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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용후핵연료에 미량 함유되어 있는 루테늄 분석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양이온교환법을 이용한 

분리 조건을 조사하였다. 산분해 장치를 사용하여 9:1 몰비의 혼합산(HCl-HNQ泪로 루테늄 시료를 용해시 

켰다. 염산 용액에서 루테늄의 흡수스펙트럼과 이온교환 거동 조사를 통해 분리에 관련된 루테늄의 화학종 

을 제시하였다. 미량의 루테늄이 함유되어 있는 우라늄 용액을 양이온교환수지 (AG 50WX8, 100〜200 
mesh) 분리관 (0.7X 8.0 cm问 넣고 0.5 M 염산으로 루테늄을 용리시켰다. 모의 사용후핵연료에 확립된 루테 

늄 분리방법을 적용하고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루테늄 회수율은 98.5% 
이었다.

ABSTRACT. Cation exchange separation and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ric(ICP-AES) determination of ruthenium in HCl solutions were studied to quantitatively 
determine ruthenium in spent nuclear fuels. Ruthenium-bearing samples were dissolved with the mixed acid 
solution(9 : 1 mole ratio, HCl-HNO3) using an acid digestion bomb. Based on the absorption spectra and ion 
exchange behaviour of ruthenium in hydrochloric acid media, its possible chemical species were discussed. 
On a cation exchange column (0.7 X 8.0 cm) packed with AG 50W X 8(100~200 mesh) and equilibrated 
with 0.5 M HCl, ruthenium was eluated with 0.5 M HCl while uranium was retained on the column. The 
established separation method was applied to a simulated spent nuclear fuel and resulted in the recovery of 
98.5% with a relative standard deviation of 0.7%.

서 론

핵연료 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루테늄은 핵연료의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재 

처리 공정에서는 제거하기 힘든 핵분열생성물 중의 하 

나로서 늘 관심이 되고 있다. 10년 냉각시킨 35,000 
MWD/MTU 연소도의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는 

우라늄이 90% 정도 그리고 루테늄은 합금 형태로 대 

략 0.23% 함유되어 있다.

루테늄은 시료의 매질과 함량에 따라 중량분석, 부피 

법 적정, 폴라로그래고］, 원자흡수분광분석, 비색분석, 

질량분석, 방출분광분석 등의 방법으로 정량한다.1-6 유 

도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분석법 (ICP-AES)은 감 

도가우수하여 미량의 방사성 시료 분석에 적합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중의 루테늄을 분석할 경우는 방출스펙 

트럼이 매우 복잡한 우라늄이 간섭을 일으키므로 루테 

늄을 먼저 분리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침전, 용매추 

출, 이온교환수지 또는 증류법으로 방해물질로부터 루 

테늄을 분리한다.2 사용후핵연료 용액이나 방사성 액체 

폐기물과 같은 용액 시료의 경우는 RuO.의 휘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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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서 증류법으로 루테늄을 분리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한다.3 그렇지만, 대기압 아래에서는 루테늄 금속이 

나 합금은 왕수로도 용해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고체 시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기 어 

렵다.

한편, 염산 용액에서 양이온교환수지의 흡착특성 연 

구결과7。에 따르면 묽은 염산에서 루테늄은 음이온 클 

로로 착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양이온교환수지에 흡착 

이 안 되지만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우라늄은 흡착된 

다. 핵분열생성물이 함유되어 있는 산용액의 매질을 

염산으로 바꾸어 루테늄을 클로로 착물로 전환시킨 다 

음 양이온교환수지로 루테늄을 분리한 후 방사능 계측 

법 1°이나 ICP-AES"로 정량한 결과도 보고되었으나 이 

들 연구에서는 루테늄의 분리와 정량에 역점을 두었으 

며 분리과정에서의 루테늄 화학종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루테늄은 염산 용액에서 여 

러 가지 클로로 착물을 형성할 뿐 아니라 가수분해나 

중합반응도 일으키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한 화학종으 

로 존재하며, 이들 화학종들 사이의 전환 속도가 매우 

느린 화학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12-14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다른 원소들로부터 루테늄을 분리하기도 하 

지만 시간에 따라 화학종의 종류와 분포가 변함으로써 

비정량적 회수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으로부터 루테늄을 분리할 때 분 

리시기와 회수율과의 상관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루테늄이 함유되어 있는 사용후핵연 

료를 산분해 장치 (acid digestion bomb 尽 용해시키고 

염산 매질에서 루테늄을 양이온교환수지로 분리한 다 

음 ICP-AES로 정량하는 분석방법을 검토하였다. 루테 

늄 분리조건을최적화하기 위해서 염산용액에서의 루 

테늄 흡수스펙트럼과 이온교환 특성을 조사하여 루테 

늄 화학종의 종류와 분포를 알아보고 양이온교환수지 

법에 의한 루테늄의 분리 회수율을 조사하였다. 그리 

고, 제시한 루테늄 분리방법을 모의 사용후핵연료에 

미량 함유되어 있는 루테늄 분리와 ICP-AES어】 의한 

정량에 적용하고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실 험

기기 및 시약. 우라늄과 루테늄은 Jobin Yvon사의 

ICP-AES(JY 38 PLUS厝 사용하여 Table 1의 실험 

조건에 따라 측정하였다. 루테늄■의 흡수스펙트럼 측정

Table 1. Operation conditions of ICP-AES and analytical 
wavelengths selected for uranium and ruthenium

Item Condition
RF generator 40.68 MHz
Incident power 1000 w
Linear dispersion 0.26 nm/mm
Argon gas flow rates

-Outer 12 L/min
-Sheath 0.4 L/min
-Injector 0.4 L/min

Sample uptake rate 1 mL/min
U 385.958nm
Ru 240.272 nm

에는 ViriaM卜의 흡수분광분석기 (CARY 3E彊 사용하 

였다. 루테늄 시료의 용해에는 테프론 재질의 내부용기 

(Parr A255AC), 특수강 재질의 외부용기 (Parr 4746), 
가열장치(Berghof DAH 2)와 온도조절기 (Berghof 
BTU 842炉 구성된 산분해 장치를 사용하였다. 양이 

온교환수지로 AG 50WX8, 100〜200 mesh, 수소형 

을, 음이온교환수지로는 AG 1X8, 100〜200 mesh, 
염산형을 사용하였다. 우라늄 용액 제조에는 UQ 
(NQ)2 • 6H2O(Merck GR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시 약급 

의 루테늄 금속분말(99.9%), 니트로실 루테늄 질산염 

용액(1.5% Ru), RuCl3 등의 루테늄 화합물들, 그리고 

염산, 질산 등은 Aldrich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시료의 용해. 산분해 장치로 루테늄 시료를 용해할 

때는 10〜150 mg의 시료에 대해 염산(37%)과 질산 

(70%曜 9:1의 몰비율로 섞은 혼합산 1〜 2 mL를 사용 

하였으며, 220 °C로 24시간 가열시켜 용해하였다. 용해 

가 끝나면 냉각시킨 다음 용해용액을 5.0 M 염산으로 

희석하여 보관하였다［금속 루테늄을 용해시켜 제조한 

용액을 금속 루테늄 용액 (dissolved ruthenium solution)' 
으로 표현한다］.

루테늄의 흡수스펙트럼 측정. 5.0 M 염산 매질의 금 

속 루테늄 용액과 역시 5.0M 염산 매질의 니트로실 

루테늄 질산염, RuCL, K’RuCl，와 (NH,)2RuCl6 용액 

에서의 흡수스펙트럼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금속 

루테늄 용액을 가온 건조시킨 다음 0.5 M 염산으로 

용해시킨 용액과 양이온교환수지를 통과시킨 후 얻은 

루테늄 용출액 흡수스펙트럼을 비교하여 보았다.

루테늄 화학종 분리. 수소형 양이온교환수지와 염산 

형 음이온교환수지, 그리고 이들 수지를 1:1(w/w)로 

섞은 혼합수지를 각각 일회용 폴리에틸렌 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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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CO사, USA)에 0.7X5.0cm 부피로 충전시켜 

3종의 분리관을 만들고 0.5M 염산으로 전처리하였다. 

동일한 부피의 금속 루테늄 용액을 3개 취해서 건조 

시킨 다음 0.5 M 염산으로 녹인 후 각각의 분리관에 

넣고 흡착되지 않은 루테늄 화학종을 증류수로 용리 

시킨 다음 ICP-AES로 루테늄 농도를 측정하였다.

모의시료 중의 루테늄 분리 및 정량. 수소형 양이온 

교환수지를 증류수에 분산시켜 1 회용 폴리에틸렌 피 

펫에 0.7X8.0cm 부피로 충전하여 분리관을 만들고, 

사용 직전에 0.5 M 염산으로 전처리하였으며, 핫쎌(hot 
cell) 안에서는 원격으로 용리속도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용리가 유지되도록 용리속도를 

0.15 mL/mii迳 정하였다. 금속 루테늄 용액을 가온 건 

조시킨 다음 0.5 M 염산으로 녹여서 분리관에 넣은 

후 0.5 M 염산으로 루테늄을 용리시키고 ICP-AES로 

정량하여 회수율을 결정하였으며, 5.0 M 염산의 니트 

로실 루테늄 질산염, (NHQzRuCl，, K’RuC"와 RuCL 
용액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우라늄과 루테늄 농도가 각각 10mg/mL와 23.0 pig/ 
mL이고 염산 농도가 5.0 M인 혼합용액을 1.0 mL 취 

해서 같은 규격의 분리관과 분리방법으로 루테늄을 분 

리하여 ICP-AES로 정량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확립된 분리 및 정량기술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g에 2.05 mg의 루테늄이 함유되어 있는 가압경수로형 

모의 사용후 UQ 펠렛 (pellet)을 분쇄한 다음 일정량의 

분말을 취하여 산분해시킨 후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루테늄을 분리, 정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염산용액에서 루테늄의 거동. 사용후핵연료 중에 합 

금 상태로 존재하는 루테늄을 산화성 산으로 용해시키 

면 일부 루테늄이 휘발성의 RuO.로 산화되어 손실될 

수 있다.15 따라서, 루테늄 시료는 일반적으로 고온 고 

압에서 비산화성 염산이 주성분인 왕수로 용해시키며,2 

질산에 용해되지 않고 남아 있는 루테늄을 함유한 불 

용성 잔유물은 염산과 질산의 혼합산으로 용해시킨다.16 

본 연구에서는 산분해 장치를 사용하여 금속 루테늄을 

몰비율 9: 1의 HCl-HNQ 혼합산으로 1 일만에 용해 

시킬 수 있었으며, ICP-AES로 루테늄 농도를 측정한 

결과 용해과정에서 휘발에 의한 루테늄 손실이 거의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같은 이유는 산성 매질에 

서 안정한 Ru(III)와 Ru(IV) 화학종이 NO와 반응 

하여 니트로실 루테늄 (RuNO3+頑로 전환되고,17 따 

라서 NO 분위기의 산분해 장치 안에서 루테늄의 용 

해과정에서 RuNO3+의 클로로 착물이 생성되고 5.0 
M 염산 매질에서 이 착물이 더욱 안정화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염산 매질에서 생성될 수 있는 루테 

늄 화학종을 확인하기 위하여 5.0 M 염산 매질의 금 

속 루테늄 용액을 부피 플라스크에 넣은 후부터는 시 

간에 따른 흡수스펙트럼 변화를 측정하였다. 초기에는 

산딸기색 (purple)이었으나 7일 후부터는 붉은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해서, Fig. 1에서와 같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용해시킨 후 곧 측정한 흡수스펙트럼 (Fig. 1의 0 
d)을 확대 하여 보면 500 nm 부근에서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5.0 M 염산 매질의 니트로실 루테늄 질산 

염 용액을 제조한 즉시 측정한 스펙트럼도 Fig. 1의 

0 d와 모양이 비슷하였으며, 용액의 색깔도 산딸기색이 

었다. 이 용액을 30 일 동안 방치하면서 측정한 흡수 

스펙트럼 변화도 Fig. 1과 비슷하였다. 또한, 5.0 M 
염산 매질의 RuCL, K’RuCk와 (NHQzRuCk 용액에 

대한 흡수스펙트럼 변화도 조사하였다. 금속 루테늄 용 

액의 흡수스펙트럼 (Fig. 1)은 Ru(III) 산화상태의 

RuCL나 K’RuCL의 흡수스펙트럼과는 완전히 다르게 

조사되었다. 산화상태가 Ru(IV)인 (NHQzRuCl，용액은 

붉은 갈색이었으며, Fig. 2에서와 같이 흡수스펙트럼은 

금속 루테늄 용액의 초기 흡수스펙트럼(Fig. 1의 0 d

300 400 500 600 700
Wav 이 ength(nm)

Fig. 1. Variation of the absorption spectrum of ruthenium as 
a function of the aging time of the dissolved ruthenium solu
tion in 5.0 M HCl; [Ru]=6.0x10-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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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 of the absorption spectrum of ruthenium as 
a function of the aging time of (NHq^RuC" solution in 5.0 
M HCl; [Ru]=3.0x10-4 M.

및 1 d)과 크게 달랐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슷해 

졌다. 또한, (NHhRuCL의 경우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380 nm 부근의 흡광도에 비해 400〜500 nm에 

서 흡광도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Shouan 등18이 조사한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RuCl62-(485 nm河 Ru(OH)Cl52-(45 5 nm炉 가수분해 

된 후 Ru2OCl104-(383 nm)와 같은 이합체 그리고 더 

나아가 중합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흡수스펙트럼 이 변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니트로실 루테늄 (RuNO3+冷 염산 농도에 따라 여러 

가지 클로로 착물 RuNOCln-(n-3) (n=1 〜5：優 형성하 

며, 4M 이상의 염산에서는 99%가 중성 또는 음이온 

클로로 착물로 존재하며,19,20 염산 용액에서 RuNOCln-(n-3) 

는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어 중간물질인 Ru(III问 클로 

로 착물을 거쳐 RuCl，2-로 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7,21 

금속 루테늄 용액에 남아 있는 RuNOCln-(n-3)와 생성 

된 RuCl「-의 양적 관계를 조사할 때는 500 nm 부근 

에서 RuNOCln-(n-3)와 RuClU-의 몰흡광계수12，19가 각 

각 50과 5250 L - mol-1 • cm-1 으로써 차이가 대단히 크 

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Fig. 2의 0 田 (NH,)2RuCl6 
용액을 제조한 날 측정한 흡수스펙트럼이므로 이 용액 

의 RuCl62- 농도는 3.0X10-4 M이고 485 nm에서 흡 

광도 1.55는 RuCl，2「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흡 

광도와 Fig. 1에 나타낸 각 흡수스펙트럼의 흡광도 

(485 nm厝 비교함으로써 금속 루테늄 용액 이 방치되 

는 동안 생성되는 RuCl，2- 양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7일 방치되면 RuNOCln-(n-3)의 5% 정도, 그리 

고 30 일이면 20% 정도가 RuC"2-로 전환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양이온교환수지의 루테늄 흡착 특성. 진한 염산 용 

액에서 중성 또는 음이온의 루테늄 착물들이 일단 생 

성되면 루테늄 화학종 간의 전환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염산 농도를 묽게 하여도 상당 시간 동안 화학종이 

그대로 유지되어 양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지 않으므로 

묽은 염산에서 양전하를 가진 우라늄-이나 다른 원소들 

부터 루테늄을 쉽게 분리할 수 있을 것이다.

5.0M 염산 매질의 우라늄 용액을 가온 건조시킨 

다음 염산 농도를 0.1 〜 1.0 M로 조절시킨 후 우라늄에 

대한 양이온교환수지의 분배계수를 측정하였으며 , 5.0 
M 염산 매질의 니트로실 루테늄 질산염 용액에 대해 

서도 같은 방법으로 루테늄에 대한 분배계수를 즉정하 

여 Fig. 3에 나타냈다. 루테늄은 1.0 M까지 거의 흡착 

되지 않았으며 , 제조 초기의 금속 루테늄 용액에 대해 

서도 니트로실 루테늄 질산염의 경우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루테늄 용리액으로 

0.5 M 염산을 선택하였으며, Zr(IV등과 같은 중금속 

핵분열생성물의 가수분해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보다 

묽은 염산은 사용하지 않았다.

0.5 M 염산 매질에 존재할 수 있는 루테늄 화학종 

을 조사하기 위해 양이온교환수지, 음이온교환수지, 그 

리고 양 • 음이온 혼합 교환수지를 사용해서 루테늄 화 

학종을 분리하였다. 제조 후 1일이 경과된 금속 루테 

늄 용액에는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지 않는 양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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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U(VI) and nitrosyl ruthe
nium on AG 50Wx8 cation exchange resin in HCl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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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bsorption spectra of ruthenium in the cation 
exchange process for the dissolved ruthenium solution aged 
for 1 day; [Ru]=3.0x10-3 M, (a) dissolved ruthenium solu
tion in 5.0 M HCl, (b) loading solution in 5.0 M HCl, (c) 
effluent in 5.0 M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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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bsorption spectra of ruthenium in the cation 
exchange process for the dissolved ruthenium solution aged 
for 30 days; [Ru]=3.0x10-3 M, (a) dissolved ruthenium solu
tion in 5.0 M HCl, (b) loading solution in 5.0 M HCl, (c) 
effluent in 5.0 M HCl.

화학종이 1.2% 들어 있었으며 , 혼합 교환수지에 흡착 

되지 않는 중성 화학종이 1.0%, 그리고 양이온교환수 

지에 흡착되지 않는 중성과 음이온 화학종이 98.8% 
들어 있었다. 따라서, 97.8%卜 음이온 화학종으로 존 

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양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서 0.5 M 염산 용액으로 용 

리되는 주요한 니트로실 루테늄의 화학종은 Mercer, 
Polak 등의 연구19,20에서와 같이 RuNOCk와 RuNOCl「으 

로 추정할 수 있다.

Fig. 4에 1일이 지난 금속 루테늄 용액 (a)과 이것을 

건조시킨 다음 0.5 M 염산으로 녹인 용액 (b), 그리고 

양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서 흘러나온 용출액 ©에 대한 

흡수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Fig. 1의 0 d 또는 1 d 
를 확대하여 보면 흡수스펙트럼 모양이 Fig. 4와 비슷 

하며 , Fig. 4에서 흡수스펙트럼들은 모양이 서로 같은 

것으로 보아서 제조 초기의 금속 루테늄 용액의 염산 

농도를 5.0 M에서 0.5 M로 감소시킨 후 다시 양이온 

교환수지를 통과시켜도 니트로실 루테늄 착물이 그대 

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는 30일 지난 금속 루테늄 용액(a)과 이것을 

건조시킨 다음 0.5 M 염산으로 녹인 용액 (b), 그리고 

양이온교환수지 분리관에서 나온 용출액 (c网 대한 흡 

수스펙트럼들이다. Fig. 5의 (a：는 Fig. 1의 30 d 또 

는 (NH,)2RuCl6 용액의 흡수스펙트럼 (Fig. 2)과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Fig. 列서 스펙트럼 (b)와 (c：는 (a) 
와 모양이 매우 다르며, (b)斗 (c问 경우는 Ru(OH)Cl52- 

와 RuzOCli。4-로 추정되는 흡수피크를 각각 457 nm 
와 390nm에서 볼 수 있다. 이 경우도 루테늄 분리 회 

수율이 95嘔 넘었으며, 따라서 장시간 저장으로 인 

해 니트로실 루테늄의 가수분해물이나 이합체가 상당 

량 형성되어도 대부분 양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지 않 

고 0.5 M 염산에 의해 용리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실험 결과로부터 루테늄 시료를 산분해 장치로 용해시 

킨 후 양이온교환수지로 분리할 경우 용액 제조 초기 

에는 Fig. 4에서와 같이 니트로실 루테늄 클로로 착물 

(RuNOCL, RuNOCh-尽 분리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루테늄 일부가 Ru(IV)의 클로로 착물(RuClU-, 
Ru(OH)Cl52-, Ru2OCli04-로 분리된다(Fig. 5^ 것을 

알았다. 그런데 , 금속 루테늄 용액이나 5.0 M 염산 매 

질의 (NH,)2RuCl6 용액의 경우 제조한 지 대략 7일부 

터는 양이온교환수지 분리관의 수지 상단에 일부 루테 

늄이 세게 흡착되어 검정색 띠를 형성하며 0.5 M 염 

산으로도 용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가 가끔 있었 

다. 이것은 일부 RuClU^卜 가수분해되어 Ru4(OH)i24+ 

와 같은 양전하를 띤 중합체를 형성하여 양이온교환수 

지에 흡착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회수율을 저하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17 Shukla14는 묽은 

염산 용액에서 Ru(III)의 음이온 클로로 착물이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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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산화되고 c「이 Hq로 치환되어 점차로 

Ru(H2O)/+ 착물로 변한다고 주장하였다. 5.0 M 염산 

용액에서는 이런 반응이 느리기는 하겠지만 Ru(H2O)64+ 

착물 형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금속 루테늄 용액의 경우 니트로실 루테 

늄 클로로 착물 RuNOCl」(n-3)이 자외선에 의해 분해 

되어 Ru(III)의 클로로 착물이 되고 다시 RuC""로 

변하므로 용액을 오래 방치할수록 양전하를 띤 중합체 

또는 Ru(H2O)64+ 착물이 많이 형성되어 양이온교환 분 

리 회수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조한 시료용액을 오래 방치하면 이러한 양이온 

착물들 외에도 RuNOCln-(n-3), Ru(III^] 클로로 착물, 

RuCl62-, Ru(OH)Cl52-, Ru2OCl104- 등 여러 가지 화학 

종이 공존하므로 조성 이 동일한 용액으로 조절하기 힘 

들 것이고 이로 인해 분리할 때마다 회수율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모의 사용후핵연료 중의 루테늄 분리 및 정량. 사용 

후핵연료는 고방사능 물질이므로 가능하면 소량의 시 

료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과 ICP-AES의 측정 정밀도 

를 고려하면 10〜 20 卩g의 루테늄을 10mL의 용리액으 

로 분리 ,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다. 따라서 , 약 10 mg 
의 우라늄이 함유되어 있는 사용후핵 연료로부터 20 卩g 
정도의 루테늄을 분리, 회수해야 된다. 이런 양적 관계 

를 고려하여 0.5 M 염산 매질에서 10 mg의 우라늄을 

분리관 (0.7X8.0cm)에 넣고 같은 농도의 염산으로 용 

리하는 경우 25mL까지도 우라늄이 전혀 용리되지 않 

았다. 이에 반해서 , 20 卩g 루테늄에 상당하는 니트로실 

루테늄 질산염 용액을 클로로 착물로 전환시킨 다음 

분리관에 넣고 0.5 M 염산으로 용리하면 10 mL까지에 

는 거의 모든 루테늄이 회수되었다.

이 분리관에서 0.5 M 염산 용리액에 의한 Ru(III), 
RuNO3+와 Ru(IV)의 클로로 착물 회수율을 조사하기 

위해 5.0M 염산 매질의 RuCl3, KsRuCk, 니트로실 

루테늄 질산염과 (NH4)2RuC16 용액을 대상으로 방치 

시간을 변화시키면서 루테늄의 회수율 변화를 조사하 

였다. 4가지 화합물 모두 용액 제조 초기에는 10 mL 
의 용리액으로 거의 모든 루테늄을 회수할 수 있었으 

며, 금속 루테늄 용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었다. 그 이 

유는 루테늄 화학종 간의 전환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금속 루테늄 용액 제조 초기에는 미량의 RuNOCln-(n-3) 

만이 Ru(III) 또는 Ru(IV昌 산화되고, 다시 이들 중 

극히 일부만이 양이온 착물을 형성하여 양이온교환수 

지에 흡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17 그리고, 남은 루테 

늄 중 대부분은 RuNOCL와 RuNOCL- 착물로, 일부 

는 Ru(III)와 Ru(IV)의 중성 또는 음이온 클로로 착 

물로 용리됨으로써 회수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것 

같다. 그러나, 4가지 화합물과 금속 루테늄 용액을 제 

조한 후 7일이 지나면 회수율이 1〜2% 낮아지고 재 

현성도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루테늄 시료를 

산분해시킨 다음 7일 이내에 0.5M 염산 매질로 바꾸 

어서 양이온교환수지 (AG 50WX8, 100〜200 mesh)를 

0.7X8.0 cm 부피로 충전한 분리관에 넣고 0.5 M 염산 

10 mL로 루테늄을 용리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 

었다. 이렇게 확립된 루테늄 분리방법의 사용후핵연료 

용액에 대한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먼저, 우라늄 

용액과 금속 루테늄 용액을 혼합한 용액 시료를 대상 

으로 루테늄을 분리하고 ICP-AE沒 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Table 2에 수록하였다. 루테늄의 실제 농도 

23.0 卩g/mL과 측정값들을 비교하면 회수율이 97.0〜 
101.3但서 분리 재현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의 사용후핵연료 시료를 산분해 방법으로 용해 

시킨 다음 같은 절차로 루테늄을 분리하여 측정하였으 

며, 그 결과를 Table 2에 수록하였다. 루테늄의 실제 

함량 2.05 mg/曾1] 대해서 측정값들의 평균은 2.02 mg/ 
g이 었으며 , 표준편차는 0.015 mg/g이 었다. 측정 값들을 

회수율로 환산하면 98.0〜99.5%로서 시료를 산분해 

시키는 과정에서 루테늄의 손실이 거의 없었다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분리 재현성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루테늄을 산분해시킨 다음 12 M 염산 매질로 

조절한 금속 루테늄 용액과 12 M 염산 매질의 루테늄 

화합물들의 용액에 대해서도 5.0 M 염산 매질에서와 

동일한 실험을 하였다. 5.0 M 염산 용액의 경우에 비 

해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12 M 염산 용액의

*( ): standard deviation

Table 2. Results of ruthenium determination in a 
synthetic solution and in a simulated spent nuclear fuel

Synthetic solution, 
23.0 |1 g Ru/mL

Simulated spent fuel, 
2.05 mg Ru/g-fuel

Aging period Found,卩 g/mL Found. mg/g-fuel
Fresh 22.3 2.02
3 d 23.3 2.01
7 d 22.6 2.04

Average 22.7(0.51)* 2.0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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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염화수소 증기 때문에 취급하기 어렵고 피펫오 

차도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 사용후핵연료에 대 

해서도 시료를 산분해시킨 후 용해용액의 염산 농도를 

5.0 M 이상으로만 조절하면 99%에 가까운 높은 회수 

율로 루테늄을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사용후핵연료 시료를 산분해 장치로 용해시킨 다음 

양이온교환수지로 루테늄을 분리하여 ICP-AES로 정량 

하는 분석방법을 검토하였다. 산분해 장치를 이용해서 

9:1 몰비의 HCI-HNO3 혼합산으로 시료를 용해시켜 

루테늄 용액을 제조할 수 있었다. 루테늄 산분해 용액 

제조 초기에는 대부분이 RuNOCl과 RuNOCh-로 존 

재하지만 매우 느린 속도로 RuCk2를 거쳐서 Ru(OH) 
C，"와 RuzOCh。4 -로, 일부는 양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 

는 양이온 착물과 중합체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루테늄 산분해 용액을 5.0 M 염산 매질로 조절한 다 

음 7일 이내에 0.5 M 염산 매질로 바꾸어서 양이온교 

환수지(AG 50WX8, 100〜200 mesh) 분리관(0.7X 
8.0 cm)에 넣고 10 mg 0.5 M 염산으로 루테늄을 용 

리시킴으로써 정량적으로 분리할 수 있었다. 모의 사용 

후핵연료 시료에 이 방법을 적용하여 회수율 98.5%의 

재현성 있는 결과를 얻었다. 이 방법을 사용후핵연료 시 

료에 적용하면 우라늄으로부터 루테늄을 정량적으로 분 

리하여 ICP-AE沒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 

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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