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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환경시료 의 극미량의 악티늄계 동 원소들을 분석하기는 무척 어렵다. 이들 원소들은 

개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알 분 법으로 분석한 어떤 핵종들은 검출감도도 높은 편이다. 

이런 극미량의 악티늄계 동 원소들을 분석하기 해 용매추출법이 결합된 TRU-Spec 이온교환수

지와 음이온 교환수지를 사용하여 악티늄계 원소들을 분리한 후 알 분 법으로 검출하 다. 그

리고 U과 Th의 검출한계를 낮추기 해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용하 다. 성자방사화분석법

을 용하기 한 바탕물질로 고순도 V foil을 사용하여 검출감도를 10배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이 분석법을 표 시료인 NIST-4354, IAEA-368 퇴 물 시료에 용한 결과 표 값과 10% 이내에서 

잘 일치하 다.

Abstract : Determination of actinides in the environmental sample requires separation of each element. 

This procedure is tedious and time consuming. And also, the detection limits of some nuclides using 

alpha spectrometry are rather higher. To overcome the lower detection limit and complicated separation 

procedure, a simple analytical technique for the determination of actinide isotopes in the environmental 

samples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IAEA and NIST reference sediment samples. For the separation 

of actinides from matrix, anion exchange resin and TRU-spec extraction chromatography resin were used 

and chemical yields were obtained using natural uranium, thorium, 242Pu and 243Am tracers. For 

overcoming the higher detection limits of U and Th in alpha spectrometr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1)

★ Corresponding author
Phone：+82+(0)42-868-3654  Fax：+82+(0)42-863-9404
E-mail：yyyoon@kigam.re.kr



알 분 법과 성자방사화분석법에 의한 극미량의 악티늄계원소 (Am, Pu, Th, U)분석연구

Vol.17, No.4, 2004

303

was applied. Using combined method, the detection limit was increased about 10 times. The activity 

values of each isotope were consistent with the reference values reported by IAEA and NIST.

Key words : Radiochemical analysis, Actinide, Neutron activation analysis

1. 서  론

원자력 발 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방사성폐기

물의 처분과 방사성 핵종의 인체 해성에 한 사회  

심이  증가하고 있다. 원자력발   핵실험 등

을 통해 발생되는 악티늄계 핵종들은 부분 반감기가 

수천년 이상이고 수 MeV 이상의 높은 알  에 지를 

방출하므로 폐기시 장기간 환경에 향을 미치게 되어 

안 한 처분시설과 리가 필수 이다. 환경 에 이들 

방사성 핵종들이 출될 시에는 주변 토양 는 지하수 

등에 의해 이동하여 식물에 흡수되거나 주변 생태계로 

확산이 된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시료에 한 악티늄계 

원소들의 정확한 분석이 필수 이다. 그러나 환경 에 

존재하는 이들 원소들의 함량은 극미량으로 검출을 

해서는 농축이 필요하며, 알  는 베타입자를 방출하

는 핵종을 측정하고자 할 때 매질에 의한 흡수를 피하

기 해 주 매질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한 검출기의 분해능이 나빠 방출되는 에 지가 비슷하

면 이들 핵종들의 분리도 필요하다.

극미량의 악티늄계 원소들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이

온교환수지법,1 침 법,2 액체용매추출법,3 흡착법,4 추출

크로마토그래피법5-18 등을 사용하는 분석법이 많이 이

용되어 왔다. 그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은 용매추출법

과 이온교환수지법의 장 을 결합한 분리방법으로 최근

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분리방법은 이온교환수

지 에 유기화합물을 코  처리하여 추출크로마토그래

피법과 이온교환수지법을 결합 용시킨 것이다.

부분의 악티늄계 핵종들은 알 입자를 방출하므로 

알 분 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분석법

은 극미량의 핵종을 분석하고자 할 때 바탕값의 향으

로 인해 만족할 만한 검출 한계를 얻을 수가 없다. 최

근에는 보다 나은 검출 한계를 얻기 해 환경시료 

의 pCi/g 미만의 악티늄계원소들을 추출크로마토그래피

와 결합된 ICP/MS17,18 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방법과 생

체 의 극미량의 토륨 동 원소를 성자방사화분석법
16을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검출한계를 낮추기 하여 추출크로

마토그래피법으로 핵종을 분리한 후 알 분 법과 성

자방사화분석법을 사용하여 극미량의 악티늄계 핵종을 

분석하고자 하 다. 한 시료를 성자 조사시 발생되

는 바탕값을 낮추기 해 다양한 기증착용 바탕물질

을 사용하여 불순물의 함량을 조사하고 기증착특성을 

연구하 다.

2. 실  험

2.1. 시약  기구

사용된 시약은 특 시약으로 탈이온수로 녹여 실험에 

사용하 다.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의 각 핵종들의 

추출효율을 알기 해 추 자 용액인 242Pu, 243Am, natural 

uranium, thorium을 사용하 으며 이들 표 용액들은 미

국 NIST 표 물질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추출크로마토

그래피 resin으로 사용된 TRU-Spec resin (Eichrom, USA)

은 27% tributyl phosphate (TBP) 용액에 13% octyl

(phenyl)-N, N-diisobutylcabamonyl-methylphosphine oxide

(CMPO)을 녹여 AG 1X8 음이온 교환수지 에 코  처

리한 것으로 특히 우란 원소 분리를 해 제조된 것이

다. 기증착실험을 해 사용된 바탕물질로는 0.3 mm 

두께의 Al (99.998%), Cu (99.9999%), V (99.7%) 고순도 

박막으로 Alpha Aesar에서 구입을 하여 펀치로 직경 2.5 

cm 크기로 단하여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한 알 분 기는 이온 주입 SSB 검출기

(silicon surface barrier dectector, α resolution ; 25 keV 

FWHM at 5.5 MeV, EG&G Ortec, USA)와 결합된 EG&G 

Ortec사의 576 모델을 사용하 다. 성자방사화분석법

은 알 분 법으로 분석이 끝난 시료를 원자력연구소의 

HANARO 실험용 원자로에서 30분동안 성자 조사 후 

방출되는 감마선 에 지를 HPGe 검출기 (30% efficiency, 

EG&G Ortec,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2.2. 방사화학 분리실험

약 5 g의 퇴 물 시료를 칭량한 후 유기물 연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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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로에서 600 ℃로 하루동안 회화시킨다. 회화시킨 

시료에 242Pu, 243Am 추 자를 첨가한 후 염산, 질산, 불

산  과염소산을 사용하여 완 히 용해시킨다. 용해된 

시료는 증발 건고시킨 다음 8 M 질산용액 20 mL를 사

용하여 재용해시킨 후 미리 8 M 질산용액으로 비된 

Dowex 1X 8 (200～ 400 mesh) 음이온 교환수지에 흘려

다. 시료를 통과시킨 후 resin에 남아 있는 주 매질 원

소들을 제거하기 해 20 mL의 8 M 질산용액을 흘려주

어 238Pu, 239Pu, 240Pu, 242Pu과 4가의 228Th, 230Th, 232Th 

동 원소를 이온교환수지에 흡착시키고 나머지 원소들

은 용리시킨다. 20 mL의 9 M 염산을 흘려주어 음이온

교환수지에 흡착된 Th 동 원소를 분리한 후 20 mL 

0.36 M HCl/0.01 M HF를 흘려주어 Pu 동 원소를 분리

한다. 처음 8 M 질산용액으로 음이온 교환수지에서 용

리된 용액은 증발 건고한 후 2 M HNO3/0.5 M Al

(NO3)3를 사용하여 재용해시킨다. 용해된 시료는 Am의 

흡착능을 향상시키기 해 Al이 첨가된 2 M HNO3/0.5 

M Al (NO3)3를 흘려  TRU-Spec resin에 주입시켜 악티

늄계 원소들인 
234

U, 
235

U, 
238

U, 
241

Am, 
243

Am을 흡착시킨

다. 2 M 질산용액 20 mL를 흘려주어 악티늄계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을 용리시킨다. U과 Am의 경우 

방출되는 알  에 지가 첩되지 않으므로 마지막으로 

0.1 M ammonium oxalate 20 mL를 흘려주어 TRU-Spec

에 흡착된 U, Am을 동시에 용리시킨다. 용리된 각 악티

늄계 핵종을 분석하기 해 고순도 바나듐에 기증착 

시킨 후 알 분 법과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사용하여 

각 핵종의 방사능을 측정한다. 이러한 방사화학  분리

과정을 Fig. 1에 나타내었다.

3. 결과  고찰

방사화학  분리수율은 242Pu, 243Am, natural uranium, 

thorium 추 자를 사용하여 확인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약 20 dpm의 추 자를 사용한 

실험에서 음이온교환수지와 TRU-spec resin을 통해 각 

핵종들  243Am의 92%를 제외하고는 95% 이상의 회수

율을 얻을 수 있었다. TRU-spec resin은 4가, 6가 이온인 

actinide는 2 M 질산 용액에서 분배계수가 103 이상으로 

부분 resin에 흡착이 되나 Am의 경우 3가 이온 상태

로 존재하여 다른 원소에 비해 흡착능이 떨어지나 소량

의 Al을 첨가할 경우 흡착능이 증가한다.6 추 자 실험

에서 음이온교환수지에서 8 M 질산용액으로 Pu, Th을

Fig. 1. Analytical procedure for the separation of actinides 

using extraction chromatography.

Table 1. Chemical yield of actinide using extraction 

chromatography

nuclide yield(%)

234U 95.5±2.3

238
U 98.6±2.2

228
Th 97.5±3.5

230
Th 95.6±5.3

232
Th 98.5±2.3

242Pu   97.2±2.7

243Am 92.8±6.6

다른 원소들로부터 정량 으로 분리가 가능하 으며, 나

머지 actinide 원소인 U, Am은 TRU-spec 용매추출크로

마토그래피 resin을 사용하여 분리할 수가 있었다.

분석감도 향상을 해 알 분 법과 함께 성자방

사화분석법을 사용하 다. 기증착된 U, Th 시료를 

성자조사시키면 238U, 232Th은 (n,γ) 핵반응후 β-decay에 

의해 239Np (t1/2 = 2.35 day)와 233Pa (t1/2 = 27 day)로 변

하게 된다. 한 235U은 핵분열을 일으켜 139Ba을 생성

한 다음 β-decay에 의해 140La을 생성 하므로 이들 핵종

을 분석하여 238U, 235U, 232Th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분리된 악티늄 원소들은 일반 으로 stainless foi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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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lpha spectra of actinide isotopes with different backing materials.

기증착을 시켜 알 분 기로 계측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데 이럴 경우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용시킬 수가 없

다. 기증착용 stainless foil은 부분 Fe와 Cr으로 이

루어져 있는데 이 foil을 성자조사시킬 경우 (n, γ) 핵

반응에 의해 반감기가 긴 59Fe (t1/2 = 44.6 day), 51Cr (t1/2 

= 27.7 day) 핵종이 생성되어 강한 감마선을 방출하므

로 극미량의 U, Th 분석시 바탕값에 크게 향을 주어 

분석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런 분석방해 요

인을 배제시키기 해 고순도 Al, Cu, V foil에 한 U 

기증착 실험을 실시하여 이들 foil에 한 기증착 

특성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Al과 Cu의 

경우 5 N이상의 고순도 속을 구할 수 있었으나 Al의 

경우 표면이 부드러워 매끈한 표면을 얻기 힘들어 기

증착후 표면에서 방출되는 알 에 지의 일부가 산란되

어 피크가 넓어지는 상이 일어나 에 지 분해능이 나

빠졌다. 한 Cu의 경우 (n, γ) 핵반응에 의해 비교  반

감기가 짧은 64Cu (t1/2 = 12.74 hr)와 66Cu (t1/2 = 5.1 

min)이 생성되어 235U, 232Th 분석은 가능하나 반감기가 

2.35일인 238U분석에는 합하지가 않았다. 그러나 V의 

경우 알 분 피크의 분해능이 stainless를 쓴 경우와 비

슷하고 순도가 99.7%로 성자 조사시 반감기가 아주 

짧은 52V (t1/2 = 3.76 min)만 생성되므로 foil 의 불순

물에 의한 분석방해 향만 없다면 가장 당한 증착 

물질로 활용할 수가 있다. 불순물 분석을 해 조사된 

V의 감마선 분 스펙트럼인 Fig. 3에서 강한 187W 피크

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증착용 foil 조제시에 사용된 공

구에 의한 오염으로 증착  foil을 세척하여 함량을 

일 수가 있었다.

이상의 기증착용 바탕물질 특성과 용매추출용 이

온크로마토그래피법을 용하여 환경시료  극미량의 

악티늄계 동 원소 분석을 알 분 법과 성자방사화

분석법으로 실시하 다. 실험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해 인증된 표 시료인 NIST 4354 하상 퇴 토와 IAEA 

368 해 퇴 토를 분석하 다. 먼  알 분 법으로 분

석된 Am, U, Th, Pu의 분 스펙트럼을 Fig. 4에 나타내

었다. 이 그림에서 각각의 핵종들이 주 매질인 토양으

로부터 잘 분리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한 알 분

분석 후 방사화분석법을 용시킨 Fig. 5의 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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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amma-ray spectrum of the high pure vana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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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lpha spectra of IAEA-368 sample after radioche- 
mical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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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amma-ray spectra of electrodeposited IAEA-368 

sample.

토양의 주매질과 다른 미량원소들에 의한 분석간섭을 

배제시키고 U과 Th을 분석한 감마스펙트럼을 확인할 

수가 있다. 표 시료를 분석한 결과인 Table 2에서 부

분의 핵종들이 인증값과 약 5%내에서 잘 일치하고 있으

나 228,230Th의 경우 약 20%정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Am

의 경우 함량이 고 U과 동시 분석에 의한 바탕값의 

향으로 검출감도가 높아져 분석을 할 수가 없었다. 그

러나 Am을 U과 분리하면 바탕값을 낮출 수 있어 Am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V foil을 사용하고 성자방사화 

분석법을 용하여 향상된 U과 Th의 분석감도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는데 238U의 경우 V에 오염된 W의 

향으로 알 분 법과 비슷한 분석감도를 얻을 수 있

었으며 235U, 232Th의 경우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용한 

경우 약 10배의 분석감도 향상을 얻을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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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tical results of reference samples using 

extraction chromatography (Bq/kg)

nuclides  IAEA-368 NIST-4354

certified

values 
this work

certified

values 
this work

234
U 35.7 37.1±2.6 - 21.8±5.5

235U 1.9 1.85±0.14 0.75 0.73±0.26
238U 31 30.1±4.5 17.4 17.1±3.2

228Th 1 1.05±0.36 28.6 21.8±3.2
230

Th 26.7 21.7±0.8 - 13.2±1.3
232

Th 0.3 0.29±0.08 26.8 26.3±1.6
238

Pu 8.5 8.2±0.63 0.26 0.26±0.08
239+240

Pu 3 30.9±0.79 4 4.9±0.4
241

Am 1.3 - 1.1 -

Table 3. Comparision of the detection limit of each 

nuclides

isotope alpha spectrometry(Bq)
a

NAA(Bq)
b

235U 3.3x10-4 2.5x10-5

238
U 3.3x10

-4
1.6x10

-4

232
Th 2.8x10

-4
1.9x10

-5

a ; 3 days counting, 
b ; thermal neutron flux = 2.1x1013 n.cm-2.s-1, irradiation 

time = 1 hour counting time = 10,00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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