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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Uranium(VI)-cupferron 착물에 대한 네모파 전압전류법적 연구를 pH 5.0의 0.1 M 아세트산 완 

충용액에서 수행하였다. 네모파 전압전류법을 이용한 미량의 우라늄 정량과 분석시의 최적조건에 대해 검 

토하였다. Uranium(VI)-cupfern>n 착물의 환원반응은 반응물만이 전극 표면에 흡착되는 비가역적인 과정으로 

진행되는 반응임을 알 수 있었다. Uranium(VD의 검출한계는 一0.1V vs. Ag/AgCl에서 흡착시간을 30 sec로 

하였을 때 7.9 nM(2ppb)이었으며, 전극 표면에 흡착된 uranium(VI)-cupferron 착물의 양은 !'球=(4.9± 0.3)X 
10^10 mol七!!!”이었다.

ABSTRACT. Square-wave voltammetric behavior for uranium(VI)-cupferron complex was studied 
in 0.1 M acetate buffer solution(pH 5.0). The optimum condition for square-wave voltammetric analysis 
of uranium was also investigated. The reduction of uranium(VI)-cupferron complex was found tobe irreve
rsible and only uranium(VI)-cupferron complex was adsorbed on the electrode surface during the deposi
tion time. Detection limit of uranium(VI) was 7.9 nM(2 ppb) where the deposition time was 30 sec at 
— 0.1 V vs. Ag/AgCl. The amount of uranium(VI)-cupferron complex adsorbed on the electrode surface 
was I、m"=(4.9 土 0.3) X10^10 mobcm-2.

서 론

원전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우라늄은 그 중요성으 

로 인하여 이 원소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이나 분 

석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실험방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자연수, 암석 또는 환경시료 중에 포함된 우 

라늄의 양은 대부분이 미량이므로 이를 정량적으로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검출한계가 낮은 분석방 

법이 요구되고 있다. 낮은 농도의 우라늄 정량에는 

분광학적 방법", 방사화 분석법% 크로마토그래프법' 

및 전기화학적 방법5 등이 이용되고 있다. 분광학적 

방법이나 방사화 분석법 등은 용매추출이나 흡착같 

은 전처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 실험과정이 복잡 

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데 반하여 전기화학적 방법은 

기기의 사용이 간편하고 분석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낮은 농도의 우라늄 

정량은 질산 음이온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촉매성 

전류를 측정 하거 나% 홉착 벗 김전압전류법7과 같이 

전극 표면에 우라늄의 유기 리 간드 착물을 흡착시 킨 

후 이를 정량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우 

라늄의 정량에 사용되는 유기 리 간드로는 catechol% 

8- hydroxyquinoline9, xylidyl blue10, mordant blue 
911, tri-n-butyl phosphate12, cupferron13~16 등이 

있다.

네모파 전압전류법(square-wave voltammetry)17~20 
은 비교적 최근들어 미량 분석에 이용되고 있는 전 

기화학적 분석방법으로 Fig. 1에는 네모파 전압전류 

곡선의 형태“를 나타냈다. 네모파 전압전류곡선은 

“down" 펄스를 적용하기 전의 1에서 측정한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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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Fig. 1. Potential rs. time wave form for square-wave 
voltammetry. = step increment; square- 
wave amplitude (a); r=square-wave pericxle; de
lay time; 1,2=current measurement time.

ward 전류와 2에서 측정한 reverse 전류로 나누어 

나타낼 수 있다. 기록되는 네모파 전압전류곡선의 

피크전류는 forward 전류와 reverse 전류 사이의 

차이0 = 行一谕이다. 이 분석방법은 분석감도가 높고 

(특히 가역반응의 경우), 펄스차이 전압전류법을 사 

용했을 경우보다 분석속도가 빠르며, 용액내의 용존 

산소에 의한 방해를 받지 않고, DC 전압전류법과 

비교하여 바탕전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迪~21. 최근에는 네모파 전압전류법을 이 

용한 europium22, cobalt23, nickel23, sulfur24, gold25 
등의 미량분석에 대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 특히 

Mlakar^는 U(VI)-humate 착물에 관한 연구를 보 

고한 바 있다.

U(VD 의 cupfferon(ammonium nitroso-A^-phe- 
nyl-hydroxylamide, Cup) 착물에 대한 전기화학적 

특성이나 분석에 관한 연구는 폴라로그래피법 13T5 
이나 흡착 벗김전압전류법頂을 이용하여 수행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U(VI)-Cup 착물에 대한 네모파 

전압전류법적 연구를 0.1M 아세트산 완충용액에서 

수행하여 이 방법에 의한 미량 분석에 관하여 검 

토하고 U(VD-Cup 착물의 산화환원 반응과정에 대 

한 메카니즘을 논의하였다.

실 험

기 기. 네모파 전압전류곡선(square-wave vol- 
tammogram)은 BSA 100B/W electrochemical anal- 
yzer(Bioanalytical System, USA)에 EG & G 303A 
(PARC, USA) static mercury drop electrode 
(SMDE)와 EG&G 305 stirrer를 연결한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BAS 100B/W에 

연결된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제어되고 수행되었 

으며, 네모파 전압전류곡선은 LaserJet(Hwelett Pac
kard, USA) recorder 또는 FPG-310(Fujitsu, Japan) 
color plottei■를 이용하여 얻었다. 실험에서 사용한 

작업 전극은 hanging mercury drop electrode 
(HMDE)였으며, 수은 방울의 면적은 0.0116cm?이 

었다. 또한, 보조전극으로는 Pt-wire를 사용하였으며 

기준전극으로는 saturated NaCl Ag/AgCl을 사용하 

였다. 용액의 pH는 Tacussel MINISIS 6000(Solea 

Tacussel, France)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 약. 모든 실험에 사용한 물은 Milli-Q 장치 

(Millipore, USA)를 통과한 탈이온수를 사용하였다. 

1.152M U(VI) 표준저장용액은 문헌의 방법27으로 

만든 용액을 필요에 따라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0.01 
M cupferron 저장용액은 매일 일정량의 cupferron 
(MC&B, A.CS)을 탈이온수에 녹여 만들었으며, 

필요에 따라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0.1 M 아세트산 완충용액은 0.1 M 아세트산(Merck, 
GR) 과 0.1 Af 아세트산나트륨(Merck, pro analysi) 
으로 만들었으며, 두 용액의 양을 조절하여 완충용 

액의 pH를 맞추었다.

실험방법. 지지전해질인 0.1 M 아세트산 완충용 

액(pH 5.0) 10 m/를 반응용기에 넣고 1X10-3网 Cup 

50 p/와 일정한 양의 U(VI) 표준용액을 가한 다음 

아르곤 기체를 8분간 통과시켜 용액내의 용존산소를 

제거하였다. 용액을 400rpm의 속도로 저어주면서 

— 0.10V에서 일정시간 동안 착물을 수은 표면에 

흡착시킨 후, 저어주는 동작을 멈춘다 10초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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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방향으로 주사하여 U(VI)-Cup 착물에 대한 

네모파 전압전류곡선을 얻었다. 본 실험의 실험온도 

는 25.0°C 이 었다.

결과 및 고찰

Fzg. 2에는 의 Cup와 1〉〈10-5丿“의 u

(VI)이 포함된 pH 5.0의 0.1 Af 아세트산 완충용액에 

서 얻은 U(VD-Cup 착물의 순환 전압전류곡선을 

나타냈다. 이때 흡착전위는 一 0.20 V vs. Ag/AgCI, 
흡착시간은 20 sec였다. 순환 전압전류곡선에서, 음의 

전위 방향으로 주사하였을 경우에 나타난 一0.353 
V에서의 피크는 U(V)-Cup 착물에 대한 Elving 등" 

의 폴라로크래피 결과와 비교했을 때, U(VI)-Cup 

착물이 U(V) 착물로 환원되는 반응에 해당하는 피 

크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양의 전위 방향으로의 주 

사에서는 피크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 결과는 U 
(VI)-Cup 착물의 산화환원반응이 비가역적인 과정 

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환 전압전류곡선 

에서 연속주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번 주사(a)에서 

나타났던 환원피크가 두번째 연속주사(、에서는 나 

타나지 않았으며, 이런 결과는 환원된 생성물이 전극 

표면으로부터 멀리 확산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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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yclic voltammogram of U(VI)-Cup complex 
in 0.1 M acetate solution at pH 5.0. [U(VI)] = 1X1O^5 
M; LCup] = lX10^4M; Edep=-0.20V; /dep=20sec; 
scan rate = 50 m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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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에는 5X10 7M U(VD와 5X10~6M Cup가 

포함된 0.1 M 아세트산 완충용액에서 얻은 U(VD- 

Cup 착물의 네모파 전압전류곡선을 나타냈다. 이때 

네모파 전압전류곡선의 진동수(/)는 60 Hz, 진폭(a) 
은 25 mV, step increment(AE)는 2 mV, 흡착전위는 

-0.10 V vs. Ag/AgCI, 흡착시간은 30 sec였다. Fig. 3 
에서 네모파 전압전류곡선은 forward 전류(a)와 re
verse 전류(b) 및 net 전류(。로 구분하여 나타냈다. 

네모파 전압전류곡선의 모양은 U(VI)-Cup 착물의

Potentiol/V vs. Ag/AgCI

Fig. 3. Forward (a), reverse (b) and net (c) current 
square-wave voltammogram for reduction of U(VI)- 
Cup complex in 0.1 M acetate solution at pH 5.0. [U 
(VI)] = 5X10-7Af; [Cup] = 5XML肱；瓦晦=一0.10 
V;"如＞=30 sec; /=60Hz; a=25mV; AE=2 mV.

Fig. 4. Dependence of SW peak current and potential 
on pH of 0.1 M acetate solution. CU(VI)]=4 X10- 7 Af; 
[Cup] = 5X10-6Af; £dep= — 0.10 V; Zdep=60sec;/=15 
Hz; a = 50 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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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pendence of SW peak current and potential 
on Cup concentration in 0.1 Af acetate solution. [U 
(VI)] = lX10-6Af; Edep= ~0,10 V; fdeP=30 sec; /=15 
Hz; a=50 mV; pH=5.0.

환원반응이 앞서 순환 전압전류곡선에서 보여준 바 

와 같이 반응 생성물의 재산화 반웅이 일어나지 않는 

비가역적인 특징2卜3。을 나타내는 과정을 거쳐 진행 

함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Fig. 4에는 0.1 M 아세트산 완충용액의 pH 변화에 

대한 U(VI)-Cup 착물의 네모파 전압전류곡선의 피 

크전류와 피크전위 의존성을 나타냈다. 이때 용액내 

U(VD의 농도와 Cup의 농도는 각각 4X IO-，M과 

5X10-6M이었으며, 흡착전위는 一0.10V, 흡착시간 

은 60 sec였다. 완충용액의 pH가 5.0 이하에서는 용 

액의 pH가 증가할수록 피크전류도 약간씩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나, pH 5.0 이상에서는 용액의 pH가 

증가하여도 피크전류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한편, 

피크전위는 용액의 pH가 증가할수록 음의 방향으로 

76mV/pH(f=0.9988)만큼 이동하였으며 피크전위가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용액의 pH가 증가함에 

따라 전극 표면에서의 착물의 안정성이 증가하고22, 
따라서 착물의 환원과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나타 

난 결과로 생각된다.

Fig. 5에는 완충용액에 포함된 Cup의 농도 변화에 

대한 U(VD-Cup 착물의 네모파 전압전류곡선의 피 

크전류 의존성을 나타냈다. 이때 용액내에 U(VI) 

농도는 이었으며, 흡착전위는 一0.10V,
흡착시간은 30 sec였다. U(VI)-Cup 착물의 네모파 

전압전류곡선의 피크전류는 Cup의 농도가 4X10M 

A/이 될 때까지는 Cup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피

tdep/sec

Fig. 6. Dependence of SW peak current on deposition 
time in 0.1 Af acetate solution. [U(VI)J = 1X 10_ 7 M 
(A); 4X103 (B); [Cup] = 5X10^6M; Edep=-0.10 
V; /= 15 Hz;= mV; pH 5.0.

크전류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상의 Cup 농도 

에서는 피크전류가 일정하다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Cup의 농도가 4X 
10 6M 정도가 되면 전극 표면이 U(VI)-Cup 착물에 

의해 포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상의 Cup 농 

도에서는 용액내에 존재하는 Cup에 의해 U(VI)-Cup 
착물이 수은 표면에 흡착되는 것이 방해를 받게되어 

피크전류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F0 6에는 흡착시간의 변화에 대한 네모파 전압 

전류곡선의 피크전류 의존성을 나타냈다. 이때 U(VI) 
의 농도는 (A)과 4X10~7M (B)의 두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Cup의 농도는 5X10-6 

M이었다. U(VI)의 농도가 lXlO-'M인 경우에는 

흡착시간이 180sec 이상이 되면 일정한 피크전류에 

도달함을 알 수 있으며, U(VI)의 농도가 4X10 7M 
인 경우에는 흡착시간이 90sec 이상이 되면 일정한 

피크전류에 도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용 

액내 착물의 농도가 진할수록 수은전극 표면에 포 

화되는 착물의 흡착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을 말해주 

며, 따라서 용액내에 존재하는 착물의 농도에 따라 

적당한 흡착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본 실험에서는 4X10TM의 U(VD와 

5X10-6M의 Cup이 포함된 0.1 M 아세트산 완충용 

액에서 흡착전위에 따른 U(VI)-Cup 착물의 피크전 

류 의존성을 검토하였다. 이때 흡착전위는。〜一300 
mV 범위에서 변화시켰으며, 그 결과 흡착전위가

1994, VoL 38, No. 3



238 孫世哲•徐武烈•嚴泰允•崔仁圭

Fig. 7. Dependence of SW peak current on U(VI) co
ncentration in 0.1 Af acetate solution. [Cup] = 5X10-6 
M\ Edep= —0.10 V; Zdep=0 (A), 30 sec (B), 60 sec (C); 
/=15 Hz; <z = 50 mV; pH 5.0.

f/Hz

Fig. 8. Dependence of SW peak current and potential 
on square-wave frequency in 0.1 M acetate solution. 
EU(VD]=4X10-7M; [Cup]=5X10-W; E*p=-0.10 
V; /dep=60 sec; a = 50 mV; pH 5.0.

-100 mV일 때 가장 큰 피크전류를 나타냈다.

F讶. 7에는 0.1 Af 아세트산 완충용액내에 포함된 

U(VD의 농도 변화에 대한 U(VI)-Cup 착물의 네모파 

전압전류곡선의 피크전류 의존성을 나타냈다. U 
(VI)-Cup 착물의 피크전류는 U(VI)의 농도가 IX 
1O-7~1X1O~6M, Cup의 농도가 5X10"6Af, 흡착 

전위가 一0.10 V, 그리고 흡착시간이 (XA), 30(B), 60 
(C) sec인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흡착시간이 0인 경 

우에는 U(VD의 실험농도 범위내에서 피크전류와 U 
(VI)의 농도 사이에 직선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나, 

흡착시간이 길어질수록 일정한 피크전류에 도달하는 

U(VI)의 농도가 점점 낮아져서 흡착시간이 60 sec인 

경우는 U(VI)의 농도가 4X10 7M 이상되면 일정한 

피크전류를 나타냈다. 흡착시간이 30 sec인 경우에 

U(VI)의 농도가 1X10t~6X10「7M인 범위에서 

피크전류와 U(VI) 농도 사이에는 기울기가 0.37nA 

/nM, 절편이 4.86 nA, 직선성(r)이 0.9995인 좋은 

직선관계를 나타냈다. 이 직선관계식으로부터 구한 

검출한계31는 S心의 3배로 하여 계산한 결과 7.9 nM(2 

ppb) 이었다.

Fig. 8에는 U(VI)-Cup 착물에 대한 네모파 전압 

전류곡선의 진동수 변화에 따른 피크전류와 피크전 

위의 의존성을 나타냈다. 네모파 전압전류곡선의 진 

동수는 10〜80Hz인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피크전 

류는 진동수가 30 Hz까지는 진동수에 일차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나 그 이상의 진동수에서는 점차 음의 

편차를 나타냈으며, 50Hz에서 최대 피크전류를 나 

타내고 다시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네모파 전 

압전류곡선의 진동수와 피크전류 사이의 관계로부터 

전극과정에 대한 비가역적인 특징을 예측할 수 있 

다30. U(VI)-Cup 착물의 환원반응에서 네모파 전압 

전류곡선의 진동수가 30Hz 이하인 경우에 피크전 

류와 진동수 사이에 일차 비례관계(r=0.9987)를 나 

타냈고 진동수가 10~50Hz인 범위에서 진동수의 

제곱근과 피크전류 사이에 좋은 직선관계(,=0.9978) 
를 나타냈으며, 또한 log,와 logf 사이에도 일차비례 

(/= 0.9948)가 성립한다는 결과는 본반응이 비가역 

적인 과정으로 진행되며 전극 표면에 흡착되는 것은 

반응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30. 한편, 피크 

전위는 진동수가 증가할수록 점차 음의 방향으로 

이동함을 보여주고 있다. 네모파 전압전류곡선의 

log/에 대한 피크전위의 의존성이 직선관계를 나타 

내면, 이 관계로부터 이동계수(transfer coefficient, 
a)를 계산할 수 있다2030. U(VI)-Cup 착물의 환원반 

응에서 log/와 피크전위 사이에는 기울기 = △耳/ 

Alog/= - 0.089 = - 0.059/om 의 직선 관계”= 0.9948) 
를 나타냈으며, 기울기로부터 a=0.66을 계산할 수 

있다. 진동수와 피크전위 사이의 이와 같은 직선관 

계는 본 반응의 과정이 반응물만이 흡착으로 진행 

되는 전체적으로 비가역적인 특징을 나타냄을 확인 

시켜 주고 있다河叫

Fig. 9에는 네모파 전압전류곡선의 진폭(a)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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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ependence of SW peak current on square- 
wave amplitude in 0.1 M acetate solution. [U(VI)] = 4 
X10~7Af; [Cup] = 5X10-6M; Edep=—0.10V;如= 

30 sec; /—50 Hz; AE=2 mV; pH 5.0.

따른 피크전류의 의존성을 나타냈다. 진폭이 30 mV 
이하인 낮은 경우에는 진폭과 피크전류 사이에 직 

선적인 관계를 보여주나 그 이상의 진폭에서는 진 

폭이 증가할수록 피크전류는 직선에서 벗어나 음의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네모파의 피크전류와 진폭사 

이에 직선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 그 기울기(△初 

&度30)는 10.5|iA/V였다 한편, 다음과 같은 관계 

식을 이용하면 수은전극 표면에 흡착된 반응물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30.

ip = (5± 1) X102冲사切(1)

여기서, q는 전극의 표면적, /■와 ©는 각각 네모판 

전압전류곡선의 진동수와 진폭을 나타내며, 는 

scan increment,「는 흡착된 반응물의 양을 나타낸 

다. U(VD의 농도가 4X10-7M Cup의 농도가 5X 

10「6A/이 포함된 용액에서 홉착전위가 一 0.10V, 
흡착시간이 30 sec인 경우에 전극 표면에 흡착된 

반응물의 양은 F讶.9에서 4=30 mV인 경우의 毎와 

a刀=0.66,/=50 Hz, AE=2mV, g=0.0116 cm?를 (1) 
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3.1^20.6)X101。!!!이，cm“ 

이었다. 또한, Enax값은 Fig. 5에서의 Cup 농도가 4X 
10 叮讨일 때의 피크전류와 식 (1)에서의 인자 500 
대신 妙 = (5±1)X102Si/%에서30 구한 느(3.6± 0.2) 
X102을 식 ⑴에 대입하면 rmax=(4.9± O.3)X1O10 
m이・cit「2를 계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U(VI)-Cup 착물에 대한 네모파 전압 

전류법적 연구를 통해 이 방법에 의한 분석시 최적 

조건 및 미량의 우라늄 정량에 관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一0.1V에서 흡착시간을 30sec로 하 

였을 때 검출한계는 7.9nM(2ppb)였다. 또한 U(VI)- 

Cup 착물의 환원반응은 반응물만이 전극 표면에 

흡착되는 비가역적인 과정으로 진행되는 반응임을 

알 수 있었으며, 전극 표면에 흡착된 U(VI)-Cup 
착물의 양은 I"x=(4.9±O.3)X1()T。mol・cmT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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