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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압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을 분리하여 전기량 적정방법4로 정량하였다. 

플루토늄은 음이온 교환수지 (AG MP-1)를 이용하여 분리하였으며 플루토늄의 정량은 조절전위전기량 적정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플루토늄 분리와 관련된 산화상태 조절, 분리 회수율 및 정량과 관련된 

몇 가지 전기량 적정조건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실험결과 플루토늄은 산화상태를 조절하여 분리하는 것이 

정량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높였으며, 플루토늄의 전기량 적정결과에 미치는 몇 가지 금속이온들에 의한 영 

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플루토늄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측정한 전기량 정량결과에 대한 정확도는 회수율로 

나타냈을 경우 0.230〜3.02mg 범위에서 99.36%이었다. 가압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들에 포함된 

0.250〜 0.450 mg의 플루토늄을 적정하여 얻은 전기량 정량결과에 대한 평균 정밀도(상대표준편차, RSD)는 

0.38%이었다.

ABSTRACT. Separation and coulometric titration method were applied for the determination of plutonium 
content in samples of PWR spent fuel. Plutonium was separated on an anion exchange(AG MP-1) column and 
determined by the controlled-potential coulometric titration. In this study, we discussed some experimental con
ditions related to the separation and determination of plutonium in PWR spent fuel samples. Average accu- 
racy(recovery of plutonium) for the determination of 0.230~3.02 mg plutonium standard was 99.36%. Average 
precision(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 for the determination of 0.250~0.450 mg plutonium in PWR spent 
fuel samples was 0.38%.

서 론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은 질산 매질 하에 

서 효율적이고 정량적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1 분리된 

플루토늄은 방사선계측법,2 질량분석법3 또는 전기화학 

적 방법4-9 등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정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플루토늄의 양이 卩 g 단위인 경우에는 방사 

선계측법이나 질량분석법이 유용하며 mg 단위인 경우 

에는 전기화학적 방법이 적합한 정량방법이다. 플루토 

늄의 정량에 이용되는 전기화학적 방법에는 전위차 적 

정방법4,5과 전기량 적정방법6-9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조절전위전기량 적정방법은 실험방법이 간단하고 정량 

하고자 하는 물질에 대한 선택성이 좋으며, 시료의 양 

이 적은 경우에도 우수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갖는 정 

량결과를 준다는 장점이 있어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 

적 많이 이용되고 있다.10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핵물질 

내에 포함된 플루토늄을 정량하는 경우에서와 같이 플 

루토늄과 비슷한 산화 또는 환원전위를 갖는 핵분열생 

성물 또는 부식생성물들이 정량에 간섭을 일으키는 경 

우이거나, 또는 플루토늄의 함량이 미량인 시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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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플루토늄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적 

절한 방법으로 플루토늄을 분리하여 정량하는 것이 좋 

은 실험결과를 얻는 방법이 될 수 있다.11 또한, 사용 

후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방사선 피 

폭으로부터 분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전 

처리 과정이 될 수 있다. 플루토늄은 침전법이나 용매 

추출법으로도 분리할 수 있지만, 이들 방법은 분리과정 

이 복잡하여 핫셀 (hot cell)내에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분리 회수율도 또한 작다. 따라서, 플루토늄에 대 

한 분리 및 정제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음이온교환분 

리 방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12,13 특히, 사용후핵연료 

와 같이 진한 질산 매질에 용해한 시료에 포함된 플 

루토늄의 분리에는 음이온교환분리 방법이 효율적이다. 

즉, 우라늄을 포함한 대부분의 핵분열생성물들은 진한 

질산 매질 하에서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지 않거나 

약하게 흡착되는데 반하여 플루토늄 4가 이온은 

Pu(NO3)62- 착물을 형성하여 음이온교환수지에 잘 흡착 

되므로 플루토늄을 다른 원소들로부터 효과적으로 분 

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플루토늄 3가와 이온은

음이온교환수지에 세게 흡착되지 않기 때문에 음이온 

교환수지로 플루토늄을 분리하려면 적절한 산화제 또 

는 환원제를 사용하여 플루토늄을 4가 산화상태로 조 

절한 후 분리해야 된다.14

본 연구에서는 가압경수로형 (Pressurized water reactor, 
PWR) 사용후핵연료 내에 포함된 플루토늄의 정량과 

관련하여,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플루토늄 산화상태 조 

절방법14을 적용한 다음 플루토늄을 음이온교환수지로 

분리하였으며, 조절전위전기량 적정방법을 적용하여 분 

리된 플루토늄을 정량하였다. 또한, 플루토늄 표준용액 

에 대한 조절전위전기량 적정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 

에서 적용한 적정방법에 대한 정확도 및 정밀도를 측 

정하였으며 플루토늄의 전기량 정 량에 미치는 몇 가지 

적정조건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실 험

기 기. 플루토늄의 조절전위전기량 적정에는 Poten- 

tiostat/Galvanostat(EG&G PARC 263A), Digital coulo- 
meter(Scribner 279A) 및 Titration cell system(EG&G 
PARC 377A圧로 구성한 전기량 적정장치를 이용하였 

다. 전기량 적정에 사용한 작업전극은 백금망 전극 

(EG&G PARC E0002)이었으며, 보조전극과 기준전극 

으로는 긱각 백금 전극(EG&G PARC K0030)과 포화

•로멜전극(saturated calomel electrode, EG&G PARC 
K0077曜 사용하였다.

시 약. PWR 사용후핵연료 및 플루토늄 표준물의 

용해, 분리 및 지지전해질의 제조에 사용한 H2O2, 
NHQH • HCl, FeSO4 • 7Hq, NH2SO3H, AlCL • 6H2O, 
HF, HNO3, 및 HCl 등은 Aldrich 또는 Merck사의 

G.R 또는 A.C.S급 이었다. PWR 사용후핵연료내 플 

루토늄의 분리에는 BIO-RAD사의 AG MP-1 음이온 

교환수지를 사용하였다. 플루토늄 표준용액은 산화플루 

토늄(ORNL, PuO2, 242Pu=99.93% 또는 NBL CRM 122, 
Pu=87.790Wt.%)을 15M HNO3-0.01 M HF 혼산으 

로 용해한 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플루토늄의 전기량 

적정에는 포화 AlCl3 용액 , Fe 용액(5 mg Fe/mL) 및 

1.5M NH2SO3H 용액을 각각 8mL, 1mL 및 8 mL 
씩 취하여 1 M HCl 1 L에 희석한 지지전해질을 사용 

하였다.9 여기서, aluminums 시료에 포함된 fluoride 
이온과 착물을 형성하여 제거하기 위해, Fe(II)는 Pu 
(VI尾 Pu(IV)로 환원시키기 위해, sulfamic acid는 

nitrite 이온을 파괴시키기 위해 각각 사용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용해.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3년간 연 

소를 마치고 10년 동안 냉각된 PWR 사용후핵연료에 

서 취한 시료를 핫셀 내에서 용해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시료는 일정량을 정확히 무게 측정하여 취한 다음 용 

해장치에 넣고 HNQ(1+1) 용액을 가한 후 환류하여 

용해하였다.

플루토늄 분리. PWR 사용후핵연료내 플루토늄은 8 
M HNO3 매질 하에서 일정량의 과산화수소를 가하여 

산화싱태를 조절한 다음, AG MP-1(20(0〜400mesh) 
다공성수지로 채운 컬럼에 흡착시키고 우라늄과 핵분 

열생성물들을 8M HNQ 용액으로 세척한 후 0.02 M 
NH2OH • HCl-0.5 M HNO3 용액으로 플루토늄을 용리 

하여 분리하였다.

전기량 측정. 음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하여 용리한 

PWR 사용후핵연료내 플루토늄 분리용액 10mL를 가 

열장치 위에서 0.5〜 1.0 mL가 남을 때까지 증발시킨 

다음 지지전해질 용액 25 mL를 이용하여 전기량 적정 

셀에 옮겼다. 15분 동안 아르곤 기체로 purging하여 

지지전해질 용액내 용존산소를 제거하고 +250 mV(vs. 
SCE)에서 30 I丄A, +900 mV(vs. SCE)에서 30 |丄A 및 

+560 mV(vs. SCE)에서 20 卩A의 잔류전류가 얻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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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순서대로 플루토늄을 산화 또는 환원시켰다.9 

각각의 반응과정에서 20〜 30 卜lA의 잔류전류에 도달했 

을 때 전기량의 값도 일정한 값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 때를 반응의 완결 점으로 정하였다. 플루토늄의 양 

은 3번째 단계에서 얻은 시료용액에 대한 전기량 측정 

값에서 지지전해질 용액에 대한 동일한 단계에서의 바 

탕전기량 측정값을 뺀 값으로부터 계산하였다. 상기 모 

든 플루토늄의 전기량 적정과정은 실험자가 플루토늄 

과의 직접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차폐된 glove-box 
내에서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플루토늄 정량조건. 본 실험에서 적용한 플루토늄의 

조절전위전기량 적정은 Pu(III)=Pu(IV) couple] 가 

역적 산화환원반응 특성을 이용하였다. 전기량 적정과 

정은 +250 mV의 전위에서 적정초기에 지지전해질 용 

액 내에 포함된 플루토늄과 철을 Pu(III) 및 Fe(II) 산 

화상태로 환원시킨 다음 +900 mV에서 Pu(III)와 Fe(II) 
를 각각 Pu(IV)와 Fe(III) 상태로 산화시킨다. +560 mV 
에서는 선택적으로 Pu(IV)만을 Pu(III：로 환원시키며 

이때 얻어진 전기량 값을 이용하여 시료 용액내 플루 

토늄의 양을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형태의 산화환원반 

응 특성은 플루토늄의 전기량 적정에 비교적 자주 적 

용되는 방법으로6-9 실험자나 측정조건에 따라 적용전 

위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PWR 사용후핵연료내 플루 

토늄을 전기량 적정방법으로 정량하기에 앞서 지지전 

해질 용액에 대한 바탕전기량 값을 측정하였다. 측정결 

과, 지지전해질 용액에 대한 바탕전기량 측정값은 매 

측정시마다 8土 1 mC(milli-Coulomb)의 일정한 값을 

나타냈으며, 이 값은 플루토늄을 포함한 시료용액의 경 

우나 또는 포함하지 않은 바탕용액의 경우나 모두 동 

일한 값이므로 전기량 적정 후 플루토늄의 양을 계산 

하는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실험에서는 PWR 사용후핵연료 내에 포함되어 플루토 

늄■의 전기량 적정에 방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금속이온들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다. 금속이온 

들의 방해효과 측정은 PWR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핵분열생성물 또는 부식생성물 중에서 비교적 함량이 

많은 것으^ 알려진 Nd(III), Zr(IV), Mo(VI), Ce(III), 
Ba(II), Pd(II), Sn(IV) 및 Fe(III) 이온들에 대하여 실 

험하였다. 측정 방법은 이들 금속이온 중에서 한가지 

금속이온을 실제 사용후핵연료내에 포함된 양보다 상 

당히 과량인 양에 해당하는 0.2〜4.0mg 범위에서 농 

도별로 지지전해질 용액에 가한 다음 전기량 측정과정 

중에서 3번째 단계 (+560 mV)에서의 전기량을 측정하 

고 지지전해질 용액에 대한 바탕전기량과 차이를 비교 

하여 이들이 적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실험결 

과, 이들 금속이온이 포함된 용액에 대한 전기량 측정 

값은 전체적으로 9土 1 mC으로 지지전해질 용액에 대 

한 바탕전기 량 값인 8土 1 mC과 동일하였다. PWR 사 

용후핵연료내 플루토늄은 사전에 분리단계를 거친 후 

정량하기 때문에 다른 이온들에 의한 영향은 없을 것 

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이들 이온들이 실험범위 내에서 

시료용액 내에 존재한다 하여도 플루토늄의 정량결과 

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라 

늄의 경우에도 동일한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우라늄이 각각 10, 50 및 100 mg 포함된 지지전해질 

용액에 대한 전기량 값을 측정한 결과, 지지전해질 용 

액에 대한 바탕전기 량 값과 동일한 8土 1 mC의 전기량 

값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 결과 역시 우라늄이 시료 

용액에 다량 존재하여도 플루토늄의 전기량 측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철의 경우는 이 

미 보고된 바와 같이7 첨가된 양에 비례하여 전기량 

측정값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철의 농도변화에 

따른 전기량 측정값의 증가 정도를 도시하여 이미 지 

지전해질 용액 내에 포함되어 있는 5g/mL의 철에 의 

한 영향을 검토한 결과, Miller 등9이 밝혔듯이 지지전 

해질 용액내에 존재하는 5g/mL의 철은 플루토늄의 

전기량 적정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PWR 사용후핵연료내 플루토늄은 0.02 M NHQH - 
HCl-0.5 M HNO3 용액으로 용리하기 때문에 용리용액 

내에 포함된 NH2OH • HCl이 전기량 적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영향을 측정 

하기 위해 플루토늄 용리용액 10mL 에 포함되어 있는 

양에 해당하는 7.2X10-3M의 NHQH • HCl이 포함된 

용액에 대한 바탕전기량을 측정한 결과, 전기량 적정과 

정의 徳째 단계에서 3(是 이상의 반응시간이 경과하 

여도 30 "의 낮은 잔류전류를 얻을 수 없는 등 방 

해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NH2OH - 
HCl가 포함된 용액을 가열장치 위에서 약하게 가열하 

여 NHQH을 분해시킨 다음 전기량을 측정한 결과 

전기량 측정과정에 방해를 주는 현상을 제거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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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termination of plutonium in plutonium standard 
solution by controlled-potential coulometric titrationa)

Pu taken, 
mg

Pu found, 
mg

Recovery,
%

Mean 
(RSD, %)

0.1179 0.1244 105.51 105.15
0.1189 0.1246 104.79 (0.48)

0.2390 0.2347 98.20 98.32
0.2382 0.2335 98.03 (0.37)
0.2362 0.2332 98.73

0.4716 0.4770 101.19 100.47
0.4757 0.4745 99.75 (1.01)

a) Plutonium standard material : ORNL PuO? powder solution

PWR 사용후핵연료 내에 포함된 플루토늄을 정량하 

기에 앞서 플루토늄 표준용액 (ORNL 표준용액 着 이용 

하여 미량의 플루토늄에 대한 전기량 적정결과의 정확 

도 및 정밀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플루토늄은 0.120 〜 
0.470 mg 범위 에서 플루토늄 표준용액 일정 량을 무게 

측정하여 취한 다음 정량하였다. Table 1에는 플루토 

늄 표준용액에 대한 전기량 정량결과를 요약하였다. 정 

량결과에 대한 회수율로 나타낸 정확도는 플루토늄의 

양을 0.120 mg 정도로 작게 취한 경우에는 회수율이 

105% 정도로 나타났으며, 플루토늄의 양이 많을수록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적 

정결과에 대한 정밀도 (RSD)는 플루토늄의 양과는 무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루토늄의 정량과 관련하여 신 

뢰도 높은 정량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료의 양을 많 

이 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나, 수 mg의 플루토늄을 

정량하기 위해서는 수백 mg의 사용후핵연료를 분리해 

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낮은 정량범위의 플루토늄을 사용하여 정량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Table 1 
의 결과는, PWR 사용후핵연료내 플루토늄을 정량하기 

위해 취하고자 하는 0.250〜 0.450 mg 정도의 플루토 

늄을 본 실험에서 적용한 적정방법으로 정량하는 경우 

에도 좋은 정확도를 갖는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본 실험에서는 플루토늄의 전기량 정 

량에 적용한 방법에 대한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해 

NBL CRM-112 플루토늄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측정한 

정량결과를 검토하였다. 전기량 정량결과에 대한 정확 

도는 플루토늄 표준용액을 적정한 후 정량결과에 대한 

회수율을 계산하여 측정하였으며 Table 2에 결과를 요 

약하였다. 플루토늄 표준용액에 대한 적정과정은 앞서

Table 2. Determination of plutonium in plutonium standard 
solution by controlled-potential coulometric titrationa)

Pu taken, 
mg

Pu found, 
mg

Recovery,
%

Mean 
(RSD, %)

0.2308 0.2294 99.41
0.2307 0.2294 99.43 99.32
0.2291 0.2272 99.15 (0.13)
0.2314 0.2298 99.30

0.4795 0.4779 99.67
0.4828 0.4806 99.53 99.60
0.4839 0.4819 99.59 (0.06)
0.4809 0.4791 99.61

0.9688 0.9622 99.32
0.9683 0.9611 99.25 99.29
0.9701 0.9608 99.38 (0.08)
0.9670 0.9592 99.20

3.0221 2.9987 99.23 99.23
3.0235 2.9999 99.22 (0.01)

a)Plutonium standard material: NBL CRM-122 solution

수행한 실험 과정과 동일하였으며, 이때 플루토늄의 양 

은 0.230〜 3.02 mg 범위가 되도록 플루토늄 표준용액을 

취하여 수행하였다. 적정은 각각의 플루토늄 실험농도에 

대하여 2〜4회씩 시료를 취하여 적정하였다. 실험결과로 

부터 얻은 플루토늄 표준용액을 이용한 전기 량 정량결과 

에 대한 정확도는 회수율로 계산하였을 경우 0.230〜 
3.02 mg 범위에서 평균 회수율 99.36 土0.16%이었다.

사용후핵연료내 플루토늄 분리. PWR 사용후핵연료 

내 플루토늄을 정량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음이온교 

환수지 분리관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내 플루토늄을 

분리하였다. 플루토늄을 분리하기에 앞서 플루토늄의 

산화상태 조절이 플루토늄의 정 량적 회수에 미치는 요 

인을 검토하였다. 실험은 사용후핵연료내 플루토늄을 

분리하기 전에 과산화수소를 가하여 플루토늄의 산화 

상태를 조절한 경우와 과산화수소를 가하지 않아 플루 

토늄의 산화상태를 조절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전기량 

정량결과를 비교하였다. Table 3에는 이들 두 가지 경 

우에 대한 실험결과를 요약하였다. 두 경우에서의 차이 

점은 플루토늄의 산화상태를 조절하지 않은 경우가 산 

화상태를 조절한 경우보다 플루토늄이 약 10% 정도 

적게 분리 회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용후 

핵 연료내 플루토늄을 정량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필 

수적으로 플루토늄의 산화상태를 조절한 다음 분리과 

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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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pretreatment time on the coulometric titra
tion of plutoniuma)

Time, day Sample, g
Results

Pu,卩 g [Pu],卩 g/g

1 3.567 300.5 84.2
2 3.384 283.6 83.8
4 3.720 313.7 84.3
6 3.783 317.4 83.9

uncontrolled 3.646 276.9 75.9
3.846 293.0 76.2

a)Plutonium standard material ::NBL CRM-122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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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termination of plutonium in PWR spent fuel sam
ples by controlled-potential coulometrtic titrationa)

Sample No.
Resultsb)

[Pu],卩 g/g RSD, %

1 48.9 0.18
2 85.5 0.32
3 99.4 0.37
5 84.3 0.40
8 106.2 0.53

11 75.5 0.47

a)PWR spent fuel samples from Kori-1. b) Number of titration: 
n =2〜6.

3 에는 과산화수소를 가하여 플루토늄의 산화상태를 조 

절한 시간에 따른 전기량 적정결과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시료내의 플루토늄 산화상태는 1〜6일 범위에서 

정하여 조절하였으며, 산화상태를 조절한 시료에 대한 

플루토늄의 정량결과는 산화상태 조절시간과 정량에서 

얻은 플루토늄의 양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과산화 

수소를 PWR 사용후핵연료 시료 용액에 일정량을 가 

한 다음 3일간 방치하여 사용후핵연료 내에 포함된 플 

루토늄의 산화상태를 조절한 후 분리과정을 수행하였 

다. 8M HNQ 매질 하에서 플루토늄의 산화상태를 

조절한 시료용액은 AG MP-1 다공성 음이온교환수지 

에 흡착시킨 다음 8M HNO瘁로 우라늄과 사용후핵 

연료 내에 존재하는 핵분열생성물들을 세척한 후 음이 

온교환수지 에 흡착된 플루토늄을 0.02 M NH2OH - 
HCl-0.5 M HNO3 용액으로 회수하였다.14

사용후핵연료내 플루토늄 정량. PWR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내 플루토늄은 음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하여 분 

리한 다음 조절전위전기량 적정법으로 정량하였다. 전 

기량 적정에 사용할 플루토늄의 양이 최소한 0.250〜 
0.450mg이 되도록 8M 질산 매질 하의 PWR 사용후 

핵연료 용해용액 시료를 해당 시료에 대한 연소도 측 

정 결과를 참고하여 4〜 8 gram 정 도를 정 확히 무게 측 

정하여 취하였다. 시료 용액에 과산화수소를 일정량 가 

하여 3일간 플루토늄의 산화상태를 조절한 후 음이온 

교환수지를 이용하여 플루토늄을 분리한 다음 정량하 

였다. Table 4에는 조절전위전기량 적정방법을 이용하 

여 얻은 PWR 사용후핵연료내 플루토늄의 함량을 나 

타냈다. Table 4의 결과는 실제 시료에 포함된 0.250〜 
0.450 m醐 플루토늄을 전기량 적정하여 그 결과를 시 

료용액 gram당 플루토늄의 양으로 환산하여 나타낸 

값이며, PWR 사용후핵연료내 플루토늄의 함량은 시료 

에 따라 0.5〜0.9% 정도를 나타냈다. 본 실험에서 얻 

은 PWR사용후핵연료내 플루토늄의 정량결과에 대한 

정밀도（상대표준편차, RSD：는 6H 시료에 대해 각각 

0.18 〜 0.53%의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와 같은 본 실험 

에서의 정량결과는 Chitnis 등15이 0.270〜0.550 mg의 

플루토늄을 전기량 적정하였을 때 얻은 0.28 〜0.40% 
의 측정 정밀도와 잘 비교가 된다.

결 론

PWR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을 전기 량 적 

정법으로 정량하였다. 플루토늄은 음이온교환수지를 이 

용하여 분리하였으며 플루토늄 정량은 조절전위전기량 

적정방법을 이용하였다. 플루토늄 표준용액을 이용한 

전기량 정량결과의 정확도는 회수율로 나타냈을 때 

0.230〜3.02 mg 범위에서 평균 회수율 99.36土 0.16% 
이었다. PWR 사용후핵연료 용해용액 시료에 포함된 

0.250〜 0.450 mg의 플루토늄을 음이온 교환법으로 분 

리한 후 조절전위 전기량 적정방법으로 정량한 결과에 

대한 정밀도（상대표준편차, RSD：는 평균 0.38%이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 

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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