같은 

자연유기물을 포함하는 물질- 속이온-자연유기물의 삼성분계 반응에 한 해석

이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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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m-휴믹산- 토 삼성분계에서의 계면흡착 연구

가. 서론

지하수 환경 내에서 용존 유기물(dissolved organic matter)은 속  방사성 

핵종 등의 속이온과 착물을 쉽게 형성하여 오염물질을 변환시키거나 침 시키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환경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거동에 요한 역할을 한다. 휴

믹 물질은 동물과 식물의 분해과정에서 생성되는 천연 고분자 물질로서 지하수에서 

흔히 발견되는 표 인 용존 유기물이다. 휴믹 물질은 주로 -COOH, -OH 등의 작

용기를 가지며 일반 으로 2-10 meq․g-1
의 산도를 가진다[3-6-6]. 따라서 휴믹 물질

은 토양환경에 노출된 속이온에 해 높은 친화력을 가지고 가용성의 이온교환처

럼 작용하는 휴믹 콜로이드를 형성하며 자연환경에서 악티나이드 이온들과 결합하

는 요한 역할을 한다.

휴믹 물질  휴믹산은 분자량이 크고 음 하를 띠는 여러 자리 해질 이온

(polyelectrolyte)이며, 자연수 내에서 직경이 2-50 nm 범 의 매우 작은 크기의 친

수성 콜로이드로 존재하며 토, 알루미늄 는 철 등의 속산화물과 쉽게 반응한

다[3-6-35]. 휴믹산은 자연수 pH 역에서 가용성이며 착물형성  콜로이드 형성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악티나이드 원소 등 방사성 물질 등을 포함한 독성 

속이온과의 반응하여 지하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이들 독성물질의 이동성 결정에 

요한 역할을 한다.

토양 내에 존재하는 토 물은 산화철 물과 함께 토양 내 반응성이 있는 고체

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토 물은 미세한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넓은 표

면 , 이온교환능력  콜로이드 특성 때문에 오염물질의 반응에 요한 역할을 한

다. 토양 내에 존재하는 토 물의 종류는 카올리나이트, 스멕타이트 (smectite), 

일라이트, 질석 (vermiculite) 등으로 구분된다[3-6-12]. 우리나라 토양의 경우 KA

와 할로이사이트 등의 카올린 물이 많이 존재하며, 그 에서 KA는 양이온 교환 

능력이 높아 유기오염물질, 무기오염물질  속 등을 흡착/제거하는 기능을 갖

는다[3-6-36].

실리카  헤마타이트 (hematite) 등의 무기물과 우라늄  토륨 등의 천연 방사

성 핵종과 흡착에 한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으나, 자연 유기물인 HA과 토물질

인 KA와 아메리슘(Am)과의 흡착 반응에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

서는 HA, Am  KA간의 삼성분계 흡착특성을 보고한다(그림 3-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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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6. Sorption of humic acid and Am onto kaol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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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방법

(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한 KA는 미국 토 물 회에서 제공하는 표 토(source clay, 

KGa-1b)를 별도의 처리 없이 사용하 다. HA(Aldrich)은 화학 으로 분리/정제

하여 사용하 다. 0.1 M NaClO4 용액에 HA 50 mg  0.1 M NaOH 1.72 mL를 첨

가하여 용액양이 10 mL가 되도록 0.1 M NaClO4 용액으로 조 하여 HA 기 용액

(stock solution)의 농도를 5 g/L로 제조하 다. NaClO4․H2O(Merck)를 이용하여 시

료의 이온세기를 0.01 M  0.1 M로 조 하 다. 제조된 0.01 M과 0.1 M의 

NaClO4를 0.1 M의 HClO4과 0.1 M의 NaOH를 사용하여 pH를 3-11로 조 하여 흡

착실험을 하 다. 
241
Am(Amershan)를 희석하여 농도가 1×10

-5
 M인 Am(ClO4)3으로 

제조하여 기 용액으로 사용하 다.

(2) 실험방법

흡착실험은 기  상온에서 수행하 다. pH를 3-10으로 조 한 0.01 M  0.1 

M NaClO4 용액 10 mL에 KA 40 mg을 취하여 30 mL 폴리에틸  원심 분리 에 

담아 25 ℃로 조 된 항온기에 넣고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하여 수평 교반기에서 

48시간 동안 교반시켰다( 비 평형). 교반 후 HA 기 용액 10 μL  100 μL를 각

각 첨가하고 시료를 다시 교반기에서 72시간 교반시켰다. 고속 원심분리 후 상등

액 3 mL를 취해 흡수분 기(Varian, Cary 5)를 사용하여 254 nm에서 흡 도(A254)

를 측정하여 HA 농도를 정량하 다. Beer's law에 따라 HA의 흡 도는 농도와 선

형의 상 계를 가지므로 흡수분 법을 이용하여 HA을 쉽게 정량을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HA을 측정하는 경우 흡 도를 3가지 다른 장 즉, 254, 465, 665 nm

에서 측정한다. 254 nm에서 흡 도 측정값이 가장 민감하므로 이 실험에서는 A254

를 정량분석에 용하 다. HA의 기농도가 5 mg/L와 50 mg/L에서 pH에 따른 

A254 변화를 측정하여 pH에 따른 흡 도의 변화를 측정하 다.

에서 제조한 비 평형을 이룬 KA용액에 Am(III) 기 용액 10 μL  100 μL

를 각각 첨가하여 약 3일 동안 항온기에서 교반하 다. 한 pH 3-10으로 조 된 

0.01 M NaClO4 용액 10 mL에 Am(III) 기 용액 10 μL와 휴믹산 기 용액 10 μL

를 첨가하여 약 3일 동안 항온기에서 교반하 다. 반응 후 시료용액을 고속 원심

분리기(10,000 rpm, 60분)를 사용하여 원심 분리하 다. 상등액 5 mL 폴리에틸  

용기에 취하고, 섬 체 (Ultima Gold AB) 15 mL를 가하여 Am 방사능 농도를 액

체섬 계수기(Packard TR 2770)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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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고찰

(1) KA  HA 기본 특성 조사

KA에 한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분석결과를 그림 3-6-7에 나

타내었고, XRD (X-ray diffraction) 분석결과를 그림 3-6-8에 나타내었다. SEM 분

석결과에 따라 KA는 상구조인 것으로 명되었으며 규칙 인 결정으로 되어있지 

않고 불규칙한 형태로 나타내었다. 한 XRD 분석결과로부터 형 인 KA 

[Al2Si2O5(OH)4] 구조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KA에 한 pH는 10.3으로 측정되

었고, 비표면 과 양이온교환능력은 각각 11.7 m
2
/g, 1.83 meq/100 g으로 측정되었

다. KA에 질산을 가한 후 그 용액을 ICP-MS로 측정하여 화합물 조성을 표 3-6-1

에 나타내었는데 그 값들은 기존 문헌에 보고된 수치[3-6-15]와 유사한 값으로 나

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HA(Aldrich)의 물리화학  특성자료는 이미 발표된 

논문을 참조하 다[3-6-8].

(2) HA-KA 흡착반응

(가) 평형실험

경과시간에 하여 KA에 한 HA 흡착실험 결과를 그림 3-6-9에 나타내었다. 

KA를 함유한 용액의 pH를 5로 고정한 후, 일정량(5 mg/L)의 HA을 첨가하여 6시

간 동안 반응 후에 측정된 KA에 한 HA의 흡착률은 약 60%이었고, 72시간 경과 

후에는 80% 이상의 HA이 KA에 흡착되었다. 한 100시간 이상 교반시간을 해도 

HA의 흡착률은 72시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교반시간을 72

시간으로 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나) HA 농도변화에 따른 HA-KA 흡착실험

그림 3-6-10에 HA의 기농도가 5 mg/L  50 mg/L인 경우 이온 세기가 0.01 

M에서 pH에 따른 KA에 한 HA의 흡착률을 나타내었다. pH의 변화에 따른 KA

에 한 HA의 흡착률 변화특성을 살펴보면 HA의 농도가 5 mg/L인 경우 이온 세

기가 0.01 M에서 pH의 변화에 따른 HA의 흡착률 변화특성을 살펴보면 pH 3에서 

HA의 90% 정도가 KA에 흡착되었으며, pH 9-11 부근에서 흡착률이 격히 감소

함을 알 수 있었다. HA과 KA와 흡착반응의 메카니즘은 주로 정 기  인력으로 

설명되며 그 외에 흡착, 리간드 교환, 양이온다리 (cation bridging), 표면에 수화된 

양이온 존재 시 물결합 (water bonding)  HA 분자의 하를 띠지 않는 부분의 

소수성의 결합 등의 메카니즘으로 설명이 가능하다[3-6-9,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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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7. Structure of kaolinite measured by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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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8. X-ray diffraction of kaolinite (D-500, Bruker-A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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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9. Percentage of HA sorbed from solution during kinetics experiments 

at pH 5 (HA = 5 mg/L, I = 0.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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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0. HA sorption onto kaolinite as a funtion of pH and HA 

concentration (I = 0.01 M NaCl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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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에 포함되어 있는 카르복실기의 pKa 값이 pH 4.5 부근이기 때문에 pH 4.5 

이상에서 이온화된 형태가 주로 존재하게 된다. HA는 pH 3-4에서도 약한 음 하

를 띠게 되어 양 하를 띠는 KA 표면에 정 기  인력에 의한 흡착으로 흡착률이 

높게 측정되었다. pH가 높은 경우에는 HA내에 존재하는 많은 카르복실기가 해리되

어 음 하가 강해지고, KA 표면도 음 하를 띠게 되므로 KA 표면과의 반발력에 

의해 KA에 한 HA 흡착이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HA의 형태는 pH에 따라 변하여 낮은 pH 역에서는 집된 고리 (compact 

coil) 는 구형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HA이 KA 표면 가장자리에 흡착이 잘된다. 

그러나 높은 pH 역에서는 HA이 연장된 사슬 (extended chain) 모양으로 용액 상

에 존재하여 내부 분자의 하 반발력으로 인한 흡착률 감소가 보고되었다[3-6-38]. 

한 낮은 pH 역에서 HA은 KA 표면과 음이온 혹은 리간드 교환에 의해서 흡착

될 뿐만 아니라 HA의 자체 침 이 발생하여 KA-HA 흡착률을 실제보다 높게 측

정되었다. 반면에 pH가 높은 경우에는 HA 내에 존재하는 카르복실기가 해리되어 

음 하가 강해지고 KA 표면도 음 하를 띠게 되므로 KA 표면과의 반발력에 의해 

흡착이 감소되었다.

HA의 기농도가 50 mg/L인 경우에 pH의 변화에 따른 흡착률 변화특성을 살

펴보면 pH 3에서 HA의 70% 정도가 KA에 흡착되었으며, pH 4-5 부근에서 흡착률

이 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HA의 농도가 50 mg/L의 경우, HA 

농도가 5 mg/L의 경우와 KA에 한 HA 흡착률을 비교하면, HA 농도가 5 mg/L

에서 50 mg/L로 증가하면 KA 표면에 일정양의 HA이 흡착되어 즉, KA의 반응자

리(reaction site)가 HA과 흡착으로 인해 포화되어서 상당량의 HA이 용액 내에 존

재하여 KA에 한 HA의 흡착률이 감소되었다.

(다) 이온 세기 변화에 따른 HA-KA 흡착 실험

그림 3-6-11에서 pH 3 역에서 이온 세기에 따른 HA 흡착 변화를 살펴보면, 

이온 세기가 0.1 M NaClO4에서 HA의 80% 이상이 KA에 흡착되었고, 이온 세기가 

0.01 M NaClO4에서는 HA의 70% 이상이 KA에 흡착되었음을 찰하 고 이온 세

기가 0.01 M에서 0.1 M로 변화할 때 흡착률이 증가하 다. 이온 세기 변화에 따른 

KA에 한 HA 흡착률 변화는 HA의 형태 변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낮은 pH에서 이온 세기가 높을 경우 양 하를 띈 KA와 HA 사이의 정 기  

인력이 증가하고 높은 이온 세기에서는 HA 거 분자의 음 하가 잘 차폐(screen)

되어 결국에는 HA이 무질서한 코일 (random coil) 형태로 꼬불꼬불 감기어서 KA

에 흡착하는 특성이 증가되었다고 생각되며, 낮은 이온 세기에서는 많은 HA 거

분자가 선형형태의 열린 구조 (open configration) 형태로 존재하여 KA에 흡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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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이 감소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온 세기가 증가할수록 HA 분자내의 하 

반발력이 감소하고 이온 세기를 더 증가시키면 거  HA 분자는 용액 상에 존재하

지 못하고 개별 으로 혹은 집합 으로  KA 표면에 흡착 는 침 되는 것으로 생

각된다.

(3) Am-KA 흡착반응

pH 변화에 따른 KA에 한 Am 흡착 실험 결과를 그림 3-6-12에 나타내었다. 

pH가 증가함에 KA에 한 Am의 흡착률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 다. pH 3에서 

Am의 70% 이상이 KA에 흡착되었고, pH 6 이상에서 Am의 95% 이상이 KA에 흡

착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6-12에서 찰된 pH 3-5 역에서의 pH 증가에 따른 KA에 한 Am의 

흡착률 증가는 KA 표면자리의 수산기(≣S-OH)와 Am
3+
의 이온교환 반응에 (m[≣

S-OH] + Eu
3+
 = [≣S-O]mEu

3-m
 + mH

+
) 의한 강한 표면 착화합물 형성(surface 

site complexes)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즉 KA 반응자리가 pH 증가에 따라 탈 양

성자화(deprotontation)되면서 속이온과의 표면착물화 반응을 유발함을 보고하

다[3-6-12].

pH가 6 이상 역에서의 높은 Am 제거율(> 95%)은 염기성 역에서 Am 수화

물 [e.g., Am(OH)3(s)] 생성에 따른 침 과 흡착이 동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Am과 화학  성질이 유사한 Eu와 KA와 흡착실험에서도 pH 6이상에서 

99.9% 이상의 Eu가 용액상에서 제거됨을 보고한 바 있다. 한 HA 농도를 50 

mg/L로 고정하고 Am 방사능 농도를 증가(1×10
-4
 M)시키면 그림 3-6-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Am 방사능 농도 증가에 따른 카올리나이트 반응자리가 포화되어 KA에 

한 Am 흡착은 약간 감소된다고 생각한다.

(4) Am-HA 흡착반응

pH 변화에 따른 HA에 한 Am 흡착반응을 그림 3-6-13에 나타내었다. 문헌에 

따르면 산성 역 (pH 5 미만)에서 Am(III)의 화학종 부분은 Am
3+
 형태로 존재하

고, 성 역 (pH 6-7)에서는 Am(OH)
2+
  Am(CO3)

+
 형태로 존재한다. HA 표면

은 산성  성 역에서 음 하를 띠므로 Am과 정 기  반응으로 인해 Am이 

HA의 표면에 흡착되어 침  혹은 착물 형태의 새로운 화학종이 생성된다. 염기성 

역 (pH 8 이상)에서는 Am(III)의 화학종 부분은 Am(CO3)2
-
  Am(CO3)3

3-
 형

태로 존재하여 HA 표면의 음 하와 정 기  반발력으로 인해 HA에 Am 흡착이 

산성  성 역에 비해 감소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의 흡착실험은 고속 원심분리 조작으로 침 을 분리한 후 H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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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Am 흡착량을 계산하 으나, Am-carbonate-humate 착물도 용액 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외여과법 (ultra filtering method)으로 좀 더 정확하게 Am 흡

착량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한  HA 농도를 50 mg/L로 고정하고 Am 방사능 농

도 변화에 따른 HA에 Am 흡착실험 결과, Am 방사능 농도 증가에 따른 의미 있는 

Am 흡착효과는 찰되지 않았다(그림 3-6-13 참조). 

(5) Am- 토  Am-휴믹산과 흡착반응

(가) Am- 토와 흡착반응

pH가 증가함에 토에 한 Am의 흡착률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 다(그림 

3-6-14). pH 3에서 Am의 70% 이상이 토에 흡착되었고, pH 6 이상에서 Am의 

95% 이상이 토에 흡착됨을 알 수 있었다.

(나) Am-휴믹산과 흡착반응

pH가 증가함에 휴믹산에 한 Am 흡착률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 다(그림 

3-6-14). pH 3에서 휴믹산의 40% 이상이 Am에 흡착되었고, pH 6 이상에서는 

부분 Am이 휴믹산과 착물 형태(americium carbonate humate complex)의 용존 형

태로 존재하여 휴믹산에 한 Am 흡착률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6) Am, 휴믹산  토과 흡착반응

(가) Am- 토와 휴믹산과 흡착반응

Am이 토와 반응하여 평형에 도달한 용액에 휴믹산을 첨가하여 pH 변화에 따

른 카올리나이트-Am의 흡착률을 살펴보면, pH가 6 미만에서는 휴믹산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카올리나이트-Am 흡착률이 10% 정도 증가하 으나, pH가 8 이

상에서는 휴믹산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카올리나이트-Am 흡착률이 20% 정

도 감소하 다(그림 3-6-15). 

pH가 6 미만에서는 가해  휴믹산이 카올리나이트-Am와 흡착반응 후, 용액 

에 존재하는 Am 성분과 흡착반응으로 인해 카올리나이트-Am 흡착률이 휴믹산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 10% 정도 증가하 으나, pH가 8 이상의 염기성 역에서는 카

르복실기 등의 다양한 반응기를 함유한 휴믹산이 토에 이미 흡착된 Am 성분과 

반응(흡착반응)으로 인해 토에 흡착된 Am 성분을 탈착하여 휴믹산과 가용성 착

물을 형성하여, 결과 으로 토에 한 Am 흡착률이 휴믹산 존재 하에서 감소되

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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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1. Influence of the ionic strength on the HA sorption onto kaolinite 

(HA = 5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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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2. Am sorption onto kaolinite as a function of pH (I = 0.01 M 

NaClO4, HA = 50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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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3. Am sorption onto humic acid as a function of pH (I = 0.01 M 

NaClO4, HA = 50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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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4. Am sorption onto kaolinite and HA (HA = 5 ppm, I = 0.01 M 

NaCl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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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m-휴믹산- 토과 흡착반응

토에 휴믹산과 Am(III)을 동시에 첨가하면, pH가 낮은 산성 역(pH 6 미만)에

서는 Am(III)이 토  휴믹산과 흡착반응 등으로 인해 휴믹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서 결합자리 증가에 따라서 Am(III) 흡착률이 증가하 으나, pH가 높

은 성  알칼리 역(pH 8 이상)에서는 Am(III)의 흡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

다(그림 3-6-16 참조).

pH가 낮은 산성 역에서는 이미 토 표면에 흡착된 휴믹산 성분 에 카르복

실기 등이 반응 자리를 함유하고 있어서 Am(III)이 토에 흡착되는 것을 도와주워 

흡착률이 휴믹산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증가되었다. pH가 높은 성  알칼리 

역에서는 휴믹산의 주요 구성 성분인 카르복실기와 카올리나이트 표면과의 정

기  반발력 증가로 인해 휴믹산이 카올리나이트에 흡착하기 보다는 용액 에 착

물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열역학 으로 안정하여, 결과 으로 Am(III)의 50% 정도

는 카올리나이트에 흡착하며 나머지 Am(III)의 50%는 휴믹산과 결합하여 

Am(III)-HA 착물 형태로 용액에 존재함을 추측 할 수 있다.

지하수 환경에서 Am(III)의 거동은 지하수의 pH 역이 산성이면 부분의 

Am(III)이 지하수 에 존재하는 휴믹산 등의 유기산과 결합하여 침 으로 떨어져

서 이동성이 하될 수 있다. 그러나 성  염기성 역에서는 Am(III)이 지하수

에 존재하는 유기산과 용존 착물을 형성을 하여 이동성이 증 될 가능성이 있다.

라. 결 론

이 연구에서 사용된 KA  HA의 물리화학  특성은 기존 문헌에서 보고된 

형 인 KA  HA의 특성과 일치하 다. 경과시간을 변수로 pH 5에서 KA에 한 

HA 흡착실험 결과 48시간 경과 후에 80% 이상의 HA이 KA에 흡착되었다. 일정한 

이온 세기 (0.01 M, 0.1 M)  HA 농도(5 mg/L, 50 mg/L)에서 pH의 변화에 따른 

KA에 한 HA의 흡착률 변화특성을 살펴보면 pH가 증가함에 따라 흡착률이 감소

하 고, HA 농도 증가에 따라서 KA 한 HA의 흡착률이 감소되었다. 한 이온 

세기 변화에 따른 KA에 HA 흡착 실험 결과, 이온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HA의 흡

착률이 증가하 다.

Am과 HA와의 흡착반응 실험 결과, 산성  성 역에서는 Am과 HA와의 정

기  반응으로 Am이 HA에 쉽게 흡착되었으나, 염기성 역에서는 정 기  반

발력으로 산성  성 역에 비해 HA에 한 Am 흡착이 감소되었다. 한 Am과 

KA와의 흡착반응 결과 산성 역에서 Am의 70% 이상이 KA에 흡착되었고 성 

 염기성 역에서 Am의 95% 이상이 KA에 흡착되었다. 토에 휴믹산과 A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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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첨가하면, pH가 낮은 산성 역에서는 휴믹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

해서 Am 흡착률이 증가하 고, pH가 높은 성  알칼리 역에서는 Am 흡착률

이 큰 폭으로 감소하 다. 

이 연구결과 지하수 환경 의 거동은 지하수의 pH 역이 산성이면 부분의 

HA이 KA 등의 토 물과 흡착하여 침  형태로 제거되나 염기성 역에서는 가

용성 착물 형태로 이동성이 증 되며 Am의 거동도 HA와 유사하여 산성 역에서

는 HA와 Am이 쉽게 결합하여 침 형태로 떨어져서 이동성이 하되나, 성  

염기성 역에서는 HA와 착물을 형성하여 이동성이 증가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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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속산화물 계면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기술 개발

악티나이드(actinide) 원소는 반감기가 긴 방사성동 원소를 가지며 사용후핵연료 

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는 고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때 감

시 상이 되는 주요 원소이다. 악티나이드 원소를 분리하여 소멸처리하는 공정을 

거치더라도 이들을 함유한 폐기물 발생은 피할 수 없다[3-7-1]. 폐기물을 지하처분

할 경우에 방사성핵종을 환경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운반자는 지하수다. 방사성핵

종, 특히 고 방사성폐기물 의 악티나이드 원소는 지하수에 한 용해도가 낮

고 지하수와 하고 있는 속(수)산화물이나 천연 물의 표면에 잘 흡착되므로 악

티나이드 원소의 이동 속도는 지하수 흐름에 비해 매우 느릴 것으로 상된다. 이

는 미량의 지하수가 흐르는 지하환경에서도 고  방사성폐기물을 안 하게 처분

할 수 있다는 과학  배경이 되고, 악티나이드 원소가 지하수 흐름을 타고 이동하

는 것을 정확하게 측하는 것은 지하처분의 방사선  안 성 확보를 한 요한 

과제이다.

일반 으로 폐기물처분의 안 성평가 과정에서 방사성핵종의 머무름을 정량 으

로 표 할 때 고체상/액체상 사이의 분배계수를 이용한다. 분배계수는 분자수 의 

반응 메카니즘을 고려하지 않고 지하수/ 물 시스템에 하여 뱃치법(batch test)으

로 측정한 값이다. 따라서 뱃치법으로 측정한 자료가 안 성 평가 측면에서 높은 

신뢰성을 갖기 해서는 분 학  방법 등을 이용하여 흡착 시스템에 련된 화학

종과 반응 메카니즘을 밝 야 하며, 지화학  모델의 용 결과를 설명할 수 있어

야 한다[3-7-2]. 이를 해서 지하수 내에서 발생하는 악티나이드 이온의 화학반응, 

즉 용해반응, 산화-환원반응, 착물생성  물표면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그와 

련된 열역학 데이터를 측정함으로써 화학종을 규명(chemical speciation)하는 나

노 화학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3-7-3].

지하처분 환경 내에서 악티나이드 원소의 이동지연을 측하기 하여 악티나이

드 원소의 물질/지하수 계면에 한 흡착거동, 즉 이온교환, 표면착물 생성, 표면

침 , 물질 내부로의 혼입 등에 한 반응 메카니즘을 분자 화학  측면에서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흡착반응들에 련된 열역학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반응

속도에 한 정보도 필요하다. 흡착은 용액상과 고체상의 계면에서 진행되는 화학

거동이므로 두 상의 물리화학  특성이 흡착반응을 결정하는 배경이 된다. 용액상

의 pH, 이온 세기, 속이온 농도, 속이온과 착물을 생성하는 리간드의 종류와 농

도 등은 흡착되는 속이온의 화학종을 결정하므로 흡착화학종을 지배한다. 한 

고체상의 비표면  (specific surface area), 표면에 존재하는 표면수산기 도, 표면 

수산기의 산-염기 거동 등과 같은 표면 특성도 흡착반응 메카니즘, 흡착화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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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흡착결합의 안정도를 지배한다.

악티나이드 이온은 산소를 자주개 (electron donor) 원자로 갖는 산화물 표면

의 ≡S-O
-
 는 ≡S-OH (≡S는 산화물의 표면원자를 나타냄) 작용기와 안정하게 

결합할 수 있으므로 고정상인 산화물 표면에 잘 흡착된다. 물질 표면에서의 화학

흡착은 표면 작용기와 악티나이드 이온의 화학결합 결과이다. 따라서 물질 표면 

작용기의 역할이 수용액에 녹아있는 리간드 작용기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간주하고 

흡착반응을 표면 착물생성 반응으로 설명하고 있다.

악티나이드 원소의 수용성 착물 생성 반응은 물질 표면착물 생성 반응과 경쟁

하므로 악티나이드 원소의 표면 흡착을 방해할 수 있다. 높은 농도는 아니지만 지

하수는 다양한 종류의 무기  유기 리간드를 함유하고 있으며 그 종류와 농도는 

지역  특성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지하수를 포함한 자연수 에 존재할 수 있는 

무기  간단한 유기 리간드(acetate, oxalate, carbonate)[3-7-4]는 물론 거 하고 

복잡한 유기 리간드인 여러 자리 해질 이온(polyelectrolyte, 휴믹산 (humic acid, 

HA), 풀빅산 (fulvic acid, FA) 등)들이 흡착반응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고 있다

[3-7-5∼3-7-9]. 

수용액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리간드는 악티나이드 원소와 반응하여 수용성 

착물을 생성하여 악티나이드 원소의 흡착을 감소시키기도 하고[3-7-10] 반 로 

속이온-리간드 착물이 물질 표면에 흡착됨으로써 흡착을 증진시키기도 한다

[3-7-11]. 만약 수용액 내에서 리간드와 착물을 형성하고 있는 악티나이드 이온이 

리간드와의 결합을 유지한 상태로 물 표면에 흡착되면 삼성분 표면착물(ternary 

surface complex)이 생성된다. 삼성분 표면착물의 리간드가 소수성이면 수용액의 소

수성 축출에 의해 악티나이드 이온의 흡착이 증가된다.

이 연구에서는 우라늄(VI)  Am(III)/Eu(III)을 상 속 원소로 선정하여 진흙

물에 흔히 존재하는 티타늄(IV) 산화물 (TiO2, anatase), 규소 산화물 (SiO2 (비결

정성))  알루미늄 산화물 (α-Al2O3 (결정성)  am-Al2O3 (비결정성))의 계면에 

한 속 원소의 흡착거동을 조사하 다. 한 진흙 물의 한 종류인 카올리나이

트(kaolinite, KA)에 한 속 원소의 흡착거동도 조사하 다. 속- 물질계면 흡

착만 생성되는 이성분계뿐 만아니라 유리 리간드가 여하는 삼성분계 흡착거동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휴믹산의 주요 작용기인 카르복실기와 페놀기를 가지

고 있는 살리실산(salicylic acid)  피콜린산(picolinic acid)을 용하여 물질계면

- 속-유기 리간드 삼성분계 흡착거동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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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산화물 계면의 우라늄(VI) 흡착에 미치는 유기 리간드 향 연구

가. 서론

우라늄은 자연에서 흔히 발견되는 악티나이드 원소이며, 사용후핵연료의 주성분

이므로 방사성폐기물처분 련 방사화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원소 

의 하나다[3-7-12, 3-7-13]. 우라늄은 산소가 결핍된 강한 환원 조건의 지하수에

서 U(IV) 산화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UO2(s)와 같이 용해도가 낮은 산화물 침

을 생성한다. 그러나 지표수와 같이 산소를 함유할 수 있는 산화 조건에서는 

U(VI) 산화상태의 우라닐 이온(UO2
2+
)으로 존재하며 UO2(s)에 비해 상당히 높은 용

해도를 보인다.

Al2O3, SiO2  TiO2 등의 속산화물은 카올리나이트와 같은 진흙 물의 주성분

이며, U(VI)은 이들 산화물 표면에 잘 흡착한다[3-7-14]. 이산화탄소가 존재하지 않

고 pH가 8보나 낮은 수용액 에서 U(VI)은 다양한 가수분해 화학종(UO2(OH)
+
, 

UO2(OH)2
0
, UO2(OH)3

−
  (UO2)3(OH)5

+
)을 형성하고, 이들 화학종이 속산화물 표

면에 흡착된다[3-7-15].

TiO2 표면에 U(VI)이 흡착될 때, 결합 자리의 조건에 따라 내부권 (inner 

sphere) 는 외부권 (outer sphere) 표면착물이 생성된다. 우라닐 이온의 수직축 방

향 결합길이는 흡착반응에 의해 크게 변하지 않는 반면, 수평면에 배 된 ≡

S-O-U(VI) 결합길이는 수화 결합길이보다 짧다[3-7-16]. 일반 으로, 내부권 표면

착물은 성 는 염기성 역에서 생성되며, 산성 역에서는 외부권 표면착물이 

생성된다[3-7-17]. 자의 경우에는 산화물 표면의 수산기와 표면착물을 생성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정 기  상호작용 혹은 수소결합을 통해 흡착이 이루어진다. 후

자의 결합길이가 자에 비해 길며, 이 때 측정된 U(VI)의 분 학  특성이 용액 

에 존재하는 수화된 이온({UO2(H2O)n}
2+ 

(n = 5))의 분 학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3-7-18].

α-Al2O3(001) 표면에서의 U(VI) 흡착 거동을 이론 으로 계산한 결과는 엔탈피

의 변화 없이 약한 외부권 착물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7-19]. U(VI)/진흙

물계의 경우에, 항상 하를 띠고 있는 표면 결합 자리에서는 외부권 착물 생성

에 의해, 그리고 pH에 따라 표면 하량이 변하는 면 자리(edge sites)에서는 내부

권 착물 생성에 의해 흡착이 이루어진다[3-7-20]. 삼성분 표면착물을 이룰 때도 외

부권  내부권 착물이 생성될 수 있다[3-7-21]. 일반 으로 속산화물의 표면 산

도 세기 경향은 속 이온들의 산도 세기 경향과 일치하는데 SiO2만은 외 으로 

상보다 큰 산도를 보인다[3-7-22]. 실리카 표면에서는 U(VI) 이온이 한 개 는 



- 359 -

두 개의 표면자리와 결합하여 각각 ≡Si-O-U(VI) 는 ≡Si-O2-U(VI) 구조의 내부

권 표면착물 화학종을 형성하면서 흡착된다고 제안되고 있다[3-7-17, 3-7-23∼

3-7-29].

흡착 상은 표면착물 생성 모델(Surface Complexation Model, SCM)을 이용하여 

설명한다[3-7-15, 3-7-30, 3-7-31]. 흡착된 화학종을 확인하는 기술로서 자 상자

기성 공명 분 법 (EPR, 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3-7-32], 외선 흡수 

분 법 (IR, Infrared Absorption Spectroscopy) [3-7-33, 3-7-34], EXAFS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3-7-23]  시간분해 이  형  

분 법 (TRLFS, Time-Rresolved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3-7-35] 등이 

활용되고 있다. U(VI) 등과 같이 형 특성을 가지는 이온의 경우에는 TRLFS가 다

음과 같은 측면에서 장 을 갖고 있다. 발 되는 형 의 세기가 이  원의 세

기에 비례하므로 실험에 사용하는 악티나이드 이온의 농도를 자연 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낮은 값까지 낮추어 측정할 수 있는 우수한 감도를 가진다. 한 형  특

성을 가지는 화학종들이 자신의 고유한 여기  발  장과 형 수명을 가지므로 

측정하고자하는 화학종을 선택 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U(VI) 이온이 산화물 표면에 흡착 할 때 미치는 유기산의 향을 

뱃치법으로 측정하 다. 산화물로는 진흙 물에 흔히 존재하는 TiO2, SiO2 (비결정

성)  Al2O3 (비결정성)을 선정하 으며, 유기산으로는 휴믹산의 주요 작용기인 카

르복실기와 페놀기를 가지고 있는 살리실산, 그리고 분자구조 측면에서 이와 비교

될 수 있는 피콜린산을 택하 다. 그리고 측정 결과를 수용성 착물 생성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 반응으로 설명하 다.

나. 실험

(1) 실험재료

순수 제조장치(Millipore, Milli-Q 시스템)에서 추출한 무이온수( 항 = 18 MΩ)

를 이용하여 모든 수용액 시료를 제조하 다. 과산화우라닐 침 법[3-7-36]으로 정

제한 U(VI)을 과염소산에 용해하여 U(VI)-ClO4 수용액을 비하 다. 우라늄 농도

는 K2Cr2O7을 이용한 차 정법[3-7-37]으로 측정하 다. 살리실산(Aldrich, 

99%)은 농도를 아는 NaOH 수용액에, 그리고 피콜린산(Adrich, 99%)은 증류수에 

용해하 다. 비한 용액 의 유기산 농도를 표  NaOH 용액으로 산-염기 정

(Mettler, model DL77)하여 측정하 다. 속산화물은 TiO2 (Aldrich 232033, 분말, 

아나타제, 표면  = 9.35 m
2
/g), SiO2 (Aldrich 227196, 비결정성, 기공 크기 = 60 A, 

입자 크기 = 40-63 μm, 표면  = 330 m
2
/g)  Al2O3 (Aldrich 19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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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ckmann, 비결정성, 입자 크기 = ∼150 mesh, 기공 크기 = 58 Å, 표면  = 155 

m
2
/g)을 사용하 다. 비결정성의 Al2O3은 세척한 증류수의 기 도도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서 세척한 후에 120 
o
C에서 건조하여 사용하 다. 다

른 산화물들은 별도의 정제 과정 없이 120 
o
C에서 건조하여 사용하 다. 이온 세기

(ionic strength)를 조 하기 한 과염소산나트륨 용액은 NaClO4∙H2O(Merck, 

analysis grade)를 증류수에 용해하여 비하 다. 다른 모든 시약은 분석등 을 사

용하 다.

(2) 실험방법

흡착반응은 0.1 M(NaClO4)의 이온 세기, 실온  Ar 가스 분 기에서 측정하

다. 산화물은 20 g/L, U(VI)은 0.1 mM, 유기산은 U(VI)과 가장 높은 비율로 1:1 착

물을 생성할 수 있는 0.5 mM의 농도를 유지하 다. NaOH 용액을 가하고 pH를 측

정하기 해 자동 정장치(Mettler, model DL77)를 이용하 다. pH 극은 표  

완충용액(Mettler Toledo)을 이용하여 보정하 다. 흡착실험 용액이 목표 pH에 도

달하도록 량의 NaOH를 가하고, 용액의 pH 변화를 무시할 수 있을 때까지 기

다린 후, 30분 이상을 추가로 교반함으로써 흡착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도록 하 다. 

그러나 Al2O3의 경우에는 용액의 pH가 쉽게 평형에 도달하지 못하 으므로 24시간 

동안 교반하 다.

산화물을 포함한 일정량의 용액을 취하여 여과법(기공 크기 = 0.1 μm) 는 원

심분리법(15000 rpm, 30 min)으로 고체상을 제거하 다. ICP-AES(Jobin Yvon, 

ULTIMA2C)를 이용하여 용액 의 U(VI) 농도를 정량하 다. 용액 에 존재하는 

살리실산  피콜린산 농도는 pH  U(VI)이 이들의 흡 도에 미치는 향을 배제

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 다음과 같이 정량하 다. EDTA(2.5 mM)를 함

유한 Tris-완충용액(pH 8, 5 mM)에서 흡수분 기(UV-Vis. spectrophotometer, 

Varian, Cary 3E)를 이용하여 살리실산  피콜린산을 정량하 다. U(VI)이 존재하

지 않을 때 살리실산  피콜린산은 각각 296  264 nm에서 최  흡 을 보이며, 

측정한 흡 계수는 각각 3620  3998 M
-1
cm

-1
이다. 이 측정조건에서 U(VI)도 흡

(흡 계수는 296  264 nm에서 각각 1195±14  3082±27 M
-1
cm

-1
)을 보이므로 

U(VI)의 측정 농도를 이용하여 보정하 다. 용액에 가해  양과 흡착에 의해 감소

된 양으로부터 흡착률 는 흡착량을 계산하 다.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을 확인하기 해 U(VI)-피콜린산 착물의 형  스펙트럼을 

측정하 다. 상용의 형 도계(fluorophotometer, Edinburgh, FS-900CD)를 이용하

고, 산화물 표면에 흡착된 U(VI)의 형 을 측정할 경우에는 삼각기둥 형  셀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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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논의

(1) 유기산 정량 조건 측정

살리실산과 피콜린산은 각각 벤젠  피리딘 고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외선 

역에서 높은 흡 계수를 보인다. 따라서 흡 도 측정법으로 이들 유기산을 낮은 농

도까지 정량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유기산은 pH에 따라 로톤과 반응할 수 있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U(VI) 이온과 안정한 착물을 생성하여 그 결과

로 흡 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상으로 인한 흡 도의 변화 여

부를 확인하고, 변화가 있으면 이런 향을 배제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

아야 하 다.

우선 pH 향을 확인하기 하여 흡착반응을 측정할 용액과 동일한 0.1 M 

NaClO4 매질에 존재하는 0.25 mM 살리실산 용액의 pH를 4.5에서 10까지 증가시키

면서 흡 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그림 3-7-1에 나타내었다. 살리실산은 용액의 

pH와 무 하게 296 nm에서 최 흡 을 보 다. pH의 향을 확인하기 하여 살

리실산의 최 흡수 장인 296 nm에서의 흡 도를 pH에 따라 도시하여 그림 

3-7-2에 나타내었다. pH가 5보다 큰 용액에서 흡 도는 pH와 무 하게 일정한 값

을 보 으며, 몰흡 계수는 3620 M
-1
cm

-1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살리실산의 정량 

pH를, 다음에 설명한 피콜린산의 pH 향까지 고려하여, 8로 결정하 다. 살리실산 

농도와 흡 도의 선형 계를 확인하기 하여 pH 8의 Tris-완충용액을 5 mM 농도

가 되도록 가한 조건에서 살리실산 농도가 0 내지 0.7 mM인 용액의 흡 도를 측정

하 을 때, 흡 도 = 0.002+1.791×[L] ([L] = 살리실산 농도, mM; R = 0.999)의 좋

은 선형성을 보 다.

피콜린산은 살리실산보다 pH 향을 크게 받았다. 살리실산의 경우와 동일한 방

법으로 여러 가지 pH에서 0.25 mM 농도의 피콜린산의 흡 도를 측정한 결과를 그

림 3-7-3에 나타내었다. 피콜린산은 용액의 pH에 무 하게 264 nm에서 최 흡 을 

보 다. 264 nm에서의 흡 도를 pH에 하여 도시하여 그림 3-7-4에 나타내었다. 

약산성 역인 pH 4.5-6.7에서는 pH가 증가함에 따라 피콜린산의 흡 도는 감소하

다. 반면 성  염기성 역인 pH 6.7-9.8에서는 pH 변화와 무 하게 일정한 

흡 도를 보 으며, 몰흡 계수는 3998 M
-1
cm

-1
다. pH 8의 Tris-완충용액을 5 

mM 농도가 되도록 가한 조건에서 피콜린산 농도가 0 내지 0.5 mM인 용액의 흡

도를 측정하 을 때, 흡 도 = -0.001+1.993×[L] ([L] = 피콜린산 농도, mM; R = 

0.999)의 좋은 선형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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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 Absorption spectra of salicylic acid in 0.1 M NaClO4 solutions as a 

function of pH. [salicylate]tot = 0.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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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2. Absorbance of salicylic acid at 296 nm measured in 0.1 M NaClO4 

solutions as a function of pH. [salicylate]tot = 0.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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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3. Absorption spectra of picolinic acid in 0.1 M NaClO4 solutions as a 

function of pH. [picolinate]tot = 0.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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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4. Absorbance of picolinic acid at 264 nm measured in 0.1 M NaClO4 

solutions of various pHs. [picolinate]tot = 0.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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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실험에서는 U(VI) 이온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살리실산과 피콜린산 농도를 

흡수분 법으로 정량해야한다. U(VI) 이온은 자외선 역에서 강한 흡수 특성을 보

이며 가수분해되거나 착물을 형성하면 흡 도가 더욱 증가한다. 따라서 용존 U(VI)

이 유기산 정량에 미치는 향을 확인해야만 한다. 유기산 정량 조건인 pH 8에서 

생성되는 U(VI)의 가수분해물이나 유기산 착물의 생성은 과량의 EDTA(2.5 mM)를 

가하여 안정한 UO2EDTA
2-
 착물을 생성시킴으로써 피할 수 있다. 2.5 mM의 

EDTA와 5 mM의 Tris-완충용액(pH 8)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몇 가지 농도의 

U(VI) 흡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3-7-5에 나타내었다. UO2EDTA
2-
 착물

은 살리실산과 피콜린산의 정량 장(각각 296  264 nm)에서 흡수 특성을 보인

다. UO2EDTA
2-
 착물의 흡 도는 U(VI) 농도(mM)에 따라 296 nm 장에서 흡

도 = 0.00153 + 0.58824×[U]  264 nm 장에서 흡 도 = 0.00252 + 1.5246×[U]의 

계를 보 으며, 좋은 선형성(R>0.999)을 보 다. 따라서 흡착실험에서 흡착되지 

않고 용액상에 존재하는 살리실산과 피콜린산을 정량할 때, EDTA를 첨가하고 흡

도를 측정한 다음 공존하는 U(VI) 이온에 의한 흡 도를 보정함으로써 순수한 살

리실산 는 피콜린산의 농도를 계산하 다.

(2) 살리실산의 향

세 가지 산화물 (TiO2, SiO2  Al2O3) 각각에 하여 살리실산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U(VI)의 흡착률을 pH 함수로 측정하 다. 결과를 각각 그림 3-7-6, 

3-7-7  3-7-8에 나타내었다. 살리실산이 존재하지 않을 때 TiO2, SiO2  Al2O3

에 한 흡착률이 보여주는 흡착면 pH 값(=흡착률이 0.5일 때의 pH 값)은 각각 

2.7, 3.9  4.5이다. 살리실산이 존재함에 따라 TiO2의 경우(그림 3-7-6)에는 흡착

면 pH 값이 약간 증가하 고, SiO2(그림 3-7-7)와 Al2O3의 경우(그림 3-7-8)에는 

흡착면 pH 값의 뚜렷한 변화를 볼 수 없었다.

성 역에서는 U(VI) 가수분해 침 물이 흡착실험 결과에 향을  수 있다. 

U(VI) 가수분해물의 용해도곱 상수[3-7-38]를 이용하여 pH 증가에 따른 용해도 변

화를 계산하 을 때 그림 3-7-8의 가장 높은 흡착면 pH(Al2O3의 4.5)보다 더 높은 

pH 4.8에서 용해도의 격한 감소가 나타난다. 따라서 침 물이 흡착률 측정에 미

치는 향은 배제하 다.

살리실산이 흡착반응에 미치는 향을 흡착면 pH 값의 변화와 pH에 따른 화학

종 분포 변화를 비교하여 정성 으로 추정하 다. 살리실산의 존재가 U(VI)의 흡착

면 pH를 감소시키지 못하 으므로 살리실산에 의한 안정한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U(VI)의 착물 생성[3-7-39]  가수분해[3-7-40] 

반응들의 열역학 자료를 이용하여 수용액에 존재하는 U(VI)의 화학종 분포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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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pH에서 계산한 결과, pH가 2.5 이상으로 증가하면 U(VI)-살리실산 착물( 부

분 UO2L(aq)의 1:1 착물, L
2- 

= 살리실산염)의 분포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pH 5에서 

최 값을 보인다(총 U(VI) 농도의 약 40% 정도가 착물 생성).

TiO2의 경우에 살리실산이 U(VI)의 흡착을 방해하여 흡착면 pH를 약간 증가시

켰다. 이것은 U(VI)이 TiO2 표면의 흡착 자리에 약하게 결합되기 때문에 살리실산

에 의한 용존 U(VI)-살리실산 착물 생성의 향을 쉽게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결합은 낮은 pH 조건에서도 하를 띠는 TiO2 표면의 면자리에서 일어나며 외

부권 착물을 형성한다[3-7-17, 3-7-20]. SiO2와 Al2O3의 경우에는 TiO2보다 흡착면 

pH가 더 높으므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수용액 에 생성된 U(VI)-살리실산 착물 

화학종의 농도도 그만큼 더 높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U(VI)- 속산화물의 흡착이 

살리실산의 향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U(VI)이 산화물 표면의 수산기와 내부권 

착물을 형성함으로써 강하게 흡착되었기 때문에 용존 살리실산의 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면착물, ≡S-O-U(VI)이 수용액 의 U(VI)-살리실산 착물 

화학종, UO2L(aq)보다 열역학 으로 더 안정하기 때문이다.

U(VI)-살리실산 착물이 산화물 표면에 흡착되어 삼성분 표면착물을 생성하 다

면 U(VI) 흡착량 증가에 따라 살리실산의 흡착량도 증가해야 한다. 흡착으로 감소

된 용액 의 살리실산 농도를 측정하여 TiO2와 SiO2에 한 결과를 그림 3-7-9에 

나타내었다. 그림 3-7-9에서 각각 사각형  원 부호로 나타낸 것과 같이 TiO2나 

SiO2 표면에 U(VI)이 흡착될 때 pH가 4보다 낮은 역에서 살리실산이 함께 흡착

되며, 흡착량은 pH 값이 증가함에 따라 거의 선형 으로 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살리실산이 여하는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 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OH + UO2L(aq) ⇋ {≡S-O-UO2L}
-
 + H

+
(1)

따라서 삼성분 표면착물은 UO2L(aq)의 분포가 가장 큰 pH 5 부근에서 나타났을 것

이며 살리실산의 흡착량도 pH 5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U(VI) 

흡착에 의해 살리실산 흡착이 증가한 경향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실험조건의 TiO2

와 SiO2 표면에서는 삼성분 표면착물이 생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7-9에서, pH가 증가할 때 흡착에 의한 살리실산 농도의 감소가 U(VI)-

살리실산 착물 생성을 무시할 수 있는 낮은 pH 역(< 4)에서 나타난 것은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과 무 하게 살리실산이 산화물 표면에 흡착된 것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산화물 표면에서의 음이온 흡착은 표면의 양 하 자리와의 이온  형성이나 

표면 수산이온과의 치환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 카르복실 작용기를 가진 유기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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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 표면의 속원소와 내부권 착물을 형성하면서 흡착될 수 있다[3-7-41]. 이때 

페놀성 -OH 작용기는 흡착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므로[3-7-42] 흡착특성을 카르복실 

작용기의 향만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3-7-9에서 살리실산(H2L)의 흡착은 산성

역에서 나타났으므로 흡착반응을 다음과 같이 리간드 치환으로 나타낼 수 있다. 

 ≡S-OH + H2L ⇋ ≡S-LH + H2O (2)

살리실산이 높은 흡착을 나타내기 해서, 즉 식 (2)에서 ≡S-LH의 표면농도가 높

은 값을 보이기 해서는 {≡S-OH}[H2L]가 최 값을 보여야 한다(여기서 각각은 

산화물 표면  용액 의 농도를 나타냄). 부분의 산화물들은 비교  넓은 pH 

범 에서 ≡S-OH의 표면농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살리실

산의 카르복실 작용기가 양성자 해리되는 pKa1에 가까운 pH 값에서 흡착이 최 가 

될 것이다[3-7-43, 3-7-44]. 그런데 이온 세기 0.1 M의 실험조건에서 살리실산의 

pKa1이 3[3-7-39]이므로 pH가 3 이상으로 증가하면 흡착률은 감소할 것이다. 이 때

문에 그림 3-7-9에서 pH 증가에 따라 살리실산의 흡착이 감소한 것이다.

비결정성 Al2O3에 한 살리실산의 흡착량 변화를 pH 함수로 측정한 결과를 그

림 3-7-10에 나타내었다. 비교를 하여 살리실산 존재에서 측정한 U(VI)의 흡착량 

변화도 함께 나타내었다. 실험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흡착량이 U(VI) 존재와 무

함을 보인다. 한 TiO2나 SiO2의 경우와 다르게 pH가 pKa1 값보다 크게 증가해도 

흡착량의 감소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pH 5 내지 6 사이에서 최 값을 보이고 있

으므로 흡착의 pH 의존성을 식 (2)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Al2O3 표면에

서의 흡착이 TiO2나 SiO2 표면에서의 흡착과는 다른 pH 의존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살리실산 흡착의 결합 유형은 속산화물 종류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를 들면 goethite 표면에서는 페놀성 -OH가 양성자 해리되어 킬 이트를 형성하지

만 Al2O3 표면에서는 양성자 해리된 표면 수산기(≡S-O-)와 페놀성 -OH의 수소결

합에 의해 유사킬 이트를 형성한다[3-7-45]. 진흙 물의 용해반응에서 살리실산이 

벤조산에 비하여 높은 반응성을 보이는 것[3-7-46]도 살리실산의 페놀성 -OH가 흡

착반응에 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살리실산이 흡착되기 하여 TiO2나 SiO2

의 경우에는, 식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표면 수산기와의 리간드 치환이 필요하므

로 ∼pH 3의 낮은 pH에서 최  흡착이 나타나겠지만 Al2O3의 경우에는 리간드 치

환과 함께 페놀성 -OH와의 수소결합을 하여 표면 수산기의 양성자 해리가 필요

하므로 pH 5 내지 6의 높은 pH에서 최  흡착이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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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5. Absorption spectra of U(VI) ion in the presence of EDTA (2.5 mM) 

and Tris buffer (pH 8, 5 mM). The concentration of U(VI) is varied from 0 to 

0.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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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6. U(VI) adsorption ratio on TiO2 surface measured in the presence 

(solid symbols) and absence (open symbols) of salicylic acid at various 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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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7. U(VI) adsorption ratio on SiO2 surface measured in the presence 

(solid symbols) and absence (open symbols) of salicylic acid at various 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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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8. U(VI) adsorption ratio on Al2O3 surface measured in the presence 

(solid symbols) and absence (open symbols) of salicylic acid at various 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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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9. The concentration of salicylic acid removed from the aqueous phase 

by the adsorption onto TiO2 and SiO2 surfaces in the presence of U(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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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0. The concentration of salicylic acid (open symbol) removed from the 

aqueous phase by the adsorption onto Al2O3 surface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U(VI). The concentration of U(VI) (closed symbol) removed in the presence 

of salicylic acid (shown at Fig. 3-7-8 as an adsorption ratio) is shown together 

for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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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콜린산의 향

세 가지 산화물 (TiO2, SiO2  Al2O3) 각각에 하여 피콜린산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U(VI)의 흡착률을 pH 함수로 측정하 다. 결과를 각각 그림 3-7-11, 

3-7-12  3-7-13에 나타내었다. 그림 3-7-6, 3-7-7  3-7-8에서 설명한 것과 마

찬가지로 피콜린산이 U(VI)- 속산화물 표면흡착에 미치는 향이 산화물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흡착면 pH 값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피콜린산이 존재할 때, 

TiO2의 경우(그림 3-7-11)에는 흡착면 pH 값이 약간 증가하고, Al2O3의 경우(그림 

3-7-12)에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SiO2의 경우(그림 3-7-13)에는, 살리실산

의 경우와는 달리, 흡착면 pH 값이 오히려 감소하는 상이 측되었다. 이것은 피

콜린산이 존재할 때 U(VI)의 흡착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을 해석하기 해 U(VI) 가수분해 화학종 생성[3-7-42]  U(VI)-피

콜린산 착물 생성[3-7-47] 반응의 열역학 자료를 이용하여 실험 조건의 수용액에 

존재하는 U(VI)의 화학종 분포를 계산하 고, 그 결과를 그림 3-7-14에 나타내었

다. pH 5 근처에서 UO2L
+ 
(L

-
 = 피콜린산염) 화학종의 분포가 최 이고, 이보다 낮

은 pH에서는 자유 UO2
2+
 이온, 높은 pH에서는 UO2(OH)2(aq)의 가수분해 화학종이 

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TiO2의 경우에, pH에 따른 U(VI)의 흡착률 변화(그림 3-7-11)와 화학종 분포 변

화(그림 3-7-14)를 서로 비교해보면 용액의 pH가 흡착면 pH(= 2.7)보다 커질 때 흡

착반응과 경쟁할 수 있는 UO2L
+
 착물의 생성이 증가하므로 두 반응의 경쟁에 의해 

U(VI)- 속산화물 흡착이 다소 감소하여 흡착면 pH가 약간 증가하 다고 볼 수 있

다. 이것은 살리실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용존 U(VI)-피콜린산 착물이 TiO2 표면

에 생성된 외부권 착물보다 열역학 으로 더 안정하기 때문이다.

SiO2의 경우에 피콜린산이 존재할 때 흡착면 pH 값이 감소한 원인을 U(VI)-피

콜린산 착물의 흡착에 의한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으로 설명하기 해 수용액 에 

남아있는 피콜린산의 양을 pH 함수로 측정하 고, 그 결과를 그림 3-7-15에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 빈 마름모 부호로 보인 것과 같이 U(VI)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는 측정한 pH 범 에서 속산화물-피콜린산의 흡착을 무시할 수 있다. 이것은 

SiO2 표면의 비 속성 실리콘 원자가 피콜린산과 착물을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로부

터 추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 3-7-15에서 원 부호로 보인 것처럼 U(VI)이 존

재할 경우에는 pH가 3이상인 역에서 속산화물-피콜린산의 흡착이 하게 나

타난다. 한 pH 값이 증가함에 따라 속산화물-피콜린산의 흡착량이 증가하 고, 

이 경향은 채워진 네모 부호로 나타낸 U(VI)- 속산화물 흡착량 증가와 매우 유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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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1. U(VI) adsorption ratio on TiO2 surface measured in the presence 

(solid symbols) and absence of picolinic acid (open symbols) at various 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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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2. U(VI) adsorption ratio on SiO2 surface measured in the presence 

(solid symbols) and absence of picolinic acid (open symbols) at various 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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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3. U(VI) adsorption ratio on Al2O3 surface measured in the presence 

(solid symbols) and absence of picolinic acid (open symbols) at various 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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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4. Calculated U(VI) species distribution against pH in the presence of 

picolinic acid. [U(VI)]tot = 0.1 mM, [picolinate]tot = 0.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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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5. The concentration of picolinic acid (open symbols) removed from 

the solution by the adsorption onto SiO2 surface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U(VI). The concentration of U(VI) (colsed symbol) removed in the presence of 

picolinic acid (shown at Fig. 3-7-12 as an adsorption ratio) is shown together 

for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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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UO2L
+ 
착물 화학종의 분포가 가장 높은 pH 

5 근처에서 피콜린산의 흡착량이 최 임을 알 수 있다. 즉, 용존 UO2L
+ 
착물 화학

종이 SiO2의 표면 흡착자리(≡S-O
-
)와 반응하여 ≡S-O-U(VI)L의 삼성분 표면착물

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pH가 더욱 증가하면 용액 내에 용존 UO2L
+ 
착물 화학종은 

감소하고 U(VI) 가수분해 화학종인 UO2(OH)2(aq)의 생성이 증가하므로 속산화물

-피콜린산의 흡착량이 어든다. 신에 피콜린산이 여하지 않는 표면착물(≡

S-O-U(VI)OH, {≡S-O}2-U(VI) 등) 생성에 의한 흡착의 비 이 증가할 수 있다. 

SiO2 표면에서의 이와 같은 속산화물-우라늄-유리 리간드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

은 유기 리간드에 의한 기  화나 소수성 등과 같은 물리  특성에 의해 흡착

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iO2 표면에 U(VI)-피콜린산 착물이 흡착됨으로써 형성되는 삼성분 표면착물을 

분 학 으로 확인한 결과를 그림 3-7-16에 나타내었다. 삼성분 표면착물을 이루고 

있는 U(VI)(≡S-O-U(VI)L)은 피콜린산이 없는 조건에서 생성된 U(VI)- 속산화물 

표면 흡착  수용성 U(VI)-피콜린산 착물 화학종을 이룬 U(VI)과 화학결합 분

기가 다르기 때문에 분 학  특성이 다를 수 있다. 그림 3-7-16에서 보인 U(VI)의 

형  스펙트럼에서 착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분  특성을 정성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스펙트럼을 쉽게 비교하기 해 스펙트럼의 최  세기를 동일한 값으로 

규격화하 고, 일정한 간격으로 분리하여 함께 나타내었다.

그림 3-7-16(a)는 SiO2 표면에 U(VI)-피콜린산 착물이 흡착되어 삼성분 표면착

물을 구성하고 있는 U(VI)의 형  스펙트럼이며, 최  우라늄 형  세기를 보이는 

장 치가 517 nm이다. 그림 3-7-16(b)는 피콜린산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SiO2 표면에 흡착된 U(VI)의 형  스펙트럼이며, 최  형  세기를 보이는 장 

치가 524 nm로서 우라늄의 형  피크가 (a) 스펙트럼에 비해 반 으로 장 장 

방향으로 이동하 다. 그림 3-7-16(c)는 SiO2 표면에 흡착되지 않고, 수용액에 녹아 

있는 수용성 U(VI)-피콜린산 착물의 형  스펙트럼이며, 최  형  세기를 보이는 

장 치가 512 nm이다. 그림 3-7-16(d)는 피콜린산이 존재하지 않을 때 pH가 5

인 조건에서 측정된 형  스펙트럼 결과로 용존 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형  스

펙트럼이다. 이와 같이 피콜린산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속산화물에 흡착된 U(VI)

의 형 장 치가 존재 가능한 여러 가지 U(VI) 화학종들의 치와 다른 것은 

U(VI)이 SiO2 표면에서 피콜린산과 삼성분 표면착물을 생성하 으며, 그 결과로 흡

착이 증진되었음을 간 으로 뒷받침한다.

Al2O3의 경우에는 흡착면 pH(= 4.6)가 UO2L
+
 화학종의 분포가 최 값을 보이는 

pH 5와 매우 가깝다. 따라서 흡착반응과 수용성 착물생성 반응이 서로 경쟁하 다

면 TiO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흡착면 pH의 증가가 나타났어야 한다. 그러나 Al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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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흡착면 pH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살리실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U(VI)이 산화물 표면의 수산기와 열역학 으로 안정한 내부권 착물을 형성함으로써 

수용액 의 U(VI)-피콜린산 착물 생성의 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미량의 삼성분 표면착물이 생성되었다면, 생성된 삼성분 표면착물이 리간드

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생성된 U(VI)- 속산화물 흡착률에 변화를  정도로 열역

학 으로 안정하지 못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미량의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은 

U(VI) 흡착에 의한 피콜린산 흡착량의 증가로서 확인할 수 있다. U(VI)이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하여 pH 함수로 측정한 피콜린산의 흡착량을 그림 

3-7-17에 나타내었다. 빈 마름모꼴 부호는 U(VI)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피콜린산 

흡착량을 나타내고 빈 원부호는 U(VI)이 존재할 때 측정된 피콜린산의 흡착량을 나

타낸다. 비교를 하여 피콜린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측정된 U(VI) 흡착량 변화를 

채워진 네모 부호로 함께 나타내었다. 그림 3-7-17에 나타난 결과는, 살리실산의 존

재에 따른 U(VI)-Al2O3 흡착 비교 결과(그림 3-7-10 참조)와 마찬가지로, 

U(VI)-Al2O3 흡착과 무 하게 속산화물-피콜린산의 흡착이 매우 컸고 

U(VI)-Al2O3 흡착에 의하여 속산화물-피콜린산의 흡착이 증가하 다는 뚜렷한 

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을 단정할 수 없었다. 형  스

펙트럼과 같은 분 학  방법으로 Al2O3 표면에 존재하는 U(VI) 화학종의 형  특

성에 한 추가 인 확인이 필요하다.

그림 3-7-17의 속산화물-피콜린산 흡착량이 pH 5 부근에서 최 값을 보 다. 

이것은 리간드 치환에 의한 유기산 흡착을 나타낸 식 (2)로서 설명할 수 있다. 다만 

피콜린산의 경우에는 피리딘-N에 한 양성자 첨가반응이 강한 산성 조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속산화물-피콜린산의 최  흡착이 나타나기 한 시료의 pH 조

건은 {≡S-OH}[HL]가 최 값을 나타내는 경우가 된다. 따라서 속산화물-피콜린

산의 최  흡착량이 피콜린산의 pKa[3-7-47]와 유사한 pH 5 부근에서 나타난 것이

다. 

속산화물-살리실산 흡착은 리간드 치환  살리실간의 페놀성 -OH의 수소결

합에 의해 킬 이트를 형성하는 반면 속산화물-피콜린산 흡착은 리간드 치환만 

일어난다. 따라서 속산화물-피콜린산의 흡착량이 속산화물-살리실산 흡착량보

다 을 것으로 상되었다. 그러나 각각의 흡착량을 나타낸 그림 3-7-10과 그림 

3-7-17을 비교하면 pH 5 부근에서의 두 유기산의 최  흡착량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피콜린산의 피리딘-N이 Al2O3 표면의 알루미늄 원소와 화학결합 하

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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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6. Fluorescence spectra of U(VI) of various phases at pH 5; on SiO2 

surfaces with(a) and without(a) picolinic acid, and in solutions with(c) and 

without(d) picolin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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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7. The concentration of picolinic acid (open symbols) removed from 

the solution by the adsorption onto Al2O3 surface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U(VI). The concentration of U(VI) (closed symbol) removed in the presence of 

picolinic acid (shown at Fig. 3-7-13 as an adsorption ratio) is shown together 

for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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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살리실산  피콜린산이 U(VI)의 산화물 (TiO2, SiO2  Al2O3) 표면 흡착에 미

치는 향을 조사하 다. 유기산이 미치는 향은 산화물의 종류와 유기산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 다. TiO2 표면에 U(VI)이 흡착되는 경우에는 수용성 

U(VI)-리간드 착물 생성 반응이 흡착 반응과 경쟁함으로써 U(VI) 흡착을 감소시켰

다. 살리실산 경우에, SiO2 표면에서도 마찬가지로, pH < 4인 조건에서 U(VI) 흡착

과 무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살리실산의 흡착 상이 측되었다. 

SiO2의 경우에는 살리실산이 U(VI)의 흡착에 향을 주지 않았으나 피콜린산은 

삼성분 표면착물을 형성함으로써 U(VI) 흡착의 증진을 보 다. 삼성분 표면착물 생

성 때문에 피콜린산의 흡착이 나타났으며, U(VI)-피콜린산-SiO2에 한 U(VI)의 

형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피콜린산 없이 표면에 흡착된 U(VI) 는 수용액 상

에서 피콜린산과 착물을 이룬 U(VI)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형  스펙트럼을 보임

으로써 삼성분 표면착물이 형성되었음을 뒷받침하 다. 

Al2O3의 경우에는 살리실산이나 피콜린산이 U(VI)과 수용성 착물을 생성함에도 

불구하고 U(VI)의 흡착을 감소시키지 않았으므로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U(VI)의 흡착과 무 하게 유기산들이 잘 흡착되므로 유

기산 흡착 측정만으로는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Al2O3 표면에 

흡착하는 두 유기산의 결합 유형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두 유기산 모두 표면 

수산기와 카르복실염의 리간드 치환에 의해 흡착되지만 살리실산에서는 페놀성 

-OH의 수소결합이 여하며 피콜린산에서는 표면 알루미늄 원소와 피리딘-N의 배

결합이 상된다. 

추가 으로 형 분 분석기술을 이용한 피콜린산-U(VI) 이온 사이의 에 지 

달을 측정하여 U(VI)이 Al2O3 표면에서도 피콜린산과 삼성분 표면착물을 생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살리실산의 경우에는 리간드 자체

가 U(VI)보다 더 강한 형  특성을 보이므로 형 분 분석기술로는 삼성분 표면착

물 생성을 확인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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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산화물 계면의 결정성이 Am(III)/Eu(III) 흡착에 미치는 향 연구

가. 서론

악티나이드(An) 원소는 수용액 에서 다양한 산화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들 

악티나이드 원소가 지하수 내에 흔히 존재하는 다양한 유기  무기 리간드와 결합

하는 반응성은 일반 으로 산화 상태에 따라 4가(An
4+
) > 6가(AnO2

2+
) > 3가(An

3+
) 

> 5가(AnO2
+
)의 순서로 반응성이 크다[3-7-3]. 산화상태가 +3인 표 인 악티나이

드 원소는 Cm(III)  Am(III)이다. 그러나 Cm(III)  Am(III)는 방사성 독성 때문

에 일반 실험실에서 다루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가이기 때문에 흔히 그 유사체로 

란탄족원소(III)의 화학 반응에 한 열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An(III)의 거동을 측

한다. 이 연구에서는 Eu(III)의 속산화물 표면흡착 거동을 조사하고 Am(III)의 흡

착거동과 비교 분석하 다.

Eu(III) 이온이 am-SiO2 표면에 흡착할 때 carbonate, acetate, citrate, EDTA 등

은 흡착을 억제하지만 oxalate나 phosphate는 오히려 흡착을 증진시키는데 이것은 

am-SiO2-Eu(III)-L 구조의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으로 설명된다[3-7-48]. 속이온

과 유기 리간드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속산화물 계면에 흡착된 유기 리간드는 벌

크 용액상에 존재하는 유기 리간드와는 다른 상호작용을 보인다[3-7-49, 3-7-50]. 

를 들면 휴믹산이나 풀빅산의 유사체로 자주 이용되는 PPA(poly-acrylic acid)의 

경우에 벌크 용액상에서의 Eu(III)-PPA 상호작용보다는 β-Al2O3 표면에 흡착된 

PPA의 Eu(III)-PPA 상호작용이 더 안정하며 Al2O3-Eu(III)-PPA 구조의 삼성분 표

면착물을 생성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3-7-51]. 마찬가지로 Eu(III)-HA( 는 

FA)-가수 Al2O3 시스템의 Eu(III)는 Eu-HA( 는 FA)나 Eu-가수 Al2O3의 이성분 

화합물이 아니라 부분 Eu(III)-HA( 는 FA)-가수 Al2O3의 삼성분 화합물로 존재

한다고 보아야 한다[3-7-52].

지하수와 하고 있는 물 표면은 진흙 물 는 지하수가 흐르는 암석의 틈새 

표면을 도포하고 있는 풍화된 물이다. 진흙 물이나 풍화된 물의 표면을 형성

하고 있는 침 물들의 화학 , 물학  조성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무기물의 주성

분은 규산알루미늄과 알루미늄, 실리콘  철의 수산화물  산화물들이다. 이들은 

한 결정성이 큰 화합물과 결정성이 낮은 비결정성 화합물들의 혼합물 상태를 이

루고 있다. TiO2은 진흙 물 에 흔하게 존재하는 화합물의 하나다[3-7-24]. 한 

티타늄 속이 폐기물 용기의 재료물질로 사용되면[3-7-53] 처분장 인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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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TiO2을 생성하여 방사성핵종의 흡착에 향을  수도 있다.

TiO2은 anatase와 rutile의 두 가지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결정 구조 모두 

용해도가 낮고 하 (pHpzc)이 성에 가까운 값을 갖기 때문에 표면의 음 하 

는 양 하 자리의 흡착 거동을 넓은 pH 역에서 연구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anatase와 rutile은 서로 다른 pHpzc과 표면 흡착자리 농도를 가지고 있으며 Eu(III)

를 흡착시킬 때, rutile이 anatase보다 격한 흡착면 기울기를 보인다[3-7-54]. 

TiO2 표면의 산소원자는 결합하고 있는 Ti(IV) 원자의 수에 따라 화학  성질의 차

이를 보인다. 세 개, 두 개 (다리산소 표면수산기, bridging oxygen surface group, 

≡S-OH-S≡)  한 개 (말단산소 표면수산기, terminal oxygen surface group, ≡

S-OH)의 Ti(IV) 원자와 결합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3-7-55] 악티나이드 원소

와 같은 속이온의 흡착은 TiO2 표면의 다리산소  말단산소 표면수산기와의 상

호작용에 의해 나타난다.

TiO2 표면에 Co(II) 이온이 흡착할 때, 다리산소 표면수산기와는 한자리주개 표

면착물을 생성하며 말단산소 표면수산기와는 두자리주개 표면착물을 생성한다

[3-7-56]. Ni(II) 이온이 흡착될 때의 결합을 양자화학법으로 계산한 결과는 TiO2 

표면의 말단산소 표면수산기보다는 다리산소 표면수산기와의 결합이 더 안정함을 

나타낸다[3-7-57]. U(VI) 이온의 TiO2 표면 흡착 반응의 경우 농도에 따라 다른 경

향이 보고되었다. 낮은 농도의 U(VI) 이온이 흡착될 때는 두 개의 다리산소 표면수

산기와 강한 두자리주개 표면착물을 생성하는 반면 U(VI) 농도가 높아지면 TiO2 

표면의 한 개의 다리산소 표면수산기와 한 개의 말단산소 표면수산기와 동시에 결

합하는 약한 두자리주개 표면착물을 생성하면서 흡착된다[3-7-55].

am-SiO2 표면에 한 Eu(III) 이온의 흡착은 pH 5 내지 7의 범 에서 크게 증가

한다[3-7-58]. 이것은 am-SiO2 표면의 silanol 수산기의 이온화가 pH 5 내지 7에서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Eu(III) 이온과 carbonate 이온의 반응에 련된 열

역학 상수를 고려할 때 pH 7 내지 9 범 에서는 carbonate 이온이 존재하더라도 

흡착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한다. pH 5.3의 산도와 0.2 M NaClO4의 이온 세기에서 

측정한 Eu(III) 이온의 흡착은 비교  느린 반응속도를 보이고 흡착률은 이온 세기

가 증가하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3-7-59]. 이것은 흡착이 이온교환 메카니즘에 

의해 진행되며 Na
+
 이온과 경쟁하는 것을 나타낸다. 

자연에서 순수한 Al2O3은 잘 발견되지 않지만 표면특성이 자연에 흔하게 존재하

는 철산화물과 유사하고, 흡수가 낮기 때문에 분 학  기술을 쉽게 용할 수 

있다는 장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흡착제로 사용되는 물이다[3-7-60]. Al2O3 계

면에 한 란탄족원소(III) 이온의 흡착 메카니즘은 표면과의 다리결합 수산이온 착

물(bridged hydroxo complex)생성이다[3-7-61]. pH가 6 이하인 조건에서 γ-Al2O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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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III) 이온의 흡착은 두 종류의 흡착자리에서 한자리주개 표면착물이 생성된

다고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pH 6 이상에서 과량의 악틴족원소 이온이 흡착되는 실

험결과를 설명하기 해서는 밝 지지 않은  다른 반응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표

면에서 다핵화합물이 생성된다기보다는 내부권 표면착물이 생성된다고 보고 있다. 

순수한 Al2O3에 한 Eu(III) 이온의 흡착은 이온 세기의 향은 받지 않지만 pH의 

향은 많이 받는다. 이것은 흡착반응이 순수한 이온교환이 아니라 표면수산기와의 

화학반응임을 나타낸다[3-7-62].

진흙 물은 정사면체 구조의 SiO4가 모여서 만든 실리카 과 팔면체구조의 

Al(O,OH)6가 모여서 만든 깁사이트(gibbsite) 이 구성하고 있다. 카올리나이트는 

실리카 과 깁사이트 이 1:1의 비율로 구성한 형 인 진흙 물이다. 두 의 표

면에 존재하는 Si(IV)나 Al(III) 원소가 각각 Al(III)이나 Mg(II)과 같은 낮은 원자가

원소에 의해 동형 치환되면 그 자리는 양 하수 부족 때문에 구 인 음 하를 가

지게 된다. 음 하를 띤 두  사이에 양이온이 존재하면 두 이 결합된 층상구조

가 형성된다. 두  각각의 모서리는 ≡Si-OH (silanol)  ≡Al-OH(aluminol)의 표

면수산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양성자 첨가반응이나 양성자 이탈반응을 하여 

하를 띨 수 있고 다양한 속이온들과 화학결합을 할 수 있다[3-7-63∼3-7-66]. 

따라서 Eu(III)/Al2O3  Eu(III)/SiO2 시스템에서의 흡착 메카니즘과 흡착 화학종의 

구조를 규명하면 그 결과로부터 카올리나이트와 같은 Al2O3-SiO2 진흙 물 표면의 

모서리 자리에 존재하는 aluminol  silanol과 Eu(III) 이온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카올리나이트를 비롯한 진흙 물들은 불순 원소들의 존재 때문에 

미세 구조가 복잡하고 불균일하며, 이러한 향을 받아서 흡착특성이 간단하지 않

기 때문에 표면착물생성 모델의 용이 속(수)산화물 표면의 경우보다 어렵다

[3-7-67]. 이 상은 낮은 이온 세기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난다.

카올리나이트를 포함한 진흙들은 1 M NaClO4와 같은 높은 이온 세기에서는 이

온교환반응을 무시할 수 있다. pH 3-6 범 에서는 이온교환자리 도 등과 같은 표

면 특성의 차이 때문에 양이온 흡착에 해 서로 다른 선택성을 보인다. 성 이상

에서는 해질 농도와 무 하게 pH의 증가에 따라 흡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양이온 흡착에 한 선택성은 가수분해 경향이나 표면착물 생성 경향과 같은 화학

 특성의 지배를 받는다. Eu(III)와 An(III) 이온은 U(VI)이나 d- 이원소(II) 이온

보다 잘 흡착되는데 자는 구음 하자리에서의 가역  이온교환 반응에 의해, 

그리고 후자는 모서리 수산기에서의 비가역  비이온교환 반응에 의해 흡착된다

[3-7-68].

Eu(III) 이온이 카올리나이트에 흡착될 때 구음 하자리에서 이온교환반응에 

의해 외부권 표면착물  모서리에 존재하는 표면수산기(aluminol  silanol)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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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결합을 형성하여 내부권 표면착물을 생성할 수 있으며, CO2가 존재하는 경우 안

정한 진흙-Eu(III)-carbonate의 삼성분 표면착물을 생성한다[3-7-69]. 외부권 표면착

물은 pH 4 이하에서, 내부권 표면착물은 pH 6 이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물의 계면특성도 용액상의 물리화학  특성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용액상과 

물계면의 평형상태가 흡착반응에 정성   정량  향을 미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장을 구성하고 있는 지하수- 물 시스템은 지질학  시간 동안 서로 하고 

있으면서 용해와 침 과 상변화를 동반한 풍화반응을 지속하고 있다. 즉, 물이나 

속산화물의 표면은 주어진 조건의 지하수와 반응하면서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처분장 건설과 같은 인  간섭이 가하지면 이 

평형은 깨지고 새로운 평형상태를 이루기 한 변화를 시작한다. 즉, 물이나 속

산화물의 표면 특성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를 들면 수용액 에서 열역학 으로 불안정한 γ-Al2O3는 쉽게 β-Al(OH)3로 

상변화 한다[3-7-70]. 가수된 제2산화철(hydrous ferric oxide)은 pH, 속이온이나 

음이온의 존재여부  산화-환원 분 기에 따라 goethite, lepidocrocite  

magnetite 등의 새로운 물로 상변화 한다[3-7-71]. 상변화는 자연스럽게 물표면

의 특성 변화를 동반하므로 흡착과 같은 계면반응에 변화를 래한다. 따라서 실험

실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측정한 흡착실험 결과를 분배계수와 같은 거시  상만

으로 표 하면 그 결과는 표면의 상변화와 같은 미시  상이 미치는 향을 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분 장에서 발생할 상을 정확하게 측할 수 없게 만든

다. 

흡착 상을 정량 으로 표 하기 해서 지하수 이동경로에 존재할 수 있는 다

양한 물질 각각에 한 모든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분배계수 는 표면착물 생성

상수를 측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동일한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분배계수 는 표

면착물 생성상수 값은 같은 물질 계면에 해서도 흡착자리(면, 모서리, 꼭지  

등)에 따라, 그리고 진흙 물의 경우에는 계면(층간, 모서리, 외면 등)에 따라 다르

므로 정확한 흡착자리를 밝 야 한다. 물질의 계면 특성은 결정구조는 물론 계면

의 숙성에 따라 다르며 리간드의 존재는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변화를 동반하므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 연구에서는 티타늄(IV) 산화물(TiO2, anatase)을 사용하여 증류수에서의 계면 

숙성이 Eu(III) 이온의 흡착에 미치는 향을, 그리고 알루미늄 산화물을 사용하여 

결정구조(α-Al2O3  am-Al2O3)가 Eu(III) 이온의 흡착에 미치는 향을 피콜린산 

리간드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측정하 다. 그리고 Eu(III) 이온을 유사체로 사용하여 

측정한 흡착거동 자료를 Am(III) 이온의 흡착을 측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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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기 해서 숙성된 TiO2, α-Al2O3, am-Al2O3  진흙 물의 하나인 카올리

나이트에 하여 Eu(III)와 Am(III) 이온의 흡착률을 피콜린산 리간드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측정하고 서로 비교하 다. 

나. 실험

모든 용액은 Milli-Q system(Millipore)을 통과한 무이온수를 사용하여 비하

다. Eu2O3(99.99%)를 과량의 HClO4(Merck, analytical grade)에 용해하여 Eu(III) 과

염소산 모용액을 비하 다. Eu(III)의 농도는 ICP-AES(Jobin Yvon, ULTIMA2C)

를 이용하여 정량하 다. 과염소산염의 농도는 모용액을 양이온교환수지(H
+
 form, 

AG 50W-X6, 200-400 mesh)에 통과시켜서 Eu(ClO4)3의 Eu
3+ 

이온을 H
+
 이온으로 

양이온교환한 후에 산-염기 정법으로 정량하 다. 피콜린산(Aldrich, 99%)를 증류

수에 용해하 고, 표  NaOH 수용액으로 차 정(Mettler, DL77)하여 농도를 

정량하 다. NaClO4․H2O(Merck, analytical grade)를 증류수에 용해하여 모용액을 

비하고 양이온교환과 산-염기 정법으로 과염소산염 농도를 정량하 다. 시료의 

이온 세기는 NaClO4 용액으로 조 하 다. 

241
Am(III)(0.1 M HCl 매질, 4.17 kBq/ml 농도)는 다음과 같이 정제하 다. 모용

액을 양이온교환수지(AG 50WX8, 200-400 mesh)에 흡착시키고, 0.1 M HCl로 세척

하여 존재할 수 있는 
237
Np을 제거하고, 7 M HCl로 Am(III)를 용리하 다. 정제된 

Am(III)는 다음과 같이 HClO4 매질로 변환하 다. 용리된 Am(III) 용액을 열  

에서 건고한 후에 소량의 HClO4 용액으로 용해하는 과정을 3번 반복한 후에, 최

종 인 산도가 0.01 M H
+
가 되도록 건고된 Am(III)를 묽은 HClO4 용액에 용해하

다. 정제된 
241
Am(III) 용액에 

237
Np이 존재 하지 않는 것을 γ-spectrometry법으로 

확인하 다.

속산화물은 시약 을 별도의 정제과정 없이 사용하 다. 숙성된 TiO2는 시약

 분말 (Aldrich 232033, anatase, 표면  = 9.28 m
2
/g) 100g에 증류수 200 mL을 

가하고 자석젓개로 교반하면서 1 내지 3일 간 방치한 후에 18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Kontron, Centrikon T-2060)하여 침 을 회수하 다. 분리한 상등액의 

기 도도(Tacussel, Conductimetre CD78)를 측정하 으며 회수한 침 에 다시 증류

수를 가하 다. 이 과정을 5회 반복하 을 때 pH는 6.7±0.2의 일정한 값을 보 으

나 기 도도는 0.33에서 0.036 mS/cm까지 낮아졌다. 원심분리한 후의 상등액 

에 TiO2 입자가 존재하는 것을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ICP-AES법으로 정

량하 을 때 수 mg/L를 넘지 않는 양이 존재하 다. 이것은 원심분리 과정에서 회

수되지 않은 미세한 크기의 TiO2 양은 무시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최종 분산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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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2 ml 부피를 취하여 알루미늄 시에 가하고 120 
o
C에서 건조한 다음 무

게를 측정하 을 때 분산용액 의 TiO2 농도는 0.684 g/ml이었다. 건조한 TiO2의 

표면 을 BET법으로 측정하여 9.35 m
2
/g의 값을 얻었다. 주기 으로 교반하면서 

30일 이상 방치한 TiO2 분산용액을 숙성된 TiO2 시료로 사용하 다. 비결정성 

Al2O3은 Brockmann type(Aldrich 199966, acidic, 입자 크기 = ∼150 mesh, 기공 크

기 = 58 Å, 표면  = 155 m
2
/g)을 기 도도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을 때까지 증

류수로 반복해서 세척한 후에 120 
o
C에서 건조하여 사용하 다.

모든 반응에서 속산화물의 농도는 20 g/L를 유지하 다. Eu(III) 이온 농도는 

0.1 mM을 유지하 다. 열역학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화학종분포 변화를 바탕으로 

1:1 착물인 EuL
+
의 분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0.5 mM을 피콜린산의 농도로 선정

하 다. Eu(III) 흡착실험에서는 0.1 M (NaClO4) 그리고 Eu(III)-Am(III) 흡착실험에

서는 0.01 M(NaClO4)의 이온 세기를 유지하 다. 평형온도는 25 
o
C를 유지하 고 

Ar 기체가 흐르는 조건에서 실험하여 이산화탄소의 향을 배제하 다.

Eu(III) 흡착실험의 경우에, 모든 반응물을 함유한 25 ml의 산성용액에 자동 

정장치(Mettler, DL77)를 이용하여 NaOH 용액을 가하여 pH를 조 하 다. pH 

극은 표  완충용액(Mettler Toledo)을 이용하여 보정하 다. NaOH 용액을 가하고, 

용액의 pH 변화를 무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교반하면서 평형에 가까운 pH 값이 

목표값에 근하 음을 확인한 후에 24시간 동안 교반하 다. 산화물을 원심분리법

(TiO2와 카올리나이트의 경우에는 18000 rpm, Al2O3의 경우에는 15000 rpm, 시간은 

30 min)으로 고체상을 분리하 다. ICP-AES(Jobin Yvon, ULTIMA2C)를 이용하여 

용액 의 Eu(III) 농도를 정량하 다. 용액 에 존재하는 피콜린산의 농도는 pH 

 Eu(III)의 향을 배제하기 하여 EDTA(2.5 mM)를 함유한 Tris-완충용액 (pH 

8, 5 mM) 조건에서 264 nm에서의 흡 도(UV-Visible spectrophotometer, Varian, 

Cary 3E)를 측정하여 정량하 다. 측정한 흡 계수는 3998 M
-1
cm

-1
이다.

Am(III)의 흡착은 
241
Am 동 원소를 사용하 으며 농도는 75 Bq/ml(2.45 pM)를 

유지하 다. Eu(III) 흡착의 경우와 비교할 때, 농도가 미치는 향을 배제하기 하

여 0.1 mM의 Eu(III)이 존재하는 용액 에서 측정하 다. 기 부피가 20 ml인 용

액에 NaOH를 가하여 pH를 조 하고, 30분 이상 경과하여도 pH 변화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평형에 도달하 음을 확인한 후에 속산화물을 포함한 용액을 0.5 ml 

취하여 원심분리법(18000 rpm, 30 min)으로 분리하 다. 상등액으로부터 0.35 ml을 

취하여 LSC 측정용 병에 가하고 
241
Am(III) 분석용으로 보 하 다. 용액 에 남은 

Eu(III)와 피콜린산 농도는 분석하지 않았다. 용액 에 녹아있는 
241
Am(III) 농도는 

섬 용 용액(Perkin Elmer, Ultima Gold XR)을 첨가하여 액체섬 계수(Packard, 

2560TR/XL)법으로 정량하 다. 흡착에 의하여 용액으로부터 제거된 Eu(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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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Am(III)  피콜린산의 농도는 기에 가해  양과 상분리한 후에 용액에 존재하

는 양의 차이로부터 계산하고 흡착률(= 흡착에 의해 제거된 농도/ 기에 가해  농

도)을 계산하 다.

비결정성 Al2O3에 흡착된 피콜린산의 결합상태를 외선 흡 분석법으로 확인하

고자 하 다. pH 5의 증류수에서 0.2 g의 Al2O3에 5 mmoles의 피콜린산을 흡착시

킨 다음 용액을 제거하고 질소분 기에서 건조하 다. Eu(III) 이온의 흡착을 측정

할 때는 피콜린산이 0.1 M NaClO4 이온 세기에서 흡착되었으나 외선흡 분석을 

해서는 분 학  간섭을 배제하기 하여 피콜린산을 증류수에서 흡착시켰다. 이

게 비한 시료는 Al2O3 표면에 피콜린산이 4 molecules/nm
2
의 농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외선 흡 스펙트럼의 바탕시료로서 피콜린산을 함유하지 않

은 수용액으로 처리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건조한 Al2O3를 비하 다. 결합한 속

이온이 피콜린산의 외선 흡 스펙트럼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기 하여 피콜린

산, Na
+
-피콜린산염, Cu

2+
-피콜린산염  Al

3+
-피콜린산염을 함께 비하고 스펙트

럼을 측정하 다. 비실험과정에서 용액 에 존재하는 피콜린산의 스펙트럼을 측

정하 을 때 바탕 흡수가 무 크고 잡음이 커서 화학종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스

펙트럼을 얻기가 곤란하 다. 따라서 Eu(III) 흡착 실험의 경우보다 피콜린산을 더 

많이 Al2O3에 흡착시켰으며 피콜린산 화학종을 용액에 존재하는 것 신에 고체상

태로 건조하여 측정하 다. 피콜린산은 상용 시약을 직  사용하 다. Na
+
-피콜린

산염은 증류수에 녹인 0.5 M 피콜린산 용액에 0.92 당량의 NaOH 용액을 가하여 

비하 다. 피콜린산이 약산성이기 때문에, 만약 NaOH를 1:1 당량으로 가하면 

비 과정의 용액의 pH가 높아지고 기와 하 을 때 이산화탄소가 쉽게 용해되어 

비한 Na
+
-피콜린산염이 Na-carbonate를 함유할 수 있다. Carbonate는 카르복실 

작용기에 하여 스펙트럼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NaOH를 0.92 당량만큼 가한 용

액의 최종 pH는 7.0 이었다. Cu
2+
-피콜린산염  Al

3+
-피콜린산염은 비된 Na

+
-피

콜린산염 용액에 증류수에 녹인 1:1 당량의 CuCl2ㆍ2H2O 용액, 그리고 1:1 당량의 

AlCl3ㆍ6H2O 용액을 가하여 비하 다. 기 pH가 각각 3.5  3.2 으며 NaOH 

용액을 가하여 pH를 5.5까지 화하고 하루 동안 교반하 다. 최종 pH는 각각 5.5

와 5.9를 나타내었다. 비된 용액을 실리카 건조제가 채워진 진공 데시 이터에 넣

고 진공과 질소 채우기를 반복하여 수분을 건조하 다. 공기를 바탕으로 외선 흡

스펙트럼(SensIR, ATR-FTIR)을 측정하 다. 데이터는 2000번 하 다.

다. 결과  논의

(1) TiO2의 숙성이 흡착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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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수로 세척하고 30일 이상 증류수에 보 하여 표면의 평형 상태에 변화를 일

으킨 ‘숙성 TiO2(anatase)’에 하여 피콜린산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

서 pH에 따른 Eu(III) 이온의 흡착률을 측정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3-7-18에 나

타내었다. 비교를 하여 숙성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기 에 보 한 TiO2(anatase)

에 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Eu(III) 이온의 흡착률을 측정한 결과[3-7-72]를 함께 

나타내었다. 증류수에서의 숙성 과정이 TiO2에 한 Eu(III) 이온의 흡착률을 크게 

감소시켰음을 보이고 있다. 숙성하지 않은 TiO2에 해서는 피콜린산의 존재와 

계없이 흡착면 pH 값이 3.2에서 나타났었지만 증류수에서 숙성시킨 TiO2에 해서

는 흡착면 pH가 피콜린산이 존재하지 않을 때와 존재할 때 각각 5.0  5.3에서 나

타났다. 이것은 TiO2 표면이 물과 반응하 으며 그 결과로 표면의 화학  특성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결정구조가 서로 다른 rutile과 anatase에 한 

Eu(III) 이온의 흡착을 비교하여 측정한 결과[3-7-54]를 보면 자가 후자보다 상

으로 pHpzc가 낮고 (각각 5.4  6.2) 흡착자리 도가 크기 (각각 4.49×10
-4
  

3.86x10
-4
 mol/g) 때문에 흡착률도 더 낮은 pH에서 증가하 다. 이것은 물과의 반응

에 의한 속산화물 표면의 구조 변화가 TiO2의 Eu(III) 이온 흡착에 큰 향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두 가지 TiO2, 즉 rutile과 anatase에 하여 피콜린산의 존재와 무 하게 용액의 

pH가 증가하면 Eu(III) 이온의 흡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TiO2 표면에서 Eu(III) 흡착에 여할 수 있는 수산기들이 양성자 첨가-양성자 이

탈 반응을 한 결과다. 주어진 pH 조건에서 Eu(III) 이온의 흡착자리 역할을 하는 다

리산소 표면수산기 (≡S-OH-S≡)  말단산소 표면수산기(≡S-OH)[3-7-55]는 양성

자가 첨가되었거나 양성자가 이탈된 수산기(≡S-OH2
+
 는 ≡S-O

-
)와 평형을 유지

하고 있어야 한다. pH가 증가하면 양성자가 이탈된 음 하 수산기의 분포가 증가하

므로 수산기와 Eu(III) 이온 사이의 정 기  인력이 증가하고 H
+
 이온에 의한 경쟁

이 감소하므로 Eu(III) 이온의 흡착은 증가하 다.

피콜린산이 존재하지 않을 때 Eu(III) 이온의 가수분해를 무시할 수 있는 

pH<6.5 범 에서 흡착률이 100%에 도달하 으므로 흡착된 Eu(III) 화학종은 Eu
3+
 

이온이다. 즉, ≡(S-O)n-Eu
(3-n)+

의 이성분 표면착물이 생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pH 

증가에 따른 흡착률 증가 경향을 보면 숙성 여부에 계없이 두 경우 모두 그 경향

에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숙성시키지 않은 TiO2의 경우에는 pH 3.5 이상에

서 흡착률이 격히 증가한 반면 숙성시킨 TiO2의 경우에는 pH 5.0 이상에서 pH 

증가에 따른 흡착률이 격히 증가하 다. 이것은 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pH 값에

서 흡착 메카니즘의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pHpzc보다 아주 낮은 pH 역에서는 

양성자가 첨가된 양 하 흡착자리의 비율이 크며, 이 조건에서는 정 기  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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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Eu
3+
 이온의 흡착은 나타날 수 없다. 즉, 표면 수산기와 Eu(III) 이온 사이에 

순수한 화학결합이 형성되면서 내부권 표면착물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흡착이 나타

났다고 보아야 한다. pH가 증가하면 양성자가 이탈된 흡착자리가 증가하면서 순수

한 화학결합에 의한 내부권 표면착물 생성과 음 하 자리와 양 하 이온 사이의 정

기  상호작용에 의한 외부권 표면착물 생성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흡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콜린산이 존재할 때는 pH 증가에 따른 흡착률 변화가 pH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고 있다. Eu(III)- 속산화물 표면흡착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단순한 구조의 피

콜린산은 휴믹산과 같은 다가 해 유기 리간드와는 다르게 거동할 것이다. TiO2 표

면 수산기나 휴믹산의 카르복실기는 낮은 pH에서 양성자 이탈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둘 사이에 정 기  반발력이 다. 따라서 낮은 pH에서 다가 해 거 유기

분자인 휴믹산이 TiO2 계면에 흡착되고 이 휴믹산에 Eu(III) 이온이 결합하여 

TiO2-HA-Eu(III) 구조의 B형 삼성분 표면착물이 생성되므로 휴믹산이 Eu(III) 이온

의 흡착을 증가시킨 결과가 나타난다[3-7-54]. 

피콜린산은 다가 해 리간드가 아니기 때문에 휴믹산과 같은 향을 기 할 수

는 없지만, Eu(III)의 화학종 분포를 변화시켜 흡착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실험조

건에서의 Eu(III)의 pH에 따른 화학종 분포 변화를 열역학상수[3-7-47]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그림 3-7-19에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TiO2의 Eu(III) 흡착에 의한 

Eu(III)의 총 농도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3-7-19를 보면, pH가 3 이상인 

역에서 pH가 증가하면 Eu
3+
 자유이온의 분포는 격하게 감소하고 Eu(III)-피콜린

산 착물의 분포는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H 증가에 따

른 흡착률 변화를 나타낸 그림 3-7-18은 낮은 pH 역에서 비숙성  숙성 TiO2 

모두에 하여 피콜린산이 Eu(III) 흡착에 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pH가 5 이상에서 증가하면 Eu
3+
 자유이온의 분포 감소가 둔화되고 피콜린

산 착물 분포 증가도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3-7-18에서의 숙성된 TiO2에 

한 흡착률 변화는 피콜린산의 존재가 Eu(III) 흡착을 크게 둔화시킨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의 상은 pH에 따른 흡착 방식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낮은 pH에서는 

화학결합에 의해 안정한 내부권 표면착물이 생성되므로 용존 Eu(III)-피콜린산 착물 

생성이 흡착에 향을 미치지 못하 다. 그러나 높은 pH에서는 내부권 표면착물 생

성 이외에 정 기  인력에 의해 약하게 결합된 외부권 표면착물 생성에 의해서도 

흡착이 일어났으므로 용존 Eu(III)-피콜린산 착물 생성이 흡착에 향을 미쳤다. 약

하게 결합되는 외부권 표면착물 생성반응이 용존 Eu(III)-피콜린산 착물(EuL
2+
,  

EuL2
+
  EuL3

0
(aq), L = 피콜린산) 생성반응과 경쟁함으로서 흡착이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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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8. Adsorption ratio of Eu(III) on TiO2 surface at various conditions as 

a function of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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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19. Eu(III) species distribution in the presence of picolinate ligand is 

calculated as a function of pH. [Eu(III)] = 0.1 mM, [picolinate] = 0.5 mM, I = 

0.1 M NaCl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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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8의 결과는 TiO2 표면과 물의 반응 결과로 야기된 TiO2의 숙성 과정

이 TiO2-Eu(III) 흡착을 크게 감소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TiO2 표면과 Eu(III)의 

흡착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n ≡S-OH + Eu(III) ⇋ (≡S-O)nEu(III) + n H
+

(3)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평형상수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4)

여기서 ≡S-OH는 Eu(III)를 흡착할 수 있는 TiO2 표면의 수산기, (≡S-O)nEu는 

TiO2 표면의 흡착자리에 흡착된 Eu(III)를 나타낸다. 식 (4)의 양변을 로그값으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logK = log[(≡S-O)nEu] + nlog[H
+] - nlog[≡S-OH] - log[Eu] (5)

흡착면 pH(50%가 흡착되는 pH, pH1/2)에서 수용액에 존재하는 Eu(III) 농도([Eu])와 

TiO2 표면에 흡착된 Eu(III) 농도([(≡S-O)nEu])가 같으므로 의 식 (5)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6)

비숙성  숙성 TiO2에 하여 피콜린산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측정한 두 경우

를 그림 3-7-18에서 비교하 을 때 pH1/2는 각각 3.2와 5.0이었으므로 식 (6)은 다음

과 같이 정리된다.

   

 ≡   (7)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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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아래첨자 un과 ag는 각각 비숙성  숙성 TiO2의 경우를 나타낸다. 식 (7)

과 식 (8)의 차이를 계산하기 하여 식 (8)에서 식 (7)을 빼주면 다음의 식 (9)가 

얻어진다.

  


≡

≡ 
(9)

식 (9)는 숙성이 흡착시스템에 미친 향을 흡착자리의 물리화학  특성 변화와 흡

착자리 농도 변화로 나 어 나타내고 있다.

흡착자리의 물리화학  특성에 변화를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TiO2 표면의 

결정구조  표면 수산기의 환경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TiO2의 결정 구조  

rutile이 anatase보다 더 큰 pHpzc  표면 흡착자리 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rutile에 한 Eu(III)의 흡착률이 더 크다고 보고되었다[3-7-54]. 보고된 결과에 근

거하여 이번 실험결과를 해석하면, 이번 실험에서 시약으로 사용한 anatase에 불순

물로서 미량의 rutile이 존재하 거나 는 anatase 표면의 일부 수산기가 rutile 표

면의 수산기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다가 증류수에 보 하여 숙성하는 동안에 용해-

침  등과 같은 과정을 거쳐 anatase 표면 수산기로 변하는 상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TiO2에 한 U(VI) 이온의 흡착에서 U(VI)은 농도가 높은 경우에만 TiO2 표면

의 말단산소 표면수산기가 흡착 반응에 참여하 다[3-7-55]. 이것은 산-염기 특성 

면에서 는 두자리주개 표면착물을 생성하기 한 구조  측면에서 말단산소 표면

수산기가 다리산소 표면수산기보다 불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3-7-57]. 말단산소 표

면수산기에는 한 개의 Ti(IV) 원자가 결합되었으나 다리산소 표면수산기에는 두 개

의 Ti(IV) 원자가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Ti(IV) 원자에 의한 자 당김 측면에서 

말단산소 표면수산기가 다리산소 표면수산기보다 흡착 반응에 유리하고, 표면 수산

기의 양성자 이탈 면에서 다리산소 표면수산기가 말단산소 표면수산기보다 유리하

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두 표면수산기의 차이를 고려하면 숙성과정에서 TiO2 

표면의 다리산소 수산기가 말단산소 수산기로 다음 반응식 (10)과 같이 변화하 을 

가능성도 있다.

 ≡S-OH-S≡ + H2O ⇋ 2 ≡S-OH + H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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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수산기의 변화는 TiO2의 산-염기 차 정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1 mM 

HClO4를 함유한 0.1 M NaClO4 수용액 의 숙성  비숙성 TiO2(10 g/L)를 0.1 M 

NaOH 용액으로 Ar 분 기에서 정한 결과를 그림 3-7-20에 나타내었다. 비교를 

하여 TiO2를 함유하지 않은 순수한 HClO4 용액의 정 결과를 그림 3-7-20에 함

께 나타내었다. 비숙성 TiO2의 정 결과는 TiO2를 함유하지 않은 순수한 HClO4 

용액의 정 결과에 비하여 과량의 산이 존재할 때는 pH가 상 으로 높고 과량

의 염기가 존재할 때는 pH가 상 으로 낮아서 TiO2가 양쪽성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즉 NaOH 용액으로 정을 시작하면 화 에 이르기 의 산성용액에

서는 양성자 첨가된 수산기의 반응이, 그리고 화 을 지난 염기성 용액에서는 수

산이온의 양성자 이탈 반응이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숙성된 TiO2의 경우에는 비숙성된 TiO2의 경우에 비하여 양성자나 수산

이온을 소모하는 반응이 크게 감소하 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산성 조건의 용액에

서 pH 값 변화가 TiO2를 함유하지 않은 HClO4 용액의 정과 유사하여 식 (11)에 

해당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표면 수산기가 숙성 과정에서 크게 감소하 음을 

나타낸다.

 ≡S-OH2
+ 
+ OH

- ⇋ ≡S-OH + H2O (11)

그러나 염기성 용액에서의 pH 변화는 TiO2를 함유하지 않은 용액의 정과 비교할 

때 pH가 많이 낮으므로, 비숙성 TiO2의 경우보다 기는 하지만, 식 (12)에 해당하

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표면 수산기가 숙성과정에서 상 으로 게 감소하

음을 나타낸다. 

≡S-OH + OH
- ⇋ ≡S-O

-
 + H2O (12)

비숙성  숙성 TiO2의 표면 은 각각 9.28  9.35 m
2
/g로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므로 표면  변화에 의한 흡착자리 농도 변화는 무시할 수 있다. Ti(IV)의 가

수분해물이 약산성 조건에서 쉽게 산화물을 생성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표면의 말

단산소 는 다리산소 표면수산기의 산소 원자가 세 개의 Ti(IV) 원자와 결합하는 

구조로 변화하여 흡착자리 농도가 감소한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표

면 수산기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하여 외선분 분석과 같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400 -

-0.001 0.000 0.001

4

6

8

10

pH

[OH-] added, M

HClO4

aged-TiO2

unaged-TiO2

-0.001 0.000 0.001-0.001 0.000 0.001

4

6

8

10

4

6

8

10

pH

[OH-] added, M

HClO4

aged-TiO2

unaged-TiO2

HClO4

aged-TiO2

unaged-TiO2

Fig. 3-7-20. Potentiometric titration of aged and unaged TiO2. [TiO2] = 10 g/L, I 

= 0.1 M NaClO4, [H
+
]initial = 1 mM.



- 401 -

용액 내에 휴믹산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Eu(III) 이온을 TiO2 계면에 흡착시키

면 TiO2-HA-Eu(III) 구조의 B형 삼성분 표면착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Eu(III) 이온

의 흡착이 증가된다[3-7-54]. 휴믹산과 같은 다가 해 거  유기 리간드는 TiO2 표

면  Eu(III) 이온과 동시에 결합할 수 있으므로 B형 삼성분 표면착물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피콜린산은 다가 해질이 아니므로 TiO2 표면  Eu(III) 이온과 

동시에 결합할 수는 없다. 그림 3-7-18과 3-7-19를 비교하면, Eu(III)-숙성 TiO2의 

흡착이 증가하는 pH 역에서 수용성 Eu(III)-피콜린산 착물이 형성됨에도 불구하

고 pH 변화에 따른 Eu(III)-숙성 TiO2의 흡착률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 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표면에 생성된 표면

착물이 용액상에서 생성된 수용성 착물보다 상 으로 매우 안정하여 그 향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피콜린산이 용액상에서 수용성 착물

을 생성함으로써 Eu(III)의 표면 흡착을 감소시키는 만큼 피콜린산이 여된 삼성분 

표면착물이 생성되어 흡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다. 두 경우는 안정

도 상수를 측정하거나 Eu(III) 이온 흡착이 피콜린산 흡착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

여 구분할 수 있다.

Eu(III) 이온이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 숙성한 TiO2의 표면에 피콜린산

이 흡착되는 양을 여러 가지 pH에서 측정하 고, 그 결과를 pH에 하여 도시하여 

그림 3-7-21에 나타내었다. 0.5 mM의 높은 농도에서 0.04 mM 이하의 작은 농도 

변화를 측정하 기 때문에 측정 오차의 향이 크게 나타났다. Eu(III) 이온이 존재

할 때 pH 6 부근에서 흡착이 증가하는 것이 찰되었다. 피콜린산이 분자 구조상 

TiO2 표면 결합자리  Eu(III) 이온과 동시에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TiO2-Eu(III)-L (L = 피콜린산) 구조의 A형 삼성분 표면착물을 형성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Eu(III) 이온 때문에 흡착된 피콜린산 농도의 최 값이 0.02 mM 

정도인 것에 비하여 같은 pH에서 흡착된 Eu(III) 이온의 농도는 0.08 mM이므로 삼

성분 표면착물을 형성하면서 흡착된 Eu(III) 이온의 분율은 0.25를 넘지 않는다. 즉 

TiO2-Eu(III)-L 구조의 삼성분 표면착물보다는 TiO2-Eu(III) 구조의 이성분 표면착

물이 더 안정함을 나타낸다.

(2) Al2O3 결정성이 흡착에 미치는 향

몇 가지 (수)산화알루미늄에 한 Eu(III) 이온의 흡착 경향을 보면[3-7-73] 흡착

능이 am-Al(OH)3 > gibbsite (γ-Al(OH)3) > diaspore (α-AlOOH)의 순서로 감소

하는 것을 보인다. 이것은 (수)산화알루미늄의 결정성이 Eu(III) 이온의 흡착에 큰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실험실에서 제조한 철 는 알루미늄의 가수된 

산화물은 결정성을 가진 goethite나 gibbsite와 다른 흡착특성을 보인다. 이들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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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은 흡착되는 속이온에 하여 더 이상 흡착이 진행되지 않는 포화흡착 

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실험실에서 제조된 가수된 산화물이 치 하

지 못한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이온이 표면의 흡착반응자리에서 표면

침 을 일으키거나 가수된 산화물과 혼합산화물을 생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3-7-73].

+3가 이상의 악티나이드 이온의 경우 속산화물 표면흡착을 표면착물생성 모델

로 설명한 경우는 다. 반면에 란탄족원소인 Eu(III) 이온의 흡착모델을 설명하기 

해서는 (수)산화알루미늄의 결정성과 계없이 빠른 반응자리와 느린 반응자리 

(크로마토그라피용 Al2O3) [3-7-74] 는 강한 결합을 생성하는 흡착자리와 약한 결

합을 생성하는 흡착자리 (γ-Al2O3) [3-7-60] 등과 같이 두 가지의 흡착자리를 가정

하고 있다.

pH 등과 같은 흡착 조건에 따라 흡착화학종은 물론 흡착 구조의 변화도 나타난

다. 착물을 생성할 수 있는 리간드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생성되는 화학종은 

흡착되는 Eu(III) 농도와 pH에 따라 차이가 있다. Eu(III)와 유사한 화학거동을 보이

는 Cm(III)이 smectite와 카올리나이트의 깁사이트  모서리에 흡착할 때, pH가 5 

이상인 조건에서는 ≡Al-O-Cm
2+
-(H2O)5 표면화학종을 생성하지만 pH가 계속 증가

하면 가수분해된 ≡Al-O-Cm
+
(OH)(H2O)4 는 두 개의 수산기 자리를 다리결합으

로 이어주는 ≡(Al-O)2-Cm
+
(H2O)5 구조의 표면화학종을 생성한다[3-7-75]. 크로마

토그라피용 Al2O3에 Eu(III) 이온이 흡착될 때도 이러한 다리결합 표면화학종 생성

을 가정하고 있다[3-7-61].

결정성 (α-Al2O3)  비결정성 Al2O3에 하여 피콜린산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pH에 따른 Eu(III) 이온의 흡착률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3-7-22에 

나타내었다. pH에 따른 속산화물-Eu(III) 흡착률 변화에 한 피콜린산의 향이 

결정성  비결정성 Al2O3에 하여 서로 다름이 찰되었다. 피콜린산이 존재하지 

않을 때, Eu(III) 이온의 흡착면 pH가 결정성과 비결정성Al2O3에 해 각각 5.5와 

6.7 값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정성이 크면 흡착능이 감소하므로 흡착면 pH가 증가

한 결과는 상과 일치한다. 결정성이 크면 계면의 ≡S-OH 원자단의 구조가 서로 

다를 수 있고 흡착자리의 농도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들면 α-Al2O3의 

경우에 Eu(III) 이온이 쉽게 흡착할 수 있는 결정의 모서리에 존재하는 ≡S-OH 자

리 수가 비결정성의 경우에 비하여 매우 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피콜린산의 존재가 Eu(III) 이온의 흡착에 미치는 향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비결정성 Al2O3에서는 용액 에 피콜린산이 존재해도 흡착면 pH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α-Al2O3에 해서는 흡착면 pH가 6.7에서 7.2로 증가함으로써 피콜린산이 

Eu(III) 이온의 흡착을 방해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두 경우에 피콜린산의 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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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화학종 변화와 비교하기 하여 흡착 조건과 동일한 피콜린

산 농도 조건에서 열역학자료를 이용하여 pH에 따른 화학종변화를 나타낸 그림 

3-7-19와 비교하 다. 비결정성의 흡착면 pH에 해당하는 pH 4 내지 6의 범 에서 

pH가 증가하면 EuL
2+
  EuL2

+
 (L = 피콜린산) 화학종의 농도가 증가하 지만 피

콜린산의 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3-7-22의 원 부호). Eu(III)-피콜린산 

착물의 농도가 최 값을 보이는 pH 6 내지 7의 범 에서도 흡착의 감소는 발견할 

수 없다. 비결정성인 크로마토그라피용 Al2O3의 경우에 pHzpc이 약 7.5이므로 pH가 

7이하인 조건에서 Al2O3 표면에 존재하는 음 하 흡착자리(≡SO
-
)의 비율은 낮고 

오히려 양 하 자리(≡SOH2
+
)의 비율은 높기 때문에 Eu

3+
, Eu(OH)

2+
 등과 같은 양

하 화학종의 흡착은 정 기  반발력의 향으로 힘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3-7-76].

산성  성조건에서 Cl
−
 이온을 함유하는 용액 에서 Eu(III)은 α-Al2O3 표면

의 ≡S-O
-
 흡착자리에 EuCl2

+ 
화학종으로 흡착되지만 염기성에서는 ≡

S-O
-
-Eu(OH)2

+
의 가수분해 화학종으로 흡착된다. 만약 acetate, oxalate 는 

carbonate와 같은 리간드가 Eu(III)과 반응하여 수용성 음이온 착물을 생성하지 않

을 정도의 낮은 농도로 존재하면 삼성분 표면착물을 생성하며 흡착을 증진시킨다. 

Acetate의 경우에는 (≡S–O)2EuL 는 ≡S–OEuL2 (L = CH3COO
-
)의 표면 화학종

을 생성하고, oxalate 는 carbonate의 경우에는 (≡S–O)2EuHL 는 ≡S–OEuL (L 

= C2O4
2-
 는 CO3

2-
)의 표면 화학종을 생성한다[3-7-4]. 따라서 카르복실기와 피리

딘 질소가 Eu(III) 이온에 배 되어 킬 이트를 생성하는 피콜린산도 Al2O3 표면에 

한 Eu(III) 이온의 흡착을 증진시킬 것으로 상하 으나 흡착의 증진은 나타나지 

않았다.

흡착의 증진이 나타난 pH가 7이하인 조건에서는 용액 에 Eu(III) 가수분해 화

학종의 존재는 무시할 수 있으므로 피콜린산이 존재할 때의 흡착반응은 자유 Eu
3+
 

이온과 EuLn
(3-n)+ 

이온의 경쟁이다. 따라서 피콜린산이 겉보기 흡착에 향을 미치

지 못한 것은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흡착 생성물이 수용성 착물 

생성물보다 열역학 으로 유리한 경우이다. 그러나 흡착률이 증가하는 pH와 피콜린

산 착물 생성이 증가하는 pH 범 가 유사한 것을 고려할 때 이 실험 조건에서는 

향을 나타내지 못할 정도로 흡착 생성물이 열역학 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경우는 Eu
3+ 

자유이온을 흡착한 표면착물의 안정성과 EuLn
(3-n)+

의 

피콜린산 착물을 흡착해서 생성된 ≡S–O-Eu(III)-피콜린산 구조의 착물의 안정성이 

유사하여 흡착면 pH 측정만으로는 피콜린산의 향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다. 이것

은 Eu(III) 이온의 흡착이 Al2O3의 피콜린산 흡착을 증진시키고 있는 가를 측정하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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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21. Adsorption of picolinate on aged TiO2 surface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Eu(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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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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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결정성 α-Al2O3의 경우(그림 3-7-22의 사각형 부호)에는 흡착면 pH에 

해당하는 pH 4 내지 6의 범 에서 pH가 증가하면 EuL
2+
, EuL2

+
  EuL3

0
(aq) (L = 

피콜린산) 화학종의 농도가 최 값을 보이고 있다. 즉 Eu(III)-피콜린산의 수용성 

착물 화학종 생성이 Eu(III) 이온의 α-Al2O3 표면흡착을 방해하 음을 나타낸다. 만

약 Eu(III) 이온이 흡착되더라도 피콜린산은 흡착되지 않았다면 수용성의 피콜린산 

착물 생성이 Eu(III) 이온의 흡착을 방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Eu(III) 

이온이 흡착될 때 피콜린산도 함께 흡착되었다면 피콜린산과 착물을 생성하지 않은 

Eu(III) 이온을 흡착하여 생성된 ≡S–O-Eu(III)의 표면화학종이 Eu(III)-피콜린산 착

물을 흡착하여 생성된 ≡S–O-Eu(III)-피콜린산의 표면화학종보다 더 안정한 것을 

나타낸다.

결정성 (α-Al2O3)  비결정성 Al2O3에 하여 Eu(III) 이온이 존재하거나 존재

하지 않는 조건에서 pH에 따른 피콜린산의 흡착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3-7-23에 

나타내었다. 우선 결정성 Al2O3의 경우(사각형 부호)에 Eu(III) 이온의 흡착과 무

하게 피콜린산은 흡착되지 않았다. 반면에 비결정성 Al2O3의 경우(원 부호)에 피콜

린산이 Eu(III) 이온의 흡착과 무 하게 pH 5 부근에서 최  흡착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최  흡착량은 Eu(III) 이온의 농도 (0.1 mM) 보다 많은 0.37 mM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피콜린산이 직  비결정성 Al2O3 표면과 반응하 음을 나타낸

다. 음 하의 리간드와 양 하의 속이온은 다음과 같이 흡착반응 메카니즘에서 

차이를 보인다.

 ≡S-OH+ H
+
 + L

x-
 ⇋ ≡S-OH2

+
 + L

x-
 ⇋≡S-L

(x-1)-
 + H2O (13)

  ≡S-OH + OH
-
 + M

n+
 ⇋ ≡S-O

-
 + H2O + M

n+
 

                        ⇋ ≡S-O-M
(n-1)+

 + H2O
(14)

리간드가 흡착되기 해서는 표면의 속원소와 리간드 사이에 결합이 생성되어야 

하므로 좋은 이탈기가 필요하다. 표면의 수산기가 양성자 첨가 반응을 하면 물분자

가 되므로 좋은 이탈기가 된다. 따라서 리간드 역할을 하는 음이온의 흡착은 산성

에서 잘 일어난다. 반면에 양 하의 속이온이 흡착되기 해서는 표면 수산기의 

양성자 이탈반응에 의하여 음 하의 자리가 생성될 필요가 있고 이 상은 pH가 

증가할수록 유리하다. 따라서 리간드가 Eu(III) 이온과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흡착반

응에는 향을 미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림 3-7-23에서 피콜린산의 최  흡착이 pH 5 부근에서 나타나는 것은 피콜린

산의 해리상수를 나타내는 pKa 값이 5.21[3-7-47]인 것과 일치한다. 더 낮은 p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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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반응식 (14)에 따라 양성자 해리된 음 하 리간드 비율이 감소하고 반 로 더 

높은 pH에서는 반응식 (13)에 따라 양성자 첨가된 수산기의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

이다. Al2O3 표면에서 양성자 첨가가 잘되는 수산기 자리와 양성자 이탈이 잘되는 

수산기 자리는 같지 않을 것이다. 즉, 물이나 속산화물 표면에서 리간드 흡착자

리와 Eu(III) 이온 흡착자리는 서로 다르므로[3-7-4] 피콜린산 흡착반응과 Eu(III) 

이온의 흡착반응은 서로 경쟁을 하 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림 3-7-23에 나

타난 비결정성 Al2O3에서의 피콜린산 흡착은 리간드의 음이온흡착 메카니즘과 용존

Eu(III)-피콜린산 착물 화학종의 Al2O3 표면흡착에 의한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이 혼

합된 결과일 수 있다.

만약 삼성분 표면착물이 생성되었다면 빛을 입사하여 피콜린산을 여기시켰을 때 

에 지 달에 의한 Eu(III) 형 [3-7-72]이 찰되어야 한다. 피콜린산이 존재하는 

경우 pH 6 조건에서 흡착된 Eu(III)의 형  스펙트럼을 HClO4 용액 에 존재하는 

Eu
3+ 

이온의 형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그림 3-7-24에 나타내었다. 피콜린산이 존재

하는 조건에서 흡착된 Eu(III) 화학종이 Eu
3+ 

이온의 여기를 무시할 수 있는 277.6 

nm 장의 빛에 의해 여기되어 형 인 
5
D0→

7
Fj(j = 1  2)의 발 스펙트럼을 보

여주고 있다. 이것은 비결정성 Al2O3 표면에 존재하는 Eu(III) 이온이 피콜린산과 

에 지 달이 가능한 화학결합에 의해 내부권 삼성분 표면착물을 생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가지 Eu(III) 화학종의 형  스펙트럼상의 차이도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을 뒷

받침하고 있다. 용액 의 Eu
3+ 

이온의 스펙트럼은 
5
D0→

7
F2 이(616.2 nm)가 

5
D0

→7
F1 이(591.6 nm)보다 발 세기가 약하지만 (IF2/IF1 = 0.3) 비결정성 Al2O3 표면

에 존재하는 Eu(III)-피콜린산 착물은 
5
D0→

7
F2 이(616.2 nm)가 

5
D0→

7
F1 이

(593.6 nm)보다 발 세기가 크게 증가하 다(IF2/IF1 = 2.8). Eu
3+ 

이온이 화학결합을 

형성하면 Eu(III) 이온 주 의 칭성에 변화가 나타난다. 즉, 용액 의 Eu
3+ 

이온

은 반 칭(inversion symmetry)이지만 비결정성 Al2O3 표면에서 ≡S-O-Eu(III)-

피콜린산 구조의 A형 삼성분 표면착물을 형성하면 Eu(III) 이온 주 의 반 칭성

이 크게 손상되므로 hypersensitive transition인 
5
D0→

7
F2 이가 크게 증가하 음을 

나타내고 있다(IF2/IF1 = 2.8).

비결정성 Al2O3에 하여 Na
+
 이온의 존재가 Eu(III) 이온의 흡착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그림 3-7-22의 검게 채워진 원 부호와 +자로 채워진 원 부호 

참조). 이것은 내부권 표면착물을 생성하지 못하는 Na
+
 이온이 흡착자리에 하여 

Eu(III) 양이온과 경쟁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Eu(III) 이온이 비결정성 

Al2O3 계면과 내부권 표면착물을 형성하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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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23. Adsorption of picolinate against pH on Al2O3 surface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Eu(III)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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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24. Fluorescence emission spectrum of Eu
3+
 in HClO4 solution and 

adsorbed Eu(III)-picolinate adsorbed onto amorphous Al2O3 surface at pH 6. 

λex = 394 (Eu
3+
) and 277.6 (Eu(III)-picolinate)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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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성 (α-Al2O3)  비결정성 Al2O3의 표면 수산기의 차이는 산-염기 차 

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1 mM HClO4를 함유한 0.1 M NaClO4 수용액 의 결

정성  비결정성 Al2O3(10 g/L)를 0.1 M NaOH 용액으로 Ar 분 기에서 정한 

결과를 그림 3-7-25에 나타내었다. 비교를 하여 Al2O3를 함유하지 않은 HClO4 용

액의 산-염기 정결과를 그림 3-7-25에 함께 나타내었다. 결정성  비결정성 

Al2O3는 정곡선의 모양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α-Al2O3(삼각형 부호)는 비

결정성 Al2O3(원 부호)에 비하여 반응식 (11)  (12)로 나타낼 수 있는 완충 역이 

매우 좁게 나타났으므로 상 으로 양쪽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결정

성 Al2O3는 특히 반응식 (12)로 표 되는 수산이온 소모가 매우 커서 가해주는 수

산이온의 농도가 증가하여도 화 을 나타내는 pH의 격한 증가는 보이고 있지 

않다. 즉 결정성  비결정성 Al2O3 표면에 존재하는 수산기의 산-염기 특성은 서

로 크게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동일한 결정성 Al2O3의 경우에도 산을 가한 시기에 따라 정곡선의 차이가 나

타났다. Al2O3 분말을 수용액에 분산하고 산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가한 다음 정한 

결과들을 비교하여 그림 3-7-26에 나타내었다. 시료 (a)는 1 mM HClO4를 함유한 

0.1 M NaClO4 수용액에 결정성 Al2O3를 분산시킨 직후에 바로 이어서 정을 시작

한 경우의 결과이다(사각형 부호). 시료 (b)는 1 mM HClO4를 함유한 0.1 M 

NaClO4 수용액에 결정성 Al2O3를 분산시키고 하루 밤 동안 용액을 가볍게 어주

면서 방치하여 양성자와 반응할 수 있는 Al2O3 표면의 반응자리를 모두 반응시킨 

다음에 정을 시작한 경우의 결과이다(원 부호). 시료 (a)에 비해 시료 (b)는 하루 

밤 방치하는 에 많은 양성자가 이미 소모되었기 때문에 은 양의 NaOH를 가해

도 pH가 증가하 다. 시료 (c)는 성의 0.1 M NaClO4 수용액에 결정성 Al2O3를 

분산시키고 하루 밤 동안 용액을 가볍게 어주면서 방치하여 가수분해될 수 있는 

모든 흡착자리를 충분히 반응시킨 다음 1 mM 농도가 되도록 HClO4를 가하고 정

을 시작한 경우의 결과이다(삼각형 부호). 시료 (a)와 비교할 때 시료 (c)의 정결

과는 산성 역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하루 밤 방치하는 에 가수분해에 의하여 표

면에 많은 양의 수산기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화 을 지나면 NaOH 소모가 증가

하 다.

이 결과들은 TiO2의 숙성이 Eu(III) 이온의 흡착(그림 3-7-18 참조)이나 산-염기 

차 정(그림 3-7-20 참조)에 향을 미친 것처럼 Al2O3의 경우에도 흡착실험

을 하여 속산화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따라서 (여기서는 산-염기를 가하는 시

기) 산-염기 차 정뿐만 아니라 Eu(III) 이온의 흡착에 향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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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25. Potentiometric titration of amorphous and α-Al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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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26. Potentiometric titration of α-Al2O3 at various conditions. a: titration 

just after being dispersed in acidic electrolyte solution, b: titration after being 

dispersed in acidic electrolyte solution and shaken overnight. c: titration just 

after addition of acid to that being dispersed in neutral electrolyte solution and 

being shaken over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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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l2O3 표면에 흡착된 피콜린산의 외선분 분석

결정성 Al2O3 표면에 피콜린산이 흡착하지 못하는 것과 다르게 비결정성 Al2O3 

표면은 Eu(III) 이온의 흡착과 계없이 피콜린산을 강하게 흡착하 다. 흡착된 피

콜린산과 Al2O3 표면의 알루미늄 원소의 화학결합을 확인하기 하여 외선 분

스펙트럼을 측정하 다. 비결정성 Al2O3 표면에 흡착된 피콜린산과 비교하기 하

여 피콜린산, Na
+
-피콜린산, Cu

2+
-피콜린산  Al

3+
-피콜린산도 함께 측정하 다. 

그 결과를 각각 그림 3-7-27  3-7-28에 나타내었다.

속산화물 계면에서의 유기산 흡착은 물의 풍화와 용해에 큰 향을 미치므

로[3-7-77∼3-7-80] 흡착 메카니즘에 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천연 휴믹산 유사체로 자주 이용되는 살리실산과 자연 의 표 인 속산화물인 

산화알루미늄(γ-alumina, gibbsite, boehmite, bayerite, goethite 등)의 반응을 표

인 로들 수 있다[3-7-44, 3-7-81∼3-7-84].

이와 같은 흡착반응은 주로 유기산의 카르복실  페놀성 수산 작용기와 속산

화물 표면의 속원소 사이의 상호작용이며, 이 결과로 두 작용기의 진동수에 변화

가 발생하므로 외선분 분석 기술이 자주 용된다[3-7-45, 3-7-85, 3-7-86]. 그

러나 흡착에 의해 생성되는 표면 착물의 구조가 속산화물의 흡착자리 특성과 수

용액의 조건(이온 세기, 음이온 존재, pH 등)에 따라 다양한 화학결합 방식(내부권

착물, 외부권착물, 한 자리 주개 결합, 여러 자리 주개 결합 등)을 보이기 때문에 

외선 스펙트럼 변화로 부터 결합 방식을 추론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속산화물 계면에 흡착된 피콜린산의 결합 특성을 외선분 법으로 측정한 결과는 

보고된 바 없다.

표 3-7-1에 몇 가지 유기산(벤조산, 탈산  살리실산)의 Na-유기산염과 α

-Al2O3에 흡착된 화학종에 하여 발표된 표 인 진동 방식과 진동수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동일한 속산화물에 하여 유사한 pH 조건(6 는 7)에서 흡착이 이

루어졌지만 유기산 종류에 따라 Na-유기산염과 α-Al2O3-유기산 흡착화학종에 한 

흡수 장의 변화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기도 한다. 를 들면 νs(-COO
-
) 진동 방

식의 경우에 벤조산은 α-Al2O3-벤조산 흡착 화학종이 Na-벤조산의 경우보다 청색 

이동한 결과를 보이지만 α-Al2O3-살리실산 흡착 화학종은 Na-살리실산의 경우에 

비해 색 이동을 보이고 있다.

표 3-7-1의 진동방식에 한 흡수 장과 그림 3-7-27의 피콜린산에 한 외선

분 스펙트럼 결과를 바탕으로 피콜린산 화학종에 한 여러 가지 진동방식의 흡수

장을 구하여 표 3-7-2에 나타내었다. 1450 cm
-1
에서 나타나는 νC-C(ring-COO

-
)에 

해당하는 진동은 상 으로 그 세기가 약하고, 특히 Al2O3에 흡착된 피콜린산의 

경우에 Al2O3에 의한 바탕값 흡수가 높은 값을 보이므로 비교 상에서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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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벤조산의 경우와 다르게 피콜린산과 속이온 사이의 착물 생성반응에서 두드

러진 특성은 피콜린산은 피리딘 고리에 무른 염기로 분류되는 질소 주개원자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Cu(II)와 같은 무른산으로 분류되는 d- 이원소와 안정한 킬 이

트 고리 착물을 생성할 있으며 이 효과가 Al(III)의 경우보다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이다.

Cu-피콜린산의 경우에, 피리딘 질소가 Cu(II)에 강하게 배 되기 때문에 함께 배

되어 킬 이트를 생성하는 카르복실 작용기의 배 도 그만큼 강해지고, 피리딘 

고리의 자 도가 감소하여 Al-피콜린산이나 Na-피콜린산과 비교하여 νs(-COO
-
)

와 νC-C(ring)가 색 이동하 다고 설명할 수 있다. 같은 이유 때문에 그림 3-7-27

의 Al2O3-피콜린산의 스펙트럼은 νs(-COO
-
) 진동방식과 νC-C(ring) 진동방식의 흡

수 장에서 그림 3-7-28의 Cu-피콜린산보다는 Al-피콜린산이나 Na-피콜린산의 스

펙트럼에 가까운 진동수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즉, Al2O3에 흡착한 피콜린산은 외

부권 착물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Cu-피콜린산은 1350 cm
-1
 진동

수에서 강한 흡수하지만 Na-피콜린산은 흡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에 Al2O3-피

콜린산은 같은 진동수에서 흡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Al2O3 표면에 흡착된 피콜

린산은 표면의 Al 원소와 내부권 착물을 이룰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계면 동

기 특성의 측정과 이온 세기  pH가 외선 흡수 스펙트럼에 미치는 향의 측

정 등에 의한 세 한 실험이 필요하다.

(4) 카올리나이트에 한 흡착 특성

실리카 과 깁사이트 이 1:1의 비율로 구성한 형 인 진흙 물인 카올리나이

트는 세 가지 흡착자리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Si(IV)나 Al(III)보다 낮은 원자가의 

원소에 의해 동형 치환된 구 음 하 자리로서 매개역할을 하는 양이온에 의해 두 

의 결합을 유도하며 이온교환에 의한 흡착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두 

의 모서리에 각각 존재하는 silanol  aluminol 표면수산기가 있다. 이들은 화학

결합에 의해 표면착물을 생성하면서 흡착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이다. 화학결합을 

형성한다는 에서 서로 유사한 화학거동을 보일 silanol과 aluminol 표면수산기의 

특성을 서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과 이온교환자리의 화학거

동은 서로 크게 다를 것이므로 이들 흡착자리에서의 Eu(III) 이온 흡착에 미치는 피

콜린산의 향도 서로 크게 다를 것이다. 카올리나이트에 하여 피콜린산 리간드

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조건, 그리고 Na
+
 이온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pH에 따른 Eu(III) 이온의 흡착을 측정하 다. 이 결과들을 그림 3-7-29

에 함께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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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27(a). ATR-FTIR spectra of picolinate adsorbed onto Al2O3 surface 

(range of 500 to 1300 cm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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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27(b). ATR-FTIR spectra of picolinate adsorbed onto Al2O3 surface 

(range of 1200 to 2000 cm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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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28(a). ATR-FTIR spectra of various picolinate species (L-H, L-Na, 

L-Al and L-Cu) (range of 500 to 1300 cm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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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28(b). ATR-FTIR spectra of various picolinate species (L-H, L-Na, 

L-Al and L-Cu) (range of 1200 to 2000 c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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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ν(cm-1)

benzoate 

[3-7-87]

phthalate

[3-7-87]

salicylate 

[3-7-42]

L-Na L-Al2O3 

(pH6)

L-Na L-Al2O3 

(pH6)

L-Na L-Al2O3 

(pH 7)

νs(-COO
-)

-

1415

-

-

-

1424

1388

1418

1388

1415

1422

1392 1376

νas(-COO
-
) 

1553 1554 1552

-

1576

1552

1565

1581

-

-

1597

-

-

1593

νC-C

(ring-COO-)

-

1491

1448

1496

1441

1486

1449

1491

1508

1454

1487

1459

1478

νC-C (ring) 1596 1601 1609 1619 1632 1611

Table 3-7-1. Characteristic peak frequencies of sodium salt of organic acids 

and adsorbed species onto α-Al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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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ν(cm-1)

L-Na L-Al L-Cu L-Al2O3

νs(-COO
-)

-

1387

1404

-

1375

1387

1345

-

-

1350

1389

1406

νas(-COO
-
) 

1541

1561

1581

1541

1561

1574

1541

1559

1570

-

1564

1584

νC-C

(ring-COO
-
)

- - - -

νC-C (ring) 1604 1611 1603 1607

Table 3-7-2. Characteristic peak frequencies of picolinate of various 

complexed and adsorbed species onto am-Al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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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III) 이온 흡착의 pH 의존성에 미치는 피콜린산의 향은 Na
+
 이온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Eu(III) 이온이 흡착할 수 있는 자리는 구 음

하 자리와 화학결합을 생성할 수 있는 표면 수산기 자리다. 구 음 하 자리의 

하는 양성자 첨가나 양성장 이탈 반응과 무 하므로 낮은 pH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 양 하의 Eu
3+
 이온과 정 기  인력에 의해 흡착할 수 있다. 만약 높은 농도

의 Na
+
 이온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면 구 음 하 자리와 Eu(III) 이온 사이의 정

기  인력에 의한 흡착에 Na
+
 이온이 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순수한 피콜

린산의 향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림 3-7-29에서 Na
+
 이온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흡착(사각형 부호)을 보면 피콜린산이 존재할 때(채워진 사각형 부호)와 존재

하지 않을 때(빈 사각형 부호)의 흡착률이 동일한 pH 의존성을 보임으로써 (두 경

우의 흡착면 pH는 모두 2에서 나타나고 있음) 피콜린산이 Eu(III) 이온의 흡착에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pH 변화에 따른 Eu(III)-피

콜린산 착물의 화학종 분포 변화를 나타낸 그림 3-7-19를 보면 설명이 가능하다. 

즉, Eu(III)이온의 흡착 증가가 나타난 pH 4.5 이하의 역에서 착물 생성 정도가 

무시할 정도로 낮으므로 피콜린산이 존재해도 흡착에는 향을  수 없었다. Na
+
 

이온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Eu(III)-피콜린산 착물이 생성되지 않는 낮은 pH에

서 흡착 증가가 나타났고, 그 결과로 피콜린산이 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pH 증가에 따른 Eu(III) 이온의 흡착률 변화가 Na
+
 이온이 존재할 때와 존재하

지 않을 때는 서로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Na
+
 이온이 존재하면 

Eu(III) 이온의 흡착은 크게 감소하 기 때문에 흡착면 pH가 2에서 4 이상으로 증

가하 다. 이것은 구 음 하 자리에서의 정 기  인력에 의한 흡착이 Na
+
 이온

과의 경쟁에 의하여 크게 감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 피콜린산이 존재하면 

Eu(III)-피콜린산 착물이 생성되지 않는 pH가 4 이하인 조건에서도 피콜린산이 존

재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상 으로 낮은 흡착률을 보이고 있으며 pH가 4.5보다 

커서 Eu(III)-피콜린산 착물 생성을 무시할 수 없는 역에서는 pH가 증가하여도 

pH 6.5까지 흡착률이 증가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Eu(III) 이온이 

aluminol 는 silanol과 반응하여 표면착물을 생성할 수 있는 흡착자리의 양이 정

기  인력에 의하여 흡착할 수 있는 구 음 하자리에 비하여 상 으로 작고, 

생성된 ≡S-O-Eu(III) 표면착물의 안정도가 수용성 EuLn
(3-n)+ 

(L = 피콜린산) 착물

의 안정도에 비하여 별로 크지 못하여 Eu(III)-피콜린산 착물 생성의 향을 크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pH 7 이상에서는 Eu(III)-피콜린산 착물의 분포가 감소

하고 Eu(OH)3
0
 가수분해물의 침 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Eu(III)-피콜린산 착물 생

성에 의한 흡착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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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29. Adsorption ratio of Eu(III) against pH on kaolinite surface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picol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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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9는 Na
+
 이온이 존재하지 않으면 피콜린산이 흡착에 향을 주지는 

못하 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림 3-7-19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pH 4.5 내

지 7.5 범 에서 Eu(III)-피콜린산 착물 생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 이 pH 

범 에서는 ≡S-O-Eu(III)-피콜린산의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에 의한 흡착을 배제할 

수 없다. Eu(III) 이온이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의 피콜린산 흡착량을 측정

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3-7-30에 나타내었다. pH 6 부근에서 Eu(III) 이온이 존

재할 때(채워진 사각형 부호)가 존재하지 않을 때(빈 사각형 부호)보다 약간 높은 

흡착량을 보이고 있으나 실험 오차를 고려할 때 Eu(III) 이온이 흡착에 향을 미쳤

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S-O-Eu(III)-피콜린산의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에 의

한 흡착은 무시할 정도라고 볼 수 있다.

(5) 다양한 조건에서의 Am(III)와 Eu(III)의 흡착특성 비교

5f와 4f 자궤도함수의 공간분포 차이 때문에 악티나이드 원소가 란탄족 원소보

다 d- 자궤도함수의 화학결합 참여가 커서 두 족의 원소들이 서로 산화수가 같더

라도 서로 다른 화학거동 특성을 보일 수 있다. 반면에 같은 족의 원소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d- 자궤도함수의 화학결합 참여가 감소하므로 산화수가 같

은 두 족의 원소들은 서로 유사한 화학거동 특성을 보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악티나이드 원소가 Am(III)  Cm(III) 이온이다. Eu(III) 이온은 유사한 

이온반경과 형 특성 때문에 Am(III) 는 Cm(III) 이온의 화학거동 유사체로 자주 

사용하고 있다. 

피콜린산과 같은 유기 리간드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속(수)산화물 표면에 한 

두 속이온(Am(III)  Eu(III))의 흡착 반응을 측정한다면, 그 결과는 속(수)산

화물 표면과 속이온뿐만 아니라 속이온과 유기 리간드 사이의 상호작용까지 반

한 결과이다. 따라서 화학거동이 서로 다른 속이온들의 흡착을 비교할 경우에 

유기 리간드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측정하는 것보다는 유기 리간드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측정한 결과가 화학  거동의 차이를 더 크게 반 함으로써 실험 으로 

유리할 것이다.

Eu(III) 이온과 피콜린산이 삼성분 표면착물을 생성하는 am-SiO2 표면에 하여 

pH 변화에 따른 Am(III) 이온과 Eu(III) 이온의 흡착률 변화를 비교하여 보고하

다[3-7-72]. 이 보고에 따르면 Am(III)  Eu(III) 이온의 pH 변화에 한 흡착률 

변화가 서로 일치하여 Eu(III)을 사용하여 밝힌 속산화물 계면에서의 화학거동 결

과가 Am(III)의 화학거동에도 용할 수 있음을 나타냈었다. Eu(III) 이온과 Am(III) 

이온의 화학거동이 서로 잘 일치한다는 와 같은 실험  증거를 보강하기 하여 

동일한 측정을 숙성된 TiO2, 결정성  비결정성 Al2O3, 그리고 카올리나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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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다.

시약 확보의 어려움과 실험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241
Am(III) 이온 농도를 

Eu(III) 이온 농도만큼 높게 사용할 수 없었으며, 흡착률 계산을 한 Eu(III) 이온 

정량을 해서는 Eu(III) 이온 농도를 
241
Am(III) 이온 농도만큼 낮게 사용할 수 없

었다. 그러므로 
241
Am(III) 이온의 농도가 75 Bq/ml (2.45 pM) 그리고 Eu(III) 이온

의 농도가 0.1 mM인 
241
Am(III)-Eu(III) 혼합 속이온을 실험에 사용하 다. (수)산

화알루미늄은 결정 종류에 계없이 빠른 반응 자리와 느린 반응 자리[3-7-74] 

는 속이온과 강한 결합을 생성하는 흡착자리와 약한 결합을 생성하는 흡착자리 

(γ-Al2O3) [3-7-60] 등과 같이 두 가지의 흡착자리를 가정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완 한 단결정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수)산화알루미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TiO2나 카올리나이트에도 반응성이 다른 자리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화학양론 으로 [Am(III)] ≪ [Eu(III)]인 조건에서, 만약 Am(III) 이온이 Eu(III) 

이온보다 더 강하게 흡착된다면, Am(III) 이온이 강한 결합을 형성하는 흡착자리와 

우선 으로 반응할 것이다. 반 로, 더 약하게 흡착된다면, Eu(III) 이온이 강한 결

합을 형성하는 흡착자리를 모두 차지한 다음에 Am(III) 이온이 반응할 것이다. 동

일한 농도의 Am(III) 이온과 Eu(III) 이온을 독립 으로 사용할 때보다 반응성의 차

이를 더 크게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처럼 
241
Am(III)와 Eu(III)을 혼합해

서 측정한 방법이 두 이온들의 화학거동 차이를 확인하는데 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속산화물과 카올리나이트에 하여 피콜린산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pH에 따른 Eu(III) 이온과 Am(III) 이온의 흡착을 비교 측정한 결과를 그림 3-7-31

에 나타내었다. 카올리나이트 (마름모꼴 부호), 숙성된 TiO2 (사각형 부호), 비결정

성 Al2O3 (삼각형 부호), 그리고 결정성 α-Al2O3(원형 부호)에 하여 Eu(III) 이온

(채운 부호)과
 241

Am(III) 이온(비운 부호)의 pH에 따른 흡착률 변화가 실험오차 범

 내에서 서로 잘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Eu(III) 이온을 사용해서 측정한 화학종

규명 연구 결과를 Am(III) 이온의 화학거동에 용해도 결과에 큰 오차를 유발하지 

않을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Eu(III) 이온을 Am(III) 이온에 한 화학  유사

체로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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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30. Adsorption of picolinate on kaolinit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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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31. Comparison of adsorption between Eu(III) (solid symbol) and 

Am(III) (open symbol) on various surfaces. [NaClO4] =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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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속산화물 흡착제 표면의 증류수에 의한 숙성과 결정성이 Eu(III) 이온의 흡착

에 미치는 향을 각각 TiO2(anatase)와 비결정성  결정성 (α-형) Al2O3를 사용해

서 피콜린산 존재에서 pH에 따른 흡착률을 측정하여 보고하 다. 증류수에서 숙성

시킨 TiO2는 숙성시키지 않은 것에 비하여 상 으로 높은 pH에서 Eu(III)을 흡착

함으로써 증류수에서의 숙성이 TiO2 표면의 결정성 는 수산기의 구조를 변화시켰

음을 보 다. 숙성의 결과로 Eu(III) 이온의 흡착이 증가하는 pH 역이 Eu(III)-피

콜린산의 수용성 착물을 많이 생성하는 pH 범 까지 증가하 기 때문에 흡착이 감

소되는 결과를 보 다. TiO2 속산화물은 증류수에서 숙성과정을 거친 후, 비결정

성 속산화물이 보이는 양쪽성 산-염기 특성이 감소한 것을 보고하 다(산-염기 

차 정법). 흡착된 Eu(III) 이온 양의 1/5을 넘지 못하는 피콜린산이 Eu(III) 이

온과 함께 흡착되었으므로 ≡SO-Eu(III)-피콜린산 구조의 삼성분 표면착물이 생성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흡착률은 오히려 감소하 으므로 ≡SO-Eu(III) 구조

의 이성분 표면착물보다는 낮은 안정성을 나타낸다.

비결정성 Al2O3은 결정성 α-Al2O3보다 낮은 pH에서 Eu(III)을 흡착하 다. 

Eu(III) 이온의 흡착이 증가하는 pH 역이 Eu(III)-피콜린산의 수용성 착물이 많이 

생성되는 pH 범 이지만 흡착률이 피콜린산의 향을 받지 않았다. Eu(III) 이온의 

흡착과 무 하게 Eu(III) 이온 흡착량의 4배 정도 많은 양의 피콜린산이 흡착됨으로

써 표면의 알루미늄 원소에 피콜린산이 배 되는 음이온 흡착이 있었음을 나타내었

다. 흡착된 Eu(III) 이온이 피콜린산으로부터 에 지를 달받아 형 을 발 하 으

므로  ≡SO-Eu(III)-피콜린산 구조의 삼성분 표면착물이 생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지만 흡착률의 변화는 없었으므로 ≡SO-Eu(III)-피콜린산 구조의 삼성분 표면

착물은 ≡SO-Eu(III) 구조의 이성분 표면착물과 유사한 안정성을 나타낸다. 결정성

의 α-Al2O3은 높은 pH에서 Eu(III)을 흡착하며 Eu(III)-피콜린산의 수용성 착물 생

성에 의한 흡착 하가 나타났다. 피콜린산의 흡착은 나타나지 않았다. 산-염기 

차 정 결과는 비결정성 Al2O3에서 양쪽성 산-염기 특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냈으

나 결정성 α-Al2O3에서는 상 으로 게 나타내었다. 한편 결정성 α-Al2O3에서도 

산 용액과 반응시킨 시간에 따라 산-염기 차 정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

므로 산-염기를 가하는 시기에 따라 Eu(III) 이온의 흡착에도 향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Al2O3 표면에 흡착된 피콜린산의 외선분 분석 결과는 νs(-COO
-
) 진동방식과 

νC-C(ring) 진동방식의 흡수 장에서 Cu(II) 착물보다는 Al(III) 착물 는 Na-유기

산염의 스펙트럼에 가까운 진동수를 보 다. 이것은 Al2O3 표면에 피콜린산이 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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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 Cu(II)-피콜린산 착물만큼 안정한 내부권 착물을 형성하지는 못한 것을 의미

한다. 

카올리나이트의 Eu(III) 흡착에 미치는 피콜린산의 향은 Na
+
 이온의 존재 여부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Na
+
 이온이 존재하지 않으면 구 음 하자리에서의 이

온교환에 의한 흡착이 Eu(III)-피콜린산 착물생성을 무시할 수 있는 낮은 pH에서 

이루어지므로 피콜린산의 향을 받지 않았다. Na
+
 이온이 존재하면 이온교환에 의

한 흡착 신에 양성자와의 치환반응에 의한 흡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흡착률이 

증가하는 pH가 Eu(III)-피콜린산 착물생성을 무시할 수 없는 범 까지 증가하 고 

흡착률은 감소하 다. 피콜린산의 흡착은 나타나지 않았다.

피콜린산 리간드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pH에 따른 Eu(III)  Am(III) 이온의 흡

착을 카올리나이트, 숙성된 TiO2, 비결정성 Al2O3, 그리고 결정성 α-Al2O3에 하여 

측정하고 비교하 다. 두 이온들의 pH에 따른 흡착률 변화가 실험오차 범  내에서 

서로 잘 일치하 다. 이것은 Eu(III) 이온을 화학  유사체로 사용하여 Am(III) 이

온의 화학거동 자료를 측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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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고연소 사용후핵연료 선원항 자료생산

제 8 에서는 핵연료의 연소거동  조사핵연료의 물리  화학  특성 연구에 

활용되는 고연소 사용후핵연료의 선원항 자료를 보고한다. 악티나이드 선원항 측정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하여 기존에 알려진 Np, Pu  Cm 동 원소 정량법을 개

선  보완하 다. 개선된 정량방법을 용하여 고연소 사용후핵연료 시료 13개에 

해 악티나이드 동 원소를 정량하 다. 
238
Pu, 

239
Pu, 

240
Pu, 

242
Pu, 

237
Np, 

241
Am, 

244
Cm  

242
Cm 핵종을 알 분 법  질량분석법으로 정량하고, 측정결과를 

Origen-2 code에 의한 계산값과 비교 평가한 결과를 보고한다.

1. 악티나이드 동 원소 정량법 개발 

가. 서론 

사용후핵연료  악티나이드 선원 항을 정량하기 하여 표 물을 사용한 Np, 

Pu  Cm 동 원소 정량법을 검증하 다. 우선 
237
Np 정량을 해 

239
Np를 spike로 

사용하는 spike 첨가법을 검증하 다. 이때 시료  
237
Np과 

239
Np는 알 분 법  

감마분 법으로 각각 측정한 후 동 원소희석법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이때 
237
Np

 
239
Np는 각각 알 분 법  감마분 법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이들 핵종에 한 

측정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237
Np과 

239
Np의 표 용액을 사용하여 농

도변화에 따른 측정한계, 측정정 도  회수율을 각각 구하 다. Pu 동 원소에 

해서는 Pu 표 물을 사용하여 알 분 법으로 
238
Pu, 

239
Pu  

240
Pu를 정량하고 질

량분석법으로 
238
Pu, 

239
Pu, 

240
Pu, 

241
Pu  

242
Pu를 정량하여 상호 비교하 다. 즉, 우

라늄 매질시료에서 질량분석법으로 Pu 동 원소를 측정할 경우 
238
Pu는 

238
U에 의한 

간섭 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알 분 법을 용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량분석법과 알 분 법을 상호 보완 으로 사용하여 Pu 

동 원소를 정량하 다. 두 방법에 해서 Pu 함량 변화(10-2 ng)에 따른 Pu 동

원소의 회수율  정 도를 구하고, 측정값과 이론값을 구하여 함량변화에 따른 상

계(correlation)를 구하 다. 그리고 
248
Cm 추 자를 사용하여 알 분 법으로 

Cm 동 원소 정량법을 검증하 다. 사용후핵연료  
241
Am, 

242
Cm  

244
Cm 동 원

소는 일반 으로 
243
Am 추 자를 사용하여 정량하여왔다. 이는 Am과 Cm의 화학  

거동이 유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Cm 동 원소에 해서 
248
Cm 추

자를 별도로 사용하여 정량하고 아울러 
243
Am 추 자를 사용하여 Cm 동 원소를 

정량하여 상호 비교하므로 Cm 동 원소 정량법을 검증하고자 하 다.



- 452 -

나. 
239
Np 첨가법에 의한 

237
Np 정량법 개발

(1) 실험

 237
Np 표 용액 일정량(0.1-5 Bq)을 시료 시에 건고시킨 후 알 계측으로 

237
Np

을 측정하 다. 다음으로 
239
Np(

243
Am) 일정량(1.8-45 Bq)을 취하여 

237
Np이 건조된 

시료 시 에 하여 다시 건조한 후 ϒ-spectrometry로 
239
Np을 측정하 다. 측

정된 두 동 원소의 방사능 값을 아래 식 (1)과 같은 동 원소희석법에 용하여 

237
Np을 정량하 다. 최종 으로 

239
Np 일정량(∼75 Bq)을 

243
Am 표 용액으로부터 

분리(milking out)한 후 
237
Np을 함유한 표 시료에 첨가하여 와 같은 방법으로 

237
Np을 정량하여 회수율을 구하 다.

))}(){()((
∑
∑

−
−=

t Ri
x Ri

RxRm
RmRt

Mt
Mx

mx
mtCtCx (1)

여기서, Cx는 시료용액  체 Np의 농도, Ct는 스 이크 용액 의 체 Np의 

농도, mt는 취한 스 이크 용액의 무게, mx는 취한 시료용액의 무게, Mx는 시료용

액  Np의 평균원자량, Mt는 스 이크 용액  Np의 평균원자량, Rt는 스 이크 

용액  
237
Np/

239
Np 비의 값, Rm는 스 이크된 시료의 

237
Np/

239
Np의 비 값, Rx는 

시료용액의 
237
Np/

239
Np 비의 값이다.

∑xRi: 시료  Np 동 원소비의 합 (
237
Np/

239
Np + 

239
Np/

239
Np)

∑tRi: 스 이크  Np 동 원소비의 합 (237Np/239Np + 239Np/239Np)

(2)

(3)

(2) 결과  논의 

237
Np과 

239
Np의 농도변화에 따른 회수율  측정정 도를 표 3-8-1  그림 

3-8-1과 3-8-2에 각각 나타내었다. 표 3-8-1  그림 3-8-1, 3-8-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핵종의 농도가 낮을수록 회수율  정 도가 낮아졌다. 알 선 계측에 

의한 
237
Np의 경우 의 농도 구간에서 상 표 편차(RSD)가 3-7%로 나타내었으나 

회수율은 97-100%로 나타났다.

239
Np의 경우 낮은 농도구간(<20 Bq)에서는 측정정 도가 2-20%로 나타났으며, 

회수율은 농도가 낮을수록 오히려 높게(> 100%)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의 오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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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것은 
239
Np의 낮은 감마에 지(< 300 KeV)에 한 바탕값의 향으로 생

각된다. 그리고 20 Bq 이상의 구간에서는 회수율이 정량 으로(∼100%) 나타났으

며 측정 정 도는 7% 이하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3-8-2  그림 3-8-3에는 일정

량의 시료(0.1-5 Bq의 
237
Np + 30 Bq의 

239
Np)에 15 Bq의 

239
Np(spike)을 첨가한 후 

스 이크 첨가법에 의해 
237
Np을 정량한 결과이다. 표 3-8-2  그림 3-8-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237
Np의 농도가 낮을수록 정 도는 낮게 나타났으나(4-30%), 회수율

은 정량 으로(95.5-104.5%)로 나타났다. 그리고 
239
Np를 

243
Am으로부터 분리한 후 

spike로 사용하여 5 Bq의 
237
Np 표 시료에 용한 결과 회수율이 96.7%로 나타났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237
Np 정량법으로 알   감마분 법을 용하는 스

이크 첨가법을 이용할 경우 
237
Np이 0.1 Bq 이하의 시료에서는 본 방법의 용이 

어려우나(30% 정 도), 1 Bq 이상의 
237
Np이 함유된 시료에서는 본 방법의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정 도 < 22.6%).

Method 237Np Rec (%) RSD (%)

237
Np/Alpha 

counting

 0.1 106.23 6.62 (n = 3)

 1 100.92 2.83 (n = 3)

 1.997 99.92 1.84 (n = 3)

 4.9925 96.67 3.07 (n = 3)

239
Np/Gamma 

spectrometry 

 1.794 193.33 19.8 (n = 3)

 3.737 137.57 14.44 (n = 3)

 7.47 122.82 7.08 (n = 3)

10.464 112.67 6.63 (n = 3)

14.948 115.36 5.71 (n = 3)

20.927 106.39 6.73 (n = 3)

29.896 106.28 4.54 (n = 3)

44.844 100.67 1.67 (n = 3)

Table 3-8-1. Recovery yield and measurement precision 

according to the different count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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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Np (Bq)

Recovery (%)
Added Meas.±1S (n = 3)

0.10 0.10±0.031 100±31 

1.00 1.01±0.23 101.0±22.7

2.00 1.98±0.16 98.7±8.1 

4.16 3.97 95.5 

5.00 5.22±0.20 104.4±3.8

*5.00 4.83 96.4

* Sample: 237Np + 239Np 30 Bq, A spike: 239Np 15 Bq

* Measured by a spike addition (239Np)

Table 3-8-2. Recovery yield and precision for the measurement of 

237Np by isotope dilution alpha (gamma) spectr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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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1. Recovery yields and precisions of 237Np by alpha 

counting. Sample: 237Np 0.1-5 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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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2. Recovery yields and precisions for the measurement 

of 
239
Np.  Sample: 

239
Np 1.794-44.844 Bq, detection method: 

gamma spectr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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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3. Recovery yields and precisions for 
237
Np by IDAS. 

Sample: 
237
Np+

239
Np 30 Bq, spike: 

239
Np 15 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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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 분 법  질량분석법에 의한 Pu 동 원소 정량법 검증

(1) 실험 

Pu 표 물질 (PuO2, NBL, CRM-122, 53.22 ng Pu/mL) 일정량(10 ng, 5 ng  

2 ng)을 각각 취한 후 2.258 Bq의 
242
Pu를 추 자로 가하 다. 황산염 매질에서 

착후 알 분 법으로 Pu 동 원소를 각각 측정하 다. 한 같은 표 물질을 사용

하여 질량분석법으로 Pu 동 원소를 측정한 후 두 방법에 의한 결과를 상호 비교

하 다.

(2) 결과  

질량분석법으로 
238
Pu을 정량할 경우 핵연료  다량으로 존재하는 

238
U에 의한 

간섭 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질량분석법이 아닌, 알 분 법으로 

238
Pu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9
Pu  

240
Pu는 알 에 지가 거의 같기 때문

에 알 분 법과 질량분석법을 상호 보완하여 정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Pu 동 원소 정량을 알 분 법  질량분석법으로 각각 측정하

여 상호 비교  보완하고자 하 다. 표 3-8-3의 Pu 표 물질을 사용하여 농도에 

따른 일정량의 Pu을 착한 후 알 분 법으로 
238
Pu, 

239
Pu  

240
Pu를 각각 측정하

다. 이때 
239
Pu(5.16 MeV)와 

240
Pu(5.16 MeV)는 알 분 법으로 측정한 방사능

을 구하고 질량분석법으로 측정한 Pu 동 원소비를 이에 용하여 각각 의 방사능

을 구하 다. 한 본 방법에서 
241
Pu는 베타핵종이고 

242
Pu는 알 분 법에서 추

자로 첨가하기 때문에 정량하지 않았다.

Pu의 양을 변화시키면서 각 동 원소를 측정한 결과를 표 3-8-4에 나타내었다. 

표 3-8-4에서 보는 바와같이 Pu 회수율이 97.5-105.8%, 정 도가 10% 이하로 나타

났다. 
238
Pu의 경우는 회수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한 낮은 정 도를 나타내었는

데, 이것은 Pu 표 물질  존재한 
241
Pu가 

241
Am으로 변환되어 축 된 것으로 생

각된다. 즉, 
241
Am(5.48 MeV)과 

238
Pu(5.50 MeV)의 알 에 지가 거의 첩되기 때

문에 
238
Pu에 

241
Am이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8-4에는 Pu 동 원소의 알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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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ope at. (%) wt (%)

238Pu 0.0521 0.0519

239
Pu 87.305 87.254

240Pu 11.539 11.581

241
Pu 0.9248 0.932

242Pu 0.179 0.1811

total 99.9999 100

Table 3-8-3. Atomic ratio of Pu in PuO2 standard 

material (NBL, CRM-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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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ed Meas. Rec. (%) RSD (%)

totPu

2.6314 2.7831 105.8 2.62 

5.2628 5.1336 97.5 9.43 

10.5255 10.3151 98.0 5.30 

238
Pu

0.0014 0.0037 264.9 10.78 

0.0028 0.0072 261.2 13.87 

0.0055 0.0158 286.6 11.47 

239Pu

2.3218 2.4550 105.7 2.63 

4.6437 4.5280 97.5 9.43 

9.2874 9.0969 97.9 5.29 

 240
Pu

0.3082 0.3245 105.3 2.63 

0.6163 0.5985 97.1 9.43 

1.2326 1.2023 97.5 5.29 

Table 3-8-4. Correlation of Pu amount between calculation and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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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4. Alpha spectrum of Pu isotopes. Sample: Pu 10.644 

ng (PuO2 NBL CRM-122), tracer: 
242
Pu 2.258 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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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5. Correlation of Pu isotopes measured by alpha spectr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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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5에는 Pu 함량 변화에 따른 알 분 법에 의한 측정값과 계산값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그림 3-8-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Pu 양이 10.6-2.7 ng 사

이에 이들 사이에 상 계수(γ2
)가 0.99963, 

239
Pu와 

240
Pu의 경우 상 계수가 0.99962 

로 나타났지만 
238
Pu의 경우 0.99825로 상 계수가 좋지 않게 나타났다. 이것은 

238
Pu의 양이 무 낮고(2 pg) 한 

241
Am에 의한 오염 때문으로 생각되며, 

240
Pu의 

경우 0.4 ng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단된다. 같은 농도 범 에서 질량분석법으

로 Pu 동 원소를 측정한 결과를 표 3-8-5에 나타내었으며, 그림 3-8-6에는 Pu 농

도변화에 따른 질량분석법에 의한 측정 결과에 한 상 계를 나타내었다. 표 

3-8-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도가 낮아짐에 따라 회수율이 100.8-98.4%로 나타났

다. 이때 상 계수(γ2
)가 0.999962로 좋은 직선 계를 나타내었다. 표 3-8-6에는 Pu 

동 원소에 한 질량분석법과 알 분 법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 다. 표 3-8-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238
Pu를 제외하고 

239
Pu(9.3-2.3 ng)와 

240
Pu(1.2-0.3 ng)의 경우 

두 방법 간의 차이가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농도가 낮을수록 편차가 크게 나타났

다. 따라서 알   질량분석법으로 Pu 동 원소를 측정할 경우 10% 이하의 오차

를 상할 수 있다. 
238
Pu의 경우는 앞에서 언 한 이유 때문에 높은 편차

(160-180%)를 보이고 있다.

Isotope Measurement, Pu/ng

238
Pu 0.00556 0.00276 0.00136

239Pu 9.35804 4.64341 2.28393 

240Pu 1.24202 0.61628 0.30313 

241
Pu 0.09996 0.04960 0.02440 

242
Pu 0.01943 0.00964 0.00474 

Meas. (tot) 10.725±0.175 5.322 2.618 

Certi. (tot) 10.644 5.322 2.661

Rec (%) 100.76 99.99 98.37 

Table 3-8-5. Measurement of Pu amount in PuO2 standard material 

(NBL-122) by IDMS using 242Pu as a sp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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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ope MS Alpha Diff(%) MS Alpha Diff(%) MS Alpha Diff(%)

added 10.644 5.322 2.661

238Pu 0.0056 0.0158 184.41 0.0028 0.0072 161.24 0.0014 0.0037 169.29 

239Pu 9.3580 9.0969 -2.79 4.6434 4.5280 -2.49 2.2839 2.4550 7.49 

240
Pu 1.2420 1.2023 -3.20 0.6163 0.5985 -2.89 0.3031 0.3245 7.04 

241Pu (0.1000) -   (0.0496) -   (0.0244) -  

242
Pu (0.0194) -   (0.0096) -   (0.0047) -  

Meas.

Rec.(%)

10.606

(100.8) 

10.315

 

-2.74  5.263

(100.0)

5.134 -2.45  2.588

(98.4)

2.783

 

7.53 

Table 3-8-6. Comparison of Pu amount between mass and alpha spectrometry 

(unit: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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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48
Cm 추 자에 의한 Cm 동 원소 정량법 검증

(1) 개요 

사용후핵연료  Am과 Cm 동 원소(
242
Cm  

244
Cm)를 정량하기 하여 

243
Am

을 추 자로 사용하 다. 이것은 Am과 Cm이 화학 으로 유사한 거동을 보이기 때

문에 가능하지만, 이에 한 신뢰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43
Am 추 자 

신에 
248
Cm을 추 자로 사용하여 Cm 동 원소를 정량하 으며, 두 조건에서 구한 

Cm 동 원소 값을 상호 비교하 다.

(2) 실험 

(가) 
248
Cm 표 용액 (tracer)

248
Cm 표 용액은 

248
Cm 이외에 

246
Cm(5.4386 MeV)이 다량 존재하여 이것이 

241
Am (5.48 MeV) 정량에 간섭 향을 다. 따라서 

248
Cm을 추 자로 사용하 을 

경우 
241
Am 정량이 불가능하 다. 

(나) 실험과정 

241
Am과 

244
Cm 혼합 표 용액을 만든 후 2 개의 시료를 취한다. 한 곳 (1) 에는 

243
Am 추 자를 가하고 

241
Am  

244
Cm을 동시에 정량한다. 다른 한 곳 (2) 에는 

248
Cm 추 자를 가하고 

244
Cm만을 정량한다. 시료를 취한 후 착과정을 거쳐 알

분 법으로 각 핵종을 구하 다. 두 종류의 추 자를 사용하여 각각 구한 
244
Cm을 

상호 비교평가 하 다.

(3) 결과 

표 3-8-7에는 
243
Am과 

248
Cm 추 자를 각각 사용하여 구한 

244
Cm 값을 나타내었

는데 두 추 자 간의 차이가 7% 이내에서 일치하 다. 그리고 각각의 추 자의 경

우 측정편차가 모두 4% 이내로 좋은 정 성을 보 다. 표 3-8-8에는 두 종류의 추

자를 사용하여 구한 
241
Am과 

244
Cm의 알 방사능에 한 raw data를 각각 나타

내었다. 
248
Cm 추 자를 사용한 경우 

246
Cm이 

241
Am과 겹치기 때문에 

241
Am은 구하

지 못하고 
244
Cm만을 측정하 다. 그림 3-8-7과 그림 3-8-8에 각각의 경우 측정된 

알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의 결과로부터 알 분 법으로 Am과 Cm 동 원소

를 동시에 정량할 경우 
248
Cm 추 자 

243
Am 추 자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243
Am

만을 사용하여도 가능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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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er

meas. no

244
Cm, Bq

diff. (%)
243
Am tracer

248
Cm tracer

1 13.01 12.17 

2 11.87 12.20 

3 - 11.48 

4 12.21 11.31 

5 12.75 11.38 

6 - 11.14 

aver. 12.46 11.61 7.06 

1S 0.52 0.46 0.60 

RSD. (%) 4.15 3.93 

Table 3-8-7. Comparison of 244Cm measurements by using 

two different tracers of 243Am and 24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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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 no nuclide add (Bq) cts time (s) cps Bq

Cm3-1

243
Am 12.635 1987 3600 0.552 

241
Am  8.34 3744 3600 1.040 23.81 

244
Cm  8.568 2046 3600 0.568 13.01 

Cm3-2

243Am 12.635 3589 5000 0.718 
241Am  8.34 2352 5000 0.470  8.28 
244
Cm  8.568 3371 5000 0.674 11.87 

Cm3-3

243
Am 12.635 3061 5000 0.612 

241
Am  8.34 2040 5000 0.408  8.42 

244
Cm  8.568 3251 5000 0.650 13.42 

Cm3-4

243Am 12.635 3339 5000 0.668 
241Am  8.34 2039 5000 0.408  8.42 
244
Cm  8.568 2959 5000 0.592 12.21 

Cm3-5

243
Am 12.635 3187 5000 0.637 

241
Am  8.34 2018 5000 0.404  8.33 

244
Cm  8.568 3090 5000 0.618 12.75 

Cm3-6

243Am 12.635 3585 5000 0.717 
241Am  8.34 2053 5000 0.411  8.47 
244
Cm  8.568 3312 5000 0.662 13.67 

Cm8-1

248
Cm 13.668 5160 5000 1.032 

244
Cm  8.568 4593 5000 0.919 12.17 

Cm8-2

248
Cm 13.668 4699 5000 0.940 

244Cm  8.568 4194 5000 0.839 12.20 

Cm8-3

248Cm 13.668 3662 5000 0.732 
244
Cm  8.568 3077 5000 0.615 11.48 

Cm8-4

248
Cm 13.668 3340 5000 0.668 

244
Cm  8.568 2763 5000 0.553 11.31 

Cm8-5

248
Cm 13.668 3600 5000 0.720 

244Cm  8.568 2997 5000 0.599 11.38 

Cm8-6

248Cm 13.668 4237 5000 0.847 
244
Cm  8.568 3452 5000 0.690 11.14 

Table 3-8-8. Raw data of 244Cm measured by using 243Am and 248Cm as 

the tracer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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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연소 사용후핵연료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생산 

가. 서론  

이 연구에서는 앞서 검증된 각 동 원소의 측정법을 바탕으로 하여 고연소 사용

후핵연료  Np, Pu, Am  Cm 동 원소를 알 분 법  질량분석법으로 정량

하여 이들 핵종에 한 선원항 자료를 얻고자 하 다. 이온교환수지와 HDEHP 추

출크로마토그래피[3-8-1]를 이용하여 이들 원소를 분리한 후 알 분 법으로 각 핵

종을 정량하 다. 측정된 이들 선원 항 자료는 Origen-2 code[3-8-2]에 의한 계산

값과 상호 비교하여 평가하 다. 이들 악티나이드 핵종의 측정자료는 사용후핵연료 

 생성된 핵종의 함량을 측하는 산코드 개발에 이용될 수 있으며 아울러 방사

성폐기물의 처리처분, 수송  장 등에 용되는 연소이득 (burn-up credit) 계산

에도 활용될 수 있다.

나. 실험 

악티나이드 동 원소 정량에 사용한 핵연료는 표 3-8-7에 나타낸 것과 같이 

235
U 의 기농도가 4.2-4.5% 이고 연소도가  35.6-62.0 GWD/MtU인 울진 2호기 

연료 3개 (K23P05),  2호기 연료 2개 (P14N05)   4호기 연료 4개 

(J502D16 /J502A14), 그리고 
235
U 기농도가 4.5%이고 연소도가 33.2-53.96 

GWD/MtU인  2호기 시료 2개 (P14P17)   4호기 시료 2개 

(J502R13/J502C16) 등 총 13개의 고연소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하 다. 그리고 

핵연료방출 후 성분원소 측정시간까지의 냉각시간이 2.2-7.1 년이었다. 시료 일정량

을 Hot cell 내에서 용해하여 U 농도가 225-277 μg/g (표 3-8-9)  263.9-478.3 μ

g/g (표 3-8-10) 되는 용액을 만든 후 이 용액 일정량을 로  박스로 옮긴 후 희

석하여 사용하 다.

(1) Pu 동 원소 정량 

알 분 법으로 Pu 동 원소(
238
Pu, 

239
Pu  

240
Pu)를 그리고 질량분석법으로 

241
Pu  

242
Pu를 정량하 다. 소량의 시료용액(∼0.1 μg U)에 2.258 Bq의 

242
Pu를 추

자로 첨가하 다. 그림 3-8-9의 분리과정에 따라 음이온교환수지(AGMP-1, 

100-200 mesh size, 4 mm×40 mm)에 9 M HCl-0.1M HNO3 매질의 시료를 흡착한 

후 같은 매질의 용액으로 분리 을 충분히 세척하 다. 9 M HCl-0.1 M HI 용리액 

12 mL로 Pu을 Pu(III)로 환원하여 용리하 다. 이때 일차로 6 mL의 9 M HCl-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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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HI를 통과시킨 후 2시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9 M HCl-0.1 M HI 6 mL를 통

과시켜 Pu를 Pu(III) 상태로 완 히 환원시켰다. 분리된 Pu은 황산염 매질에서 착

한 후 알 분 법으로 5.5 MeV (
238
Pu), 5.16 MeV (

239
Pu/

240
Pu)  4.9 MeV(

242
Pu)

의 알 에 지를 각각 측정하 으며(그림 3-8-10), 이때 
239
Pu와 

240
Pu의 알 에 지

가 분리되지 않고 첩되는데 이것은 질량분석법으로 동 원소 비를 측정한 후 개

별 핵종의 방사능 함량을 구하 다. 그리고 동 원소희석 질량분석법으로 Pu 총량

을 정량한 후 각 동 원소 비를 측정하여 각 동 원소 함량을 구하 다. 
238
Pu, 

239
Pu  

240
Pu는 알 분 법으로, 그리고 

241
Pu과 

242
Pu는 질량분석법으로 정량하

다.

Symbol Sample

235
Uin.

(wt.%)

BU

(GWD/MtU) 

SF 용액

(μg U/g)

Cooling time 

(y)

SF-1 K23P05(5) 4.2 54.65 252.9 7.09

SF-2 K23P05(11) 4.2 53.87 277.2 6.31

SF-3 K23P05(17) 4.2 35.56 224.8 6.34

SF-4 J502D16(2) 4.5 52.53 231.0 2.12

SF-5 J502D16(4) 4.5 44.16 248.4 2.16

SF-6 J502A14(2) 4.5 52.69 234.0 2.19

SF-7 J502A14(4) 4.5 51.29 236.8 2.21

SF-8 P14N05(3) 4.5 54.74 237.1 2.64

SF-9 P14N05(6) 4.5 62.0 228.6 2.67

Table 3-8-9. Spent fuel samples used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actinide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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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235

Uini.

(wt.%)

BU

(GWD/MtU)

연소일

(day)

cooling time

 (y)

SF 용액 

(μg U/g)

P14P17(1) 4.495 33.212 1416 3.9 263.930 

P14P17(2) 4.495 40.915 1416 3.9 295.642 

J502R13 4.49 49.335 1438 4.1 478.278 

J502C16 4.49 53.963 1438 4.1 386.693 

Table 3-8-10. Spent fuel samples used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actinide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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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olution  
+ tracers/spike Tracer/spike : 243Am(239Np), 242Pu

REDOX

AG 1 –x 8 column(50x5.5mm) : Pu, Np, U sorbed

241Am/243Am
244Cm, REE,   

FPs

Pu
242Pu

4M HCl 6 mL

0.1M HCl 3mL : U(VI) elution

Purification

237Np
239Np

- 14M HNO3 1mL, evaporate 3 times
- 12M HCl evaporate
- dissolve in 6M HCl 1 mL, evaporate to dryness
- 3 mL of 0.05M HN2OH.HCl-0.1M HCl
- standard for more than 1 h : Pu(IV), Np(IV), U(VI)
- evaporate to dryness

- Dissolve in  9M HCl-0.1M HNO3 3 mL and loading 
- wash twice with 9M HCl-0.1M HNO3 q mL
- 9M HCl-0.1M HNO3 3 mL
- 9M HCl-0.1M HNO3-0.01M HF 3 mL
- 12M HC 1 mL x 3 

9M HCl-0.1M HI 6 mL
Standard for more than 3 h
9M HCl-0.1M HI 6 mL : Pu(III) elution

Stand for overnight
4M HCl 6 mL : Np(IV) elution

U

Alpha SpectrometryElectrodeposition
Pu/237Np

Sample solution  
+ tracers/spike Tracer/spike : 243Am(239Np), 242Pu

REDOX

AG 1 –x 8 column(50x5.5mm) : Pu, Np, U sorbed

241Am/243Am
244Cm, REE,   

FPs

Pu
242Pu

4M HCl 6 mL

0.1M HCl 3mL : U(VI) elution

Purification

237Np
239Np

- 14M HNO3 1mL, evaporate 3 times
- 12M HCl evaporate
- dissolve in 6M HCl 1 mL, evaporate to dryness
- 3 mL of 0.05M HN2OH.HCl-0.1M HCl
- standard for more than 1 h : Pu(IV), Np(IV), U(VI)
- evaporate to dryness

- Dissolve in  9M HCl-0.1M HNO3 3 mL and loading 
- wash twice with 9M HCl-0.1M HNO3 q mL
- 9M HCl-0.1M HNO3 3 mL
- 9M HCl-0.1M HNO3-0.01M HF 3 mL
- 12M HC 1 mL x 3 

9M HCl-0.1M HI 6 mL
Standard for more than 3 h
9M HCl-0.1M HI 6 mL : Pu(III) elution

Stand for overnight
4M HCl 6 mL : Np(IV) elution

U

Alpha SpectrometryElectrodeposition
Pu/237Np

Fig. 3-8-9. Separation scheme for transuranic elements in spent nuclear fue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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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10. Alpha spectrum of Pu isotopes. Sample: K23P05-5, 

242
Pu 3.08 Bq, counting time 500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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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7
Np 정량

Spike 첨가법을 사용하여 사용후핵연료  
237
Np을 정량하 다. 사용후핵연료 시

료 일정량(0.1 mg U)을 2개 취하여 1개 시료("sample")는 그 로 사용하고, 다른 1

개 시료("spiked sample")에는 약 60 Bq의 
239
Np(

243
Am)를 spike로 첨가하 다. 그림 

3-8-9의 분리과정에 따라 음이온교환수지 분리 (AGMP-1, 100-200 mesh size, 4 

mm×40 mm)에 시료를 흡착한 후 Pu를 분리하여 제거한 후 4 M HCl 12 mL를 통

과시켜 Np을 분리하 다. 분리된 Np은 황산염 (0.1 M NaHSO3-0.53 M Na2SO4) 

매질에서 착하여 
239
Np  

237
Np은 감마분 법  알 분 법으로 각각 측정하

다. 
239
Np은 반감기(2.35 day)가 짧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측정하 다. 

239
Np의 

여러 개의 감마에 지  상 인 분지 비 (branching ratio)  에 지 세기가 큰 

두개의 감마에 지(228.07 Kev/277.86 Kev)를 선택하 다. 측정된 
239
Np  

237
Np 값

은 앞의 계식 (1)에 입하여 시료  
237
Np을 계산하 다.

그림 3-8-11에 
237
Np의 알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237
Np 피크는 매우 작고, Pu 

동 원소(
239+240

Pu  
238
Pu)의 피크가 상 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Np 

분리 시 Pu이 완 히 제거되지 않고 불순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한 
237
Np의 

반감기(2.14×10
6 
y)가 

238
Pu(86.4 y)에 비하여 상 으로 매우 길어 방사능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향후 
235
Np 는 

236
Np과 같은 추 자(tracer)를 사

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237
Np을 정량하는 방법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3-8-12 

 3-8-13에는 각각 
239
Np spike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  첨가한 경우의 감마스펙

트럼을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3-8-12  3-8-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9
Np spike를 

첨가한 경우(그림 3-8-13)의 
239
Np의 피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3) Am  Cm 동 원소 정량

그림 3-8-9의 음이온교환수지에서 Am과 Cm은 핵분열생성물질과 함께 흡착되

지 않고 용출된다. 용출된 Am  Cm 시료를 진한 질산으로 증발 건조시킨 후 2차

로 HDEHP 분리 을 사용하여 순수하게 분리하 다(그림 3-8-14). 0.1 M HNO3 매

질에서 HDEHP 분리 에 시료를 흡착한 다음 0.05 M DTPA/0.5 M lactic acid 용

리액으로 Am과 Cm을 분리하 다. 분리된 Am과 Cm은 혼산처리법(H2SO4-HNO3 

-HClO4)으로 유기성분을 괴한 다음 황산염 매질에서 착한 후 알 분 법으로 

241
Am (5.48 MeV), 

244
Cm (5,81 MeV)  

242
Cm(6.11 MeV)을 각각 정량하 다. 

243
Am(5.28 MeV)을 추 자로 사용하여 Am과 Cm의 회수율을 보정하 다. 

241
Am, 

244
Cm  

242
Cm를 정량하기 하여 15 Bq의 

243
Am(추 자)을 소량의 시료(∼0.1 μg 

U)에 첨가하 다. 그림 3-8-15에 Am과 Cm의 알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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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11. Alpha spectrum of 
237
Np. Sample: K23P05-5 

"sample", counting time of 1000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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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12. Gamma spectrum of 239Np in spent fuel sample. 

Sample: K23P05-11, "sample", counting time of 500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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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13. Gamma spectrum of 
239
Np in spent fuel sample. 

Sample: K23P05-11, "spiked sample", counting time of 500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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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porate down to 0.05 ~ 0.1 mL
- Transform to nitrate form with c-HNO3
- dissolve with 1 mL 6M HNO3
- Wait for one night

1mL 6M HN O3x 3times 
2 mL 6M HNO3

3 mL 0.15M oxalic acid/0.01M HN O3 x 5 times

Mo, Zr

HDEHP Extraction Column : 4mmφ x  48 mmH(II)
Amberlite XAD-XVI(100~200 mesh)

- Evaporate down to 0.1 mL
- Dissolve with 0.2 mL 1M HNO3 wait for one night
- Add 1.8 mL 0.01M HNO3

1 mL 0.1M HNO3
2 mL 0.1 M HNO3
1 mL 0.001M HNO3

3 mL 0.05M DTPA/0.5M Lactic acid(pH 3.0) x 2 times
2 mL 6M HNO3 and 3 mL 6M HNO3 in series

Alpha-Spectrrmetry

Electrodeposition

HDEHP Extraction Column : 4mmφ x  80 mmH(I)
Amberlite XAD-XVI(100~200 mesh)

241Am/243Am
244Cm, REE,

FPs

241Am
243Am,244Cm,

REE, Ba,Sr,
Cs,Cd

Ba, Sr, 
Cd

241Am
243Am
244Cm

REE

241Am/243Am, 244Cm

- Evaporate down to 0.05 ~ 0.1 mL
- Transform to nitrate form with c-HNO3
- dissolve with 1 mL 6M HNO3
- Wait for one night

1mL 6M HN O3x 3times 
2 mL 6M HNO3

3 mL 0.15M oxalic acid/0.01M HN O3 x 5 times

Mo, Zr

HDEHP Extraction Column : 4mmφ x  48 mmH(II)
Amberlite XAD-XVI(100~200 mesh)

- Evaporate down to 0.1 mL
- Dissolve with 0.2 mL 1M HNO3 wait for one night
- Add 1.8 mL 0.01M HNO3

1 mL 0.1M HNO3
2 mL 0.1 M HNO3
1 mL 0.001M HNO3

3 mL 0.05M DTPA/0.5M Lactic acid(pH 3.0) x 2 times
2 mL 6M HNO3 and 3 mL 6M HNO3 in series

Alpha-Spectrrmetry

Electrodeposition

HDEHP Extraction Column : 4mmφ x  80 mmH(I)
Amberlite XAD-XVI(100~200 mesh)

241Am/243Am
244Cm, REE,

FPs

241Am
243Am,244Cm,

REE, Ba,Sr,
Cs,Cd

Ba, Sr, 
Cd

241Am
243Am
244Cm

REE

241Am/243Am, 244Cm

Fig. 3-8-14. Separation of Am and Cm from fission products in spent nuclear 

fuel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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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15. Alpha spectrum of Am and Cm isotopes. Sample: 

K23P05-5, 
243
Am 12.6 Bq, counting time of 500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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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논의

고연소 사용후핵연료  악티나이드 동 원소를 알 분 법으로 정량하 다. 즉, 

사용후핵연료 시료  
238
Pu, 

239
Pu, 

240
Pu, 

241
Pu, 

242
Pu, 

237
Np, 

241
Am, 

242
Cm  

244
Cm 

의 함량을 구하 다. 그리고 같은 측정 조건에서 Origen-2 code에 의한 계산값을 

구한 다음 표 3-8-11에 나타내어 비교 평가하 다.

(1) Pu 동 원소 선원 항 

표 3-8-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8
Pu의 측정값은 0.274-0.584 μg/mg U, 

239
Pu는 

5.36-7.05 μg/mg U, 
240
Pu는 2.69-3.55 μg/mg U의 분포를 각각 나타났다. 그리고 

Origen-2 code에 의한 계산값과 비교한 결과 
238
Pu의 경우 반 으로 측정값이 계

산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238
Pu는 10.5%∼50.3% 분포로서 평균 24.5±21.8% 정도 

측정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239
Pu는 -18.9%∼17.2% 분포에서 평균 -3.2±11.7%로서 

측정치와 계산치가 거의 일치하 다. 
240
Pu는 -16.8%∼21.8%의 분포로서 평균 

10.7±12.8% 정도 높은 측정값을 나타났다. 이들 핵종에 한 측정값과 계산값 간의 

상 계를 그림 3-8-16, 3-8-17, 3-8-18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림 3-8-16, 

3-8-17, 3-8-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종류의 냉각시간(2.2 y  6.3 y)을 갖는 핵연

료에 해 각각 다른 Origen-2 code 의 계산값을 비교하 다. 본 연구에 사용한 사

용후핵연료 시료의 냉각시간은 모두 Origen-2 code 계산에 사용한 두 냉각시간 

(2.2 y-6.3 y)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표 3-8-12에는 표 3-8-10에 나타난 4

개의 핵연료에 한 Pu 핵종인 
238
Pu, 

239
Pu, 

240
Pu, 

241
Pu  

242
Pu의 측정값과 계산값

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계산값에 한 측정값의 비(m/c)가 
238
Pu은 1.0-1.4, 

239
Pu

는 0.9-1.3, 
240
Pu은 1.0-1.1, 

241
Pu는 1.0-1.27  

242
Pu는 1.1-1.27로 각각 나타났다. 

즉, 측정값이 계산값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10-40%). 그림 3-8-19∼3-8-23에 이

들 핵종에 한 연소도에 따른 계산값과 측정값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2) 
237
Np 동 원소 선원항 

표 3-8-10에 
237
Np의 측정값과 계산값을 각각 나타내었다. 

237
Np의 측정값은 0.35 

-1.1 μg/mg U로서 Origen-2 code에 의한 계산값과 비교한 결과 -66.2%∼101.2%의 

넓은 분포를 보 으며 평균 -12.7±53.6% 정도 측정값이 계산값 보다 낮은 값을 보

다. 
237
Np의 측정값과 계산값 간의 상 계를 그림 3-8-2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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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uclide 238Pu 239Pu 240Pu 241Am 242Cm 244Cm 237Np

K23P05(5)

측정값(m) 0.5193 5.4669 3.3062 0.5908 0.000005 0.2287 1.1000 

계산값© 0.4398 6.3332 3.0161 0.6494 0.000004 0.1135 0.9120 

100(m-c)/m 15.31 (15.85) 8.77 (9.93) 22.48 50.37 17.09 

K23P05(11)
 

 

측정값(m) 0.5598 6.0002 3.5398 0.7444 0.000006 0.2977 1.6450 

계산값© 0.4049 6.2373 2.9864 0.5759 0.000005 0.1100 0.8928 

100(m-c)/m 27.66 (3.95) 15.64 22.63 11.56 63.04 45.73 

K23P05(17)
 

측정값(m) 0.2742 7.0482 2.8106 0.6411 0.000007 0.0554 0.4510 

계산값© 0.1573 5.8397 2.1987 0.4255 0.000004 0.0138 0.5224 

100(m-c)/m 42.62 17.15 21.77 33.63 50.11 75.07 (15.85)

J502D16(2) 

측정값(m) 0.5844 6.4680 3.5463 0.3605 0.001887 0.2661 0.5267 

계산값© 0.3823 6.2268 2.8932 0.2541 0.000985 0.0944 0.8756 

100(m-c)/m 34.58 3.73 18.41 29.52 47.81 64.50 (66.23)

J502D16(4)

측정값(m) 0.5179 6.2328 3.2792 1.0926 0.001791 0.2283 0.3487 

계산값© 0.2574 6.0490 2.5695 0.2307 0.000729 0.0394 0.7017 

100(m-c)/m 50.31 2.95 21.64 78.89 59.33 82.75 (101.22)

J502A14(2)

측정값(m) 0.5344 5.7668 3.1454 0.4276 0.001833 0.2699 0.6709 

계산값© 0.3849 6.2288 2.8983 0.2544 0.000990 0.0958 0.8788 

100(m-c)/m 27.98 (8.01) 7.86 40.51 46.01 64.49 (30.99)

J502A14(4)

측정값(m) 0.5584 6.6009 3.5429 0.5905 0.001859 0.2661 2.9501 

계산값© 0.3631 6.2102 2.8534 0.2516 0.000949 0.0842 0.8513 

100(m-c)/m 34.98 5.92 19.46 57.39 48.92 68.37 71.14 

P14N05(3)

측정값(m) 0.4902 5.6015 2.9290 0.4571 0.000585 0.1837 0.9305 

계산값© 0.4388 6.2747 2.9535 0.2990 0.000465 0.1123 0.9378 

100(m-c)/m 10.47 (12.02) (0.84) 34.58 20.50 38.86 (0.79)

P14N05(6)

측정값(m) 0.4717 5.3623 2.6903 0.3578 0.000681 0.2422 0.8130 

계산값© 0.5819 6.3777 3.1426 0.3120 0.000550 0.1993 1.0838 

100(m-c)/m (23.39) (18.94) (16.81) 12.79 19.26 17.70 (33.31)

Av.±1S(%) 100(m-c)/m
24.5±

21.8

-3.2±

11.7

10.7±

12.8

33.3±

25.3

36.2±

17.5 

58.4±

19.9 

-12.7±

53.6

Table 3-8-11. Comparison of the TRU data between measurements and 

calculations for the spent fuel samples (unit: ug/mg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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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uclide
238
Pu

239
Pu

240
Pu

241
Pu

242
Pu

241
Am

242
Cm

244
Cm

P14P17(1)

측정값(m) 0.180 6.265 2.179 1.200 0.398 - 0.000086 0.0333 

계산값© 0.125 5.663 2.005 1.027 0.313 0.263 0.000029 0.0087 

m/c 1.437 1.106 1.087 1.168 1.270 - 3.028247 3.8301 

100(m-c)/m 30.40 9.60 7.99 14.42 21.28 97.76 66.98 73.89 

P14P17(2)

측정값(m) 0.309 7.701 2.761 1.584 0.586 0.449 0.000050 0.0488 

계산값© 0.214 5.941 2.413 1.309 0.533 0.327 0.000045 0.0256 

m/c 1.442 1.296 1.145 1.210 1.100 1.376 1.122943 1.9069 

100(m-c)/m 30.65 22.85 12.63 17.33 9.11 27.30 10.95 47.56 

J502R13

측정값(m) 0.357 5.532 2.701 1.546 0.973 0.419 0.000044 0.0974 

계산값© 0.338 6.185 2.733 1.500 0.825 0.399 0.000048 0.0641 

m/c 1.054 0.894 0.988 1.031 1.180 1.050 0.908730 1.5178 

100(m-c)/m 5.11 (11.80) (1.17) 2.96 15.24 4.73 (10.04) 34.12 

J502C16

측정값(m) 0.458 5.704 2.922 2.034 1.172 0.934 0.000064 0.1625 

계산값© 0.417 6.288 2.866 1.602 0.999 0.424 0.000055 0.0988 

m/c 1.10 0.91 1.02 1.27 1.17 2.20 1.15 1.64 

100(m-c)/m 9.02 (10.23) 1.94 21.26 14.76 54.64 13.31 39.20 

Table 3-8-12. Comparison of the TRU data between measurements and 

calculations for the spent fuel samples (unit : μg/mg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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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16. Correlation of 
238
Pu between measurements and 

calculations in spent fuel samples. Calculations: Origen-2 code, 

samples: circles (SF-1∼SF-3, cooling time of 6.3-7.1 y) and 

reverse triangles (SF-4∼SF-9, cooling time of 2.12-2.67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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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17. Correlation of 
239
Pu between measurements and 

calculations in spent fuel samples. Calculations: Origen-2 code, 

samples: circles (SF-1∼SF-3, cooling time of 6.3-7.1 y) and 

reverse triangles (SF-4∼SF-9, cooling time of 2.12-2.67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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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18. Correlation of 
240
Pu between measurements and 

calculations in spent fuel samples. Calculations: Origen-2 code, 

samples: circles (SF-1∼SF-3, cooling time of 6.3-7.1 y) and 

reverse triangles (SF-4∼SF-9, cooling time of 2.12-2.67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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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19. Correlation of 
238
Pu between measurements and 

calculation in spent fuel samples. Calculation: Origen-2 code, 

samples: circles (cooling time of 4.1 y) of J502R13, J502C16, 

P14P17(1) and P14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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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20. Correlation of 
239
Pu between measurements and 

calculation in spent fuel samples. Calculation: Origen-2 code, 

samples: circles (cooling time of 4.1 y) of J502R13, J502C16, 

P14P17(1) and P14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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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21. Correlation of 
240
Pu between measurements and 

calculation in spent fuel samples. Calculation: Origen-2 code, 

samples: circles (cooling time of 4.1 y) of J502R13, J502C16, 

P14P17(1) and P14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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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22. Correlation of 
241
Pu between measurements and 

calculation in spent fuel samples. Calculation: Origen-2 code, 

samples: Circles (cooling time of 4.1 y) of J502R13, J502C16, 

P14P17(1) and P14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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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23. Correlation of 
242
Pu between measurements and 

calculation in spent fuel samples. Calculation: Origen-2 code, 

samples: circles(cooling time of 4.1 y) of J502R13, J502C16, 

P14P17(1) and P14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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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24. Correlation of 
237
Np between measurements and 

calculations in spent fuel samples. Calculations: Origen-2 code, 

samples: circles (SF-1∼SF-3, cooling time of 6.3-7.1 y) and 

reverse triangles (SF-4∼SF-9, cooling time of 2.12-2.67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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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m  Cm 동 원소 선원항

241
Am의 경우 측정값은 0.36-1.09 μg/mg U이었으며, 계산값보다 측정값이 

-9.9%-78.9%까지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평균 33.3±25.3%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

다(표 3-8-11). 그림 3-8-25에 측정값과 계산값의 상 계를 표시하 는데, 냉각시

간이 각각 다른 두 경우를 보면 냉각시간이 긴 (7.1 y) 핵연료가 냉각시간이 짧은 

(2.2 y) 것 보다 
241
Am의 생성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시간이 경과됨에 따

라 
241
Pu로부터 

241
Am이 생성되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표 3-8-10의 

핵연료에 한 Am과 Cm의 측정값을 표 3-8-12에 나타내었는데,
 241

Am의 경우 측

정값이 계산값 보다 1.0-2.2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림 3-8-26에 연소도에 따른 

241
Am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242
Cm와 

244
Cm의 경우 측정값의 분포가 각각 6×10

-6
-1.9×10

-3
 μg/mg U  

0.06-0.3 μg/mg U로 나타내었으며, 이들 측정값을 Origen-2에 의한 계산 값과 비

교한 결과 
242
Cm의 경우 19.3%-59.3% 까지 측정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36.2±17.2%의 높은 값을 보 다. 
244
Cm의 경우는 측정값이 계산값 보다 평균 

58.4±19.9% 높게 나타났으며 체 분포는 17.7%-82.8%의 구간을 보 다. 그림 

3-8-27 과 3-8-28에 이들 값의 상 계를 각각 나타내었다. 
242
Cm의 경우(그림 

3-8-27) 냉각시간(6.3 y)이 긴 경우 
242
Cm의 반감기(162.76 day)가 짧기 때문에 남

아있는 양이 매우 어 연소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냉각시간

이 짧은(2.2 y) 경우 연소도 증가에 따라 생성양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44
Cm의 

경우 반감기가 비교  길기(18.09 y) 때문에 냉각시간에 따른 연소도 증가에 해 

잔존하는 
244
Cm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냉각시간이 4.1 y인 시료(표 3-8-10)의 

242
Cm과 

244
Cm의 측정값과 계산값의 상 계를 그림 3-8-29와 3-8-30에 나타내었

다. 계산값에 한 측정값의 비(m/c)가 
242
Cm은 0.9-3.0, 

244
Cm은 1.5-3.8로 모두 측

정값이 계산값 보다 높게 나타났다.

(4) 고연소 사용후핵연료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생산에 따른 불확도 산출

“EURACHEM/CITAC Guide”[3-8-3]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용후핵연료 

시료  Pu, Am, Cm 등 악티나이드 핵종의 정량에 한 불확도를 산출하 다. 즉, 

시료 용해  희석, 원소분리, 알 핵종 계측, 우라늄 농도측정  표 물 검정 등 

 과정에 한 불확도를 측정한 결과 합성불확도가 10% 이내로 나타났다(
242
Cm 

제외, 표 3-8-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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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25. Correlation of 241Am between measurements and 

calculations in spent fuel samples. Calculations: Origen-2 code, 

samples: circles (SF-1∼SF-3, cooling time of 6.3-7.1 y) and 

reverse triangles (SF-4∼SF-9, cooling time of 2.12-2.67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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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26. Correlation of 241Am between measurements and 

calculation in spent fuel samples. Calculation: Origen-2 code, 

samples: circles (cooling time of 4.1 y) of J502R13, J502C16, 

P14P17(1) and P14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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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27. Correlation of 
242
Cm between measurements and 

calculations in spent fuel samples. Calculations: Origen-2 code, 

samples: circles (SF-1∼SF-3, cooling time of 6.3-7.1 y) and 

reverse triangles (SF-4∼SF-9, cooling time of 2.12-2.67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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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28. Correlation of 
244
Cm between measurements and 

calculations in spent fuel samples. Calculations: Origen-2 code, 

Samples: circles (SF-1∼SF-3, cooling time of 6.3-7.1 y) and 

reverse triangles (SF-4∼SF-9, cooling time of 2.12-2.67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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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29. Correlation of 242Cm between measurements and 

calculation in spent fuel samples. Calculation: Origen-2 code, 

samples: circles (cooling time of 4.1 y) of J502R13, J502C16, 

P14P17(1) and P14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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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30. Correlation of 244Cm between measurements and 

calculations in spent fuel samples. Calculation: Origen-2 code, 

samples: circles (cooling time of 4.1 y) of J502R13, J502C16, 

P14P17(1) and P14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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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 Bq/mg U Uc/mg U Uc (%) Count rate (cps)

238Pu 354.23 ±17.71 5.13 9.50 

239
Pu 12.96 ±0.76 5.86 0.36 

240
Pu 28.64 ±1.68 5.86 0.79 

241Am 91.70 ±7.08 7.72 0.92 

242
Cm 0.77 ±0.14 17.64 0.01 

244
Cm 940.08 ±60.46 6.43 8.38 

Table 3-8-13. Result of uncertainties evaluated from TRU measurements in 

spent fuel sample (K23P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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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제 1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용 이  분  시스템 구축

재까지 국내에서 추진된 부분의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는 주로 리 

몰 (10
-3
 M) 농도 이상인 시료를 상으로 수행되었다. 장기  의 사용후핵연료 

리  처분 안 성을 측하기 해 지하수 등의 수용액 내에 마이크로 몰 (10
-6
 

M) 농도 이하의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기술이 필요하다. 나

노 몰 (10
-9
 M) 농도의 극미량 우라늄을 측정하는 기기가 재 시 되고 있으나 정

량분석만 가능할 뿐 화학종의 종류까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나노 몰 농도

의 극미량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구분할 수 있는 고감도 이  분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 다. 분 학 으로 화학종을 규명한다는 것은 흡수 는 형 스펙트럼의 

우리(peak)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분  분해능을 제되어야 하므로 이  

원, 분 계, 검출기 등을 포함한 체 시스템을 직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TRLFS (시간분해 이  형  분 학) 기술은 재까지 알

려진 분 기술 에서 측정 감도가 가장 우수하며 U(VI)  Cm/Am(III) 화학종 규

명에 이용할 수 있다. 제 3 장의 그림 3-1-2에 보인 것과 같이 증배   ICCD 

카메라를 검출기로 이용하는 TRLFS 장치를 구축하 고, 이 장치의 성능을 평가하

다. 결과 으로 제 3 장의 그림 3-1-5에 보인 것과 같이 나노 몰 이하 농도로 수

용액에 녹아 있는 UO2
2+
 이온의 형  우리를 구분할 수 있는 화학종 규명 감도를 

달성하 고, 이를 이용하여 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형  스펙트럼  형 수명 

특성 자료를 확보하 다. 이어지는 연구에서는 pH 등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  

특성을 보이는 Cm(III), Am(III) 등의 화학종을 규명하여 열역학 상수 자료를 확보

하고, 한 이들 원소들이 지화학 조건에서 산화물 계면에 흡착되었을 경우의 삼성

분 착물(ternary complex) 규명 연구에 TRLFS 분 기술을 용시킬 것이다.

기 과학 분야의 발 이 없이는 의 첨단과학이 발 할 수 없다는 것은 과학

자를 비롯한 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실이다. 원자력 선진국 진입  원자력 

련기술의 수출을 목 에 둔 우리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악티나이드 원소에 한 

기 과학 지식 축 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TRLFS 기술을 개

발하여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에 용함으로써 미국, 랑스, 독일, 일본 등의 일

부 국가에서만 생산하던 악티나이드 화학종 거동 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첨단 이  분 기술은 차세  환경산업에서 요구하는 극미량 오염 물질 

감시  리 등의 기타 분야에 이르기까지 용범 가 다양하다고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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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LIBD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용해도 측정기술 개발

지하수 조건에서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거동에 향을 미치는 요한 인자 의 

하나로 나노미터 크기의 미세 콜로이드 입자를 꼽을 수 있다. 모든 종류의 지하수

에는 콜로이드 입자가 존재하며 이들 입자에 악티나이드 화학종이 흡착됨으로써 지

하수 유동에 따른 오염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량으로 존재하

는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  농도 특성을 악하고, 이들의 흡착 반응을 이해함으

로서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거동을 정확하게 측하는 것이 요하다.

 단계 (2004-2006) 연구에서 개발한 LIBD 기술은 수 nm 크기의 작은 콜로이드 

나노입자를 수 ppt 농도까지 검출할 수 있으므로 지하수에 함유된 악티나이드 화학

종의 확산에 주된 역할을 하는 미세 나노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  농도를 측정하

는데 가장 합한 기술 의 하나이다. 재 알려진 LIBD 기술은 ‘압 체(PZT)를 

이용한 라즈마 충격 의 음향학  측정 방법’  ‘CCD-카메라를 이용한 라즈마 

섬 (flash)의 학  측정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측정 방법을 채택한 

LIBD 장치는 악티나이드 원소를 다룰 때 사용하는 로  박스 내부에 설치하기에 

불리한 이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LIBD 기술은 ‘탐사 을 이용한 라즈마 충격 의 학  

측정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유도 충격 에 의해 탐사 이 편향되는 학

 신호를 비 식,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다. 그림 3-2-13에서 

보인 것과 같이 탐사 을 이용함으로써 수용액 내 콜로이드 성질의 악티나이드 나노

입자 생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그림 3-2-18에

서 설명한 것처럼 악티나이드 원소의 용해도를 간편하면서도 정 하게 측정할 수 있

다는 것을 실증하 다. 뿐만 아니라 로  박스 내부에 치한 악티나이드 시료를 

상으로 할 때 압 체나 CCD-카메라를 로  박스 내부에 설치하지 않아도 이  

유도 라즈마 충격 를 비 식,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 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장치  방법을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1건의 국내특허 등

록, 미국  국내에 각각 1건의 특허를 출원하 다.

고  폐기물을 심지층 처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악티나이드 원소의 용해도

를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가 세계 각국에서 수행되고 있다. LIBD 기술은 용

액 속에 부유하고 있는 50 nm 이하의 극미량 입자를 시료 처리 없이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 첨단기술로서 원자력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환경산업 분야에

서도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 한다. 특히 콜로이드를 실시간, 비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LIBD 기술의 개발은 미국, 랑스, 독일, 일본 등의 국가가 보유한 

기술에 비해 우 에 있는 기술 선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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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LWCC를 이용한 Np, Pu 착물 화학종 규명

마이크로 몰 (10
-6
 M) 농도의 극미량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명하기 하여 제 

3 장의 그림 3-3-1에 보인 것과 같이 100 cm의  투과 길이를 갖는 모세  셀

(LWCC)을 로  박스 내부에 설치하고 섬유(optical fiber)를 이용하여 분 도

계와 연결하여 고감도 흡수분 측정 장치를 구축하 다. 장치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기화학  는 화학  방법을 통해 U(IV), U(VI), Np(IV), Pu(V)  Pu(VI) 

화학종의 표 시료를 제조하고 그 산화상태를 유지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 결과

으로 그림 3-3-14에 보인 것과 같이 U(IV), U(VI), Np(IV), Pu(V)  Pu(VI) 이온

에 한 농도 측정용 보정곡선을 결정하 고, 각 악티나이드 화학종에 한 검출한

계는 0.12, 0.71, 0.041, 0.35  0.011 μM로 조사되었다. 이는 1.0 cm  투과 길이

를 갖는 표  석  셀을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약 30배 향상된 값으로 상용의 

분 도계를 이용하여 악티나이드 화학종에 해 μM 농도 이하까지 정량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LWCC 이용은 은 양의 시료를 사용해도 

흡수스펙트럼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방사성 시료나 고가의 악티나이드 시료를 

경제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도 있다.

여러 가지 산화수의 혼재 때문에 정확도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Pu(VI) 가수

분해 화학종 형성상수를 환원된 루토늄 이온이 가수분해 반응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면서 흡수분 법을 이용하여 규명하 다. 앞서 구축한 LWCC를 이용한 고감

도 흡수분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미량(μM 농도 역)의 루토늄 화학종을 정량

하 다. Pu(VI) 가수분해 합체가 형성되는 진한 루토늄 농도조건에서는 환원반

응에 의한 향이 으나 묽은 농도 조건에서 생성되는 단량체의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형성상수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데 극미량의 Pu(V)를 정량하는 것은 반드

시 필요함을 보고하 다. 오랜 시간동안 시료 내 루토늄 산화상태 변화를 찰하

고, 시료의 pH 조건에 따라 다른 가수분해 화학종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시료 내 

산화환원반응도 다른 동  거동을 보임을 확인하 다. 기 Pu(VI) 총 농도가 

0.1-0.12 mM인 조건에서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으로 합체인 (PuO2)2(OH)2
2+
가 

생성(logβ°22 = -7.09±0.22)되었고 PuO2OH
+
 이온은 생성되지 않았다.

지하 처분환경에서 주로 존재할 것으로 상되는 Pu(VI) 가수분해 화학종  단

량체의 형성상수를 결정하기 해서 확실하게 단량체만 생성될 정도로 충분히 낮은 

Pu(VI) 농도조건에서 추가 인 연구를 수행하 다. 루토늄 총 농도가 0.05 mM인 

조건에서 생성된 Pu(VI) 가수분해 단량체 화학종의 흡수특성, 형성상수  Pu(VI) 

가수분해 화합물의 용해도곱 상수를 결정하 다. 산화분 기를 조성하여 오차를 유

발하는 주된 원인인 Pu(V) 향을 배제하 다. Pu(VI) 가수분해 단량체 화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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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흡 계수는 PuO2
2+
: 546.8±0.9, PuO2(OH)

+
: 272±26  PuO2(OH)2(aq): 436±33 

M
-1
cm

-1
이다.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형성상수는 log

*β°11 = -5.6±0.3, log
*β°12 = 

-13.1±0.2  log
*β°13 = -24.0±0.8로 결정되었다. 한 Pu(VI) 가수분해 화합물의 

용해도곱 상수 log
*
K's,0 = 8.1±0.3 (I = 0.01 M NaClO4)를 보고하 다. 미량의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을 상용화된 흡수분 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데는 많은 어

려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u(VI) 가수분해 단랑체 화학종이 생성되는 

낮은 농도에서 각 화학종의 흡수특성을 성공 으로 도출하 고 이를 이용해서 가수

분해 화학종을 직  분석하 다.

방사성 원소이기 때문에 취 에 어려움이 따르는 Np(IV) 신에 유사체로 

U(IV)를 사용하여 삼성분 착물화학종 생성을 흡수분 분석법으로 측정하 다. 

U(IV) 이온의 배 자리를 모두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매우 안정한 이성분 착물을 생

성하는 PDA를 리간드로 선정하 다. U(IV)-PDA 시스템에서 pH를 증가시키면 

U(IV)-OH  U(IV)-PDA 화학종의 경우와는 다른 흡 특성을 보이는 화합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 다. 성 화학종 생성으로 보이는 침  생성이 육안으로 

찰되었고, 빛의 산란으로 인해 흡수스펙트럼의 바탕값이 상승되는 상도 발견하

다. 이 화학종은 U(IV)(PDA)(OH)2 삼성분 착물로 사료되었다. 침 을 제거하고 용

액 의 PDA, U(IV)  OH
-
 농도를 측정하면 삼성분 착물의 용해도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U(IV) 신에 Np(IV)를 비롯한 다른 An(IV)의 용해도곱을 구하여 비

교함으로써 악티나이드 원소 간 화학거동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개발된 악티나이드 표  시료를 제조기술  산화상태 유지기술은 다양한 악티

나이드 화학종의 열역학 자료를 생산하는 연구의 기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미량

의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측정하는 기술은 자연수  환경시료 의 악티나이드 원

소 측정 등의 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 안정성 평가 연구의 기반기술로 이용될 

수 있다. 비교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루토늄 산화상태  가수분해 화합물의 

동 거동연구 결과는 수용액 내에서 진행되는 환원반응, 가수분해반응  응집반응 

등 루토늄의 복잡한 변화에 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한 합체  

단량체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흡수 특성은 자연수  환경시료 의 루토늄 

화학종을 직  정량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열역학 자료를 생산하는

데 이용될 것으로 기 된다.

제 4  LIBS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성분 분석기술 개발

고  폐기물을 구 처분할 때 유리고화체 형태로 만들어 처분하면 부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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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을 보다 견고하게 고화체 내에 가두어둘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여러 국가에서 유리고화체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유리고화체 내에 포함된 악티나이드 원소의 정  분석을 해  단계 

(2004-2006) 연구에서 개발한 LIBS 기술을 이용하여 산화물 형태로 유리시료에 포

함된 스트론튬(Sr)과 우라늄(U) 정량분석을 수행하 다.

LIBS 기술로 측정할 수 있는 스트론튬과 우라늄 원소의 검출한계는 각각 약 1.5 

ppm과 500 ppm이다. 우라늄의 검출한계가 스트론튬의 검출한계에 비해 약 300배 

높은 값을 보이는 이유를 밝히기 해 유리 매질에서 이  유도 라즈마가 발생

할 때의 라즈마 온도, 유리 표면에 형성되는 구멍의 형태, 우라늄 함량에 따른 유

리시료의 열  특성 등을 조사하 다. 이  장이 짧아지면 시료의 용발률이 증

가한다는 것을 확인하 고, 우라늄 시료의 함량을 변화시켜도 라즈마 온도는 크

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스트론튬과 우라늄의 검출한계 차이는 우

라늄 원자가 스트론튬에 비해 훨씬 많은 에 지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빔에 의해 들뜬 원자들이 많은 에 지 에 골고루 분포되어 특정한 장에서의 

발  세기가 스트론튬에 비해 상 으로 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리고화체 형태로 고  폐기물을 처분할 경우에 고화체에 포함되는 우라늄의 

함량은 수 % 정도이다. 따라서 LIBS 기술을 이용하여 비 식  원격으로 고화

체의 성분을 충분히 정량분석할 수 있다고 단한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온 해분리 공정(pyroprocessing)에서 다루는 사용후

핵연료에 포함된 악티나이드 정량분석에 LIBS 기술을 용할 것이다.

제 5  모세 기이동을 이용한 화학종분포 규명기술 개발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방법들을 다양화하기 해 화학종들의 하량/이온반경 

특성 차이를 이용하는 모세 기이동분리법의 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기본 인 모세 기이동 장치를 구성하 으며, Eu(III) 이온과 서로 다른 안정도의 

착물을 형성하는 몇 가지 리간드(acetate, picolinate, pyridine-2, 6-dicarboxylate 

(PDA)  ethylenediaminetetra-acetate (EDTA))가 Eu(III) 이온의 모세  내 기

이동도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 다. 이 연구의 목 은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에 

한 모세 기이동분리법의 용성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고가의 상용기기를 구입

하거나 검출 효율을 높이기 하여 정  분석장비를 변형해서 연계하는 실험은 제

외하 다. 용하려는 악티나이드 원소들 부분이 α-선 방출핵종이므로 분리된 화

학종을 분취하여 액체섬 계수법으로 정량하는 방법을 제로 하 다. 기기개발 단

계에서는 악티나이드 원소 신에 Am(III)의 유사체로 이용되는 Eu(III) 이온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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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상 원소로 하 다. 분취된 시료를 ICP-AES, ICP-MS 는 TRLFS를 이용하여 

정량하 다. Eu(III) 는 
241
Am(III)의 화학종을 분리하고 ICP-AES, ICP-MS 는 

LSC법으로 정량하면 각각 20 mM, 20 μM  20 nM까지 정량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모세 의 주입부를 각 용액으로 옮기는 신에 연결된 용액의 공  밸

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측정하면 한 시료의 분리시간을 30분 정도로 단축할 수 있

었다. 그러나 분취법 자체가 정량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측정 시간

을 단축하기 해서는 on-line 측정법을 용할 필요가 있다. 분리시간에 비하여 평

형반응이 빠른 불안정한 착물의 경우에는 리간드 농도에 따른 평균 배 수로부터, 

그리고 분리시간  화학종변화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한 착물의 경우에는 

분리된 화학종 농도로부터 열역학 상수를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TRLFS 정량

법을 연계하면 nM까지 정량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었으나 형 특성을 보이는 원

소 는 화학종에만 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  결과들은 분 학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보충자료가 필요한 악티나이드 화학종 측정에 모세  기이동분

리법을 용하기 한 실험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제 6  휴믹 물질과 악티나이드 화학반응 규명

본 연구는 휴믹산-악티나이드- 토로 구성된 삼성분계에서 pH 역별 악티나이

드 계면 흡착반응 해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카올리나이트에 한 

HA의 흡착은 pH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 pH 4-11에서의 카올리나이트에 한 

HA의 최  흡착량은 4.73-0.47 mg/g의 범 이었다. 카올리나이트에 한 Eu(III) 

흡착은 pH 3-5에서 격히 증가하 고, pH 6 이상에서 흡착포화에 도달하는 형

인 Eu- 물질 흡착곡선을 보 다. pH가 낮은 산성 역 (pH 3-4)에서는 카올리나

이트에 흡착된 HA에 의한 Eu의 추가 흡착으로 인해 Eu의 흡착률이 상승하나, 

성  알칼리 역(pH > 6)에서는 용존 Eu-HA 착물 생성으로 인해 Eu의 흡착률

이 크게 감소하 다.

HA 농도  pH가 증가함에 따라 KA에 한 HA의 흡착률은 감소하 으나, 이

온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KA에 한 HA의 흡착률이 증가하 다. 휴믹산이 존재하

지 않을 경우, KA에 한 Am의 흡착률이 증가하 다. 휴믹산이 존재하는 경우 pH

가 낮은 산성 역(pH 6 미만)에서는 휴믹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서 Am

의 토에 한 흡착률이 증가하 다. 반면 pH가 높은 성  알칼리 역(pH 8 

이상)에서는 HA의 카르복실 작용기가 Am
3+
과 반응하여 수용성 착물을 형성하여 

그 결과로 Am 흡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 다.

휴믹산-악티나이드- 토로 구성된 삼성분계에서 pH 역별 악티나이드 계면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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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반응 해석기술은 악티나이드 원소의 화학거동 기술의 연계기술로써 악티나이드 

원소의 환경  거동에 한 기 자료를 확보하여  뿐만 아니라 고  방

사성 폐기물 처분 안정성 평가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표를 달성하 다.

제 7  속산화물 계면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기술 개발

이 연구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휴믹 물질의 구성성분으로 간주되는 

유기산이 U(VI) 이온의 흡착에 미치는 향을 밝히는 것이다. 산화물로는 TiO2 (아

나타제), SiO2 (비결정성)  Al2O3(비결정성)를 사용하 으며 유기산으로는 휴믹산

의 주요 작용기인 카르복실기와 페놀기를 가지고 있는 살리실산, 그리고 분자구조 

측면에서 이와 비교될 수 있는 피콜린산을 택하 다.  하나는 속산화물의 표면

특성 변화가 Am(III)의 흡착에 미치는 향을 밝히는 것이다. 증류수처리하지 않은 

것과 증류수에서 계면을 숙성시킨 TiO2 (아나타제), 그리고 결정성 α-Al2O3  비

결정성 am-Al2O3에 한 Eu(III) 이온의 흡착 차이를 피콜린산이 존재하는 조건에

서 측정하 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숙성된 TiO2, α-Al2O3, am-Al2O3  카올리

나이트에 한 Eu(III)과 Am(III) 이온의 흡착을 비교하여 측정하 다.

유기산이 U(VI) 흡착에 미치는 향은 산화물의 종류와 유기산 종류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났다. TiO2 경우에는 유기산의 수용성 착물 생성 반응이 흡착 반응과 경

쟁함으로써 흡착을 감소시켰다. SiO2의 경우에는 살리실산이 U(VI)의 흡착에 향

을 주지 않았으나 피콜린산은 삼성분 표면착물을 형성함으로써 U(VI) 흡착이 증진

되었다.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을 형  스펙트럼 측정으로 확인하 다. Al2O3의 경우

에는 살리실산이나 피콜린산이 U(VI)과 수용성 착물을 생성함에도 불구하고 U(VI)

의 흡착을 감소시키지 않았으므로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

다. 그러나 U(VI)의 흡착과 무 하게 유기산들이 잘 흡착되므로 유기산 흡착 측정

만으로는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속산화물 표면특성 변화가 Eu(III) 이온의 흡착에 큰 향을 미쳤다. 증류수에

서 숙성시킨 TiO2는 숙성시키지 않은 것에 비하여 상 으로 높은 pH에서 Eu(III)

을 흡착하 다. 증류수에서의 숙성이 표면의 결정성 는 수산기의 구조를 변화시

킨 것으로 보인다. 숙성이 흡착면 pH를 증가시킴으로써 피콜린산에 의한 흡착 감소 

향을 증가시켰다. 숙성이 비결정성 속산화물에 의한 양쪽성 산-염기 특성도 감

소시킨 것을 산-염기 차 정법으로 확인하 다. 약간의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

을 보 으나 이성분 표면착물보다는 낮은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비결정성 am-Al2O3은 결정성 α-Al2O3보다 낮은 pH에서 Eu(III)을 흡착하 다. 

결정성 α-Al2O3에서는 피콜린산의 수용성 착물 생성에 의한 흡착 감소가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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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리간드 음이온 흡착은 보이지 않았다. 비결정성 am-Al2O3의 경우에 Eu(III)의 흡

착률은 피콜린산의 향을 받지 않았으나 Eu(III) 이온 흡착과 무 한 피콜린산의 

음이온 흡착이 나타났다. 삼성분 표면착물에서의 에 지 달에 의한 형 이 측정

되었으나 흡착률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삼성분 표면착물과 이성분 표면착물은 서로 

유사한 안정성을 나타낸다. 산-염기 차 정에서의 양쪽성 산-염기 특성이 결

정성 α-Al2O3보다는 비결정성 am-Al2O3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비결정성 am-Al2O3 

표면에 흡착된 피콜린산의 외선분 분석은 결합특성이 Cu(II) 착물과는 크게 다

르고 Al(III)-염에 가까운 특성을 보 다. 

카올리나이트의 Eu(III) 흡착에 미치는 피콜린산 향은 Na
+
 이온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Na
+
 이온이 존재하지 않으면 구 음 하자리에서의 이온교

환에 의한 흡착이 나타나므로 향을 받지 않았다. Na
+
 이온이 존재하면 표면수산

기와의 화학반응에 의한 흡착이 나타나므로 흡착률은 감소하 다. 피콜린산의 흡착

은 나타나지 않았다.

피콜린산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카올리나이트, 숙성된 TiO2, 비결정성 am-Al2O3, 

그리고 결정성 α-Al2O3에 한 Eu(III)와 Am(III) 이온의 흡착이 실험오차 범  내

에서 서로 일치하 으므로 Eu(III) 이온을 화학유사체로 사용하여 Am(III) 이온의 

화학거동자료를 측정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의 결과들은 악티나이드 계면 화학종 생성에 미치는 산화물 표면의 특성  

유기산 향을 해석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제 8  고연소 사용후핵연료 선원항 자료생산

사용후핵연료의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 생산은 목표 비 100% 완료하 으며, 

이들 자료는 향후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에 한 에 한 정책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 이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는 핵연료 연구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며, 조사핵연료의 연소거동을 이해하는데 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연소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에 해 화학  방법으로 이들 핵종을 정량하여 자료를 

축 하므로 조사핵연료의 연소도  핵연료  핵종의 함량을 측하는 code 검증

에 활용되고 있다. 그 외 사용후핵연료의 장, 수송 등 핵연료 리 업무에 경제성

을 도입하기 한 기술개발에 선원 항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즉, 핵연료의 장, 

수송 등에 연소이득(burn-up credit)을 용하고 있으며 이때 선원항 자료가 직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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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기술 개발  고연소도 핵연료 개발 련 연구에서는 악

티나이드 원소를 필연 으로 취 해야 하므로 핵연료주기 연계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는 공통기반 기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제 2 의 원자력 부

흥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측과 함께 재의 기술 개발 내용을 재편하는 추세이며, 

기반기술의 요성을 어느 때 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지니는 공

통 기반기술 개발의   활용효과로서 국내 원자력 련 분야의 반 인 기술

수  향상을 기 한다.

고 폐기물 리  처분기술을 개발하기 해서는 지표수, 지하수, 해수 등의 

자연수  이들과 하는 지각물질에서의 악티나이드 화학종 거동을 이해하는 것

이 요하다. 극미량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측정할 수 있는 첨단기술은 이러한 거동

을 조사하는데 필수 으로 요구되는 기술이다. 제 3 장 제 1 에서 정리한 TRLFS

를 이용한 극미량 화학종 규명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고 폐기물 리  처분

기술 개발에 필요한 성 매질에서의 용해도, 탄산염 착물, 리간드와의 삼성분 착물 

 안정도 상수 등의 극미량 악티나이드 화학종 거동 련 자료를 국내에서 자체

으로 생산할 수 있다. 사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고 폐기물 

처분 연구용으로 건설한 KURT 부지를 상으로 수리, 지화학  특성을 규명하는

데 본 연구에서 개발한 극미량 악티나이드 화학종 측정용 이  분 기술을 극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극미량 농도뿐만 아니라 거시 농도 조건에서의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은 고연

소도 핵연료 개발  사용후핵연료 부피감용 등의 공학  기반을 둔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고분해능의 흡수  형  스펙트럼을 측정함으로써 어떠한 종류의 화학종

이 산성 매질 내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한 정보를 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조

사하는데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  분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폐기물 처분  환경 안  평가를 해서 제 3 장 제 2 에서 정리한 콜로이드 

측정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폐기물 처분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세계 각국에

서 처분장의 지질학  안정성만을 주요 고려 상으로 삼았다. 특히, 성에 가까운 

지하수에서 탄산이온, 휴믹산 등의 리간드와 착물이 형성되는 등, 복잡한 화학 거동

이 측되고 있으며, 그 원인의 하나로서 미세 콜로이드 입자의 존재를 꼽을 수 있

다. 지하수 에는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콜로이드가 다량으로 존재하며, 이들이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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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나이드 원소와 상호작용하면 악티나이드 원소 자체도 콜로이드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악티나이드 원소가 용존 화학종으로 존재한다는 제하에 

확보한 자료를 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수 내 콜로이드의 특성을 측정하고, 

이들의 거동을 밝 야 한다는 기술 으로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처분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자연환경에 인공  변형을 가하면 지하수 내에 자연

으로 존재하는 콜로이드 이외의  다른 종류의 콜로이드가 형성될 수 있다. 악티

나이드 화학종이 콜로이드나 물 표면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제 3 상의 물

을 형성할 수도 있고, 지각물질 결정격자 내로 끼어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처분 환

경권에서의 악티나이드 화학반응은 속도가 실험 으로 측정하기에는 무 느리고, 

반응에 계된 상들도 매우 복잡하다. 이 게 느리고 복잡한 반응과 련한 자료

를 어떻게 실험 으로 확보하느냐가 고 폐기물 리와 련한 연구의 요한 

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연구 분야에 본 과제에서 개발한 LIBD, LIBS 등의 이  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LIBD 분 기술을 이용하여 미세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와 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LIBS 분 기술을 이용하여 콜로이드 입자의 성분을 측정할 수 

있다. 지표면  심지층 지하수에서 채취한 실제 시료에 포함된 콜로이드의 특성을 

조사하는 것은 장기 인 에서 안 성을 측하는데 핵심 인 자료이며, 본 연

구에서 개발한 첨단 분 기술이 활용되기를 기 한다. 이러한 연구는 세계 으로 

아직 미진한 상태이며 극 으로 연구에 매진한다면 선진국에 비해서도 기술  우

를 확보할 여지가 있다고 단한다.

이 연구의 결과로 확보할 기술은 핵주기 련  폐기물 처분 분야뿐만 아니라 

원자로 운 이나 타 산업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다. 미량의 콜로이드를 검출하고 특

성을 밝히는 기술은 원자로 냉각수 리를 포함하여 순수한 물을 사용해야 하는 모

든 산업의 수질 리에 용할 수 있다. 특히, 원자로의 냉각재 계통을 리하는데 

LIBD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  효과를 기 한다. 냉각재에서 발

생하는 속 불순물은 수용액 속에 미세 콜로이드 입자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상

하며, 이를 발생 기에 정 하게 측정하면 원자로의 피복 에 부착되는 CRUD 양

을 일 수 있을 것으로 단한다. 한 LIBS 기술을 이용하여 CRUD의 성분을 실

시간으로 원격 측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정기술은 그 활용 정도에 따라 

원자로의 냉각재 수질 리용 정제기술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 연

구를 진행시켰을 경우, 장주기 핵연료의 연료교체주기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단한다.

제 3 장의 제 3 에서 정리한 LWCC를 이용한 고감도 흡수분 측정 장치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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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함으로써 UV-Vis-NIR 역에서 흡수특성을 보이는 다양한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명하고 악티나이드 화학종 형성반응에 한 열역학 자료를 국내에서 자체 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이용되고 있는 1.0 cm의  경로를 갖는 표  석  셀

을 사용한 경우보다 검출한계가 30배 향상된 측정 장치의 개발로 상용의 분 도

계를 이용하여도 극미량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정량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측정 

시료의 양에 제한이 있는 고방사성 시료나 고가의 악티나이드 시료에 한 용이 

용이해졌다.

이 연구에서 LWCC를 이용한 고감도 흡수분 장치를 용하여 얻게 된 루토

늄  우라늄의 착물화학종 형성반응에 한 결과는 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 안

정성 평가에 필요한 열역학 자료를 보다 간편하면서도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음을 

보 다. 비교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루토늄 산화상태  가수분해 화합물의 

동 거동연구 결과는 수용액 내에서 진행되는 환원반응, 가수분해반응  응집반응 

등 루토늄의 복잡한 변화에 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한 합체  

단량체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흡수 특성은 자연수  환경시료 의 루토늄 

화학종을 직  정량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열역학 자료를 생산하는

데 이용될 것으로 기 된다. 개발된 측정 장치는 Pu(VI)  U(IV)뿐만 아니라 다른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열역학 자료 생산을 확보하는 기술로 활용될 것이며, 이 결과

들을 비교함으로써 악티나이드 원소 간 화학거동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기술로 활용할 것이다.

폐기물 처분  환경 안  평가를 해서 지표수, 지하수, 해수 등의 자연수  

이들과 하는 지각물질에서의 극미량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명하고 그들의 거

동을 이해하는 것은 요하다. 재 기술로는 분 학  방법이 용할 수 있는 

역, 감도, 신뢰도 등에서 가장 우수하며, 이 과제에서도 이 분야에 을 두고 있

다. 그러나 지하수 환경에서 생성될 다양한 악티나이드 화학종에 따라서 분 학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보충자료가 필요한 경우를 비하여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방법을 다양화하여 용 범 를 확장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 3 장의 제 5 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모세 기이동분리 장치를 개발

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 다.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의 보

완실험이 필요할 때, 모세 기이동분리법 용을 결정하기 한 실험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지하수 환경에 흔하게 존재하는 휴믹 물질은 악티나이드 화학종과 착물을 형성 

할 수 있는 표 인 자연 유기 리간드이자 콜로이드이다. 이러한 악티나이드-휴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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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착물 화학종은 지하수 흐름에 따른 악티나이드 원소의 이동 경향에 큰 향을 

 것으로 상되는 표 인 화학종이다. 따라서 제 3 장의 제 6 에 정리한 것

과 같이 휴믹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에 카올리나이트에 유로퓸  아메리슘 흡착반

응(KA-HA, KA-Am, HA-Am, KA-HA-Am)에 한 자료를 보고하 다. 휴믹산이 

존재할 때, 카올리나이트-아메리슘 흡착 메카니즘에 한 연구 결과는 우라늄, 루

토늄  넵투늄 등의 악티나이드 원소에 한 카올리나이트 흡착반응 연구에 한 

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다. 한 이 결과들을 비교함으로써 악티나이드 원소 간 화학

거동의 차이를 이해하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한 안정성 평가에 활용될 것이다. 

지하수- 물 계면에서의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은 반응메카니즘을 추정하는 모

형화, 분 화학학  방법 등에 의한 생성 화학종 확인, 그리고 반응 생성물을 정량

으로 표 하기 한 열역학자료 확보를 포함한다. 유기산이 U(VI) 흡착에 미치는 

향은 산화물의 종류와 유기산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여러 가

지 종류의 유기산, 다양한 특성의 작용기를 가진 휴믹 물질, 복잡한 흡착자리를 제

공하는 (수)산화 물 는 진흙 물이 존재하는 지하수 조건에서 발생하는 악티나

이드의 흡착 거동을 모형화하는데 기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증류수처리하지 않은 

것과 증류수에서 계면을 숙성시킨 TiO2 (아나타제), 그리고 결정성 α-Al2O3  비

결정성 am-Al2O3에 한 Eu(III) 이온의 흡착은 서로 큰 차이를 보 으며, 리간드로 

가한 피콜린산의 향도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계면의 구조가 악티나이

드의 흡착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흡착반응 열역학자료 

측정 실험에서 화학평형의 요성을 확인해야하는 실험  근거로 활용할 것이다. 

한 숙성된 TiO2, α-Al2O3, am-Al2O3  카올리나이트에 한 Eu(III)과 Am(III) 

이온의 흡착 비교측정 결과는 Eu(III)을 Am(III)의 화학거동 유사체로 사용할 수 있

는 실험  근거로 활용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악티나이드 선원항 자료는 핵연료의 연소과정에서 생성되는 핵

종의 함양을 측하는 코드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고연소 사용후핵연료에 

한 이들 자료를 보다 많이 확보함으로써 더욱 신뢰성 있는 측이 가능하다. 그

리고 사용후핵연료의 장, 수송 등에 련되는 연소이득 (burn-up credit) 용에 

이 과제에서 보고한 선원항 자료가 직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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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국제학술회의 참석  악티나이드 화학 련 

국제교육 연수 등을 통하여 수집된 해외과학기술정보에 한 목록을 아래에 

기술하 으며, 그 밖에 연수수행에 직  련이 되는 해외 연구동향  기술개발 

황에 한 정보는 참고문헌에 기술하 다.

- 독일 INE 연구소의 2007-2009 년 주요 연구개발 추진 내용

- 2007 년 ACTINET Summer School 강의자료

- 2007 년 Migration 학회 논문집

- 2007 년 Asianalysis 학회 록집

- 2008 년 ACTINET Summer School 강의자료

- 2008 년 Pu Future 학회 논문집

- 2009 년 ACTINET Summer School 강의자료

- 2009 년 Migration 학회 논문집

- 2009 년 Actinide 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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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이 필수 이다. 이 보고서에는 (1) 시간분해 이  형  분  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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