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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제 목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2012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0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원전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원자력 발전에 의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로 2009
년에는 연구용 및 상용 원자로를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외적인 원자력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으로 누
적된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그리고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처분이 심각한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이 건설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대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
론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악티나이드 원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핵연료주기와 관련된 기
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악티나이드 화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고
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처분 관련 기술 및 조사핵연료 화학시험 관련 기술을 개
발하기 위해서는 수용액 내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내
악티나이드 정량분석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과제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주요 악티나이
드 원소 (U, Np, Pu, Am, Cm) 이온은 다양한 산화수를 가지며 지하수 등의 수용
액 내에서 매우 특이하고 복잡한 물리‧ 화학적 거동을 보인다. 이러한 복잡한 거동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원소들이 포함된 수용액의 화학적 조성을 알아야
하므로 어떤 종류의 화합물이 어떤 조건에서 얼마만큼의 양으로 존재하는지를 조사
하는 화학종 규명 (chemical speciation)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우라늄을 대
상으로 화학종 규명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밀리 몰 (10- 3 M) 정도의
농도에서 상용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를 이용한 연구에 한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극미량 농도 (trace concentration, 10- 6 M 이하) 조건의 악티나이
드 화학종 규명에 필요한 첨단 레이저 분광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
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간분해 레이저 형광 분광학 (TRLFS, Time-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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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시스템을 구축하여 10- 6- 10- 9 M 농도의 악티나
이드 화학종(U(VI), Cm(III), Am(III) 대상)을 규명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레이저 광음향 분광학 (LPAS, Laser Photo- Acoustic Spectroscopy)
시스템을 구축하여 10- 6- 10- 7 M 농도의 악티나이드 화학종(U(IV), Pu(III- VI),

Np(IV,V) 대상)을 규명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 단계 연구에
서 구축한 레이저 유도 파열 검출 (LIBD, Laser- Induced Bbreakdown Detection)
및 레이저 유도 파열 분광 (LIBS, 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시스템
을 이용하여 나노미터 크기의 미세 악티나이드 콜로이드를 측정함으로써 용해도 상
수를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TRLFS 기술을 적
용할 수 없는 플루토늄 (Pu) 원소에 대해서는 액체 광도파 모세관(LWCC, Liquid

Waveguide Capillary Cell)을 이용한 고감도 흡수 분광 시스템을 구축하여 Pu 가수
분해 화학종 규명에 관한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수용액 내 용존 악티나이드
화학종은 지하수에 존재할 수 있는 리간드와 결합하여 착물을 이루고 있으므로 시
간분해 레이저 형광 분광학 및 액체 광도파 모세관 적용 고감도 흡수 분광학 기술
을 이용하여 이러한 착물의 열역학적 상수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악티나
이드 화학종은 지하수 내 광물과 결합하여 착물을 이루고 있으므로 레이저 분광학
기술 및 적정 (titration) 기술을 이용하여 광물 계면 흡착 착물의 열역학적 상수 자
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첨단 레이저 분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명하고,
사용후핵연료 내 악티나이드 정량분석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악티나이드 화학의
연구기반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시간분해 레이저 형광 분광학 시스템 구축
시간분해 레이저 형광 분광학 (TRLFS, Time- Resolved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기술을 개발하였다. 전체 시스템은 Nd:YAG 레이저와 분광계로 구성
되었고, 분광계에는 광증배관 또는 ICCD (Intensified Charge- Coupled Device) 장치
가 장착되었다.

TRLFS 기술을 이용하여 UO22+ 및 U(VI) 가수분해 화학종 (UO2(OH)+,
(UO2)2(OH)22+, (UO2)3(OH)5+)을 대상으로 화학종 규명 연구를 수행하였다. 들뜸 광
원으로 사용한 레이저빔의 파장과 형광수명에 따라 달라지는 양자효율 (quantum

efficiency) 및 광섬유의 중심 직경(core diameter)에 따라 달라지는 수집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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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efficiency)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나노 몰 (10- 9 M) 농도의 화학종 규명 감도 (speciation sensitivity)
를 달성하였다.

□ 레이저 광음향 분광학 시스템 구축
형광 특성을 갖지 않은 U(IV), Pu(III- VI), Np(IV,V) 화학종을 대상으로 화학종
규명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레이저 광음향 분광학 (LPAS, Laser Photo- Acoustic

Spectroscopy)

기술을 개발하였다. 전체 시스템은 파장가변 OPO (Optical

Parametric Oscilltor) 레이저와 분광계로 구성되었고, 분광계에는 압전체 (PZT,
Piezoelectric Transducer) 센서 장치가 장착되었다.
LPAS 기술을 이용하여 U(IV), Pu(VI) 가수분해 화학종 규명 연구를 수행하였
다. 결과적으로 마이크로 몰 (10- 6 M) 농도 이하의 화학종 규명 감도 (speciation

sensitivity)를 달성하였다.

□ LIBD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용해반응 동적거동 조사
광학적 탐사광(optical probe beam)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레이저 유도 파열
검출 (LIBD, Laser- Induced Breakdown Detection)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나노 콜로이드 입자를 대상으로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가 발생할 때 수반되는 레이
저 유도 충격파에 의해 탐사광의 경로가 편향(deflection)되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
다. 탐사광 편향 신호 크기의 도수분포 (frequency distribution) 곡선에서 봉우리

(peak)와 반폭(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이 나노입자의 크기와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폴리스티렌 표준입자를 이용해 20- 60 nm 크기 범위에
서 크기 측정용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을 구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우라늄 가
수분해 반응으로 생성된 우라늄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를 조사하였다.
압전체(piezoelectric transducer)를 이용하는 이전의 LIBD 기술과 비교해 볼 때,
탐사광 편향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LIBD 기술은 원격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기 때문에 글로브 박스 (glove box) 내부에 위치한 방사성 물질에 적용할 때
유리한 점이 있다. 우라늄 이온 농도가 용해도 한계(solubility limit)를 초과할 때
형성되는 초기 콜로이드 입자를 검출할 수 있을 정도로 측정감도가 좋기 때문에 새
로운 LIBD 기술을 우라늄 가수분해물의 용해도곱(solubility product)을 측정하는데
이용하였다.
악티나이드 가수분해물의 용해도곱은 침전물의 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과포화 상태에서 생성된 악티나이드 가수분해 침전물은 초기의 비결정성 화합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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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에 따라 결정화되면서 용해도, 용존 화학종 및 생성된 콜로이드성 나노입자의
특성 등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TRLFS 기술을 이용하여 용존 화학종의 변화를
추적하고 LIBD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된 콜로이드성 나노입자의 변화를 추적하여
우라늄 가수분해 침전물이 숙성됨에 따라 진행되는 용해 반응 동적 거동을 조사하
였다. 방사선 작업 구역 내에 LIBD 장치를 구축하고 플루토늄 및 넵투늄 가수분해
물의 용해도 실시간 측정 및 용해 반응 동적 거동을 조사하였다.

□ LIBD를 이용한 지하수내 나노입자 분석기술 개발
표층수나 지하수 내 존재하는 나노입자의 특성을 현장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도
록 차량 탑재가 가능한 이동식 LIBD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장치는 기존의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플라즈마 섬광을 측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였고 소형 Nd:YAG 레
이저를 사용하여 장치의 전체 부피가 50×65×81 cm3 소형화하였다. 레이저빔의 특성
차이로 유발되는 LIBD 신호 특성을 조사하여 성능평가를 마쳤고, 한국원자력연구
원내 조성된 지하 처분 연구시설에서 채취한 지하수내 존재하는 나노입자 특성 분
석에 적용하였다.
다양한 물질로 이루어진 미지의 콜로이드 나노입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바
탕자료로서 물성에 따른 LIBD 신호 특성을 조사하였다. 자연계에 흔히 존재하는
실리카 및 알루미나 표준 나노입자를 우선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양한 파장
의 레이저빔을 입사시킴으로써 물성이 다른 나노입자의 크기 분석이 가능한 조건을
조사하였다. 실험실에서 제조한 우라늄 나노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LIBD 신호 특성
을 조사하였다. 우라늄 나노입자는 물성과 무관하게 크기 측정이 가능한 상용화된
입도계(Particle

counter)

및

투과전자현미경(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물리적 크기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LIBD 장치로 측정
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 LWCC를 이용한 Np, Pu 착물 화학종 규명
1.0 m의 광 경로를 가진 액체 광도파 모세관 셀(LWCC, Liquid Waveguide
Capillary Cell)을 상용의 분광광도계에 연결하여 미량의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명
하고자 한다. 흡수스펙트럼 측정에 필요한 악티나이드 표준시료 제조 방법을 연구
하고 제조된 악티나이드 표준시료 내 악티나이드 원소의 산화상태를 일정기간 동안
안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표준시료를 이용하여 각 악티나이드 원소에
대한 농도측정용 검정곡선 (calibration curve), 몰흡광계수 (ε, molar absorption

coefficient, M- 1cm- 1) 및 검출한계(LOD, Limit of Detection)를 조사하였다.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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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도 LWCC 시스템의 성능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석영 셀을 이용한 경우
와 비교, 평가하였다.
흡수분광법을 이용하여 Pu(VI)의 환원반응이 가수분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면서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을 규명하였다. Pu(VI) 가수분해 반응을 규명하기
위하여 근적외선 영역에서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함과 동시에 고감도 LWCC 시스템
을 이용하여 몰흡광계수가 작은 Pu(V)에 대한 농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플루토늄
총 농도를 0.1- 0.12 mM로 고정하였고, 이미 보고된 열역학 상수와의 비교를 위해
바탕 매질의 이온 세기는 0.01 M NaClO4로 고정하였다.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
화탄소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Ar 가스로 채워진 글로브 박스 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고, 글로브 박스 내부의 온도는 21±2℃로 유지되었다.
플루토늄 총 농도가 0.05 mM로 충분히 묽고, 약 1 mM NaClO4가 첨가되어

Pu(VI)의 산화상태가 유지되는 시료를 이용하여 단량체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형성상수를 결정하였다. 시료는 흡수스펙트럼 측정용 표준 석영 셀(Hellma,

Macro117.100F)에 직접 제조하여 가수분해 형성반응의 평형도달을 위해 4일간 교반
하였다. 플루토늄의 산화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화환원전위(redox potential, Eh)
값을 측정하고, 고감도 LWCC 시스템을 이용하여 미량의 Pu(V)를 정량하여 이를

Pu(VI) 가수분해 화학종 형성상수 결정에 반영하였다. 플루토늄 가수분해 침전이
존재하는 시료의 경우 여과법(10 kD filter, Millipore, Centricon YM- 10)을 이용하
여 플루토늄 침전을 분리하고 LSC(Liquid Scintillation Counter)를 이용하여 시료
내에 존재하는 용존 플루토늄 농도를 결정하였다. 생성된 각 가수분해 화학종의 흡
수 특성을 결정하고 이로부터 각 화학종의 농도를 결정하여 가수분해 화학종 형성
상수 및 가수분해 화합물의 용해도곱 상수를 결정하였다.

Np(IV)를 포함한 +4가 악티나이드 이온(An(IV))의 가수분해 화학종은 리간드와
결합하여 삼성분 착물(ternary complex)을 생성하여 용해도나 광물계면에 대한 흡
착거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사성 원소이기 때문에 취급에 어려움이 따르
는 Np(IV) 대신에 유사체로 U(IV)를 사용하여 삼성분 착물 화학종 생성을 분광학
적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선택한 리간드가 U(IV) 이온의 배위자리를 모두 차지하지
않으며, 산성 조건에서도 매우 안정한 이성분 착물, U(IV)- 리간드를 생성한다면 pH
가 증가하더라도 수산이온과 리간드의 치환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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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하였다.

□ LIBS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성분 분석기술 개발
유리시료에 포함된 극미량 원소를 정량분석하기 위해 레이저 유도 파열 분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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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S,

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기술을 이용한 다중원소

(multi- element)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표적인 핵분열 물질과 미량 악티나이드 원소
로 스트론튬(Sr)과 우라늄(U) 원소를 각각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유리시료를 용발(ablation)시키기 위해 532, 355, 266 nm 파장의 레이저빔을 각각
이용하였고, 광학 현미경을 이용해 유리시료 표면에 형성된 구멍(crater)을 관측함으
로써 용발된 양을 분석하였다. 가시광선과 자외선 파장의 레이저빔을 이용하였을
경우의 발광 (emission) 세기를 각각 비교하였다. 자외선 파장을 입사시킨 경우에
가시광선 파장에 비해 발광 세기가 약 10배 증가된다는 것을 관측하였고, 이 현상
을 플라즈마 온도와 용발률(ablation rate)의 변화로 해석하였다. Sr 원소가

41.72- 515.5 ppm 포함된 NIST 표준시료로부터 Sr 정량분석에 필요한 검정곡선
(calibration curve)을 구하였고, 이로부터 측정한 검출한계(LOD, Limit

of

Detection)는 약 1.5 ppm이다. NIST 표준시료에는 U 원소가 0.0721- 461.5 ppm 포
함되어 있으나 발광 신호가 측정되지 않았다. U 원소의 발광 세기를 측정하기 위해

U 원소가 500- 50000 ppm 포함된 유리시료를 자체적으로 제조하였다. 이 시료로부
터 측정한 U 원소의 LOD는 약 500 ppm이다.

□ 휴믹 물질과 악티나이드 화학반응 규명
카올리나이트 (kaolinite, KA) 및 휴믹산(humic acid, HA)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pH(3- 11)에 따른 카올리나이트와 유로퓸(Eu(III))의 흡착에 있어서 휴
믹산이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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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하였다. 반응 상등액 중 HA 농
도는 254 nm에서의 UV 흡광도 (A254) 분석을 통해 결정하였고, Eu(III) 농도는 마
이크로웨이브(microwave)를 통한 전처리 후 ICP- M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카올리나이트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한 후, 휴믹산 농도, 이온세기 및 pH 변
화에 따른 카올리나이트에 휴믹산의 흡착실험을 하였다. pH 변화에 따른 카올리나
이트- 휴믹산, 카올리나이트- 아메리슘 및 휴믹산- 아메리슘 등의 이성분계 흡착반응
및 카올리나이트- 휴믹산- 아메리슘에 대한 삼성분계 흡착반응을 조사하였다. 수용액
에서 HA 농도는 UV- Vis- NIR spectrophotometer(Varian, Cary 5)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고, Am 방사능 농도는 액체섬광계수기(Packard, TR 2770)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 분광학 방법을 이용한 우라늄- 리간드 용존 착물 화학종 규명
TRLFS 및 UV- Vis 흡수 분광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우라늄(U(VI)) 용존 화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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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흄산의 저분자량 모사 리간드인 살리실산 유도체와 U(VI)의 착물종을 규명
하며, 착물 형성 반응에 관련된 열역학 상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를 보
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살리실산 유도체와 U(VI)의 착물 화학종의 분광학
적 특성이 U(VI) 화학종과 유기 리간드의 착물 생성 반응과 관련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해석하는데 이용되는 분광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착물 생성 반응에 관련된 평
형상수 및 생성된 착물의 광학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 악티나이드의 광물계면 표면화학종 생성 규명
세 종류의 산화물 (TiO2 (anatase), SiO2 (비결정성) 및 Al2O3 (비결정성)) 표면에

U(VI)이 흡착될 때 유기산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유기산으로는 살리실산과
피콜린산을 사용하였다. 유기산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U(VI)의 흡착률 변화
를 pH 함수로 측정하였다. 또한 U(VI)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유기산의 흡
착량을 pH 함수로 측정하였다.
피콜린산 리간드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pH에 따른 Eu(III) 이온과 Am(III) 이온의
흡착을 카올리나이트, 숙성된 TiO2, 비결정성 Al2O3, 그리고 결정성 α- Al2O3에 대하
여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비결정성 Al2O3표면에 대한 Eu(III) 및 피콜린산의 흡착반
응에 의해 ≡SO- Eu(III)- L 구조의 삼성분표면착물을 생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리간드 흡수 에너지 전달에 의한 형광측정법으로 확인하였다. 결정성 α- Al2O3의 경
우에도 표면 처리 방법에 따른 흡착 반응의 차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 용액에
방치한 시간에 따른 산- 염기 전위차적정을 수행하여 금속산화물 표면이 산- 염기에
노출되는 시기에 따라 Eu(III) 이온의 흡착에 주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카올리나이
트의 Eu(III) 흡착에 미치는 피콜린산의 영향을 Na+ 이온의 존재 여부에 따른 카올
리나이트의 영구 음전하자리 변화에 따라 조사하였다.

Pu(VI)가 SiO2 표면에서 화학종을 생성하는 경향을 U(VI)의 경우와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착물생성 경향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Pu(VI) 산화상태를 오존첨가법으로
유지할 때의 문제점을 측정하고, 차아염소산 첨가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리간드
가 존재하지 않는 SiO2 표면에서 Pu(VI)과 U(VI)의 흡착면 pH를 비교했다. 착물을
생성할 수 있는 피콜린산염이 존재할 때의 흡착면 pH 변화를 측정하였다. 결과로부
터 Pu(VI)과 U(VI) 표면화학종의 상대적 안정도를 밝히고, 용액상에서 생성되는 착
물의 안정도와 비교했다. U(VI) 이온이 Pu(VI) 이온의 화학반응 유사체로 활용할
수 있는 가를 밝히고자 했다.

U(VI)과 Eu(III)이 실리카 표면에서 일으키는 상호작용을 pH 변화에 따른 두 이
온의 흡착율 변화, 그리고 일정한 pH에서 U(V) 또는/ 그리고 Eu(III) 농도 변화에
따른 형광 스펙트럼과 형광수명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실리카 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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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된 U(VI)이 Eu(III)의 흡착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다. 고체 표면에 흡착된

U(VI)과 용액 상의 Eu(III)의 상호작용을 U(VI)으로부터 Eu(III)으로 에너지 이동에
의한 형광을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실리카 표면에 흡착된 U(VI)- Eu(III)과

U(VI)- Eu(III)의 가수분해 침전의 형광스펙트럼과 형광수명을 비교하여 실리카 표
면에서 U(VI)에 의한 Eu(III) 흡착의 변화가 가수분해 침전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
인하였다.
점토광물인 montmorillonite 표면에서, 각각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잘 형성하는
굳은산과 묽은산으로 분류되는 금속이온의 흡착거동을 비교해서 측정하여 흡착자리
와 금속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련한 화학정보를 얻고자 했다. Pearson의 굳은산
에 해당하는 An(III)의 화학적 유사체로 Eu(III) 이온을 사용하였다. 비교 이온으로
굳은산- 무른산 경계의 특성을 보이는 Cu(II) 이온을 사용하였다. 두 이온의 상호작
용을 높이기 위하여 점토광물의 흡착자리 당량에 해당하는 높은 농도에서 실험하였
다. 높은 농도에서 수산화물 침전 생성이 결과 해석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pH
를 묽은 산 범위(4내지 6)로 한정하고 이온교환반응에 의한 흡착거동 관찰에 중점
을 두었다. 두 이온의 농도와 당량분율 변화가 흡착상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두 이온 사이의 상호작용 여부를 확인하였다.

IV. 연구개발 결과
□ 시간분해 레이저 형광 분광학 시스템 구축
U(VI) 화학종에 대해 나노 몰 (10- 9 M) 농도의 화학종 규명 감도(speciation
sensitivity)를 달성하였다. 이온 세기 0.1 M, pH 1인 조건에서 UO22+ 이온의 형광
스펙트럼과 형광수명(lifetime)을 측정하였다. 488, 509, 533, 559 nm 파장에서의 특
징적인 형광 봉우리(fluorescence peak)를 관측하였고, 형광수명은 1.92± 0.17  이
다. 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경우에는 형광 봉우리가 이동하고, 형광수명 또한 변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UO22+ 이온의 경우에 비해 형광 봉우리는 장파장 방향으
로 이동하고, 형광수명은 길어진다는 특징적인 양상을 정리하였다.

□ 레이저 광음향 분광학 시스템 구축
U(IV), Pu(VI) 화학종에 대해 마이크로 몰 (10- 6 M) 농도의 화학종 규명 감도
(speciation sensitivity)를 달성하였다. 이온 세기 0.1 M, pH 2인 조건에서 U(IV) 자
유 이온에 비해 흡광도가 약 25 배 감소한 U(IV) 가수분해 화합물의 흡수 스펙트럼
을 측정하였다. pH 8, pH 10.4인 조건에서 분광광도계를 이용해 측정한 흡수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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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에 비해 신호 대 잡음비가 매우 우수한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광음향 흡수
스펙트라를 확보하였다. PuO22+, PuO2(OH)+, PuO2(OH)2(aq), PuO2(OH)3- 화학종 특
성을 나타내는 최대 흡수 봉우리 파장이 각각 830, 842, 850, 861 nm임을 확인하였
다.

□ LIBD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용해반응 동적거동 조사
레이저빔에 의해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나노 콜로이드 입자가 파열될 때 발생하
는 레이저 유도 충격파를 탐사광을 이용해 측정하고, 탐사광 신호 크기의 특징적인
양상을 조사하였다. 탐사광 신호 크기의 도수분포 (frequency distribution curve)
곡선에서 봉우리 값과 반폭이 나노입자의 크기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
을 알았다. 또한 탐사광 신호 크기의 도수분포 곡선이 좌우대칭인 모양을 가질 수
있는 실험 조건을 찾았다. 도수분포 곡선이 좌우대칭일 경우에는 가우스 함수 꼴의
정규분포 곡선으로 곡선맞춤(curve fitting)할 수 있기 때문에 나노입자의 크기와 관
련있는 봉우리 값과 반폭 값을 결정하는 것이 쉽다.
이 방법은 비접촉 방식으로 나노입자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과 같
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라늄 가수분
해 반응으로 생성된 미세 우라늄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를 측정해 응용 사례로 제시
하였다. 새롭게 개발한 방법을 글로브 박스 내부에서 우라늄 콜로이드를 측정하는
데 이용하였다. 우라늄 가수분해물의 용해도곱을 측정였고, 측정한 값은 log

  ± 이며,


이미 발표된 이전의 값(log  ±, UO32‧

H2O(cr))과 잘 일치한다.
과포화 상태에서 생성된 우라늄 가수분해 화합물 침전은 초기에 급격한 산도변
화가 관찰되었다. pH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용존화학종 및 나노입자의 특성 변화도
비교적 뚜렷하였다. 수일 후 그 변화가 둔화되면서 용존화학종의 변화는 크게 두드
러지지 않은데 반해 일부 시료에 존재하는 나노입자의 크기는 점점 감소됨이 확인
되었다. 장기간에 걸친 나노입자 크기의 감소는 초기에 생성된 나노입자가 응집되
어 침전을 형성하고 100 nm 이하의 작은 크기의 나노입자만 장기간 용액 속에서
안정하게 부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실험을 수행한 모든 조건의
시료에 대해 일관된 용해반응 동적거동 특성을 언급하기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충분치 못하고 앞으로 계속적인 추적이 필요하다. 우라늄 가수분해물의 동적거동
조사 실험 경험과 결과를 토대로 방사선 동위원소인 플루토늄 및 넵투늄 가수분해
물의 용해반응 동적거동 조사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방사선 작업 구역 내

LIBD 장치를 새로이 구축하고 성능 평가를 마쳤다. 플루토늄 및 넵투늄 가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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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종 규명 실험과 동시에 용해도곱 실시간 측정 및 용해 반응 동적 거동 특성이
조사 중에 있다.

□ LIBD를 이용한 지하수내 나노입자 분석기술 개발
현장에서 직접 나노입자 특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차량 탑재가 가능한 이동식

LIBD 장치를 개발하였다. 기존의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플라즈마 섬광을 측정하
는 방식으로 레이저빔 발생기를 포함한 전체 광학 부품을 크기가 50×65 cm2 인 광
학대에 배열하였고 레이저 제어장치 및 데이터 수집용 컴퓨터를 광학테이블 아래에
설치하여 이동식 랙에 구성하였다. 증류수 및 폴리스티렌 표준 나노입자를 이용하
여 각 표준물질의 문턱에너지 및 S- 곡선 등 특성 자료를 확보하였다. 고정된 레이
저 펄스 에너지에서 폴리스티렌 표준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크기 결정을 위한 검정
곡선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하수 시료 내 존재하는 나노입자의 평균 크기가

108±26 nm이고 농도가 50 ppb 이하로 추정하였다.
다양한 물질로 이루어진 미지의 콜로이드 나노입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바
탕자료로서 물성에 따른 LIBD 신호 특성을 조사하였다. 자연계에 흔히 존재하는
실리카 및 알루미나 표준 나노입자를 우선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대표적인 악
티나이드 원소인 우라늄의 나노입자를 제조하여 실험 대상으로 하였다. 나노입자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이온화 전위에 따라 LIBD 신호 특성에 차이가 관찰되었다.
초기전자를 이온화시키기 위하여 동시에 흡수해야만 하는 광자의 수에 따라 LIBD
신호 특성이 달라졌다. 이들은 각각 355, 441 및 532 nm 파장의 레이저빔을 이용하
여 확인하였다. 우라늄 표준 나노입자를 직접 제조하기 위하여 필터를 이용하였고
제조된 입자에 대한 입도계 (Particle counter) 및 TEM 측정 결과는 LIBD 측정 결
과와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하였다.

□ LWCC를 이용한 Np, Pu 착물 화학종 규명
미량의 악티나이드 원소를 정량할 수 있는 LWCC를 이용한 고감도 흡수분광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전기화학적 혹은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악티나이드 표준시료
를 제조하고,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산화상태를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보
고하였다. LWCC를 이용한 고감도 흡수분광시스템의 검출한계는 U(IV), U(VI),

Np(IV), Pu(V) 및 Pu(VI) 이온에 대해 각각 0.12, 0.71, 0.041, 0.35 및 0.011 μM 농
도로 결정되었고, 이는 상용의 분광광도계와 비교하여 약 30배 향상된 값이다.
개발된 고감도 흡수분광시스템을 이용하여 미량의 Pu(V)을 정량하고 Pu(VI)의
환원반응이 Pu(VI)의 가수분해 화학종 형성상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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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VI) 가수분해 중합체(polymeric species)가 형성되는 진한 플루토늄 농도조건에
서는 환원반응에 의한 영향이 적으나, 묽은 농도 조건에서 생성되는 단량체

(monomeric species)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형성상수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데
극미량의 Pu(V)를 정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오랜 시간동
안 시료 내 플루토늄 산화상태 변화를 관찰하였고, 시료의 pH 조건에 따라 다른 가
수분해 화학종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시료 내 산화환원반응도 다른 동적 거동을 보
였다. 초기 Pu(VI) 총 농도가 0.1- 0.12 mM인 조건에서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으
로 중합체인 (PuO2)2(OH)22+가 생성(logβ°22 = - 7.09±0.22)되었고 PuO2OH+ 이온은
생성되지 않았다.
플루토늄 총 농도가 0.05 mM인 조건에서 생성된 Pu(VI) 가수분해 단량체 화학
종의 흡수특성, 형성상수 및 Pu(VI) 가수분해 화합물의 용해도곱 상수를 결정하였
다. 산화분위기를 조성하여 오차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인 Pu(V) 영향을 배제하였
다. Pu(VI) 가수분해 단량체 화학종의 몰흡광계수는 PuO22+: 546.8±0.9, PuO2(OH)+:

272±26 및 PuO2(OH)2(aq): 436±33 M- 1cm- 1이다.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형성상
수는 log* β°11 = - 5.6±0.3, log* β°12 = - 13.1±0.2 및 log* β°13 = - 24.0±0.8로 결정되었
다. 또한 Pu(VI) 가수분해 화합물의 용해도곱 상수 log* K' s,0 = 8.1±0.3 (I = 0.01 M

NaClO4)를 보고하였다.
방사성 원소이기 때문에 취급에 어려움이 있는 Np(IV) 대신에 U(IV)를 사용하
여 U(IV)PDA(OH)2 삼성분 착물이 생성되는 것을 흡수스펙트럼 변화를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PDA 리간드 자체는 양성자첨가 또는 금속이온배위에 의해 흡광도의
변화는 있으나 흡광파장의 변화는 없으므로 U(IV)의 흡수스펙트럼 변화를 측정하였
다. 중성 화학종 생성에 의한 침전 생성이 육안으로 관찰되었고, 빛의 산란으로 인
해 흡수스펙트럼의 바탕값이 상승되는 현상도 발견하였다. 침전을 제거하고 용액
중의 PDA, U(IV) 및 OH- 농도를 측정하면 삼성분 착물의 용해도곱을 구할 수 있
을 것이며, U(IV) 대신에 Np(IV)를 비롯한 다른 An(IV)의 용해도곱을 구하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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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유도 파열 분
광 (LIBS) 기술을 적용하였다. Nd:YAG 레이저의 제 2- 4 조화파를 이용하여 레이
저 유도 플라즈마를 발생시켰다. Echelle 분광계를 이용하여 200- 780 nm 파장범위
에 분포한 시료의 주성분과 극미량 성분 원소의 LIBS 스펙트라를 분석하였다. 자외
선 파장의 레이저빔을 입사시킬 때 LIBS 신호의 발광 세기가 약 10- 30 배 이상 증
가하였고 이는 자외선 파장의 레이저빔을 입사시킬 때 시료의 용발률이 증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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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따라서 원소별로 다른 검출한계(LOD)를 측정하기 위해 자외선 파장의 레
이저빔을 이용하였다. Sr과 U 원소에 대해 검출한계를 측정할 때 채택한 발광 파장
은 각각 460.733 nm와 358.488 nm이다. Sr 원소에 비해 U 원소의 검출한계가 약

100배 높다는 것을 보였다. 여러 종류의 유리시료에 대해 플라즈마 온도 및 DTA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측정 자료 비교를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에 정리한 LIBS 연구는 고준위 또는 중저준위 폐기물을 유리 고화체
형태로 처분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유리기질에 포함된 미량 원소를 대상으로 선정
한 정량분석 연구이다. 이와는 별개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하는 ‘핵물질 계량
안전조치 기술 개발’ 과제에서는 파이로 공정과 연관된 핵물질 실시간 계량을 위해

LIBS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 420 nm 파장범위에 분포한 시료의 주
성분과 극미량 성분 원소의 LIBS 스펙트라를 분석할 수 있는 Echelle 분광계를 설
치했으며, 유리기질이 아닌 우라늄 원광과 파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체 염폐기
물을 대상 매질로 선정하여 정량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차기 단계 '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과제에서는 원전 냉각수 내 불순물 실
시간 검출을 목표로 설정하여 금속 혼합 산화물 원격 성분 분석에 LIBS 기술을 활
용할 것이다. 파이로 공정과 연관된 핵물질 실시간 계량기술을 개발하는 ' 파이로 안
전조치 기술 개발' 과제에서는 염폐기물 내 우라늄 정량분석 및 고온, 고압의 염 매
질을 대상으로 핵물질을 측정하는데 LIBS 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 악티나이드 화학
종 규명 연구' 과제와 ' 파이로 안전조치 기술 개발' 과제에서는 LIBS 기술을 원전
및 파이로 시설에서의 미량 원소 실시간, 원격 분석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두
과제간의 인력 및 기술 교류를 도모할 것이다.

□ 휴믹 물질과 악티나이드 화학반응 규명
카올리나이트에 대한 휴믹산의 흡착은 전형적인 Langmuir 흡착 특성(pH 3 제
외)을 보였으며, pH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pH 4- 11에서의 최대 흡착량(qmax)은

4.73- 0.47 mg/g의 범위이었다. 카올리나이트에 대한 Eu(III) 흡착은 pH 3- 5에서 급
격히 증가하였고, pH 6 이상에서 흡착포화(adsorption edge)에 도달하는 전형적인

Eu- 광물질 흡착곡선을 보였다. 그러나 HA가 존재하는 경우 pH에 따른 흡착특성에
변화를 보였다. 즉, pH가 낮은 산성영역(pH 3- 4)에서는 카올리나이트에 흡착된 HA
에 의한 Eu의 추가 흡착으로 인해 Eu의 흡착률이 상승하나, 중성 및 알칼리 영역

(pH > 6)에서는 용존 Eu- HA 착물 형성으로 인해 Eu 흡착률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카올리나이트- Eu- HA의 삼성분계에서의 흡착실험 결과는 카올리나이트

- HA, 카올리나이트- Eu 등의 결과와 비교 해석하였고, pH에 따른 흡착 기작의 차
이점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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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농도 및 pH가 증가함에 따라 KA에 대한 HA의 흡착률은 감소하였으나, 이
온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KA에 대한 HA의 흡착률이 증가하였다. HA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A에 대한 Am의 흡착률이 증가하였다. 즉, Am 농도가 1×10- 5 M로 고
정한 후, 산성 영역(pH < 3)에서 Am의 75% 이상이 KA에 흡착되었고, 중성 및 알
칼리 영역(pH > 6)에서 Am의 90% 이상이 KA에 흡착되었다. 점토에 휴믹산과

Am을 동시에 첨가하면, pH가 낮은 산성영역(pH 6 미만)에서는 Am3+이 점토 및 휴
믹산과 흡착반응 등으로 인해 휴믹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서 Am 흡착률
이 증가하였으나, pH가 높은 중성 및 알칼리 영역(pH 8 이상)에서는 HA에 함유한

carboxyl 작용기가 Am3+과 쉽게 착물을 형성하여 그 결과로 Am 흡착률이 큰 폭으
로 감소하였다.

□ 분광학 방법을 이용한 우라늄- 리간드 용존 착물 화학종 규명
UV- Vis 분광광도법과 시간분해 레이저 유도 형광분광법(TRLFS)을 이용하여
흄산의 모사 리간드로 사용한 2,6- Dihydroxybenzoate(DHB)와 U(VI)의 착물형성반
응을 조사하였다. U(VI)- DHB 착물 고유의 전하이동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착물형성반응은 우라늄- 리간드 비가 1:1 또는 1:2 착물을 형성하는 이중 평형반응이
며, 산도에 따라 착물종의 분포가 변한다는 것을 밝혔다. 계산된 착물형성상수 (log

K 1 and log K 2)는 12.4±0.1과 11.4±0.1이다. 이에 더하여, TRLFS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DHB는 U(VI) 화학종들의 형광 소광제(quencher)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특히, 확인된 U(VI) 화학종 모두(UO22+, (UO2)2(OH)22+과 (UO2)3(OH)5+)에
서 정적 (static) 및 동적 (dynamic) 소광작용이 공존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시간
분해 형광 스펙트럼으로부터 리간드 농도에 따른 U(VI) 화학종의 형광세기와 형광
수명을 측정하였으며, Stern- Volmer 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정된 정적소광계
수(K S)는 UO22+, (UO2)2(OH)22+ 과 (UO2)3(OH)5+에 대하여 각각 4.2±0.1, 4.3±0.1 과

4.34±0.08이다. Stern- Volmer 식을 이용한 분석 결과, 단일 또는 이중 배위자 구조
(mono- and bi- dentate)의 U(VI)- DHB 착물이 모두 정적소광효과에 관여하는 바닥
상태 착물임을 확인하였다.

□ 악티나이드의 광물계면 표면화학종 생성 규명
세 종류의 산화물 (TiO2 (anatase), SiO2 (비결정성) 및 Al2O3 (비결정성)) 표면에

U(VI)이 흡착될 때 유기산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유기산으로는 살리실산과
피콜린산을 사용하였다. 유기산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U(VI)의 흡착률 변화
를 pH 함수로 측정하였다. 또한 U(VI)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유기산의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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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량을 pH 함수로 측정하였다.

TiO2의 경우, 살리실산과 피콜린산이 U(VI)과 수용성 착물을 형성함으로써
U(VI)의 흡착률을 저하시킨다. SiO2의 경우, 살리실산은 U(VI) 흡착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피콜린산은 오히려 U(VI) 흡착을 증강시킨다. 이 현상을 삼성분 표면착물

(ternary surface complex) 생성으로 해석하였으며 U(VI) 흡착에 의존하는 피콜린
산의 흡착량 변화, 그리고 흡착된 U(VI)의 형광특성 변화로 확인하였다. Al2O3의 경
우, 살리실산과 피콜린산 모두, U(VI) 흡착과 무관하게, 높은 흡착량을 보였으나

U(VI) 흡착을 감소시키지는 않았다. 따라서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을 배제할 수 없
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광분석과 같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금속산화물 표면의 증류수에 의한 숙성과 결정성이 Eu(III) 이온의 흡착에 미치
는 영향을 각각 TiO2(anatase)와 비결정성 및 결정성 (α- 형) Al2O3를 사용해서 피콜
린산 존재에서 pH에 따른 흡착율 측정법으로 조사하였다. TiO2를 증류수에서 숙성
시키면 Eu(III)의 흡착면 pH가 증가하였으므로 TiO2 표면의 결정성 또는 수산기의
구조에 변화가 있음을 보였다. 이 결과로 양쪽성 산- 염기 특성이 감소한 것을 산염기 전위차적정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흡착이 증가하는 pH 영역이 Eu(III)- 피콜
린산의 수용성 착물을 많이 생성하는 pH 범위까지 증가하였기 때문에 흡착이 감소
되는 결과를 보였다. TiO2 표면에 피콜린산이 Eu(III) 이온과 함께 흡착되었으므로

≡SO- Eu(III)- L 구조의 삼성분표면착물이 생성되었다고 보아야 하지만 흡착률은
감소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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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착하였으므로 흡착률이 피콜린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피
콜린산이 Eu(III) 이온의 흡착과 무관하게 표면의 알루미늄 원소에 배위되는 음이온
흡착을 나타내었다. 흡착된 피콜린산의 일부는 Eu(III)와 ≡SO- Eu(III)- L 구조의 삼
성분표면착물을 생성한 것을 에너지 전달에 의한 형광측정법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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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가 나타났으며 피콜린산의 음이온 흡착은 나타나지 않았다. 비
결정성 Al2O3은 양쪽성 산- 염기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결정성 α- Al2O3에서
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결정성 α- Al2O3에서도 산 용액에 방치한 시간에 따
라 산- 염기 전위차적정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산- 염기를 가하는 시기에
따라 Eu(III) 이온의 흡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카올리나이트의 Eu(III) 흡착에 미치는 피콜린산의 영향은 Na+ 이온의 존재 여부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Na+ 이온이 존재하지 않으면 영구 음전하자리에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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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교환에 의한 흡착이 Eu(III)- 피콜린산 착물 생성을 무시할 수 있는 낮은 pH에서
이루어지므로 피콜린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Na+ 이온이 존재하면 이온교환에 의
한 흡착 대신에 양성자와의 치환반응에 의한 흡착되기 때문에 흡착률이 증가하는

pH가 Eu(III)- 피콜린산 착물 생성을 무시할 수 없는 범위까지 증가하였고 흡착률은
감소하였다. Eu(III) 이온의 흡착과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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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흡착률 변화가 실험오차 범위 내에서 서로 잘 일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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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VI)과 착물을 생성할 수 있는 피콜린산염이 존재하면 Pu(VI) 및 U(VI) 모
두 흡착면 pH가 감소하였으나 Pu(VI)의 흡착면 pH는 U(VI)에 비하여 여전히 더
높은 값을 보였다. 이 현상들은 Pu(VI)의 표면화학종이 U(VI)의 표면화학종보다 안
정도가 낮은 것을 나타내며 용액상에서 생성하는 착물의 안정도와 비교해도 일치하
는 경향이다. 따라서 Eu(III)/Am(III)의 경우와 다르게 U(VI) 이온이 Pu(VI) 이온의
충분한 화학반응 유사체는 아니므로 U(VI)의 열역학자료를 Pu(VI)의 화학거동 자
료로 활용할 때, 실험적 확인이 필요함을 보였다.

U(VI)은 Eu(III)보다 흡착능이 크므로 더 낮은 pH에서 흡착면이 나타났다. 흡착
능이 큰 U(VI)은 경쟁반응에 의해 Eu(III)의 흡착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
히려 증진시켰다. 이것은 실리카에 흡착된 U(VI)의 가수분해 화학종이 Eu(III)과 상
호작용하면서 더 안정한 표면화학종을 형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리카 표면의
흡착자리 밀도와 흡착된 U(VI)의 밀도 비교, 그리고 용액 중에서 pH에 따른 U(VI)
과 Eu(III)의 침전 비교를 통하여 가수분해에 의한 U(VI)의 침적과 침전에 의한

Eu(III)의 흡착 또는 공침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실리카 표면에서의
U(VI)- Eu(III) 에너지 이동은 두 이온 사이의 내부권 상호작용을 나타내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흡착을 증진시킨 원인으로 생각된다. U(VI)과 Eu(III)의 화학결합은

Stern- Volmer 방정식에 따른 U(VI) 형광세기 비율(I0/I)과 Eu(III) 농도 사이의 선
형관계로도 확인되었다. U(VI) 또는 Eu(III) 농도에 따른 과민반응전이(5D0→7F2)의
세기 변화는 U(VI)과 Eu(III)이 1:1 상호작용함을 보였다. U(VI)이 실리카 표면에
흡착되면 수용액에서보다 긴 형광수명을 보이지만 Eu(III)이 함께 흡착되면 짧아진
형광수명을 보임으로써 내부권 화학결합에 의한 U(VI)- Eu(III) 에너지 이동을 보였
다. Eu(III) 이온은 농도가 U(VI) 농도보다 낮을 때는 긴 형광 수명을 보이지만 높
을 때는 짧은 형광수명을 보였다. 서로 이웃하고 있는 Eu(III) 간의 에너지 이동에
의한 소광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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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2+과 같이 결합력이 강한 층간 이온이 존재하면 Na+와 같이 결합력이 약한 층
간 이온으로 교체해야 정확한 CEC 값을 측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모든 점토광물
은 pH가 증가하면 모서리 수산기의 양성자 이탈 때문에 CEC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pH 4 내지 6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Eu(III) 및 Cu(II) 이온의 이온교환
에 의한 흡착반응은 빠르게 평형에 도달했다. 양이온교환에 의한 조건부 흡착평형
상수는 낮은 편차의 재현성을 보였다. Eu(III)과 Cu(II) 이온 흡착상수의 pH 의존성
은 농도의 지배를 받았다. 이온의 양이 CEC 당량에 가까우면 pH가 증가할수록 측
정한 이온교환 흡착상수는 증가하지만 그보다 낮으면 pH와 무관한 일정한 값을 보
였다. 과량의 Eu(III)와 Cu(II) 이온 존재에서 측정한 조건부 이온교환 흡착상수가
이들의 농도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montmorillonite 진흙광물 표면에서 Eu(III)과

Cu(II)의 두 이온이 흡착자리에 대하여 서로 경쟁하는 현상을 보이지만 다른 상호
작용은 없는 것을 나타낸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시간분해 레이저 형광 분광학 시스템 구축
방사성 폐기물 처분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악티나이드 원소의 복잡한 화학 반
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조건에서 화학종 규명(chemical speciation)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화학종 규명은 단순히 화학종의 농도에 관한 정량분석
뿐만 아니라 화학종의 분자식 및 산화상태 구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용액 속에 포함된 악티나이드 원소의 착물 형성 (complexation)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식의 분광광도법(spectrophotometry)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
니 지하수에 포함된 악티나이드의 화학종 규명에 이러한 분광광도계를 이용하는 것
은 대단히 어렵다. 일반적으로 지하수 환경에서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용해도는 마
이크로 몰 (10- 6 M) 농도 이하이기 때문이다.
개발한 시간분해 레이저 형광 분광학 (TRLFS) 기술은 나노 몰 (10- 9 M) 농도의
화학종을 규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감도가 좋다. 따라서 레이저 기반 고감도
분광기술을 이용하여 지하수 환경에서 U(VI), Am(III), Cm(III) 화학종의 복잡한 화
학 반응과 관련된 열역학 상수 자료를 생산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 레이저 광음향 분광학 시스템 구축
개발한 레이저 광음향 분광학 (LPAS) 기술은 마이크로 몰 (10- 6 M) 이하 농도
의 화학종을 규명할 수 있는 감도를 가진다. 따라서 형광 특성을 보이지 않는

U(IV), Pu(III- VI), Np(IV,V) 화학종의 지하수 내 복잡한 화학 반응과 관련된 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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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상수 자료를 생산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 LIBD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용해반응 동적거동 조사
레이저 유도 파열 검출 (LIBD) 기술은 5- 1000 nm 크기 범위의 나노 콜로이드
입자가 ppt- ppb 농도의 극미량으로 수용액에 존재할 때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감도
가 매우 우수한 기술이다. 특히, 광산란 (light scattering) 측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
는 상용의 기기로는 측정이 어려운 100 nm 보다 작은 크기의 초미세 입자를 측정
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탐사광 측정 방식을 채택한 LIBD 기술은 핫셀이나 글로브 박스 등 차폐된 공간
에 존재하는 악티나이드와 같은 방사성 시료뿐만 아니라 인체에 해로운 다양한 물
질들로 구성된 나노입자의 특성을 조사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다양한 우라늄 이온
농도 조건에서 가수분해 반응에 의해 콜로이드 입자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pH를 관
측함으로써 용해도곱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시료 내 생성된 극미량 나노입자의
특성을 직접 조사할 수 있어서 용해반응의 동적거동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
라서 LIBD 기술은 악티나이드 용해도 및 용해반응 동적거동에 관계된 중요한 자료
를 생산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 LIBD를 이용한 지하수내 나노입자 분석기술 개발
지하수 속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작은 콜로이드 입자에 물속에 녹아 있는 방사
성 핵종이 흡착될 경우에는 물의 흐름을 따라 이동하는 콜로이드 입자가 방사성 핵
종의 운반자 역할을 한다. 따라서 초미세 콜로이드 입자를 측정하는 것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의 안전성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인식된다. 이동식 LIBD 장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지하 처분 연구시설뿐만 아니라 지표수나 지하수는 각종 환경
시료내에 존재하는 미량의 나노입자 특성을 조사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지하수내 존재하는 나노입자의 주성분으로 알려진 실리카 및 알루미나와 사용후
핵연료의 주성분인 우라늄 나노입자의 크기 정보는 지하수 환경에서 악티나이드 콜
로이드 입자의 이동 (migration) 거동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동식

LIBD 장치와 물성에 따른 LIBD 신호 특성 자료는 지하수 환경에서 다양한 콜로이
드 입자의 이동과 관계된 중요한 자료를 생산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 LWCC를 이용한 Np, Pu 착물 화학종 규명
1.0 m 광 투과 길이를 갖는 LWCC를 이용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검출한계가 약
30배 제고된 고감도 흡수분광시스템을 이용하면 몰흡광계수가 작아 일반 분광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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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측정이 불가능한 시료뿐만 아니라 시료의 양이 적어 측정이 어려운 시료 또한
흡수스펙트럼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방사성 시료나 고가의 악티나이드 시료에
적용하기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된 악티나이드 표준 시료를 제조기술 및
산화상태 유지기술은 다양한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열역학 자료를 생산하는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미량의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측정하는 기술은 자연수
및 환경시료 중의 악티나이드 원소 측정 등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안정성
평가 연구의 기반기술로 이용될 수 있다.
실례로 이 연구에서 LWCC를 이용한 고감도 흡수분광시스템을 적용하여 얻게
된 플루토늄 및 우라늄의 착물형성반응에 대한 결과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안정성 평가에 필요한 열역학 자료를 보다 간편하면서도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음
을 보였다.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플루토늄 산화상태 및 가수분해 화합물
의 동적거동연구 결과는 수용액 내에서 진행되는 환원반응, 가수분해반응 및 응집
반응 등 플루토늄의 복잡한 변화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중합
체 및 단량체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흡수 특성은 자연수 및 환경시료 중의 플
루토늄 화학종을 직접 정량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열역학 자료를 생
산하는데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LIBS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성분 분석기술 개발
LIBS 기술 활용의 한 사례로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 분야에서의 원소 정량분석
을 들 수 있다. 고준위 방사성 환경에 위치한 물질의 정량분석에 원격 측정이 가능
한 LIBS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기존의 확립된 정량분석 방법에 비해 장점이 있다.
유리를 이용한 유리화 공정(vitrification)을 통해 고준위 액체 폐기물(HLLW)을
견고한 고체상으로 고정시킨 후 영구 처분할 경우, 유리고화체 내에는 핵분열 물질
과 적은 양의 악티나이드 원소가 포함된다. 따라서 LIBS 기술을 적용할 경우에 유
리시료에 포함된 악티나이드 원소의 측정감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리시료에 포한된 악티나이드 원소를 대상으로 수행한 LIBS 연구는 많
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LIBS를 이용한 다중원소의 정량분석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 분야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휴믹 물질과 악티나이드 화학반응 규명
이 연구에서 수행된 휴믹산이 존재하는 경우 카올리나이트에 대한 아메리슘 흡
착반응(KA- HA, KA- Am, HA- Am, KA- HA- Am)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안정성 평가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결과로부터 수용액에서 악티나이드 화합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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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도 및 악티나이드 원소의 환경 중 거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휴믹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카올리나이트 표면에 대한 아메리슘 흡착반응 메카니즘
규명은 지하수 환경에서 악티나이드 원소의 이동을 예측하는데 사용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 분광학 방법을 이용한 우라늄- 리간드 용존 착물 화학종 규명
UV- Vis 분광광도법과 TRLFS를 U(VI)와 유기 리간드의 착물형성상수 및 분광
학적 성질을 측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로부터, 용존 착물종의 화학 구
조도 추론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 확립된 분광분석 기법은 다양한
악티나이드 금속 이온과 유기 착물종을 규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데, 특히, 착물종
에 발색이 있는 경우와, 유기 리간드가 악티나이드 금속이온의 형광의 소광제로 작
용하는 경우에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U(IV), Am(III)등의 악티나이드 이온과 질소, 황 등 다양한 작용기를 갖는 리간드의
착물형성반응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악티나이드의 광물계면 표면화학종 생성 규명
지하수 환경에서 악티나이드 원소의 이동을 지연하는 효과는 침전 생성과 함께
지하 광물계면에서의 흡착반응에 의존한다. 유기리간드는 용존 화학종 생성과 삼성
분 표면착물 생성에 의하여 악티나이드- 계면 흡착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
양한 유기물과 광물질계면으로 구성된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악티나이드의 이동 현
상을 간단한 보편적 모델만으로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 얻은 금
속산화물 계면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자료는 자연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악티나
이드- 계면 반응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높은 신뢰도를 갖는 핵종이동 예측모델
을 구축하는데 활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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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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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orescent species such as U(VI), Cm(III), and Am(III)) to a concentration
range of 10- 6- 10- 9 M. Also, a laser photo- acoustic spectroscopy (LPAS)systems
has been developed to investigate non- fluorescent actinide species, such as
U(IV), Pu(III- VI) and Np(IV,V) at 10- 6- 10- 7 M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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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most dissolved
actinide species in ground water systems exist in forms of complex species, our
aims are to obtain thermodynamic constants of such complexes by using TRLFS
and LWCC- based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In addition, we employed laser
spectroscopy and titration methods to obtain thermodynamic constants related to
the adsorption processes of actinide complex species on mineral surfaces, which
mimic those under ground water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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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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LFS)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The system was constructed with Nd:YAG laser and spectrometer
system adopting photomultiplier tube or intensified charge- coupled device
(ICCD).
TRLFS technology has been used to study on the chemical speciation of
uranium(VI) species, UO22+, UO2(OH)+, (UO2)2(OH)22+, (UO2)3(OH)5+.

Qunatum

efficiency and collection efficiency during TRLFS measurements have been
investigated for free uranyl ion (UO22+) and U(VI) hydrolysis compounds, where
the former depends on the excitation wavelength and fluorescence lifetimes and
the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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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er- based Photo- Acoustic Spectroscopy

(LPAS) System
To study non- fluorescent actinide species, such as U(IV), Pu(III- VI), and
Np(IV,V), laser- based photo- acoustic spectroscopic (LPAS)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The

LPAS

system

that

wavelength- controllable OPO (optical

we

developed

consists

parametric oscillator)

laser

of

a

and a

spectrometer connected to Piezoelectric transducer (PZT) sensors.
The LPAS system has been used to identify the hydrolyzed species of U(IV)
and Pu(VI). As a result, we achieved speciation sensitivity lower than 10- 6 M
levels of concentration.

□ Application of LIBD technology for the investigation of

dynamic behaviors of actinide dissolution re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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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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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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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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olubility product of actinide hydrolysis compound greatly varies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the precipitation. The precipitation of actinide
hydrolysis compound starts to form under a condition of supersaturation. The
initial non- crystal compounds become crystallized during the aging process
where the solubility products and distribution of dissolved spec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lloidal nano- particles are also expected to change. The
TRLFS technic has been used to monitor the change of dissolved species, and
the LIDB technic has been used to examine the dynamic behaviors of colloidal
nano- particles occurring during the aging process. A LIBD setup was
constructed to monitor the solubility in real- time and examine the dynamic
behaviors of dissolution reactions of Pu and Np in a radioactivity working area.

□

Development

of

ground water

technology using LIB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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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 particle analysis

A movable LIBD system which can be carried by automotives has been
developed for in- situ measurement of the characteristics of nano- particles
present in surface or ground water system. This instrument is equipped with a
CCD camera to collect plasma flash and a small Nd:YAG laser, so the overall
instrument dimension is reduced to 50×65×81 cm3. The characteristics of LIBD
signal originating from the difference in laser beam property have been
evaluated. Finally, the LIBD system was applied to characterize the
nano- particles present in the groundwater saple collected at the underground
research facility (KURT) located in KAERI.
To analyze the properties of unknown colloidal nano- particles containing
various materials the characteristics of LIBD signal have been examined
depending on the particle' s physical properties as a background data. Silica and
alumina standard nano- particles were initially selected as target samples because
those elements exist ubiquitously in nature. The wavelength of incident laser
beam was varied to determine the experimental conditions capable of analyzing
the size of particles of different physical properties. Also, lab- made uranium
nano- particles were used to examine the LIBD signal characteristics. For
uranium nano- particles the particle size was separately estimated using a
commercial particle counter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then
the results were compared to those from the LIBD measur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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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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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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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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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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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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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ectroscopic speciation of U(VI)- ligand complexes in

aqueous solution
In this study UV- Vis spectrophotometry and TRLFS were simultaenously used
to determine complex formation constants and spectroscopical properties of
complex

species. A

salicylate derivative molecule was selected as a

low- molecular- weight model ligand for humic acid. It is demonstrated that the
spectroscopical properties of aqueous solution containing such U(VI)- lig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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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es are related to the complex formation reactions. Also, in order to
measure the formation constants of the complex species a few spectroanalytical
methods were introduced to quantitatively interpret the chemical equilibrium of
complex formation rea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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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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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mplex formation of Pu(VI) on SiO2 particle surface was compared to
that of U(VI). The method for maintaining the oxidation state of Pu(VI) has
been explored.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a ligand, i.e., picolinic acid, the
pH of adsorption of SiO2 particles were compared between Pu(VI) and U(VI).
The surface complex stability between Pu(VI) and U(VI) ions were also
compared to determine whether U(VI) ions can be used as a chemica surrogate
for Pu(VI) ions.
The interaction of U(VI) and Eu(III) on silica surface were examined via
measurement of fluorescence spectra and lifetime upon varying pH, ad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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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and relative concentration between U(VI) and Eu(III) at a fixed pH. The
fluorescence spectroscopic data were used to understand the energy tansfer
between two metal ions and to determine the involvement of U(VI) hydrolysis
species for co- adsorption process of U(VI) and Eu(III).
By using montrorillonite, a clay mineral, chemic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interaction between metal ions and adsorption sites on the mineral surfaces were
obtained by comparing the adsorption behaviors of hard and soft acid metal
ions. Eu(III) was selected as a chemical surrogate of An(III) and a hard acid. In
contrast, Cu(II) was selected as a borderline metal ions showing characteristics
of both hard and soft acids. The influence on adsorption coefficients were
measured by varying the concentration and mole ratio of two metal ions. The
experimental conditions such as metal concentration and pH were carefully
selected and described in detail.

IV. Results of the Project
□

Development of TRLFS technology for the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For U(VI) species, the speciation sensitivity in the order of 10- 9 M
concentration has been achieved with the excitation wavelength of 266 nm. The
fluorescence spectrum and lifetime of U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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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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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er- based Photo- Acoustic Spectroscopy

(LPAS) System
By using the LPAS system that we developed the speciation sensitivity lower
than 10- 6 M concentration levels was achieved for U(IV) and Pu(VI)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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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a condition of 0.1 M ionic strength and pH 2, the LPAS system is
capable of monitoring the absorption spectra of U(IV) hydrolysis product which
has approximately 25- fold lower absorbance than that of free uranyl ion. The
photo- acoustic absorption spectra exhibit much better S/N than that obtained
from a conventional spectrometer for Pu(VI) hydrolysis species at pH 8 and pH
10.4. The absorption peaks characteristic of PuO22+, PuO2(OH)+, PuO2(OH)2(aq),
PuO2(OH)3- species appear at 830, 842, 850, and 861 nm, respectively.

□ Application of LIBD technology for the investigation of

dynamic behaviors of actinide dissolution re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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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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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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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eep pH change was observed during the initial precipitation process of
uranium hydrolysis compound.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dissolved
species and nano- particles were also evident with such pH change. During the
following a few days the pH change and the change of dissolved species
became smaller, however, it is found that the size of nano- particles in some
samples was gradually reduced. The long- term particle size reduction may result
from the fact that the initial particles aggregates each other to form solid
precipitation and only smaller nano- particles (<100 nm) are present at later
stage of aging dispersed in bulk solution to be major particle species. To
generalize the characteristics of dynamic behaviors in dissolution process more
investigation is required with the continuous collection of experimental data.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from uranium hydrolysis compound, the dynamic
behaviors of radioactive isotopes, i.e., Pu and Np hydrolysis products are to be
examined.

Thus, a new LIBD system has been setup within a radioactivity

working area and tested to check its performance. The speciation of Pu and Np
hydrolysis species, real- time monitoring of their solubility produc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dynamic behaviors of

dissolution reactions are under

investigation.

□

Development

of

groundwater

nano- particle

analysis

technology using LIBD system
A movable LIBD system which can be carried by automotives has been
developed for in- situ measurement of the characteristics of nano- particles
present in surface or ground water system. This instrument is equipped with a
CCD camera to collect plasma flash and a small laser beam generator.
Therefore, the all optical components were aligned on a optical bench of 50×65
cm2 dimension and a laser controller and data collection computer system were
located in the optical bench within the movable LIBD system. By using DI
water and standard polystyrene (PS) nano- particles the threshold energy and
S- curves for each standard materials were obtained. Based on the calibration
curve obtained using PS particles at a fixed laser pulse energy, the average
particle size and concentration of nano- particles present in ground water samples
was estimated to be 108±26 nm and < 50 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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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nalyze the properties of unknown colloidal nano- particles containing
various materials the characteristics of LIBD signal have been examined
depending on the particle' s physical properties as a background data. Silica and
alumina standard nano- particles were initially selected as target samples because
those elements exist ubiquitously in nature. Depending on the difference in the
ionization potentials of the particle materials different LIBD signal properties
were observed. The LIBD signal properties were chang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photons required to be absrobed to particles for the ionization of first
electron. These were confirmed by applying three different laser wavelengths,
i.e., 355, 441, and 532 nm. Uranium standard nano- particles were prepared in the
lab using micro- filters. The uranium particle size determined by LIBD
measurement was in well agreement with the results from the particle size
counter and TEM within a error r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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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pecies was
determined as log* β' 22 = - 7.34±0.22 at 0.01 M NaClO4. The (PuO2)2(OH)22+
species was disappeared within one month after the sample prepara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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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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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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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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tigated based on the measurement of the plasma temperature and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for several glass samples.

□ Evaluation on the chemical reactions of actinides and humic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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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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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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ectroscopic speciation of U(VI)- ligand complexes in

aqueous solution
In this study the complex formation reactions between uranium(VI) and
2,6- dihydroxybenzoate (DHB) as a model ligand of humic acid were investigated
by

using

UV- Vis

spectrophotometry

and

time- resolved

laser- 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y (TRLFS). The analysis of the spectrophotometric data,
i.e., absorbance changes at the characteristic charge- transfer bands of the
U(VI)- DHB complex, indicates that both 1:1 and 1:2 (U(VI):DHB) complexes
occur as a result of dual equilibria and their distribution varies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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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dependent manner. The stepwise stability constants determined (log K 1 and
log K 2) are 12.4±0.1 and 11.4±0.1. Further, the TRLFS study shows that DHB
plays a role as a fluorescence quencher of U(VI) species. The presence of both
a dynamic and static quenching process was identified for all U(VI) species
examined, i.e., UO22+, (UO2)2(OH)22+, and (UO2)3(OH)5+. The fluorescence intensity
and lifetimes of each species were measured from the time- resolved spectra at
various ligand concentrations, and then analyzed based on Stern- Volmer
equations. The static quenching constants (log K S) obtained are 4.2±0.1, 4.3±0.1,
and 4.34±0.08 for UO22+, (UO2)2(OH)22+, and (UO2)3(OH)5+, respectively. The
results of Stern- Volmer analysis suggest that both mono- and bi- dentate
U(VI)- DHB complexes serve as ground- state complexes inducing static
quench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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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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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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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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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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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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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presence of picolinic acid, the pH of adsorption surfaces were lowered,
however, the surface pH of Pu(VI) was higher than that of U(VI). This
indicates that the stability of Pu(VI) surface complex is lower than that of
U(VI) surface complex, which is in agreement with the stability of dissolved
species. Therefore, the use of U(VI) as a chemical surrogate of Pu(VI) needs a
experimental confirmation for using thermodynamic data.
Since U(VI) has higher adsorption capacity that Eu(III) the adsorption of
U(VI) starts at lower pH region. Interestingly, the presence of U(VI) enhanced
the adsorption of Eu(III) instead of reducing it via a competitive adsorption
reaction. It is speculated that the adsorbed U(VI) hydrolysis species in silica
surface also offer sites for adsorption of Eu(III) which enable formation of more
stable surface Eu(III) complexes. The possible involvement of co- precipitation of
two metal ions and Eu(III) adsorption of U(VI)- precipitation were excluded
based on the density measurement of silica particles and metal precipitates. The
inner- sphere complex formation is likely the main cause of energy transfer
between two metal ions, which is observed while monitoring fluorescence of the
mixture system. A linear Stern- Volmer relation was observed for U(VI)
fluorescence vs. Eu(III) concentration. The presence of hypersensitive transition
(5D0→7F2) observed by varying the concentration of U(VI) and Eu(III) indicates
the 1:1 interaction of two metal ions. While the adsorbed U(VI) species show
generally longer lifetime than that in dissolved state, the U(VI) species
co- adsorbed with Eu(III) on silica surface exhibited shorter lifetimes, which
indicates the energy transfer via innner- sphere chemical bonds. In contrast, the
fluorescence of Eu(III) exhibits a quenching effect as its lifetime become shorter
with the increase of U(VI)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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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sorption of Eu(III) and Cu(II) quickly approaches an equilibrium at pH
4- 6 due to the ionic exchange process. The conditional adsorption formation
constant based on cationic exchange reacitons showed good reproducibility with
low standard deviation. The conditional adsorption constants varied by the pH
and concentration of the metal species. Below CEC equivalent point the ionic
exchange adsorption constants are constant regardless of pH of the solution,
however, near CEC the adsorption constants measured become higher at high
pH. The excess amount of Eu(III) and Cu(II) did not influence the adsorption
constants.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competition toward the adsorption
sites on montmorillonite surface is the only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two
metal 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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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velopment of Laser- based Photo- Acoustic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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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AS) System
The LPAS technology developed so far has a analytical sensitivity capable of
detecting chemical species lower than 10- 6 M concentration. Therefore, it will be
further applied to probe non- fluorescent actinide species such as U(IV),
Pu(III- IV), Np(IV,V) in ground water samples and determine the thermodynamic
constants related to the chemical reactions of those actinide species.

□ Application of LIBD technology for the investigation of

dynamic behaviors of actinide dissolution re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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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IBD technology adopting probe beam detection method can be applied
for determining the particl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colloidal nano- particles
consisting of various toxic materials as well as radioactive samples such as
actinide chemicals contained in isolated area like hot cells and glove bo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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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ddition, this
technique offers a capability of monitoring the characteristics of trace
nano- particles occuring in samples and help understand the dynamic behaviors
of dissolution re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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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velopment

of

groundwater

nano- particle

analysis

technology using LIBD system
Small colloidal nanoparticles in groundwater serve as a crucial carrier for the
migration of water- soluble radionuclid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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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sizes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a nuclear waste disposal. A movable
LIBD instrument can be used to examine the trace amount of nano- particles
present in the environmental samples from surface or ground water system as
well as those from the underground disposal research facility in KAERI
Colloids are generated from uranium, which is known as a major actinide
element of a spent nuclear fuel, or from silca and alumina which is abundant in
grounwater. Thus,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ir size distribution is crucial to
understand their migration behavior in deep groundwater. Therefore, the LIDB
instrument and the data related to LIBD signal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particle physical properties can be used to produce important data regarding the
migration behavior of various nano- particles in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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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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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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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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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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ectroscopic speciation of U(VI)- ligand complexes in

aqueous solution
It is provided that UV- Vis spectrophotometry and TRLFS can be used
together for the measurement of complex formation constants and optical
properties such as molar absorptivities. Also, the molecular structures of the
complex can be deduced. The analytical methods developed in this study to
interpret the spectrophotometric or fluorescence data can be further used to
specifiy other actinide- organic ligand complex compounds, particularly when the
complexes exhibit a chromogenic property or fluorescence quenching effect. In
the future, other actinide complex system including U(IV) and Am(III)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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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d by using the spectroanalytical methods used in this study to
understand complex formation reaction with organic ligands containing various
functional groups including nitrogen and sulf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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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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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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ㆍ화학적 거동을 보인다. 이러한 복
잡한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원소들이 수용액 내에 존재하는 화학적
상태를 알아야 하므로 어떤 종류의 화합물이 어떤 조건에서 얼마만큼의 양으로 존
재하는지를 조사하는 화학종 규명 (chemical speciation)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은 신형핵연료 및 사용후핵연료 재
활용기술 개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기술 개발 분야 등 원자력기술
개발 전반에 걸쳐 공통 기반이 되는 연구이다. 특히, 핵물질 안전조치 (nuclear

safeguard) 또는 조사핵연료 화학시험 분야에서도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를
통해 생산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본 과제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0년대 초ㆍ중반까지 국내에서는 악티나이드 원소
의 보유량, 대상 원소를 취급할 수 있는 인력, 시설 등의 측면에서 여건이 제한적이
므로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과제에서는
현재까지 축적된 부분적인 악티나이드 연구 경험과 보유 중인 연구기자재, 시설 및
전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첨단 레이저 분광 시스템 (TRLFS, LIBD, LIBS 등), 액
체 광도파 모세관(LWCC)을 이용한 고감도 흡수분광 시스템 및 모세관전기이동 시
스템 등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개선하였다. 새롭게 구축, 개선한 장비를 이용해 궁극
적으로 악티나이드 화합물의 용해, 가수분해 및 리간드 착물 반응을 통해 생성된
화학종 특성 조사, 휴믹 물질 및 금속산화물 계면 흡착 악티나이드 화학종 특성 조
사를 수행하고, 악티나이드 동위원소 정량분석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악티나이
드 화학 연구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폐기물 처분을 포함한 후행 핵주기 관련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수용액에 존재하는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거동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악티나이드 원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고려할 수 있는 과학
적 근거는 방사성 원소들이 유동하는 지하수와 접촉하더라도 이동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처분된 악티나이드가 지하수 내에 존재하게 되는 첫 과정은 용해반응이며,
그 양을 결정하는 것은 용해도이다. 또한 악티나이드 이온은 여러 종류의 무기, 유
기 리간드가 존재하고 있는 지하수 조건에서 가수분해 및 착물화 반응을 통해 다양
한 종류의 화학종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악티나이드 화학종은 지하수에 존재
하는 유동성 콜로이드 및 지하수와 접촉하고 있는 광물 계면과 반응함으로써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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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흐름을 따라 이동하는 특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을 심지층에 처분
할 경우에 처분 안전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조건에서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명하고, 열역학 상수 자료를 생산하는 연구
가 필수적이다.
악티나이드 화학종들을 분리하지 않고 제자리에서(in situ) 측정할 수 있는 대표
적인 방법으로 분광기술을 꼽을 수 있다. 분광기술은 화학종 변화, 즉 산화수나 배
위되는 리간드의 종류와 배위수에 따라 금속이온의 에너지 준위가 변하고, 그 결과
로 그에 상응하는 들뜸 (excitation) 및 발광 (emission) 파장이 변하는 현상을 이용
한다. 고전적인 분광기술로서 레이저 광원이 아닌 텅스텐- 할로겐 또는 제논 램프
등의 일반 광원이 장착된 분광광도계나 형광광도계를 이용하여 화학종을 규명할 수
도 있다. 이러한 고전적인 분광기술을 이용할 경우에는 밀리 몰 농도 미만의 화학
종 규명이 대단히 어렵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되어 온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는 대부분 고전적인 분광기술을 이용해 비교적 높은 농도의 악티나이드를
다룬 측면이 있다. 그러나 수용액 상에서 악티나이드 화학종은 농도에 따라 화학적
거동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하수 내 마이크로 몰 농도 이하의 극미량 악티
나이드 화학종을 규명하기 위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마이크로 몰 농도 이하의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악티나이드 화학
종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간분해 레이저 형광 분광 (TRLFS), 레이저 유도 파열 검
출 (LIBD), 레이저 유도 파열 분광 (LIBS) 시스템 및 액체 광도파 모세관(LWCC)
을 이용한 고감도 흡수분광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성능을 실증하였다.
구축한 TRLFS 시스템을 이용하여 극미량 악티나이드 이온이 탄산염 또는 휴믹
산과 반응할 때 형성되는 삼성분 착물(ternary complex)을 규명하기 위한 선행 연
구로 U(VI) 가수분해 이성분 착물(binary complex)을 규명하였다. 또한 방사성 콜
로이드 입자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LIBD 기술을 비접촉식 및 원격 측정이 가
능하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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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ㆍ화학적 특성을 조
사한 결과를 조사하였다.
사용이 간편한 일반광원을 이용하면서도 측정감도를 비교적 높게 증강시킬 수
있는 LWCC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수용액 내에서 형성되는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을 규명하였다.
열거한 종류의 분광기술을 이용해 마이크로 몰 농도 이하의 극미량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명함으로써 핵종이동 예측 및 처분 안전성 평가를 위해 보다 정확한 열
역학 상수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이성분 착물 (binary complex) 화학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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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반응이 복잡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연구 결과가 많지 않은 삼성분 착물

(ternary complex) 화학종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열역학 상수 자료를 생산하는 일
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지하수에 흔히 존재하는 휴믹 물질과 이를 대표할 수 있
는 유기 리간드 및 광물계면, 금속산화물이 함께 존재하는 실험계를 설정하고 악티
나이드- 콜로이드- 유기리간드 화학반응을 조사하였다.
방사성 물질은 hot cell 또는 글로브 박스 내에서 다루는 것이 필수적이며, 현재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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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시료 전처
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 그
러나 LIBS 기술은 시료 전처리 과정을 최소화하고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악티나이드 원소를 비롯한 방사성 물질 분석에 특히 유리한 점이
있다. 현재 원자력 산업 분야에서는 증기 발생기의 부식물 현장 분석과 방사성 폐
기물 유리화 (vitrification) 공정 중의 유리용탕 성분 실시간 분석 등에 LIBS 기술
을 적용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과제에서는 유리화 공정을 이용하여 방
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때 산화물 형태로 유리고화체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원소로서
스트론튬(Sr)과 우라늄(U)을 선정하였고, LIBS 기술을 이용하여 정량분석 하였다.
분광기술을 이용한 측정방법은 흡광계수가 작거나 형광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
일부 악티나이드 화학종 측정에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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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적 간섭을 적게 가하면서도
분리 속도가 빠른 모세관전기이동법을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기술에 적용한 결과
를 정리하였다. 모세관전기이동법은 대부분의 용존 악티나이드 화학종이 전하를 띠
므로 적용할 수 있는 원소와 화학종의 범위가 넓고, 높은 분리 효율, 빠른 분석 속
도, 적은 양의 시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모세관전기이동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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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금속 옥소 음이온(metalloid oxoanion), 비금속 음이온, 이온성 유
기화합물, 금속산화물 콜로이드 등을 서로 분리할 수 있다.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
명하기 위하여 모세관전기이동시스템을 최적화하고, 그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형/ 고연소 미래형 핵연료 개발, 고온
건식 용융염 공정에 의한 우라늄 전환체 제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핵물질
안전조치 등으로부터 다양한 시료에 대한 악티나이드 동위원소 정량분석이 요구되
고 있다. 특히, 신형 원자로나 핵연료 설계에서는 실험적으로 측정한 악티나이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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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소의 선원항 자료를 필요로 하며, 장수명핵종의 소멸처리로(transmutation

reactor)에 장전될 핵연료 중의 악티나이드 동위원소 비(isotope ratio)에 관한 자료
생산에 대비해야 한다. 환경 중에서 악티나이드가 발견되었다면, 이들의 동위원소
비 측정을 통하여 발생원을 추적할 수 있다. 악티나이드 동위원소 비를 측정하면
악티나이드의 화학적 이력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핵사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도 있다. 또, 최근에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또는 수송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하기 위
하여 국내외적으로 burn- up credit 적용기술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연소도별 사용후핵연료 내 존재하는 핵분열 물질 및 악티나이드 동위원소
정량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1978년 고리 1호기가 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 모두 20개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다. 에너지의 자원은 부족하고,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상황에서 원자력에 대한 의존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원자력 의존도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악티나이드를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 문제는 피할
수가 없으며, 처분 안전성 입증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안전성 입증에는 처분
조건에서의 악티나이드 화학거동과 관련한 기초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악티나이드 원소의 지하수 내 화학종 규명 연구를 통하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
분과 관련된 핵심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해야 한다.
한편으로,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핵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적인 감시를 피할 수 없다. 핵활동 감시에 대한 수동적인 대처는 불필요한 오
해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핵물질을 이용하는 국내 연구 활
동에 대한 국제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학술학회 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정보교환 및 인적교류 등을 통하여 적극
적으로 국내 연구 활동을 홍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핵사
찰과 핵물질 통제에 필요한 신뢰할만한 수준의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을 국내
외에 인식시키고 국내 연구의 국제적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감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데 본 과제의 결과물이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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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ㆍ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다루는 연구는 핵확산 감시 대상 연구에 해당되므로 연구
내용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목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악티
나이드 원소의 보유량, 전문 연구인력, 취급시설과 연구기자재 등의 제반 여건이 제
한적이므로 악티나이드 화학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이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현
재까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유일하게 악티나이드 원소를 실제 취급하는 악티나
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KAIST 의 원자력 및 양자
공학과에서 악티나이드 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실험실을 구축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핵연료 개발 및 핵연료 파손의 원인 규명을 위한 연소도 측정 및
핵분열 생성물 분석과 같이 동위원소 측정에 한정된 연구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되었다. 1980년대 말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
화학 조건에서의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당시에는 핵연료 생
산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정에서 사용되는 산성 용액의 비교적 높은 농도

(10- 3- 10- 4 M 이상)의 시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한정되었다. 지하수 등의 중성
용액에서는 악티나이드 원소의 용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가수분해 반응으로 인해
복잡한 악티나이드 화학종들이 생성되므로 상용의 UV/VIS 흡수 분광광도계를 사
용하여 화학종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1900년대에는 색소레이저를 비롯한 일부 장비를 도입하여 악티나이드 원소의 유
사체인 란탄족 원소를 대상으로 미량 (10- 6 M 농도 이하) 화학종 규명 연구를 일부
수행하였고, 연구의 범위를 악티나이드 원소로 확장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방사성폐
기물 처분사업 이관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업무 조정에 의해 더 이상의 체계
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악티나이드 원소와 관련해서 당시에 수행한 연구는
단지 사용후핵연료 시료의 가수분해, Pu 및 Np 이온의 산화수 조절과 같이 화학분
석을 목표로 한 제한적인 분야에 한정되었다. 이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과
제에서 사용후핵연료 용해나 핵종이동모델 검증자료 확보를 위한 수착계수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방사화학 기반연구’ 과제에서 고준위 폐기물로부터 미량 악티나이드
를 분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화학 조건에서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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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농도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흡착 반응을 이해함으로서 악티
나이드 화학종의 거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지난 2004- 2006년 동안 진행된 ‘악티나이드 화학거동
규명 연구’ 과제를 통해 레이저 분광기술을 이용한 연구를 새롭게 시작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수용액에 존재하는 나노미터 크기의 미세 콜로이드 입자를 측정하기 위
한 LIBD (Laser- Induced Breakdown Detection) 장치 및 그 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LIBS (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장치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로 수
용액 속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콜로이드 입자를 측정(크기 측정한계 5 nm, 농도
측정한계 수 ppt)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본 과제 (2007- 2011) 연구에서는 전 단계 (2004- 2006) 연구에서 개발한 LIBD 기
술을 더욱 발전시켜 콜로이드 입자의 특성을 비접촉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악티나이드 화학종에 대한 용해도 실시간 측정을 실증하였다. 그 결
과로 콜로이드 입자, 악티나이드 화학종 및 주변 매질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용해
도 및 착물 생성 관련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다.
이 과제에서는 10- 6- 10- 9 M 농도의 극미량 화학종을 구분할 수 있는 시간분해
레이저 형광 분광 (TRLFS, Time- Resolved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장
치를 구축하여 그 성능을 점검 및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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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하였다. 타 연구기관
에서도 TRLFS 장치를 이용하는 연구를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스펙트럼이 단순한
원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수용액 속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악티나이
드 착물 화학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겨냥한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을 위해서는 pH가
중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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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의 화학종 변화를 다루는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에서의 화학종 규명기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새로운 측
정기술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에 준하여 후행핵연료주기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악티나이드 화학종에 관한 산성 용액에서의 연구조차
수행되고 있지 않다. 한편, 화학분석을 위한 제한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고 있으나
이 또한 산성 용액에서의 거동을 이용하므로 폐기물 처분관련 연구와는 거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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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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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광학적
측정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화학적으로 복잡한 지하수 조건에서 생성되는 악티나이
드 화학종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현황이다.
자연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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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비수용성 착물을 생성할 수 있
다. 다양한 화학종을 측정하기 위해서 분광학적 방법이나 전기화학적 방법 외에도
화학종의 전하량/ 이온반경에 의존하는 전기이동특성을 이용하는 모세관전기이동법
을 활용한다면 화학종 규명 기술을 다양화하여 영역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 국내
의 화학, 환경, 약학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몇몇 연구실에서 모세관전기이동
을 이용하여 DNA, 단백질 등과 같은 유기이온의 분리 및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
으나 금속이온의 화학종 변화나 열역학 자료 획득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는 발
견하지 못하였다. 방사성의 악티나이드 화학종 연구를 수행한 기록은 없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한 정책을 확정하지 않고 계속 기술 추이를 관망하
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는 연구내용이나 그에 관련된 기술개발 역시 제한적인 상황
이다. 그러나 핵연료주기에서 악티나이드 원소들을 분리하여 소멸, 처리하는 공정을
선택하더라도 악티나이드를 포함한 폐기물 발생은 피할 수 없으므로[2- 1] 악티나이
드 화학종 규명과 관련한 기술 개발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지하 처분할 가능성이 가장 크므로 지하
수 및 광물표면에서의 화학종을 규명해야 하는 나노 화학적 연구[2- 2]가 국내 상황
에도 적용된다. 뱃치법으로 측정한 자료들이 지화학적 모델의 적용 결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2- 3] 분광학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흡착 시스템에 관련된 화학종과 반응
메카니즘을 밝히려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2- 4∼2- 6]. 실리카, 알루미나 등과 같은
단순광물이나 벤토나이트와 같은 진흙 표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선진국
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고, 활용할 수 있는 측정기술 개발이 부족하였
기 때문에 분배계수 측정을 넘어 화학종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은 낮은 편
이다. 그러나 본 과제에서 낮은 농도의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측정할 수 있는 분광
학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화학적으로 복잡한 자연 조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삼성
분 표면착물 생성 규명과 같은 미시적 화학거동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
므로[2- 7, 2- 8] 기술 향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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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년대 중반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국내 연구기관에서 환경시료
중 Pu 및 Np 동위원소를 이온교환수지 또는 용매추출법으로 분리한 후 알파분광법
및 질량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다[2- 9∼2- 13]. 주로 제주지역의 화성암, 환
경시료인 토양시료 및 동해 바닷물 시료 중에서 Pu 동위원소를 분리하여 알파방사
능을 측정함으로써 핵종의 발생 근원을 추적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시료에 대해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연소도 측정 과정에 수반되는 U 및 Pu 동위원소를 질량분석법
으로 각각 정량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Np, Am 및 Cm 등의 악티나이드 원소 정량
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들 핵종 자
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자 한다.

제 2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1999년에 일본에서 개최된 OECD/NEA 워크숍에서는 TRLFS, 레이저 광음향 흡
수 분광학 (LPAS, Laser- induced Photo- Acoustic Spectroscopy), 레이저 유도 플라
즈마 이용 콜로이드 측정기술 등을 적용한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사례가 발
표되었고, 레이저를 이용하는 고감도 분광기술을 원자력 분야에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 논의를 한 바가 있다.

10년이 지난 2010년 현재 미국 (LANL), 프랑스 (CEA), 독일 (INE), 일본
(JAEA) 등의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분광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성능을 평
가하는 수준을 넘어서 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적용 연구를 수행
함으로써 폐기물 처분에 실제 적용 가능한 열역학 상수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단
계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화학종 규명 기술의 한계 때문에 이성분 착물

(binary complex)만을 고려하는 단순평형계의 조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황이
며, 가장 기본적인 용해도, 가수분해, 산화- 환원 등에 관한 자료마저 측정기술의 개
발에 맞추어 재측정 및 재해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자료를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
다.

LIBD 기술을 이용한 콜로이드 연구는 1980년대 말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
다[2- 14∼2- 16]. 이들은 물에 녹아있는 불순물 콜로이드를 검출하기 위해 음향학적
으로 레이저 유도 충격파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독일 INE 연구소에서는

1990년 중반에 폐기물 처분 연구에 LIBD 방법을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광학적으
로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2- 17∼2- 19]. 특히, pH 및
시료 농도를 변화에 따른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용해도 정밀 측정 연구에 LIBD 기
술을 적용하여 많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2- 2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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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지하수 조건 내 화학적 거동 규명 기술 수준은 방사성폐기물처분사업 진
행 정도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수용액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미량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선택적으로 측정하고 각 화학종의 형성상수(formation constant)와 같은
열역학적 자료를 축적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2- 23]. 측정기술개발도
함께 수행하고, 그 결과로 확립한 기술을 동일한 화학종에까지 반복해서 적용함으
로써 자료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향상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기술로
는 레이저 형광 분광법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레이저 광음향 분광법

(Laser Photo- Acoustic Spectroscopy) 등과 같은 고감도의 레이저 분광기술을 이용
하여 미량 농도(μM 이하)의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명하는 연구를 들 수 있다

[2- 24∼2- 26]. 상용의 분광광도계를 이용하는 분광기술의 경우에는 검출감도
(detection sensitivity)가 낮기 때문에 광 경로(optical path length)가 긴 모세관셀
(liquid wave guide capillary cell, LWCC)을 결합하여 검출한계를 개선하여 사용하
고 있다[2- 22, 2- 27]. LWCC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셀을 글로브 박스 내부에 설치하
여 측정 중에 시료 내의 악티나이드 화학종이 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광섬유

(optical fiber)를 이용하여 분광광도계와 연결해야 한다. 광 경로가 길면 매질의 흡
수, 그리고 파장에 따른 모세관 기벽에서의 전반사 정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
므로 기술을 적용하기 전에 대표적인 악티나이드 화학종에 대한 농도측정 용 보정
곡선, 몰흡광계수 및 검출한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용액상에서 Pu(VI)의 가수분해 거동에 대한 연구는 1940 년대 연구[2- 28,

2- 29]를 시작으로 전위차 적정법[2- 30, 2- 31], 분광법[2- 32∼2- 35], 용해도 측정법
[2- 36∼2- 38]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Pu(VI)의 환
원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산화수가 다른 플루토늄의 존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 (수 시간) 내에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형성상수를 결정하지만 Pu(VI) 가
수분해 반응이 충분히 평형에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2- 39]. 현재까지

Pu(VI)의 환원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산화상태가 다른 플루토늄의 존재를 고려하여
Pu(VI) 가수분해 상수를 결정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거의 없다. 충분한 반응평형시
간을 부여하면서 근적외선 영역에서 Pu(VI)의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함과 동시에 가
시광선영역에서 Pu(V), Pu(IV) 및 Pu(III)의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정확한

Pu(VI) 가수분해 상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몰흡광계수가 작은 Pu(V)에 대한 검
출 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고감도 LWCC 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와 같은 중성수용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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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광스펙트럼 또는 LIBD를 이용
한 콜로이드 생성[2- 41] 그리고 U(IV)의 경우에 TRLFS를 적용한 것과 같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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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의 측정법[2- 42] 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수 내에서의 An(IV) 거동을
예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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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계면에 대한 흡착거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화학거동 예측을 위하여 삼성분 착물 생성에 관한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악티나이드 화학종과 관련한 열역학 자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악티나이드 원소(III)- 휴믹산 또는 풀빅산의 경우에 TRLFS[2- 47], 평형
투석(equilibrium dialysis)[2- 48], 이온교환[2- 49], 한외여과[2- 50], 모세관 전기이동

(capillary electrophoresis)[2- 51], 용매추출[2- 52] 등을 활용하고 있다. 그 밖에 열계
량법, 전위차법, 반응속도 측정법 등을 적용하기도 한다. 화학종들을 분리하지 않고
제자리에서(in situ)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분광분석법이다. 반응계에 간섭을 일으
키지 않고 낮은 농도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화학종이 변해
도 분광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분광분석법을 적용할 수 없고 화학종을 분리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화학종 특성에 의존하는 개별분리와 감도가 좋은 정량법을
혼용해야 한다. 화학평형계에 대한 간섭이 적으면서 빠르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으
로 모세관전기이동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온성 화학종의 복잡한 조성에 대하여 높
은 분리 효율, 빠른 분석속도, 적은 양의 시료 소모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방
법은 DNA나 단백질과 같은 이온성 유기화합물 분석에 주로 적용되고 있으나 동일
원소로서 산화수가 서로 다른 이온들, 착물을 형성한 이온과 형성하지 않은 이온,
리간드가 서로 다른 착물들, 준금속 옥소 음이온(metalloid oxoanion)들, 비금속 음
이온, 금속산화물 콜로이드[2- 53] 등의 분리와 정량으로까지 적용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유기분자간 착물의 안정도상수[2- 54] 뿐만 아니라 금속이온과 유기리간드 사이
의 착물 열역학 상수 측정[2- 51, 3- 55∼3- 60] 에도 적용하고 있다. ACE, CEC, CGE

, CIEF, CITP, CZE, EKC, MEEKC, MEKC 등의 기술을 응용하고 있다. 적용 농도
범위는 검출기의 감도에 의존하는데 질량분석법 (SF- ICP- MS, 검출한계 = nM)

[2- 51], 레이저유도형광측정법 (LFS, 검출한계 = nM) [2- 61]등을 많이 적용하고 있
다. 방사선계측은 감도가 우수하기는 하지만 분취가 필요하므로 잘 적용하고 있지
않다.
외국에서는 금속산화물 계면에서의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기술 개발을 매우 일
찍부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환경에서의 중금속원소 이동과 같은 개념으로 출발하
였으나 방사성폐기물처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대상원소 범위가 넓어지고, 적용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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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범위가 낮아졌으며 적용기술도 확대되었다. 초기에는 진흙광물을 사용한 실험으
로부터 흡착반응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흡착반응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려는 모델
개발을 위하여 (수)산화알루미늄, 실리카, (수)산화철 등과 같은 단순광물에 대한 흡
착을 연구하였으며, 개발된 모델의 확인 및 개선을 위하여 표면화학종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적용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PIXE, SEM/TEM, EDS, SAED,

XPS, LPAS, TRLFS, LIBD, EXAFS, laser lighter scattering, micro- calorimetry,
CZE, IR, EPR 등과 같이 미시적 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 다량의 금속이온이 흡착되는 경우에는

EXAFS[2- 62] 가, 형광성 금속이온의 미량 흡착에는 TRLFS[2- 63]가, 그리고 다량의
음이온흡착에는 ATR- FTIR 기술[2- 64]들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술들을 적용하여 흡착된 악티나이드 화학종, 결합 형태 (이온결합성/ 공유결합성),
착물 형태 (내부권착물/ 외부권착물, 한 자리/ 두 자리 주개), 결합자리 (광물결정의
면, 모서리, 꼭지), 리간드 영향 (이성분/ 삼성분 표면착물, A형/B형 삼성분 표면착
물), 천연유기물 영향 (휴믹산/ 풀빅산) 등을 반영한 미시적 화학반응을 추론하고, 실
험적 증거를 확보하며, 그에 관련된 열역학 자료들을 도출하고 있다. 위와 같은 활
동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얻고 있으나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처분현장에서
단순하지 않은 산화상태와 화학종을 생성하는 악티나이드 거동을 밝히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된 많은 자료를 실험적으로 확보하는 문제, 자료의 신
뢰성 특히 매우 느린 지화학적 반응의 평형상태에 관한 신뢰성, 연구결과를 핵종이
동 예측에 적용하는 기술 등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 중에서 평형
문제는 수용액/ 광물 계면에서 더욱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광물계면의 결정성이 흡
착에 미치는 영향, 광물의 숙성이 계면의 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악티나이드
및 방사성폐기물처분 관련 재료물질이 광물의 풍화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 결과가
악티나이드 흡착평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중 악티나이드 원소인 Np, Pu, Am 및 Cm 등의 정량은 핵연료 특
성평가 [2- 65, 2- 66], 연소이득 (burn- up credit) 평가 [2- 67∼2- 70] 및 핵물질 추적

(origin) [2- 71] 등에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감손우라늄(depleted uranium)이
236

U,

237

Np,

239

Pu,

240

Pu 및

241

Am 등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 물질은 재처리

공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중 악티나이드 원소의 함
량을 정량하는 것은 조사과정에서 생성 또는 소멸되는 핵종의 함량을 예측하는 코
드 검증에 이용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중 악티나이드 원소를 정량하기 위하여 질
산 또는 염산 용리액을 이용하는 음이온 교환수지법이 이용되고 있다[2- 70, 2- 72].
또한 UO2 중 Am을 분리정제하기 위하여 tri- n- octyl amine (TNOA) 분리관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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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후 diethylhexylphosphoric acid (HDEHP) 분리관을 이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서 pH 2.4에서 Am은 이들 분리관에 선택적으로 흡착되고, pH 1 이하에서 용리된
다. UO2 및 mixed oxide (MOX) 중에 존재하는 Np, Pu, Am 및 Cm을 양이온 교환
분리관에서 2,3- diaminopropionic acid monohydronitrite(DAP)를 용리액으로 사용하
는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IC- ICP- MS)으로 분리한 보고가 있다[2- 65].
일반적으로 전착 후 알파분광법이 다른 방법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간편하므로
환경시료 및 방사성시료 중 악티나이드 원소 정량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2- 73,

2- 75]. 환경시료 또는 사용후핵연료 중에 존재하는 악티나이드 원소를 정량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추적자(tracer)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측정방법 및 측정원소에
따라 적합한 추적자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환경시료 및 사용후핵연료 시료 중 Am, Cm 및 Pu 동위원소를
정량하는데

243

Am,

Pu이 각각 추적자로 권고되고 있다[2- 67]. 그리고

Cm 및

237

Np을 정량하기 위해서는

이 실험실에서는

242

248

248

Cm 및

235

Np 또는

235

236

Np 또는

Np이 사용될 수 있다[2- 76, 2- 77]. 그러나

236

Np의 확보가 어려워 대안으로

239

Np을 각각 추적자 및 스파이크(spike)로 사용하였다.

243

Am과

239

Np은 낮은 감마에너지를

방출하며 반감기가 매우 짧아 (2.35 d) 사용하는데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Pu 동위원소 함량으로부터 동위원소 상관관계식을 구한 후 미지 시료에 적용하여
Pu 동위원소 함량을 구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위원소 상관관계식은
실험적으로 측정한 데이터의 신뢰도를 입증할 뿐 아니라, 미지시료를 탐지하는
핵사찰용으로도 활용되고 있다[2- 78∼2- 83].

Pu/(239Pu+240Pu) 알파 방사능비와

238

Pu의 비방사능(alpha specific activity)과의 상관관계식을 이용하여 미지시료 중 Pu
동위원소 함량을 구하고 있다[2- 72, 2- 73].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중 악티나이드
원소의 함량 및 그 동위원소 조성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고연소 사용후핵연료 중 악티나이드 원소를 정량하여 이들 핵종에 대한 선원항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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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시간분해 레이저 형광 분광학 시스템 구축
제 1 절에서는 U(VI), Cm(III), Am(III)의 화학종에 적용이 가능한 시간분해 레
이저 형광 분광학 (TRLFS, Time- Resolved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시
스템을 구축하고 그 성능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한다. 들뜸 파장의 변화에 따른 화
학종 규명 감도를 조사하였고, UO22+, UO2(OH)+, (UO2)2(OH)22+, (UO2)3(OH)5+와 같
은 우라늄(VI) 화학종 규명 연구를 수행하였다. 266 nm의 들뜸 파장을 이용할 경
우, 나노 몰 농도의 U(VI) 화합물을 구분할 수 있는 화학종 규명 감도를 얻었다. 이
온 세기가 0.1 M, pH가 1인 조건에서 UO22+ 이온의 형광 스펙트럼과 형광 수명을
측정하였다. 488, 509, 533, 559 nm 파장의 특징적인 형광 봉우리를 관측하였고, 측
정한 형광 수명은 1.92± 0.17  이다. U(VI) 가수분해 화합물의 형광 스펙트럼과 형
광 수명의 변화를 이 값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장파장 방향으로 이동한 형광 봉
우리와 길어진 형광 수명을 가진 가수분해 화합물의 특징적인 양상을 보고한다.
가. 서론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폐기물 처분을 포함한 후행 핵주기 관련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수용액에 존재하는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거동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특히, 폐기물을 심지층에 처분할 경우에 처분 안전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하
수 조건에서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chemical speciation of

actinides) 연구가 필수적이다[3- 1- 1, 3- 1- 2]. 악티나이드 이온은 여러 산화 상태로
존재하므로 무기, 유기 리간드가 존재하고 있는 지하수 조건에서 가수분해 및 착물
화 (complexation) 반응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1999년에 일본에서 개최된 국제 워크숍에서는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에 관한
여러 기술들이 발표되었고,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 몰 (10- 6 M) 농도 이하의 극미량
으로 존재하는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분광기술을 이용하
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3- 1- 3]. 주요 악티나이드 원소로는 우라늄(U), 넵
투늄(Np), 플루토늄(Pu), 아메리슘(Am), 큐륨(Cm)을 꼽을 수 있으며, 대표적인 레
이저 분광기술로는 시간분해 레이저 형광 분광학 (TRLFS, Time- Resolved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및

레이저

광음향

분광학

(LPAS,

Laser

Photo- Acoustic Spectroscopy) 등을 꼽을 수 있다. 화학종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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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레이저 분광기술을 이용하여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구분할 수 있는 화학종
규명 감도(speciation sensitivity)는 약 10- 7- 10- 9 M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 1- 4].
분광학적으로 화학종을 규명한다는 것은 흡수 또는 형광 스펙트럼의 봉우리(peak)
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분광 분해능(spectral resolution)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약

10- 9- 10- 12 M)보다는 좋지 않다.
고전적인 분광기술로서 레이저 광원이 아닌 텅스텐- 할로겐 또는 제논 램프 등의
일반 광원이 장착된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나 형광광도계(fluorophotometer)
를 이용하여 화학종을 규명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고전적인 분광기술을 이용할 경우
에는 밀리 몰 (10- 3 M) 농도 미만의 화학종 규명이 대단히 어렵지만 상용으로 판매
되고 있는 완제품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작동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다는 장
점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되어 온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는 대
부분 고전적인 분광기술을 이용해 비교적 높은 농도의 악티나이드를 다룬 측면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몰 농도 이하의 극미량 U(VI) 이온이 탄산염 또는 휴믹
산과 반응할 때 형성되는 삼성분 착물(ternary complex)을 규명하기 위한 선행 연
구로서 U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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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 스펙트럼 및 형광 수명(fluorescence

lifetime)의 특징적인 양상을 지금까지 발표된 관련 논문[3- 1- 5～3- 1- 19] 결과와 비
교하여 보고한다.
나. 실험장치

Nd:YAG 레이저(Continuum, Surelite II)를 광원으로 사용하였다. Nd:YAG 레이
저의 기본 파장은 1064 nm로서 적외선 영역이다. 적외선 파장의 레이저빔이 비선형
결정(nonlinear crystal)을 통과하면 결정의 종류에 따라 조화파 (harmonic wave)
파장으로 바뀐다. 제 2- 4 조화파의 파장을 이용할 수 있고, 각 조화파 파장은 532,

355, 266 nm이다. 이 실험에서는 355와 266 nm 파장의 레이저빔을 각각 광원으로
이용하였을 때, UO22+ 이온에서 발생하는 형광 세기(fluorescence intensity)를 비교
하였다. 레이저빔의 펄스폭은 약 6 ns이고 레이저빔은 1초에 20번 시료에 입사되었
다.
레이저빔이 시료를 통과하면 그림 3- 1- 1에서 보인 것과 같이 시료에서 형광이
발생한다. 수용액 시료를 담은 셀(Hellma, QS 111)은 석영 재질이며, 레이저빔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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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통과하는 광 경로(optical path)는 1 cm이다. 그림 3- 1- 1에서 보인 시료 셀

(a), (b) 및 (c)에는 각각 4×10- 6, 5×10- 4 및 1×10- 1 M의 UO22+ 이온이 담겨있다. 사
진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266 nm 파장의 레이저빔이 진행하고 있으며 자외
선 파장이므로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시료 (a)에서는 아주 약한 형광 흔적을 관측
할 수 있으며, 시료 (b)에서는 녹색 계통의 뚜렷한 형광을 관측할 수 있다. 시료 (c)
에서는 레이저빔이 입사되는 입구에서만 형광을 관측할 수 있는데 이는 시료 (c)의
우라늄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레이저빔이 입구에서 모두 흡수되고 더 이상 진행하
지 않기 때문이다.

TRLFS 시스템의 구성은 형광을 측정하는 검출기(detector)의 종류에 따라 달라
진다. 광증배관 (Photo- Multiplier Tube, PMT) 또는 강화된 전하 결합 장치

(Intensified Charge Coupled Device, ICCD)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각각 구성하였다.
(1) TRLFS 시스템 구성
그림 3- 1- 2(a)에 광증배관을 이용한 경우의 TRLFS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었
다. 레이저빔에 의해 발생된 1 cm 길이의 형광을 그림 3- 1- 2(b)에 보인 광섬유 다
발을 통해 Czerny- Tuner 구조의 단색화 장치(monochromator, Jobin Yvon, model

HR- 250)에 입사시켰다. 초점길이가 250 mm인 단색화 장치에 1200 g/mm의 회절발
(grating)을 설치하였다. 단색화 장치의 입구 및 출구 슬릿은 최대 2 mm(폭)×8
mm(높이)이며, 광섬유 다발의 단면은 입구 슬릿 단면적에 맞도록 제작하였다. 형광
을 모으는 별도의 렌즈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광섬유 다발의 단면이 단색화 장치의
입구 슬릿에 최대한 가까이 위치하도록 조정하였다. 단색화 장치의 출구 슬릿에는
광증배관(Hamamatsu, model R928)을 장착하였다. 광증배관은 185- 900 nm 파장 범
위에서 동작하며, 최대 - 1250 V의 전압을 가해줄 수 있다. 광증배관에서 검출한 형
광 신호의 전류 파형을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 오실로스코프(Lecroy, model 9450A)
를 사용하였다. 극미량 UO22+ 이온의 형광 세기를 추가로 증폭시키기 위해 반응시
간이 빠른 전치 증폭기(pre- amplifier, SRS, model SR240)를 이용하였고, 형광 스펙
트럼을 기록하기 위해 게이트 적분기(gated integrator, SRS, model SR225)를 장착
한 boxcar- averager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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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Beam
(266 nm)

1 cm

(a)

(b)

(c)

Fig. 3- 1- 1. Laser- induced fluorescence for UO22+ in 0.1 M HClO4 (Excitation
wavelength = 266 nm), [U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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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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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l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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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

from the cell

to

단색화 장치의 출구 슬릿에 광증배관 대신 ICCD(Andor, model DH734- 18F- 03)
를 장착한 시스템을 별도로 구성하였다. 이 시스템에서는 증폭기와 게이트 적분기
를 사용하지 않고 ICCD에서 검출한 형광 신호가 바로 컴퓨터에 전달된다. 광섬유
다발을 통해 Czerny- Turner 구조의 단색화 장치(Andor, model Shamrock sr- 303i,
초점길이 303 mm)에 형광을 입사시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단색
화 장치에는 세 개의 회절발(1200, 600 및 300 g/mm)을 설치하였고, 측정하고자 하
는 형광 스펙트럼의 파장 범위와 분해능에 따라 적절한 회절발을 선택하여 사용하
였다. ICCD는 1024×1024 개의 화소(pixel)를 가진 CCD 앞에 광음극(photocathode),

MCP (Micro- Channel Plate), 인광 스크린이 순차적으로 배열된 구조를 가지고 있
다. ICCD에 광자(photon)가 입사되면 광음극에서 발생한 전자가 MCP에서 증폭되
고, 전자를 받은 인광 스크린에서 발생한 광자가 CCD에 입사된다. CCD의 화소 위
치를 파장으로 환산함으로써 회절발을 회전시키지 않고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으
므로 매우 편리하게 형광 스펙트럼을 기록할 수 있다. MCP 양단에 고전압을 가해
전자를 가속시키는 정도에 따라 ICCD의 이득(gain)을 250 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ICCD를 이용할 때의 장점 중 가장 특징적인 점은 광음극과 MCP 사이에 음(- )전압
을 가해줌으로써 광전자가 MCP에 도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게이트 적분기를 별도로 이용하지 않아도 원하는 시간에만 신호를 획득할 수 있는
게이트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 장착된 ICCD의 사용가능한 파장 범위
는 180- 850 nm이다.

(2) 시료 제조
모든 용액은 탈이온수(deionized water, 18   , Academic, Milli- Q System,

Millipore)를 사용하여 제조하였고, 참고문헌 [3- 1- 20]에 설명한 것과 동일한 과정으
로 우라늄 시료를 제조하였다.
다. 결과 및 논의

(1) 화학종 규명 감도
수용액의 pH가 1인 조건에서는 U(VI)의 가수분해 반응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안
정한 상태의 UO22+ 이온만 존재한다. 약산성의 pH 조건에서는 가수분해를 비롯한
착물 형성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흡광도(absorbance)와 형광 세기가 변하기 때문에
강산성 조건(pH 1)에서 측정한 형광 세기가 TRLFS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
는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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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1- 3. Absorption Spectrum for U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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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O22+ 이온의 흡수 스펙
트럼을 보였다. 350- 500 nm 파장 영역의 스펙트럼을 확대하여 삽입 그림으로 나타
내었다. 확대한 스펙트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UO22+ 이온의 흡수 봉우리는

413 nm이다. 이 파장의 빛은 색소 레이저를 사용하여 쉽게 발진시킬 수 있지만, 형
광 스펙트럼을 측정할 때 들뜸 (exctation) 파장으로 이용하면 불리한 점이 있다. 물

(H2O)의 라만 (Raman) 산란이 UO22+ 이온의 형광 스펙트럼과 중첩되기 때문이다.
그림 3- 1- 4에 413 nm의 들뜸 파장을 이용해 측정한 물의 라만 산란과 UO22+ 이
온의 형광 스펙트럼을 함께 나타내었다. 그림 3- 1- 4에서 보인 모든 스펙트럼은 들
뜸 파장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상용의 형광광도계(Spectronic, SLM- AMINCO

Series 2)를 이용하여 측정한 것이다. 그림 3- 1- 4에서 (a)로 표시한 스펙트럼은 순
수한 0.1 M HClO4를 시료로 사용하였을 때 측정되는 물의 라만 산란 스펙트럼이
다. UO22+ 이온의 흡수 봉우리 위치인 413 nm의 들뜸 파장을 입사시켰을 때 물의
라만 산란 봉우리는 480 nm 위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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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 스펙트럼이다. UO22+ 이온의 형광 봉우리들(509, 533 및 559 nm)을 관
측할 수 있으나 488 nm 파장에 위치한 형광 봉우리는 라만 산란 스펙트럼과 중첩
되었으므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 측정한 스펙트럼 (b)에서 (a)를 빼주면 UO22+ 이온
고유의 형광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고, 그 결과를 스펙트럼 (c)로 나타내었다. 물의
라만 산란 세기는 약 1 mM 농도의 UO22+ 이온 형광 세기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10- 6 M 농도 이하의 UO22+ 이온의 형광을 측정할 경우에는 UO22+ 이온의 형광 봉
우리들이 라만 산란 봉우리 가장자리 부분에 묻히기 때문에 거의 구분할 수가 없
다.
이러한 불리한 점을 해소하고, 형광을 유발시키는 양자 수율(quantum yield)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266 nm 파장의 레이저빔을 들뜸 광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
리하다. Nd:YAG 레이저는 다른 종류의 레이저에 비해 유지, 보수에 비교적 신경을
덜 쓰고 이용할 수 있는 완성도가 검증된 레이저로서 355 nm 파장과 266 nm 파장
을 들뜸 광원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림 3- 1- 3의 흡수 스펙트럼에서 볼 수 있듯이
자외선 파장 영역에서 단파장 방향으로 갈수록 UO22+ 이온의 흡광도가 증가하기 때
문에 양자 수율이 증가하며, 특히 355 nm 파장의 레이저빔 보다 266 nm 파장의 레
이저빔을 들뜸 광원으로 이용할 때 증가된 세기의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림 3- 1- 5에 266 nm 파장의 레이저빔을 이용해 측정한 레이저 유도 형광 스펙
트럼의 한 예를 보였다. 게이트 적분기의 지연 시간(gate delay time)을 1  에 맞
추고 PMT 에 - 1.0 kV를 가하였을 때 1×10- 8 M 농도의 극미량 시료에 대해서도

UO22+ 이온의 형광 봉우리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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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1- 4. Raman and fluorescence spectra showing peak position for (a) H2O,
(b) UO22+ in 0.1 M HClO4, (c) = (b) - (a). The commercial fluorometer was
used to measure these spectra (excitation wavelength = 413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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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1- 5 Laser- induced fluorescence spectrum showing peak position for UO22+
in 0.1 M HClO4 (excitation wavelength = 266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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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 5의 스펙트럼에서는 600 nm 보다 장파장 영역에서 또 다른 형광 신호
가 관측되고 있다. 이 형광 신호는 봉우리 파장이 650 nm로서 석영 시료 셀에서 발
생하는 형광 신호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3- 1- 1에서 보인 시료 셀 (a)의 오른쪽 벽
부분에서 미약하게 보이는 빨간색이 이 형광 신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내용은

U(VI) 화학종 규명과는 연관이 없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그림 3- 1- 6에 355와 266 nm 파장의 레이저빔을 광원으로 각각 사용하여 측정한
형광 스펙트럼의 세기를 이용해 UO22+ 이온의 농도 검정 곡선(calibration curve)을
그린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3- 1- 6에서 Y- 축 값은 형광 스펙트럼의 509 nm 파장
에서의 봉우리 값을 나타낸 것이다. UO22+ 이온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형광 세기가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355 nm 파장을 이용한 경우에 비해 266 nm 파장
을 이용하였을 때 약 100 배 증가된 형광 세기를 얻었고, 따라서 화학종 규명 감도
또한 100 배 우수하다. 이는 그림 3- 1- 3의 흡수 스펙트럼에서 볼 수 있듯이 355

nm 파장에 비해 266 nm 파장에서 흡광도가 월등히 크므로 양자 수율 또한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ICCD를 장착한 분광 장치를 이용해도 그림 3- 1- 5, 3- 1- 6에서 보인
것처럼 10- 8- 10- 9 M 농도의 화학종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형광 수명 측정
TRLFS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형광 수명의 변화를 측정하여 화학종을 규
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형광 수명의 측정값은 동일한 조건(농도,

pH, 이온 세기 등)의 시료에 대해서도 보고된 논문에 따라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형광 수명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1- 7에 PMT 에서 검출한 형광 파형을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여
형광 수명을 구한 예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부호는 측정값을 의미하고, 실선은 측
정값을 지수함수로 곡선맞춤(curve fitting)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원 부호 및 사각
형 부호는 각각 pH 1과 3.8인 시료에서 측정한 파형이다. 두 시료의 이온 세기는
똑같이 0.1 M인 조건이다. pH 1인 시료의 형광 수명은 1.92± 0.17  이다. 이 값은
그림 3- 1- 8에서 보인 것과 같이 UO22+ 이온 농도가 1×10- 3 M에서 1×10- 8 M 범위
인 여러 시료를 대상으로 2년에 걸쳐 30회 이상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 및 표준편차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1- 8에서 표시한 실선은 평균값을, 점선은 표준편차의 상
한 및 하한치를 의미한다. 형광 수명은 시료의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3- 1- 17,

3- 1- 19]. 우리 실험실은 계절에 따라 온도가 약 22± 2 oC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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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O22+ concentration.
Fluorescence intensities were taken from the peak values at 509 nm in the
fluorescence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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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1- 7. Fluorescence decay curves for UO22+ ([UO22+] = 4×10- 8 M, PMT
voltage = - 1.0 kV, emission wavelength = 509 nm) at different pHs. Solid lines
were obtained from curve fit with single exponentia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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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1- 8 Determination of fluorescence lifetime of UO22+ in 0.1 M HClO4
(temperature = 22± 2 oC). The solid line and dotted lines mean the average
value and the standard deviation, respectively, obtained from 38 measurements.

- 108 -

이온 세기와 pH를 조절하기 위해 NaClO4와 HClO4 용액을 이용할 경우, 이들 용
액 속의 화학종들은 UO22+ 이온과 착물을 형성하지 않지만 UO22+ 이온의 형광 수명
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H+ 이온의 양이 증가할수록 형광 수명이 길어지고,

Na+ 이온의 양이 증가할수록 형광 수명은 짧아진다고 알려져 있다[3- 1- 14～
3- 1- 16]. 즉, pH와 이온 세기를 조절하기 위해 NaClO4 농도를 증가시키면 형광 수
명이 짧아진다는 것이다. 그림 3- 1- 9에는 H+ 이온의 양에 따른 UO22+ 이온의 형광
수명의 변화를 보였다. 2003년에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 13개 기관의 실험실에
서 동일한 시료를 측정한 결과(round- robin test)에 의하면 HClO4의 양이 1 M,

UO22+ 이온의 양이 5×10- 6 M인 경우, 형광 수명은 7.9± 0.7  이다[3- 1- 18]. 그림
3- 1- 9에서 점선으로 표시한 데이터는 HClO4의 양이 1 M, UO22+ 이온의 양이
4×10- 6 M인 시료에서 측정한 결과이다. 형광 수명이 7.30± 0.30  로서 13개 기관에
서 측정한 평균값과 실험 오차 범위 내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다.
그림 3- 1- 7에서 사각형 부호로 보인 것과 같이 우리 실험의 경우, pH 3.8인 시
료의 형광수명은 1.10± 0.10  로 측정되었다. 이 값은 2년에 걸쳐 10회 이상 측정
한 결과의 평균값 및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 시료의 형광 스펙트럼은 그림

3- 1- 5에서 보인 UO22+ 이온의 형광 스펙트럼과 비교할 때, 형광 세기만 줄어들 뿐
여러 봉우리들의 위치는 동일한 파장에서 나타난다. 이 현상은 pH가 3.8인 시료 내
에 UO22+ 이온만 존재함을 의미하고, H+ 이온 농도 감소 및 Na+ 이온 농도 증가에
따라 UO22+ 이온의 형광 수명이 짧아졌음을 의미한다. 표 3- 1- 1에 시료의 pH와 이
온 세기의 변화에 따른 UO22+ 이온의 형광 수명과 형광 스펙트럼의 봉우리 파장 측
정 결과를 정리하였다.

(3) U(VI) 가수분해 화합물의 형광 스펙트럼과 형광 수명
수용액의 pH가 증가한 조건에서 생성되는 U(VI) 가수분해 화합물은 UO22+ 이온
과 함께 수용액에 존재하므로 이들의 형광 스펙트럼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UO22+ 이온의 형광 스펙트럼을 비롯하여 UO2(OH)+, (UO2)2(OH)22+,

(UO2)3(OH)5+ 등의 화학종 스펙트럼을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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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UO2(OH)+ 이온의 형광
스펙트럼은 UO22+ 이온의 형광 스펙트럼과 거의 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으며 봉우리
파장은 장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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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 스펙트럼으로서 그림

- 109 -

3- 1- 5에서 보인 pH 1에서의 형광 스펙트럼과 비교하여도 봉우리 파장의 차이가 관
측되지 않는다. 반면에 pH 4.0에서 측정한 스펙트럼 (b)는 스펙트럼 (a)와 비교할
때, 전체 모양은 거의 유사하지만 장파장 방향으로 약 7 nm 이동한 봉우리 파장 위
치와 약 5 nm 정도 넓어진 봉우리 반폭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스펙트럼 (a)와 스
펙트럼 (b)는 각각 순수한 UO22+ 이온과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합물인 UO2(OH)+ 이
온의 형광 스펙트럼으로 간주할 수 있다.
수용액의 pH가 더욱 증가하면 (UO2)2(OH)22+와 (UO2)3(OH)5+ 화합물이 생성된다.
그림 3- 1- 10에서 보인 스펙트럼 (c)와 스펙트럼 (d)는 스펙트럼 (a) 및 (b)와 비교
할 때 전체 모양이 다르다. 스펙트럼 (a)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470 nm 파장의 봉우
리가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 스펙트럼 (c)의 봉우리 파장 위치는 스펙트럼 (a)에 비
해 장파장 방향으로 약 9 nm 이동하였으며, 스펙트럼의 반폭은 스펙트럼 (a)보다
더욱 넓어져 스펙트럼 (d)의 경우에는 497, 518 및 541 nm 파장의 봉우리조차 구분
이 명확하지 않다. 참고문헌 [3- 1- 13] 에서는 (UO2)2(OH)22+ 이온의 형광 스펙트럼이

UO2(OH)+ 이온의 형광 스펙트럼과 유사하다고 보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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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
스펙트럼 (c)와 (d)의 모양을 각각 (UO2)2(OH)22+와 (UO2)3(OH)5+ 이온의 형광 스펙
트럼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참고문헌 [3- 1- 6]에서는 우라늄 농도가 0.01 M 일
때, pH가 3 이상인 수용액 조건에서 형광 수명이 두 개의 지수함수 꼴로 나타나는
것을 UO22+ 이온과 함께 존재하는 (UO2)2(OH)22+ 이온의 영향으로 설명하였으며, 수
용액의 pH가 증가함에 따라 그림 3- 1- 10에서 보인 (UO2)2(OH)22+ 이온 형광 스펙
트럼 (c)의 모양이 (UO2)3(OH)5+ 이온 형광 스펙트럼 (d)의 모양으로 변화하는 데이
터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 분석을 토대로 그림 3- 1- 10에서 보인 것과 같이
봉우리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스펙트럼 (d)는 전형적인 (UO2)3(OH)5+ 이온의
형광 스펙트럼이라고 판단한다.
그림 3- 1- 10에서 보인 모든 스펙트럼은 게이트 지연 시간을 1  로 맞춘 조건에
서 측정하였으며 비교하기 쉽게 형광 봉우리의 최대값을 1로 규격화 시킨 결과이
다. 스펙트럼 (d)의 경우, 실제 형광 세기는 스펙트럼 (a)에 비해 약 12 배 크다. 또
한 스펙트럼 (c)와 (d)의 경우에는 게이트 지연 시간을 15  로 맞춘 조건에서 스
펙트럼을 측정하여도 형광 세기만 줄어들 뿐 스펙트럼의 전체 모양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는 (UO2)2(OH)22+와 (UO2)3(OH)5+ 화합물의 형광 수명이 UO22+ 이온의 형
광 수명보다 10- 30 배 길기 때문이다[3- 1- 13, 3- 1- 17].

- 110 -

16

FL Lifetime (ms)

14

[UO22+]=4.2´10 -6 M

12
10
8
6
4
2
0

0.0

0.5

1.0

1.5

2.0

Concentration of HClO 4 (M)
Fig. 3- 1- 9. Lifetime variation of U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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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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1- 1. Fluorescence Lifetime and Peak Wavelength for Various UO22+ Samples.
Ionic
Species

Medium

Strength

pH

(M)
UO22+

(a)

Lifetime

Wavelength

(  )

(nm)

0.1 M HClO4-

0.1

1.0

1.92± 0.17(a)

2.0± 0.1(b)

1.0 M HClO4-

1.0

0

7.30± 0.30(a)

7.9± 0.7(c)

0.1 M NaClO4-

0.1

3.8

1.10± 0.1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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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UO2)3(OH)5+, respectively.

- 113 -

이 보고서에서는 이들 가수분해 화합물의 형광 수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형광 수
명이 UO22+ 이온에 비해 길어진 것은 확인하였지만 정확한 측정값으로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관성 있는 값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3- 1- 10에서 보인 가
수 분해 화합물의 형광 스펙트럼은 반복 실험을 통해서도 일관성 있는 모양을 보이
고 있으나 측정한 형광 수명은 편차가 심하다. 표 3- 1- 1에서 제시한 결과의 정밀도
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편차는 형광 수명의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이 아니라 시료 내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변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UO2(OH)+
이온의 형광 수명은 특히 편차가 심하다. 참고문헌에서 제시한 UO2(OH)+ 이온의
형광 수명도 2.9- 80  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
는 원인을 현재까지도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3- 1- 13, 3- 1- 17].
이렇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보고한

UO22+ 이온의 형광수명 측정값과 그림 3- 1- 10에서 제시한 UO2(OH)+, (UO2)2(OH)22+
및 (UO2)3(OH)5+ 화학종의 형광 스펙트럼은 U(VI) 가수분해 화학종에 유기 또는 무
기 리간드가 결합해서 형성한 삼성분 착물 화학종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되
어야 할 필수 자료이다.
라. 결론
시간분해 레이저 형광 분광학을 이용하여 수용액 내 존재하는 우라늄(VI) 가수
분해 화학종 (UO2(OH)+, (UO2)2(OH)22+, (UO2)3(OH)5+) 규명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
험실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분광장치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들뜸 파장의 변화에
따른 UO22+ 화학종 규명 감도를 조사하였다. UO22+ 이온의 흡광도가 높은 413 nm
파장을 형광 들뜸 파장으로 이용할 경우에 물의 라만 산란 신호가 UO22+ 이온의 형
광 스펙트럼과 중첩된다는 것을 보였다. Nd:YAG 레이저의 제 3 조화파인 355 nm
파장에 비해 제 4 조화파인 266 nm 파장을 이용할 때 양자 수율이 약 100 배 증가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266 nm의 들뜸 파장을 이용할 경우, 나노 몰 농
도의 U(VI) 가수분해 화합물을 구분할 수 있는 화학종 규명 감도를 얻었다. 이온
세기가 0.1 M HClO4인 조건에서 UO22+ 이온의 형광 스펙트럼의 봉우리는 488.5,

510.0, 533.3, 559.7 nm 파장에서 관측되었고, 이는 여러 문헌에서 제시한 값 488,
509, 533, 559 nm 파장과 거의 일치한다. 총 2년에 걸쳐 30회 이상 측정한 UO22+
이온의 형광 수명 평균값 및 표준 편차는 1.92± 0.17  이다. H+ 이온의 양이 증가
할수록 형광 수명이 길어졌고, 특히 H+ 이온의 양이 1 M인 경우에 측정한 UO22+
이온의 형광 수명은 7.3± 0.3  로서 13개 기관에서 측정한 평균값(7.9± 0.7  )과
거의 같은 값을 보이고 있다. 가수분해 화합물의 경우, 형광 봉우리가 장파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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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5- 10 nm 이동 하였으며 형광 수명 또한 10 배 이상 길어진다. 현재까지의 작
업만으로는 가수분해 화합물의 형광 수명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그림

3- 1- 10에 보인 것과 같이 각 화학종에 해당하는 형광 스펙트럼의 특징적인 모양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리간드가 존재할 때 형성되는 삼성분 착물 화학종 규명
및 열역학 자료 생산에 이 논문에서 설명한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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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레이저 광음향 분광학 시스템 구축
제 1 절에서 기술한 시간분해 레이저 형광 분광학은 현재까지 알려진 분광기술
중에서 검출감도(detection sensitivity)가 가장 우수하며 강한 세기의 형광을 방출하
는 U(VI), Cm(III), Am(III) 화학종 규명에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악티나이드 화학
종 중에서 형광을 방출하지 않은 U(IV), Pu(III- VI), Np(IV,V) 화학종 규명에는 적
용할 수가 없다. 제 2 절에서는 U(IV), Pu(III- VI), Np(IV,V) 화학종의 흡수 스펙트
라를 측정할 수 있는 레이저 광음향 분광학 (LPAS, Laser Photo- Acoustic

Spectroscopy)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성능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한다.
레이저 광음향 분광학은 미량 농도(ppt 수준)의 기체 분자를 검출하는 기술로 널
리 알려져 있으며 흡광 특성이 좋은 화학종 매질에 흡수된 레이저 광에너지가 들뜬
상태에서 비방사 전이 (non- radiative transition) 과정을 통해 발생시키는 광음향
신호를 측정하는 기술이다 [3- 2- 1]. 레이저 광음향 분광학 기술 개발 연구에서는 수
용액 속에 녹아 있는 악티나이드 화학종 매질에 입사시키는 레이저빔의 파장을 변
화시키면서 측정한 광음향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써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
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에 열거한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 파장 가변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광음향 분광학 시스템 구축
- 광음향 신호 측정감도 제고기술 개발
- 광음향 신호 보정용 소프트웨어 개발
- U(IV), Pu(VI) 가수분해 화학종 광음향 흡수 스펙트라 측정
가. 서론
흡수 스펙트럼을 기록하기 위해 일반적인 실험장비로서 텅스텐- 할로겐 또는 제
논 램프 등의 광원이 장착된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를 널리 이용하고 있다.
파장 변화가 가능한 레이저 광원을 이용하는 광음향 분광기술은 분광광도계를 이용
하는 경우에 비해 100 배 정도 묽은 농도의 흡수 스펙트럼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
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폐기물 처분을 포함한 후행 핵주기 관련 분야에서의 미량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에 특히 유리하다 [3- 2- 2, 3- 2- 3].
최근에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는 광 경로가 긴 액체 광도파 모세관 셀(LWCC,

Liquid Waveguide Capillary Cell)을 분광광도계에 연결하여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
함으로써 화학종 규명 감도(sepciation sensitivity)를 향상시킬 수도 있으나 현재까
지 개발된 LWCC는 자외선 및 가시광선 파장 영역의 빛만 통과시킬 수 있다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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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으므로 근적외선 파장 영역에서 강한 흡수 스펙트럼을 보이는 Pu(VI)와

Np(IV,V) 화학종 규명에는 이용할 수가 없다.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대상으로 하는 광음향 분광기술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개발되었고 현재까지 10- 7- 10- 8 M 농도의 악티나이드 화학종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를 얻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이는 화학종을 구분할 수 있는 화학종
규명 감도(speciation sensitivity)와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종
류에 따라 달라지는 엄밀한 의미의 화학종 규명 감도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파장 변화 영역이 410- 2400 nm인 펄스형 OPO (Optical

Parametric Oscillator) 레이저를 광원으로, 압전체(piezoelectric transducer, PZT)를
광음향 신호 검출 센서로 이용하는 광음향 분광 시스템을 구축하여 U(IV), Pu(VI)
가수분해 화합물의 흡수 스펙트라를 조사하였다. 압전체를 이용한 광음향 센서를
직접 제작하여 실험에 이용하였고, 10- 6 M 농도 수준의 화합물을 구분할 수 있는
화학종 규명 감도를 얻었다. U(IV), Pu(VI) 가수분해 화합물 흡수 스펙트라의 특징
적인 양상을 정리한다.
나. 실험장치

(1) 압전체를 이용한 광음향 센서 제작
직경 10 mm, 두께 5 mm인 원통형 압전체를 이용하여 광음향 센서를 제작하였
다. 그림 3- 2- 1에서 보인 것과 같이 외경 13 mm, 내경 11 mm인 스테인리스 스틸

(STS304) 원통 속에 압전체를 삽입하였다. 스테인리스 스틸 원통의 한쪽 단면을 두
께 0.04 mm인 얇은 STS304 판으로 용접하여 시료 셀과 접촉하게 하였다. 시료 셀
에서 발생한 광음향파가 압전체에 전송될 때 광음향파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STS304 판과 압전체 사이에는 두께 0.5 mm인 인듐(indium) 금속판을 삽입하였다.
인듐 금속판은 부드러우므로 압전체의 면과 STS304 판이 빈틈없이 접촉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압전체의 다른 한 면에는 광음향 신호를 검출할 수 있도
록 전선을 용접하였다. 전선이 용접된 압전체 면이 STS304 원통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절연체로서 외경 11 mm, 내경 10 mm인 테프론 원통을 STS304 원통
에 삽입하였다. 스프링을 이용하여 압전체를 STS304 판 방향으로 밀어줌으로써 압
전체가 흔들림 없이 STS304 판에 고정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조의 광음향 센서
제조기술은 독일의 기술진에 의해 개발되어 미국 특허 [3- 2- 4] 로 등록된 기술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 특허 내용을 참고하여 실험에 사용한 광음향 센서를 직접 제작하
였다. 그림 3- 2- 1의 아래에는 완성된 센서의 외형 사진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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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304 (f 13)

Teflon (f 11)

STS304 (t 0.04)

to BNC

Spring

PZT

Indium (t 0.5)

Fig. 3- 2- 1. Details of piezoelectric sensor assembly
(upper) and photograph of the external shape of
piezoelectric sensor assembly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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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음향 분광 시스템 구성
Nd:YAG 레이저(Quantel, Brilliant B)의 제 3 조화파(파장 355 nm)로 펌핑되는
OPO 레이저(OPOTEK, Vibrant B)를 레이저 광음향 분광 시스템의 광원으로 사용
하였다. OPO 레이저의 파장 변화 범위는 410- 2400 (signal 410- 710, idler

710- 2400) nm, 레이저빔의 선폭은 410 nm 파장에서 약 4 cm- 1, 700 nm 파장에서
약 7 cm- 1이다. OPO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파장가변 색소 레이저를 광
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두 가지 장점이 있다. 파장 변화 범위가 넓다는 점과
액체 색소 대신 고체 비선형 결정을 레이저 이득 매질로 이용하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제한 구역 내에서 실험을 수행할 때 방사성 액체 폐기물의 양을 줄
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3- 2- 2에 광음향 분광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나타내었다.
레이저빔의 일부는 반사율이 4%인 수정판(quartz plate)에서 반사되어 에너지 미
터로 입사된다. 시료 셀에서 산란되는 레이저빔이 압전체에 직접 입사되어 광음향
신호를 간섭하는 효과를 줄이기 위해 직경이 5 mm인 조리개(iris diaphragm)를 이
용하여 레이저빔의 크기를 조정하였다. 악티나이드 원소가 함유되지 않은 바탕 매
질에서 발생하는 광음향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기준 셀(reference cell)을, 악티나이
드 원소가 포함된 시료에서 발생하는 광음향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시료 셀(sample

cell)을 나란히 설치하여 레이저빔이 같은 경로로 두 셀을 동시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2- 3에 기준 셀과 시료 셀에 레이저빔이 통과하는 사진을 나타내었
다.
압전체에서 발생한 약한 전기 신호를 증폭기(low- noise preamplifier, SRS,

SRS560)를 이용하여 증폭하였고 광음향 흡수 스펙트럼을 기록하기 위해 게이트 적
분기(gated integrator, SRS, model SR225)를 장착한 boxcar- averager를 이용하였
다. 증폭기는 band- pass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30- 300 kHz 사이의 주파수를 가진
전기 신호만을 검출함으로써 낮은 주파수를 가진 전기 잡음을 제거할 수 있도록 조
건을 설정하였다. 광음향 신호의 파형을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Lecroy, model 9450A)를 사용하였다.
그림 3- 2- 4에는 5×10- 5 M 농도의 U(IV) 이온을 함유한 시료 셀에서 검출된 광
음향 신호의 파형과 1 M 농도의 HClO4를 함유한 기준 셀에서 검출된 광음향 신호
의 파형을 각각 나타내었다. 시료 셀에서 측정된 신호에서 기준 셀에서 측정된 신
호를 빼준 후에 레이저 펄스 에너지로 나누어 줌으로써 레이저빔의 파장을 변화시
킴에 따라 달라지는 레이저빔 세기 효과를 보정한 광음향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하
였다. 이러한 과정의 기기 조작 및 데이터 처리를 위해 Labview 기반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그림 3- 2- 5에 측정한 데이터를 예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화
면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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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2- 2. Experimental setup for LPAS system. OPO laser (OPOTEK, Vibrant
B), energy meter (Coherent, EPM 2000), preamplifier (SRS, SR560), gated
integrator (SRS, SR225), Oscilloscope (Lecroy, 9450A), A/D converter (NI, PXI
6251, PC (NI, PXI 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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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2- 3. Photograph of the piezoelectric sensor assemblies attached to the
reference cell and sample cell for LPAS. The laser beam passes the center of
each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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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AS Signal (arb. units)

Signal from sample cell, 0.05 mM U(IV)
Laser
Pulse

Signal from reference cell, 1 M HCl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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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2- 4. Waveforms of the LPAS signal (solid lines) and gate pulses of the
gated integrators (dotted lines). The upper waveform was obtained from the
sample cell containing 0.05 mM of U(IV) at pH 0 and the lower trace was
obtained from the reference cell containing only 1 M HClO4 without U(IV). The
signal subtracted the lower trace from the upper trace showed the corrected
signal corresponding to the absorption of U(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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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mM U(IV)

1 M HClO4

Laser pulse energy

Fig. 3- 2- 5. The representative picture of LabView- based software which controls
the scan of laser wavelength and the simultaneous data acquisition for measuring
absorption spectra in L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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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및 논의

(1) U(IV) 가수분해 화학종 규명
레이저의 파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Ar 가스가 채워진 속이 빈 음극 방전
관(hollow cathode discharge lamp, HCDL)에 레이저빔을 입사시키고 광검류

(optogalvanic, OG)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방전 플라즈마에 포함된 Ar 원자의 흡
수 전이에 해당하는 레이저 파장 위치에서 OG 신호가 증가하므로 OG 스펙트럼을
측정함으로써 레이저의 파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U(IV) 화학종은 650 nm 근처
의 파장에서 몰 흡광계수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림 3- 2- 6에 보인 것과 같이

620- 660 nm 파장 범위에서의 OG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그림에서 아라비아 숫자
로 표시한 것과 같이 파장이 정확하게 알려진 7 개의 Ar 원자 전이선을 확인했으
며, 이 전이선 파장을 기준으로 레이저빔의 파장을 교정하였다. 화살표로 표시하지
않은 전이선은 음극 물질인 우라늄 금속 원자들의 전이선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3- 2- 7에는 5×10- 5 M 농도의 U(IV) 이온이 함유된 시료에서 측정한 광음향
흡수 스펙트라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데이터는 파장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는 레이저 펄스 에너지를 측정한 결과이며 645 nm 파장에서 최대 에너
지가 5 mJ인 조건이다. 수용액의 pH가 0인 시료에서는 U(IV)가 자유 이온 상태로
존재하며 흡수 스펙트럼의 최대 봉우리를 보이는 파장 위치는 647 nm이다. 수용액
의 pH가 2인 시료에서는 pH가 0인 조건에 비해 흡수 스펙트럼의 최대 봉우리를 보
이는 파장 위치가 단파장 쪽으로 심하게 변하며, 최대 봉우리의 크기는 약 25 배
감소한다. 파장 변화에 따른 레이저 펄스 에너지의 변화를 보정한 U(IV) 화학종의
광음향 흡수 스펙트라를 그림 3- 2- 8에 나타내었다. 수용액의 pH가 각각 0과 2인
시료에 대해 최대 봉우리 파장 위치는 각각 647 nm, 627 nm이다. pH 2인 조건에서
존재할 수 있는 U(IV) 가수분해 화학종의 흡수 봉우리는 U(IV) 자유 이온에 비해
파장이 단파장 방향으로 약 20 nm 변했음을 확인하였다.
수용액 속에 녹아 있는 U(IV) 자유 이온의 몰 흡광계수는 56.1 M- 1cm- 1이며, 상
용의 분광광도계(Varian, CARY 3E)로 측정했을 경우의 검출한계는 약 3.2×10- 6 M
이다. 그림 3- 2- 8에서 보인 광음향 흡수 스펙트럼에서 산출한 검출한계는 약

8.2×10- 7 M로서 외국의 타 기관에서 개발한 광음향 분광 시스템에서 동일한 화학종
에 대해 얻은 검출한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제 5 절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광 경로
가 100 cm인 액체 광도파 모세관 셀을 분광광도계에 연결하여 측정한 흡수 스펙트
럼에서 산출한 검출한계가 약 1.2×10- 7 M임을 감안해 볼 때 자외선 및 가시광선 파
장 영역의 광음향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명하는 것이
액체 광도파 모세관 셀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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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2- 6. Optogalvanic spectrum obtained from U/Ar hollow cathode discharge
lamp. Seven peaks designated by Arabic numerals represents the well- known
atomic transition lines of Ar atoms. These peaks can be used to calibrate the
exact wavelength of the laser beam used for L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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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2- 7. Dependence of laser pulse energy on the laser wavelength (dotted
line). Absorption spectra for U(IV) measured by LPAS (solid lines). Two
different uranium samples, U(IV) concentration of 5×10- 5 M at pH 0 and pH 2,
were used for the LPAS. The blue- shifted absorption spectrum at pH 2
suggests the formation of hydrolysis compound of U(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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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2- 8. Absorption spectra for U(IV) measured by LPAS. These
spectra were corrected by using the laser pulse energy which
depends on the laser wavelength. The hydrolysis compound of U(IV)
(blue- shifted spectrum showed approximately 25 times weak signal
magnitude compared with the LPAS signal of U(IV) free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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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u(VI) 가수분해 화학종 규명
그림 3- 2- 9에는 3×10- 5 M 농도의 Pu(VI) 자유 이온이 함유된 시료에서 측정한
광음향 흡수 스펙트라를 보였다. 그림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데이터는 Pu(VI) 이온
이 포함되지 않은 기준 셀에서 측정된 광음향 흡수 스펙트럼으로서 820 nm 파장
보다 장파장 영역에서 물의 흡수에 의해 발생하는 광음향 신호가 Pu(VI) 흡수 스펙
트럼을 측정할 때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시료 셀에서 측정
한 광음향 신호에서 기준 셀에서 측정한 신호를 빼 준 스펙트럼을 오차 막대와 함
께 나타내었다. 고정된 레이저 파장에서의 오차는 레이저 펄스 에너지의 요동에 기
인한 것이다.
그림 3- 2- 10(a)에는 Pu(VI) 이온의 농도를 1×10- 6 M에서 4×10- 5 M 농도 범위로
변화시키면서 측정한 광음향 흡수 스펙트라를 나타내었다. 1×10- 6 M 농도 조건에서
도 Pu(VI) 이온의 흡수 스펙트럼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화학종 규명 감도
가 10- 6 M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2- 10(b)에서는 그림 3- 2- 10(a)에서 보
인 흡수 스펙트라의 최대 봉우리값을 이용해 구한 Pu(VI) 정량 검정곡선을 나타내
었다. 실험에 이용한 Pu(VI) 시료의 농도 변화에 대해 흡수 스펙트라의 최대 봉우
리 값이 선형적으로 변화함을 볼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미지 시료의 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림 3- 2- 11에는 광음향 흡수 스펙트럼과 UV/VIS/NIR 분광광도계(Varian

CARY 5)를 이용해 측정한 흡수 스펙트럼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점선과 실선은 각각 분광광도계를 이용해 측정한 흡수 스펙트럼과 광음향 흡수 스
펙트럼을 의미한다. 1 M HClO4 수용액에 함유된 8×10- 6 M 농도의 Pu(VI) 자유 이
온의 경우, 흡수 스펙트럼의 최대 봉우리 파장 위치는 830 nm이고 pH가 10.4인 조
건에서 5×10- 5 M 농도의 Pu(VI) 이온이 포함된 흡수 스펙트럼의 최대 봉우리 파장
위치는 861 nm임을 알 수 있다. 장파장 방향으로 이동한 흡수 스펙트럼은 높은 pH
조건에서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PuO22, PuO2(OH)+,

PuO2(OH)2(aq), PuO2(OH)3- 가수분해 화학종의 봉우리 파장 위치는 각각 830, 842,
850, 861 nm로 알려져 있다 [3- 2- 5, 3- 2- 6]. 분광광도계를 이용해 측정한 흡수 스펙
트럼에서는 광음향 흡수 스펙트럼에 비해 매우 큰 배경잡음이 미량의 Pu(VI) 가수
분해 화학종의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하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다.
이는 분광광도계에 장착된 광검출기의 특성 때문이다. 최대 900 nm 파장까지 측정
이 가능한 광증배관은 근적외선 파장 영역에서의 검출감도가 자외선 및 가시광선
파장 영역에서의 검출감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광증배관이 아닌 별개의 근적
외선용 광검출기는 800 nm 파장 이상의 파장부터 측정이 가능하지만 800- 900 nm
파장 영역에서의 검출감도는 광증배관에 비해 좋지 않다.

- 128 -

또한 제 5 절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광 경로가 100 cm인 액체 광도파 모세관
셀을 분광광도계에 연결하여 측정한 흡수 스펙트럼에서는 근적외선 파장 영역에서
의 물 흡수 스펙트럼이 강한 배경잡음으로 작용하므로 Pu(VI) 가수분해 화학종 규
명에는 이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U(IV) 가수분해 화학종 규명과는 달리 Pu(VI) 가
수분해 화학종을 규명하는 연구에는 광음향 분광학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대단히
유리하다.
그림 3- 2- 12에는 5×10- 5 M 농도의 Pu(VI) 이온이 함유된 수용액의 pH 값을 변
화시키면서 측정한 흡수 스펙트라를 보였다. pH 5.8인 조건에서 측정한 흡수 스펙
트럼에서 볼 수 있는 두 개의 봉우리(830 nm와 842 nm)는 PuO22+와 PuO2(OH)+ 화
학종이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H 8.0인 조건에서 관측되는 세 개의 봉우리

(842 nm, 850 nm, 861 nm)는 PuO2(OH)+, PuO2(OH)2(aq), PuO2(OH)3- 화학종이 공
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H 10.4인 조건에서의 흡수 스펙트럼에서는

PuO2(OH)3- 화학종이 더욱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고전적인 분광광도계를 이용한
이전의 연구에서는 그림 3- 2- 11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측정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
문에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PuO2(OH)3- 화학종의 몰 흡광계수가 보고된 바 없
다. 따라서 이어지는 연구에서는 광음향 분광기술을 이용하여 Pu(VI) 가수분해 화
학종의 몰 흡광계수와 형성상수를 보다 정확하게 결정하는 실험을 수행할 것이다.
라. 결론
레이저 광음향 분광학을 이용하여 수용액 내 존재하는 U(IV)와 Pu(VI) 가수분해
화학종 규명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레이저 광음향 분광장치의 성
능을 파악하기 위해 가시광선 파장 영역에서 최대 흡수를 보이는 U(IV) 자유 이온
의 광흡수 스펙트라를 측정한 결과로 8.2×10- 7 M 농도에 해당하는 검출한계를 얻었
다. 이 값은 외국의 타 기관에서 개발한 광음향 분광 시스템에서 동일한 화학종에
대해 얻은 검출한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제 5 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광 경로가

100 cm인 액체 광도파 모세관 셀을 분광광도계에 연결하여 측정한 흡수 스펙트럼
에서 구한 검출한계가 약 1.2×10- 7 M임을 감안해 볼 때 자외선 및 가시광선 파장
영역의 광음향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명하는 것이 액체
광도파 모세관 셀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큰 장점이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
을 알았다.
근적외선 파장 영역에서 물의 몰 흡광계수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800 nm 파장
보다 긴 파장 영역에서 최대 흡광도를 보이는 Pu(VI), Np(IV,V) 화학종 규명 연구
에는 액체 광도파 모세관 셀을 이용하는 분광광도법(spectrophotometry)을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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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없다. 따라서 레이저 광음향 분광기술은 Pu(VI), Np(IV,V) 화학종 규명에는
매우 유리한 점이 있다. 830 nm 파장에서 최대 흡광도를 가지는 PuO22+ 이온의 경
우 1×10- 6 M 이하의 농도 조건에서도 흡수 스펙트럼의 최대 봉우리를 구분할 수
있는 화학종 규명 감도를 가진다는 것을 보였다. 분광광도계를 이용해 측정한 흡수
스펙트라에 비해 신호 대 잡음비가 매우 우수한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광음향
흡수 스펙트라를 얻었고 PuO22+, PuO2(OH)+, PuO2(OH)2(aq), PuO2(OH)3- 화학종 특
성을 나타내는 최대 봉우리 파장이 각각 830, 842, 850, 861 nm임을 확인하였다. 이
어지는 연구에서는 근적외선 파장 영역에서 광음향 분광기술을 이용하여 이들 화학
종의 몰 흡광계수와 형성상수를 보다 정확하게 결정하는 실험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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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2- 9. Absorption spectra of Pu(VI) measured by LPAS. The top trace
(solid line) was obtained from the sample cell containing 0.03 mM of Pu(VI) at
pH 0 and the middle trace (dotted line) was obtained from the reference cell
without Pu(VI). The signal subtracted the middle trace from the top trace
shows the corrected absorption spectrum of PuO22+ (bottom t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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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2- 10. (a) Absorption spectra of Pu(VI) measured by LPAS. Seven
samples having different concentrations ranging from 1×10- 6 M to 4×10- 5 M
were used. (b) Calibration curve for determining the concentration of unknown
sample. Each data point corresponds to the maximum value of the each
absorption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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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2- 11. Comparison of absorption spectra of Pu(VI) measured by LPAS
(solid lines) with those measured by classical spectrophotometry (dotted lines).
Two different plutonium samples, Pu(VI) concentration of 8×10- 6 M at pH 0 and
5×10- 5 M at pH 10.4, were used for the LPAS. The red- shifted absorption
spectrum at pH 10.4 suggests the formation of hydrolysis compound of Pu(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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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2- 12. Absorption spectra of Pu(VI) measured by LPAS. Three different
plutonium samples, concentration of 5×10- 5 M at pH 5.8, 8.0, and 10.4, were used
for the LPAS. The peaks at the wavelengths of 830, 842, 850, and 861 nm
represent the Pu compounds of PuO22+, PuO2(OH)+, PuO2(OH)2(aq), PuO2(OH)3- ,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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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LIBD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용해반응 동적거동 조사
제 3 절에서는 지하수 속에 존재하는 극미량, 초미세 나노 콜로이드 입자 측정,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용해도 실시간 측정 및 침전 숙성에 따른 용해 반응의 동적
거동을 규명하기 위한 레이저 유도 파열 검출 (LIBD, Laser- Induced Breakdown

Detection) 기술을 개발한 결과에 대해 보고한다. 이 연구는 지난 단계 (2004- 2006
년) 연구에서 개발된 LIBD 기술을 방사선 차폐 기능을 가진 글로브 박스 내의 악
티나이드 화학종에 적용하기 위해 비접촉식 및 원격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시킨
것이다. 현재까지는 일본과 독일에서 각각 개발된 두 가지 측정 방법, 즉 압전체

(piezoelectric transducer, PZT)를 이용하여 음향학적으로 레이저 유도 충격파
(laser- induced shock wave)를 측정하는 방법과 CCD (Charge- Coupled Deveice)
카메라를 이용하여 광학적으로 플라즈마 섬광(flash)을 측정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
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 연구팀에서는 탐사광(probe beam)을 이용하여 광학적으로
레이저 유도 충격파를 측정하는 방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우
라늄 가수분해 화학종의 용해도 상수를 실시간 측정한 결과 및 우라늄 가수분해 화
합물의 용해반응 동적 거동 규명 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방사선 작업 구역 내

LIBD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플루토늄 및 넵투늄 가수분해 화합
물의 용해도 상수를 실시간 측정한 결과 및 용해반응 동적 거동 규명 결과를 보고
한다.

1. 탐사광을 이용한 LIBD 기술 개발
가. 서론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콜로이드 성질의 나노입자를 측정하는 기술은 여러 분야
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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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환경 분야에서는 지하수에 포함된 미세
콜로이드 입자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다. 지하수에 포함된 콜로이드
입자 중에는 50 nm 크기보다 작은 입자의 농도가 가장 높고, 이러한 미세 입자는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유해원소가 쉽게 흡착된다. 유해원소가 흡착된
콜로이드 나노입자가 지하수를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
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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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콜로이드 성질의 입자를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측기는 입도계(particle counter)이다. 상용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입도
계는 입자에서 산란되는 광세기(light intensity)를 측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입자의 크기분포(size distribution)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크기가 50 nm 보다 작은 입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산란되는 광세기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3- 3- 1]. 성
능이 아주 좋은 고가의 입도계라 하더라도 20 nm 크기의 입자를 측정하기 위해서
는 수용액 속에 적어도 수 ppm (part per million) 농도의 입자들이 존재해야 한다.
즉, 측정이 가능한 나노입자의 최소농도를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로 표현할 때
상용제품의 입도계가 가진 검출한계는 수 ppm 정도이다. 그러므로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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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laser- induced plasma) 발생을
이용해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물에 ppt (part per trillion) 농도의 극미량 미세 불
순물 입자가 존재하는지를 규명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3- 3- 2, 3- 3- 3]. 그들은 수
용액이 든 시료셀(sample cell)에 압전체를 부착하여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발생의
결과로 나타나는 충격파(shock wave)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2001년에 독일의 과학
자는 방사성 (radioactive) 악티나이드 원소가 흡착된 미세 콜로이드 입자가 지하수
를 따라 확산되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발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3- 3- 4, 3- 3- 5]. 그들은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발생의 결과로 나
타나는 플라즈마 섬광을 측정하여 입자의 크기를 결정하였고, 플라즈마 섬광을 측
정하기 위해 CCD 카메라를 이용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두 가지 측정기술은 각각
플라즈마 충격파를 측정하는 음향학적 방법 (acoustic method) 및 플라즈마 섬광을
측정하는 광학적 방법(optical method)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알려진 위의 두 방법과는 달리 플라즈마 충격파를
광학적으로 측정하여 나노입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다. 충
격파를 광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압전체 대신 탐사광을 이용하는 방법을 시도하였
다. 압전체를 이용하여 충격파를 측정할 경우에는 압전체가 시료셀에 견고하게 부
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압전체의 부착 상태에 따라 측정하는 충격파
신호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이를 분석하여 입자의 크기를 결정할 때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 연구에서 시도한 탐사광을 이용하는 방법은 압전체를 이용하는 경
우와는 달리 비접촉 (non- contact) 및 원격으로 충격파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CCD 카메라 및 렌즈 조합(lens assembly)을 사용하지 않는 광학적 방법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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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장치의 구성이 매우 간단하다.
탐사광이 통과하는 지점에 충격파가 도달하면 수용액 매질의 굴절률 변화로 인
해 탐사광의 경로가 변하는 원리에 근거하여 탐사광의 세기 변화를 광검출기로 측
정하였다.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펄스 레이저광의 위치에서 약 9 mm 떨어진 지점
에 탐사광이 지나가도록 광 경로를 정렬한 후에 충격파 발생으로 인한 탐사광의 신
호 특성을 조사하였다. 탐사광 신호의 크기와 충격파를 유발시키는 콜로이드 나노
입자의 크기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로서
탐사광을 이용한 충격파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나노입자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나. 연구방법 및 이론

(1)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발생
나노초 (ns) 이하의 짧은 펄스폭을 가진 레이저광이 렌즈를 통해 매질에 입사될
때 초점 영역에서 매질이 파열(breakdown)되면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가 발생한다.
플라즈마는 중성원자, 이온 및 전자(electron)들이 섞여있는 고온, 고압의 증기

(vapor) 상태이다. 레이저광에 의해 발생된 플라즈마 상태는 플라즈마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밀도(electron density)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로 표현할 수 있으며, 다음
문단에서 설명한 여러 과정을 통해 전자밀도가 변한다[3- 3- 6].
첫째, 레이저광이 매질에 입사된 직후에 다광자 흡수(multiphoton absorption)에
의한 광이온화 (photoionization) 과정을 통해 초기전자(seed electron)가 생성된다.
둘째, 전자기파인 레이저광의 전자기장 영향을 받은 초기전자들은 역제동복사

(inverse bremsstrahlung) 과정을 통해 가속된다. 가속된 전자들이 중성원자들과 충
돌할 때 전자들은 에너지를 잃고, 중성원자들은 에너지를 얻게 되므로 충돌로 인한
중성원자들의 이온화 과정을 통해 다른 전자들이 연속적으로 생성되어 전자밀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셋째, 이와 같은 두 과정을 통해 생성된 전자들은 플라즈마 내부
의 분자들에 부착되거나, 양이온과 결합함으로써 전자밀도가 감소한다.
그림 3- 3- 1(a)에서 보인 것과 같이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는 고온, 고압의 증기상
태이므로 주변 환경과 여러 형태의 상호작용을 한다. 첫째, 고압의 레이저 유도 플
라즈마는 주변으로 전파되는 충격파를 형성한다. 둘째, 고온의 레이저 유도 플라즈
마는 열전도(thermal conduction)와 빛의 방출 (radiation transfer) 과정을 통해 에
너지를 주변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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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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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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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방출
(광학적 측정)
고온 상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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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광선(~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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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학적 측정)

Fig.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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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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적으로는 플라즈마가 발생할 때의 충격파 또는 빛의 방출로 인한 섬광을 측
정함으로써 플라즈마의 특성을 조사할 수 있다. 서론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일본과
독일의 과학자들은 각각 수용액을 담은 시료 셀에 압전체를 부착하여 충격파를 측
정하거나,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플라즈마 섬광을 측정함으로써 레이저 유도 플
라즈마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수용액 속에서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실
제 모양을 그림 3- 3- 1(b)에 보였다.

(2) 문턱에너지와 파열확률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레이저광 펄스의 최소 에너지
를 문턱에너지(threshold energy)라고 정의한다. 문턱에너지는 매질의 상태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문턱에너지가 증가한다.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고체입자의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파열에 필요한 문턱에너지
가 높다. 따라서 입사 레이저광의 에너지를 적절히 조절하면 수용액 속에 있는 콜
로이드 성질의 고체입자만을 선택적으로 파열시켜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상태로 만
들 수 있다.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빈도를 파열확률(breakdown probability)이라
고 정의하고, 아래 식 (1)과 같이 나타낸다.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발생 횟수
파열확률  
입사된 레이저 펄스의 총 횟수

(1)

입사 레이저광의 펄스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파열확률이 증가한다. 미세 불순물
입자가 거의 없는 순수한 물(저항    )을 시료로 선택하여 입사 레이저광의 펄
스 에너지를 변화시키면서 문턱에너지와 파열확률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3- 3- 2에
보였다. 원 부호로 표시한 데이터를 실선으로 연결하였고, 파열이 시작되는 문턱에
너지를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그림 3- 3- 2에 보인 데이터에서 곡선의 기울기는 입자
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파열확률을 측정함으로써 입자의 농도를 알 수 있다.
다. 실험장치
그림 3- 3- 3(a)에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데 사용한 실험장치의 구성
을 보였다. Nd:YAG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였다. Nd:YAG 레이저의 제 2 조화
파(second harmonic wave)인 532 nm 파장의 레이저광을 수용액을 담은 시료셀(10
× 10× 35

mm3)에 입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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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광의 펄스 에너지를 조절하기 위해 두 개의 편광판(polarizer)을 사용하였
다. 첫 번째 편광판을 회전시켜 에너지를 조절하고, 두 번째 편광판은 방향을 고정
시켜 일정한 편광 조건에서 레이저광이 시료 셀에 입사되도록 하였다. 조리개

(diaphragm)를 설치하여 레이저광의 직경을 조절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조리개의
직경은 4 mm이고, 렌즈의 초점거리는 40 mm이다.
직경이 4 mm인 레이저광이 초점거리가 40 mm인 렌즈를 통과해서 매질을 진행
할 때 초점 영역에서 레이저광의 출력밀도(power density)를 계산한 결과를 그림

3- 3- 3(b)에 나타내었다. 레이저광은 Z- 축 방향으로 진행하고, 그 단면은 X- Y 평면
에 있다. 그림에서 쌍곡선 화살표로 나타낸 것과 같이 초점(X- 축과 Z- 축의 원점)에
서 멀어질수록 레이저광의 직경이 증가한다. 그림 3- 3- 3(b)에서 보인 등고선 모양
의 타원은 레이저광의 출력밀도를 계산한 결과이다. 중앙에 위치한 작은 타원은 출
력밀도가 가장 높은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땅콩 모양의 큰 타원은 Z- 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레이저광의 직경이 증가할수록 출력밀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림에서 표시한 A, B, C 영역은 각각 레이저빔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본 상류

(upstream), 중간 (central), 하류 (downstream) 영역을 표시한 것이다.
정확한 크기를 알고 있는 구형의 폴리스티렌 (polystyrene, Duke Scientific) 나노
입자를 표준시료로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입자의 크기 (직경), 농도 및 입자밀
도를 표 3- 3- 1에 정리하였다. 입자의 농도( X )는 ppb (part per billion) 단위를 사용
하였고, 단위부피당 입자의 밀도( C )는 다음의 식들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식 (2)
의 V 와 R 은 구형 입자의 부피와 반지름, 식 (3)의 m 과 ρ 는 입자의 무게와 비중
을 뜻한다. 폴리스티렌 입자의 비중은 1.05 g/ml이다.

V=

4π
R
3

(2)

3

m = ρV

(3)

X
m

(4)

C=

표준입자를 불순물이 거의 없는 순수한 증류수(MilliQ- UV- Plus)에 섞었다. 증류
수가 파열되는 레이저광의 문턱에너지는 그림 3- 3- 2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것과 같
이 약 0.45 mJ이다. 증류수에 섞여있는 폴리스티렌 입자만을 파열시키기 위해 문턱
에너지의 67- 77%에 해당하는 약 0.3- 0.35 mJ의 레이저 펄스 에너지를 사용하였다.
레이저 펄스 에너지의 요동(pulse- to- pulse fluctuation)은 약 5%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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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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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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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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3- 1. Size, concentration and number density of polystyrene
reference nanoparticles.
Size (nm)

Concentration (ppb)

Number density (#/cm3)

21±1. 5

1

1. 96×10 8

33±1. 4

2

9. 26×10 7

60±2. 7

7

1. 85×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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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과 및 논의
이 논문에서 독창적으로 연구한 탐사광을 이용하는 방법과 함께 일본과 독일의
과학자들이 시도한 두 가지 방법[3- 3- 2～3- 3- 5] 의 실험도 재현해 보았다. 각 방법
의 특성을 설명하고, 플라즈마 발생을 이용한 수용액 내 나노입자의 크기 측정 결
과를 논의한다.

(1) 플라즈마 섬광을 이용하는 광학적 방법
그림 3- 3- 4에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의 섬광을 측정하는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3- 3- 1(b)의 사진에서 보인 것과 같이 레이저광에
의해 수용액 속에서 나노입자가 파열되면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가 발생하므로 플라
즈마 섬광을 관측할 수 있다.
시료셀 및 콜로이드 입자 등에서 산란되는 레이저광이 CCD 카메라에 입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532 nm 파장의 레이저광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투과율 1%
이하)를 카메라 앞에 설치하였다. 배율이 최대 일곱 배가 되도록 렌즈들을 조합하여
배열하였고, 초점 영역에서 발생되는 플라즈마 섬광을 CCD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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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2의 면적을 가지
고 있다.
콜로이드 입자는 수용액 속에서 브라운 운동(Brownian motion)을 하므로 레이저
광이 진행하는 경로를 따라 초점 영역의 여러 지점에서 입자가 파열될 수 있다. 그
림 3- 3- 5는 60 nm 크기의 입자가 파열될 때 플라즈마 섬광이 여러 지점에서 발생
하는 것을 CCD 카메라로 촬영한 실제 영상이다. 이러한 영상을 데이터 처리장치에
저장시켜 플라즈마가 발생한 위치를 분석하였고, 파열확률을 기록하였다. 이 실험에
서는 총 2,000번의 플라즈마 영상을 기록하였고, 그 시간 동안 입사된 총 레이저 펄
스 수를 측정하여 식 (1)에서 보인 것과 같이 파열확률을 구하였다.

21 nm와 60 nm 크기의 입자를 대상으로 2,000번의 플라즈마가 발생한 위치를
기록한 결과를 그림 3- 3- 6에 보였다. 그림에서 원점은 렌즈의 초점이 맺히는 지점
으로서 레이저광의 출력밀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다. 그림 3- 3- 6(a)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크기가 작은 21 nm 입자의 경우에는 파열에 필요한 레이저광의 문턱에너지
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출력밀도가 높은 초점 영역에서 주로 레이저 유도 플라
즈마가 발생한다. 따라서 그림 3- 3- 3(b)에서 보인 것과 같이 초점 근처에서 작은
타원 모양(영역 B)의 플라즈마 공간분포가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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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4. An Experimental setup of the LIBD system using a CCD camera.

Fig.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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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6. Two- dimensional distributions of 2,000 breakdown events of
polystyrene reference nanoparticles in diameter of (a) 21 nm (1 ppb, breakdown
probability of ∼0.2) and (b) 60 nm (7 ppb, breakdown probability of ∼0.35) are
reco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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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nm 크기의 입자에 비해 문턱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60 nm 입자의 경우
에는 초점 영역에 비해 출력밀도가 낮은 주변 영역에서도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3- 3- 6(b)에서 보인 것처럼 레이저광이 진행하는 방향

(X- 축 방향)을 따라 보다 긴 플라즈마 공간분포가 관측된다.
그림 3- 3- 6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레이저광이 진행하는 방향을 따라 형성되는
플라즈마 공간분포의 길이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측정하면
입자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3- 3- 4]. 이 연구에서는 나노입자의 크기에 따른 플라
즈마 공간분포의 길이를 일관성 있게 비교하기 위해 식 (5)와 같이 정의되는 가우
스 (Gauss) 함수 꼴의 도수분포 (frequency distribution) 곡선을 이용하였다.

A

y= y 0 +
w

π
2

e

- 2( x - x o )
w2

2

(5)

그림 3- 3- 6에서 보인 플라즈마 공간분포는 원점을 중심으로 좌우 및 상하 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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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center of the peak), 곡선의
반폭 (width of the peak at half height), 곡선의 면적 (area under the peak) 및 바
닥선 차감(baseline offset)을 의미한다.
그림 3- 3- 6에서 보인 2,000개의 데이터 점에 대한 도수분포 곡선을 그림 3- 3- 7
에 나타내었다. X- 축 상의 총 화소를 여러 구간으로 나눌 때 10개의 화소를 한 구
간으로 선정하였고, 각 구간에서 발생한 파열횟수를 세어 도수분포를 기록한 측정
값을 그림 3- 3- 7에서 원 부호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인 실선은 측정값을 식 (5)
의 가우스 함수로 맞춘 결과이다. 곡선맞춤을 위해 상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Microcal Software, Inc., Origin 7.0)을 이용하였다.
그림 3- 3- 7에서 실선으로 보인 가우스 함수의 변수들을 표 3- 3- 2에 정리하였다.
표 3- 3- 2의 첫 번째 행에서 나타낸 r

2

값은 측정한 도수분포 데이터가 가우스 곡

선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나타내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로서 r 2 = 1이
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3- 2에서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운 값을 보이는 것은 레이저 유도 파열 현상
이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이항분포(binomial

distribution)를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측정횟수가 충분히 많을 때
이항분포는 가우스 함수로 표현된다[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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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7.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laser- induced plasma for the same
data of Fig.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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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8 -

Table 3- 3- 2. Fitting parameters of a Gaussian curves in Fig. 3- 3- 7.
변수

입자
r

2

x0
w
A
y0

21 nm
0.99069

60 nm
0.96988

- 0.78638

0.81709

90.4913

154.23519

20145.60

20897.53

- 0.1945

- 1.1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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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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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도수분포 곡선의 반폭( w)이다. 크기가 다른 입
자에 대한 반폭의 차이는 레이저광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형성되는 플라즈마 공간분
포의 길이 차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림 3- 3- 8에 21 nm, 33 nm, 60 nm 크기의 폴리스티렌 표준입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도수분포 곡선의 반폭을 비교하였다. 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도수분
포 곡선의 반폭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 부호는 일곱 번의
반복 실험을 통해 얻은 평균값이며, 오차는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뜻한다.
실선은 최소제곱법(least square method)으로 구한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이며,
상관계수가 0.999로서 선형성이 매우 우수하다. 이 검정곡선을 이용하여 미지의 시
료에 대해서도 입자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2) 플라즈마 충격파를 이용하는 음향학적 방법
압전효과(piezoelectric effect)를 이용하여 플라즈마 충격파를 측정하는 장치는 앞
에서 설명한 플라즈마 섬광을 측정하는 광학적 장치에 비해 간단하다. 압전효과는
압전체를 매개로 기계적 에너지와 전기적 에너지가 상호 변환하는 작용이다. 즉, 레
이저 유도 플라즈마의 발생으로 인한 충격파가 압전체에 미세한 기계적 압력을 가
해 압전체에 변형이 생길 때 발생하는 전기신호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압전
체를 시료 셀에 직접적으로 견고하게 부착시켜야 한다.
압전체를 시료 셀에 부착하여 충격파를 측정하는 장치의 구성을 그림 3- 3- 9에
나타내었다. 압전체는 지름이 10 mm, 두께가 5 mm인 원통형이며, 알루미늄으로 제
작한 구조체로 고정하여 시료 셀에 부착시켰다.
압전체의 변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신호 파형을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 오실
로스코프(Tektronix Inc., TDS 460A, 400 MHz, 100 MS/sec)를 사용하였다. 시간
축 상에서 충격파 신호의 특정한 위치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게이트 적분기

(Gated Integrator, Stanford Research Systems Inc., SR250)를 사용하였다. 게이트
적분기의 출력은 아날로그 신호이므로 데이터 처리장치(A/D converter)를 사용하여
디지털 신호로 바꾼 후에 컴퓨터에 저장시켰다.
그림 3- 3- 10에 충격파 발생으로 인해 압전체에 유도된 전기신호를 오실로스코프
로 관측한 파형을 나타내었다. X- 축은 오실로스코프의 시간 축이다. 시간 축의 원
점은 오실로스코프를 레이저 펄스로 동기(trigger)시킨 시점으로서 레이저 유도 플
라즈마가 발생된 시점을 의미한다. 그림 3- 3- 10(a)의 전체 파형 중에서 앞부분만을
확대시킨 파형을 그림 3- 3- 10(b)에 나타내었다. 충격파가 수용액 및 시료 셀의 벽
을 통과하여 압전체에 도달하는데 약 4.5  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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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9. An experimental setup of the LIBD system using a P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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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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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0(b)에서 타원 모양의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의 신호 크기를 게이트
적분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신호를 수집하는 위치 및 구간은 게이트 적분기의
게이트 시간지연 (time delay) 및 폭(gate width)을 조정하여 선택할 수 있다. 그림

3- 3- 10(b)의 아래 부분에 보인 사각형 모양의 파형은 신호를 수집하는 게이트의 위
치와 폭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3- 11에 게이트 적분기를 이용한 압전체 신호의 크기 측정 결과를 보였
다. 총 3,000개의 레이저 펄스가 입사된 조건에서 684번의 파열이 발생하였으므로
파열확률(BP)은 0.23이다. 압전체 신호의 크기가 1- 5 V 범위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 3- 11의 Y- 축 상에 나타난 압전체 신호의 크기는 약 3 V 정도를 중심으
로 상하 대칭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도수분포 곡선을 이용하여 중심값 및
반폭에 대한 비교를 함으로써 크기가 서로 다른 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
다.
그림 3- 3- 12에 크기가 다른 두 입자의 경우에 대한 압전체 신호 크기의 도수분
포 곡선을 보였다. 그림 3- 3- 11에 보인 데이터에서 Y- 축 상으로 한 구간을 0.2 V
로 선정하였고, 각 구간에서 발생한 파열횟수를 세어 도수분포를 기록한 측정값을
원 부호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인 실선은 측정값을 식 (5)의 가우스 함수로 맞
춘 곡선이다.
표 3- 3- 3에 정리한 가우스 함수의 변수를 살펴보면 큰 입자의 경우에 가우스 곡
선의 중심( x 0 )값과 반폭( w)이 작은 입자의 경우에 비해 보다 크고,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자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도수분포 곡선의 중심값이 증가하는 현상
은 참고문헌 [3- 3- 3] 에서 보고된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이는 입사되는 레이저광 에
너지가 동일한 조건에서 문턱에너지가 낮은 큰 입자들이 문턱에너지가 높은 작은
입자들에 비해 더 높은 에너지가 입사되는 효과를 느끼기 때문이다.
한편, 참고문헌 [3- 3- 3] 에서는 도수분포 곡선의 폭에 대한 해석이 없으나, 이 보
고서에서는 그림 3- 3- 6, 3- 3- 7에서 보인 플라즈마의 공간분포 측정 결과를 근거로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시료셀 내부에서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초점 영역을 확
대한 그림 3- 3- 3(b)에서 설명하였듯이 초점(그림 3- 3- 3(b)의 영역 B)에서는 레이저
광의 출력밀도가 높고, 초점영역에서 벗어난 지점(그림 3- 3- 3(b)의 영역 A, C)에서
는 출력밀도가 낮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발생한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는 서로 다른
크기의 충격파를 유발시킬 수 있다. 문턱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큰 입자의 경우
에는 초점에서 멀리 벗어난 영역에서도 파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격파 신호의
크기 또한 더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할 것으로 유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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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11. The distribution of signal magnitudes detected by a PZT using a
gated integrator. Breakdown events of 684 are observed for total incident laser
pulses of 3,000 time, that indicates the breakdown probability of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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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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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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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3- 3. Fitting parameters of a Gaussian curves in Fig. 3- 3- 12.
변수

입자
r

2

x0
w
A
y0

21 nm
0.98534

60 nm
0.95014

3.15033

4.32207

1.92213

2.77936

468.47688

485.2542

- 1.26344

- 2.5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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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라즈마 충격파를 이용하는 광학적 방법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광학적으로 섬광을 측정하는 것에 비해 압전체를 이용
하여 음향학적으로 충격파를 측정하는 것이 실험장치 및 방법 측면에서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료 셀을 바꿀 때마다 압전체를 시료 셀에 동일한 조건으로 견고
하게 부착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다. 압전체가 시료 셀과 접촉하는 면적에
따라 충격파 신호의 크기가 심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압전체 신호의 크기를 측정하
여 입자크기를 결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요인도 증가한다. 이와 같은 오차로 인
해 압전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림 3- 3- 8에서 보인 것과 같이 선형성이 좋은 입자
크기 검정곡선을 얻기 힘들었다.
이 연구의 핵심은 압전체를 이용하지 않고, 광학적 방법으로 충격파를 측정하여
나노입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탐사광을 시료 셀에 입사시켜 충격파를 측정
할 수 있다는 원리에 착안하여 독창적으로 구성한 장치를 그림 3- 3- 13에 나타내었
다. 충격파 탐사광원으로서 가격이 저렴하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He- Ne 레
이저광(파장 632.8 nm)을 시료셀에 입사시켰다. 탐사광은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지
점에서 아래로 약 9 mm 떨어진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 수용액을 통과한 탐사광의
세기를 광검출기(THORLAB Inc., DET110)로 측정하였다.
수용액 속에서 충격파는 종파(longitudinal wave)로 진행한다. 따라서 탐사광이
지나는 위치에 충격파가 도달하면 수용액 매질의 소밀파(wave of condensation and

rarefaction)로 인해 굴절률에 변화가 생기므로 탐사광의 경로가 변한다. 그 결과로
광검출기(photodetector)에 입사되는 탐사광의 양이 변하게 되므로 탐사광의 세기를
측정하는 광검출기 신호의 크기에 변화가 발생한다. 그림 3- 3- 13에서 보인 것과 같
이 날카로운 칼날을 이용해 탐사광의 면적 절반을 잘라서 광검출기에 입사시키면
탐사광 경로의 미세한 변화까지도 측정할 수 있다.
충격파가 발생할 때 광검출기에서 측정한 탐사광 신호의 오실로스코프 파형을
그림 3- 3- 14에 나타내었다. 그림 3- 3- 10에서 설명하였듯이 X- 축(시간 축)의 원점은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가 발생된 시점이다.
그림 3- 3- 14(a)에서는 여러 개의 봉우리(peak)가 관측되고 있으며 플라즈마 발생
시점에서 약 6.2  후에 첫 번째 봉우리가 나타난다. 수용액에서 충격파의 속도는

1.486 km/s이므로 9 mm (플라즈마가 발생한 지점과 탐사광이 지나는 지점 사이의
거리) 거리를 충격파가 진행하는데 약 6.1  의 시간이 소요된다[3- 3- 8]. 따라서 그
림 3- 3- 14(a)에서 첫 번째 봉우리는 가장 빨리 탐사광의 위치에 도달한 충격파로
인해 발생한 신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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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판

조리개

He-Ne 레이저

Nd:YAG 레이저
(532 nm)
충격파
데이터 처리장치

Gate 적분기

오실로스코프

면도칼
광검출기

Fig. 3- 3- 13. An experimental setup of the LIBD system using a probe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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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e Beam Signal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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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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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4의 파형에서 봉우리 값이 음 (negative) 부호와 양 (positive) 부호로
나타나는 것은 굴절률의 변화가 소밀파에 의한 것임을 입증한다. 그 이후에 나타나
는 여러 개의 봉우리는 시료셀의 벽에 부딪친 후에 수용액 속으로 되반사된 충격파
들이 탐사광의 위치에 도달할 때 발생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 3- 14(b)에서는 탐사광 신호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파형을 자세히 관측하
기 위해 오실로스코프의 시간 축을 확대한 조건에서 파형을 측정한 결과를 보였다.
탐사광 신호 파형의 폭은 약 0.15  이며, 그림 3- 3- 10(b)에서 보인 압전체 신호 파
형의 폭(∼5  )에 비해 매우 짧다. 이는 플라즈마 발생에 대한 탐사광의 반응 속도
가 압전체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탐사광 신호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그림 3- 3- 14(b)에서 타원 모양의 두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의 신호 크기를 게
이트 적분기를 이용하여 각각 기록하였다.
그림 3- 3- 15에 크기가 다른 입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탐사광 신호 파형의 첫 번
째 봉우리 크기에 대한 도수분포 곡선을 보였다. 그림 3- 3- 11, 3- 3- 12의 경우와 같
이 0.2 V를 한 구간으로 선정하였고, 각 구간에서 발생한 파열횟수를 도수분포 곡
선에서 부호로 나타내었고, 실선으로 부호를 연결하였다. 도수분포 곡선에서 Y- 축
은 규격화(normalization)된 파열횟수를 뜻한다. 크기가 다른 세입자의 경우에 파열
횟수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파열횟수의 최대값을 1로 규
격화시켰다. 도수분포 곡선의 X- 축은 탐사광의 세기 변화로서 충격파의 크기에 대
응하는 값이다. 입자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최대 파열횟수를 보이는 탐사광 신호의
크기가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고, 이 값의 비교를 통해 입자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림 3- 3- 12에서 보인 압전체 신호의 도수분포 곡선과는 달리 그림 3- 3- 15에 보
인 탐사광 신호의 도수분포 곡선은 X- 축 상으로 비대칭인 양상을 보인다. 그 이유
는 충격파의 크기가 증가할 때 그림 3- 3- 14(b)에서 보인 첫 번째 파형의 음 부호
부분의 크기가 줄어들고 양 부호 부분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
였다.
그림 3- 3- 16에는 크기가 다른 입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탐사광 신호 파형의 두
번째 봉우리 값에 대한 도수분포 곡선을 보였다. 그림 3- 3- 1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0.2 V를 한 구간으로 선정하였고, 각 구간에서 발생한 파열횟수 측정값을 부호로
나타내었다. 그림 3- 3- 14(b)에서 보인 탐사광 신호의 두 번째 봉우리 파형에서는
양 부호 부분의 신호가 크기 때문에 게이트의 폭을 60 ns로 좁게 조정하여 양 부호
부분의 신호만을 측정하였다. 이 조건에서는 그림 3- 3- 16에 나타낸 것과 같이 X축 상에서 도수분포 곡선이 중심 좌우로 대칭인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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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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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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e Beam Signal Magnitude (V)
Fig.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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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인 경우에는 도수분포 곡선 측정값을 식 (5)의 가우스
함수로 맞출 수 있고, 그 결과를 그림 3- 3- 16에서 실선으로 나타내었다. 입자의 크
기가 증가함에 따라 가우스 곡선의 반폭이 증가하는 현상이 명확하게 관측되고, 그
원인은 그림 3- 3- 12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도수분포 곡선을 가우스 함수에 맞추었을 때의 맞춤변수를 표 3- 3- 4에 정리하였
다. 세 크기의 입자 모두에 대해 측정값과 가우스 곡선의 상관계수가 매우 우수하
므로 이 맞춤변수를 이용하여 일관성 있게 입자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그림 3- 3- 17에 도수분포 곡선을 이용하여 구한 입자크기 검정 곡선을 나타내었
다. 21 nm, 33 nm, 60 nm 크기의 표준입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가우스 곡선의 반폭
을 비교한 결과이다. 원 부호는 세 번의 반복 실험을 통해 얻은 평균값이고 오차는
표준편차이다. 실선은 최소제곱법으로 구한 검정곡선이며 상관계수는 0.993이다. 플
라즈마 섬광을 이용한 광학적 방법으로 구한 검정곡선(그림 3- 3- 8)과 마찬가지로
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도수분포 곡선의 반폭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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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3- 4. Fitting parameters of a Gaussian curves in Fig. 3- 3- 16.
변수

입자
r

2

x0
w
A
y0

21 nm
0.98885

33 nm
0.97498

60 nm
0.98152

3.10956

3.47664

3.84356

2.49676

2.92319

3.88183

2.89218

3.54647

4.40814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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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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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발생을 이용하여 수용액 속에 존재하고 있는 콜로이드 나
노입자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광기술을 연구하였다. 특히, 입자에서 산란
되는 광세기를 측정하는 방식의 일반적인 입도계로 측정하기 어려운 ppm 미만 농
도, 100 nm 이하 크기의 극미량 미세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레이저 응용 광계측 방
법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원리적으로 입자가 파열될 때 발생하는 플라즈마 섬광 세기 및 충격파의 크기는
레이저광 에너지가 플라즈마에 흡수된 양에 비례한다. 렌즈의 초점 영역에서는 레
이저광의 출력밀도가 높기 때문에 플라즈마에 흡수된 에너지의 양이 많고, 초점 주
변 영역에서는 레이저광의 출력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흡수된 에너지의 양
이 적다고 전제하고 플라즈마 섬광의 공간분포와 충격파의 크기분포 측정결과를 해
석하였다.

CCD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적인 방법에서는 플라즈마 섬광이 발생하는 공간분포
의 길이를 측정하여 입자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압전체를
이용한 음향학적인 방법에서는 플라즈마 충격파 신호의 크기분포를 측정함으로써
입자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서로 다른 시료를 담은
여러 시료 셀에 압전체를 동일한 조건으로 부착해야만 신호 크기의 비교가 가능하
므로 실험적으로 번거롭고, 오차 요인도 많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없는 탐사광을 이용한 광학
적 방법을 이용하여 플라즈마 충격파 신호의 크기분포 특성을 조사하였다. 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탐사광 신호의 크기와 도수분포 곡선의 반폭이 증가하는 현
상을 관측하였고, 이를 이용해 입자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
방법은 장치가 간단할 뿐만 아니라 비접촉 및 원격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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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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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티나이드 화합물의 용해도 실시간 측정 및 용해 반응 거동 규명
가. 서론
악티나이드 원소를 함유한 방사성폐기물을 지하에 처분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는 방사성 원소들이 유동하는 지하수와 접촉하더라도 이동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
다. 처분된 악티나이드가 지하수 내에 존재하게 되는 첫 과정은 용해반응이며, 그
양을 결정하는 것은 용해도이다. 지하수가 중성 내지 약염기성이므로 악티나이드
가수분해물의 생성거동과 용해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악티나이드
의 가수분해 화학종 및 용해도와 관련하여 발표된 열역학 자료가 연구자에 따라 차
이가 크다. 이러한 차이는 악티나이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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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 특
히 악티나이드 가수분해물의 용해도는 산화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여 일반적으로 5
가 > 6가 > 3가 > 4가의 순서로 용해도가 크다. 환원 분위기가 지배적일 것이라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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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화학적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재 가능한 각 결정의 용
해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
전형적인 용해도 측정법은 고체상을 용액에 가하고 평형이 이루어진 이후에 콜
로이드를 포함한 고체상을 여과법 또는 원심분리법으로 제거하고 용액의 pH와 잔
류하는 악티나이드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분리를 위해 사용한 여
과막(membrane filter)의 기공크기 (pore size) 또는 원심력에 따라서 작은 크기의
콜로이드가 분리되지 않고 용존 화학종으로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
로는 악티나이드 이온의 농도 또는 pH를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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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미량 미세 나노입자 검출에 탁월한 성능을 갖는 LIBD 기술을
이용하여 우라늄, 플루토늄 및 넵투늄 등 악티나이드 가수분해 화합물의 용해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개발된 LIBD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고전적인 방
법으로 측정된 열역학 정보와 콜로이드 측정법으로 측정된 열역학 상수를 비교하였
다. pH 및 우라늄 농도 조건에 따라 생성된 우라늄 나노입자, 용존 우라늄 화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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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침전의 특성이 침전물의 숙성에 따라 변하는 과정을 우리 실험실에서 구축한

TRLFS 및 LIBD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XRD, TEM, 입도계 등을 이용
하여 우라늄 가수분해 화합물의 용해반응 동적거동을 조사하였다. 상대적으로 산화
상태가 안정한 우라늄(VI)을 이용하여 침전물 숙성에 따른 용해반응 동적거동 규명
연구 과정에서 얻어진 실험 경험을 토대로 복잡한 산화환원 거동을 보이는 플루토
늄의 가수분해 화합물의 용해반응 동적거동을 장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정보를 확
보하고자 한다. 방사성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나노입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방사선 작업구역 내 LIBD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활한 LIBD 신호 수집을 위하여

Labview 기반의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나. 실험
우라늄 모용액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다. 천연우라늄의 산화물 (UO2) 분말을

H2O2를 함유한 6 M HClO4 (analytical grade, Merck) 최소량으로 용해하였다. 진한
NH4OH를 가하여 pH 2를 유지한 조건에서 30%의 H2O2를 방울방울 가하여 uranyl
peroxide 침전을 얻었다[3- 3- 10]. 우라늄 침전물을 여과하고, 몇 방울의 H2O2를 가
한 0.01 M HClO4와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침전물을 6 M HClO4에 녹인 후 가열하
여 과산화수소를 날려 보내고 증류수로 희석하여 정제된 UO2(ClO4)2 용액을 얻었
다. NaClO4 용액과 진한 NaOH 용액을 가하여 우라늄(VI) 모용액([UO2(ClO4)2] =

0.94±0.03 mM, pH 3.8, 그리고 0.1 M NaClO4)을 준비하였다. 이 때 NaClO4 용액은
NaClO4 • H2O(analytical grade, Merck)를 증류수 중에서 재결정법으로 정제하여 제
조하였고, NaOH 용액은 NaOH(99.99%, semiconductor grade, Aldrich)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우라늄의 농도는 Kinetic

Phosphorescence Analyzer(Chemchek

Instrument)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모든 용액은 Milli- Q 장치(Millipore)를 통과한
무이온수(18 MΩ)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LIBD를 이용한 우라늄 가수분해 화합물의 실시간 용해도 측정용 시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다. 일정량의 우라늄(VI) 모용액에 pH가 서로 다른 0.1 M NaClO4 용
액(pH 3.8, 9, 10 및 11)을 가하여 일정한 이온 세기(0.1 M NaClO4)에서 우라늄(VI)
농도와 pH가 서로 다른 용액을 제조하였다. 만약 이 과정에서 진한 염기성 용액을
가하면 염기성 용액과 시료가 접하는 부위에서 국부적으로 급격히 pH가 증가되고,
이로 인하여 가수분해 중합체와 콜로이드가 생성될 수 있다. 용액을 교반하는 과정
에서 국부적으로 pH가 높은 현상은 빠르게 사라지지만, 생성된 우라늄(VI) 가수분
해 중합체와 콜로이드는 평형상태에 도달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용해도 측정
결과에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희석 및 pH 조절을 위해 염기성 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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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lO4 용액을 가할 때는 격렬하게 교반하는 상태에서 적정기를 이용하여 60 μ
l/min의 속도를 유지하였다. 생성된 우라늄(VI) 콜로이드가 용기 내벽에 흡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액은 teflon FEP 재질의 시험관에 보관하였다. 일정한 온
도 (25.0±0.1℃) 유지를 위하여 글로브 박스 내에 설치된 항온함에 용액을 보관하였
다. Glass combination pH electrode(Orion, Ross)를 사용하여 pH를 측정(Mettler

Delta 350)하였으며 pH 전극은 네 가지 pH 완충용액(Mettler Toledo, pH 2.0～9.2)
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각 시료 중의 총 우라늄 농도는 모용액의 농도와 희석률
을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희석률은 적정 전후에 측정한 용액의 무게와 비중으로부
터 계산하였다. 우라늄 가수분해 침전물의 숙성에 따른 우라늄 나노입자, 용존 화학
종 및 침전물의 특성을 면밀히 살피기 위하여 위에서 제조된 시료 외에 추가로 pH
가 중성이고 우라늄 총 농도가 서로 다른 세 용액([U]=0.004, 0.2 및 1 mM)을 제조
하고 시간의 함수로 특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Pu(VI) 표준 시료는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플루토늄 산화물(PuO2,

242

Pu =

99.932%, ORNL, USA)을 진한 HNO3와 소량의 HF를 이용하여 용해시켰다. 위의
HNO3 매질 용액에 진한 HCl을 가하고 증발 건고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고 6
M HCl 용액에 완전히 용해시켰다. 음이온 교환수지를 이용하여 Pu- 241의 베타붕
괴에 의해 생성된 Am- 241을 다음과 같이 분리하였다. HCl 용매에 용해된 플루토
늄 용액에 0.05 M NH2OH • HCl- 0.1 M HCl 3 mL를 가하고 1시간 이상 방치하여
모든 플루토늄을 Pu(III)으로 환원시켰다. 환원된 Pu(III) 용액은 증발 건고한 후 9

M HCl- 0.1 M HNO3 용액에 용해시키고, HNO3에 의해 서서히 Pu(IV)로 산화되도
록 충분한 반응시간을 주었다. 산화된 Pu(IV) 용액을 음이온 교환 수지(Biorad AG

1×8, 100- 200 mesh)에 가하여 PuCl62- 의 형태로 흡착시키면 딸핵종인 Am은 수지에
흡착되지 않고 그래도 흘러나와 플루토늄과 분리된다. 수지관을 충분히 세척한 후

9M HCl- 0.1 M HI을 수지관에 채워 흡착된 Pu(IV)이 Pu(III)로 환원반응이 진행되
도록 방치한 후, 추가로 9 M HCl- 0.1 M HI 용액을 가하여 용리되는 Pu(III)을 수
집하였다. 진한 HClO4를 가한 후 증발 건고과정을 수차례 반복 수행하여 모든 플루
토늄을 Pu(VI)로 산화시켰다. 증발 건고된 짙은 갈색의 잔유물(PuO2(ClO4)2(s))에 1

M HClO4를 2 mL 가하여 침전물을 녹여 Pu(VI) 모용액을 준비하였다. 흡수분광법
을 이용하여 플루토늄 모용액 내 존재하는 플루토늄의 산화상태가 Pu(VI)임을 확인
하였다. 감마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정제된 플루토늄 모용액에 존재하는 Am- 241를
정량하였다. 또한 제조사에서 제공한 플루토늄 동위원소비와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고려하여 계산된 정제직후의 동위원소비를 다음 표 3- 3- 5에 정리하였다. 액체섬광
게수기(LSC,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TRI- CARB 2500 TR/AB, Packard)를 이
용하여 결정된 모용액의 플루토늄 농도는 9.1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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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3- 5. Atomic ratio of Pu in PuO2 powder (1990, ORNL, USA) and in a
purified plutonium stock solution in 2010.
isotope

τ1/2 (y)*

decay

1990
Atom %

Pu- 242

3.70 × 105

α- decay

99.932

99.954

86.15

Pu- 238

87.7

α- decay

0.004

0.0034

12.59

Pu- 239
Pu- 240
Pu- 241
Am- 241**
Pu- 244

2.41 × 104
6.56 × 103
14.35
4.32 × 102
8.00 × 107

α- decay

0.005
0.022
0.035
0.002

0.005
0.022
0.0133
0.00015***
0.002

0.07
1.08
0.11
0.00

α- decay
β- decay
α- decay
α- decay

after purification (2010)
α- Activity %
Atom %

* Karlsruhe Nuklidkarte [3- 3- 11].
** Am- 241 generated from β- decay of Pu- 241 with half- life 14.35 years.
*** Quantitatively analyzed result by γ- spectrometry at 59.54 k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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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VI)의 가수분해 화합물의 용해도 상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Pu(VI)
모용액을 적절한 pH로 조절된 0.1 M NaClO4 용액에 가하여 플루토늄 총 농도가

20, 50 및 100 μM이며 pH가 7- 13인 시료를 준비하였다. 시료 내 Pu(VI)의 산화상
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약 1 mM NaClO(4%, Merck)를 첨가하였다. 시료의 총량은

2.4 ml이고, 흡수스펙트럼 측정용 표준 석영 셀(Hellma, Macro117.100F)에 직접 제
조하여 보관하였다. 가수분해 생성반응의 평형도달을 위해 4일간 시료를 교반하였
다.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Ar 가스로 채워진
글로브 박스 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고, 글로브 박스 내부의 온도는 21±2 ℃ 로 유
지되었다. 시료의 이온 세기는 0.1 M NaClO4로 고정하였다. 이온 세기 조절 및 pH
조절을 위해 사용된 NaClO4 용액 및 NaOH 용액은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제조하
여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모든 시료 제조에는 초순수(Millipore, Milli- Q Academic)
가 사용되었다. 플루토늄 가수분해 침전이 존재하는 시료의 경우 여과법(10 kD

filter, Millipore, Centricon YM- 10)을 이용하여 플루토늄 침전을 분리하고 LSC를
이용하여 시료 내에 존재하는 용존 플루토늄 농도를 결정하였다. 모든 필터는 사용
하기 전에 0.1M NaClO4 용액 4 ml를 이용하여 세척하였다. 가수분해 반응이 진행
되는 중성 및 염기성 용액의 경우 필터 표면에 플루토늄이 흡착하여 용존 플루토늄
농도 측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0.5 ml의 시료를
순차적으로 여과하여 여과액에 존재하는 플루토늄 농도의 변화를 관찰하였고, 농도
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되었을 때의 값을 해당 시료의 용존 플루토늄 농도로 결
정하였다.
시료의 산화환원전위는 자체 제작한 micro- Ag/AgCl 기준전극(포화 KCl 용액,

Vycor frit, 직경 4 mm)[3- 3- 12]과 Pt 전극(Pt wire in glass tube, 직경 3 m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전극은 세 개의 산화환원 완충용액(220, 470, 640 mV, Schott

Ins.)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측정된 전위 값은 표준수소전극(standard hydrogen
electrode, SHE)에 대한 Ag/AgCl 기준 전극의 전위 값(197 mV, 25℃, 포화 KCl 용
액)을 보정하여 SHE에 대한 Eh값을 결정하였다. 측정된 Eh 값이 Pu(VI)의 환원 반
응 진행이 가능한 경우 제 5 절에 보고하는 액체 광도파 모세관 셀(LWCC, Liquid

Waveguide Capillary Cell)을 이용한 흡수분광법을 이용하여 미량으로 존재하는
Pu(V)를 정량하였다.
Np(V) 모용액은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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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였다. 용액을 양이온교환수지(AG 50WX8, 200- 400 mesh,

1 ml 부피) 컬럼에 통과시켜서
제거하였다. 분리한

237

Np의 α- 붕괴에 의한 딸핵종인

237

233

Pa를 흡착시켜서

Np 용액을 증발 건고시키고, 0.01 M HNO3로 용해하여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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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1.50 kBq/ml)의 Np(V) 모용액을 준비하였다. 질산 매질에 용해된 Np(V) 모용
액은 전기분해를 위해 증발 건고하여 1 M HClO4 매질로 변경하였다. Np(V)의 가
수분해 화합물의 용해도 상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Np(V) 모용액을 적절한

pH로 조절된 0.1 M NaClO4- NaOH 용액에 가하여 넵투늄 총 농도가 0.2, 0.5 및
1.0 mM이며 pH가 10- 13인 시료를 준비하였다. 농도가 동일한 넵투늄 용액의 pH가
변함에 따라 생성되는 나노입자를 LIBD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각 농도에서의
용해도 한계 pH를 결정하였다. 액체섬광계수기를 이용하여 각 시료의 Np 농도를
결정하였다.
다. 결과 및 논의

(1) LIBD를 이용한 우라늄(VI) 가수분해물의 용해도 측정
LIBD 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라늄 가수분해물의 용해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
해서는 시료 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용액 중에 나노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용액에 존재하는 콜로이드가 NaOH 적정 과정 중에 우라늄 가수분
해 나노입자 형성 반응의 유발 종자로 작용하여 정확한 용해도 측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해도 측정을 위한 시료를 제조하기 전에 LIBD를 이용하
여 실험에 사용하는 U(VI) 모용액, NaOH, NaClO4 및 HClO4 용액 속에 LIBD로 측
정할 수 있을 크기 및 농도의 나노입자 존재 여부를 측정하였다.
시료 제조에 사용하는 모든 용액은 증류수의 문턱 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의 레
이저빔을 입사시킨 경우 파열 확률은 0.01 미만이었다. 우라늄 모용액에 존재하는
콜로이드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증류수의 파열 확률이 0.16 정도 되는 에너지
의 레이저빔을 사용하였다. 이 때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관측한 증류수의 플라즈
마 분포 길이, 즉 유효 초점 길이는 82 μm이었고, 같은 조건에서 측정한 폴리스티
렌 나노입자(21 nm, 100 ppt)의 유효 초점 길이는 175 μm로 증류수의 경우보다 약

2배 길게 분포하였다. U(VI) 모용액(0.94 mM, pH 3.8)의 경우, 파열 확률 0.14, 분
포 길이 62 μm로 증류수와 유사함을 보였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U(VI) 모용액 뿐
만 아니라 실험에 사용되는 모든 용액 내에 LIBD를 이용하여 측정 가능한 크기의
콜로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용액을 묽은 NaOH 용액으로 희석하여 네 가지 서로 다른 우라늄 농도(표

3- 3- 6의 셋째 열)의 시료를 pH 3.8～pH 7.0으로 조절하였다. 이 때 시료의 pH를 7
이하 범위로 고정하여 본 실험 조건에서 형성된 U(VI) 가수분해물이 나트륨을 포함
하는 U(VI) 가수분해물과 공존하지 않도록 실험 조건을 한정하였다[3- 3- 13]. 시료
의 우라늄 농도가 일정할 때, 낮은 pH 조건에서 용액은 우라늄 가수분해물의 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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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하이므로 용액 내에 고체상이 생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LIBD 측정 결과는 증
류수의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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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리라 예상된
다. 크기가 작은 콜로이드 검출에 유용한 LIBD 기술을 이용하여 용해도 한계를 넘
어서는 순간을 직접 측정할 수 있다. 이 때 증류수의 문턱 에너지의 90%인 레이저
빔 에너지를 사용하여 용해도 한계를 초과하였을 때 형성된 나노 입자를 민감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U(VI) 가수분해물의 용해도 한계를 초과한 시료는 pH가
증가하거나 우라늄 농도가 증가하면서 용액의 포화도가 커지고 형성되는 고체상의
크기와 양도 증가되리라 예상된다.
그림 3- 3- 18의 위 그림에 우라늄 농도가 서로 다른 시료에 대하여 pH 변화에
따른 파열 확률을 측정하여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바탕 매질에 포함되어 있는 콜
로이드성 오염에 의한 파열 확률은 0.01를 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파열 현상
이 일어나는 경우는 우라늄 콜로이드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3- 3- 18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0.01의 파열 확률을 넘어서는 pH를 용해도 한계를 초
과하는 pH 값으로 간주하여 U(VI) 가수분해물의 용해도를 결정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U(VI) 가수분해물, UO3·2H2O(cr)를 용해도 결정 고체로 고려하여 용해도 곱

(solubility product) 상수를 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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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O22+ + 2 OH- + H2O

(6)

logKʹsp = log[UO22+] + 2 log[OH- ]

(7)

pH가 증가함에 따라 우라늄 시료 내에는 가수분해 반응이 진행된다. 따라서 우
라늄 화학종은 UO2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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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하였고, 이들의 평가 작업을 통해 식 (9)와 같
이 나타낸 신뢰할 수 있는 가수분해 형성상수 값이 NEA- TDB에 수록되었다

[3- 3- 9].
m UO22+ + n OH- ⇌ (UO2)m(OH)n(2m- n)
logβʹmn = log[(UO2)m(OH)n(2m- n)] - m log[UO22+] - n log[O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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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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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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3- 6. pHs in the first column indicate the onsets of colloid formation at
various U(VI) concentration. The calculated concentrations of U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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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

log[OH- ] *

log[U(VI)]tot

log[U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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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6 -

발표된 가수분해 형성상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시료 용액 중에 존재하는 U(VI)의 농
도로부터 용액 중에 존재하는 UO22+ 이온의 농도를 다음 식 (10)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U(VI)] = [UO22+] + Σ[(UO2)m(OH)n(2m- n)]

(10)

= [UO22+] + Σβʹmn[UO22+]m[OH- ] n
위와 같이 결정된 UO22+ 농도와 pH 측정값으로부터 계산한 OH- 농도를 식 (7)
에 대입하여 logKʹsp 값을 결정하였다. U(VI) 농도가 서로 다른 네 가지 시료에 대
한 실험값에서 계산한 결과의 평균값은 - 22.63(표준 오차 = ±0.04)이다. 이 값은 0.1

M NaClO4 이온 세기에서 측정된 값으로 문헌 값과 비교하기 위하여 specific ion
interaction theory(SIT)를 이용하여 무한히 묽은 매질에서의 용해도 곱 상수,
logK°sp = - 23.23±0.04를 얻었다. 이 값은 UO3·2H2O(cr, metaschoepite)의 용해도 곱
상수 logK°sp = - 23.19±0.428과 거의 유사하였다[3- 3- 9].

(2) 우라늄 가수분해 화합물의 용해 반응 동적 거동 조사
용해도 측정을 위해 제조한 시료 중 용해도 한계를 넘는 조건에서 존재하는 우
라늄 콜로이드의 크기를 LIBD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세 가지 조건에서
형성된 우라늄 시료를 대상으로 2,000번의 플라즈마가 발생한 위치를 그림 3- 3- 4의

CCD-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한 결과를 그림 3- 3- 19에 나타내었다. 우라늄
농도 및 pH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플라즈마 공간분포를 보이는 U(VI) 콜로이드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생성된 U(VI) 콜로이드의 크기 정보를 도출하기 위하여 폴리스티렌 표준입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플라즈마 공간분포와 비교하였다. 그림 3- 3- 7에 나타낸 플라즈마
공간분포의 도수분포에서 전체 입자파열횟수의 95%가 위치한 X- 축 상 분포 길이
를 유효초점길이(effective focal length)로 정의하고 폴리스티렌 표준입자에 대하여
측정된 유효초점길이를 우라늄 콜로이드의 결과와 비교하여 그림 3- 3- 20에 나타내
었다. 수십에서 수백 nm 크기의 폴리스티렌 표준입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를 동
시에 나타내기 위하여 로그 좌표를 사용하여 도시하였다. 별표는 다양한 크기의 폴
리스티렌 표준입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이고 실선은 최소자승법으로 구한 검정
곡선이다. 폴리스티렌 표준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유효초점길이가 선형적으
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 부호는 그림 3- 3- 19에 나타낸 우라늄 콜로이드
시료에 대한 플라즈마 공간분포의 유효초점길이를 나타낸다. 그림 3- 3- 20의 결과는
낮은 농도 및 낮은 pH에서 생성된 U(VI) 콜로이드(시료 C)가 높은 농도 혹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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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에서 생성된 U(VI) 콜로이드(시료 A 또는 B)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
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생성된 우라늄 콜로이드의 크기를 폴리스티렌 표준입자와
단순 비교하여 그림 3- 3- 20에 나타내었으나 현재까지의 측정 결과만으로는 이것이
우라늄 콜로이드의 실제 크기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나노입자 물성에 대한 LIBD 신호 특성이 조사되어야 할뿐만 아
니라 다른 방법으로 크기가 증명된 우라늄 나노입자에 대한 LIBD 신호 특성에 대
한 정보가 필요하다. 실리카 및 알루미나 표준 나노입자의 LIBD 신호 특성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나노입자의 물성에 따른 LIBD 신호 특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제 4 절에서 자세히 보고하겠다. 또한 PCS 및 TEM 등의 물성에 무관하게 나노입
자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우라늄 가수분해 화합물 나노입자의 크
기를 측정하고 LIBD 신호 특성을 조사한 결과를 제 4 절에서 보고하겠다.
그림 3- 3- 21에 우라늄 농도가 10 ppm이고 초기 pH가 5.87인 시료 (그림 3- 3- 19
의 C) 내에 생성된 U(VI) 가수분해 콜로이드의 입자 크기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증가하였음을 나타내었다. 여러 조건의 시료에서 콜로이드 생성 초기 1∼2 달 사이
에 입자의 크기 증가하고, 시료의 pH가 감소됨이 관찰되었다. 시료 내 존재하는 용
존 악티나이드 가수분해 화학종의 다중체 생성반응 (polymerization) [3- 3- 14] 및
콜로이드성 입자간의 응집반응(agglomeration)[3- 3- 15] 으로 인해 시료의 pH 변화에
대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초기에 비교적 큰 우라늄 콜로이드(수 백 nm)가 생성
된 시료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자간의 응집반응으로 인해 콜로이드의 크기
가 점차 증가하고 용액 내에서 더 이상 부유하지 못하는 침전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성된 우라늄 콜로이드의 실제 크기를 조사하기 위하여 입자의 물성과
무관하게 입자 크기 정보를 제공하는 상용화된 PCS 또는 TEM 등을 이용하여 우
라늄 가수분해 콜로이드의 크기를 조사하였다. 위의 10- 50 ppm 농도의 시료에서
생성된 콜로이드 입자의 수는 상용화된 PCS의 검출한계 이하였다.
용해반응 동적거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유사한 pH
조건의 농도가 다른 세 가지 시료([U]=0.004, 0.2, 1.0 mM)를 제조하여 주기적인 관
찰을 하였다. 그림 3- 3- 22에 침전물 숙성에 따른 시료의 pH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세 가지 시료에서 모두 시료 제조 직후 급격한 pH 변화가 관찰되었다.
시료의 pH는 제조 후 약 10일 정도까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이후 비교적 안정한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개월간의 관찰 결과 시료의 pH는 계속적
인 변화를 보였고, 특히 초기 우라늄 농도가 0.004 mM로 가장 묽은 농도의 시료의

pH 변화가 가장 뚜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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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19. Two- dimensional distributions of breakdown events for various
U(VI) hydrolysis colloidal nanoparticles (sample A (a), sample B (b) and sample
C (c)) were measured by LIB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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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20. The sizes of U(VI) hydrolysis colloids in sample A, sample B and
sample C in Fig. 3- 3- 19 were determined by comparison with polystyrene
reference nano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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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21. The size of U(VI) hydrolysis colloids increased 2 month after the
sample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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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22. pH value measured as a function of time for 3 different uranium
saturate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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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가수분해 화합물 침전이 숙성됨에 따라 침전물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용
존 화학종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림 3- 3- 23에 TRLFS 기술을 이용하여 농도가
다른 우라늄 시료에 존재하는 용존 화학종을 규명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TRLFS 기
술을 제 1 절에 보고한 바와 같이 Nd:YAG 레이저의 제 3 조화파인 355 nm 레이
저빔을 입사광으로 사용하였고 ICCD를 이용하여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글
로브 박스 내에 보관된 시료의 상등액을 형광측정용 셀에 수집하여 실험을 수행하
였다. 우라늄의 총 농도가 4.2 μM인 시료의 경우 침전물의 숙성에 따라 평형을 이
루고 있는 용존 화학종의 형광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그림 3- 3- 23(a)). 측정된
형광스펙트럼은 이미 보고된 순수한 UO22+ 이온의 형광스펙트럼과 전체 모양이 유
사하고 약 7 nm 장파장 방향으로 이동한 봉우리 파장 위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된 용존 화학종은 낮은 우라늄 농도에서 생성되는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인

UO2OH+ 이온으로 판단된다. 그림 3- 3- 23(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우라늄 총 농도가
0.2 mM인 시료는 침전의 숙성에 따라 형광스펙트럼이 크게 변하였다. 형광스펙트
럼을 분석한 결과 UO22+ 이온 및 가수분해 화학종이 공존하고 있으면 침전이 숙성
됨에 따라 안정하게 존재하는 화학종의 존재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계속적으
로 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시료 제조 후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침전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용존 화학종이 비교적 안정하게 유지되었고 주된 가수분해 화학종은
우라늄 농도가 mM 정도이고 약산성 조건에서 안정하게 존재하는 (UO2)3(OH)5- 이
다. 우라늄 총 농도가 1 mM인 시료에 대한 형광스펙트럼을 그림 3- 3- 23(c)에 나타
내었다. 그림 3- 3- 22 및 3- 3- 23에서 보인 바와 같이 우라늄 농도가 1 mM인 경우
는 pH 및 형광스펙트럼의 파장 위치의 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형광 세
기가 시간의 함수로 불규칙하게 변하여 최대 15배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는 상등액
내 존재하는 용존 화학종 및 콜로이드 화학종의 농도가 시간의 함수로 크게 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우리늄 농도가 1 mM로 가장 진한 시료 내에는 형성된 가수분해 콜로이드와 공
존하는 노란색 우라늄 침전을 관찰할 수 있었다. 평형을 이루고 있는 침전의 특성
을 조사하기 위하여 침전을 별도로 수집하여 그 결정구조를 XRD(D5000, Siemens)
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스펙트럼 및 시차열분
석법(DTA,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을 이용하여 침전물의 특성을 조사하였
다. 그림 3- 3- 24의 결과를 토대로 시료 내 생성된 노란색 우라늄 침전물은 UO3․

2H2O(methschoepite)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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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23. Fluorescence spectra measured as a function of time(1, 2, 4 and 6
months after sample preparation indicated by black, red, blue and green lines,
respectively) for 3 different uranium saturated solutions([U(VI)]=4.2 μM (a), 0.2
mM (b) and 1.0 mM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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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24. Solid characterization XRD (a), FTIR (b) and DA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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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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 25에 우라늄 총 농도가 4.2 μM인 시료의 상등액에 존재하는 콜로이드
성질의 나노입자를 시료 제조 초기(1개월 경과)에 측정한 LIBD 신호의 공간분포
결과를 나타내었다. LIBD 신호의 공간 분포 결과로부터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가
발생되는 전체 길이인 유효 초점 길이를 서로 비교함으로서 안정하게 존재하는 우
라늄 나노입자의 상대적인 크기를 분석하였다. 동일한 레이저 에너지 조건에서 측
정된 폴리스티렌 표준 나노입자의 유효 초점 길이를 이용하여 입자 크기 측정용 보
정 곡선을 구하고 시료의 측정 결과와 비교하면, 상등액에 존재하는 우라늄 나노입
자의 평균 크기는 약 200 nm 정도이다. 생성된 우라늄 나노입자는 표준물질과 달리
분산도(polydispersity)가 큰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생성된 나노입자 중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콜로이드 입자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등액을 필터(기공크기=100

nm)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LIBD 신호 특성을 측정하였다(그림 3- 3- 25(b)).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레이저 펄스 에너지를 변화시키면서 유효 초점 길이를 측
정하여 상등액 및 필터(기공크기=100 nm)를 이용한 여과액에 존재하는 우라늄 나
노입자의 크기 분석을 수행하여 각각 그림 3- 3- 26(a) 및 (b)에 나타내었다. 폴리스
티렌 나노입자의 경우 입사되는 레이저 펄스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유효 초점 길
이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우라늄 입자의 경우 일정한 선형
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시판되는 표준 나노입자 시료와 달리 실험실에서 제조
한 우라늄 나노입자는 분산도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크기를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각각의 레이저 펄스 에너지 조건에서 결정된 크기를 종합하여 우라늄
콜로이드 입자 크기 분포를 도출하였다. 1 mM 우라늄 시료의 경우 상등액에 존재
하는 입자의 크기는 500- 700 nm이고 여과 시료에 존재하는 입자의 크기는 60- 100

nm 정도로 분석되었다. 0.2 mM 우라늄 시료의 경우 상등액에 존재하는 입자의 크
기는 50- 500 nm이고, 여과 시료에 존재하는 입자의 크기는 40- 90 nm 정도였다.

4.2 μM 농도의 우라늄 시료에 존재하는 나노입자는 그 크기가 300- 450 nm이고 기
공 크기가 100 nm인 필터를 이용하여 여과한 용액내에 존재하는 나노입자의 크기
는 20- 100 nm 정도였다.
침전의 숙성에 따라 변화하는 우라늄 나노입자의 크기 정보는 LIBD 기술을 이
용하여 관찰하였다. 우라늄 총 농도가 4.2 μM인 시료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측정된 상등액에 존재하는 나노입자의 크기 결과를 그림 3- 3- 27에 나타내었다. 시
간에 따라 용존 나노입자의 크기가 점차 줄어들었다. 반응 초기 수백 nm 크기의 우
라늄 나노입자가 응집하여 침전으로 가라앉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100 nm 이하 크
기의 입자들이 용액상에 안정하게 존재하면서 평형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4개월
이 경과한 후 우라늄 나노입자의 크기는 더 이상 크게 변하지 않았다(그림 3- 3-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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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25. Spatial distribution of laser- induced plasma for supernatant and
filtered sample of ura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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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26. Spatial distribution of laser- induced plasma as a function of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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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anium

반면 우라늄 총 농도가 0.2 mM 인 시료의 경우 상등액에 존재하는 우라늄 나노
입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크기가 증가하면서 입자 농도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또한 우라늄 농도가 1.0 mM인 시료의 경우 상등액에 존재하는 우라늄 나노입자의
크기 및 농도가 시간의 함수로 불규칙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우라늄 가수분해 침전
물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우라늄 나노입자의 크기는 시료의 농도에 따라 그 변화가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라늄 가수분해 침전물의 숙성에 따른 용해반
응 동적거동 특성이 나노입자의 크기 및 농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추정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모든 상등액 시료 및 여과 시료에 존재하는 우라늄 입자의 농도는 PCS 기술을
이용하는 입도계의 검출한계 이하로 크기 및 분산도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우라늄
농도가 1 mM인 시료(제조 후 4개월)의 상등액에 존재하는 우라늄 입자는 60- 800

nm로 분산도가 컸다. 동일한 시료를 여과법을 이용하여 10배 농집하였으나 입도계
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검출한계 이하였다. 그림 3- 3- 28에 농집 시료의 SEM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1 μm 가까이 되는 큰 입자부터 수십 nm 정도의 작은 입
자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DX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SEM 시편의 표면 코팅 물질인 Au와 함께 상당량의 우라늄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3) 방사성 물질 작업구역 내 LIBD 시스템 구축
넵투늄 및 플루토늄 등 악티나이드 화합물의 용해도를 측정하고 나노입자의 특
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림 3- 3- 4에 나타낸 실험 장치와 동일한 LIBD 시스템을 방
사성 물질 작업구역 내 구축하였다. LIBD 신호를 측정하기위해 작성한 Labview 기
반의 프로그램의 구성을 그림 3- 3- 29에 나타내었다. 왼쪽 첫 번째 열은 CCD 카메
라로 측정되는 플라즈마 영상의 실시간 모니터링창, 측정된 영상을 플라즈마로 식
별하는 최소 pixel 수, 밝기 제한 및 실제 측정에 사용되는 카메라 CCD 영역 제한

(저장 용량을 최소화하여 자료 분석 시간을 단축하고자 함)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 열은 측정된 플라즈마의 중심 pixel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창(LIBD
신호의 공간분포 확보), 전체 측정 횟수를 제어하는 기능 및 입사되는 레이저 펄스
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의 속도를 표시하는 창을 포함하고 있다. 왼쪽 세 번째 열은
한 번의 측정이 종료된 후 수집된 LIBD 신호의 공간분포를 Z- 축을 따라 발생 플라
즈마의 빈도를 도수분포표로 나타내고 가우스 곡선 맞춤을 통해 LIBD 신호의 공간
분포의 총 길이(유효 초점 길이) 및 FWHM(Full Width at a Half- Maximum)을 표
시하는 창, 측정된 총 입자파열의 수와 파열 확률을 표시하는 창을 포함한다. 마지
막 열은 레이저 펄스 에너지 또는 PZT 및 탐사광 신호등을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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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28. SEM image and EDX spectrum for uranium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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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29. Labview program for LIBD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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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 30 및 그림 3- 3- 31에 방사성 작업 구역 내 설치한 LIBD 장치(System

#2)와 기존에 우리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LIBD 장치(System #1)의 신호 특성
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LIBD 신호는 시료에 입사되는 레
이저빔의 특성에 따라 민감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두 개의 유사한 LIBD system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방사성 작업 구역 내 설치한 LIBD 장치에서
사용하고 있는 Nd:YAG 레이저의 제 2 조화파인 532 nm 파장의 레이저빔은 약 5

ns의 펄스폭을 가지고 있고, 레이저빔 단면의 에너지 분포가 고른 특징이 있다. 그
림 3- 3- 30에 나타낸 동일한 증류수에 대한 S- 곡선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의 시스템

#1의 물의 문턱 에너지는 0.6 mJ인 반면 시스템 #2의 경우 0.2 mJ 정도로 1/3정도
이다. 그러나 S- 곡선은 증가 추세는 시스템 #1에 비해 다소 작았다.
그림 3- 3- 31에 폴리스티렌 표준 나노입자의 크기에 따른 유효 초점 길이의 변화
에 대한 두 시스템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생성을 위하여 물
의 문턱 에너지의 90%에 해당하는 레이저 펄스 에너지를 각 시스템 별로 적용하였
다. CCD 카메라 앞에 이미지 확대를 위하여 장착된 렌즈 다발의 최대 배율이 약 2
배 정도 차이가 있어서 동일한 나노입자에 대한 두 시스템의 유효 초점 길이가 약

2배 정도의 pixel 차이가 발생하였다. 시스템 #1의 확대 비율은 1 pixel 당 약 1 μ
m 인 반면 시스템 #2의 확대 비율은 1 pixel당 약 0.5 μm이었다.
LIBD 기술을 이용하여 플루토늄 용해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우라늄
가수분해 화합물 측정시와 동일한 절차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우선 시료준비에 사
용되는 모든 용액 내 존재하는 나노입자를 실험 시작 전에 LIBD를 이용하여 확인
하였다. 준비된 플루토늄 모용액, 1 M NaClO4, 4% NaOCl, 1 M NaOH 및 1 M

HClO4 용액은 모두 LIBD 기술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나 농도를
갖는 나노입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우라늄 가수분해 화합물의 용해도를 실시간 측
정하는 실험과 달리 플루토늄의 경우 약염기성 영역에서 관찰될 수 있는 음이온성
플루토늄 가수분해 화학종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침전물의 용해도 상수를 측정하고
자 계획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농도의 NaOH 용액을 시료 준비에 사용하게 된다.

NaOH는 농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약간의 나노입자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
서 플루토늄 모용액을 제외한 모든 시료를 미리 섞은 후 LIBD를 이용하여 나노입
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플루토늄 모용액을 첨가하여 실험 시료를 준비하였다. 플
루토늄 모용액을 첨가하기 전 모든 용액은 물의 문턱에너지 영역에서 0.1 이하의
파열확률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준비된 플루토늄 시료는 LIBD를 이용한 나노입자
생성 여부 측정, LPAS를 이용한 용존 플루토늄 가수분해 화학종 규명 및 LWCC를
이용한 플루토늄 산화상태 규명 등을 수행하여 용해도 상수를 결정하고 시료 내 플
루토늄 화학거동을 예측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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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30. Breakdown probability for ultrapure water. The threshold energy
designated as an arrow is 0.6 mJ for previous system #1 and 0.2 mJ for present
system #2 installed in the control area to work with radioactiv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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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1. The calibration curves for the measurement of particle size for
system #1 and system #2 installed in the control area to work with radioactiv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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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탐사광을 이용한 LIBD 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라늄(VI) 가수분해물의 용해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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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23±0.23)는 문헌
값(logK°sp = - 23.19±0.428)과 비교하여 거의 유사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탐
사광을 이용한 콜로이드 측정기술은 방사성 독성을 띠는 다양한 악티나이드 화합물
의 용해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데 효과적인 기술로서 기존의 측정 방법에 비해
글로브 박스 등 차폐체 내에 있는 고방사성 악티나이드 시료의 용해도를 보다 쉽
고, 안전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재한다.
또한 LIBD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된 우라늄 나노입자의 특성 변화를 추적하고

TRLFS, XRD, TEM 및 입도계 등을 이용하여 용존화학종 및 침전물의 특성 변화
를 추적하여 우라늄 가수분해 화합물 침전의 숙성에 따른 용해반응 동적거동을 조
사하였다. 또한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방사성 물질인 플루토늄 및 넵투늄등 악티나
이드 원소의 가수분해 반응에 대한 연구로 용해도 측정 기술이나 용해반응 동적거
동 조사 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산화상태의 변화가
용이한 악티나이드 원소(Pu, Np 등)가 함유된 침전물의 장기적인 용해반응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이 축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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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LIBD를 이용한 지하수 내 나노입자 분석기술 개발
제 4 절에서는 지하 연구시설 등의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동식 레이저 유도
파열 검출 (LIBD, Laser- Induced Breakdown Detection) 장치를 제작하여 그 성능
을 조사한 결과 및 지하수 내 존재하는 콜로이드 성질의 나노입자의 특성을 규명하
기 위해 요구되는 나노입자의 물성에 따른 LIBD 신호 특성 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플라즈마 섬광(flash)을 발생시키는 레이저 광원으로 소형 레이저빔 발생기를 사용
하고 생성된 플라즈마 섬광을 CCD (Charge- Coupled Deveice) 카메라를 이용하여
광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차량 탑재가 가능한 이동식 LIBD 장치를 구
성하였다. 현장 적용을 위한 장치 개발과 동시에 자연수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미지 나노입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물성에 따른 LIBD 신호 특성을
조사하였다. 자연수에 흔히 존재한다고 알려진 실리카 및 알루미나 표준 나노입자
및 실험실에서 제조한 우라늄 나노입자의 LIBD 신호특성 자료를 보고한다.

1. 이동식 LIBD 장치를 이용한 지하수 내 나노 콜로이드 입자 검출
가. 서론
모든 자연수(natural water)에는 무기 또는 유- 무기 성분의 콜로이드 입자가 존
재한다[3- 4- 1]. 이들은 옥소- 다리(oxo bridging)와 연관된 금속 이온의 핵생성

(nucleation) 반응으로 만들어지고, 이들 중 일부는 휴믹산 등의 유기 리간드와 결합
한 착물을 형성한다[3- 4- 2∼3- 4- 5]. 고준위 폐기물 처분 부지 환경에서 지하수에
용해된 악티나이드 화학종은 이온 상태 또는 콜로이드 성질의 입자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지화학 조건에서는 콜로이드에 방사성 악티나이드 화학종이 흡
착 또는 혼입(incorporation)됨으로써 형성되는 유사 콜로이드(pseudo- colloids)의 양
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콜로이드 입자는 지하수의 흐름을 따라 이
동하기 때문에 방사성 악티나이드 물질의 운반자 역할을 한다[3- 4- 6, 3- 4- 7]. 따라
서 폐기물 처분의 안전성 예측을 위해서는 지하수에 존재하는 콜로이드 입자의 물
리, 화학적 특성을 현장에서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시판되고 있는 입도계(particle counter)
를 이용할 수 있다[3- 4- 8]. 대부분의 입도계는 광 산란 세기(light scattering

intensity)를 측정하는 광자 상관 분광학(PCS, Photon Correlation Spectroscopy) 기
술을 적용하고 있다. PCS 방식의 입도계는 사용이 간편하고, 입자 크기 분포를 측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자의 크기가 100 nm 보다 작을 경우에는 측정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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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좋지 않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3- 4- 9]. 지하수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콜
로이드 입자는 크기가 100 nm보다 작고, ppm(part per million) 이하의 미량으로 존
재하기 때문에 PCS 방식의 입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전자 현미경
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미량 농도의 입자 크기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수
용액을 증발시킨 후에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료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며 이때
시료에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제 3 절에 보고한 바와 같이

LIBD 장치는 100 nm보다 작은 크기의 극미량 콜로이드 입자를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하다[3- 4- 10∼3- 4- 14]. 따라서 우리 연구팀에서는 실험실 규모의 LIBD 장치를
소형화하여 지하 연구시설 등의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동식 LIBD 장치를 개발
하였고 그 성능을 조사하였다. 개발된 이동식 LIBD 장치를 이용하여 한국원자력연
구원 내 지하 처분 연구시설(KURT,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Underground Research Tunnel)에서 채취한 지하수에 존재하는 콜로이드 입자의 평
균 크기를 측정하고, 농도를 추정하였다.
나. 실험

(1) 이동식 LIBD 장치의 구성
파장이 532 nm인 Nd:YAG 레이저(Continuum, Minilite)의 제 2 조화파 펄스를
광원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3- 4- 1에서 보인 것과 같이 무게가 3.6 kg인 소형 레이
저빔 발생기(  ×  ×   )를 광학대(  ×  ×   ) 위에 고정시켰다. 초점 길이
가 15 mm인 렌즈를 이용하여 레이저빔을 수용액 시료 내에 집속시킴으로써 레이
저 유도 플라즈마를 발생시켰다. 레이저빔 진행 방향(그림3- 4- 1에서 Z- 축으로 표
시)에 수직 방향(그림에서 Y- 축으로 표시)으로 전하 결합 장치(CCD, Charge

Coupled Device) 카메라(Hitachi Kokusai Electric, KP- F100BCL)를 설치하여 레이
저 유도 플라즈마의 섬광 발생 위치 및 섬광 세기를 측정할 수 있도록 광학 부품을
배열하였다. 이동식 LIBD 측정 장치에 사용한 CCD 카메라는 화소가  ×  이
며  ×   의 크기이다. CCD 카메라 앞에는 배율 조절이 가능한 렌즈 다발

(Teleoptics, Plasma Scope)을 배열하여 플라즈마 섬광이 발생한 공간분포(그림에서
X- Z 평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측정한 플라즈마 섬광이 발생한 공간분포를
분석하여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LabView 기반 소프트웨어를 자
체적으로 개발하였다. 광학대 아래에는 그림 3- 4- 2에서 보인 것과 같이 데이터 분
석용 컴퓨터 및 레이저 펄스 제어장치(무게 14.5 kg, 부피  ×  ×   )를
설치하였다. 모든 구성 부품을 높이가   인 ″ 랙 캐비닛 내부에 설치함으로써
전체 장치를 차량에 탑재하여 쉽게 이동시킬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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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이저빔 특성
레이저빔의 특성은 레이저빔의 초점 영역에서 플라즈마 섬광이 발생하는 공간분
포에 큰 영향을 주므로 주의를 기울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 실험에
이용한 레이저빔의 펄스 반복률(pulse repetition rate)은 최대 15 Hz, 펄스의 시간폭
및 선폭은 각각 3- 5 ns, 1 cm- 1이다. 532 nm 파장에서 펄스 에너지는 최대 25 mJ,
펄스 에너지의 요동은 약 3%이다. 플라즈마 섬광의 공간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주
는 레이저빔 특성은 레이저빔 단면의 공간분포로서 최대 출력의 13.5%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는 레이저빔 직경은 약 2.5 mm, 레이저빔이 진행함에 따라 단면의 직
경이 퍼지는 정도를 의미하는 발산(divergence)각은 3 mrad이다. 그림 3- 4- 1에서
보인 렌즈 위치에서 레이저빔 단면 측정기(Newport, LBP)를 이용해 측정한 레이저
빔 단면의 공간분포를 그림 3- 4- 3에 보였다. 그림 3- 4- 3에서 보인 실선 및 굵은 점
선은 각각 레이저빔 단면에서의 출력분포(power distribution) 측정값 및 이 값을
가우스 함수로 곡선 맞춤(curve fitting)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 실험에서 보인 모든
데이터는 그림 3- 4- 3에서 보인 공간분포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3) 표준 입자 및 지하수 내 콜로이드 입자 시료 제조
정확한 크기를 알고 있는 구형의 폴리스티렌(PS, polystyrene) 나노 입자(Duke

Scientific)를 표준 입자로 사용하였다. 우리 실험실에 보유한 PCS 기술을 적용한
입도계(Malvern, Zeta Sizer)를 이용하여 실험에 사용한 모든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
였고, 그 결과를 표 3- 4- 1에 정리하였다. 제조사에서 제시한 입자의 크기(표 3- 4- 1
의 첫 번째 열)와 우리 실험실에서 별도로 측정한 입자 크기(표 3- 4- 1의 두 번째
열)를 비교한 결과, 제조사에서 제시한 입자의 크기와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입자 시료는 탈이온수(deionized water, 18   , Element,

Milli- Q System, Millipore)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입자의 농도는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빈도인 파열 확률과 관계가 있
다. 표 3- 4- 1의 세 번째 열에 입자 크기 측정용 검정 곡선(calibration curve)을 구
할 때 이용한 입자의 농도를 나타내었고, 이 조건에서 0.6 mJ의 레이저 펄스 에너
지를 입사시키면 각 입자의 파열확률은 0.2- 0.3이다.
시추공(KURT DB- 1) 심도 234- 244 m 구간에서 지하수를 채취하였다. 지하수
채취 전용 용기를 이용하여 대기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약 400 mL/min.
유량으로 40 L를 채취하였다. 450 nm 필터(Millipore, Millipak 40)를 이용하여 채취
할 때 발생하는 부유 입자들을 미리 제거하였다. 채취한 시료는 온도가 16.8 oC, pH
값이 8.5인 NaHCO3 형의 신선한 화강암반수로서 용존 산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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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1. Upper view of mobile LIBD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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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2. Front view of mobile LIBD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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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3. The laser beam profile (thin lines) shows a 95% Gaussian profile
(thick dotted lines). The white color in the optical image of the laser beam
represents the region with strong power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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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4- 1. Particle size and concentration used with the mobile LIBD system.
Manufacture' s Particle
Size
(nm)

Measured Particle Size
(nm)

Particle Concentration
(ppb)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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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및 논의

(1) 물 시료와 콜로이드 입자 시료의 문턱 에너지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레이저 펄스의 최소 에너지를 문
턱 에너지(threshold energy)라고 정의한다. 문턱 에너지는 매질의 종류에 따라 다
르며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문턱 에너지가 증가한다. 수용액 속에 존
재하는 고체 콜로이드 입자의 문턱 에너지는 순수한 물(H2O)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입사되는 레이저 펄스 에너지를 적절히 조정하여 물에 존재하는 고체상의 콜로이드
입자만을 파열시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 수 있다.
구성된 이동식 LIBD 장치의 물의 문턱 에너지를 결정하기 위해 입사 레이저 펄
스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파열 확률이 변화하는 양상을 측정하였다. 그림 3- 4- 4
에서 보인 빈 원 부호는 미세 불순물 입자가 거의 없는 순수한 물(저항 18.2   )
에 대한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레이저 펄스 에너지 조건에서 1000 개
의 레이저 펄스를 입사시킬 때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가 발생한 횟수를 파열 확률로
나타내었다. 그림 3- 4- 4에서 보인 실선은 데이터를 상용 프로그램(Origin 7.5,

OriginLab Corp.)을 이용하여 Sigmoidal 함수로 곡선 맞춤한 결과로서 영문자 S와
유사한 모양을 보이므로 흔히 S- 곡선이라고 부른다. 파열 확률이 0.01인 펄스 에너
지를 문턱 에너지로 정의했을 때 순수한 물 시료의 문턱 에너지는 그림에서 점선으
로 표시한 것과 같이 약 0.8 mJ이다. 따라서 이보다 낮은 에너지 조건에서 발생하
는 레이저 유도 파열은 물에 존재하는 콜로이드 입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동식 LIBD 장치의 물의 문턱에너지는 그림 3- 3- 2에서 보인 실험실에
설치된 LIBD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된 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플라즈마 섬광을 발생시키기 위해 입사된 레이저빔의 특성이 다르기 때
문이다.
농도가 1.3 ppb(part per billion), 크기 21 nm인 표준 입자의 문턱 에너지 측정
결과를 그림 3- 4- 4에서 채워진 원 부호로 나타내었다. 0.01 정도의 파열 확률을 보
이는 문턱 에너지는 순수한 물 시료에 비해 약 절반인 0.42 mJ임을 알 수 있다. 파
열 확률은 입자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턱 에너지를 결정할 경우에는 농도를
바꾸어도 0.01의 파열 확률을 주는 레이저 펄스 에너지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농
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3- 4- 4에서 보인 것과 같이 이동식 LIBD 장치의 물
의 문턱 에너지가 0.8 mJ임을 감안하여 이 장치를 이용한 나노입자 측정에서는 0.6

mJ의 레이저 펄스 에너지를 이용하였다.
(2)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의 공간분포를 이용한 입자 크기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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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이드 입자는 수용액 속에서 브라운 운동을 하므로 레이저빔이 진행하는 경
로를 따라 초점 영역의 여러 지점에서 입자가 파열될 수 있다. 입자가 파열될 때
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발생하는 플라즈마 섬광을 CCD 카메라로 측정하여 그 위
치를 기록함으로써 플라즈마의 공간분포를 조사할 수 있다. 21 nm와 125 nm 크기
의 표준 입자를 대상으로 3,000 번의 플라즈마가 발생한 위치를 기록한 플라즈마
공간분포를 그림 3- 4- 5에 나타내었다. 그림 3- 4- 5에서 원점은 렌즈의 초점으로서
레이저빔의 출력밀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다. 그림 3- 4- 5에서 보인 쌍곡선은 직경이

2.5 mm인 레이저빔이 초점거리가 15 mm인 렌즈를 통과해서 매질을 진행할 때의
모양을 참고문헌 [3- 4- 15]의 식 (5.106)과 (5.109)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그림
에서 쌍곡선 화살표로 나타낸 것과 같이 초점에서 멀어질수록 레이저빔의 직경이
증가한다. 동일한 물질의 입자인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파열에 필요한
문턱 에너지가 높다. 따라서 입자의 크기가 작은 21 nm 입자의 플라즈마 공간분포
는 레이저빔의 출력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초점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문
턱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125 nm 입자의 경우에는 초점 영역에 비해 출력밀도
가 낮은 주변 영역(Z- 축 방향으로 원점에서 먼 영역)에서도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빔이 진행하는 방향을 따라 보다 긴 플라즈마 공
간분포가 관측된다.
그림 3- 4- 5에서 보인 것과 같이 레이저빔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형성되는 플라즈
마 공간분포의 길이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측정함으로써 입
자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100 nm 보다 작은 크기의 입자의 경우에는 플라즈마
공간분포의 도수분포(frequency distribution) 곡선을 가우스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는 것을 그림 3- 4- 6에 보였다. 그림에서 각 부호는 그림 3- 4- 5에서 보인 데이터의
도수분포 곡선으로서 Y- 축은 레이저 유도 파열이 발생한 횟수를 뜻한다. 실선은 원
부호로 나타낸 측정값을 가우스 함수로 곡선 맞춤한 결과로서 크기가 큰 입자의 가
우스 함수 반높이 너비는 입자가 작은 경우에 비해 넓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크
기 측정용 검정 곡선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3- 4- 6의 아래 그림에서 보인 것
과 같이 입자의 크기가 100 nm 보다 큰 경우에는 도수분포 곡선이 좌우 대칭이 아
니므로 가우스 함수로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초점을
중심으로 Z- 축 방향 좌우로 95%의 레이저 유도 파열이 발생한 길이를 비교함으로
써 크기 측정용 검정 곡선을 구할 수가 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그림 3- 4- 5에서
화살표로 표시(21 nm와 125 nm 입자에 대해 각각 227  와 353  )한 것과 같이

95%의 파열이 발생한 길이(유효 초점 길이로 명칭)를 이용해 입자의 크기를 비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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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4. Breakdown probability as a function of laser pulse energy (S- curve).
The empty and solid circles were obtained from the pure water and reference
polystyrene particle (size of 21 nm), respectively. The threshold pulse energies
were 0.8 mJ for pure water and 0.42 mJ for reference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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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5. The exact position on the X- Z plane, where 3000 breakdown events
were recorded for two different particles. The hyperbolic lines mean a focused
laser beam propagated along the Z- axis. The effective focal length designated
as arrows is defined as the length for the 95% breakdown events occurred in
the optical imag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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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6.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laser- induced plasma for the same
data of Fig. 3- 4- 5. Solid line illustrates the fitted Gaussian curve to the data
points. The spatial distribution follows a Gaussian curve for the small particles,
however, the spatial distribution curve for the big particles show an
asymmetrical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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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URT 지하수 시료의 입자 크기 및 농도 측정
그림 3- 4- 7에 KURT 지하수 시료에 대해 측정한 플라즈마 공간분포와 도수분포
곡선을 나타내었다. KURT 지하수에 포함된 콜로이드 시료의 유효 초점 길이는

340
(227

 로서

그림 3- 4- 5에서 보인 결과와 비교해 볼 때 21 nm 크기의 표준 입자

 )보다는

크고, 125 nm 크기의 표준 입자(353  )보다는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수분포 곡선은 거의 좌우 대칭인 모양을 보이고 있으므로 그림에서
실선으로 보인 것과 같이 가우스 함수로 곡선 맞춤한 결과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크기가 다른 여러 표준 입자의 유효 초점 길이 측정값으로 구한 검정 곡선

(calibration curve)을 이용하여 KURT 에서 채취한 지하수 시료에 존재하는 콜로이
드 입자의 크기를 결정한 결과를 그림 3- 4- 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빈 원 부호는
표준 입자에 대한 측정값으로서 9 번의 실험을 반복하여 구한 평균을 뜻하고 표준
편차를 오차 기호로 표시하였다. 지하수 내 콜로이드 입자에 대한 측정값을 채워진
원 부호로 나타내었다. 지하수 시료에 대해 12번의 실험을 반복한 결과로 결정한
입자의 평균 크기는  ±  nm이다. 지하수 내 콜로이드 입자들은 균일한 크기

(monodisperse)의 표준 입자와는 달리 다양한 크기(polydisperse)의 입자들로 이루
어져 있으므로 측정값의 오차가 표준 입자에 비해 크다.
상용의 PCS 기기를 이용하여 지하수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 분포 측정 실험을
시도했으나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다. 이는 PCS 기기를 이용하여 입
자를 측정하기에는 지하수 콜로이드 입자의 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서론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PCS 기기는 입자에서 산란되는 광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입자 농도의 검출 한계(limit of detection)가 입자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심
하다. 실험에 사용한 여러 크기의 표준 입자에 대해 PCS 방법과 LIBD 방법을 이용
해 측정한 입자 농도 검출 한계 결과를 그림 3- 4- 9에 나타내었다. 빈 원 부호와 채
워진 원 부호는 각각 PCS 방법과 LIBD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로서 광 산란 세기가

10만 CPS(Counts Per Second, 실험에 이용한 PCS 제조사에서 신뢰성 있는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제시한 광 산란 세기의 최소 측정값 [3- 4- 16])가 되는 입자 농
도와 파열 확률이 0.02- 0.05(레이저 펄스 에너지의 요동에 의해 발생하는 파열과 확
연히 구분되는 측정값) 되는 입자 농도를 검출 한계로 정의하였다. 그림 3- 4- 9의
결과인 입자 크기별 농도 검출 한계를 표 3- 4- 2에 부피 농도와 단위 부피당 입자
수로 나타내었다. 입자의 크기가 100 nm 보다 작은 경우에 검출 한계의 차이가 두
드러짐을 알 수 있다. 특히 21 nm 입자의 경우에는 두 방법의 검출 한계가 약

200,000 배 까지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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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7. The exact position on the X- Z plane, where 3000 breakdown events
were recorded for KURT groundwater sample (upper part).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laser- induced plasma for the same data (lower part). Solid
line illustrates the fitted Gaussian curve to the data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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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8. Size measurement of the colloidal particles in KURT groundwater
(solid symbol). The calibration curve was obtained from the size of the reference
polystyrene particles (empty symbol). The measured size for particles in KURT
groundwater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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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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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9. The comparison of limit of detection as a function of particle size
between LIBD (solid symbol) and PCS (empty symbol). Results show that LIBD
is a sensitive tool for measuring colloidal nanoparticles with diameters smaller
than 100 nm and mass concentrations ranging from a few tens ppt to 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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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4- 2. Comparison of detection limit determined by PCS* with LIBD✝.
Particle Size
(nm)

Detection Limit, PCS
(ppm)
(particle number/cm3)

Detection Limit, LIBD
(ppm)
(particle number/cm3)

 ± 


 × 

 
 × 





 ± 

 ± 

 ± 

 ± 

 ± 

 ± 

 × 




 × 



 × 

 × 





 × 





 × 

 × 

 
 × 


 × 





 × 

 × 



*PCS, Photon Correlation Spectroscopy
✝LIBD, Laser- Induced Breakdown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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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S 방법으로 검출이 되지 않는 지하수 콜로이드 입자의 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LIBD 방법으로 지하수 시료의 S- 곡선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3- 4- 10에 나타내었다.
입사 펄스 에너지가 고정된 조건에서는 S- 곡선의 Y- 축 값인 파열 확률은 입자의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입자의 크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입자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파열 확률이 증가하므로 S- 곡선의 경사(펄스 에너지가 증가할 때 파열 확률이 증가
하는 기울기)로부터 입자의 농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 4- 10에서 채
워진 원 부호는 지하수 콜로이드 입자의 S- 곡선을 의미한다. 지하수 콜로이드 입자
의 평균 크기와 가장 유사한 125 nm 크기의 표준 입자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구
한 S- 곡선을 빈 부호로 나타내었다. 빈 원 부호와 사각형 부호는 각각 표준 입자의
농도가 270 ppb, 54 ppb인 조건에서 측정한 결과이다. 표준 입자의 농도가 54 ppb
인 경우의 S- 곡선 경사는 지하수 콜로이드 입자 S- 곡선의 경사와 비슷하고 표준
입자의 농도가 270 ppb인 경우에는 S- 곡선의 경사가 급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지하수 콜로이드 입자의 물성이 표준 입자와 유사하다고 가정하고 그림 8에서 보인
것과 같이 지하수 콜로이드 입자의 평균 크기가 125 nm 보다 작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림 3- 4- 10에서 보인 결과는 지하수 콜로이드 입자의 농도는 50 ppb 보다 적
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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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10. Breakdown probability as a function of laser pulse energy. The
empty and solid symbols were obtained from the reference polystyrene particles
(size of 125 nm) and particles in KURT groundwater, respectively. We speculate
that the concentration of particles in KURT groundwater is less than
approximately 50 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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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 론

KURT 현장에서 나노 콜로이드 입자 측정이 가능한 차량 탑재형 이동식 LIBD
장치를 제작하고 그 성능을 조사하였다. 제작한 LIBD 장치는 100 nm 보다 크기가
작은 미세, 미량 콜로이드 입자를 측정할 때 기존의 PCS 장치에 비해 측정감도가
매우 우수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보였다. 크기가 정확히 알려진 표준 입자를 이용
하여 크기 측정용 검정 곡선을 구했고, 이를 이용하여 KURT 에서 채취한 지하수에
존재하는 콜로이드 입자의 평균 크기(  ±  nm)를 구했다. 표준 입자의 S- 곡선과
비교하여 지하수 콜로이드의 농도(50 ppb 이하)를 추정하였다. 제작한 이동식 LIBD
장치가 지화학 관련 실험 현장[3- 4- 17]에서 나노 콜로이드 입자 이동(migration) 등
의 고준위 폐기물 처분 관련 연구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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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노입자 물성에 따른 LIBD 신호 특성 조사
가. 서론
장기적 관점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지하 처분 안전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방사성물
질이 지하 처분 장소로부터 생태계로 유입되는 예상이동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예상이동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방사성물질이 이동성 지하수와
접촉하였을 때 진행되는 용해반응이다. 이와 함께 전체 이동과정에서 고려해야하는
주된 요소로 지하수에 용해된 방사성이온 자체의 이동성뿐만 아니라 용해된 방사성
이온의 다양한 반응성이 포함된다.
지하수내 존재하는 다양한 유기 및 무기 리간드와의 복합체 형성반응, 주변에 존
재하는 고정된 광물질에의 흡착반응 및 이동성 콜로이드와의 반응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3- 4- 18]. 지하수내 존재하는 이동성 콜로이드가 방사성 오염원으로부터 플루토
늄 동위원소의 유출 및 이동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결과가 보고된바 있다[3- 4- 6].
그러나 이러한 콜로이드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미비한 실정
이다. 수용성 콜로이드가 방사성물질의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
기위하여 악티나이드 원소로 형성된 진(real)콜로이드 및 악티나이드 원소가 제 3의
콜로이드에 흡착되어 형성된 가(pseudo)콜로이드의 특성 및 안정도를 측정할 수 있
는 복합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LIBD 기술을 이용하여 real/pseudo 악티나이드 콜로이드 및 자연
콜로이드 등 다양한 미지 나노입자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나노입자
물성에 따른 LIBD 신호 특성에 관한 바탕 자료를 보고한다. LIBD 기술을 이용하여
나노입자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크기가 정확히 알려진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구한 검정곡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폴리스티렌 나노입자를 표준물질
로 사용한다. 그러나 LIBD 신호 특성은 나노입자의 물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측
정하고자 하는 미지입자의 물성이 표준입자의 물성과 유사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보고된 바로는 LIBD 기술을 이용하여 악티나이드 콜로이
드를 분석하고자 할 때 필요한 물성에 따른 LIBD 신호의 의존성에 대한 정보가 매
우 부족하다.
다양한 물질로 이루어진 미지의 콜로이드 나노입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바
탕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계에 흔히 존재하는 실리카 및 알루미나 나노입자를
우선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여 LIBD 신호 특성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실험실에
서 제조한 우라늄 나노입자 중 비교적 안정하게 존재하는 나노입자를 대상으로 하
여 악티나이드 나노입자의 LIBD 신호 특성을 조사하였다. 우라늄 나노입자는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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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표준물질이 없기 때문에 나노입자의 물성과 무관하게 크기 측정이 가능한 상
용화된

입도계(Malvern,

Zetasizer,

Nano

ZS90)

및

투과전자현미경(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Jeol, JEM- 2000FXII)을 이용하여 우라늄 나노
입자의 물리적 크기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LIBD 장치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였
다.
나. 실험

(1) 실험 장치
나노입자의 물성에 따른 LIBD 신호 특성 조사를 위하여 그림 3- 4- 11과 같이

LIBD 장치를 구성하였다. 나노입자의 물성에 따라 Nd:YAG 레이저(Continuum,
Surelite II)의 제 2 및 제 3 조화파 펄스(파장=532 및 355 nm, 펄스폭=6 ns 및 반
복률=20 Hz) 및 파장변환이 용이한 OPO (Optical Parametric Oscillator, OPOTEK,

Vibrant) 시스템의 펄스(파장=441 nm 및 반복률=10 Hz))를 플라즈마 섬광을 발생
시키는 광원으로 이용하였다. 355, 441 및 532 nm 파장의 레이저빔은 각각 초점 길
이가 54, 15, 및 40 mm인 렌즈를 이용하여 수용액 시료 내에 집속시킴으로써 레이
저 유도 플라즈마를 발생시켰다.
레이저빔 진행 방향(그림 3- 4- 11에서 Z- 축으로 표시)에 수직 방향(그림에서 Y축으로 표시)으로 CCD 카메라(Hitachi Kokusai Electric, KP- F100BCL)를 설치하여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의 섬광 발생 위치 및 섬광 세기를 측정할 수 있도록 광학 부
품을 배열하였다. 사용한 CCD 카메라는 화소(pixel)가 1,432(가로)×1,050(세로)이며,

8.98(가로)×6.71(세로) mm2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CCD 카메라 앞에는 배율 조절이
가능한 렌즈 다발(Teleoptics 및 Plasma Scope)을 배열하여 플라즈마 섬광이 발생
한 공간분포(그림 3- 4- 11에서 X- Z 평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료 셀 및
콜로이드 입자 등에서 산란되는 레이저광이 CCD 카메라에 입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파장의 레이저광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투과율 1% 이하)를 렌즈 다발
과 시료 셀 사이에 설치하였다.
측정한 플라즈마 섬광이 발생한 공간분포를 분석하여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체 개발한 LabView 기반 소프트웨어 및 상용 프로그램(Origin

7.5, OriginLab Corp.)을 사용하였다.
(2) 시료 준비
정확한 크기를 알고 있는 구형의 폴리스티렌(polystyrene, 21, 33, 60, 125, 240,

500, 800 및 1000 nm, Duke Scientific), 실리카(silica, 60, 238, 490, 730 및 99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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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uscular and Duke Scientific) 및 알루미나(alumina, 50, 240, 500, 800 및 1080
nm, Corpuscular) 나노입자를 표준시료로 사용하였다. 우리 실험실에서 TEM 및
PCS를 이용하여 측정한 입자 크기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입자의 크기와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표준 나노입자 시료는 탈이온수(deionized

water, 18   , Element, Milli- Q System, Millipore)를 사용하여 실험의 조건에 알
맞은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제 3 절에서 보고한 U(VI) 가수분해 화합물의 용해도 실시간 측정 실험을 위하
여 제조된 우라늄 시료 중 일부는 U(VI) 가수분해 화합물의 용해도 한계 농도를 초
과하여 시료 내 상당량의 콜로이드를 함유하고 있다. 생성된 나노입자는 제 3 절에
서 보고한 용해반응 동적거동 규명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우라늄 농도
및 pH 조건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
대부분의 경우 LIBD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측정이 가능하나 상용의 입도계를
이용하여 검출할 수 있는 최소 입자량보다 농도가 낮았다. 우라늄 콜로이드의

LIBD 신호 특성을 조사함과 동시에 물성의 영향을 받지 않고 크기를 측정할 수 있
는 입도계(Malvern, Zetasizer, Nano ZS90) 및 TEM 측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대
적으로 진한 우라늄 농도(1 mM)의 시료를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우라늄 농도가 1 mM인 강산성 시료(0.1 M HClO4)에 진한 NaOH (2.4 M) 용액
을 소량 가하여 약산성 조건(pH 5∼6.5)에서 과량의 노란색 U(VI) 가수분해 침전을
함유하는 시료를 제조하였다. 우라늄 가수분해 침전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콜로이
드성 우라늄(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침전을 가라앉힌 후
일정량의 상등액을 취하여 특성 조사를 수행하였다.
필요한 경우 우라늄 콜로이드 시료를 원심분리필터(기공크기≈1.5 nm, Milllipore,

Amicon 10 kD)를 이용하여 농축하여 시료 내 존재하는 콜로이드의 입자수를 상용
의 입도계의 측정가능 범위로 높였다. 또한 TEM 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탕매
질로부터 생성되는 NaClO4의 결정이 우라늄 콜로이드 측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TEM 시편은 여과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다. 일정량의 우라늄 시료에
증류수를 가한 후 원심분리필터(기공크기≈1.5 nm, Milllipore, Amicon 10 kD)를 이
용하여 여과하기를 수차례 반복하여 바탕매질 NaClO4의 농도를 충분히 희석하였다.
시료를 TEM 시편에 점적할 때, 바탕매질의 증발이 용이하도록 여과의 마지막 단계
에서 매질을 에탄올로 변경하였다. 모든 우라늄 시료는 제조 후 Ar으로 채워진 글
로브 박스 내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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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11. Top view of experimental setup for LI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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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및 논의

(1) 실리카 표준 나노입자의 LIBD 신호 특성
콜로이드 입자의 물성에 따른 LIBD 신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첫 번째 대상
물질로 자연수에 존재하는 콜로이드성 물질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실리카 콜로이
드(SiO2)을 선택하였다. 그림 3- 4- 12에 제조사의 크기 정보가 60±6 nm인 SiO2 나
노입자의 TEM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크기가 60±6 nm인 SiO2 나노입자의 경우
비교적 고른 크기 분포를 보였고, 시료 내 분산이 잘 이루어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총 70 여 개의 입자 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균 78 nm, 표준편차 14 nm인 단분산 크
기 분포 결과가 얻어졌다.
그림 3- 4- 13에 다양한 크기의 폴리스티렌 및 실리카 표준 나노입자 시료에 파장
이 532 nm인 레이저빔을 입사시켜 측정한 문턱에너지(파열 확률이 0.01인 레이저
펄스 에너지)를 나타내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파열 확률은 입자의 농도에 따
라 달라지므로 농도를 바꾸어도 0.01의 파열 확률을 주는 레이저 펄스 에너지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농도를 대상으로 하여 문턱에너지를 결정하였다. 실리카 및 폴리
스티렌 나노입자 모두 나노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문턱에너지가 증가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리카 나노입자의 문턱에너지가 유사한 크기의 폴리스티렌
나노입자의 문턱에너지와 비교하여 더 높았다. 이는 제 3 절에서 설명한 레이저 유
도 플라즈마가 발생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인 나노입자의 다광자 흡수(multiphoton

absorption)에 의한 광이온화 (photoionization) 과정을 통한 초기전자(seed electron)
의 생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리카의 이온화 에너지(Ionization potential, IP=∼

11.7 eV)는 폴리스티렌의 이온화 에너지(IP=∼7.8 eV)에 비하여 높다[3- 4- 19,
3- 4- 20]. 나노입자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이온화 에너지가 높을수록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가 생성되기 위하여 더 높은 레이저 출력밀도가 필요하다. 파장이 532 nm
인 레이저 펄스(E=∼2.3 eV)를 입사시키는 경우 폴리스티렌은 4- 광자 흡수에 의하
여 초기전자가 발생되는 반면 실리카는 최소한 5개의 광자가 동시에 흡수하는 다광
자 흡수가 필요하다. 그림 3- 4- 13에 나타낸 실리카 및 폴리스티렌 나노입자의 문턱
에너지 값의 차는 기존에 보고된 결과(1.8- 2.2배 차이)[3- 4- 13, 3- 4- 19] 와 일치한다.
특히 그림 3- 4- 13에 화살표로 나타낸 바와 같이 나노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실
리카 및 폴리스티렌 나노입자의 문턱에너지 값의 차이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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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12 TEM image and the distribution of particle sizes for SiO2 reference
nano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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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13. The breakdown threshold energies, which are defined as laser pulse
energies where the breakdown probability amounts to 0.01, are plotted as a
function of particle size for two different materials: polystyrene and si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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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 14는 파장이 532 nm인 레이저빔이 입사되었을 때 측정된 유효 초점
길이를 나노입자 크기의 함수로 나타낸 결과이다. 폴리스티렌 나노입자의 경우 유
효 초점 길이는 나노입자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하였고 이는 기존에 보고된 결과
와 일치한다[3- 4- 7, 3- 4- 13, 3- 4- 21]. 이때 지름이 100 nm보다 작은 나노입자인 경
우 나노입자 크기 증가에 따른 유효 초점 길이의 증가폭이 큰 반면 100 nm 이상의
나노입자의 경우 그 증가폭이 다소 작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실리카 나노입자의
경우 나노입자의 크기에 따른 유효 초점 길이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최소자승법에
의한 선형관계를 도출하였을 때 다소 증가하는 직선관계를 보이나 얻어진 직선의
기울기 및 상관계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실리카 나노입자의 유효 초점 길이는 나노
입자의 크기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파장이 532 nm인 레이저빔을 광원
으로 사용하는 현재의 실험 장치에서 측정된 레이저 유도 파열의 공간 분포를 이용
하여 실리카 나노입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림 3- 3- 3(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레이저광의 출력밀도(power density)는 레이
저빔의 진행방향을 따라 레이저 출력밀도가 가장 높은 중간 영역과 다소 낮은 출력
밀도를 갖는 상류 및 하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폴리스티렌 나노입자의 크기가 증
가함에 따라 유효 초점 길이가 증가한 결과는 크기가 작은 폴리스티렌 나노입자의
경우 레이저 출력밀도가 높은 중간 영역에서만 플라즈마가 형성되는 반면 크기가
증가할수록 문턱에너지가 낮아 중간 영역뿐만 아니라 상류 및 하류 영역에서도 플
라즈마가 생성됨에 기인한다. 크기가 서로 다른 실리카 나노입자의 경우 나노입자
크기 변화에 따라 유효 초점 길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레이저 출력밀도가 높은
중간 영역에서만 플라즈마가 발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류 및 하류 영역에서의
레이저 출력밀도가 실리카 나노입자의 5- 광자 흡수에 의한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발생에 필요한 출력밀도보다 작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레이저 펄스 에너지를 증가시키면서 유효 초점 길이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그림

3- 4- 15에 나타내었다. 그림 3- 4- 15의 빈 부호와 채워진 부호는 각각 레이저 펄스
에너지에 따른 폴리스티렌 및 실리카 나노입자의 유효 초점 길이의 변화를 나타낸
다. 폴리스티렌 나노입자의 경우 레이저 펄스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유효 초점
길이가 증가하였다. 반면 실리카 나노입자의 경우 레이저 펄스 에너지를 0.5 mJ에
서 0.7 mJ까지 증가시켜도 유효 초점 길이에 큰 변화가 없었다. 0.8 mJ 이상의 레
이저 펄스 에너지에서는 나노입자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증류수의 레이저 유도
파열이 발생되는 구간이므로 실험을 수행하는 최대 레이저 펄스 에너지를 0.7 mJ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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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14. Effective focal lengths measured with a laser wavelength of 532
nm are plotted as a function of particle size for two different materials:
polystyrene and si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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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15. Effective focal lengths measured with a laser wavelength of 532
nm are plotted as a function of laser pulse energy for two different materials:
polystyrene and si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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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에 입사되는 레이저광의 광자 에너지가 실리카 나노입자의 4- 광자 흡수에
의한 이온화가 가능할 정도로 높은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폴리스티렌 나노입자의

4- 광자 흡수에 의한 플라즈마 생성의 경우와 유사하게 레이저 출력밀도가 높은 중
간 영역뿐만 아니라 상류 및 하류 영역에서도 플라즈마가 생성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리카 나노입자도 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유효 초점 길이가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Nd:YAG 레이저의 제 3 조화
파인 355 nm(E=∼3.49 eV) 파장의 레이저빔을 사용하여 측정한 실리카 나노입자의
크기에 따른 유효 초점 길이를 그림 3- 4- 16에 나타내었다. 앞서 기대한 바와 같이
실리카 나노입자의 유효 초점 길이는 나노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실리카 나노입자의 크기에 따른 유효 초점 길이의 증가폭이 폴리스티
렌 나노입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다소 작지만 유효 초점 길이를 이용하여 실리카 나
노입자의 크기를 결정하기엔 충분한 증가폭이 관찰되었다. 355 nm 파장의 레이저빔
을 입사광으로 사용하여 측정된 레이저 펄스 에너지에 따른 폴리스티렌 및 실리카
나노입자의 유효 초점 길이의 변화를 그림 3- 4- 17에 각각 빈 부호와 채워진 부호로
나타내었다. 폴리스티렌 및 실리카 나노입자 모두 레이저 펄스 에너지가 0.4 mJ에
서 0.7 mJ로 높아질수록 유효 초점 길이가 증가함이 관찰되었다.

(2) 알루미나 표준 나노입자의 LIBD 신호 특성
콜로이드 입자의 물성에 따른 LIBD 신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두 번째 대상
물질로 자연수에 존재하는 콜로이드성 물질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알루미나 콜로
이드(Al2O3)을 선택하였다. TEM을 이용하여 실험에 사용한 알루미나 표준 나노입
자의 크기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표 3- 4- 3에 정리하였다. 제조사에서 제시한 입
자의 크기(표 3- 4- 3의 첫 번째 열)와 우리 실험실에서 별도로 측정한 입자 크기(표

3- 4- 3의 두 번째 열)를 비교한 결과, 제조사에서 제시한 입자의 크기와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루미나의 이온화 에너지(Ionization potential, IP=∼9.1 eV)는 실리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폴리스티렌의 이온화 에너지(IP=∼7.8 eV)에 비하여 높다[3- 4- 19,

3- 4- 22]. 파장이 532 nm인 레이저 펄스(E=∼2.3 eV)를 입사시키는 경우 폴리스티
렌은 4- 광자 흡수에 의하여 초기전자가 발생되는 반면 알루미나는 실리카와 같이
최소한 5개의 광자가 동시에 흡수하는 다광자 흡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서 언급
한 실리카 나노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알루미나 나노입자도 폴리스티렌과 비교
하면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가 생성되기 위하여 더 높은 레이저 출력밀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227 -

Effective Focal Length (mm)

polystyrene
silica

900
800
700
600
500
400
0

200

400

600

800

1000

Particle Size (nm)
Fig. 3- 4- 16. Effective focal lengths measured with a laser wavelength of 532
nm are plotted as a function of particle size for two different materials:
polystyrene and si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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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17. Effective focal lengths measured with a laser wavelength of 355
nm are plotted as a function of laser pulse energy for two different materials:
polystyrene and si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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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4- 3. The measured particle size of alumina (Al2O3) by TEM.
Manufacture' s Particle Size
(nm)

Measured Particle Size
(nm)

50

49±9

240

240±40

500

490±14

800

1100±260

1080

13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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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 18에 파장이 532 nm인 레이저빔이 입사되었을 때 측정된 폴리스티렌
및 알루미나 표준 나노입자의 유효 초점 길이를 나노입자 크기의 함수로 나타내었
다. 빈 부호로 표시된 폴리스티렌 나노입자유효 초점 길이는 나노입자의 크기에 비
례하여 증가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알루미나 나노입자는 크기 변화에 따른 유
효 초점 길이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최소자승법에 의한 선형관계를 도출하였을 때
다소 증가하는 직선관계를 보이나 얻어진 직선의 기울기 및 상관계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알루미나 나노입자의 유효 초점 길이는 나노입자의 크기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파장이 532 nm인 경우 레이저 유도 파열의 공간 분포를 이용하여
알루미나 나노입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앞서 보고한 실리카의

LIBD 신호 특성과 유사한 결과로 레이저 출력밀도가 충분히 높은 중간 영역에서만
알루미나 나노입자의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가 생성되기 때문에 알루미나 나노입자
의 크기 변화에 따라 유효 초점 길이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하겠다. 상류 및 하
류 영역에서의 레이저 출력밀도가 알루미나 나노입자의 5- 광자 흡수에 의한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발생에 필요한 출력밀도보다 작다고 추정된다.

532 nm 파장의 레이저 펄스 에너지를 증가시키면서 알루미나의 유효 초점 길이
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그림 3- 4- 19에 나타내었다. 그림 3- 4- 19의 빈 부호와 채워
진 부호는 각각 레이저 펄스 에너지에 따른 폴리스티렌 및 알루미나 나노입자의 유
효 초점 길이의 변화를 나타낸다. 알루미나 나노입자의 경우 실리카 나노입자의 경
우와 유사하게 레이저 펄스 에너지를 0.5 mJ에서 0.7 mJ까지 증가시켜도 유효 초점
길이에 큰 변화가 없었다.
시료에 입사되는 레이저광의 광자 에너지가 알루미나 나노입자의 4- 광자 흡수에
의한 이온화가 가능할 정도로 높은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폴리스티렌 나노입자의

4- 광자 흡수에 의한 플라즈마 생성의 경우와 유사하게 레이저 출력밀도가 높은 중
간 영역뿐만 아니라 상류 및 하류 영역에서도 플라즈마가 생성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알루미나 나노입자도 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유효 초점 길이가 증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알루미나 나노입자의 플라즈마 발생을 위하여 OPO 레이저
의 441 nm(E=∼2.81 eV) 파장의 레이저빔을 사용하여 측정한 알루미나 나노입자의
크기에 따른 유효 초점 길이를 그림 3- 4- 20에 나타내었다. 알루미나 나노입자의 유
효 초점 길이는 나노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알루미
나 나노입자의 유효 초점 길이는 동일한 크기의 폴리스티렌 나노입자의 유효 초점
길이와 거의 유사하였고 유효 초점 길이의 증가폭은 폴리스티렌 나노입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거의 일치하였다. 따라서 유효 초점 길이를 이용하여 알루미나 나노입자
의 크기를 결정하기엔 충분한 보정 곡선(calibration curve)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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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18. Effective focal lengths measured with a laser wavelength of 532
nm are plotted as a function of particle size for two different materials:
polystyrene and alu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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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19. Effective focal lengths measured with a laser wavelength of 532
nm are plotted as a function of laser pulse energy for two different materials:
polystyrene alu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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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20. Effective focal lengths measured with a laser wavelength of 441 nm
are plotted as a function of particle size for two different materials: polystyrene
and alu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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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IBD를 이용한 우라늄 가수분해 나노입자 특성조사
그림 3- 4- 21에 우라늄 농도가 1 ppm(4.2 μM)인 시료의 pH를 변화시키면서 측
정한 입자 파열 확률을 나타내었다. 입자 파열 확률은 pH 5.5 이하에서 거의 영에
가깝다. 그러나 pH가 5.5 이상에서 우라늄 농도가 우라늄 가수분해 화합물의 용해
도를 초과하면 시료 내 미세한 나노입자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나노입자가 형성됨에
따라 레이저 유도 입자 파열 확률이 증가한다. 제 3 절에서 보고한 결과와 같이 파
열확률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pH를 해당 우라늄 농도의 용해도 한계로 결정하였다.
과포화 상태인 pH가 7.0이고 우라늄 농도가 4.2 μM인 시료의 경우 생성된 나노입
자의 크기는 폴리스티렌 표준 나노입자의 유효 초점 길이를 이용하여 구한 검정 곡
선과 비교할 때 약 600 nm였다. 1년 후에 동일한 시료를 LIBD를 이용하여 측정하
여 시료 내 생성된 우라늄 나노입자의 변화를 관찰하여 그림 3- 4- 22에 나타내었다.
시료의 pH는 5.8로 산성화되었고, 우라늄 나노입자는 그 평균 크기가 폴리스티렌
나노입자로 결정된 검정 곡선과 비교할 때 50 nm로 줄어들었다. 위와 같이 폴리스
티렌 표준 나노입자의 유효 초점 길이를 바탕으로 우라늄 나노입자의 크기를 결정
하기 위해서는 우라늄 나노입자의 LIBD 신호 특성이 폴리스티렌의 경우와 유사하
다는 가정이 바탕이 되어야한다. 따라서 위 우라늄 나노입자를 물성과 무관하게 나
노입자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입도계 및 TEM 측정을 이용하여 결정하고자 하
였다. 그러나 시료 내 존재하는 우라늄 나노입자의 농도가 상용의 입도계 및 TEM
을 이용하여 측정하기엔 충분치 않았다.
상용의 입도계 및 TEM 측정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수의 우라늄 나노입자가
생성될 수 있도록 우라늄 농도가 1 mM인 침전 및 콜로이드를 포함하는 시료(pH

5- 6)를 준비하였다.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침전을 제외한 상등액을 취하여 수용액
내에 안정하게 떠다니는 U(VI) 가수분해 콜로이드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림

3- 4- 23 및 3- 4- 24에 U(VI) 콜로이드의 TEM 및 입도계로 측정한 결과를 각각 나
타내었다. 그림 3- 4- 23(a)는 우라늄 입자의 TEM 사진이고, 그림 3- 4- 23(b)에 650
여개 우라늄 입자의 TEM 사진을 분석하여 얻은 우라늄 입자의 크기에 대한 도수
분포를 막대그래프로 보였다. 입자 지름의 20 nm를 한 구간으로 선정하였고, 측정
값을 가우스 함수로 맞춘 결과를 실선으로 나타내었다. 곡선맞춤에 의해 결정된 우
라늄 입자의 크기 분포는 중심값이 220 nm이고, 반폭(ω)이 230 nm인 다분산 콜로
이드임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시료를 4배 농축하여 PC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폴리스티렌과 비교하여 그림 3- 2- 24에 보였다. 측정된 우라늄(VI) 콜로이드
의 평균 크기는 TEM 측정 결과와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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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21. Breakdown probability as a function of pH shows the formation of
uranium colloidal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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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22. Size measurement of colloidal uranium particles (solid symbol). The
calibration curve was obtained from the effective focal lengths of the polystyrene
reference particles with different sizes of 21, 33 and 60 nm in diameter (open
symbols).

- 237 -

(a)

Number of Particles

50

(b)

~ 200 nm

40
30
20
10
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Particle Size (nm)
Fig. 3- 4- 23. TEM image of colloidal uranium particles and number- weighted
particle size distribution obtained from T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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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24. Size measurement of colloidal uranium particles (solid symbol) and
polystyrene reference particles (open symbols) using 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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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 25에 동일한 시료에 대한 LIBD 측정 결과를 크기가 21, 33, 60, 125 및

240 nm인 폴리스티렌 표준입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총
3,000회의 레이저 유도 파열을 기록하여 X- 축상 플라즈마 공간분포의 유효 초점 길
이를 측정하였다. 빈 원 부호는 폴리스티렌 나노입자의 크기에 따른 유효 초점 길
이이고 채워진 원 부호는 우라늄 나노입자의 LIBD 측정 결과이다. 우라늄 나노입
자의 유효 초점 길이를 폴리스티렌 실험 결과와 직접 비교하면 우라늄 나노입자의
평균 크기는 약 158 nm 이었다. 실험실에서 제조된 우라늄 나노입자의 다분산도를
고려하였을 때 LIBD를 이용하여 측정된 결과는 상용의 입도계 및 TEM을 이용하
여 측정된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실험실에서 제조한 우라늄 나노입자의 다분산도를 낮추기 위하여 100 nm의 기
공 크기를 갖는 필터(mixed cellulose ester, Advantec)를 이용하여 크기가 100 nm
이상인 나노입자를 시료로부터 제거하였다. 크기가 큰 나노입자를 제거한 시료의
유효 초점 길이를 측정하여 그림 3- 4- 25에 채워진 부호로 나타내고 화살표로 표시
하였다. 폴리스티렌 나노입자로 구한 검정 곡선과 비교할 때 우라늄 나노입자의 평
균 크기는 약 31 nm이다. 이 시료 또한 상용의 입도계 혹은 TEM 측정법으로 나노
입자 크기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입자의 농도가 두 상용 측정기의 측정한계 미만
이었다. 그림 3- 4- 25에 채워진 부호로 나타낸 두 가지 우라늄 나노입자의 레이저
유도 입자 파열의 공간 분포를 그림 3- 4- 26에 나타내었다. 100 nm의 기공 크기를
갖는 필터로 처리된 시료 내 존재하는 우라늄 나노입자가 필터 처리하기 전의 시료
에 존재하는 우라늄 나노입자보다 작은 유효 초점 거리를 보인다.
그림 3- 4- 27에 폴리스티렌, 100 nm 필터로 처리된 우라늄 및 실리카 나노입자
의 유효 초점 거리를 레이저 펄스 에너지를 변화시키면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폴리스티렌 나노입자의 경우 레이저 펄스 에너지가 증
가함에 따라 동일한 나노입자의 유효 초점 길이가 증가하고 실리카 나노입자의 경
우 그 의존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실험실에서 제조된 우라늄 나노입자의 유효 초점
길이는 레이저 펄스 에너지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고 그 증가폭 또한 폴리스티렌
표준 나노입자의 증가폭과 유사하였다. 제 3 절에 보고한 바와 같이 실험실에서 제
조된 우라늄 나노입자는 UO3․H2O(cr)이다. 그러나 UO3․H2O(cr)의 이온화 에너지는
보고된 바 없다. 우라늄 가수분해 화합물의 이온화 에너지가 UO2의 이온화 에너지

(IP=∼6.17 eV)[3- 4- 23] 와 유사하다고 가정하면, 532 nm 파장의 레이저광(E=∼2.33
eV)이 입사될 때 3- 혹은 4- 광자 흡수에 의해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가 형성될 것
이다. 이러한 이온화 에너지의 유사성 때문에 우라늄 나노입자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폴리스티렌 나노입자를 표준물질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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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25. Size measurements of colloidal uranium particles using effective
focal lengths. The calibration curve was obtained from the size of the
polystyrene reference particles having diameters of 21, 33, 60, 125 and 24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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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26. Spatial distributions of 3,000 breakdown events for two different
uranium particles in supernatant sample (a) and filtered sampl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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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4- 27. Effective focal length as a function of laser pulse energy for
ppolystyrene uranium and silica particles at the laser wavelength of 532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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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지표수 및 지하수에 흔히 존재하는 100 nm 이하 크기의 미량의 나노입자를 분
석하기에 유용한 LIBD 시스템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LIBD 장
치를 개발하였다. 폴리스티렌 표준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개발된 장치의 성능을 조
사하고 한국원자력 연구원내 조성된 지하 처분 연구시설에서 채취한 화강암질 지하
수 내 존재하는 나노입자를 분석하는데 적용하였다. 극미량 미세 나노 콜로이드 입
자를 측정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갖고 있는 LIBD 기술을 지하수 내 존재하는 미지
의 자연 나노입자 및 악티나이드 나노입자의 특성을 조사하는데 직접 적용하기 위
해서 필수적인 물성에 따른 LIBD 신호 특성을 조사하였다. 레이저 펄스 에너지 및
레이저광 에너지(파장)을 변화시키면서 폴리스티렌, 실리카, 알루미나 및 우라늄 나
노입자의 LIBD 신호 특성 자료를 보고하였다.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형성을 위해

3- 혹은 4- 광자 흡수가 요구되는 폴리스티렌 및 우라늄 나노입자의 LIBD 신호 특
성이 유사하였다. 실리카 및 알루미나 나노입자의 경우 532 nm 파장의 레이저빔이
입사될 때 5- 광자 이상이 동시에 흡수될 때 플라즈마가 유발될 수 있기때문에 폴리
스티렌 및 우라늄과 다른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레이저 파장을 532 nm에서 441

nm 및 355 nm로 변화시켜 레이저광 에너지가 ∼2.33 eV에서 ∼2.81 eV 및 ∼3.49
eV로 증가되면 실리카 및 알루미나 나노입자도 4- 광자를 동시에 흡수하여 플라즈
마가 유발될 수 있어 폴리스티렌과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이는 나노입자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이온화 에너지에 근거하여 적절한 레이저 파장을 사용하는 경우 이온
화 에너지가 높은 나노입자도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크기 변화에 따른 검정 곡선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지 나노입자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성이
다른 다양한 입자를 대상으로 LIBD 신호 특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
되면, 자연수에 존재하는 미량의 콜로이드 및 real/pseudo 악티나이드 콜로이드의
안정성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보다 쉽게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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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LWCC를 이용한 Np, Pu 착물 화학종 규명
악티나이드 원소가 포함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 안전성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하수 내에서 보이는 화학적 거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
다. 지하수에 용해된 악티나이드 원소는 수용성 가수분해 화학종을 형성하거나 지
하수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기 및 무기 이온과 반응하여 수용성 착물을 형성한다.
이들 화학종은 지하수에 존재하는 미세한 콜로이드 입자에 흡착되어 그 이동성이
증가하거나 혹은 지하 광물질 계면에 흡착됨으로써 그 이동성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악티나이드 원소의 수용액 내 화학적 거동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수용액 내
에 존재할 수 있는 미량의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구분하고 각 화학종의 형성상수

(formation constant)와 같은 열역학적 자료를 조사해야 한다[3- 5- 1].
이를 위해 레이저 형광 분광법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레이저 유도
광음향 분광법(Laser- induced Photo- Acoustic Spectroscopy)과 같은 고감도의 레이
저 분광기술을 이용하여 미량 농도(μM 이하)의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명하는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3- 5- 2∼3- 5- 4]. 그러나 이러한 레이저 분광장치는 상용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쉽게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상용화된 자외선- 가시광선 파장
영역의 분광광도계(UV- VIS spectrophotometer)를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3- 5- 5

∼3- 5- 7]. 상용의 분광광도계를 이용하는 분광기술은 레이저를 광원으로 이용하는
분광법에 비해 검출감도(detection sensitivity)가 낮다. 따라서 대개 mM 농도 이상
의 화학종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한계를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 점을 보완하
기 위해서는 광 경로(optical path length)가 긴 흡수 셀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며, 최근 들어 상용의 분광광도계와 특수하게 제작한 모세관셀(capillary cell)을 결
합하여 검출한계를 개선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3- 5- 6, 3- 5- 8].
제 5 절에서는 1.0 m의 광 경로를 가진 액체 광도파 모세관 셀(LWCC, Liquid

Waveguide Capillary Cell)을 상용의 분광광도계에 연결하여 미량의 악티나이드 화
학종을 규명하고자 한다. 흡수스펙트럼 측정에 필요한 악티나이드 표준 시료 제조
방법을 연구하고 제조된 악티나이드 표준 시료 내 악티나이드 원소의 산화상태를
일정기간동안 안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농도가 서로 다른 악티
나이드 표준 시료를 이용하여 각 악티나이드 원소에 대한 농도측정 용 보정곡선

(calibration curve), 몰흡광계수 (ε, molar absorption coefficient, M- 1cm- 1) 및 검출
한계(LOD, Limit Of Detection)를 조사하였다. 구성된 고감도 LWCC 시스템의 성
능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석영 셀을 이용한 경우와 비교 평가하였다. 설치된
고감도 LWCC 시스템을 Np 및 Pu의 착물 화학종 규명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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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WCC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화학종 고감도 검출
가. 서론
글로브 박스 내부에 LWCC를 설치하고, 광섬유(optical fiber)를 이용하여 분광광
도계와 연결하였다. U(IV/VI), Np(IV) 및 Pu(V/VI) 화학종을 측정 대상으로 하였
다. 각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표준 시료를 전기화학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통해 제
조하고, 이를 희석하여 농도가 서로 다른 시료를 제조하였다. 흡수스펙트럼을 측정
하여 각 악티나이드 화학종에 대한 농도측정 용 보정곡선, 몰흡광계수 및 검출한계
를 조사하였다. 측정한 검출한계를 분광광도계에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1.0 cm
의 광 경로를 갖는 표준 석영 셀을 사용한 경우의 검출한계와 비교하였다.
나. 실험

(1) LWCC 시스템 구축
그림 3- 5- 1에 실험에 사용된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었다. 방사성 악티나이드 화
학종 측정 및 대기 중에서 산화상태가 불안정한 악티나이드 화학종 측정을 위해 불
활성 기체(Ar)로 채워진 글로브 박스 내부에 LWCC를 설치하였다. 글로브 박스 외
부에 위치한 분광광도계(Varian, Cary 5)의 셀 홀더(10×10 mm)에 광섬유 결합기

(fiber optic coupler, Hellma)를 설치하고, 광섬유(내경 0.6 mm)를 이용하여 LWCC
와 분광광도계를 연결하였다. LWCC는 테플론으로 외벽이 코팅된 내경 0.55 mm인
석영 재질의 모세관이며, 액체 시료가 채워진 모세관의 내벽에서 빛의 전반사가 이
루어지고, 시료 내에서 광 경로는 100 cm이다. LWCC를 이용해 흡수스펙트럼을 측
정할 경우에 필요한 시료의 최소량은 250 μL로, 방사성 독성으로 인해 사용량에 제
한이 있는 악티나이드 시료에 적용할 경우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모세관 셀에 시
료와 광이 동시에 입사할 수 있도록 T 자형의 연결 접합부(그림 3- 5- 1에서 점선으
로 표시)가 장착되었다[3- 5- 9]. 시료 주입 및 교체를 위하여 연동식 펌프(IP4,

Ismatec)를 사용하였고, 산염기에 대한 내구성이 강한 Viton tubing(내경 1.65 mm,
Ismatec)과 테플론 관을 사용하였다. 1 M HClO4 및 1 M NaOH 용액을 이용하여
모세관을 세척하였고, 측정 시료를 주입하기 전에 시료와 조성이 같은 바탕시료를
이용하여 모세관을 충분히 세척하였다. 시료 주입 후, 시료의 흐름을 멈춘 상태에서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검출한계는 바탕시료의 경우 측정된 신호의 표준편차
의 세 배(3σ)에 해당하는 값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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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브 박스
연동펌프
모세관셀

D
외부의
분광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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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광섬유

Spectrophotometer

Optical Fiber

Glov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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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5- 1. A sensitive absorption measurement system using a LWCC to detect
actinide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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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티나이드 표준 시료 제조
U(VI) 표준 시료는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천연우라늄의 산화물 (UO2) 분말을
H2O2를 함유한 6 M HClO4 (analytical grade, Merck) 최소량으로 용해하였다. 진한
NH4OH를 가하여 pH 2를 유지한 조건에서 30%의 H2O2를 방울방울 가하여 uranyl
peroxide 침전을 얻었다[3- 5- 10]. 우라늄 침전물을 여과하고, 몇 방울의 H2O2를 가
한 0.01 M HClO4와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침전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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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히 희석하여 농도가 서로 다
른 U(VI) 표준 시료를 제조하였다. U(IV) 모용액은 그림 3- 5- 2에 나타낸 Pt/Pt 전
극을 이용한 전기분해셀이나 그림 3- 5- 3에 나타낸 Hg/Pt 전극을 이용한 전기분해
셀을 사용하여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강산성 조건(1 M HClO4 혹은 0.2

M HClO4)에서 U(VI) 용액을 전기분해법으로 환원시켜 얻었다. U(VI) 모용액을 적
당량의 1 M HClO4 용액을 이용하여 희석하여 U(IV) 표준 시료를 제조하였다.

U(IV) 표준 시료의 산화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희석에 사용될 1 M HClO4 용액의
용존 산소를 다음과 같이 제거하였다. 1 M HClO4 용액을 일정 온도로 가열한 뒤,

4% H2 기체를 함유한 Ar 기체 분위기에서 서서히 식힌 후, 음파파쇄법(sonication)
을 이용하여 잔여하고 있는 기체를 제거하였다. 모용액 및 표준 시료의 우라늄 농
도는 Kinetic Phosphorescence Analyzer(Chemchek Instrument)를 이용하여 정량하
였다.

Np(V) 모용액은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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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였다. 용액을 양이온교환수지(AG 50WX8, 200- 400 mesh,

1 ml 부피) 컬럼에 통과시켜서 237Np의 딸핵종인
리한

233

Pa를 흡착시켜서 제거하였다. 분

237

Np 용액을 증발 건고시키고, 0.01 M HNO3로 용해하여 0.242 mM(1.50

kBq/ml)의 모용액을 준비하였다.
질산 매질에 용해된 Np(V) 모용액은 전기분해를 위해 증발건고하여 1 M HClO4
매질로 변경하였다. 그림 3- 5- 2에 나타낸 Pt/Pt 전극을 이용한 전기분해셀을 이용
하여 강산성 조건(1 M HClO4)에서 Np(V)을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환원시켜 Np(IV)
모용액을 제조하였다[3- 5- 11]. 바탕매질이 D2O(99%, Aldrich)인 1 M HClO4 용액으
로 Np(IV) 모용액을 적절히 희석하여 다양한 농도의 Np(IV) 표준 시료를 제조하였
고, 액체섬광계수기(LSC,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TRI- CARB 2500 TR/AB,

Packard)를 이용하여 표준 시료의 Np 농도를 결정하였다.
Pu(VI) 표준 시료는 다음과 같이 제조하였다. 플루토늄 산화물(PuO2,

242

Pu =

99.932%, ORNL, USA)을 진한 HNO3와 소량의 HF를 이용하여 용해시켰다.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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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O3 매질 용액에 진한 HClO4를 가하고 증발 건고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여
플루토늄을 Pu(VI)로 산화시키고, 용액의 매질을 HClO4로 변환하였다. 충분히 증발
시킨 플루토늄 침전물에 최종적으로 약 0.5 M HClO4를 가하고 약하게 가열하여 플
루토늄 침전물을 녹여 Pu(VI) 모용액을 준비하였다. 알파- 분광계(α- spectrometer,

EG&G/ORTEC, USA)와 LSC를 이용하여 모용액의 플루토늄 농도를 정량하였다.
Pu(VI) 모용액을 바탕매질이 D2O(99%, Aldrich)인 1 M HClO4 용액을 이용하여 적
절히 희석하여 농도가 서로 다른 Pu(VI) 표준 시료를 제조하였다. Pu(V) 모용액은

Pu(VI) 용액을 이용하여 전기분해법으로 얻었다[3- 5- 12]. 이 때 플루토늄의 농도는
100 μM 이고, 바탕 매질은 pH 3인 0.01 M NaClO4 용액이다. 이렇게 얻은 Pu(V)
표준용액을 pH 3인 0.01 M NaClO4 (Analytical Grade, Merck) 용액으로 희석하여
농도가 다른 Pu(V) 표준시료를 준비하였다. LSC를 이용하여 Pu(V) 표준 시료의
농도를 결정하였다.
모든 용액은 Milli- Q 장치(Millipore, Milli- Q Academic)를 통과한 무이온수(18

MΩ)를 사용하여 제조하였으며, 각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모용액은 제조직후 불활성
기체로 채워진 글로브 박스에 보관되었다. 각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표준 시료는 글
로브 박스 내부에서 모용액을 희석하여 제조하였고, 제조직후 LWCC 시스템을 이
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다. 결과 및 논의

(1) 악티나이드 표준 시료 제조 및 산화 상태 유지
(가) 우라늄 표준 시료
강산성 조건(1 M HClO4)에서 5 mM 농도의 U(VI) 용액 5 mL(총 U 6 mg)를

Pt/Pt 전극(그림 3- 5- 2 참조)을 이용하여 - 0.21 V (Ag/AgCl 기준전극) 전위에서
U(IV)으로 환원시켰다. 이 때 환원 전위 - 0.21 V는 물의 환원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H2 기체의 생성을 최소화하면서 우라늄을 환원시키기 위한 최소 전위 값이다
[3- 5- 13].
그림 3- 5- 4에 환원과정 중 측정된 우라늄 흡수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환원반응
이 진행됨에 따라 414 nm에서 최대흡수를 보이는 U(VI)의 흡수가 감소되고 648

nm에서 최대흡수를 보이는 U(IV)이 점차 증가되었다. 90분간의 환원반응을 통해
모든 U(VI)이 U(IV)으로 환원되었음을 분광학적 방법으로 확인하였고, 이때 관찰된
흡수스펙트럼은 기존에 보고된 U(IV) 이온의 흡수 스펙트럼(1 M DClO4)과 일치하
였다[3- 5- 14]. 추가적으로 30분간 환원반응을 더 진행시켰으나 U(III)으로의 환원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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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5- 2. Electrolysis cell using Pt/Pt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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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5- 3. Electrolysis cell using Hg/Pt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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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5- 4. Absorption spectra measured during electrolysis by using Pt/Pt
electrodes. U(IV) continuously increased by reduction of U(VI) and 100% of
U(VI) reduced in 9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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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5- 5에 Pt/Pt 전극(그림 3- 5- 2 참조)을 이용하여 전기화학적 환원반응에
의해 생성된 U(IV)의 안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환원된 U(IV) 용액을 둘
로 나눠 하나는 불활성 기체(Ar) 분위기에서 또 다른 하나는 대기상태에서 보관하
면서 시간의 함수로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하고 우라늄 산화상태 변화를 관찰하였다.

U(IV)은 대기 중에서 안정한 산화상태인 U(VI)으로 빠르게 산화하여 한 달이 지난
후 시료 내 모든 우라늄이 U(VI)으로 산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Ar 기체로 채
워진 글로브 박스 내부에 보관한 U(IV) 용액의 경우 6개월 동안 비교적 많은 양의
우라늄이 4가 산화 상태를 유지하였고, 흡수분광법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미량의 우
라늄만 U(VI)으로 산화되었다.
그림 3- 5- 6에 Hg/Pt 전극(그림 3- 5- 3 참조)을 이용한 전기화학적 환원반응에 의
해 변화하는 우라늄의 산화상태를 흡수스펙트럼 측정을 통해 관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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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극이 담긴 셀에서 물의 환원반응에 의한 H2 기체 생성이 거의 없도록 양극(Pt)/
음극(Hg)간의 전압을 3.5 V로 유지하였다. Pt/Pt 전극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Hg/Pt
전극을 사용하는 경우가 H2 기체에 의한 방해가 없어 U(VI)가 U(IV)로 환원되는
효율이 높았다. Hg/Pt 전극을 이용한 전기화학적 환원반응에 의해 생성된 U(III)은
실험 조건에서 매우 불안정하여 불활성 기체 분위기에서도 수일에 걸쳐 자발적으로

U(IV)로 산화되었고 이를 그림 3- 5- 6에 나타내었다. 흡수 스펙트럼의 주기적인 측
정을 통해 생성된 U(IV)의 산화상태가 불활성 기체(Ar) 분위기에서 U(VI)로 산화
되지 않고 장기간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나) 넵투늄 표준 시료
강산성 조건(1 M HClO4)에서 0.7 mM 농도의 Np(V) 용액 3 mL(총 Np 0.5 mg)
를 Pt/Pt 전극(그림 3- 5- 2 참조)을 이용하여 - 0.25 V (Ag/AgCl 기준전극) 전위에
서 Np(IV)으로 환원시켰다. 그림 3- 5-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980 nm에서 강한 흡수
를 나타내는 Np(V)은 환원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960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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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되었다. 이는 바탕매
질이 2 M HClO4인 조건에서 측정된 Np(IV)의 흡수스펙트럼과 일치하였다[3- 5- 14].
상대적으로 몰흡광계수가 작은 Np(III)에 의한 흡수는 관찰되지 않았다. 생성된

Np(IV)는 공기 중에서 빠르게 Np(V)로 산화되므로 불활성 기체(Ar)로 채워진 글로
브 박스에 시료를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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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5- 5. The stability of U(IV) monitored as a function of time under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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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5- 8에 보관된 Np(IV) 모용액의 흡수스펙트럼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시료 내 Np 산화상태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960

nm에서 Np(IV)의 몰흡광계수보다 980 nm에서 Np(V)의 몰흡광계수가 2배 이상 크
기 때문에 그림 3- 5- 8의 왼쪽 그림에 보인 흡수스펙트럼 상에서 960 nm 흡광도의
감소는 미미한데 반해 980 nm에서의 흡광도 증가는 명확하게 관찰되었다. 그림

3- 5- 8의 오른쪽에 960 nm 및 980 nm 파장에서의 흡광도와 각 Np 산화상태의 몰
흡광계수를 이용하여 Np(IV)의 농도 및 Np(V)의 농도를 정량 분석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Np(IV)의 경우 불활성 기체로 채워진 글로브 박스 내부에 보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동안 약 7%의 Np이 Np(V)으로 산화되었다.

(다) 플루토늄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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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방법으
로 ozonolysis를 적용하였다. 그림 3- 5- 9에 Pu(V)와 Pu(VI)가 혼재하고 있는 시료
에 O3 기체를 가하여 플루토늄을 산화시킨 결과를 나타내었다. 30분여의 ozonolysis
를 수행한 뒤 569 nm에서 최대흡수를 보이는 Pu(V)의 흡수가 줄어들고 831 nm에
서 최대흡수를 보이는 Pu(VI)의 흡수가 증가하여 모든 플루토늄이 정량적으로

Pu(VI)로 산화되었다. 그러나 대기 상태에서 수행한 ozonolysis로 인해 시료 내에
NO3- 이온이 증가하여 시료의 pH가 감소함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pH 조건에 따라
생성되는 다양한 Pu(VI) 화학종을 규명하는 연구를 위한 시료준비 과정으로

ozonolysis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기를 차폐하기위한 별도의 장비가 요구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약산성 조건에서 Pu(VI) 산화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산화제 NaOCl을 사용한
결과를 그림 3- 5- 10에 나타내었다. 이때 플루토늄 총 농도는 45 μM이고 시료의

pH는 2.66, NaOCl의 농도는 1 mM이었다. 한 달여의 관찰 기간 동안 95% 이상의
플루토늄이 Pu(VI) 산화상태로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2) LWCC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화학종 측정
(가) LWCC 시스템의 특성 조사
고감도 LWCC 시스템은 광 투과 길이가 100 cm인 모세관 셀을 사용하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광 투과 길이가 1 cm인 석영 표준 셀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바탕매질에 의한 흡수가 100배 증가한다. 따라서 UV- Vis- NIR 영역에서
강한 흡수를 보이는 다양한 악티나이드 원소의 미량 측정에 LWCC 시스템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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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탕매질인 물의 영향을 측정하였다. 그림 3- 5- 11
에 바탕 매질에 의한 흡수를 고려하기 위하여 H2O 및 D2O를 LWCC에 채우고 측
정한 파장별 투과도를 나타내었다. H2O의 흡수는 적외선 영역에서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다[3- 5- 15]. 보고된 바와 같이 700 nm 파장 이상의 파장 영역에서 H2O
에 의한 흡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850 nm 이후에는 LWCC에 입사된 모든 빛이 바
탕매질인 H2O에 흡수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D2O를 바탕매질로 사용하는 경우

600 nm보다 짧은 파장 영역에서는 H2O보다 광 투과가 적지만, 장파장 영역에서는
D2O 매질의 광 투과율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흡수 파장이 723 nm인
Np(IV) 및 830 nm인 Pu(VI) 표준 시료의 흡수스펙트럼측정을 위해 LWCC를 사용
하는 경우, 700 nm 이상의 적외선 파장 영역에서의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하여야 하
므로 H2O 매질 대신 D2O 매질을 사용하였다.

LWCC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한 U(VI) 및 Pu(V) 표준 시료의 흡수스펙트럼을
표준 석영 셀(광 투과 길이 1.0 cm)을 이용하여 측정한 흡수스펙트럼과 비교하여
그림 3- 5- 12에 나타내었다. 414 nm 파장에서 최대 흡수를 보이는 U(VI)의 흡수스
펙트럼은 370- 500 nm 파장 영역에서 측정하였다(그림 3- 5- 12의 왼편). 우라늄의 농
도가 100 μM 이고 바탕 매질이 0.1 M HClO4인 조건에서 측정한 흡수스펙트럼은
순수한 UO22+ 이온의 흡수스펙트럼과 일치하였다[3- 5- 14]. 표준 석영 셀을 이용하여
얻은 흡수스펙트럼(그림 3- 5- 12의 아래)은 측정감도가 떨어지므로 UO22+ 이온 고유
의 흡수스펙트럼 특성이 분명하게 관측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LWCC를 이용한 경
우에는 100배 증가된 광 투과 길이 때문에 Beer- Lambert 법(A = ε • c • ℓ)에 따라
흡광도가 100배 증강되었고, 그 결과로 전형적인 UO22+ 이온의 흡수스펙트럼이 관
측되었다.

Pu(V) 이온은 수용액 상에서 존재하는 플루토늄 네 가지 서로 다른 산화상태 중
몰흡광계수가 가장 작기 때문에 시료 내에 다양한 산화상태가 공존할 때 상대적으
로 검출이 어렵다[3- 5- 14]. 그림 3- 5- 12의 우측에 500- 700 nm 파장 영역에서 측정
한 Pu(V)의 흡수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약산성 조건에서 Pu(V)의 산
화상태가 안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표준 시료는 pH가 3인 0.01 M NaClO4 바탕매
질을 이용하여 준비하였다. 흡광도 측정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Pu(V)를 제외한 다
른 산화상태의 플루토늄에 의한 흡수는 관측되지 않았다. 측정된 Pu(V)의 흡수스펙
트럼은 569 nm에서 최대 흡광도를 보이는 순수한 PuO2+ 이온의 흡수스펙트럼과 일
치하였다[3- 5- 14]. U(VI)경우와 마찬가지로 LWCC를 이용할 경우(그림 3- 5- 12의
위)에 표준 셀을 이용하는 경우(그림 3- 5- 12의 아래)와 비교하여 100배 증강된 흡
광도를 관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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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5- 8. The stability of Np(IV) monitored as a function of time under Ar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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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5- 9. Absorption spectra measured before and after ozonolysis of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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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5- 11. Transmission curves measured by using LWCC containing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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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5- 12. Representative absorption spectra of U(VI) ion in 0.1 M HClO4 and
Pu(V) ion in 0.01 M NaClO4 (pH 3) by using the LWCC system (top)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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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감도 LWCC 시스템의 검출한계 측정
그림 3- 5- 13에 고감도 LWCC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된 U(IV), U(VI), Np(IV),

Pu(V) 및 Pu(VI)의 대표적인 흡수 스펙트럼을 함께 나타내었다. 측정에 사용된
U(IV), U(VI), Np(IV), Pu(V) 및 Pu(VI) 표준 시료의 농도는 각각 20, 114, 10, 40
및 2 μM이다. 약산성 조건에서 안정하게 존재하는 Pu(V) 표준시료는 바탕 매질

0.01 M NaClO4에서 준비되었고, 이를 제외한 모든 악티나이드 표준 시료는 강산성
조건(1 M HClO4)에서 준비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탕매질인 H2O의 흡수에 의한
영향(그림 3- 5- 11 참조)을 배제하기 위하여 Np(IV) 및 Pu(VI) 표준시료는 바탕 매
질을 1 M HClO4를 함유한 D2O로 준비하였다. 고감도 LWCC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된 각 악티나이드 표준 시료에 대한 흡수스펙트럼은 상용화된 분광시스템을 이
용하여 측정된 전형적인 악티나이드 이온의 흡수스펙트럼과 일치하였다(악티나이드
이온- 최대흡수 파장: U(VI)- 414 nm, U(IV)- 648 nm, Np(IV)- 723 nm, Pu(V)- 569

nm 및 Pu(VI)- 831 nm)[3- 5- 14].
그림 3- 5- 14에 서로 다른 농도의 표준 시료를 이용하여 각 악티나이드 이온의
최대흡수 파장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고 이를 농도에 의한 함수로 나타내었다. 실
험을 수행한 농도 범위에서 모든 악티나이드 원소의 흡광도는 농도에 선형적으로
비례하였다. 최소자승법에 의해 각 악티나이드 이온에 대한 농도 측정을 위한 보정
곡선을 결정하였고, 모든 보정 곡선의 상관계수는 0.99 이상으로 우수하였다. 보정
곡선의 기울기로부터 각 악티나이드 이온의 몰흡광계수를 결정하여 표 3- 5- 1에 정
리하였다.
신호 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n, σ)의 3배에 해당하는 값으로부터 각 이온
에 대한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를 결정하여 표 3- 5- 1에 정리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 cm 광 투과 길이를 갖는 표준 석영 셀을 사
용하여 측정하는 경우의 검출한계를 표 3- 5- 1에 함께 나타내었다. 광 투과 길이가

100 cm인 모세관 셀을 사용한 고감도 LWCC 시스템을 사용할 때 검출한계가 30배
이상 제고되었고, 측정된 모든 악티나이드 이온에 대하여 μM 이하 농도의 화학종
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기존에 LWCC 시스템을 사용하여
다양한 플루토늄 이온에 대한 검출한계를 보고한 값(Pu(V)- 16 μM 및 Pu(VI)- 0.7 μ

M [3- 5- 8])보다 약 40 배 이상 향상된 값이다. 이는 이 연구에서 설치된 고감도
LWCC 시스템에서 사용된 분광광도계의 성능과 광섬유 연결 등 주변 장치의 개선
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100배 증가된 광 투과 길이를 갖는 모세관 셀을 이용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출한계가 약 30배 증가한 이유는 광 투과 길이의 증가와 함께
바탕 잡음도 동시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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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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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es
Pu(VI)
Pu(V)
Np(IV)
U(IV)
U(VI)



(nm)
831
569
723
648
414

1.0- m LWCC

LOD
( M)
(M- 1cm- 1)
541.5±6.0*
0.011
17.0±0.2
0.35
*
147.5±2.5
0.041
51.1±3.4
0.12
8.4±0.5
0.71

1.0- cm quartz cell
 **
LOD
-1
( M)
(M cm- 1)
550
0.3
17
10
127
1.5
56.1
3.2
7.8
22.8

* The molar absorption coefficients measured in D2O solutions.
** in ref. [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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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이 연구에서는 100 cm의 광 투과 길이를 갖는 모세관 셀(LWCC)을 글로브 박스
내부에 설치하고, 광섬유를 이용하여 글로브 박스 외부에 위치한 분광광도계와 연
결하여 미량 악티나이드 원소를 분석하였다. 구성한 분광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UV- Vis- NIR 파장 영역에서 흡수 특성을 보이는 다양한 악티나이드 화학종

(U, Np 및 Pu)에 대해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하고 농도 검정곡선과 검출한계를 조사
하였다. 이를 위해 전기화학적 혹은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악티나이드 표준 시료
를 제조하였고, 제조된 각각의 악티나이드 화학종이 그 산화상태를 안정하게 유지
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LWCC를 이용하여 측정한 몰 흡광계수는 1.0 cm 광 투과 길이를 갖는 표준 석
영 셀을 이용하여 측정한 몰 흡광계수와 일치하였고, 검출한계는 약 30배 향상되었
다. 이 결과는 가시광선 파장 영역에서 흡수를 보이는 악티나이드 원소에 대해 상
용의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μM 농도 이하의 정량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뿐만 아니라 LWCC를 이용할 경우에는 시료의 양을 적게 사용해도 흡수스펙트
럼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방사성 시료나 고가의 악티나이드 시료에 적용하기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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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안정도
가. 서론
수용액상에서 Pu(VI)의 가수분해 거동에 대한 연구는 1940 년대 연구[3- 5- 16,

3- 5- 17] 를 시작으로 전위차적정법[3- 5- 18, 3- 5- 19], 분광법[3- 5- 20∼3- 5- 23], 용해
도측정법[3- 5- 24∼3- 5- 26]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었다. 앞서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Pu(VI)의 환원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낮은 산화 상태의 플루토늄(Pu(III),

Pu(IV) 및 Pu(V))을 배제할 수 있는 짧은 시간 (수 시간) 내에 Pu(VI) 가수분해 화
학종의 형성상수를 결정하였다.
최근 발표된 전위차적정법과 흡수분광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Pu(VI) 가수분해 화
학종을 규명한 연구에서 초기 플루토늄 농도가 0.2 mM 일 때 2주 후 시료 내에 환
원반응에 의해 생성된 미량의 Pu(V) 이온이 존재함이 흡수스펙트럼으로부터 확인
되었다[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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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충분한 반응 시간을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하
였다[3- 5- 27].
현재까지 Pu(VI)의 환원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산화상태가 다른 플루토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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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서로 다른 산화상태의 플루
토늄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흡수분광법이 있다. 플루토늄은 산화상태에 따라 독특한
흡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흡수분광법으로 플루토늄의 각 산화상태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Pu(VI) 이온이 보이는 강한 흡수특성(ε = 550 M- 1cm- 1, 831 nm

[3- 5- 14])과 달리 환원 생성물인 Pu(V)는 상대적으로 약한 흡수특성(ε = 17
M- 1cm- 1, 569 nm [3- 5- 28])을 보여 미량의 Pu(V)을 흡수분광법으로 검출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문헌[3- 5- 29]에서 언급하였듯이, Pu(VI) 가수분해 반응에 대한 열역학
상수를 결정할 때 플루토늄의 산화상태의 변화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변
수이다.
이 연구에서는 흡수분광법을 이용하여 Pu(VI)의 환원반응이 가수분해 반응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을 규명하였다. Pu(VI) 가수분해
반응을 규명하기위하여 근적외선 영역에서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함과 동시에 가시광
선영역에서의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수용액상에 공존할 수 있는 Pu(V), Pu(IV)
및 Pu(III)를 정량하였다. 몰흡광계수가 작은 Pu(V)에 대한 검출 감도를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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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앞서 언급한 100 cm 투과 길이를 갖도록 고안된 고감도 LWCC 시스템(그림

3- 5- 1 참조)을 이용하여 플루토늄의 산화상태 변화를 측정하였다. 플루토늄 총 농
도를 0.1- 0.12 mM로 고정하였고, 기존의 열역학 상수와의 비교를 위해 바탕 매질의
이온 세기는 0.01 M NaClO4로 고정하였다.

LWCC 시스템을 이용하여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약산성 및 중성 조건에
서의 플루토늄 시료 내에서 시료 제조 직후 환원반응에 의해 생성된 미량의 Pu(V)
존재가 관찰되었다.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으로 이합체인 (PuO2)2(OH)22+가 생성
되었고, 결정된 가수분해 상수는 NEA- TDB에서 제안된 가수분해 상수와 일치하였
다[3- 5- 29]. 미량으로 존재하는 Pu(V)은 비교적 진한 농도에서 결정된 Pu(VI) 중합
체의 가수분해 상수에는 큰 영향을 안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낮은 플루토늄
농도 조건에서 연구되는 Pu(VI) 단량체 가수분해 화학종에 대한 열역학 상수를 결
정할 때는 반드시 미량의 Pu(V) 존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Pu(VI)은 수용액 내에
서 환원반응, 가수분해반응 및 응집반응 등에 관여한다. 흡수분광법을 이용하여 1년
여의 기간 동안 수용액 내 존재하는 다양한 플루토늄 화학종을 규명하고 이들의 변
화를 통해 다양한 플루토늄 반응을 논의하고자 한다.
나. 실험

(1) 시료
Pu(VI) 모용액의 앞에서 언급한 방법과 동일하게 제조하였다. LSC를 이용하여
결정된 모용액의 농도는 3.94 mM이다. 모용액 내 존재하는 다른 플루토늄 산화상
태(Pu(III), Pu(IV) 및 Pu(V))의 농도는 상용화된 흡수분광기의 검출한계 (약 5 μM
의 Pu(III), 약 4 μM의 Pu(IV) 및 약 10 μM의 Pu(V)) 이하로 모용액 내 100%

Pu(VI)만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농도의 Pu(VI)의 표준시료는 일정량의
Pu(VI) 모용액을 1 M HClO4를 이용하여 희석하여 준비하였다. LSC를 이용하여 각
표준 용액의 플루토늄 농도를 정량하였다.

Pu(VI)의 가수분해 거동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모용액을 적절한 pH로 조
절된 0.01 M NaClO4 용액에 가하여 플루토늄 총 농도가 약 0.1- 0.12 mM이며 pH
가 3- 8인 용액을 준비하였다.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Ar 가스로 채워진 글로브 박스 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글로브 박스 내
부의 온도는 21±2 ℃ 로 유지되었다. 시료의 이온 세기는 0.01 M NaClO4로 고정하
였다. NaClO4 • H2O(Merck, analytical grade)는 별도의 재결정 과정을 통해 포함하
고 있을 불순물을 제거한 후 사용하였다. 글로브 박스 내에서 순도 99.99%의

NaOH(Aldrich, semiconductor grade)를 탄산이 제거된 묽은 HClO4 용액(pH 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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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여 CO32- 이온 함유량을 최소화한 NaOH 용액을 제조하여 플루토늄 시료의 pH를
조절하는데 사용하였다. 모든 시료 제조에는 순수 제조 장치(Millipore, Milli- Q

Academic)에 의해 생성된 증류수(저항: 18 MΩ)가 사용되었다. 시간의 함수로 시료
내에 존재하는 플루토늄 화학종 분포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총 10 mL의 시료
를 제조하여 글로브 박스 내에 보관하였고, 2 mL씩 취하여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한
후 폐기하였다.
시료의 pH는 네 개의 완충용액(pH 2.00, 4.01, 7.00 및 9.21, Mettler Toledo)을
이용하여 보정한 pH 전극(Orion, Ross type)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플루토늄 가
수분해 침전이 존재하는 중성 시료의 경우 여과법(10 kD filter, Millipore, Centricon

YM- 10)을 이용하여 플루토늄 침전을 분리하고 LSC를 이용하여 시료 내에 존재하
는 용존 플루토늄 농도를 결정하였다.

(2) 흡수분광법
Pu(VI)의 가수분해 화학종을 규명하고 시료 내에 존재하는 플루토늄의 산화상태
를 조사하기 위하여 흡수분광법을 적용하였다. 830 nm에서 강한 흡수를 보이는

Pu(VI) 이온과 그 가수분해 화학종의 흡수특성을 조사하기위하여 0.5 nm로 고정된
spectral bandwidth를 이용하여 800- 900 nm 파장 영역에서의 흡수스펙트럼을 측정
하였다(Varian, Cary 5).
준비된 플루토늄 시료는 모두 바탕 매질이 H2O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결과
대로 근적외선 파장영역에서 흡수스펙트럼 측정을 위해 고감도 LWCC 시스템을 이
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그림 3- 5- 11 참조).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 cm 광
투과 길이를 갖는 표준 석영 셀을 이용하여 근적외선 파장영역에서의 흡수스펙트럼
을 측정하였다. 글로브 박스 외부에 설치된 흡수분광기를 이용하여 흡수스펙트럼
측정하는 중, 대기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배제하여야 한다. 따
라서 무산소성 조건에 적용 가능한 석영셀(Hellma, Macro117.100F)에 시료의 일부
를 담아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Pu(VI)의 환원반응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Pu(V), Pu(IV) 및 Pu(III)를 검출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광 경로가 100 cm인 모세관 셀을 이용하는 고감도 LWCC
시스템(그림 3- 5- 1 참조)을 이용하였다. 대기로부터 유입되는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LWCC를 불활성 기체(Ar)로 채워진 글로브 박스 내에 설치하였고
앞에서 언급한 방법과 같이 글로브 박스 외부에 위치한 흡수분광계(Varian, Cary

5)와 연결하였다. 가시광선 파장 영역의 흡수 스펙트럼은 400- 700 nm 파장 영역에
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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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및 논의

(1) 플루토늄 이온의 정량분석
바탕 매질이 H2O인 시료에 존재하는 PuO22+ 이온 농도를 흡수스펙트럼을 이용하
여 정량분석하기 위해서 농도가 다른 Pu(VI) 표준시료(1 M HClO4)를 제조하였다.

PuO22+ 이온의 농도에 따른 스펙트럼변화를 그림 3- 5- 15에 나타내었다. Pu(VI) 농
도가 줄어듦에 따라 831 nm 파장에서의 흡광도가 감소되었다. PuO22+ 이온의 농도
에 따른 831 nm 파장에서의 흡광도 변화를 그림 3- 5- 15의 삽입 그림으로 나타내었
다. PuO22+ 표준 시료의 경우 농도 범위가 1- 100 μM인 시료 8개로부터 얻은 결과
는 상관관계가 0.99 이상인 선형관계를 나타내었다. 검정 곡선의 기울기로부터 결정
한 PuO22+(1 M HClO4)의 831 nm 파장에서의 몰 흡광계수는 546.8±0.9 M- 1cm- 1로
문헌값[3- 5- 28] 과 일치하였고, 검출한계(3σ)는 0.4 μM이다. PuO2+의 정량분석을 위
해 농도 범위가 0.5- 100 μM인 표준 시료 8개를 준비하였고 이로부터 얻은 결과는
앞의 그림 3- 5- 14에 나타내었다. LWCC로 측정된 PuO2+ 이온의 569 nm 파장에서
의 몰 흡광계수는 17.0±0.2 M- 1cm- 1이고, 검출한계(3σ)는 0.4 μM이다. 또한 보고된
몰흡광계수로 미루어볼 때, 고감도 LWCC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산화상태의
검출한계는 Pu(IV)은 0.1 μM (ε = 50 M- 1cm- 1, 470 nm [3- 5- 14]) 및 Pu(III)은 0.2
μM(ε = 35 M- 1cm- 1, 600 nm [3- 5- 14])로 예측된다. 이는 플루토늄 총 농도가

0.1- 0.12 mM인 시료 내에서 0.5% 미만의 플루토늄 산화상태 변화를 관찰할 수 있
을 정도로 적용된 고감도 LWCC 시스템이 민감함을 의미한다.

(2)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안정도
플루토늄 총 농도를 0.1- 0.12 mM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pH가 3- 8인 시료의 흡
수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흡수특성의 장파장 이동 및
폭 넓어짐 현상이 문헌과 유사하게 관찰되었다[3- 5- 17, 3- 5- 22, 3- 5- 23, 3- 5- 27].
그림 3- 5- 16에 약 산성인 pH 5- 6에서 형성된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흡수스펙
트럼을 나타내었다. 시료 제조 후 초기에 측정된 흡수스펙트럼(그림 3- 5- 16의 1 및

2는 제조 3일 후, 3은 제조 직후 측정됨)은 845 nm에서 최대 흡수를 보이는 가수분
해 화학종이 생성되었음을 보인다. 이는 약산성 조건인 시료 내에서 첫 번째 가수
분해 화학종으로 단량체인 PuO2(OH)+ 화학종이 아닌, 이합체인 (PuO2)2(OH)22+ 화
학종(ε = 270±10 M- 1cm- 1 [3- 5- 27])이 형성되었음을 나타낸다. (PuO2)2(OH)22+ 화학
종의 흡수특성은 최대 흡수 파장이 846.4±0.8 nm이고, 반너비(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가 13.05±0.84 n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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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5- 15. Absorption spectra of PuO22+ ions in 1 M HClO4 and calibration
curves (inset) measured for the concentration measurement of PuO22+ 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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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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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3 -

LWCC를 이용하여 측정된 400- 700 nm 영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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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영 셀을 이용하는 경우의 검출한계(약 10 μM)보다 낮은 농도이지만, 전체 농
도의 6%에 이르는 플루토늄이 시료 제조 직후 환원되었음을 나타낸다.
흡수스펙트럼으로부터 용존 PuO2+, PuO22+, (PuO2)2(OH)22+의 농도를 구하고 이로
부터 계산된 (PuO2)2(OH)22+의 가수분해 형성상수를 표 3- 5- 2에 정리하였다. Pu(VI)
의 가수분해 반응의 평형상수를 아래 반응식 (1)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m PuO22+ + n H2O ⇄ (PuO2)m(OH)n(2m- n) + n H+
*

β‘mn =

(1)

 
  
   

   

모든 시료의 이온 세기는 0.01 M NaClO4로 고정하였고, 실험 조건에서 결정된 log*
β‘22의 평균값은 - 7.34±0.22이다. 기존에 보고된 가수분해 형성상수와 비교하기 위하

여 specific ion interaction theory(SIT)를 이용하여 무한히 묽은 용액에서의 형성
상수 * β°nm를 결정하고 문헌값과 비교하였다[3- 5- 29]. 수용액 내 존재하는 Pu(VI)
이온과 바탕 매질의 ClO4- 이온 사이의 ion interaction coefficient 에 대한 정보가 부
족하기 때문에 문헌에 제시된 U(VI) 이온과 바탕 매질의 ClO4- 이온 사이의 ion

interation coefficient 를 적용하였다. 무한히 묽은 농도 조건에서의 형성상수 logβ°22
= - 7.08±0.22를 계산하였다. 이는 문헌 값(logβ°22 = - 7.5 +0.5/- 1.0 [3- 5- 29])과 일치
하였다. Pu(VI)의 환원반응에 의해 생성된 미량의 Pu(V)는 mM 농도 이상의 진한
농도에서 형성되는 Pu(VI) 가수분해 중합체의 형성상수 결정에서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플루토늄 가수분해 단량체가 생성되는 묽은 농도 조건에서는 일
반적인 석영 셀(광 투과 길이 1 cm)을 이용하는 흡수분광법의 검출한계 이하의 농
도로 존재하는 Pu(V)이 가수분해 화학종 형성상수 결정에 상당한 오차를 줄 것으
로 예상된다.
그림 3- 5- 16의 흡수스펙트럼 4는 초기 pH가 5.62인 시료(스펙트럼 (2))를 한 달
후에 측정한 결과이다. 이때 pH는 5.33으로 시료가 약간 산성화되었다. PuO22+와

PuO2+ 이온의 흡수는 증가한 반면 (PuO2)2(OH)22+ 화학종의 흡수(중심파장 846.4
nm)는 줄어들었다. 이는 시료 내에서 Pu(VI)의 환원반응이 진행되어 Pu(V)의 농도
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생성된 (PuO2)2(OH)22+ 화학종은 약산성 조건에서
몇 가지 이유로 안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시료의 산성화로 인하여 (PuO2)2(OH)22+
화학종이 해리되고 이로 인한 시료 내 PuO22+가 증가가 관찰되었다. 이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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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O2)2(OH)22+ 화학종은 시료 내에서 응집반응이 진행되어 빛을 흡수하지 않는 중
합체를 형성할 수 있다. 실제로 한 달 후 측정된 흡수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총
플루토늄 농도의 약 10% 정도가 흡수분광법으로 검출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시간
이 지남에 따라 플루토늄 시료의 pH가 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3- 5- 23, 3- 5- 27].
아래 식 (2)와 같은 (PuO2)2(OH)2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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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 H+ ⇄ 2 PuO22+ + 2 H2O
2

PuO22+

+ H2 ⇄ 2

PuO2+

+

+2H

(2)
(3)

그러나 실제 시료의 pH 변화량은 두 반응에 의한 용액중의 [H+] 변화량에 비해 과
량의 H+ 이온이 시료 내 생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H+ 이온의 공급원으로 시
료 내 존재하는 Pu(IV) 중합체의 응집에 의한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3- 5- 30].

Pu(VI) 총 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료 준비 과정에서 첨가되는 진한 NaOH가
시료 내 국부적인 과포화 상태를 형성하여 평형 상태에서는 생성될 것으로 기대되
지 않는 중합체를 형성하고 형성된 중합체가 쉽게 해리되지 않는 현상을 들 수 있
다[3- 5- 23].
그림 3- 5- 17에 초기 pH가 7.73인 중성 시료 내 존재하는 플루토늄 화학종의 시
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한 흡수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그림 3- 5- 17의 왼쪽에 스펙
트럼 1로 나타낸 바와 같이 시료 제조 2주 후에 고감도 LWCC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된 가시광선 영역에서 미량의 Pu(V)에 의한 흡수가 관찰되었다. 반면 동일한
시점에서 근적외선 파장영역에서 측정된 그림 3- 5- 17 오른쪽의 스펙트럼 1은

PuO22+에 의한 흡수 피크(831 nm)와 함께 두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에 의한 850 nm
파장에서 최대 흡수를 보이는 피크가 관찰되었다. 850 nm 파장에서 최대 흡수 특성
을 보이는 Pu(VI) 가수분해 화학종으로 단량체인 PuO2(OH)2(aq) 및 가수분해 이합
체인 (PuO2)2(OH)4(aq) 화학종이 보고되었다[3- 5- 22, 3- 5- 23, 3- 5- 27]. 850 nm 근처
에서의 흡수 피크는 최대 흡수 파장을 중심으로 비대칭이고 860 nm 파장 영역에서
흡수하는 추가적인 가수분해 화학종의 존재가 예상된다. 이는 850 nm 파장보다 장
파장 영역에서의 흡수 특성을 보인다고 보고된 음이온성 Pu(VI) 가수분해 화학종,

PuO2(OH)3- (최대 흡수 파장 864 nm [3- 5- 27] 혹은 865 nm [3- 5- 22])이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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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5- 2. Experimental data of spectroscopic measurements and the
formation constants for (PuO2)2(OH)22+ species.
pH
5.20
5.62
5.71

[PuO2+]

[PuO22+]

[(PuO2)2(OH)22+]

μM

μM

μM

25.6
25.6
6.5

75.0
60.4
56.7

11.1
22.2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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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β‘22

log* β°22

- 7.09
- 7.45
- 7.48

- 6.83
- 7.19
-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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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5- 17. Absorption spectra of Pu(V) measured by using a capillary cell in
the wavelength range of 550- 600 nm and Pu(VI) measured by using a standard
quartz cell from 820 to 880 nm for two weeks (1), one month (2), 4 months (3)
and 14 months (4) after the sample preparation. The initial pH of 7.73 is
lowered pH 5.89 after 14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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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내 존재하는 플루토늄 화학종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일한 시료의 흡수스펙트럼을 반복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3- 5- 17에 함
께 나타내었다(스펙트럼 1→4). 그림 3- 5- 17에 화살표로 표시한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569 nm에서의 흡수는 증가하는 반면 근적외선 영역에서의 흡수(831

nm 및 850 nm)가 감소함이 관찰되었다. 이는 그림 3- 5- 16에 나타낸 약산성 조건의
시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성 조건의 시료 내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Pu(VI)의
환원반응이 진행되어 Pu(V)의 농도가 증가하고 이와 동시에 PuO22+ 이온 및

Pu(VI) 가수분해 화학종 등의 용존 Pu(VI) 화학종이 감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시료
제조 2주 후 측정된 스펙트럼 2에서 관찰되었던 860 nm 근처에서의 흡수는 시료
제조 4개월 후 측정된 흡수스펙트럼 3에서도 여전히 관찰되었다. 시료 제조 14개월
후에 측정된 흡수스펙트럼 스펙트럼 4에서 비로소 860 nm 이상에서 흡수가 거의
없고 850 nm을 중심으로 대칭인 흡수 피크가 관찰되었다.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여 플루토늄 농도의 약 40%에 달하는 45 μM의
Pu(VI)이 Pu(V)으로 환원되었다. Pu(VI)의 총 농도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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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된다.
시료 내 밝은 초록색을 띠는 침전물이 미량 존재하였고, 이와 동시에 자외선 파장
영역에서 빛 산란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콜로이드 형태의 가수분해 화합물
이 시료 내에 공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50 nm에서 최대 흡수를 보이는 두 번째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형성상수는
다음에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결정되지 못하였다.
첫 번째는 시료 제조 초기에 흡수분광법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PuO2(OH)2(aq) 화
학종과 (PuO2)2(OH)4(aq) 화학종이 공존하고 있을 가능성 때문이다. 그림 3- 5- 16에
나타낸 흡수스펙트럼으로부터 약산성 조건의 시료에서 가수분해 중합체인

(PuO2)2(OH)22+ 화학종의 생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일한 플루토늄 농도 조건에
서 제조된 중성 조건의 시료에서 가수분해 중합체인 (PuO2)2(OH)4(aq) 화학종이 생
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약산성 조건의 시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중
성 조건의 시료 내 플루토늄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Pu(VI)의 환원반응이 진행되
어 시료 내 총 Pu(VI) 농도가 줄어들고, 시료의 pH 또한 산성화되어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시료 내에는 더 이상 가수분해 중합체인 (PuO2)2(OH)4(aq) 화학종이 존
재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각 Pu(VI) 가수분해 화학종에 대한 몰흡광계수를 포함한 흡수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흡수특성이 보고된 가수분해 화학종은

PuO2(OH)+ 이온(ε = 130±10 M- 1cm- 1 [3- 5- 23])과 (PuO2)2(OH)22+ 이온(ε = 2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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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1cm- 1 [3- 5- 27])뿐이다. 각 화학종의 흡수특성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여과법에 의
해 결정된 용존 플루토늄 화학종의 총 농도에서 흡수분광법으로 결정된 PuO22+ 및

PuO2+ 이온의 농도를 제외한 용존 플루토늄 가수분해 화학종의 총 농도만 실험적으
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스펙트럼 4를 제외한 다른 스펙트럼
에서 850 nm 및 860 nm 파장에서 흡수가 관찰되었고, 제조 후 4개월까지는 시료
내에 두 가지 이상의 가수분해 화학종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각 가수분해 화학종의 몰흡광계수를 포함한 흡수특성에 대한 정보 없이 공존하고
있는 가수분해 화학종별 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 번째는 Pu(VI) 시료 내에 산화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Pu(VI) 환원반응이 계속 진행되어 시료 내에 존재하는 PuO22+ 및 Pu(VI) 가수
분해 화학종의 농도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 제조 후 14개월이 지난 시료는

Pu(VI) 총 농도가 크게 줄고 pH도 5.89로 산성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중합체는
존재하지 않으리라 예상되며, 860 nm 파장에서의 흡수도 관찰되지 않아 음이온성
가수분해 화학종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료 내에 850 nm에서 흡수를 보이는

PuO2(OH)2(aq) 화학종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고, 여과법과 흡수분광법을 이
용하여 Pu(VI) 가수분해 화학종 PuO2(OH)2(aq)의 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된 환원반응의 결과로 PuO22+ 이온의 농도가 분광광도계의 검출한계 이하까지
줄어들어 시료 내 PuO22+ 이온 농도를 결정할 수 없었고, 따라서 PuO2(OH)2(aq) 화
학종의 형성상수를 결정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Pu(VI) 가수분해 화학종 형성상수를 쉽게 결정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중합체가 형성되지 않는 플루토늄 농도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Pu(VI) 환원반응이 진행되지 않고 그 산화상태가 유지될 수 있
도록 산화분위기에서 실험을 수행하고, 대상이 되는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흡
수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3) 플루토늄의 산화환원 반응
그림 3- 5- 18에 약산성 조건의 시료(위)와 중성 조건의 시료 (아래) 내에 존재하
는 다양한 플루토늄 화학종의 분포를 시간의 함수로 관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초
기 pH가 5.20(빈 부호)와 5.62(채워진 부호)인 시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Pu(VI)의
환원반응이 진행되어 PuO22+ 이온(사각 부호)은 감소하고 PuO2+ 이온(삼각 부호)은
증가하였다. (PuO2)2(OH)22+ 화학종(원 부호)은 한 달 후에 완전히 사라졌다. 14 개
월이 지난 후 시료 내 모든 Pu(VI)은 환원되어 초기 플루토늄 농도의 100%가

Pu(V)로 존재하였다(그림 3- 5- 18의 위).
그림 3- 5- 18의 아래에 나타낸 초기 pH가 7.73인 시료에서는 플루토늄 화학종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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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변화는 약산성 조건의 시료 내에서의 변화와 큰 차이를 보였다. 1년의 관찰기
간 동안 플루토늄 총 농도의 절반 정도가 Pu(V)로 환원되었고 14 개월 후 시료 내
플루토늄 화학종간의 반응은 평형에 도달한 듯 보인다. 초기에 존재하던 PuO22+ 이
온은 빠르게 PuO2+ 이온으로 환원되었으나 고체상을 포함한 Pu(VI) 가수분해 화학
종은 관찰기간동안 시료 내 남아있다.
이러한 차이는 시료의 pH 조건에 따라 생성되는 불용성 가수분해 화합물의 영
향으로 판단된다. 시료 내 생성된 고체상은 양이 극히 적어 그 특성을 직접 분석하
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100% Pu(VI)만 존재하는 모용액으로부터 제조된
시료에서 반응 초기에 생성된 고체상은 PuO2(OH)2·H2O(cr)[3- 5- 29] 형태의 Pu(VI)
가수분해 화합물로 추정된다.
중성 조건에서 생성된 Pu(VI) 가수분해 고체상의 안정도는 최근에 보고된 연구
결과[3- 5- 31]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보고된 연구에서는 플루토늄의 용해도 결정 고
체상으로 PuO2+x(am, hyd)의 특성을 조사하는 중에 이번 실험에서 관찰한 시료와
유사한 조건에서 Pu(VI) 시료 내 플루토늄 산화상태의 변화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
였다. 비록 이번 연구결과에서 1년 여 동안 진행된 Pu(VI)의 100% 환원반응이 유
사 시료(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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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 초기 pH 5.5, [Pu] = 0.2 mM) 내에서 하루 만에 진행될 정도

로 두 연구 결과에서 관찰된 환원반응속도의 차이가 큰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 그
러나 이번 실험에서 약산성 조건의 시료(초기 pH 5.20 및 5.62)의 최종 pH가 4이고,
최종 Pu(V) 농도 0.12 mM이 PuO2+x(am, hyd)의 pH 4에서 용해도와 일치하였다.
게다가 두 연구 결과에서 중성 조건의 시료(초기 pH 7.73(이번 연구) 및 pH

6.7[3- 5- 31])의 경우 약산성 조건의 시료와 비교할 때, Pu(V)가 느리게 생성되고 일
정 시간이 지난 후 녹색의 침전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두 연구 결과의 유사점을 근
거로 판단할 때, 이번 실험에서 초기에 생성된 Pu(VI) 가수분해 침전은 실험 조건
에서 장기간 안정하게 존재하지 못하고 환원반응이 진행되어 천천히 PuO2+x(am,

hyd)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연구에서 관찰한 모든 시료 내에는 Pu(III) 및 Pu(IV) 이온이 생성되지 않았
다. 앞에서 언급한데로 PuO2(OH)2·H2O(cr)가 Pu(IV)를 포함하고 있는 고체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Pu(OH)4(am)의 용해도가 pH 4 조건에서는 10- 9 M 정도로 낮
기 때문에 용해되어 나오는 Pu4+ 이온은 고감도 LWCC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에도
측정이 어렵다[3- 5- 29]. 만약 시료 내 H+ 이온 농도가 과량의 Pu4+ 이온이 용해될
정도로 진해진다면, Pu(IV)의 환원반응 및 불균등화 반응에 의해 생성된 Pu(III)도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3- 5- 32]. 가역적 산화환원 반응이 진행되는 Pu3+/Pu4+ 및

PuO2+/PuO22+ 이온쌍[3- 5- 14] 과 다르게 Pu4+와 PuO2+ 이온 간의 산화환원반응은 공
존하는 Pu(IV) 중합체, 콜로이드성 입자 혹은 고체상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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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 것으로 보인다[3- 5- 31]. 따라서 시료 내 Pu(V) 계속 환원되어 Pu(IV) 및

Pu(III) 이온이 생성되는 반응은 1년의 관찰기간 동안 관측되지 않을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리라 예상된다. 논의 중인 플루토늄 산화환원반응에 대한 정확한 정
보를 얻기 위해서는 공존하고 있는 고체상의 특성을 직접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
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Pu(VI) 환원반응이 관찰되었다. Pu(VI)의 환원반응은 일반적으로
플루토늄의 α- 붕괴에 의한 방사성분해 (radiolysis) 때문으로 설명된다[3- 5- 14]. 그
러나 이 연구에서와 같이 방사성분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반감기 플루토
늄 동위원소중 하나인

Pu(τ1/2 = 3.7×105 년)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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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의한 Pu(VI) 환원반응이 Pu(VI) 가수분해 반응상수 결정에 영향을 줄만큼 빠
르게 일어난다는 사실은 의문이다.
최근 몇 몇 연구에서 이러한 Pu(VI) 환원반응의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었다[3- 5- 31, 3- 5- 33, 3- 5- 34]. 다양한 플루토늄 동위원소를 사용하여 조사된
플루토늄의 환원반응에 대한 연구 결과들[3- 5- 34∼3- 5- 36] 을 종합하였을 때, pH 6
인 조건에서 플루토늄의 α- 붕괴에 의해 유도되는 환원반응은 Pu(VI)의 환원반응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3- 5- 33]. 참고문헌 [3- 5- 34] 에서는 약산성
및 중성 조건에서 Pu(VI) 환원반응의 추진력으로 Pu(VI)의 불균등화 반응을 제안하
였으나, 이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Pu(VII) 이온은 약산성 및 중성 조건에서 상당히
불안정하여 H2O와 반응하여 즉시 Pu(VI)로 다시 환원되어[3- 5- 37] 시료 내

Pu(VII) 이온의 존재가 직접 증명된바 없다. Pu(VI)의 환원반응의 추진력으로 제시
된 다른 반응 메카니즘은 시료 내 산화환원 평형반응이다[3- 5- 31]. 이들은 Pu(VI)
환원반응에 필요한 전자를 공급하는 반응으로 물의 산화반응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
였다.


            →            



(4)

특정 pH 조건에서 물이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산화환원 전위값에 근거하여 시
료의 pH가 3.5 이상일 때, Pu(VI) 산화상태가 유지되기 위한 시료의 산화환원 전위
는 물의 산화반응을 일으키기 충분히 높은 값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태
에서 물의 산화반응이 진행될 가능성 대단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플루토늄이 존재하
는 시료에서 이러한 시스템의 산화환원 평형의 결과가 곧 물의 산화반응 및 Pu(VI)
의 환원반응을 유발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신뢰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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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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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O22+,
and Pu hydrolysate including insoluble species monitored in the sample at near
neutral condition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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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흡수분광법에 비해 검출 감도가 높은 LWCC를 도입하
여 미량의 (μM 농도 영역) 플루토늄 화학종을 정량 및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Pu(VI)의 가수분해 화학종 형성반응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제조된 모든 시료에서 제
조 직후 미량의 PuO2+ 이온이 검출되었다. 이는 시료 내 존재하는 미량의 Pu(III),

Pu(IV)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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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고감도 LWCC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료 내 존재하는
다양한 플루토늄 화학종이 서로 간의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긴 시간동안 관찰하였다. 시료의 pH 조건에 따라 다른 가수분해 화학종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시료 내 산화환원반응도 다른 동적 거동을 보였다. 수용액 내에서 진행
되는 복잡한 플루토늄 산화환원 반응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료 내 공
존하고 있는 플루토늄 고체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플루토늄 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이 생성되고 0.2

mM 이하의 농도에서는 단량체인 PuO2OH+ 이온이 생성됨이 보고되었다[3- 5- 27].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초기 Pu(VI) 총 농도가 0.1- 0.12 mM인 묽은 농도에서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으로 중합체인 (PuO2)2(OH)22+가 생성(logβ°22 = - 7.09±0.22)되
었고 PuO2OH+ 이온은 생성되지 않았다. 지하 처분환경에서 주로 존재할 것으로 예
상되는 Pu(VI) 가수분해 화학종 중 단량체의 형성상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확실하
게 단량체만 생성될 정도로 충분히 낮은 Pu(VI) 농도조건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하겠다. 이렇게 묽은 농도 조건에서 정확한 가수분해 화학종 형성상수를 결정하
기 위해서는 우선 Pu(VI)의 산화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산화분위기를 형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Pu(VI) 가수분해 화학종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정량 및 정성 분
석을 위해 각 가수분해 화학종의 몰흡광계수를 포함한 흡수특성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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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화분위기에서 Pu(VI) 가수분해 화학종 규명
가. 서론
이 연구에서는 흡수분광법을 이용하여 단량체인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흡수
특성(최대흡수파장 및 몰흡광계수)을 결정하여 수용액 내 미량으로 존재하는 가수
분해 화학종을 구분하고 정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앞서 수행된 연
구에서 Pu(VI) 총 농도가 0.1- 0.12 mM 일 때, Pu(VI) 가수분해 이합체의 생성이
두드러짐을 확인하였고, 묽은 플루토늄 농도 조건에서 환원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Pu(V)의 농도가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을 정량하고 그로부터 가수분해 화학종 형
성상수를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기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단량체만 형성될 수 있도록 플루토늄의 총 농도를 0.05 mM로 고정하였
고, Pu(VI) 산화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NaOCl 용액을 산화제로 사용하였다.
시료 내 플루토늄의 산화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수소전극(SHE, standard

hydrogen electrode)에 대한 시료의 산화환원전위(redox potential, Eh)값을 측정하였
다. 수용액 내 Pu(VI)와 Pu(V) 산화환원반응 및 그 평형상수는 아래 식 (5)와 같다

(pe = - log ae- ).
PuO2+ ⇄ PuO22+ + e-

(5)

logK°V/VI = log[PuO22+] - pe - log[PuO2+] = - 15.82±0.09 [3- 5- 29]

특정 pH 조건에서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이 형성되고 남아있는 순수한 PuO22+ 이
온의 농도는 아래 식 (6)과 같다.

[PuO22+] = [Pu(VI)(aq)]tot / (1 + Σ* β1n[H+] n )

(6)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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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할 수 있다. pe 값과 Eh 값
은 아래 식 (7)와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Eh = - (RT/F)ln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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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때 R은 이상기체상수, T 는 절대온도, F는 faraday 상수이다(25 ℃ 조건에서 pe

= 16.9×Eh (V)). 따라서 시료의 Eh 값을 측정하여 시료 내 Pu(VI) 산화상태의 안정
성을 판단할 수 있다. 측정된 Eh 값으로 생성되었으리라 예측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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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하였다. 모든 시료의
이온 세기는 0.01 M NaClO4로 고정하였고, SIT 를 이용하여 무한히 묽은 용액에서
의 형성 상수 * β°1n를 결정하고 문헌값과 비교하였다[3- 5- 29].
나. 실험

(1) 시료 준비
Pu(VI) 모용액은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α- spectrometer와 LSC를
이용하여 정량된 모용액의 플루토늄 총 농도는 5.93 mM이다. 흡수분광법을 이용하
여 모용액 내 100% Pu(VI)만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Pu(VI)의 가수분해 거동을 규
명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Pu(VI) 모용액을 적절한 pH로 조절된 0.01 M NaClO4 용
액에 가하여 플루토늄 총 농도가 0.05 mM이며 pH가 5- 11인 40 여 개의 시료를 준
비하였다. 시료 내 Pu(VI)의 산화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약 1 mM NaClO(4%,

Merck)를 첨가하였다. 시료의 총량은 3 ml이고, 흡수스펙트럼 측정용 표준 석영 셀
(Hellma, Macro117.100F)에 직접 제조하여 보관하였다. 가수분해 생성반응의 평형
도달을 위해 4일간 시료를 교반하였다.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Ar 가스로 채워진 글로브 박스 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고, 글로브
박스 내부의 온도는 21±2 ℃로 유지되었다. 시료의 이온 세기는 0.01 M NaClO4로
고정하였다. 이온 세기 조절 및 pH 조절을 위해 사용된 NaClO4 용액 및 NaOH 용
액은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제조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모든 시료 제조에는
초순수(Millipore, Milli- Q Academic)가 사용되었다. 플루토늄 가수분해 침전이 존재
하는 시료의 경우 여과법(10 kD filter, Millipore, Centricon YM- 10)을 이용하여 플
루토늄 침전을 분리하고 LSC를 이용하여 시료 내에 존재하는 용존 플루토늄 농도
를 결정하였다. 모든 필터는 사용하기 전에 0.01M NaClO4 용액 2 ml를 이용하여
세척하였다. 가수분해 반응이 진행되는 중성 및 염기성 용액의 경우 필터 표면에
플루토늄이 흡착하여 용존 플루토늄 농도 측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0.5 ml의 시료를 순차적으로 여과하여 여과액에 존재하는 플
루토늄 농도의 변화를 관찰하였고,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되었을 때의 값
을 해당 시료의 용존 플루토늄 농도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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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화환원전위 측정
시료의 산화환원전위는 자체 제작한 micro- Ag/AgCl 기준전극(포화 KCl 용액,

Vycor frit, 직경 4 mm)[3- 5- 38]과 Pt 전극(Pt wire in glass tube, 직경 3 m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전극은 세 개의 산화환원 완충용액(220, 470, 640 mV, Schott

Ins.)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측정된 전위 값은 표준수소전극(standard hydrogen
electrode, SHE)에 대한 Ag/AgCl 기준 전극의 전위 값(197 mV, 25℃, 포화 KCl 용
액)을 보정하여 SHE에 대한 Eh값을 결정하였다.

(3) 흡수분광법
앞의 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PuO2+, PuO22+ 및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다. 결과 및 논의

(1) Pu(VI) 산화상태 유지
Pu(VI)의 산화상태 유지하기 위해 산화제인 NaOCl 용액을 사용하였다. 그림
3- 5- 19에 약 1 mM NaOCl 용액의 흡수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324 nm 파장에서
최대 흡수를 보이는 흡수 피크와 자외선 파장영역에서 급격한 흡수 증가가 관찰되
었으나 400 nm 이상의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파장영역에서의 흡수는 관찰되지 않
았다. 따라서 근적외선 파장영역에서 흡수를 보이는 PuO22+ 이온 및 Pu(VI) 가수분
해 화학종을 검출하는데 NaOCl의 흡수에 의한 간섭이 없다. 또한 미량으로 존재할
수 있는 Pu(V), Pu(IV), 및 Pu(III)의 최대 흡수 파장과도 간섭이 없어서 이들의 정
량분석에 대한 NaOCl의 영향도 무시할 수 있다.

NaOCl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도가 묽어지고 산화력이 감소된다. 따라서 실험
이 수행되는 4일 동안 Pu(VI) 산화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NaOCl 용액의 농
도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농도의 NaOCl 용액을 이용하여 Pu(VI) 산화상태
가 유지되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림 3- 5- 10에 나타낸 결과로부터 수일간의 평형
시간을 고려하면서 Pu(VI) 가수분해 반응을 조사하기에 1 mM NaOCl 용액을 이용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SIT[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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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은 무시하였다. Pu(VI) 산화상태를
유지하기위한 NaOCl의 산화력이 시료의 pH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이 예상되어
모든 시료의 Eh값을 측정하여 산화상태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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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5- 19. Absorption spectrum of a NaOCl solution in 1 M HCl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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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수분광법을 이용한 Pu(VI) 가수분해 화학종 규명
그림 3- 5- 20에 플루토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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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장에서 강한 흡수를 보이는 PuO22+ 이온의 흡수스펙
트럼이 관찰되었다. 시료의 pH가 증가함에 따라 831 nm 파장에서의 흡광도가 감소
되었고, 842 nm 파장에서 최대 흡수를 보이는 새로운 흡수 피크의 증가가 관찰되었
다. 이는 Pu(VI) 가수분해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순수한 PuO22+ 이온의 농도가 감
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시료 내 PuO22+ 이온의 농도는 그림 3- 5- 15에서 결정한 831

nm 파장에서의 몰흡광계수(ε = 546.8 M- 1cm- 1, 1 M HClO4)를 이용하여 정량하였
다. 시료 내 플루토늄 농도를 0.05 mM로 고정하였을 때 생성되는 첫 번째 가수분
해 화학종은 842 nm에서 최대 흡수를 보이는 화학종이었다.

pH 7 이상의 시료에서는 PuO22+ 이온에 의한 흡수 피크가 더 이상 관찰되지 않
았고 842 nm에서 최대 흡수를 보이는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과 함께 851 nm에
서 최대 흡수를 보이는 두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이 관찰되었다. 시료의 pH가 더욱
증가하여 pH 10 이상이 되면,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에 의한 841 nm 파장에서의
흡수는 더 이상 관찰되지 않고 두 번재 가수분해 화학종과 함께 861 nm 파장에서
최대 흡수를 보이는 세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시료의 pH가

11까지 증가되어도 생성된 세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의 양이 극히 적어 0.004 이하
인 흡광도만 관찰되었다.

842 nm에서 최대 흡수를 나타내는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은 기존에 발표된
연구 결과[3- 5- 23, 3- 5- 27] 에서 제시한 PuO2(OH)+ 화학종의 최대 흡수 파장과 일
치하였으며, 플루토늄 농도가 0.1 mM 이상으로 진한 조건에서 생성되는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인 (PuO2)2(OH)22+의 최대 흡수파장(845 nm [3- 5- 27])과 뚜렷한 차
이를 보였다. 이는 플루토늄의 총 농도가 0.05 mM인 조건에서 Pu(VI) 가수분해 중
합체 형성반응이 진행되지 않고, 단량체인 Pu(VI) 가수분해 화학종 형성반응이 진
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발생된 두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도 850

nm 파장에서 최대 흡수를 보이는 (PuO2)2(OH)4(aq)[3- 5- 27] 가 아닌 유사한 위치에
서 최대 흡수를 나타내는 PuO2(OH)2(aq) 화학종으로 간주하였다. 염기성 조건에서
생성되는 음이온성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흡수 특성으로 최대 흡수파장 864

nm [3- 5- 27] 혹은 865 nm [3- 5- 22]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비교적 높은 농
도에서 관찰된 결과로서 음이온성 가수분해 중합체의 흡수 특성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관찰된 861 nm 파장에서 최대 흡수를 보이는 피크는 플루토늄의 농도가
충분히 묽은 조건에서 순차적으로 생성된 세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인 단량체인

PuO2(OH)3- 의 흡수 특성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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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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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O22+ decreases and the red- shifted
absorption bands of Pu(VI) hydrolysis species are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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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최대 흡수 파장 및 반너비
관찰된 흡수스펙트럼은 각 가수분해 화학종을 구분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peak

deconvolution을 통해 수용액 내 생성된 각 화학종의 정량분석이 가능하고 이들의
형성상수를 결정함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각 가수분해 화학종의 흡수특성을 결정
하는 것이 우선 요구된다. 상용화된 peak- fit program을 이용하여 각 가수분해 화
학종의 흡수특성으로 최대흡수파장(peak maximum (xc))과 피크의 반너비(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ω))를 구하여 표 3- 5- 3에 나타내었다.
주 화학종으로 PuO22+ 이온이 존재하는 약산성 조건의 시료의 흡수스펙트럼을
분석하여 PuO22+ 이온의 흡수특성 xc = 830.9±0.1 nm 및 ω = 2.64±0.02를 결정하였
다(표 3- 5- 3 참조). 이는 0.1 M HClO4 매질에서 조사된 PuO22+의 흡수특성 xc =

830.6±0.1 nm 및 ω = 2.5±0.2 nm와 유사한 값이다[3- 5- 39]. PuO22+ 화학종만 존재
하는 강산성 조건의 시료와 달리 시료의 pH가 증가함에 따라 시료 내에 2개 이상
의 화학종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흡수특성이 결정된 화학종의 xc 및 ω 값을 상
수로 고정하고 multi- components peak- fit 을 통해 제 2 화학종에 대한 흡수특성을
결정하였다. 즉, PuO22+ 및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이 공존하는 시료의 흡수스펙트
럼에서 앞에서 결정된 PuO22+ 이온의 흡수특성을 상수로 고정하고 첫 번째 가수분
해 화학종의 흡수특성을 peak- fit을 통해 결정하였다. 표 3- 5- 3의 PuO2(OH)+ 화학
종의 흡수특성 결과(xc = 841.8±0.2 nm 및 ω = 6.1±0.2 nm)는 pH 5- 7.5 범위의 시
료 7개의 흡수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얻은 평균값이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pH 6- 10
범위의 시료 8개의 흡수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결정된 PuO2(OH)2(aq) 화학종의 흡수
특성은 xc = 850.3±0.5 nm와 ω = 10.2±0.8 nm이다. 또한 pH 8- 11 범위의 시료 6
개(860 nm에서 흡광도 0.001 이하인 시료 제외)로부터 결정된 PuO2(OH)3- 화학종
의 흡수특성은 xc = 861.2±0.3 nm 및 ω = 11.5±1.4 nm이다. PuO2(OH)3- 화학종의
경우 생성된 농도가 수 μM 이하로 극히 적고, 관심 파장 영역이 흡수분광기의 측
정 잡음이 큰 영역(900 nm 근방)에 가까워 흡수특성의 오차가 컸다.
표 3- 5- 3에 제시된 각 화학종의 흡수특성을 이용하여 두 가지 이상의 Pu(VI) 화
학종이 공존하는 시료의 흡수스펙트럼을 peak deconvolution하였고, 시료 내 존재하
는 각 화학종의 최대 흡수 파장(xc)에서의 흡광도(A1n, n = 1- 3)를 결정하였다. 그림

3- 5- 21에 산성, 중성 및 염기성 시료 내에 서로 다른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이 존
재하는 경우 수행된 대표적인 peak- fit 결과를 나타내었다. 검정색 선은 측정된 흡
수스펙트럼을 나타내고 빨간색 선은 fit의 최종 결과로 peak- fit 을 통해 결정된 각
화학종의 흡수스펙트럼(회색 선)의 합을 나타낸다. 파란색 선은 측정된 스펙트럼과

fit 결과의 차이 즉, residue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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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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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흡광계수
이전 연구에서 시료 내 오직 PuO22+만 존재하는 강산성 조건(1 M HClO4)에서

Pu(VI)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관찰한 흡수스펙트럼으로부터 831 nm에서 PuO22+의
몰흡광계수(ε = 546.8±0.9)를 결정하였다. 바탕 매질의 이온 세기에 따라 PuO22+의 ε
이 변한다고 보고되었으나[3- 5- 39] 0.01- 1 M 이온 세기 조건에서의 변화는 5% 미
만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무시하였다. pH 6 근처의 몇 개의 시료에서는 그림

3- 5- 21에서 위에 나타낸 흡수스펙트럼과 같이 831 nm에서 최대흡수를 보이는
PuO22+ 이온과 842 nm에서 최대흡수를 보이는 PuO2(OH)+ 화학종이 주된 화학종으
로 관찰되고, 850 nm 파장에서 미량의 PuO2(OH)2에 의한 흡수가 관찰되었다. 대부
분의 시료에서 두 가지 이상의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이 공존하는 흡수스펙트럼이
관찰되었다. PuO2(OH)2에 의한 850 nm에서의 흡수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

PuO22+ 이온과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 PuO2(OH)+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시료 3개의 흡수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그림 3- 5- 22에 PuO2(OH)+ 화학종의 농도 측
정용 검정곡선을 나타내었다. 시료 내 존재하는 PuO2(OH)+ 화학종의 농도는 여과
법 및 LSC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여과지를 통과하여 플루토늄 가수분해 침전이
제거된 여과액에 존재하는 플루토늄 농도를 LSC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시료 내 존
재하는 플루토늄 가수분해 침전을 제외한 용존 플루토늄의 총 농도([Pu(aq)]tot)를
결정하였다. 흡수스펙트럼 측정결과 및 시료의 산화환원 전위 측정 결과로부터 시
료 내 PuO22+ 및 PuO2+ 이온이 존재하는 경우 흡수분광법을 이용한 정량분석을 통
해 PuO22+ 및 PuO2+의 농도를 결정하였다(그림 3- 5- 14 및 3- 5- 15 참조). 용존 플루
토늄 총 농도 중 PuO22+ 및 PuO2+ 이온을 제외한 용존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총 농도를 결정하였다. 이를 아래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uO2(OH)n(2- n)(aq)]

= [Pu(aq)] tot - [PuO22+] - [PuO2+]

(8)

시료 내 Pu(VI) 가수분해 화학종으로 PuO2(OH)+ 화학종만 존재하는 경우 위에서
결정된 농도는 곧 PuO2(OH)+ 화학종의 농도이다. 841.8 nm에서 흡광도(A11)를

PuO2(OH)+ 화학종의 농도의 함수로 나타내었을 때 선형관계를 나타내었고, 최소자
승법에 의해 결정된 기울기로부터 841.8 nm에서 PuO2(OH)+ 화학종의 몰흡광계수(ε
11

= 272±26)를 결정하였다. 그림 3- 5- 22에서 흡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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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종의 농도(c12)의 합이다. 앞에서 결정한 ε11와 측정된 A11을 이용하여 c11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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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Beer Lambert' s law)하고 용존 가수분해 화학종의 농도 중의 PuO2(OH)2 화학종
만의 농도를 결정하였다. 850.3 nm 파장에서의 흡광도 A12를 PuO2(OH)2 화학종의
농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었고, 최소자승법에 의해 결정된 기울기로부터 850.3 nm
에서 PuO2(OH)2 화학종의 몰흡광계수(ε12 = 436±33)를 결정하였다. PuO2(OH)2 화학
종이 미량이고 바탕신호의 잡음이 커서 몰흡광계수의 오차가 다소 컸다.
현재까지 Pu(VI) 가수분해 단량체 화학종의 형성상수를 결정하기위하여 흡수분
광법을 이용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3- 5- 21, 3- 5- 23, 3- 5- 27]. 그러나 근적
외선 파장 영역에서 각 가수분해 화학종의 몰흡광계수 및 그 흡수특성은 보고된 바
가 거의 없다. 최근의 발표된 보고에서도 묽은 농도 조건에서 생성된 미량의

Pu(VI) 가수분해 단량체 화학종을 정량하기위하여 10 cm 광 경로를 갖는 셀을 이
용하여 그 측정감도를 높이고 가수분해 형성상수를 결정하였으나 (PuO2)2(OH)22+ 화
학종의 몰흡광계수만 보고하였을 뿐 Pu(VI) 가수분해 단량체 화학종의 몰흡광계수
는 보고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1995년 Pashalidis 등이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인

PuO2(OH)+의 몰 흡광계수로 130±10 M- 1cm- 1(841 nm)를 보고하였다[3- 5- 23]. 이들
은 시료 준비 과정에 따라 생성되는 플루토늄 중합체를 배재하는 조건에서 시료를
준비하여 Pu(VI) 가수분해 단량체 화학종의 형성상수를 정밀하게 조사하였다. 그러
나 보고된 값은 이번 논문에서 제시한 값보다 약 2 배 작은 값이다. 이러한 큰 차
이의 원인 중 하나로 PuO2(OH)+ 화학종의 농도 결정시 발생되는 오차를 생각할 수
있다. Pashalidis 등은 Pu(VI) 산화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 없이 고체상

PuO2CO3(s)로부터 용해되어 나오는 플루토늄 농도를 분석하여 통해 용해도를 결정
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용액 상에 존재하는 용존 플루토늄의 총 농도에서 흡수분광
법으로 정량 분석된 PuO22+ 이온 농도를 제외한 모든 플루토늄을 PuO2(OH)+ 화학
종으로 고려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시료 내 다양하게 존재하는 플루토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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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된다.
그림 3- 5- 20 및 3- 5- 21에 나타내었듯이 염기성 시료에서 세 번째 가수분해 화학
종인 PuO2(OH)3- 에 의한 흡광도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관찰된 모든 시료에서 861

nm 파장에서의 흡광도가 0.004 미만이고 생성된 PuO2(OH)3- 의 농도 또한 수 μM
이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파장영역으로 갈수록 검출기 성능의 한계로
인하여 바탕신호의 잡음이 커지기 때문에 적은 양의 PuO2(OH)3- 에 대한 농도와 흡
광도의 선형관계를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몰흡광계수를 결정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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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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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4 -

0.005

ε12 = 436 ± 33 (RSD 8%)

Absorbance

0.004
0.003
0.002
0.001
R2=0.781

0.000
0

2

4

6

8

Concentration (mM)

10

12

Fig.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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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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5- 3. The spectroscopic parameters of PuO22+ ion and Pu(VI)
hydrolysis species.
species
PuO22+
PuO2(OH)+
PuO2(OH)2
PuO2(OH)3-

peak maximum, xc FWHM, ω
(nm)
p.w.
830.9±0.1
841.8±0.2
850.3±0.5
861.2±0.3

(nm)
p.w.
2.64±0.02
6.1±0.2
10.2±0.8
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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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ar absorption coefficient, ε,
(M- 1cm- 1)
p.w.
546.8±0.9
272±26
436±33
-

ref.
550 [3- 28]
130 [3- 23]

(3)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형성상수
표 3- 5- 3에 제시한 몰흡광계수를 이용하여 수용액 내 존재하는 PuO2(OH)+ 및

PuO2(OH)2 화학종의 농도를 결정하였다. 식 (2)에 따르면, log[PuO2(OH)+]/[PuO22+]
농도비와 - log[H+] 의 관계는 다음 식 (9)와 같이 기울기가 1인 선형관계를 나타내어
야 한다.

log([PuO2(OH)+]/[PuO22+]) = log* β' 11 - log[H+]

(9)

흡수분광법으로 검출 가능한 농도의 PuO22+ 이온이 존재하는 시료의 경우 (pH <

7) 계산된 log[PuO2(OH)+]/[PuO22+] 와 - log[H+] 의 관계를 그림 3- 5- 24에 나타내었다.
log[PuO2(OH)+]/[PuO22+] 와 - log[H+]의 관계는 기울기가 1.04±0.14인 선형관계를 나
타내었다. 시료 내에 존재하는 주된 가수분해 화학종이 PuO2(OH)+인 16개의 시료
로부터 PuO2(OH)+ 화학종의 형성상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log* β‘11 = - 5.8±0.3 (I = 0.01 M NaClO4)
첫 번째 및 두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이 생성되어 시료 내 주된 화학종으로 공존하
는 경우, log([PuO2(OH)2(aq)]/[PuO2(OH)+])와 - log[H+] 의 관계 역시 아래 식 (10)와
같이 기울기가 1인 선형관계를 나타내어야 하고 이 결과를 그림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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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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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하여 OECD- NEA- TDB에서 언급한 값[3- 5- 29]과 표 3- 5- 4에 비교하였
다. Pu(VI) 첫 번째 가수분해 단량체 화학종과 두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의 형성상
수는 문헌값과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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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5- 24. Determination of the stoichiometry for the PuO2(OH)+ and
PuO2(OH)2(aq). Slopes of 1 mean 1:1 ratios of PuO2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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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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5- 4. The formation constants of Pu(VI) hydrolysis species.
species
+

PuO2(OH)
PuO2(OH)2
PuO2(OH)3-

log* β' (I=0.01 M)

log* β° (I=0 M)

p.w.
- 5.8±0.3
- 13.4±0.2
- 24.3±0.8

p.w.
- 5.6±0.3
- 13.1±0.2
- 24.0±0.8

log* β° (I=0 M)
[3- 5- 29]
- 5.5±0.5
- 13.2 +0.5/- 1.5
-

The formation constants for zero ionic strength (I = 0 M) corrected by the
specific ionic interaction theory [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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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가 9 이상인 시료에서는 861 nm에서 최대 흡수를 보이는 세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인 PuO2(OH)3- 이온이 생성되었다. 그러나 시료의 pH를 11까지 증가시켜도
이들의 농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미량으로 존재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화학종의 몰흡광계수는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네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이 형성
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여과법에 의해 결정된 용존 플루토늄 총 농도에서 흡수분
광법으로 정량된 PuO2+, PuO22+, PuO2(OH)+ 및 PuO2(OH)2(aq) 화학종의 농도를 제
외한 나머지 농도를 PuO2(OH)3- 화학종의 농도로 고려하여 가수분해 형성상수를
결정하였다.

log* β' 13 = - 24.3±0.8 (I = 0.01 M NaClO4)
log* β°13 = - 23.8±0.8 (I = 0)
현재까지 보고된 염기성 조건에서 형성되리라 예상되는 음이온성 Pu(VI) 가수분
해 화학종의 형성상수는 오차가 상당히 크다[3- 5- 29]. 기존에 보고된 대부분의 연구
가 상대적으로 진한 Pu(VI) 농도 (mM 농도 영역) 조건에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OECD- NEA- TDB[3- 5- 29] 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Pu(VI) 가수분해 중합체 화학
종으로 결과를 해석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중합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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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7]. 이번 논문에서 보고된 값은 이 값보다 order 2 더 작은 값으로 보다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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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전물
의 구조를 직접 규명하여 그 용해도를 결정한 논문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용해도 측정 연구에서 그 고체상을 우라늄의 경우와 유사한 PuO2(OH)2

•

H2O(cr)로 가정하고 있다[3- 5- 29]. 이번 연구에서도 생성된 Pu(VI) 가수분해 침전
이 매우 적은 양이었기 때문에 고체상 특성분석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다른 보고와
마찬가지로 PuO2(OH)2 • H2O(cr)를 생성된 침전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반응식 (11)
을 이용하여 용해도곱 상수를 결정하였다.

PuO2(OH)2 • H2O(cr) + 2 H+ ⇄ PuO22+ + 3 H2O
*

log Ks,0 =

log[PuO22+]

+

- 2 log[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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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림 3- 5- 25에 여과법에 의해 측정된 용존 Pu(VI) 화학종의 농도를 원부호로 표
시하고 이로부터 계산된 용해도 곡선을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점선은 용해도곱 상
수의 오차에 해당되는 용해도 곡선 상/ 하위 한계치를 나타낸다. 가수분해 침전이 생
성되는 조건에서는 흡수분광법의 검출한계 이하의 극미량의 PuO22+ 이온만 시료 내
존재하고 대부분의 Pu(VI)은 가수분해 화학종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PuO22+ 이온의
농도는 측정된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총 농도와 보고된 가수분해 화학종 형성
상수를 이용하여 앞에서 언급한 식 (6)에 따라 계산된 값을 사용한다. 생성된 침전
물의 양이 0.02 mM 이상으로 관찰되기 시작하는 pH 7 이상의 시료 27개로부터 용
해도 곱 상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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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적된 Pu(VI) 가수분해물의 용해도곱 상
수를 정리하고 그 결과들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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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루토늄(Pu(V), Pu(IV) 및 Pu(III))이 시료 내에 생성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경우, (2) 용해도곱 상수 계산에 사용된 가수분해 형성상수에 오차가 있는 경우, (3)
시료 내 플루토늄이 평형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및 (4) 시료 내 존재하는 음이
온(CO32- , NO32- 등)과 Pu(VI)이 결합하여 수용성 착물을 형성한 경우 등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오차 발생 원인들을 고려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화된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NaOCl을 사용하여 플루토늄의 산화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산
화조건을 조성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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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루토늄 화학종 정량에 반영하였다.
이 연구에서 결정되어 용해도곱 상수 계산에 이용된 가수분해 화학종 형성상수 또
한 log* β°13를 제외하고는 OECD- NEA- TDB[3- 5- 29] 에 제시된 값과 유사하다. 또한
이번 실험은 시료 제조 후 4일간의 평형 시간을 유지한 후 수행되었기 때문에 시료
내 존재하는 플루토늄 화학종간 반응이 평형상태에 충분히 도달하였을 것으로 예상
된다. 모든 작업은 Ar으로 채워진 글로브 박스에서 수행되고, 사용된 시료 또한 주
의하여 준비된 후 장기간 동안 글로브 박스 내에 보관되어왔기 때문에 대기로부터
의 CO32- 침투는 무시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용해도곱 상수는 기존의
데이터 중 제일 큰 값과 비교하여도 order 1이 더 큰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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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5- 25. Solubility curve fro Pu(VI) hydrolysis compounds in 0.01 M
NaCl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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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이 연구에서는 Pu(VI) 가수분해 단량체 화학종의 흡수특성, 형성상수 및 Pu(VI)
가수분해 화합물의 용해도곱 상수를 결정하였다. Pu(VI) 가수분해 단량체 화학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Pu(VI) 총 농도를 미량으로 고정하였고 산화분위
기를 조성하여 오차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인 Pu(V) 영향을 배제하였다. peak- fit 을
통해 수용성 Pu(VI) 화학종에 대한 흡수특성(peak maximum (xc), FWHM (ω),

molar absorption coefficient (ε))을 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료 내 존재하는
PuO22+ 이온 및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을 직접 규명하고 정량 분석하였다. 결정된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형성상수는 유사체로 언급되는 U(VI)의 가수분해 화학
종 형성상수(log* β°11 = - 5.25±0.24, log* β°12 = - 12.17±0.07 및 log* β°13 = - 20.25±0.42

[3- 5- 41])보다 다소 작다. 이는 Pu(VI)이 U(VI)에 비해 가수분해 화학종 생성정도
가 작음을 의미하며, 가수분해 중합체의 형성상수의 경우와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3- 5- 27].
미량의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을 상용화된 흡수분광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데
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u(VI) 가수분해 단량체 화학종이
생성되는 낮은 농도에서 각 화학종의 흡수특성을 성공적으로 도출하였고 이를 이용
해서 가수분해 화학종을 직접 분석하였다. 음이온성 가수분해 화학종 형성상수의
경우 현재까지의 결과는 신뢰도가 그리 높지 못하다. 플루토늄의 농도를 충분히 낮
게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pH 영역에서 실험을 수행할 때, 기존에 보고된 Pu(VI) 가
수분해 중합체와 구분되는 음이온성 Pu(VI) 가수분해 단량체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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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p(IV) 삼성분 착물 화학종 규명
가. 서론
지하수와 같은 중성수용액에서 Np(IV)를 포함한 +4가 악티나이드 이온(An(IV))
은 가수분해 반응하여 용해도가 낮은 화합물을 생성[3- 5- 42] 하기 때문에 용존 화학
종을 규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지하수 내에서의 An(IV) 거동을 예
측할 때 이성분 착물만 생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3- 5- 43, 3- 5- 44]. 그러나 가수분
해 화학종이 리간드와 결합하여 삼성분 착물을 생성하기도 한다[3- 5- 45, 3- 5- 46].
이와 같은 삼성분 착물 화학종 생성은 An(IV) 이온의 용해도나 광물계면에 대한
흡착거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사성 원소이기 때문에 취급에 어려움이 따르는 Np(IV) 대신에 유사체로

U(IV)를 사용하여 삼성분 착물 화학종 생성을 흡수분광법으로 측정하였다. 삼성분
착물 화학종 형성반응을 관찰하기 위하여 U(IV) 이온의 배위자리를 모두 차지하지
않으며, 산성 조건에서도 매우 안정한 이성분 U(IV)- 리간드 착물 화학종을 생성할
수 있는 유기 리간드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유기 리간드는 시료 내 pH가 증가하여
수산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U(IV) 착물 화학종의 유리 리간드와 수산이온의
치환반응 대신 HO- U(IV)- 리간드의 삼성분 착물 화학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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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하였다.
나. 실험 방법

U(IV) 시료는, 앞에서 설명한 방법대로, U(VI) 모용액을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환
원하여 제조하고 글로브 박스에 보관하였다. 글로브 박스에서 정제된 PDA, NaOH
용액 및 NaClO4 용액을 혼합하여 다양한 조건의 U(VI)- PDA 시료를 제조하여 글
로브 박스에 보관하였다. 무산소성 조건에 적용 가능한 표준 석영 셀(Hellma,

Macro117.100F)을 이용하여 글로브 박스 외부에 위치한 흡수분광기를 이용하여 흡
수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다. 결과 및 논의

(1) pH에 따른 PDA 흡수스펙트럼의 변화
U(IV)- PDA 착물의 흡수스펙트럼 변화와 비교하기 위하여 pH에 따른 PDA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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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스펙트럼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일정한 PDA 농도에서 LH- 와 LH2 화학종이 존재
하는 범위(2- 200 mM)에서 수소이온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흡광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3- 5- 26에 나타내었다.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여 LH- 농도는 감소하
고 LH2 농도는 증가하여도 스펙트럼 모양의 변화는 없고 275 nm 파장영역에서 흡
광도만 증가하였다. 즉, PDA의 스펙트럼 변화만으로는 U(IV)- PDA 착물 생성을 추
적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pH에 따른 흡광도 변화를 이용하여 PDA의 LH2를 생성하는 양성자 첨가 상수를
계산하였다. 각 흡수파장에서의 흡광도와 총 PDA 농도 및 수소이온 농도를 이용하
여 다음 식 (12)와 같이 εt를 (εLH2 - εt)×[H+]에 대한 함수로 계산할 수 있다.

LH2- + H+ ⇆ LH2, K = [LH2]/([LH- ][H+])

(12)

+

εt = (εLH2 - εt)×[H ]×K + εLH

여기서 εt는 275 nm에서의 흡광도를 총 PDA 농도로 나눈 값이다. 기울기로부터 양
성자첨가 상수(protonation constant, K)를 결정하고, 절편으로부터 εLH을 구하였다

(Fig. 3- 5- 27 참조). LH와 LH2 화학종의 흡광도계수를 나타내는 εLH와 εLH2는
correlation factor가 최대값이 되는 경우를 reiteration법으로 구하였다. 측정된 PDA
의 양성자첨가 상수값은 logK = 2.10±0.04이다. 이 값은 문헌값 2.10(0.1 M

NaNO3)[3- 5- 47] 과 잘 일치한다. 또한 측정 방법의 신뢰성 확인을 위하여 동일한 방
법으로 picolinic acid의 반응식 (13) 에 대한 양성자첨가 상수값를 계산하였다. 측
정값은 logK = 1.01±0.08로서 문헌값인 1.04[3- 5- 47] 와 실험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함
을 확인하였다.

LH + H+ ⇆ LH2+, K=[LH2+]/([LH][H+])

(13)

(2) 유사체로서 U(IV)의 삼성분 착물 화학종 규명
U(IV)- OH 및 U(IV)- PDA의 이성분 착물 화학종 생성에 따른 흡수스펙트럼 변
화를 측정하여 그림 3- 5- 28에 나타내었다. 그림 3- 5- 28(a)에는 0.5 mM의 U(IV) 및

0.2 M의 수소이온 농도 조건에서 PDA 농도를 0- 4 mM 범위로 변화시키면서
U(IV) 이온의 흡수스펙트럼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U(IV)- PDA 이성분
착물 화학종이 생성됨에 따라 U4+ 이온의 흡광 봉우리(647 nm)가 장파장 (678 nm)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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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5- 27. Calculations of protonation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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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5- 28. Absorption spectra of U- PDA complexes measured in various PDA
concentrations (a) and of U- OH complexes measured as a function of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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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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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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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8(b)에 나타내었다. 시료의 pH가 증가함에 따라 U(IV)- OH 이성분
착물이 생성되어 U4+ 이온의 흡수(647 nm)가 줄어들고 630 nm 부근에서의 흡광이
증가됨이 관찰되었다.
흡수스펙트럼의 변화로부터 U(IV)PDA(OH)2 삼성분 착물의 생성을 확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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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9에 나타내었
다. U(IV)PDA(OH)2 삼성분 착물의 생성에 의해 U(IV)- PDA 및 U(IV)- OH 이성분
착물의 흡수 특성과 다른 흡수 특성이 관측되었다. pH가 2.3([H+] < 5 mM) 이상인
경우 U- OH 화학종의 생성은 확인되지 않고 U- PDA 착물 생성은 유지된다는 것을
흡수스펙트럼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중성 화학종 생성에 의한 침전 생성이 육안으
로 관찰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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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위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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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에 어려움이 있는 Np(IV) 대신에 U(IV)를 사용하
여 U(IV)PDA(OH)2 삼성분 착물이 생성되는 것을 흡수스펙트럼 변화를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PDA 리간드 자체는 양성자첨가 또는 금속이온배위에 의해 흡광도의
변화는 있으나 흡광파장의 변화는 없으므로 U(IV)의 흡수스펙트럼 변화를 측정하였
다. 중성 화학종 생성에 의한 침전 생성이 육안으로 관찰되었고, 빛의 산란으로 인
해 흡수스펙트럼의 바탕값이 상승되는 현상도 발견하였다. 침전을 제거하고 용액
중의 PDA, U(IV) 및 OH- 농도를 측정하면 삼성분 착물의 용해도곱을 구할 수 있
을 것이며, U(IV) 대신에 Np(IV)를 비롯한 다른 An(IV)의 용해도곱을 구하여 비교
함으로써 원소간 화학거동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310 -

제 6 절 LIBS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성분 분석기술 개발
레이저 유도 파열 분광학 (LIBS, 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기술
은 나노초 이하의 폭을 가진 펄스 레이저빔을 렌즈를 이용해 대상 시료에 입사시킴
으로써 시료 표면에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원자 발광
스펙트럼(atomic emission spectrum)을 측정하여 대상 시료의 구성 성분 및 함량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모든 고체, 액체, 기체 시료에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플라
즈마에 포함된 원소 각각의 고유한 발광 스펙트럼을 분해함으로써 여러 원소의 동
시 측정 또한 가능하다[3- 6- 1∼3- 6- 3].

LIBS 기술은 시료 전처리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악티나이드 원소를
비롯한 방사성 물질 분석에 특히 유리한 점이 있다. 방사성 물질은 hot cell 또는
글로브 박스 내에서 다루는 것이 필수적이며, 현재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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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시료 전처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 따라서 시료 전처리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
는 LIBS 분석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다.
그 외에도 광섬유를 이용해 레이저빔을 원하는 지점에 전송할 수 있고 원자 발
광 역시 광섬유를 이용해 분광계로 입사시킬 수 있으므로 원격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여러 대상 시료에 대한 LIBS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3- 6- 4]. 제 6 절에서는 고준위 폐기물을 유리고화체로 만들어 영구 처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유리고화체 내에 포함된 악티나이드 원소 및 기타 핵분열 물질
을 대상으로 LIBS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정리한다.

1. LIBS를 이용한 유리시료 내 Sr, U 정량 분석
가. 서론
광섬유를 이용하여 레이저빔을 시료에 전송하고, 플라즈마에서 발생된 발광을 분
광기로 전송할 경우에는 원격 측정이 가능하므로 산업 현장에서의 공정 실시간 모
니터링 또는 유해 환경에서의 원소 분석 등에 LIBS 기술이 이용되고 있다. 원자력
산업 분야에서는 증기 발생기의 부식물 현장 분석과 방사성 폐기물 유리화

(vitrification) 공정 중의 유리용탕 성분 실시간 분석 등에 LIBS 기술을 적용하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3- 6- 5∼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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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유리화 공정을 이용하여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때 산화물 형태
로 유리고화체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원소로서 스트론튬(Sr)과 우라늄(U)을 택하여
정량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다. 두 원소에 대해 LIBS 신호가 가장 좋은 파장 영역을
선정한 결과 및 우라늄 함량에 따른 유리시료의 열적 특성을 정리하고, 각 원소의
검출한계를 비교한다. 우라늄의 검출한계가 스트론튬의 검출한계에 비해 높은 원인
에 대해 논의한다.
나. 실험장치
실험장치의 구성 및 실제 모양을 그림 3- 6- 1에 나타내었다. 파장이 355 nm, 최
대 펄스 에너지가 약 80 mJ인 Nd:YAG 레이저 (Continuum, Surelite II) 시스템의
제 2- 4 조화파를 주로 사용하였다. Nd:YAG 레이저는 1064, 532, 355 및 266 nm의
네 파장의 레이저빔을 각각 발생시킬 수 있다.
짧은 파장을 사용할수록 유리시료의 용발률(ablation rate)이 증가하므로 실험에
서는 Nd:YAG 레이저의 제 3 조화파인 355 nm 파장의 레이저빔을 시료에 입사시
켰다. 펄스폭이 약 6 나노초인 레이저빔을 20 Hz의 반복률(repetition rate)로 동작
시켰다. 감쇠기(attenuator)를 사용하여 레이저빔의 에너지를 조절하였다. 빔 가르게

(beam splitter)를 설치하였고, 여기서 일부 반사되는 레이저빔을 출력계(power
meter)에 입사시켜 레이저빔 에너지를 측정하였다. 초점거리가 75 mm인 렌즈를 사
용하여 레이저빔을 시료에 입사시켰다.
플라즈마에서 발생한 원자 발광 스펙트럼을 중심 (core) 직경이 0.6 mm인 광섬
유를 사용하여 에쉘 (Echelle) 분광계(LLA Instruments GmbH, ESA 3000)에 입사
시켰다. 광섬유를 통과할 수 있는 최단 파장은 200 nm이며, 분광계가 스펙트럼을
동시에 기록할 수 있는 파장 범위는 200- 780 nm이다. 표 3- 6- 1에 레이저 시스템과
분광계 시스템의 주요 제원을 정리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표준물질로서 SRM 610, 612, 614 및 616 유리시료를 사용하였다. 시료의 주 재질은

72% SiO2, 12% CaO, 14% Na2O 및 2% Al2O3이며, 우라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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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로 제작하였다. 표 3- 6- 2에 제조한 시료의 성분과 농도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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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6- 1. An experimental setup of the LIBS.

- 313 -

Table 3- 6- 1. Experimental apparatus and conditions.
Nd:YAG laser system
- Wavelength: 532 nm

Echelle spectrometer
- Spectral range: 200- 780 nm

- Pulse width: 6 ns

- 16 bit CCD camera: 1024×1024

- Pulse energy: 10 mJ

- Measurement with gated MCP

(최대 200 mJ)

(delay time: 1  )

- Spot size: 0.2- 0.3 mm

- Resolution ( ): 40,000

(약 1010 W/cm2)

Table 3- 6- 2. Elemental composition and concentration of glass sample.
시료
시료
시료
시료
시료
시료
시료

1
2
3
4
5
6
7

UO2 (%)
0.00
0.05
0.25
0.50
1.00
3.00
5.00

SiO2 (%)

CaO (%)

Na2O (%)

Al2O3 (%)

72

12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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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및 논의

(1) 레이저 파장에 따른 유리시료의 용발 특성 및 LIBS 스펙트라
악티나이드 원소가 함유된 유리고화체, 또는 시멘트 고화체는 사용후핵연료를 처
분할 때 폐기물의 부피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영구처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개발하고 있는 물질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LIBS 기술을 이용하여 유리고화체 및 수용액 내에 함유된 악티나이드 원소를 정량
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연
구이다. 특히, 유리시료 내에 함유된 악티나이드 원소의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에 관한 자료는 LIBS 기술을 주로 다루는 국제 학술지에서도 보고된 바
가 거의 없다.
그림 3- 6- 2 및 3- 6- 3에 시료에 입사되는 레이저빔의 파장이 변함에 따라 구리

(Cu) 및 유리시료(SRM 610)에서 용발되는 시료의 양(용발률)이 달라지는 현상을
광학 현미경(optical microscope)을 이용하여 관측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3- 6- 2
에서는 Nd:YAG 레이저의 제 2 조화파인 가시광선(532 nm)과 제 3 조화파인 자외
선 (355 nm) 파장을 비교하였다. 3 mJ 에너지의 레이저빔 초점이 시료 표면에 정
확하게 맺힌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왼쪽 위와 오른쪽 위 사진은 355 nm, 532 nm
파장의 레이저빔이 각각 입사되었을 때 구리 표면에 형성된 구멍(crater)을 나타내
고 있다. 355 nm 파장의 레이저빔이 입사될 때 보다 깊은 구멍이 형성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자외선 파장의 레이저빔을 입사시킬 때 가시광선 파장의 레이저빔에
비해 높은 용발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이저빔에 의해 시료 표면에 플라즈마가 형성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다광자 이온화(multiphotoioniztion)를 통한 초기 전
자(seed electron)의 생성 및 둘째, 역제동 복사(inverse bremsstrahlung)를 통한 전
자의 가속과 중성원자와의 충돌로 인한 전자 증가 (collisional cascading) 과정이다.
두 번째 과정에서 역제동 복사 단면적은 파장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입사파장이
길수록 플라즈마에 흡수되는 레이저빔의 에너지가 증가한다[3- 6- 9]. 즉, 파장이 길
수록 시료 표면에 도달하여 용발에 기여하는 레이저빔의 실제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림 3- 6- 2의 왼쪽 아래와 오른쪽 아래 사진에 유리시료 표면에 형성된 구멍을
나타내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외선 파장을 입사시킬 때 시료 표면에 도달
하는 레이저빔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유리시료 표면에 손상이 생긴 것을 관측할
수 있다. 유리시료는 깨지기 쉬우므로 레이저빔의 초점을 시료 표면 아래 방향으로
약 7 mm 이동시킨 조건에서 시료 표면에 형성되는 구멍을 관측한 결과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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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3에 나타내었다. 266 nm와 532 nm 파장을 각각 입사시킨 경우를 비교하였으
며 그림 3- 6- 2에서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외선 파장을 입사시켰을 때 구멍의 깊
이가 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 6- 3의 아래 사진은 위 사진을 각각 확대한
것으로서 266 nm의 경우가 532 nm 파장을 입사시킨 경우에 비해 구멍의 직경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 6- 4에 SRM 610 시료를 대상으로 측정한 LIBS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Echelle 분광계를 이용함으로써 200- 780 nm에 걸쳐 광범위한 LIBS 스펙트럼을 측
정할 수 있다. SRM 610 시료에는 61개의 원소가 섞여있으므로 원소 각각을 대표할
수 있는 복잡한 스펙트럼이 관측되고 있다. 그림의 왼쪽에 사각형 부호로 표시한
영역을 확대한 그림을 그림 3- 6- 5에 나타내었다.
그림 3- 6- 5에서는 가시광선(532 nm)과 자외선 파장(355 nm)을 각각 입사시킨
조건에서 측정한 스펙트럼의 세기(intensity)를 비교하였다. 유리시료에 미량 (351

ppm) 함유된 보론(B)과 유리시료의 주성분(72%)인 실리콘(Si) 원소의 스펙트럼을
관측할 수 있으며, 자외선 파장(355 nm, 그림에서 실선)을 이용할 때 LIBS 스펙트
럼의 세기가 가시광선 파장(532 nm, 그림에서 점선)을 이용할 때의 세기에 비해 약

10배 증가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는 그림 3- 6- 2, 3- 6- 3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외
선 파장에서의 용발률이 높기 때문이다. Si 원소의 스펙트럼이 갈라지는 현상은 방
출된 플라즈마 발광(emission)이 주변 Si 원자에 의해 다시 흡수되는 전형적인 자기
흡수 (self- absorption)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6- 6에는 Ni 원소의 LIBS 세기를 이용하여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의 온도
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에는 중성 원자(neutral atom)
와 들뜬 원자 (excited atom) 및 이온이 함께 존재한다. 들뜬 원자에서 방출되는

LIBS 세기를 측정하여 Boltzmann 분포 식에 대입하여 플라즈마 온도를 구할 수 있
다. 수 mJ 에너지의 레이저빔에 의해 발생된 플라즈마의 온도는 약 6000- 8000 K
정도이며, 가시광선 파장에 비해 자외선 파장을 이용하였을 때 플라즈마 온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6- 7에서는 double- pulse를 이용한 경우의 LIBS 신호 증강 효과를 나타
내었다. 그림 3- 6- 1에서 보인 자외선 파장의 펄스가 입사된 시점에서 0.5  가 지
난 후에 두 번째 펄스인 가시광선 파장의 펄스를 입사시킨 조건에서 측정한 결과이
다. 왼쪽과 오른쪽 그림에 351 ppm 농도로 시료에 함유된 보론 및 515 ppm 농도로
시료에 함유된 스트론튬 및 유리시료의 주성분(12%)인 칼슘(Ca) 스펙트럼을 각각
나타내었다. 함유량에 따라 신호 증강 효과가 달리 나타나며 최대 10배까지의 신호
증강 효과를 관측하였다. 두 레이저 펄스의 에너지 비와 두 펄스 사이의 시간 차이
를 변화시키면서 최적 조건을 찾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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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6- 2. Craters generated by laser beam on copper and glass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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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6- 3. Craters generated by laser beam on copper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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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6- 4. LIBS spectra of glass sample (SRM 610) measured using Echelle
spectrometer with gate delay of 1  and gate width of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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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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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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6- 6. Boltzmann plot calculated by using Ni emission intensities for two
different wavelengths (532 and 35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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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6- 7. Enhancement of LIBS intensity by using double pulse method with
the time delay of 0.5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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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트론튬과 우라늄의 검출한계 비교
중저준위 폐기물 또는 고준위 폐기물에는 핵분열 물질로 90Sr, 99Tc,

129

I 등의 핵

종과 U, Cm, Pu 등의 악티나이드 핵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원소를 LIBS 기술
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 위해 유리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Sr과 U을 측정
하여 검출한계(LOD, Limit Of Detection)를 결정하였다.
그림 3- 6- 8에 네 개의 표준시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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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우리(peak)는 유리 시료의 주성분인 Ca 원
소의 스펙트럼으로 확인되었다. 네 개의 표준시료에는 동일한 농도(12%)의 Ca 원소
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Ca 원소의 458.587 nm 파장의 LIBS 세기를 1로 규격화하고,
서로 다른 함량을 가진 Sr 원소의 LIBS 세기를 비교하였다. Sr 원소의 농도가 증
가할수록 460.733 nm 파장의 LIBS 세기가 증가함을 볼 수가 있다.
그림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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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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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어 검정곡선을 구함으로써 LIBS 세기와 농도의 선형성을 얻을
수 있으며, 신호 대 잡음비로 계산한 Sr의 검출한계는 약 1.5 ppm이다.
표준시료(SRM 610)에는 461 ppm 농도의 우라늄 원소가 함유되어 있으나 우라
늄 원소에 해당하는 LIBS 신호가 관측되지 않았다. 우라늄 원소의 검출한계가 Sr
원소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라늄의 검출한계를 측정하기 위해

UO2가 5%까지 함유되고, 주성분은 표준시료와 동일한 유리시료를 실험실에서 자체
적으로 제조하였다. 제조한 시료의 성분비는 표 3- 6- 2에 정리한 것과 같다.
그림 3- 6- 10에 제조한 시료의 모양을 나타내었다. 유리시료의 직경은 약 4 mm
이고, 레진을 이용하여 직경이 약 15 mm인 원통을 만들어 유리시료를 고정시켰다.
우라늄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유리시료의 색이 노란색에서 진한 갈색으로 변한다.
그림 3- 6- 11에는 레이저빔이 입사된 후에 유리시료의 표면에 형성된 구멍을 나타내
었다. 실험을 반복하면서 표면이 점점 거칠어지므로 LIBS 신호 세기의 재현이 어려
워진다. 따라서 일정한 회수의 실험을 진행시킨 후에는 표면을 다시 매끈하게 연마
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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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보였다. 우라늄 원소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U(I) 원자에 해당하는 L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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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356.659, 358.488 nm)가 증가함을 볼 수가 있다. Echelle 분광계로 측정한

200- 780 nm 파장 범위에서 358.488 nm 파장에서 측정한 LIBS 신호가 가장 세다는
확인하였다.
그림 3- 6- 13에 우라늄의 함유량이 다른 시료를 대상으로 플라즈마 온도를 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플라즈마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Boltzmann 식을 이용하였다.
레이저빔의 에너지가 약 6.5 mJ인 조건에서 표 3- 6- 3에 정리한 것과 같이 플라즈
마 온도는 5700- 6100 K 범위이다. 우라늄 함유량에 따라 플라즈마 온도가 심하게
변하는 현상은 관측되지 않았다.
그림 3- 6- 12에서 보인 LIBS 신호의 세기를 이용하여 우라늄 정량분석에 필요한
검정곡선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3- 6- 1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Y- 축은 358.488

nm 파장에서 우라늄 원소의 LIBS 세기를 298.764 nm 파장에서 실리콘(Si) 원소의
LIBS 세기로 나누어 준 상대적인 값을 의미한다. 우라늄 함유량이 0.05- 1.0% 범위
에서 선형성이 매우 우수한 검정곡선을 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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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보고된 바가 없으며, 그 원인을 규명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라. 결론

LIBS 기술을 이용하여 유리고화체 내에 함유된 악티나이드 원소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핵연료의 주성분인 우라늄과 대표적인 핵분열
물질인 스트론튬 원소를 대상으로 LIBS 실험을 수행하였고, 유리시료에 포함된 각
각의 원소에 대한 검출한계 데이터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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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였
으며, 이를 이용하여 검출한계를 약 10배 정도 낮출 수 있다. 유리고화체 형태로 고
준위 폐기물을 처분할 경우에 고화체에 포함되는 우라늄의 함량은 수 % 정도이다.
따라서 LIBS 기술을 이용하여 원격 및 비접촉방식으로 고화체의 성분을 충분히 정
량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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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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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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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0. Glass samples containing UO2 powder. As increasing UO2
concentration, the color of sample becomes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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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6- 11. Craters are formed on the surface of sample after LIBS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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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6- 12. Series of spectra with varying concentrations of UO2 in the
wavelength range from 356.0 to 359.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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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6- 13. Boltzmann plot calculated by using U emission int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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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6- 3. Plasma temperatures measured from Fig. 3- 6- 13.
SRM 610
시료 2
시료 3
시료 4
시료 5
시료 6

UO2 (%)
0.0461
0.05
0.25
0.50
1.00
3.00

Plasma Temperature (K)
5768±605
6189±391
6118±103
5881±279
5990±354
587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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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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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절 휴믹 물질과 악티나이드 화학반응 규명
1. Eu- 휴믹산- 점토 삼성분계에서의 계면흡착 연구
가. 서론
토양 및 지하수 환경 중에서의 반감기가 긴 악티나이드 및 란탄족 원소와 환경
매질(즉, 광물질 및 유기물)과의 반응 특성 규명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처분장에
서의 장기간의 안전성 평가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3- 7- 1, 3- 7- 2]. 특히, 콜로이
드성의 자연 유기물(natural organic matter)과의 착물화 (complexation) 반응과 광
물질 입자와의 흡착 (sorption) 반응은 악티나이드 및 란탄족 원소의 분포와 이동성

(mobility) 및 생물학적 이용가능성 (bioavailability)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이
다[3- 7- 3, 3- 7- 4].
휴믹 물질(humic substances)은 동식물의 사체에서 유래하는 고분자성 자연 유
기 물질로서 토양 및 지하수 중에서 흔히 발견되는 대표적인 유기 콜로이드이다.
휴믹 물질은 - COOH, phenolic- OH, alcoholic- OH 및 - NH2, - SH 등의 작용기를 가
진 여러 자리 전해질 이온(polyelectrolyte)이며 일반적으로 2- 10 meq․g- 1의 산도

(acidity)를 가진다[3- 7- 5, 3- 7- 6]. 따라서 휴믹 물질은 높은 산화상태의 금속이온(≥
+2)에 대해 높은 친화력을 가지고 가용성의 이온교환처럼 행동하는 휴믹 콜로이드
(humic colloids)를 형성하며 토양 및 지하수 환경 내에서 여과작용과 흡착 특성에
의존하면서 독성의 중금속 이온의 이동성을 감소 혹은 증가시킨다[3- 7- 4, 3- 7- 7].
또한 휴믹 물질은 환경 중에 존재하는 점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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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3- 7- 11]. 따라서 휴믹 물질의 존재에 따른 광물질과의 흡착에 대한 영향
규명은 실제 토양 및 지하수 환경 중에서의 악티나이드 및 란탄족 원소의 거동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광물질로서 국내 토양에 흔히 존재하는 카올리나이트(kaolinite,

KA)를 대상으로 휴믹산 (humic acid, HA) 존재 하에서의 유로퓸(Eu(III))의 흡착특성
을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토양의 경우 카올리나이트와 할로이사이트 (halloisite) 등 카올
린 광물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점토광물이며, 그 다음으로 일라이트(illite)와 수산화층간
질석(HIV)이 많다[3- 7- 12]. 특히, 카올리나이트는 사면체 구조의 실리카 (silica) 층과
팔면체 구조의 깁사이트 (gibbsite) 층을 가진 전형적인 1:1 점토광물로서 미세한 입
자에 의한 넓은 비표면적, 이온교환능력 및 콜로이드 특성 때문에 금속이온과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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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3- 7- 13, 3- 7- 14]. 따라서 Eu(III)을 포함하는 U(IV),

Cm(III), Pu(III, IV), Am(III) 등의 란탄족 및 악티나이드 화학종과 카올리나이트의
흡착 및 휴믹산 존재에 따른 흡착 반응의 변화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된 바 있
으며 이들 논문에서는 pH가 휴믹산 존재 하에서의 카올리나이트에의 금속이온 흡
착 및 고액상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임을 제시한 바 있다[3- 7- 8, 3- 7- 15
∼3- 7- 17].

이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연구에서 부족하였
던 휴믹산 농도 효과 및 pH에 따른 흡착반응 기작의 차이점 등을 조사하였다. 특
히, 흡착반응 기작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카올리나이트- 휴믹산, 카올리나이트- Eu 등
의 이성분계에서의 pH에 따른 흡착실험 결과를 카올리나이트- 휴믹산- Eu의 삼성분
계 반응결과와 비교 해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의 Eu(III)은 란탄족 원소로서

Am(III) 및 Cm(III)와 유사한 이온반경과 물리 및 화학적 거동 특성을 가진 비방사
능 물질이어서 Am(III) 및 Cm(III) 화학종의 유사체(analogue)로서 흔히 사용되는
원소이다.
나. 실험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카올리나이트(KGa- 1b)는 미국 점토광물협회(clay minerals society, Coloado,

USA)에서 제공하는 표준 점토(source clay)를 구입하여 별도의 전처리 없이 사용하
였다. 표 3- 7- 1은 질산 분해 후 그 여액을 ICP- MS(HP 4500/Agilent)로 측정하여
얻은 카올리나이트의 화학조성을 나타낸 것으로, 조성비는 기존 문헌에 보고된 수
치와 유사하였다. 문헌에 보고된 KGa- 1b의 비표면적과 양이온교환능력(cation

exchange capacity)은 각각 11.7 m2/g, 1.83 meq/100 g이며, 입자크기는 58.7% < 2
μm, 32% < 0.5 μm, 영전하점(point of zero charge, pHPZC)은 6.0 등이다[3- 7- 13].

휴믹산 시료는 HA(Na+)(Aldrich Co., Lot- No. 675- 2)를 산․염기 침전법으로 정제

(HA(H+))하여 사용하였으며, pH 적정법으로 결정한 HA의 카르복실산 (- COOH)
함량은 4.38±0.05 meq/g이었다[3- 7- 18]. 휴믹산 모용액은((HA) = 1,500 mg/L)은 정
제한 HA 75 mg에 0.1 M NaOH 약 2 mL을 첨가하여 완전히 용해한 후, 총 용액
양이 50 mL이 되도록 탈염수(Millipore, Milli- Q system)에 채우고 pH는 6으로 조
절하였다. Eu(III) 모용액은 Eu(ClO4)3(Aldrich Co.)를 탈염수로 희석하여 1×10- 3 M
의 농도로 조제하였고, 이온 세기는 NaClO4⋅xH2O를 사용하여 0.01 M 및 0.1 M 농
도로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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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7- 1. Abundance of selected compounds in kaolinite KGa- 1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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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7- 13]

0.37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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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착 실험
흡착실험은 상온(298 K)과 공기 중(PCO2 = 10- 3.5 atm)에서 회분식(batch test)으
로 수행하였다. 카올리나이트 분산질(4.0 g/L)은 테플론재질의 원심분리관(Oak

Ridge, Nalgene, 50 mL)에 카올리나이트 120 mg을 첨가하고 0.01 M 또는 0.1 M
NaClO4 용액 30 mL을 첨가하여 제조하였으며, 회전교반기(FINEPCRⓇ, AG)에서
10 rpm 속도로 72 시간 교반하여 pre- conditioning하였다. HA 존재 하에서의 pH
변화에 따른 카올리나이트에 대한 Eu(III) 흡착실험 (Eu- KA- HA 삼성분계) 용액은
앞서 준비한 카올리나이트 분산 용액에 Eu(III)과 HA 모용액을 첨가하여 각각의 초
기 농도가 1×10- 5 M(Eu(III)) 및 10 mg/L, 50 mg/L(HA)이 되도록 조제한 후 미량
의 HClO4 또는 NaOH를 첨가함으로서 각 반응용액의 pH를 3- 11로 조절하였다.

HA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카올리나이트와 Eu(III) 흡착실험 용액(Eu- KA 이성
분계) 및 카올리나이트와 HA의 흡착실험 용액(KA- HA 이성분계)은 비교를 위해
각 pH 영역별로 동일조건([Eu(III)] = 1×10- 5 M, 카올리나이트 4 g/L, 이온세기

0.1M NaClO4)에서 제조하였다. KA- HA 흡착실험은 HA 농도에 따른 pH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앞서 준비한 카올리나이트 분산 용액에 HA 농도를 5, 10, 20 및

50 mg/L으로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모든 용액은 평형에 앞서 pH를 재조정한 후,
충분한 흡착평형을 위해 20℃에서 약 60 시간 동안 회전교반기(FINEPCRⓇ, AG)에
서 교반하였다. 예비실험을 통해 Eu- KA- HA 삼성분계에서의 Eu 흡착은 초기 30분
내에 빠르게 이루어지며 20시간 이후부터 일정해짐을 확인하였다. 평형 교반 후 각
반응용액에 대한 최종 pH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초기 pH와 ±0.2 범위 내에서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반응 용액은 원심분리기(4,000 rpm, 30 min)를
사용하여 침전층과 상등액으로 분리하였으며, 분석용액은 상등액을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실린지 필터(기공크기 0.45 μm, disk- type, Watman., Co.)를 사용하여 여과
하였다.

(3) 분석 방법
상등액에 잔류하는 HA 농도(mg/L)는 UV- Vis. 분광기(shimadzu, PC1601)를 사
용하여 254 nm에서의 흡광도(A254)를 측정하여 결정하였다. HA 10 ppm 용액을 대
상으로 pH 3- 11영역에서의 흡광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 흡광도 값은 0.403±0.014,
상대표준편차(RSD) 3.51%로서 pH 영역에 따른 HA의 흡광도 변화는 미미하였다.
한편, 기존 문헌의 휴믹 물질 농도 측정을 위해 사용한 465 nm에서의 흡광도 값

(A465)은 pH 3- 11영역에서 13.8%로 높은 RSD 값을 나타내 본 연구에서의 A254가
휴믹 물질의 농도결정에 보다 적절한 파장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의 HA
농도 1- 50 mg/L와 A254와의 상관성을 조사한 결과 상관계수(r 2) 0.999의 선형의 검

- 336 -

정곡선(y = 0.0412x - 0.0081)을 얻었고, 이 상관식을 이용하여 HA 농도를 결정하
였다. 흡광도 측정은 동일 시료에 대하여 2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결과 값은 이들의
평균값으로 제시하였다. HA가 포함된 또 따른 배치의 상등액은 일정량의 HNO3를
첨가하고(시료 10 mL + HNO3 5mL) 마이크로웨이브(MARS 5)를 사용하여 1200W,

210℃에서 10분간 휴믹산을 분해(digestion)하였으며 잔류 용액에 존재하는 Eu(III)
농도는 ICP- MS(Agilent, HP 4500)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용액의 pH는 pH 전극

(Orion, Model 41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다. 결과 및 고찰

(1) HA와 카올리나이트의 흡착반응
그림 3- 7- 1은 pH 및 HA 농도에 따른 카올리나이트에 대한 HA 흡착률(%)을 조
사한 결과를 타나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HA의 흡착률은 pH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HA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즉, HA 5 ppm에서는 pH 3- 4
에서 약 97%의 흡착률을 보였고 pH 8- 11영역에서 83%에서 8%로 급격히 감소하였
으며, HA 50 ppm에서는 pH 4에서의 42% 흡착률을 보였고 pH > 5에서 완만히 감
소하여 pH 11에서는 0.1% 이하의 흡착률을 나타내었다. pH 증가에 따른 흡착률 감
소는 점토광물에 대한 유기산 흡착에서 흔히 나타나는 결과로서 HA의 카르복실기

(HA- COOH)와 카올리나이트 표면 및 기존에 흡착된 HA 분자와의 정전기적 반발
(electrostatic repulsion)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3- 7- 10, 3- 7- 19, 3- 7- 20].
Fairhurst 등[3- 7- 19, 3- 7- 21] 은 제타전위 측정을 통해 휴믹산은 pH 3- 11 영역에서
음의 표면전하를 가지며 카올리나이트는 휴믹산에 의해 흡착되면서 영전하점

(pHPZC = 6) 이하에서도 음의 표면전하를 가짐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pH 증가에
따른 흡착량 감소는 HA 분자 내 카르복실기(pK a = 4- 5)의 해리(HA- COO- )로 인한
휴믹산 자체의 용존성 증가 및 카올리나이트 표면의 음전하 증가에 따른 상호 반발
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pH에 따른 흡착률의 감소는
그림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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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50 ppm
첨가 시 50%의 흡착률를 보인 pH 영역은 각각 pH 9.2, 8.0, 5.4 및 4.0로 HA 농도
가 증가할수록 낮은 pH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HA 농도로 인해
카올리나이트 흡착자리가 빠르게 포화되면서 (site- limiting effect) 이미 흡착된 HA
와 용액에 잔류하는 HA와의 정전기적 반발(흡착 차단 효과, blocking effect)이 상
대적으로 낮은 pH 영역에서부터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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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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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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표면에의 휴믹산 흡착은 점토 표면의 - OH 작용기(≣S- OH2+ 또는 ≣S- OH)
와 HA 분자와의 표면 착물화 (surface complexation) 반응 및 정전기적 인력(van

der Waals force)이 가장 주요한 반응기작으로 알려져 있으며[3- 7- 22], 특히 산성영
역에서는 HA 분자 구조특성에 기인한 소수성 (hydrophobic) 효과가 흡착에 영향에
미치는 중요한 인자로 보고되었다[3- 7- 23].
이 연구에서 얻어진 pH에 따른 흡착률 결과를 토대로 각 pH 영역별 주요 흡착
기작을 해석하면, pH ≤ 5의 산성영역에서의 높은 흡착률(HA 5 및 10 ppm >

90%)은 휴믹산과 카올리나이트와의 정전기적 인력 및 휴믹산 분자의 소수성
(hydrophobic)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카올리나이트는 영전하점 이하
(pH < 6)에서 양의 표면전하(≣S- OH2+ 표면자리)를 갖는 반면, HA는 음의 표면전
하를 가지므로 상호간에 정전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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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로

변환

(conformational change)되고[3- 7- 22], 이로 인해 분자의 소수성 성질이 강해지면서
카올리나이트와 HA 흡착에 대한 소수성 효과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미 흡착된 HA
와의 소수성 결합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Octs 등[3- 7- 24]은 소수성을 지닌 수은표면과 휴믹산과의 흡착실험을 통해 점토
광물 표면과 휴믹산의 표면착물 반응(리간드 교환(ligand exchange)반응)이 HA 분
자의 소수성 효과에 의해 증진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Aimn 등[3- 7- 24]은

XAD 레진 분리를 통해 분획한 휴믹 분자를 대상으로 한 카올리나이트와의 흡착특
성 조사 연구를 통해 휴믹 분자의 소수성이 증가할수록 표면 흡착률이 증가하는 경
향이 있음을 밝혔다.
카올리나이트의 영전하점 이상(pH > 6)인 중성 및 알칼리성 영역(pH 6- 9)에서
는 카올리나이트 표면이 음전하를 띠면서 HA 분자와 반발력이 존재하게 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3- 7- 1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한 크기의 KA- HA 흡착률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중성 및 알칼리성 영역에서의 HA 5 ppm의 흡착률은 70- 90%
이었으며, HA 50 ppm에서도 10- 20%의 흡착률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설명한 흡착반응 기작이외에 카올리나이트 표면자리와 HA 분자의 산성작용기

(HA- COO- 등)와 다음에 제시한 식 (1) 및 식 (2)와 같은 리간드 교환반응 등의
site- specific 결합반응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3- 7- 15, 3- 7- 16]. 유사한 결과로서
Fairhurst 등[3- 7- 19, 3- 7- 21] 은 다양한 무기콜로이드(알루미나, 실리카, 철산화물,
망간산화물 등)를 대상으로 한 휴믹산의 흡착실험을 통해 모든 광물질에서 영전하
점 (pHPZC) 이상에서 높은 흡착률을 관찰하였으며, 리간드 교환반응에 의한 것임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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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H2+ + - OOC- HA

= ≣S- OOC- HA

(1)

≣S- OH + - OOC- HA

= ≣S- OOC- HA

(2)

그림 3- 7- 1에 나타낸 pH 범위 6- 9에서 관찰된 pH 증가에 따른 HA 흡착률 감
소 현상은 HA와 결합할 수 있는 카올리나이트 표면자리(≣S- OH)가 pH가 증가하
면서 탈양성자화되고, 이로 인한 HA분자와의 리간드 교환반응이 감소하였기 때문
으로 해석된다.

pH에 따른 카올리나이트와 HA의 흡착특성을 보다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각 pH 영역별로 카올리나이트- HA 흡착량(q, mg/g)과 용액에 잔류하는 HA 농도

(Ceq(HA), mg/L)의 관계를 도식화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3- 7- 2에 제시하였다.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pH 3을 제외하고는 수용액 중 HA 농도가 증가하면서 카올리나
이트- HA 흡착량이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전형적인 Langmuir 흡착 특성을 보였다

[3- 7- 14, 3- 7- 25].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각 pH 영역별 실험결과를 Langmuir 등온
식에 적용하여 해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3- 7- 2에 제시하였다. 카올리나이트에 대한

HA의 흡착은 pH 3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결정계수(R2) 0.86- 0.98의 범위에서
Langmuir 등온식을 따름을 알 수 있었다.
pH 3에서는 낮은 상관계수(R2 = 0.639)와 최대 흡착량 (qm mg/g) 값에서의 매우
높은 표준오차를 보였으며, 이로부터 pH 3에서의 카올리나이트에 대한 HA 흡착은

Langmuir 흡착을 따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헌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3- 7- 10, 3- 7- 19]. pH가 3인 강한 산성조건에서 KA- HA 흡착이 Langmuir 등온식
을 따르지 않는 현상은 HA 분자의 부분적인 침전 및 다층 흡착(multiple sorption)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림 3- 7- 1에서 HA 농도와 무관하게 pH 3에서 95% 이
상의 높은 흡착률을 보인 이유가 된다.

pH에 따른 Langmuir 흡착의 차이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pH 영역별 최대 흡착량
및 흡착상수 (K L, L/g) 값을 도식화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3- 7- 3에 제시하였다. 카
올리나이트- HA의 최대 흡착량(qm)은 그림 3- 7- 3에서 볼 수 있듯이 카올리나이트
의 영전하점(pHPZC = 6)을 중심으로 pH 4- 6 영역에서 급격한 감소(pH 4.73에서

2.00 mg/g)를 나타냈으며, 이 후 중성 및 알카리성 영역(pH 6- 10)에서 완만한 감소
를 보였다. 반면 흡착상수(K L)는 pH 4- 8 영역에서 (pH 6 제외) 1.96±0.20 L/g의 범
위에서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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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7- 2. Adsorption isotherms of HA onto kaolinite at different pH (same
experiments as Fig. 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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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7- 2. Langmuir isotherm fitting parameters at different pH.
pH

qm (mg/g)

K L (L/g)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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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s in parentheses are standard error with 95% confidence

a

level
b 2

R is the determin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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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7- 3. Influence of pH on the Langmuir isotherm parameters (qmax, 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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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전하점을 중심으로 한 산성영역(pH < 6)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최대 흡착량
값은 카올리나이트와 HA 분자사이에 표면 착물 반응 보다는 정전기적 인력과 소수
성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서 앞선 반응기작 해석 결과를 뒷받침한다. 특히, 낮은 pH
영역으로 갈수록 최대 흡착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문헌에 제시된 바와 같이 카올
리나이트에 흡착된 HA 분자와의 용액중에 존재하는 HA 분자 사이의 소수성 흡착
의 증가에 기인한다[3- 7- 21].

Amin 등[3- 7- 25] 은 휴믹산 분자의 산성작용기가 낮은 pH에서 양성자화되면서
분자의 소수성이 증가하며, 표면착물화 반응이 우세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소수성
흡착이 중요한 반응기작으로 작용함을 제시하였다. pH 7에서 얻은 최대 흡착량 값

(1.89 mg/g)은 Hur와 Schlautman 등이 Aldrich HA와 카올리나이트를 대상으로 얻
은 흡착량 값(1.63 mg/g)과도 오차 범위 내에서 유사하였다[3- 7- 23].
이상의 결과로부터 카올리나이트에 대한 HA의 흡착은 pH와 HA 농도에 영향을
받으며, 카올리나이트 영전하점 이하에서는 정전기적 인력과 소수성 흡착이 우세한
반응 기작인 반면 영전하점 이상의 중성 및 알칼리성 영역에서는 표면착물 반응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HA와 카올리나이트에 대한 pH 영역
별 흡착특성 자료는 삼성분계 반응에서의 pH에 따른 금속이온의 흡착특성을 해석
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된다.

(2) Eu(III)과 카올리나이트와의 흡착반응
그림 3- 7- 4는 HA이 존재하지 않는 용액에서의 pH에 따른 카올리나이트와

Eu(III) 흡착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u(III) 흡착에 있어서 pH에 따른 Eu(III)
침전물 (precipitates) 형성에 의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pH 변화에
따른 순수한 Eu(III)용액(1×10- 5 M, 0.1 M NaClO4)의 변화를 먼저 관찰하여 그 결
과를 그림 3- 7- 4에 함께 제시하였다. 카올리나이트에 대한 Eu(III)의 흡착은 pH

3- 5영역에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흡착률 42%→95%), pH 6 이상부터는 대부분(>
99%)의 Eu(III)가 용액상으로 부터 제거되었다. 반면, 카올리나이트를 첨가하지 않
은 Eu(III) 만 존재하는 경우 pH < 6에서의 Eu 침전물 형성은 10% 미만이었으나

pH 6- 9 영역에서 침전물 형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pH 9의 알칼리 환경에서는 약
97%의 Eu(III)가 침전물을 형성하였다. Eu(III) 침전물은 pH 10에서 91%로 다소 감
소하였다. 이러한 pH에 따른 Eu(III)의 침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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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6].
문헌에 따르면 pH < 6에서의 주요 화학종은 Eu3+이며 pH 7- 9영역에서는 주로

Eu(OH)CO3(s) 형태의 침전물(precipitates)로 존재하나, pH > 9에서는 음이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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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OH(CO3)22- 화학종이 생성된다. 따라서 그림 3- 7- 4에서 관찰된 pH 3- 5영역에서
의 pH 증가에 따른 카올리나이트에 대한 Eu(III)의 흡착률 증가는 카올리나이트 표
면자리의 수산기(≣S- OH)와 Eu3+의 식 (3)과 같은 이온교환 반응에 기인한 강한
표면 착화합물 형성(surface site complexes)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3- 7- 27]. Ma와

Eggleton[3- 7- 28] 및 Patrick 등[3- 7- 29]은 카올리나이트의 이온- 교환 자리에 해당
하는 영구 전하(permanant charge)는 카올리나이트의 양이온교환능력의 약 5% 이
하로서 대부분의 반응 자리는 깁사이트와 실리카에서 유래하는 결정 표면의

aluiminol(AlOH)와 silanol(SiOH)이며, 이러한 반응자리가 pH 증가에 따라 탈양성자
화(deprotontation)되면서 금속이온과의 표면착물화 반응을 유발함을 보고하였다.

pH > 6 영역에서의 높은 Eu(III) 제거율(> 99%)은 다음의 식 (4) 및 식 (5)와
같이 Eu(III) 수화물 (Eu(OH)CO3(s)) 생성에 따른 침전과 흡착이 동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식 (4)는 표면 흡착과 수화반응이 동시에 발생한 반
응의 예이며 식 (5)는 흡착에 이은 수화반응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3- 7- 27]. 이와
유사한 결과로서 Kang 등[3- 7- 26] 은 카올리나이트 1.0g/L와 Eu(III)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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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3+ = (≣S- O)mEu3- m + mH+

(3)

≣S- OH + mH2O + Eu3+ = ≣S- Eu(OH)   + mH+

(4)



Eu3+ + CO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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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5는 HA 존재 하에서의 pH에 따른 카올리나이트와 Eu(III) 흡착 실험결
과로서 비교를 위하여 HA가 존재하지 않는 용액에서의 흡착실험결과(그림 3- 7- 4
참고)와 함께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HA가 존재할 경우 산성영역(pH 3- 4)에서는

Eu(III)의 흡착률이 증가하였으며, 중성 및 알칼리성 영역에서는 Eu(III)의 흡착률이
감소하였다. 또한 pH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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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다(98.2% vs.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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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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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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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성영역(pH 3 또는 4)에서의 Eu(III) 흡착률 증가는 식 (6)과 같이 카올
리나이트 표면에 흡착된 HA 분자의 카르복실기(- COOH)와 Eu3+의 착물 형성에 기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S- OOC- HA

+ Eu3+ = ≣S- OOC- HA- Eu

(6)

산성영역에서의 카올리나이트에 대한 HA 흡착은 그림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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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순수한 카올리나이트에 비교해 HA 분자
의 산성작용기에 기인한 표면 흡착자리(식 (6))의 증가이외에도, 카올리나이트와

HA 사이의 Eu3+ 결합(≣S- O- Eu- HA의 삼성분 표면착물)을 통해서도 Eu의 흡착률
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3- 7- 10]. 산성조건에서는 점토광물에 흡착된 휴믹 물
질이 수용액 상의 휴믹 물질보다 더 강한 금속착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
며[3- 7- 30, 3- 7- 31], 이는 수중 금속이온의 흡착률 증가에 기여한다. 산성영역에서
의 Eu(III)의 흡착량 증가에 대한 또 다른 요인으로는 앞서 카올리나이트- HA 흡착
실험 결과의 해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카올리나이트의 표면전하가 흡착된 HA 분
자에 의해 양전하에서 음전하 상태로 변함으로서 카올리나이트와 Eu3+와의 정전기
적 인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Fairhurt 와 Warwick[3- 7- 19]은 휴믹산 존재 하에
서의 pH 변화에 따른 점토광물의 표면전하 (zeta potential) 변화특성 분석을 통해
점토광물은 등전점 (isoelecric point) 이하의 pH 영역에서도 휴믹산 흡착에 의해 음
의 표면전하를 띰을 밝힌 바 있다.

pH 6 (HA 10 ppm) 또는 pH 4(HA 50 ppm)부터는 HA 존재에 따라 Eu(III)의
흡착량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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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전하 증가) 간의 정전기적 반발이 증가하면서 형성된

EuHA이 용액 중에 안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Fairhurst 등[3- 7- 19]은 Eu(III) (1×10- 9 M), 휴믹산 (10 mg/L) 및 점토광물
(0.1- 5 g/L)의 존재 하에서 MINTEQA2 화학종 분포 계산을 통해 용존 EuHA 착물
이 pH 4- 8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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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32]. 따라서 pH 4 또는 6 이상에서의 pH 증가
에 따른 Eu(III) 흡착률의 감소는 앞서 카올리나이트- HA 흡착실험결과(그림 3- 7- 1)
에서 볼 수 있듯이 pH 증가에 따라 HA의 흡착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용액 중에 풍부해진 HA가 Eu(III)과 강한 용존 화학종을 형성하였기 때문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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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유사한 결과로서 Fairhurst와 Warwick[3- 7- 21]은 순수한 침철석(goethite)과 비
교해 낮은 pH 영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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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으로 문헌에 보고된 An(III)- 카올리나이트- 휴믹산 삼성분계 반응에서의

pH에 따른 흡착특성 경향과도 일치한다[3- 7- 10, 3- 7- 16, 3- 7- 32].
이 실험에서 사용한 HA의 경우 pH 적정법으로 결정한 양성자교환용량(proton

exchange capacity, PEC)이 4.38 meq/g이고[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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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이었다. 그러나 HA 50 ppm(7.3×10- 5 M)에서는 pH 6- 9에서 약 75%의 높은 흡
착량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HA 농도 (10ppm) 조건에서의 Eu(III)은 HA와의 착화합물
형성반응과 침전반응이 경쟁하면서 다음 식 (7)과 같은 Eu(OH)CO3(s) 형태의 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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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33, 3- 7- 34].
Eu3+ + H2O + CO32- = Eu(OH)CO3(s)

logβ = 7.8

(7)

Eu3+ + HA- COO- = (HA- COO- )3Eu

logβ = 7.3- 8.0

(8)

HA 존재 하에서의 pH에 따른 Eu(III) 흡착량의 변화 결과는 앞서 그림 3- 7- 1에
서 제시한 HA 농도별 (10 및 50 ppm) 카올리나이트에의 HA 흡착량 변화 양상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HA가 카올리나이트와의 표면 흡착을 통해 Eu(III)의 흡착반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한다. HA의 존재 하에서의 Eu(III)의 흡착은 긍극
적으로 Eu(III) 자체의 화학종 분포와 점토광물의 반응자리 특성 뿐 만 아니라 점토
광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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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HA의 영향을 조사하였고,

Eu(III)의 흡착은 용액의 pH이외에도 HA의 존재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그 영
향은 HA의 농도 및 pH 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
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카올리나이트에 대한 HA 흡착은 pH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HA 농도가 증가
할수록 감소율이 컸다. 흡착반응은 카올리나이트의 영전하점(pHPZC = 6)을 중심
으로 산성영역(pH ≤ 5)에서는 HA와 카올리나이트와의 정전기적 인력과 HA
분자의 소수성 (hydrophobic) 흡착이 주로 관여하는 반면 중성 및 알칼리성 영
역(pH 6- 9)에서는 표면 착물반응이 주요 반응 기작임을 알 수 있었다. 카올리
나이트에 대한 HA의 흡착은 전형적인 Langmuir 흡착 특성(pH 3 제외)을 보였
으며, 최대 흡착량(qmax)은 4.73에서 0.47 mg/g까지 pH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다.

(2) HA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카올리나이트에 대한 Eu(III)의 흡착은 산성영역에서
pH 증가에 따라 증가하다가 흡착포화(adsorption edge)에 도달하는 전형적인
광물질- Eu(III) 흡착곡선을 보였다. Eu(III) 흡착은 pH 3- 5에서 카올리나이트 표
면의 수산기(≣S- OH)와 Eu3+의 이온교환 반응에 의해 증가(흡착률 42%→95%)
하며, pH 6 이상부터는 Eu(III) 수화물(Eu(OH)CO3(s))생성에 따른 침전과 흡착
반응을 통해 대부분(> 99%)의 Eu(III)이 용액상으로 부터 제거되었다.

(3) HA가 존재할 경우 카올리나이트에 대한 Eu(III)의 흡착률(%)은 HA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 산성영역(pH 3 또는 4)에서는 증가한 반면 중성 및 알칼리
영역(pH > 5)에서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Eu(III)의 흡착률 증가 또는 감소는 각

pH 영역에서 나타나는 ① 카올리나이트와 HA의 흡착, ② Eu(III)과 HA의 착물
형성 및 ③ 카올리나이트에 흡착된 HA와 수용액상에 잔류하는 용존 HA(비- 흡
착 HA)의 경쟁반응 등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휴믹산은 점토광물의 표면 코팅 및 금속이온과의 착화합물 형성을 통해 점토광
물과 금속이온의 표면 반응특성에 변화를 유발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로부터 실제
토양 및 지하수 환경에서의 중금속 및 악티나이드 화학종 분포와 거동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주요 흡착매질인 무기 콜로이드뿐 만아니라 휴믹산과 같은
자연유기물을 포함하는 광물질- 금속이온- 자연유기물의 삼성분계 반응에 대한 해석
이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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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m- 휴믹산- 점토 삼성분계에서의 계면흡착 연구
가. 서론
지하수 환경 내에서 용존 유기물(dissolved organic matter)은 중금속 및 방사성
핵종 등의 금속이온과 착물을 쉽게 형성하여 오염물질을 변환시키거나 침전시키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환경 중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거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휴
믹 물질은 동물과 식물의 분해과정에서 생성되는 천연 고분자 물질로서 지하수에서
흔히 발견되는 대표적인 용존 유기물이다. 휴믹 물질은 주로 - COOH, - OH 등의 작
용기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2- 10 meq․g- 1의 산도를 가진다[3- 7- 6]. 따라서 휴믹 물질
은 토양환경에 노출된 금속이온에 대해 높은 친화력을 가지고 가용성의 이온교환처
럼 작용하는 휴믹 콜로이드를 형성하며 자연환경에서 악티나이드 이온들과 결합하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휴믹 물질 중 휴믹산은 분자량이 크고 음전하를 띠는 여러 자리 전해질 이온

(polyelectrolyte)이며, 자연수 내에서 직경이 2- 50 nm 범위의 매우 작은 크기의 친
수성 콜로이드로 존재하며 점토, 알루미늄 또는 철 등의 금속산화물과 쉽게 반응한
다[3- 7- 35]. 휴믹산은 자연수 pH 영역에서 가용성이며 착물형성 및 콜로이드 형성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악티나이드 원소 등 방사성 물질 등을 포함한 독성 금
속이온과의 반응하여 지하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이들 독성물질의 이동성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토양 내에 존재하는 점토광물은 산화철광물과 함께 토양 내 반응성이 있는 고체
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토광물은 미세한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넓은 표
면적, 이온교환능력 및 콜로이드 특성 때문에 오염물질의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 토양 내에 존재하는 점토광물의 종류는 카올리나이트, 스멕타이트 (smectite),
일라이트, 질석 (vermiculite) 등으로 구분된다[3- 7- 12]. 우리나라 토양의 경우 KA
와 할로이사이트 등의 카올린 광물이 많이 존재하며, 그중에서 KA는 양이온 교환
능력이 높아 유기오염물질, 무기오염물질 및 중금속 등을 흡착/ 제거하는 기능을 갖
는다[3- 7- 36].
실리카 및 헤마타이트 (hematite) 등의 무기물과 우라늄 및 토륨 등의 천연 방사
성 핵종과 흡착에 대한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으나, 자연 유기물인 HA과 점토물질
인 KA와 아메리슘(Am)과의 흡착 반응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
서는 HA, Am 및 KA간의 삼성분계 흡착특성을 보고한다(그림 3- 7-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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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7- 6. Sorption of humic acid and Am onto kaol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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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방법

(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한 KA는 미국 점토광물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점토(source clay,

KGa- 1b)를 별도의 전처리 없이 사용하였다. HA(Aldrich)은 화학적으로 분리/ 정제
하여 사용하였다. 0.1 M NaClO4 용액에 HA 50 mg 및 0.1 M NaOH 1.72 mL를 첨
가하여 용액양이 10 mL가 되도록 0.1 M NaClO4 용액으로 조절하여 HA 기준용액

(stock solution)의 농도를 5 g/L로 제조하였다. NaClO4․H2O(Merck)를 이용하여 시
료의 이온세기를 0.01 M 및 0.1 M로 조절하였다. 제조된 0.01 M과 0.1 M의

NaClO4를 0.1 M의 HClO4과 0.1 M의 NaOH를 사용하여 pH를 3- 11로 조절하여 흡
착실험을 하였다.

Am(Amershan)를 희석하여 농도가 1×10- 5 M인 Am(ClO4)3으로

241

제조하여 기준용액으로 사용하였다.

(2) 실험방법
흡착실험은 대기 중 상온에서 수행하였다. pH를 3- 10으로 조절한 0.01 M 및 0.1

M NaClO4 용액 10 mL에 KA 40 mg을 취하여 30 mL 폴리에틸렌 원심 분리관에
담아 25 ℃로 조절된 항온기에 넣고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평 교반기에서

48시간 동안 교반시켰다(예비 평형). 교반 후 HA 기준용액 10 μL 및 100 μL를 각
각 첨가하고 시료를 다시 교반기에서 72시간 교반시켰다. 초고속 원심분리 후 상등
액 3 mL를 취해 흡수분광기(Varian, Cary 5)를 사용하여 254 nm에서 흡광도(A254)
를 측정하여 HA 농도를 정량하였다. Beer' s law에 따라 HA의 흡광도는 농도와 선
형의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흡수분광법을 이용하여 HA을 쉽게 정량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HA을 측정하는 경우 흡광도를 3가지 다른 파장 즉, 254, 465, 665 nm
에서 측정한다. 254 nm에서 흡광도 측정값이 가장 민감하므로 이 실험에서는 A254
를 정량분석에 적용하였다. HA의 초기농도가 5 mg/L와 50 mg/L에서 pH에 따른

A254 변화를 측정하여 pH에 따른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위에서 제조한 예비 평형을 이룬 KA용액에 Am(III) 기준용액 10 μL 및 100 μL
를 각각 첨가하여 약 3일 동안 항온기에서 교반하였다. 또한 pH 3- 10으로 조절된

0.01 M NaClO4 용액 10 mL에 Am(III) 기준용액 10 μL와 휴믹산 기준용액 10 μL
를 첨가하여 약 3일 동안 항온기에서 교반하였다. 반응 후 시료용액을 초고속 원심
분리기(10,000 rpm, 60분)를 사용하여 원심 분리하였다. 상등액 5 mL 폴리에틸렌
용기에 취하고, 섬광체 (Ultima Gold AB) 15 mL를 가하여 Am 방사능 농도를 액
체섬광계수기(Packard TR 2770)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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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및 고찰

(1) KA 및 HA 기본 특성 조사
KA에 대한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분석결과를 그림 3- 7- 7에 나
타내었고, XRD (X- ray diffraction) 분석결과를 그림 3- 7- 8에 나타내었다. SEM 분
석결과에 따라 KA는 판상구조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규칙적인 결정으로 되어있지
않고 불규칙한 형태로 나타내었다. 또한 XRD 분석결과로부터 전형적인 KA

[Al2Si2O5(OH)4] 구조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KA에 대한 pH는 10.3으로 측정되
었고, 비표면적과 양이온교환능력은 각각 11.7 m2/g, 1.83 meq/100 g으로 측정되었
다. KA에 질산을 가한 후 그 용액을 ICP- MS로 측정하여 화합물 조성을 표 3- 7- 1
에 나타내었는데 그 값들은 기존 문헌에 보고된 수치[3- 7- 15] 와 유사한 값으로 나
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HA(Aldrich)의 물리화학적 특성자료는 이미 발표된
논문을 참조하였다[3- 7- 8].

(2) HA- KA 흡착반응
(가) 평형실험
경과시간에 대하여 KA에 대한 HA 흡착실험 결과를 그림 3- 7- 9에 나타내었다.

KA를 함유한 용액의 pH를 5로 고정한 후, 일정량(5 mg/L)의 HA을 첨가하여 6시
간 동안 반응 후에 측정된 KA에 대한 HA의 흡착률은 약 60%이었고, 72시간 경과
후에는 80% 이상의 HA이 KA에 흡착되었다. 또한 100시간 이상 교반시간을 해도

HA의 흡착률은 72시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교반시간을 72
시간으로 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나) HA 농도변화에 따른 HA- KA 흡착실험
그림 3- 7- 10에 HA의 초기농도가 5 mg/L 및 50 mg/L인 경우 이온 세기가 0.01

M에서 pH에 따른 KA에 대한 HA의 흡착률을 나타내었다. pH의 변화에 따른 KA
에 대한 HA의 흡착률 변화특성을 살펴보면 HA의 농도가 5 mg/L이고 이온 세기가

0.01 M인 경우 pH 3에서 HA의 90% 정도가 KA에 흡착되었으며, pH 9- 11 부근
에서 흡착률이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HA과 KA와 흡착반응의 메카니즘은
주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설명되며 그 외에 흡착, 리간드 교환, 양이온다리(cation

bridging), 표면에 수화된 양이온 존재 시 물결합 (water bonding) 및 HA 분자의
전하를 띠지 않는 부분의 소수성의 결합 등의 메카니즘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3- 7- 9, 3- 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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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7- 7. Structure of kaolinite measured by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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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7- 8. X- ray diffraction of kaolinite (D- 500, Bruker- A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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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7- 9. Percentage of HA sorbed from solution during kinetics experiments
at pH 5 (HA = 5 mg/L, I = 0.01 M).

- 357 -

100

HA 5 mg/L
HA 50 mg/L

HA adsorbed(%)

80

60

40

20

0
2

3

4

5

6

7

8

9

10

11

12

pH

Fig. 3- 7- 10. HA sorption onto kaolinite as a function of pH and HA
concentration (I = 0.01 M NaCl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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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에 포함되어 있는 카르복실기의 pKa 값이 pH 약4.5 부근이기 때문에 pH 4.5
이상에서 이온화된 형태가 주로 존재하게 된다. HA는 pH 3- 4에서도 약한 음전하
를 띠게 되어 양전하를 띠는 KA 표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흡착으로 흡착률이
높게 측정되었다. pH가 높은 경우에는 HA내에 존재하는 많은 카르복실기가 해리되
어 음전하가 강해지고, KA 표면도 음전하를 띠게 되므로 KA 표면과의 반발력에
의해 KA에 대한 HA 흡착이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HA의 형태는 pH에 따라 변하여 낮은 pH 영역에서는 밀집된 고리 (compact
coil) 또는 구형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HA이 KA 표면 가장자리에 흡착이 잘된다.
그러나 높은 pH 영역에서는 HA이 연장된 사슬 (extended chain) 모양으로 용액 상
에 존재하여 내부 분자의 전하 반발력으로 인한 흡착률 감소가 보고되었다[3- 7- 38].
또한 낮은 pH 영역에서 HA은 KA 표면과 음이온 혹은 리간드 교환에 의해서 흡착
될 뿐만 아니라 HA의 자체 침전이 발생하여 KA- HA 흡착률을 실제보다 높게 측
정되었다. 반면에 pH가 높은 경우에는 HA 내에 존재하는 카르복실기가 해리되어
음전하가 강해지고 KA 표면도 음전하를 띠게 되므로 KA 표면과의 반발력에 의해
흡착이 감소되었다.

HA의 초기농도가 50 mg/L인 경우에 pH의 변화에 따른 흡착률 변화특성을 살
펴보면 pH 3에서 HA의 70% 정도가 KA에 흡착되었으며, pH 4- 5 부근에서 흡착률
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HA의 농도가 50 mg/L의 경우, HA
농도가 5 mg/L의 경우와 K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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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HA의 흡착률이 감소되었다.

(다) 이온 세기 변화에 따른 HA- KA 흡착 실험
그림 3- 7- 11에서 pH 3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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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하였다. 이온 세
기가 0.01 M에서 0.1 M로 변화할 때 HA의 흡착률이 증가하였다. 이온 세기 변화
에 따른 KA에 대한 HA 흡착률 변화는 HA의 형태 변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낮은 pH에서 이온 세기가 높을 경우 양전하를 띈 KA와 HA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증가하고 높은 이온 세기에서는 HA 거대분자의 음전하가 잘 차폐(screen)
되어 결국에는 HA이 무질서한 코일 (random coil) 형태로 꼬불꼬불 감기어서 KA
에 흡착하는 특성이 증가되었다고 생각되며, 낮은 이온 세기에서는 많은 HA 거대
분자가 선형형태의 열린 구조 (open configration) 형태로 존재하여 KA에 흡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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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이 감소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온 세기가 증가할수록 HA 분자내의 전하
반발력이 감소하고 이온 세기를 더 증가시키면 거대 HA 분자는 용액 상에 존재하
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혹은 집합적으로 KA 표면에 흡착 또는 침전되는 것으로 생
각된다.

(3) Am- KA 흡착반응
pH 변화에 따른 KA에 대한 Am 흡착 실험 결과를 그림 3- 7- 12에 나타내었다.
pH가 증가함에 KA에 대한 Am의 흡착률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pH 3에서
Am의 70% 이상이 KA에 흡착되었고, pH 6 이상에서 Am의 95% 이상이 KA에 흡
착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 7- 12에서 관찰된 pH 3- 5인 약산성 영역에서의 pH 증가에 따른 KA에
대한 Am의 흡착률 증가는 KA 표면자리의 수산기(≣S- OH)와 Am3+의 이온교환 반
응에 (m[ ≣S- OH] + Eu3+ = [ ≣S- O]mEu3- m + mH+) 의한 강한 표면 착화합물 형성

(surface site complexes)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즉 KA 반응자리가 pH 증가에 따
라 탈 양성자화(deprotontation)되면서 금속이온과의 표면착물화 반응을 유발함을
보고하였다[3- 7- 12].

pH가 6 이상 영역에서의 높은 Am 제거율(> 95%)은 염기성 영역에서 Am 수화
물 [e.g., Am(OH)3(s)] 생성에 따른 침전과 흡착이 동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Am과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Eu와 KA와 흡착실험에서도 pH 6이상에서

99.9% 이상의 Eu가 용액상에서 제거됨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HA 농도를 50
mg/L로 고정하고 Am 농도를 증가(1×10- 4 M)시키면 그림 3- 7-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Am 농도 증가에 따른 카올리나이트 반응자리가 포화되어 KA에 대한 Am 흡
착은 약간 감소된다고 생각한다.

(4) Am- HA 흡착반응
pH 변화에 따른 HA에 대한 Am 흡착반응을 그림 3- 7- 13에 나타내었다. 문헌에
따르면 산성영역(pH 5 미만)에서 Am(III)의 화학종 대부분은 Am3+ 형태로 존재하
고, 중성영역(pH 6- 7)에서는 Am(OH)2+ 및 Am(CO3)+ 형태로 존재한다. HA 표면은
산성 및 중성영역에서 음전하를 띠므로 Am과 정전기적 반응으로 인해 Am이 HA
의 표면에 흡착되어 침전 혹은 착물 형태의 새로운 화학종이 생성된다. 염기성 영
역(pH 8 이상)에서는 Am(III)의 화학종 대부분은 Am(CO3)2- 및 Am(CO3)33- 형태로
존재하여 HA 표면의 음전하와 정전기적 반발력으로 인해 HA에 Am 흡착이 산성
및 중성영역에 비해 감소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의 흡착실험은 초고속 원심분리 조작으로 침전을 분리한 후 H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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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Am 흡착량을 계산하였으나, Am- carbonate- humate 착물도 용액 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외여과법 (ultra filtering method)으로 좀 더 정확하게 Am 흡
착량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HA 농도를 50 mg/L로 고정하고 Am 농도 변화
에 따른 HA에 Am 흡착실험 결과, Am 농도 증가에 따른 의미 있는 Am 흡착효과
는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3- 7- 13 참조).

(5) Am- 점토 및 Am- 휴믹산과 흡착반응
(가) Am- 점토와 흡착반응
pH가 증가함에 점토에 대한 Am의 흡착률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그림
3- 7- 14). pH 3에서 Am의 70% 이상이 점토에 흡착되었고, pH 6 이상에서 Am의
95% 이상이 점토에 흡착됨을 알 수 있었다.
(나) Am- 휴믹산과 흡착반응
pH가 증가함에 휴믹산에 대한 Am 흡착률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그림
3- 7- 14). pH 3에서 휴믹산의 40% 이상이 Am에 흡착되었고, pH 6 이상에서는 대
부분 Am이 휴믹산과 착물 형태(americium carbonate humate complex)의 용존 형
태로 존재하여 휴믹산에 대한 Am 흡착률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6) Am, 휴믹산 및 점토 흡착반응
(가) Am- 점토와 휴믹산의 흡착반응
Am이 점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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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였으나, pH가 8 이
상에서는 휴믹산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카올리나이트- Am 흡착률이 20% 정
도 감소하였다(그림 3- 7- 15).

pH가 6 미만에서는 가해준 휴믹산이 카올리나이트- Am와 흡착반응 후, 용액 중
에 존재하는 Am 성분과 흡착반응으로 인해 카올리나이트- Am 흡착률이 휴믹산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 10% 정도 증가하였으나, pH가 8 이상의 염기성 영역에서는 카
르복실기 등의 다양한 반응기를 함유한 휴믹산이 점토에 이미 흡착된 Am 성분과
반응(흡착반응)으로 인해 점토에 흡착된 Am 성분을 탈착하여 휴믹산과 가용성 착
물을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점토에 대한 Am 흡착률이 휴믹산 존재 하에서 감소되
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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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7- 11. Influence of the ionic strength on the HA sorption onto kaolinite
(HA = 5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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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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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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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4. Am sorption onto kaolinite and HA (HA = 5 ppm, I = 0.01 M
NaCl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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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7- 15. Am sorption onto kaolinite after adding HA to Am- kaolinite (HA =
5 ppm, I = 0.01 M NaCl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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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7- 16. Am sorption onto kaolinite with HA (HA = 5 ppm, I = 0.01 M
NaCl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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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m- 휴믹산- 점토 흡착반응
점토에 휴믹산과 Am(III)을 동시에 첨가하면, pH가 낮은 산성영역(pH 6 미만)에
서는 Am(III)이 점토 및 휴믹산과 흡착반응 등으로 인해 휴믹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서 결합자리 증가에 따라서 Am(III) 흡착률이 증가하였으나, pH가 높
은 중성 및 알칼리 영역(pH 8 이상)에서는 Am(III)의 흡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
다(그림 3- 7- 16 참조).

pH가 낮은 산성영역에서는 이미 점토 표면에 흡착된 휴믹산 성분 중에 카르복
실기 등이 반응 자리를 함유하고 있어서 Am(III)이 점토에 흡착되는 것을 도와주워
흡착률이 휴믹산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증가되었다. pH가 높은 중성 및 알칼리
영역에서는 휴믹산의 주요 구성 성분인 카르복실기와 카올리나이트 표면과의 정전
기적 반발력 증가로 인해 휴믹산이 카올리나이트에 흡착하기 보다는 용액 중에 착
물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열역학적으로 안정하다. 결과적으로 Am(III)의 50% 정도
는 카올리나이트에 흡착하며 나머지 Am(III)의 50%는 휴믹산과 결합하여

Am(III)- HA 착물 형태로 용액에 존재함을 추측할 수 있다.
지하수 환경에서 Am(III)의 거동은 지하수의 pH 영역이 산성이면 대부분의

Am(III)이 지하수 중에 존재하는 휴믹산 등의 유기산과 결합하여 침전으로 떨어져
서 이동성이 저하될 수 있다. 그러나 중성 및 염기성 영역에서는 Am(III)이 지하수
에 존재하는 유기산과 용존 착물을 형성을 하여 이동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라. 결 론
이 연구에서 사용된 KA 및 HA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기존 문헌에서 보고된 전
형적인 KA 및 HA의 특성과 일치하였다. 경과시간을 변수로 pH 5에서 KA에 대한

HA 흡착실험 결과 48시간 경과 후에 80% 이상의 HA이 KA에 흡착되었다. 일정한
이온 세기 (0.01 M, 0.1 M) 및 HA 농도(5 mg/L, 50 mg/L)에서 pH의 변화에 따른

KA에 대한 HA의 흡착률 변화특성을 살펴보면 pH가 증가함에 따라 흡착률이 감소
하였고, HA 농도 증가에 따라서 KA 대한 HA의 흡착률이 감소되었다. 또한 이온
세기 변화에 따른 KA에 HA 흡착 실험 결과, 이온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HA의 흡
착률이 증가하였다.

Am과 HA와의 흡착반응 실험 결과, 산성 및 중성영역에서는 Am과 HA와의 정
전기적 반응으로 Am이 HA에 쉽게 흡착되었으나, 염기성 영역에서는 정전기적 반
발력으로 산성 및 중성영역에 비해 HA에 대한 Am 흡착이 감소되었다. 또한 Am과

KA와의 흡착반응 결과 산성영역에서 Am의 70% 이상이 KA에 흡착되었고 중성
및 염기성 영역에서 Am의 95% 이상이 KA에 흡착되었다. 점토에 휴믹산과 A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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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첨가하면, pH가 낮은 산성영역에서는 휴믹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
해서 Am 흡착률이 증가하였고, pH가 높은 중성 및 알칼리 영역에서는 Am 흡착률
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 연구결과 지하수 환경중의 거동은 지하수의 pH 영역이 산성이면 대부분의

HA이 KA 등의 점토광물과 흡착하여 침전 형태로 제거되나 염기성 영역에서는 가
용성 착물 형태로 이동성이 증대되며 Am의 거동도 HA와 유사하여 산성영역에서
는 HA와 Am이 쉽게 결합하여 침전형태로 떨어져서 이동성이 저하되나, 중성 및
염기성 영역에서는 HA와 착물을 형성하여 이동성이 증가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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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분광학 방법을 이용한 우라늄(VI)- 리간드 용존 착물
화학종 규명
제 1 절에서 기술한 시간분해 레이저 형광 분광학 (TRLFS, Time- resolved

laser- 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y)은 최근 형광을 방출하는 악티나이드 화학
종의 규명에 이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분광기술 중에서 검출감도(detection

sensitivity)가 가장 우수하며, 수용액 중 용존 화학종을 직접 검출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어, 자연계 또는 지하수계의 미량의 방사화학종이 존재하는 수용액 환경과 유
사한 조건에서 대상 화학종의 반응이나 거동을 연구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제 8 절
에서는 TRLFS 및 UV- Vis 흡수 분광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우라늄(U(VI)) 용존 화
학종 중에서 흄산의 저분자량 모사 리간드인 살리실산 유도체와 U(VI)의 착물종을
규명하며, 착물 형성 반응에 관련된 열역학 상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를
보고한다.
금속 이온과 리간드의 배위결합 시, 금속이온 고유의 흡광띠에 관여하는 전자궤
도의 에너지 준위가 변하거나, 또는 금속이온과 리간드 전자궤도의 혼성으로 가시
광선 영역에서 새로운 전자전이가 관찰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파장에 따른 흡
광띠의 이동이 관찰되고, 후자의 경우는 전하이동띠(Charge- transfer band)라고 부
르는 착물에서만 관찰되는 흡광띠를 관찰할 수 있다. 사전 연구를 통하여, 살리실산
유도체는 U(VI) 이온과 착물 생성 시, 후자의 350- 450 nm 영역에서 전하이동띠가
생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착물 생성은 용존 U(VI) 화학종 고유의
형광 특성, 즉 형광 세기, 형광 수명, 그리고 형광 스펙트럼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특히, 전체적인 U(VI) 형광 세기가 리간드 농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형광 소광
효과를 관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분광학적 특성이 U(VI) 화학종과
유기 리간드의 착물 생성 반응과 관련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해석하는데 이용되는
분광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착물 생성 반응에 관련된 평형상수 및 생성된 착물의 광
학적 특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래에 열거한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였
다.

- 액체 도파 모세관셀(LWCC)를 이용한 착물 생성 반응 시 흡수 스펙트럼 측정
-

Job' s plot 및 Scatchard plot 해석을 통한 흡수 분광 자료의 분석

- TRLFS를 통한 U(VI)- 유기리간드 계에서 U(VI) 형광 소광 효과 측정
- Stern- Volmer 분석법을 통한 U(VI) 형광 소광 과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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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심지층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이나 지상 또는 지표면 가까운 곳에 설치되는 임
시 저장시설로부터 유출될 수 있는 방사성핵종은 잠재적인 지권 (geosphere) 오염
물질이다. 특히, 인문환경이나 생물권 (biosphere) 가까이에서 지하수의 흐름을 따라
이동하는 용존 방사성핵종(dissolved radionuclides)의 거동은 흄산이나 풀빅산 같이
금속이온들과 착물을 생성할 수 있는 용존 유기물질들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런 천연 리간드(natural ligands)는 다양한 작용기(- COOH(카복시), - OH(하이드록
시, 페놀) 등)를 갖는데, 이들 작용기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하여 앞선 연구에서는
수용액 중 방사성핵종과의 반응에서 특정 작용기의 함유량을 조절한 합성 흄산을
사용하거나, 특정 작용기만을 갖는 모사 화합물들을 이용하였다[3- 8- 1, 3- 8- 2].
최근 연구에서는 리간드의 - OH 작용기, 즉 하이드록시 또는 페놀기가 착물 형
성에 미치는 역할이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3- 8- 3]. 예를 들어, 다중 음이온을
갖는 흄산의 경우 pH 2에서 금속이온과 결합력(binding capacity)에 관여하는 - OH
작용기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3- 8- 4]. 반대로, 보다 높은 pH에서

- OH와 - COOH를 이웃한 위치에 함께 갖고 있는 리간드(α- hydroxycarboxylates)의
경우, - OH 작용기는 우라닐 이온(UO22+)의 산소와 수소결합을 형성하여 생성된 착
물에 추가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며, 해리된 - COOH와 - OH가 동시에 우라닐 이온에
결합하여, 오각형 또는 육각형 고리구조의 착물을 생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 8- 3]. 이런 pH 의존성은 U(VI)의 가수분해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들 리간드
에서 - OH의 pK a(산해리상수, 살리실산의 경우 13.44)는 물의 pK a(15.74)보다 낮기
때문에, 보다 낮은 pH에서 해리되어 우라늄 가수분해 화학종의 - OH 리간드를 치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리간드의 두 작용기(해리된 - COOH와 - OH)가 동시에
결합하는 킬레이트 구조의 내부권 착물 (inner- sphere complex) 형성은 산화금속
표면의 결정구조로부터 금속이온을 떼어내는 과정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8- 5].
대표적인 모델 리간드인 살리실산은 여러 다른 금속과 착물을 형성하는데, 특히,
킬레이트 구조를 형성하여 새로운 흡수띠를 갖는 전하이동착물(charge- transfer

complex, 또는 CT 착물)을 생성한다[3- 8- 6- 9]. 우라닐 이온(UO22+)의 경우, 앞선 연
구에서 설포살리실산(5- sulfosalicylate, 또는 SSal)과 CT 착물을 형성하여 약 460

nm 부근에서 새로운 흡수띠를 보이며, 1:1 리간드- 착물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3- 8- 10- 14]. 반면, 전위차법적정을 이용한 결과들은 1:2 착물과 함께 1:1 착물
을 주된 종으로 보고하였지만, 1:2 착물을 보고한 예는 많지 않다[3- 8- 15- 17]. 보다
최근에는 시간분해 레이저유도 형광분광학 (TRLFS, time- resolved laser- in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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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rescence spectroscopy) 기술을 이용하여 착물형성상수를 측정하였는데, 금속 이
온(UO22+ 또는 Eu3+)에 의한 리간드인 살리실산의 형광 소광효과(quenching effect)
를 측정하고 이를 Stern- Volmer 식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3- 8- 18, 3- 8- 19]. 이들
연구에서는 살리실산 형광의 소광효과의 원인을 대상 금속 이온들이 살리실산과 비
방사 바닥상태 착물(non- radiative ground- state complex)을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
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UO22+ 외에 U(VI) 가수분해 화학종이 리간드- 착물 형성에
관여하는 높은 pH(3.5 이상)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는 드물다[3- 8- 13].
본 연구에서는 살리실산 유도체인 2,6- dihydroxybenzoate(DHB, 또는 리간드 L
로 표기함)와 U(VI)의 착물형성 반응을 분광광도법과 TRLFS 기술을 이용하여 연
구하였다. pH 3.0- 5.2 영역에서 리간드 농도에 따른 U(VI)- DHB 착물의 CT 흡광을
이용하여 착물형성 평형반응을 관찰하였다. 얻어진 분광자료의 해석을 위해서 Job’s

plot과 Scatchard plot 기법, 그리고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이로부터 착물
생성상수(complex formation constant), 몰흡광계수(molar absorption coefficient) 및
착물의 반응량비(stoichiometry)를 계산하였다. 또한, TRLFS을 이용하여 같은 pH
범위에서 DHB에 의한 U(VI) 화학종의 형광 소광효과를 측정하였다. Stern- Volmer
식을 기반으로 형광 소광효과를 정량적으로 해석하여 세 종류의 U(VI) 화학종, 즉

UO22+, (UO2)2(OH)22+과 (UO2)3(OH)5+의 형광 소광과정을 비교했으며, 관련된
U(VI)- DHB 착물형성상수를 결정하였다.
나. 실험 방법 및 장치

(1) 시료 용액 준비 과정
U(VI) 시료 용액은 알려진 방법에 따라 준비된 과염소산 우라늄 (uranium
perchlorate)

모용액으로부터

제조되었다[3- 8- 20].

살리실산

유도체인

DHB

(Sigma- Aldrich, St. Louis, MO)는 별도의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각 시료 용액은
NaClO4의 양을 조절하여 이온세기를 0.1 M로 맞추었다. 각 실험에서 일련의 시료
들은 NaOH와 HClO4 용액으로 산도를 조절하여 모두 같은 pH를 갖도록 하였으며,
모든 시료는 Argon 기체로 채워진 장갑상자(glove box)에서 준비되었다. 산도 측
정은 0.02 pH 단위의 정밀도로 측정하였다. 시료용액은 일반적으로 1- cm 경로길이

(path length)를 갖는 석영 큐벳 셀(quartz cuvette cells, Hellma Analytics,
Müllheim, Germany)에 담아 상온(26±1°C)에서 분광 분석하였다. 측정 중 우라늄
침전형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2) UV- Vis 흡광도 측정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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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간드 농도에 따른 흡광도 변화는 UV- Vis 흡광분광기(CARY 3E, Varian, Palo

Alto, CA)를 사용하여 1 mM 또는 20 μM의 우라늄 농도에서 측정되었다. 낮은 농
도(20

μM)의

우라늄

용액을

이용할

경우에는

액체도파관

모세관셀

(liquid- waveguide capillary cell, 또는 LWCC, World Precision Instruments,
Sarasota, FL)을 사용하였으며 [3- 8- 21], 100- cm 경로길이의 모세관셀에 용액을 주
사기펌프(syringe pump, KD Scientific, Hollisoton, MA)로 주입하면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착물형성반응의 평형상수와 생성된 착물의 흡광계수를 얻기 위하여, U(VI)의 농
도는 고정(1 mM 또는 20 μM)하고 리간드인 DHB의 농도를 변화하면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얻어진 분광자료는 Scatchard plot의 해석과 상용 프로그램(HypSpec®

and HySS2009®, Protonic Software, Leeds, UK)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3- 8- 22].
본 연구에서는 용액의 산도와 농도에 따라 착물생성 반응과 공존할 수 있는 우라늄
의 가수분해반응을 고려하기 위하여 알려져 있는 U(VI) 가수분해 화학종

((UO2)x(OH)y2x- y)의 형성상수(log β)를 사용하였다. 반응량비에 따라 x:y로 표시한
1:1, 1:2, 1:3, 2:2, 3:4, 3:5, 2:1 및 3:7 가수분해 화학종의 형성상수는 각각 - 5.63,
- 12.75, - 20.83, - 6.22, - 13.1, - 17.20, - 2.6 및 - 32.7 이었다[3- 8- 23].
(3) 시간분해 레이저유도 형광 측정 및 형광 소광효과 분석
U(VI) 형광과 DHB에 의한 소광효과의 측정을 위해 266 nm의 제4 조화파(4th
harmonic wave)를 발생하는 펄스 Nd:YAG 레이저를 사용하였다[3- 8- 24]. 레이저
펄스의 반복률과 평균 에너지는 각각 20 Hz와 4 mJ이었다. 형광 스펙트럼과 형광
수명 (lifetime)은 게이트 제어(gate control)가 가능한 ICCD (intensified CCD) 검출
기와 연결된 분광기(SR- 303i- A, Andor, Belfast, Irelan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레이저 펄스에 의한 리간드 광분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그림 3- 8- 1과 같이

flow- through 형광셀에 해당 시료를 주사기펌프로 주입하며 TRLFS 실험을 하였다
(유속, 0.5 mL/min). 형광 스펙트럼은 총 우라늄 농도를 20 μM로 고정하고 450- 590
nm 파장영역의 형광신호를 40회 누적하여 얻었다. 시료의 총 형광세기는 게이트 조
절을 통하여 레이저 펄스 이후 500 ns에서 200 μs사이에 얻어진 스펙트럼을 파장으
로 적분하여 산출하였다. 레이저 파장(266 nm)에서 상대적으로 과량인 리간드의 흡
광(∼350 cm- 1M- 1)으로 인한 들뜸 에너지 손실은 1.2% 미만이므로 이로 인한 inner

filter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우라늄 화학종의 형광신호의 감쇄는 동적으로 게이
트를 제어하여 얻었는데, 게이트 지연(delay)과 폭(width)은 UO22+, (UO2)2(OH)22+과

(UO2)3(OH)5+ 각 화학종에 대하여 500 ns와 200 ns, 500 ns와 500 ns, 그리고 1 μs
와 1 μs이었다. 각각의 게이트 폭과 동일한 단계 폭(step- width)을 유지하면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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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단계의 게이트 이동을 통하여 형광신호의 감쇄를 관찰하였다.
형광 수명은 상용 프로그램(Origin®, OriginLab Corp.)의 비선형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UO2)2(OH)22+와 (UO2)3(OH)5+의 경우 이중 지수함수적

(bi- exponential)인 형광 감쇄를 보이는데, 긴 형광수명 성분을 취하여 형광수명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형광 스펙트럼은 UO22+, (UO2)2(OH)22+과 (UO2)3(OH)5+의 성분
이 혼합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성분분석(deconvolution)을 통하여 각 성분의 기여
도를 측정하였다. 각 화학종의 고유 스펙트럼은 게이트 위치 조절을 포함한 다음
조건에서 얻었다. UO22+ 스펙트럼: 0.5- 10 μs, 0.1 mM U(VI), pH 2; (UO2)2(OH)22+
스펙트럼: 10- 100 μs, 20 μM, pH 4.6; (UO2)3(OH)5+ 스펙트럼: 20- 100 μs, 4 μM,

pH 5.2. 기 보고된 열역학 자료에 의하면, pH 4.5 영역의 실험조건에서 UO2(OH)+
또한 생성되지만, 이 화학종의 형광은 아주 약한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3- 8- 25,

3- 8- 26] 본 연구에서 형광자료 분석 시 UO2(OH)+의 기여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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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8- 1. Schematic drawing of the flow- through setup used in this study for
collection of TRLF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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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및 논의

(1) U(VI)- DHB 착물의 흡광 스펙트럼 분석
그림 3- 8- 2의 흡광 스펙트럼은 LWCC를 사용하여 U(VI)의 농도는 20 μM로 고
정하고, DHB의 농도를 변화하면서 얻었다. 리간드가 없을 때, pH 4.6에서 U(VI)
자체의 흡광은 약하다(그림 3- 8- 2의 가장 아래쪽의 * 표시된 스펙트럼 참조). 하지
만, DHB의 농도가 증가하면, U(VI)- DHB 착물이 생성되면서 대략 380 nm와 480

nm에서 넓은 흡광 봉우리를 보이는 상대적으로 강한 CT 흡광띠가 생성된다. 사전
실험을 통하여 350 nm 이상의 파장에서 DHB 자체의 흡광 또한 약함(<10

M- 1cm- 1)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그림 3- 8- 2의 흡광변화는 U(VI)- DHB 착물의 농
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림 3- 8- 2의 삽도에서 보인 바와 같이 U(VI) 농도가 고
정된 상태에서 DHB 농도 증가에 따른 흡광변화는 처음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
상을 보이지만, DHB 농도가 증가할수록 흡광변화는 둔화된다. 별도의 실험에서 높
은 U(VI) 농도 (1 mM) 조건에서 같은 실험을 수행하였을 때, U(VI)와 DHB 혼합
시 착물 생성으로 인한 흡광변화는 리간드 농도에 관계없이 수 초 이내에 완료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종합적으로, U(VI)- DHB 착물 생성 반응은 리간드의 농도에 따라
쉽게 이동하는 평형반응임을 알 수 있다.
생성된 착물의 반응량비를 추정하기 위하여, 흡광도 측정을 이용한 연속변화법

(Job’s method of continuous variation)을 도입하였다. U(VI)과 리간드의 총 농도를
3 mM로 고정하여 (3 mM = [U(VI)total] + [DHBtotal]) 측정된 흡광도를 교정된 흡광
도(ACorr)로 바꾸었으며[3- 8- 27, 3- 8- 28], 결과를 그림 3- 8- 3에 도시하였다. 그림

3- 8- 3을 Job’s plot이라고 하는데, 흡광이 최대가 되는 지점(χA1와 χA2)을 찾는 방법
(maximum absorbance method) 또는 곡선의 양측 접선이 만나는 지점 (χB1와 χB2)
의 몰분율(mole fraction, χDHB)을 계산하는 방법 (tangential method) 등으로 해당
조건(본 실험에서는 pH)에서 우세한 화학종의 반응량비를 측정할 수 있다[3- 8- 27,

3- 8- 29]. 예를 들어, 최대 흡광이 χL = 0.5, 0.67 또는 0.75인 지점에서 관측된다면,
우세한 화학종은 각 경우에 1:1, 1:2 또는 1:3 착물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 8- 3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U(VI)- DHB 착물반응의 경우 pH에 따라 최대흡광(χ
A1과

χA2)이 각각 0.50와 0.65에서 관찰되었다. 이는 pH 3.5에서는 1:1 착물이, pH

4.6에서는 1:2 착물이 우세한 화학종임을 보여준다. Tangential method를 사용하였
을 경우에는 0.47와 0.60에서 최대흡광(χB1과 χB2)이 계산되었다. 결과를 종합하면

U(VI)- DHB 착물반응으로 1:1 착물 및 1:2 착물종이 생성되며, pH에 따라서 우세한
착물종이 변화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림 3- 8- 3의 두 Job’s plot 의 모
양은 최대 흡광지점이 둥글고, 삼각형 형태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데, 이로부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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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2 착물의 리간드 결합력은 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착물형성상수 및 착물종의 몰흡광계수 측정
착물의 흡광특성을 이용하여 착물형성상수(K 1와 K 2) 및 착물종의 몰흡광계수(ε1
와 ε2)를 계산하였다. 흡수스펙트럼의 해석에는 이전 연구에서처럼[3- 8- 22], 상용 프
로그램(HypSpec과 HySS2009)을 이용하는 방법과, 금속이온의 농도를 고정하고, 리
간드의 농도를 바꾸면서 두 파장 영역에서 흡광도(A)를 측정하여 얻은 Scatchard

plot (그림 3- 8- 4) 해석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상기 (1) 항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이중 착물반응(반응식 (3- 8- 1)과

(3- 8- 2))을 가정하였다. HL2- 는 DHB에서 하나의 페놀 - OH만이 해리되지 않은 2가
음이온을 나타낸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실험 조건인 pH 3.5- 5.5 영역에서 DHB는

H2L- , 즉 두 페놀 - OH가 모두 해리되지 않은 1가 음이온으로 존재한다(H3L/H2L- 에
대해 pK a1=1.0, H2L- /HL2- 와 HL2- /L3- 모두에 대해 pK a2,a3=13.01)[3- 8- 30]. 따라서 측
정된 흡광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 값은 반응식 (3- 8- 3)과 (3- 8- 4)의 착물생성상수

(K 3와 K 4)의 조건부 착물생성상수(K' 3와 K' 4)이다. 이들 조건부 착물생성상수와 리
간드의 산해리상수(pK a)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반응식 (3- 8- 1)과 (3- 8- 2)의 착물
생성상수(K 1 and K 2)를 보고하였다.

UO22+ + HL2- ⇄ UO2(HL)0,

UO2(HL)0 + HL2- ⇄ UO2(HL)22- ,

UO22+ + H2L- ⇄ UO2(HL)0 + H+,

(3- 8- 1)

K1
K2

(3- 8- 3)

K3

UO2(HL)0 + H2L- ⇄ UO2(HL)22- + H+,

(3- 8- 2)

K4

(3- 8- 4)

그림 3- 8- 4는 이전 연구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흡광자료를 두 가지 방식으로 근
사 해석하여 도시한 Scatchard plot이다[3- 8- 22]. Scatchard plot 은 흡광 성질을 갖
는 착물을 형성하는 이중 평형 반응에서 유도한 식(3- 8- 5)에 기반한다[3- 8- 28]. 이
중 평형의 경우, Scatchard plot 양축의 절편값 및 외삽된 축과의 교차 곡선의 기울
기로부터 K' 3, K' 4, ε1과 ε2를 도출할 수 있다[3- 8- 28]. 하지만, Scatchard plot 각
축의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착물에 결합하지 않은 자유 리간드 농도([L])를 알아
야하는데, 이는 실제 측정하거나 수치해석의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앞서 보고된 바와 같이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였다[3- 8- 22]. 또한, 식 (3- 8- 5)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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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H T 항은 금속이온의 착물 반응과 경쟁하는 가수분해반응에 참여하는 금속 이
온의 농도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순수하게 금속- 리간드 착물반응만이 존재할
경우, H T = 0 이다. 그림 3- 8- 4(a)는 우라늄 가수분해 반응과 착물 반응을 동시에
고려하고 (H T ≠ 0),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된 [L] 값들을 사용한 결과이고,
그림 3- 8- 4(b)는 우라늄 가수분해 반응을 가정하지 않고 (HT = 0) 별도의 수치해석
방법으로 수렴- 도출된 [L] 값들을 사용한 결과이다[3- 8- 21]. 그림 3- 8- 4에서 리간
드 농도가 충분히 높은 영역에서 두 곡선(그림 3- 8- 4(a)와 (b))이 겹치는데, 이 영
역에서는 우라늄의 가수분해를 고려하지 않고도 흡광자료의 수치해석 방법으로 식

(3- 8- 5)의 관련 상수(K' 4 와 ε2)를 추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 8- 4(b)의 Scatchard plot 분석을 통하여 K' 4 와 ε2 값을 확보한 후, 이를 상용 프
로그램(HypSpec®)을 이용할 때 참조하는 방식으로 식 (3- 8- 1- 2)의 착물생성상수

(K 1와 K 2)와, 1:1과 1:2 착물종의 몰흡광계수(ε1와 ε2)를 계산하였다.
K 3¢e1[L] + K 3¢ K 4¢e 2 [L]2
A
=
[M 0 ]
1 + H T + K 3¢[L] + K 3¢ K 4¢ [L]2

HT =

åb

p, q

[M] p -1[OH - ]q

p, q

(3- 8- 5)

(3- 8- 5- 1)

표 3- 8- 1에 측정된 결과의 평균값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 착물생성상수는 이전
에 보고된 유사 리간드(2,5- DHB)의 상수 값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착물
생성상수와 착물종의 흡광계수는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결정하여 보고하였다. 또한,
추가 실험에서 U(VI)의 농도가 서로 다른 조건(1 mM와 20 μ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는데, 계산된 결과 값들은 실험불확도 수준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그림

3- 8- 2에서 나타나듯이 리간드의 농도가 과량이 되어 1:2 착물종이 생기는 영역에서
도 흡광봉우리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1:1과 1:2 착물종의 전자전이는 같
은 위치에서 발생하며, 다만 두 종의 흡광계수만이 다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론적으로, 이중 평형반응에서 두 착물의 리간드에 대한 친화도(affinity)가 동일하고

(K 1 = 4K 2), 미세 흡광계수가 같다면 (ε2 = 2ε1), 그림 3- 8- 4(b)는 직선으로 나타난
다. 이에 비해, 표 3- 8- 1의 결과는 K 1 = ~10K 2 이며, 흡광계수비(ε2/ ε1)는 약 1.7이
다. 따라서 U(VI)- DHB 평형반응은 1:1 착물보다 1:2 착물생성이 상대적으로 어려
운 비협동결합 (non- cooperative binding) 반응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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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8- 2. LWCC- based UV- Vis absorption spectra of

U(VI)- DHB

charge- transfer complex with increasing DHB concentration at pH 4.6. The
inset graph shows the absorbance changes at 380 nm and 460 nm.

The

bottom trace marked with * is the spectrum of a DHB- free solution,
[U(VI)total] = 2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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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8- 3. Job’s plots demonstrating the formation of U(VI)- DHB CT
complex at two different pH levels. The absorbance was monitored at 460
nm with a total concentration of 3 mM (= [U(VI)] + [DHB]). χA1 and χA2
are the DHB mole fraction of maximum absorbance change at pH 3.5 and
pH 4.6; 0.50 and 0.65, respectively. χB1 and χB2 are ones that obtained by
using the initial tangent method; 0.47 and 0.60, respectively (see ref.
[3- 8- 29] for details about ea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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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8- 4. Scatchard plots for the spectrophotometric data collected at 460 nm
and pH 4.6 by using two different [DHB] sets calculated from (a) a speciation
program (HySS2009®) with the literature log β values of hydroxouranyl
species and U(VI)- DHB formation constants (K 1 and K 2) determined in this
study; (b) the numerical methods seeking converged equilibrium constants (K' 3
and K' 4 [3- 8- 23]). Note that ΔA, [M0] and [DHB] indicate the absorbance
change measured, unbound DHB concentration and total U(VI) concentration (1
m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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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8- 1. Formation constants and molar absorptivities of U(VI)- DHB complexes.
Ligand
2,6- DHB
2,5- DHB

Test
Conditions
µ: 0.1 M
pH 4.6
26 °C
µ: 0.1 M

Method

log K 1

log K 2

UV- Vis

12.4 ± 0.1a
(3.9 ± 0.1)b

Potentiometry 12.75 [13.24] c

at 380 nm

at 460

nm

ε1

ε2

ε1

ε2

11.4 ± 0.1
(2.9 ± 0.1)b

690 ±100

1280 ±40

320 ±50

570 ±30

-

-

-

-

-

Ref.
this work

[3- 8- 21]

a: Based on pKa values of – OH and adjacent - COOH from ref.[3- 8- 30]; 13.1 (for both – OHs) and 1.0, respectively.
b: Values in parentheses are conditional formation constants (K' ) measured for reactions (3- 8- 3) and (3- 8- 4) between metal
ion (M, UO22+) and ligand (L,mono- anionic DHB) at the given pH.
c: pKa2 reported for – OH proton dissociation of the corresponding lig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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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HB에 의한 U(VI) 화학종의 형광소광 효과 측정
우라닐 이온(UO22+)과 U(VI) 가수분해 화학종은 각기 고유의 형광 스펙트럼과
형광수명을 갖는다(표 3- 8- 2 참조). 따라서 여러 화학종이 혼합되어 있는 시료의 형
광신호를 시간분해하여 수집하거나, 얻어진 스펙트럼의 성분분석(deconvolution)을
통하여 각 화학종의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림 3- 8- 5는 pH 4.6에서 얻어진

TRLFS 스펙트럼을 성분분석한 결과이다. 리간드가 없는 경우(그림 3- 8- 5(a)), 실험
조건에서 여러 U(VI) 화학종들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리간드 DHB가 있
을 때(그림 3- 8- 5(b)) 전반적인 형광신호가 거의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러
한 형광신호의 감소는 그림 3- 8- 6(a)에서 볼 수 있듯이 DHB농도 증가와 관련이 있
으며, 이는 리간드 DHB에 의한 형광 소광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 8- 5의
각 화학종의 성분분해된 스펙트럼을 보면 (UO2)2(OH)22+의 형광이 다른 종들에 비
해 큰 소광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소광효과는 형광세기뿐만 아니라 형광수명에서도 나타난다. 리간드가 없을 때,
각 U(VI) 화학종의 형광수명은 표 3- 8- 2에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DHB 농도가 증
가할수록 형광수명이 줄어드는데, 그림 3- 8- 6(b)에서는 pH 4.6에서 측정한

(UO2)2(OH)22+ 형광감쇄 곡선을 보여준다. 이중 지수함수적 감쇄를 보이는 이유는
게이트의 위치를 0.5- 20 μs 사이에서 이동하였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UO22+ 형광성
분이 초기에 섞여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UO2)2(OH)22+의 형광수명은 분석에서
얻어진 긴 수명성분을 취하였다.
형광 소광효과를 정량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식 (3- 8- 6)과 식 (3- 8- 7)을 바탕
으로 한 Stern- Volmer 도시법을 이용하였다(K SV, Stern- Volmer 상수)[3- 8- 31]. 여
러 pH 조건에서 시료의 우라늄 농도를 고정(20 μM)하고, DHB 농도를 변화하여 얻
은 TRLFS 스펙트럼으로부터 형광세기와 형광수명을 측정하였다(실험방법 참조).
측정 결과를 형광세기 또는 형광수명의 비율(I0/I 또는 τ0/ τ)을 비결합 리간드 농도

([Lfree])에 대하여 도시한 것을 Stern- Volmer plot 이라고 한다 (그림 3- 8- 7). 이 때,
[L0] 는 시료의 총 리간드 농도이며, I0와 τ0는 각각 리간드가 없는 시료에서 얻은 각
화학종의 형광세기와 형광수명이고, [M0] 역시 리간드가 없는 시료에서 가수분해
열역학 상수에 근거하여 계산한 화학종(UO22+, (UO2)2(OH)22+와 (UO2)3(OH)5+)의 농
도이다 [3- 8- 31]. 비록, Stern- Volmer 식이 1:1 반응량비를 갖는 착물반응에 근거
하지만, 동적(dynamic) 또는 정적(static) 소광효과의 구분 및 낮은 농도에서 착물형
성상수를 추정하는데 유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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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0
τ
or 0 = 1 + K SV [Lfree ]
I
τ

(3- 8- 6)

I0 - I
[M 0 ]
I0

(3- 8- 7)

[L free ] = [L 0 ] -

그림 3- 8- 7는 서로 다른 pH에서 얻은 스펙트럼의 성분분석을 통한 형광세기와
게이트의 위치 조절을 통하여 측정한 형광수명을 바탕으로 구성한 각 화학종에 대
한 Stern- Volmer plot 이다. 형광수명의 변화는 U(VI) 화학종과 DHB의 충돌로 인한
동적소광을 나타내는 반면, 형광세기의 변화는 동적소광에 더해 경우에 따라 대상
화학종이 비형광종으로 전환됨으로 인한 정적소광을 포함하기도 한다 [3- 8- 32]. 그
림 3- 8- 7에서 형광세기의 Stern- Volmer plot들은 모두 직선이 아닌 위로 휘어진 곡
선인데, 이는 동적소광과 정적소광이 섞여있는 혼성소광(mixed quenching)임을 증
명한다. 그림 3- 8- 7의 세 가지 U(VI) 화학종, UO22+, (UO2)2(OH)22+와 (UO2)3(OH)5+,
모두에 대하여 형광수명의 감소 비율(τ0/ τ)은 형광세기의 감소 비율(I0/I)보다 훨씬
작다. 이로부터 DHB가 세 화학종 모두에 대해 강한 정적 소광작용을 유발함을 알
수 있다. 정적소광의 가장 큰 원인은 U(VI) 화학종과 DHB의 비방사 바닥상태

(ground- state) 착물생성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8- 7의 U(VI) 화학종간 소광효과
를 비교하면, 가수분해 화학종들이 더욱 큰 소광효과를 보이며, (UO2)2(OH)22+의 정
적 소광효과가 가장 강하다. 이는 DHB가 직접적으로 (UO2)2(OH)22+와 비방사 착물
결합을 생성하거나, 착물생성반응이 가수분해물 생성반응과 경쟁하여 전체적인 평
형이동의 결과로 (UO2)2(OH)22+ 농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4) 형광 소광 효과 분석 및 해석: Stern- Volmer Analysis
그림 3- 8- 7과 같은 혼성소광인 경우, 다음과 같은 변형된 Stern- Volmer 식을 적
용할 수 있다 (식 (3- 8- 8) [3- 8- 32]). 동적소광계수(K D)는 τ0/ τ의 Stern- Volmer 식

(3- 8- 9)에 의해 바로 얻을 수 있으므로, 정적소광계수(K S) 또한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계산된 K SV, K D, 그리고 K S의 결과 값들을 표 3- 8- 3에 정리하였다. 추가
로, 식 (3- 8- 8)의 정적소광 성분만으로 Stern- Volmer plot을 도시할 경우, 세 화학
종 모두에 대해서 그래프는 직선을 나타내었다 (자료첨부 생략). 이로부터 형성되는
바닥상태 착물은 1:1 착물종임을 유추하였다[3- 8- 32].
I0
= (1 + K D [L])(1 + KS[L])
I
τ0
τ

= 1 + K D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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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8)
(3- 8- 9)

일반적으로 비형광 바닥상태 착물형성이 유일한 정적소광의 원인이라고 가정하
면, K S 값은 해당 바닥상태 착물의 형성상수로 동일시 할 수 있다. 선행 연구 중,
설포살리실산(SSal)의 형광을 TRLFS 방법으로 관찰하며 Eu3+ 이온에 의한 소광효
과를 측정한 예에서 두 가지 바닥상태 착물, 즉 Eu(HSSal)+와 Eu(SSal)0가 생성됨
을 보고하였다[3- 8- 19]. 또한 강산성의 실험 조건 (pH 2)에서 우라닐 이온의 정적
소광효과도 흄산 또는 α- hydroxyacid 사이의 착물 형성이 주된 이유로 추정되었다

[3- 8- 3, 3- 8- 33].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된 U(VI) 화학종의 정적 소광효과는 두
가지 바닥상태 착물, 즉 UO2(H2L)+과 UO2(HL)0을 생성하는 반응식(3- 8- 10)에서 제
안된 두 평형반응으로 기술할 수 있다. 두 평형반응의 평형상수를 각각 β1와 K A라
할 때, 정적 소광효과로부터 측정한 K S 값은 β1와 β1⦁K A의 합으로 표시된다 (식

(3- 8- 11) 참조). 참고로 식 (3- 8- 11)의 β1⦁K A 항은 표 3- 8- 1의 첫 번째 평형상수
K 1과 DHB의 - OH 산해리상수 K a2와의 곱, K 1⦁K a2과 동등하다.
b

K

1
A
- ¾¾
+ ¾¾¾
®
® UO2 (HL)0 + H +
UO 2+
¾
2 + H 2 L ¬¾¾ UO 2 (H 2 L) ¬¾¾

KS = b1 + b1 K A

(3- 8- 10)

(3- 8- 11)

표 3- 8- 3에서, UO22+에 대한 log K S 값은 4.2로, 표 3- 8- 1의 K 1을 바탕으로 계산
한 pH 3.0에서 조건부 평형상수의 값(log K' 3 = 2.3)보다 100배 정도 크다. 따라서

UO22+의 경우 K S는 β1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근사할 수 있다. 그러면, K A도 추정할
수 있는데, 그 값은 pK A = ∼4.8 로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 DHB에 대하여 측정
된 K S 값은 앞서 보고된 살리실산에 의한 UO22+ 형광의 소광효과로 부터 측정된

K S 값들(log K S = 2.72 at pH 3.5 [3- 8- 18], 3.2 at pH 3.0 [3- 8- 22])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DHB 분자의 특성, 즉 한 분자에 pK a가 서로 비슷한 두 개의

- OH 기를 갖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두 - OH 작용기가 수용액 중에서 바닥상태
착물의 친수성을 높이고, 추가적인 수소결합을 이루어 착물의 안정도 증가에 기여
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pH가 높아질수록 식 (3- 8- 11)의 조건부 β1⦁K A
항의 기여도가 커져, 킬레이트 착물을 형성하는 두 번째 평형반응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표 3- 8- 1에 근거한 pH 5.2에서 U(VI)- DHB 킬
레이트 착물형성상수(log K' 3 = 4.5)는 표 3- 8- 3에서 (UO2)3(OH)5+의 log K S 값

(4.3)과 비슷하다. 하지만, (UO2)2(OH)22+와 (UO2)3(OH)5+의 경우 정적소광을 유발하
는 바닥상태 착물의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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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에서는 주된 바닥상태 착물의 구조가 해당 가수분해화합물 구조에 DHB가
추가로 결합하는 삼성분 착물 형태인지, 또는 가수분해화합물 구조가 해체된

UO2(H2L)+ 또는 UO2(HL)0 등의 형태인지를 추정하기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세 가지 평형상수, K 1, K 2와 β1를 바탕으로

DHB가 과량 존재하는 수용액에서 U(VI) 화학종의 분포도를 구성하였다 (그림
3- 8- 8 참조, 침전 고체상 고려하지 않음). 그림 3- 8- 8의 분포도는 넓은 pH영역에서
U(VI)- DHB 착물이 주된 화학종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pH가 증가함에 따라 1:1, 그
리고 1:2 킬레이트 착물이 주된 용존 화학종임을 나타낸다. 이들 결과로부터 그림

3- 8- 9과 같은 킬레이트 착물 구조를 제안하였으며, 첫 번째 리간드와 두 번째 리간
드의 미세 결합력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로부터 실제
금속이온이 미량 존재하는 지하수 조건(중성 pH 등)에서 U(VI) 화학종은 흄산과
같은 고분자 음이온체 구조 내에서 유사한 착물구조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다.
라. 결론
수용액 중의 U(VI)- DHB 착물형성 반응을 UV- Vis 분광광도법과 TRFLS 방법
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흡광스펙트럼 자료 분석을 통하여 U(VI)- DHB 1:1과 1:2
착물이 공존하며, pH에 따라 그 조성이 바뀜을 보였다. 보다 자세한 분석을 통하여
단계적 착물형성 상수(K 1와 K 2)와 각 착물의 몰흡광계수를 산출하였다.

TRLFS 방법으로 DHB에 의한 U(VI) 화학종의 형광소광 과정을 관찰하였는
데, UO22+, (UO2)2(OH)22+와 (UO2)3(OH)5+, 세 화학종 모두에 대하여, 혼성 소광효과
를 관찰하였다. 특히, 정적소광 효과가 뚜렷하였는데, Stern- Volmer 분석법을 이용
하여, 정적 소광계수를 측정하였다. 흡광분석 결과와 함께 종합하여, 정적소광효과
를 유발하는 바닥상태 착물로, UO2(H2L)+와 UO2(HL)0 두 착물종을 제시하였으며,
정적소광계수로부터 UO2(H2L)+의 착물 형성상수를 계산해 낼 수 있음을 보였다 (그
림 3- 8- 9(c) 참조). 본 연구는 두 가지 분광기법을 사용하여, μM 수준의 낮은 우라
늄 농도 그리고 약산 조건에서 자유 우라닐 이온과 가수분해화학종의 착물반응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흄산등의 다가 유기음이온의 구조
내부에서 페놀 - OH의 역할로 인하여 가수분해 화학종은 킬레이트 착물구조를 형성
할 수 있음(특히, 중성 pH 영역에서 (그림 3- 8- 9(a), (b) 참조))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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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8- 5. Fluorescence spectra (solid lines) of 20 µM U(VI) at pH 4.6
(a) in the absence of DHB and (b) in the presence of excess DHB
(100 µM). The dotted lines indicate deconvoluted spectra of the
individual components including free uranyl (UO22+), (UO2)2(OH)22+and
residual spectra. Gate window, 500 ns – 400 μ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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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8- 6. Fluorescence (FL) spectra obtained by varying the
DHB concentration in samples of 20 µM U(VI) at pH 4.6 (a) and
FL decay profiles (b). Gate condition: (a) gate window, 500 ns –
500 μs; (b) gate delay/width/step, 500/500/500 ns with less than 40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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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8- 7. Stern- Volmer plots for U(VI) FL quenching by DHB based on
TRLFS measurement

for

(UO2)3(OH)5+ at pH 5.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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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2)2(OH)22+and (b)

Total U(VI) concentration is 20 µM for both

experiments. See the Experimental section for the details of TRLFS
measurement conditions.

- 389 -

2-

(UO 2)(HL)2

% U(VI) Species

80
(UO 2)(H 2L)

60
40

f

+

g

2+

UO 2

(UO 2)(HL)

20

0

e

c
a

b

0
3

4

5

d

6

7

8

9

10

11

12

pH
Fig. 3- 8- 8. Speciation distribution in the U(VI)- DHB system as function of
pH (20 µM U(VI)total,100µM DHB, I = 0.1). Note that a, b, c, d, e, f, and g
indicate 1:1, 2:2, 3:5, 1:2, 3:7, 1:3, and 1:4 hydroxouranyl species, of which x:y
ratio describe the composition of each species, (UO2)x(OH)y2x- y.

- 390 -

(a)

0
O

O

U
O

O C

OH
O

(b)

2-

O
HO

C O

O

O

U
O

O

O C

OH
O

(c)

H
O

O
U

O C

O

OH
O

Fig. 3- 8- 9. Proposed complex structures.
Chelate CT complexes, (a) (UO2)(HL)0 and
(b)

(UO2)(HL)22- ,

and

the

major

ground- state complex, (c) (UO2)(H2L)+ at
pH 3.0, as L denotes tri- anionic DHB.

- 391 -

Table 3- 8- 2. Major peak location in FL spectra and FL lifetime of U(VI)
species in the absence of ligand.
Peak positions of FL spectraa

τ0

pH

Species

(nm)

μs

3.0

UO22+

471- 488- 509- 533- 558- 587

1.3 ± 0.2

4.6

(UO2)2(OH)22+

497- 519- 539- 568

7.2 ± 0.8

5.2

(UO2)3(OH)5+

499- 514- 532- 558- 571

12.9 ± 1.2

a: Peak positions were determined from the location of each peak component
deconvoluted from FL spectra.

Table 3- 8- 3. Estimated Stern- Volmer parameters for DHB- induced quenching.
K SV/M- 1

K D/M- 1

a

K S/M- 1

pH

Species

(I0/I, ×10- 5)

(τ0/ τ, ×10- 4)

3.0

UO22+

0.36

0.62

4.6

(UO2)2(OH)22+

1.4

3.4

4.3 ± 0.1

5.2

(UO2)3(OH)5+

1.5

1.9

4.34 ± 0.08

(log
4.2

K S)
± 0.1

a: Vales were estimated from linear regression approximation of Stern- Volmer
plots (I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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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악티나이드의 광물계면 표면화학종 생성 규명
악티나이드(actinide) 원소는 반감기가 긴 방사성동위원소를 가지며 사용후핵연료
중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때 감
시대상이 되는 주요 원소이다. 악티나이드 원소를 분리하여 소멸처리하는 공정을
거치더라도 이들을 함유한 폐기물 발생은 피할 수 없다[3- 9- 1]. 폐기물을 지하처분
할 경우에 방사성핵종을 환경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운반자는 지하수다. 방사성핵
종, 특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의 악티나이드 원소는 지하수에 대한 용해도가 낮
고 지하수와 접하고 있는 금속(수)산화물이나 천연광물의 표면에 잘 흡착되므로 악
티나이드 원소의 이동 속도는 지하수 흐름에 비해 매우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는 미량의 지하수가 흐르는 지하환경에서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
할 수 있다는 과학적 배경이 되고, 악티나이드 원소가 지하수 흐름을 타고 이동하
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지하처분의 방사선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분의 안전성평가 과정에서 방사성핵종의 머무름을 정량적으
로 표현할 때 고체상/ 액체상 사이의 분배계수를 이용한다. 분배계수는 분자수준의
반응 메카니즘을 고려하지 않고 지하수/ 광물 시스템에 대하여 뱃치법(batch test)으
로 측정한 값이다. 따라서 뱃치법으로 측정한 자료가 안전성 평가 측면에서 높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분광학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흡착 시스템에 관련된 화학
종과 반응 메카니즘을 밝혀야 하며, 지화학적 모델의 적용 결과를 설명할 수 있어
야 한다[3- 9- 2]. 이를 위해서 지하수 내에서 발생하는 악티나이드 이온의 화학반응,
즉 용해반응, 산화- 환원반응, 착물생성 및 광물표면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열역학 데이터를 측정함으로써 화학종을 규명(chemical speciation)하는 나
노 화학적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3- 9- 3].
지하처분 환경 내에서 악티나이드 원소의 이동지연을 예측하기 위하여 악티나이
드 원소의 광물질/ 지하수 계면에 대한 흡착거동, 즉 이온교환, 표면착물 생성, 표면
침적, 광물질 내부로의 혼입 등에 관한 반응 메카니즘을 분자 화학적 측면에서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흡착반응들에 관련된 열역학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반응
속도에 관한 정보도 필요하다. 흡착은 용액상과 고체상의 계면에서 진행되는 화학
거동이므로 두 상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흡착반응을 결정하는 배경이 된다. 용액상
의 pH, 이온 세기, 금속이온 농도, 금속이온과 착물을 생성하는 리간드의 종류와 농
도 등은 흡착되는 금속이온의 화학종을 결정하므로 흡착화학종을 지배한다. 또한
고체상의 비표면적 (specific surface area), 표면에 존재하는 표면수산기 밀도, 표면
수산기의 산- 염기 거동 등과 같은 표면 특성도 흡착반응 메카니즘, 흡착화학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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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흡착결합의 안정도를 지배한다.
악티나이드 이온은 산소를 전자주개 (electron donor) 원자로 갖는 산화물 표면
의 ≡S- O- 또는 ≡S- OH (≡S는 산화물의 표면원자를 나타냄) 작용기와 안정하게
결합할 수 있으므로 고정상인 산화물 표면에 잘 흡착된다. 광물질 표면에서의 화학
흡착은 표면 작용기와 악티나이드 이온의 화학결합 결과이다. 따라서 광물질 표면
작용기의 역할이 수용액에 녹아있는 리간드 작용기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간주하고
흡착반응을 표면 착물생성 반응으로 설명하고 있다.
악티나이드 원소의 수용성 착물 생성 반응은 광물질 표면착물 생성 반응과 경쟁
하므로 악티나이드 원소의 표면 흡착을 방해할 수 있다. 높은 농도는 아니지만 지
하수는 다양한 종류의 무기 및 유기 리간드를 함유하고 있으며 그 종류와 농도는
지역적 특성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지하수를 포함한 자연수 중에 존재할 수 있는
무기 및 간단한 유기 리간드(acetate, oxalate, carbonate)[3- 9- 4] 는 물론 거대하고
복잡한 유기 리간드인 여러 자리 전해질 이온(polyelectrolyte, 휴믹산 (humic acid,

HA), 풀빅산 (fulvic acid, FA) 등)들이 흡착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있다
[3- 9- 5∼3- 9- 9].
수용액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리간드는 악티나이드 원소와 반응하여 수용성
착물을 생성하여 악티나이드 원소의 흡착을 감소시키기도 하고[3- 9- 10] 반대로 금
속이온- 리간드 착물이 광물질 표면에 흡착됨으로써 흡착을 증진시키기도 한다

[3- 9- 11]. 만약 수용액 내에서 리간드와 착물을 형성하고 있는 악티나이드 이온이
리간드와의 결합을 유지한 상태로 광물 표면에 흡착되면 삼성분 표면착물(ternary

surface complex)이 생성된다. 삼성분 표면착물의 리간드가 소수성이면 수용액의 소
수성 축출에 의해 악티나이드 이온의 흡착이 증가된다.
이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첫 번째는 휴믹 물질
의 구성성분으로 간주되는 유기산이 U(VI) 이온의 흡착에 미치는 영향이다. 산화물
로는 TiO2 (아나타제), SiO2 (비결정성) 및 Al2O3(비결정성)를 사용하였으며 유기산
으로는 휴믹산의 주요 작용기인 카르복실기와 페놀기를 가지고 있는 살리실산, 그
리고 분자구조 측면에서 이와 비교될 수 있는 피콜린산을 택하였다. 두 번째는 금
속산화물의 표면특성 변화가 Am(III)의 흡착에 미치는 영향이다. 증류수처리하지
않은 것과 증류수에서 계면을 숙성시킨 TiO2 (아나타제), 그리고 결정성 α- Al2O3
및 비결정성 am- Al2O3에 대한 Eu(III) 이온의 흡착 차이를 피콜린산이 존재하는 조
건에서 측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숙성된 TiO2, α- Al2O3, am- Al2O3 및 카
올리나이트에 대한 Eu(III)과 Am(III) 이온의 흡착을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세 번째
는 산화상태 유지가 용이하지 않은 Pu(VI)의 화학거동을 U(VI)의 화학거동으로 유
추할 때의 문제점 확인이다. 피콜린산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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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계면에 대한 두 이온의 흡착거동을 비교하였다. 네 번째는 방사성폐기물처분 시
설에는 많은 재료물질이 쓰이며, 이들은 처분장 주변의 광물계면을 도포하여 새로
운 계면을 형성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방사성핵종의 거동을 유도할 수 있는가를
밝힌 것이다. 실리카 계면에 도포된 U(VI) 이온이 An(III) 유사체인 Eu(III) 이온의
흡착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점토 계면에서 An(III) 유사
체인 Eu(III) 이온이 이온교환에 의해 흡착할 때, 방사성폐기물처분 시설에서 지하
수로 진입될 수 있는 Cu(II) 이온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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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O2- U(VI)- ligand 삼성분표면화학종 생성 연구
가. 서론
우라늄은 자연에서 흔히 발견되는 악티나이드 원소이며, 사용후핵연료의 주성분
이므로 방사성폐기물처분 관련 방사화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원소
중의 하나다[3- 9- 12, 3- 9- 13]. 우라늄은 산소가 결핍된 강한 환원 조건의 지하수에
서 U(IV) 산화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UO2(s)와 같이 용해도가 낮은 산화물 침
전을 생성한다. 그러나 지표수와 같이 산소를 함유할 수 있는 산화 조건에서는

U(VI) 산화상태의 우라닐 이온(UO22+)으로 존재하며 UO2(s)에 비해 상당히 높은 용
해도를 보인다.

Al2O3, SiO2 및 TiO2 등의 금속산화물은 카올리나이트와 같은 진흙광물의 주성분
이며, U(VI)은 이들 산화물 표면에 잘 흡착한다[3- 9- 14]. 이산화탄소가 존재하지 않
고 pH가 8보나 낮은 수용액 중에서 U(VI)은 다양한 가수분해 화학종(UO2(OH)+,

UO2(OH)20, UO2(OH)3− 및 (UO2)3(OH)5+)을 형성하고, 이들 화학종이 금속산화물 표
면에 흡착된다[3- 9- 15].

TiO2 표면에 U(VI)이 흡착될 때, 결합 자리의 조건에 따라 내부권 (inner
sphere) 또는 외부권 (outer sphere) 표면착물이 생성된다. 우라닐 이온의 수직축 방
향 결합길이는 흡착반응에 의해 크게 변하지 않는 반면, 수평면에 배위된 ≡

S- O- U(VI) 결합길이는 수화 결합길이보다 짧다[3- 9- 16]. 일반적으로, 내부권 표면
착물은 중성 또는 염기성 영역에서 생성되며, 산성영역에서는 외부권 표면착물이
생성된다[3- 9- 17]. 전자의 경우에는 산화물 표면의 수산기와 표면착물을 생성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정전기적 상호작용 혹은 수소결합을 통해 흡착이 이루어진다. 후
자의 결합길이가 전자에 비해 길며, 이 때 측정된 U(VI)의 분광학적 특성이 용액
중에 존재하는 수화된 이온({UO2(H2O)n} 2+ (n = 5))의 분광학적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3- 9- 18].
α- Al2O3(001) 표면에서의 U(VI) 흡착 거동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결과는 엔탈피

의 변화 없이 약한 외부권 착물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9- 19]. U(VI)/ 진흙
광물계의 경우에, 항상 전하를 띠고 있는 표면 결합 자리에서는 외부권 착물 생성
에 의해, 그리고 pH에 따라 표면 전하량이 변하는 면 자리(edge sites)에서는 내부
권 착물 생성에 의해 흡착이 이루어진다[3- 9- 20]. 삼성분 표면착물을 이룰 때도 외
부권 및 내부권 착물이 생성될 수 있다[3- 9- 21]. 일반적으로 금속산화물의 표면 산
도 세기 경향은 금속 이온들의 산도 세기 경향과 일치하는데 SiO2만은 예외적으로
예상보다 큰 산도를 보인다[3- 9- 22]. 실리카 표면에서는 U(VI) 이온이 한 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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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표면자리와 결합하여 각각 ≡Si- O- U(VI) 또는 ≡Si- O2- U(VI) 구조의 내부
권 표면착물 화학종을 형성하면서 흡착된다고 제안되고 있다[3- 9- 17, 3- 9- 23∼

3- 9- 29].
흡착현상은 표면착물 생성 모델(Surface Complexation Model, SCM)을 이용하여
설명한다[3- 9- 15, 3- 9- 30, 3- 9- 31]. 흡착된 화학종을 확인하는 기술로서 전자 상자
기성 공명 분광법 (EPR, 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3- 9- 32], 적외선 흡수
분광법 (IR, Infrared Absorption Spectroscopy) [3- 9- 33, 3- 9- 34], EXAFS

(Extended X- 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3- 9- 23] 및 시간분해 레이저 형광
분광법 (TRLFS, Time- Resolved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3- 9- 35] 등이
활용되고 있다. U(VI) 등과 같이 형광특성을 가지는 이온의 경우에는 TRLFS가 다
음과 같은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발광되는 형광의 세기가 레이저 광원의 세
기에 비례하므로 실험에 사용하는 악티나이드 이온의 농도를 자연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낮은 값까지 낮추어 측정할 수 있는 우수한 감도를 가진다. 또한 형광 특
성을 가지는 화학종들이 자신의 고유한 여기 및 발광 파장과 형광수명을 가지므로
측정하고자하는 화학종을 선택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U(VI) 이온이 산화물 표면에 흡착 할 때 미치는 유기산의 영향을
뱃치법으로 측정하였다. 산화물로는 진흙광물에 흔히 존재하는 TiO2, SiO2 (비결정
성) 및 Al2O3 (비결정성)을 선정하였으며, 유기산으로는 휴믹산의 주요 작용기인 카
르복실기와 페놀기를 가지고 있는 살리실산, 그리고 분자구조 측면에서 이와 비교
될 수 있는 피콜린산을 택하였다. 그리고 측정 결과를 수용성 착물 생성 및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 반응으로 설명하였다.
나. 실험

(1) 실험재료
순수 제조장치(Millipore, Milli- Q 시스템)에서 추출한 무이온수(저항 = 18 MΩ)
를 이용하여 모든 수용액 시료를 제조하였다. 과산화우라닐 침전법[3- 9- 36]으로 정
제한 U(VI)을 과염소산에 용해하여 U(VI)- ClO4 수용액을 준비하였다. 우라늄 농도
는 K2Cr2O7을 이용한 전위차적정법[3- 9- 37] 으로 측정하였다. 살리실산(Aldrich,

99%)은 농도를 아는 NaOH 수용액에, 그리고 피콜린산(Adrich, 99%)은 증류수에
용해하였다. 준비한 용액 중의 유기산 농도를 표준 NaOH 용액으로 산- 염기 적정

(Mettler, model DL77)하여 측정하였다. 금속산화물은 TiO2 (Aldrich 232033, 분말,
아나타제, 표면적 = 9.35 m2/g), SiO2 (Aldrich 227196, 비결정성, 기공 크기 = 60 A,
입자 크기 = 40- 63 μm, 표면적 = 330 m2/g) 및 Al2O3 (Aldrich 19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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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ckmann, 비결정성, 입자 크기 = ∼150 mesh, 기공 크기 = 58 Å, 표면적 = 155
m2/g)을 사용하였다. 비결정성의 Al2O3은 세척한 증류수의 전기전도도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서 세척한 후에 120 oC에서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다
른 산화물들은 별도의 정제 과정 없이 120 oC에서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이온 세기

(ionic strength)를 조절하기 위한 과염소산나트륨 용액은 NaClO4∙ H2O(Merck,
analysis grade)를 증류수에 용해하여 준비하였다. 다른 모든 시약은 분석등급을 사
용하였다.

(2) 실험방법
흡착반응은 0.1 M(NaClO4)의 이온 세기, 실온 및 Ar 가스 분위기에서 측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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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하였다. NaOH 용액을 가하고 pH를 측
정하기 위해 자동 적정장치(Mettler, model DL77)를 이용하였다. pH 전극은 표준
완충용액(Mettler Toledo)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흡착실험 용액이 목표 pH에 도
달하도록 적절량의 NaOH를 가하고, 용액의 pH 변화를 무시할 수 있을 때까지 기
다린 후, 30분 이상을 추가로 교반함으로써 흡착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Al2O3의 경우에는 용액의 pH가 쉽게 평형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24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산화물을 포함한 일정량의 용액을 취하여 여과법(기공 크기 = 0.1 μm) 또는 원
심분리법(15000 rpm, 30 min)으로 고체상을 제거하였다. ICP- AES(Jobin Yvon,

ULTIMA2C)를 이용하여 용액 중의 U(VI) 농도를 정량하였다. 용액 중에 존재하는
살리실산 및 피콜린산 농도는 pH 및 U(VI)이 이들의 흡광도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
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 다음과 같이 정량하였다. EDTA(2.5 mM)를 함
유한 Tris- 완충용액(pH 8, 5 mM)에서 흡수분광기(UV- Vis. spectrophotometer,

Varian, Cary 3E)를 이용하여 살리실산 및 피콜린산을 정량하였다. U(VI)이 존재하
지 않을 때 살리실산 및 피콜린산은 각각 296 및 264 nm에서 최대 흡광을 보이며,
측정한 흡광계수는 각각 3620 및 3998 M- 1cm- 1이다. 이 측정조건에서 U(VI)도 흡광

(흡광계수는 296 및 264 nm에서 각각 1195±14 및 3082±27 M- 1cm- 1)을 보이므로
U(VI)의 측정 농도를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용액에 가해준 양과 흡착에 의해 감소
된 양으로부터 흡착률 또는 흡착량을 계산하였다.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을 확인하기 위해 U(VI)- 피콜린산 착물의 형광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상용의 형광광도계(fluorophotometer, Edinburgh, FS- 900CD)를 이용하
였고, 산화물 표면에 흡착된 U(VI)의 형광을 측정할 경우에는 삼각기둥 형광 셀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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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및 논의

(1) 유기산 정량 조건 측정
살리실산과 피콜린산은 각각 벤젠 및 피리딘 고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외선 영
역에서 높은 흡광계수를 보인다. 따라서 흡광도 측정법으로 이들 유기산을 낮은 농
도까지 정량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유기산은 pH에 따라 프로톤과 반응할 수 있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U(VI) 이온과 안정한 착물을 생성하여 그 결과
로 흡광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현상으로 인한 흡광도의 변화 여
부를 확인하고, 변화가 있으면 이런 영향을 배제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
아야 하였다.
우선 pH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흡착반응을 측정할 용액과 동일한 0.1 M

NaClO4 매질에 존재하는 0.25 mM 살리실산 용액의 pH를 4.5에서 10까지 증가시키
면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그림 3- 9- 1에 나타내었다. 살리실산은 용액의

pH와 무관하게 296 nm에서 최대흡광을 보였다. pH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살
리실산의 최대흡수 파장인 296 nm에서의 흡광도를 pH에 따라 도시하여 그림

3- 9- 2에 나타내었다. pH가 5보다 큰 용액에서 흡광도는 pH와 무관하게 일정한 값
을 보였으며, 몰흡광계수는 3620 M- 1cm- 1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살리실산의 정량

pH를, 다음에 설명한 피콜린산의 pH 영향까지 고려하여, 8로 결정하였다. 살리실산
농도와 흡광도의 선형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H 8의 Tris- 완충용액을 5 mM 농도
가 되도록 가한 조건에서 살리실산 농도가 0 내지 0.7 mM인 용액의 흡광도를 측정
하였을 때, 흡광도 = 0.002+1.791×[L] ([L] = 살리실산 농도, mM; R = 0.999)의 좋
은 선형성을 보였다.
피콜린산은 살리실산보다 pH 영향을 크게 받았다. 살리실산의 경우와 동일한 방
법으로 여러 가지 pH에서 0.25 mM 농도의 피콜린산의 흡광도를 측정한 결과를 그
림 3- 9- 3에 나타내었다. 피콜린산은 용액의 pH에 무관하게 264 nm에서 최대흡광을
보였다. 264 nm에서의 흡광도를 pH에 대하여 도시하여 그림 3- 9- 4에 나타내었다.
약산성 영역인 pH 4.5- 6.7에서는 pH가 증가함에 따라 피콜린산의 흡광도는 감소하
였다. 반면 중성 및 염기성 영역인 pH 6.7- 9.8에서는 pH 변화와 무관하게 일정한
흡광도를 보였으며, 몰흡광계수는 3998 M- 1cm- 1였다. pH 8의 Tris- 완충용액을 5

mM 농도가 되도록 가한 조건에서 피콜린산 농도가 0 내지 0.5 mM인 용액의 흡광
도를 측정하였을 때, 흡광도 = - 0.001+1.993×[L] ([L] = 피콜린산 농도, mM; R =

0.999)의 좋은 선형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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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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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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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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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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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분광법으로 정량해야한다. U(VI) 이온은 자외선 영역에서 강한 흡수 특성을 보
이며 가수분해되거나 착물을 형성하면 흡광도가 더욱 증가한다. 따라서 용존 U(VI)
이 유기산 정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만 한다. 유기산 정량 조건인 pH 8에서
생성되는 U(VI)의 가수분해물이나 유기산 착물의 생성은 과량의 EDTA(2.5 mM)를
가하여 안정한 UO2EDTA2- 착물을 생성시킴으로써 피할 수 있다. 2.5 mM의

EDTA와 5 mM의 Tris- 완충용액(pH 8)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몇 가지 농도의
U(VI) 흡광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3- 9- 5에 나타내었다. UO2EDTA2- 착물
은 살리실산과 피콜린산의 정량 파장(각각 296 및 264 nm)에서 흡수 특성을 보인
다. UO2EDTA2- 착물의 흡광도는 U(VI) 농도(mM)에 따라 296 nm 파장에서 흡광
도 = 0.00153 + 0.58824×[U] 및 264 nm 파장에서 흡광도 = 0.00252 + 1.5246×[U]의
관계를 보였으며, 좋은 선형성(R>0.999)을 보였다. 따라서 흡착실험에서 흡착되지
않고 용액상에 존재하는 살리실산과 피콜린산을 정량할 때, EDTA를 첨가하고 흡
광도를 측정한 다음 공존하는 U(VI) 이온에 의한 흡광도를 보정함으로써 순수한 살
리실산 또는 피콜린산의 농도를 계산하였다.

(2) 살리실산의 영향
세 가지 산화물 (TiO2, SiO2 및 Al2O3) 각각에 대하여 살리실산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U(VI)의 흡착률을 pH 함수로 측정하였다. 결과를 각각 그림 3- 9- 6,

3- 9- 7 및 3- 9- 8에 나타내었다. 살리실산이 존재하지 않을 때 TiO2, SiO2 및 Al2O3
에 대한 흡착률이 보여주는 흡착면 pH 값(=흡착률이 0.5일 때의 pH 값)은 각각

2.7, 3.9 및 4.5이다. 살리실산이 존재함에 따라 TiO2의 경우(그림 3- 9- 6)에는 흡착
면 pH 값이 약간 증가하였고, SiO2(그림 3- 9- 7)와 Al2O3의 경우(그림 3- 9- 8)에는
흡착면 pH 값의 뚜렷한 변화를 볼 수 없었다.
중성 영역에서는 U(VI) 가수분해 침전물이 흡착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U(VI) 가수분해물의 용해도곱 상수[3- 9- 38]를 이용하여 pH 증가에 따른 용해도 변
화를 계산하였을 때 그림 3- 9- 8의 가장 높은 흡착면 pH(Al2O3의 4.5)보다 더 높은

pH 4.8에서 용해도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난다. 따라서 침전물이 흡착률 측정에 미
치는 영향은 배제하였다.
살리실산이 흡착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흡착면 pH 값의 변화와 pH에 따른 화학
종 분포 변화를 비교하여 정성적으로 추정하였다. 살리실산의 존재가 U(VI)의 흡착
면 pH를 감소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살리실산에 의한 안정한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U(VI)의 착물 생성[3- 9- 39] 및 가수분해[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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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분 UO2L(aq)의 1:1 착물, L2- = 살리실산염)의 분포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pH 5에서
최대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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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쉽게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결합은 낮은 pH 조건에서도 전하를 띠는 TiO2 표면의 면자리에서 일어나며 외
부권 착물을 형성한다[3- 9- 17, 3- 9- 20]. SiO2와 Al2O3의 경우에는 TiO2보다 흡착면

pH가 더 높으므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수용액 중에 생성된 U(VI)- 살리실산 착물
화학종의 농도도 그만큼 더 높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U(VI)- 금속산화물의 흡착이
살리실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U(VI)이 산화물 표면의 수산기와 내부권
착물을 형성함으로써 강하게 흡착되었기 때문에 용존 살리실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면착물, ≡S- O- U(VI)이 수용액 중의 U(VI)- 살리실산 착물
화학종, UO2L(aq)보다 열역학적으로 더 안정하기 때문이다.

U(VI)- 살리실산 착물이 산화물 표면에 흡착되어 삼성분 표면착물을 생성하였다
면 U(VI) 흡착량 증가에 따라 살리실산의 흡착량도 증가해야 한다. 흡착으로 감소
된 용액 중의 살리실산 농도를 측정하여 TiO2와 SiO2에 대한 결과를 그림 3- 9- 9에
나타내었다. 그림 3- 9- 9에서 각각 사각형 및 원 부호로 나타낸 것과 같이 TiO2나

SiO2 표면에 U(VI)이 흡착될 때 pH가 4보다 낮은 영역에서 살리실산이 함께 흡착
되며, 흡착량은 pH 값이 증가함에 따라 거의 선형적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살리실산이 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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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에서, pH가 증가할 때 흡착에 의한 살리실산 농도의 감소가 U(VI)살리실산 착물 생성을 무시할 수 있는 낮은 pH 영역(< 4)에서 나타난 것은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과 무관하게 살리실산이 산화물 표면에 흡착된 것을 의미한다. 일반
적으로 산화물 표면에서의 음이온 흡착은 표면의 양전하 자리와의 이온쌍 형성이나
표면 수산이온과의 치환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 카르복실 작용기를 가진 유기산은
산화물 표면의 금속원소와 내부권 착물을 형성하면서 흡착될 수 있다[3- 9- 41].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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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성 - OH 작용기는 흡착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므로[3- 9- 42] 흡착특성을 카르복실
작용기의 영향만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3- 9- 9에서 살리실산(H2L)의 흡착은 산성
영역에서 나타났으므로 흡착반응을 다음과 같이 리간드 치환으로 나타낼 수 있다.
≡S- OH + H2L ⇋ ≡S- LH + H2O

(2)

살리실산이 높은 흡착을 나타내기 위해서, 즉 식 (2)에서 ≡S- LH의 표면농도가 높
은 값을 보이기 위해서는 {≡S- OH}[H2L] 가 최대값을 보여야 한다(여기서 각각은
산화물 표면 및 용액 중의 농도를 나타냄). 대부분의 산화물들은 비교적 넓은 pH
범위에서 ≡S- OH의 표면농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살리실
산의 카르복실 작용기가 양성자 해리되는 pKa1에 가까운 pH 값에서 흡착이 최대가
될 것이다[3- 9- 43, 3- 9- 44]. 그런데 이온 세기 0.1 M의 실험조건에서 살리실산의

pKa1이 3[3- 9- 39] 이므로 pH가 3 이상으로 증가하면 흡착률은 감소할 것이다. 이 때
문에 그림 3- 9- 9에서 pH 증가에 따라 살리실산의 흡착이 감소한 것이다.
비결정성 Al2O3에 대한 살리실산의 흡착량 변화를 pH 함수로 측정한 결과를 그
림 3- 9- 10에 나타내었다. 비교를 위하여 살리실산 존재에서 측정한 U(VI)의 흡착량
변화도 함께 나타내었다. 실험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흡착량이 U(VI) 존재와 무관
함을 보인다. 또한 TiO2나 SiO2의 경우와 다르게 pH가 pKa1 값보다 크게 증가해도
흡착량의 감소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pH 5 내지 6 사이에서 최대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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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산화물 종류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예
를 들면 goethite 표면에서는 페놀성 - OH가 양성자 해리되어 킬레이트를 형성하지
만 Al2O3 표면에서는 양성자 해리된 표면 수산기(≡S- O- )와 페놀성 - OH의 수소결
합에 의해 유사킬레이트를 형성한다[3- 9- 45]. 진흙 광물의 용해반응에서 살리실산이
벤조산에 비하여 높은 반응성을 보이는 것[3- 9- 46] 도 살리실산의 페놀성 - OH가 흡
착반응에 관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살리실산이 흡착되기 위하여 TiO2나 SiO2
의 경우에는, 식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표면 수산기와의 리간드 치환이 필요하므
로 ∼pH 3의 낮은 pH에서 최대 흡착이 나타나겠지만 Al2O3의 경우에는 리간드 치
환과 함께 페놀성 - OH와의 수소결합을 위하여 표면 수산기의 양성자 해리가 필요
하므로 pH 5 내지 6의 높은 pH에서 최대 흡착이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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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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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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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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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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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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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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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8 as an adsorption ratio) is shown together
for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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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콜린산의 영향
세 가지 산화물 (TiO2, SiO2 및 Al2O3) 각각에 대하여 피콜린산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U(VI)의 흡착률을 pH 함수로 측정하였다. 결과를 각각 그림 3- 9- 11,

3- 9- 12 및 3- 9- 13에 나타내었다. 그림 3- 9- 6, 3- 9- 7 및 3- 9- 8에서 설명한 것과 마
찬가지로 피콜린산이 U(VI)- 금속산화물 표면흡착에 미치는 영향이 산화물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흡착면 pH 값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피콜린산이 존재할 때,

TiO2의 경우(그림 3- 9- 11)에는 흡착면 pH 값이 약간 증가하고, Al2O3의 경우(그림
3- 9- 12)에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SiO2의 경우(그림 3- 9- 13)에는, 살리실산
의 경우와는 달리, 흡착면 pH 값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이것은 피
콜린산이 존재할 때 U(VI)의 흡착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U(VI) 가수분해 화학종 생성[3- 9- 42] 및 U(VI)- 피
콜린산 착물 생성[3- 9- 47] 반응의 열역학 자료를 이용하여 실험 조건의 수용액에
존재하는 U(VI)의 화학종 분포를 계산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3- 9- 14에 나타내었
다. pH 5 근처에서 UO2L+ (L- = 피콜린산염) 화학종의 분포가 최대이고, 이보다 낮
은 pH에서는 자유 U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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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1)와 화학종 분포 변
화(그림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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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산화물 흡착이 다소 감소하여 흡착면 pH가 약간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
다. 이것은 살리실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용존 U(VI)- 피콜린산 착물이 TiO2 표면
에 생성된 외부권 착물보다 열역학적으로 더 안정하기 때문이다.

SiO2의 경우에 피콜린산이 존재할 때 흡착면 pH 값이 감소한 원인을 U(VI)- 피
콜린산 착물의 흡착에 의한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으로 설명하기 위해 수용액 중에
남아있는 피콜린산의 양을 pH 함수로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3- 9- 15에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 빈 마름모 부호로 보인 것과 같이 U(VI)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는 측정한 pH 범위에서 금속산화물- 피콜린산의 흡착을 무시할 수 있다. 이것은

SiO2 표면의 비금속성 실리콘 원자가 피콜린산과 착물을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로부
터 추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 3- 9- 15에서 원 부호로 보인 것처럼 U(VI)이 존
재할 경우에는 pH가 3이상인 영역에서 금속산화물- 피콜린산의 흡착이 현저하게 나
타난다. 또한 pH 값이 증가함에 따라 금속산화물- 피콜린산의 흡착량이 증가하였고,
이 경향은 채워진 네모 부호로 나타낸 U(VI)- 금속산화물 흡착량 증가와 매우 유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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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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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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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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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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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7 -

Concentration removed, mM

0.10
0.08
0.06

U(VI)
L with U(VI)
L w/o U(VI)

0.04
0.02
0.00
2

3

4

5

6

7

8

9

pH

Fig.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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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2 as an adsorption ratio) is shown together
for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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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9- 1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UO2L+ 착물 화학종의 분포가 가장 높은 pH

5 근처에서 피콜린산의 흡착량이 최대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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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산화물

- 피콜린산의 흡착량이 줄어든다. 대신에 피콜린산이 관여하지 않는 표면착물(≡
S- O- U(VI)OH, { ≡S- O}2- U(VI) 등) 생성에 의한 흡착의 비중이 증가할 수 있다.
SiO2 표면에서의 이와 같은 금속산화물- 우라늄- 유리 리간드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
은 유기 리간드에 의한 전기적 중화나 소수성 등과 같은 물리적 특성에 의해 흡착
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iO2 표면에 U(VI)- 피콜린산 착물이 흡착됨으로써 형성되는 삼성분 표면착물을
분광학적으로 확인한 결과를 그림 3- 9- 16에 나타내었다. 삼성분 표면착물을 이루고
있는 U(VI)(≡S- O- U(VI)L)은 피콜린산이 없는 조건에서 생성된 U(VI)- 금속산화물
표면 흡착 및 수용성 U(VI)- 피콜린산 착물 화학종을 이룬 U(VI)과 화학결합 분위
기가 다르기 때문에 분광학적 특성이 다를 수 있다. 그림 3- 9- 16에서 보인 U(VI)의
형광 스펙트럼에서 착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분광 특성을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스펙트럼을 쉽게 비교하기 위해 스펙트럼의 최대 세기를 동일한 값으로
규격화하였고, 일정한 간격으로 분리하여 함께 나타내었다.
그림 3- 9- 16(a)는 SiO2 표면에 U(VI)- 피콜린산 착물이 흡착되어 삼성분 표면착
물을 구성하고 있는 U(VI)의 형광 스펙트럼이며, 최대 우라늄 형광 세기를 보이는
파장 위치가 517 nm이다. 그림 3- 9- 16(b)는 피콜린산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SiO2 표면에 흡착된 U(VI)의 형광 스펙트럼이며, 최대 형광 세기를 보이는 파장 위
치가 524 nm로서 우라늄의 형광 피크가 (a) 스펙트럼에 비해 전반적으로 장파장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그림 3- 9- 16(c)는 SiO2 표면에 흡착되지 않고, 수용액에 녹아
있는 수용성 U(VI)- 피콜린산 착물의 형광 스펙트럼이며, 최대 형광 세기를 보이는
파장 위치가 512 nm이다. 그림 3- 9- 16(d)는 피콜린산이 존재하지 않을 때 pH가 5
인 조건에서 측정된 형광 스펙트럼 결과로 용존 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형광 스
펙트럼이다. 이와 같이 피콜린산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금속산화물에 흡착된 U(VI)
의 형광파장 위치가 존재 가능한 여러 가지 U(VI) 화학종들의 위치와 다른 것은

U(VI)이 SiO2 표면에서 피콜린산과 삼성분 표면착물을 생성하였으며, 그 결과로 흡
착이 증진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Al2O3의 경우에는 흡착면 pH(= 4.6)가 UO2L+ 화학종의 분포가 최대값을 보이는
pH 5와 매우 가깝다. 따라서 흡착반응과 수용성 착물생성 반응이 서로 경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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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내부권 착물을 형성함으로써
수용액 중의 U(VI)- 피콜린산 착물 생성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미량의 삼성분 표면착물이 생성되었다면, 생성된 삼성분 표면착물이 리간드
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생성된 U(VI)- 금속산화물 흡착률에 변화를 줄 정도로 열역
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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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pH 함수로 측정한 피콜린산의 흡착량을 그림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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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피콜린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측정된 U(VI) 흡착량 변화를
채워진 네모 부호로 함께 나타내었다. 그림 3- 9- 17에 나타난 결과는, 살리실산의 존
재에 따른 U(VI)- Al2O3 흡착 비교 결과(그림 3- 9- 10 참조)와 마찬가지로,

U(VI)- Al2O3

흡착과

무관하게

금속산화물- 피콜린산의

흡착이

매우

컸고

U(VI)- Al2O3 흡착에 의하여 금속산화물- 피콜린산의 흡착이 증가하였다는 뚜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을 단정할 수 없었다. 형광 스
펙트럼과 같은 분광학적 방법으로 Al2O3 표면에 존재하는 U(VI) 화학종의 형광 특
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그림 3- 9- 17의 금속산화물- 피콜린산 흡착량이 pH 5 부근에서 최대값을 보였다.
이것은 리간드 치환에 의한 유기산 흡착을 나타낸 식 (2)로서 설명할 수 있다. 다만
피콜린산의 경우에는 피리딘- N에 대한 양성자 첨가반응이 강한 산성 조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금속산화물- 피콜린산의 최대 흡착이 나타나기 위한 시료의 pH 조
건은 {≡S- OH}[HL] 가 최대값을 나타내는 경우가 된다. 따라서 금속산화물- 피콜린
산의 최대 흡착량이 피콜린산의 pKa[3- 9- 47] 와 유사한 pH 5 부근에서 나타난 것이
다.
금속산화물- 살리실산 흡착은 리간드 치환 및 살리실간의 페놀성 - OH의 수소결
합에 의해 킬레이트를 형성하는 반면 금속산화물- 피콜린산 흡착은 리간드 치환만
일어난다. 따라서 금속산화물- 피콜린산의 흡착량이 금속산화물- 살리실산 흡착량보
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각각의 흡착량을 나타낸 그림 3- 9- 10과 그림

3- 9- 17을 비교하면 pH 5 부근에서의 두 유기산의 최대 흡착량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피콜린산의 피리딘- N이 Al2O3 표면의 알루미늄 원소와 화학결합 하
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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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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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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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3 as an adsorption ratio) is shown together
for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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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살리실산 및 피콜린산이 U(VI)의 산화물 (TiO2, SiO2 및 Al2O3) 표면 흡착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유기산이 미치는 영향은 산화물의 종류와 유기산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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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살리실산의 흡착 현상이 관측되었다.

SiO2의 경우에는 살리실산이 U(VI)의 흡착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피콜린산은
삼성분 표면착물을 형성함으로써 U(VI) 흡착의 증진을 보였다. 삼성분 표면착물 생
성 때문에 피콜린산의 흡착이 나타났으며, U(VI)- 피콜린산- SiO2에 대한 U(VI)의
형광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피콜린산 없이 표면에 흡착된 U(VI) 또는 수용액 상
에서 피콜린산과 착물을 이룬 U(VI)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형광 스펙트럼을 보임
으로써 삼성분 표면착물이 형성되었음을 뒷받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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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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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여하며 피콜린산에서는 표면 알루미늄 원소와 피리딘- N의 배
위결합이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형광분광분석기술을 이용한 피콜린산- U(VI) 이온 사이의 에너지 전
달을 측정하여 U(VI)이 Al2O3 표면에서도 피콜린산과 삼성분 표면착물을 생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살리실산의 경우에는 리간드 자체
가 U(VI)보다 더 강한 형광 특성을 보이므로 형광분광분석기술로는 삼성분 표면착
물 생성을 확인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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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화물- An(III) 표면화학종 생성에 미치는 표면특성의 영향 연구
가. 서론
악티나이드(An) 원소는 수용액 중에서 다양한 산화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들
악티나이드 원소가 지하수 내에 흔히 존재하는 다양한 유기 및 무기 리간드와 결합
하는 반응성은 일반적으로 산화 상태에 따라 4가(An4+) > 6가(AnO22+) > 3가(An3+)

> 5가(AnO2+)의 순서로 반응성이 크다[3- 9- 3]. 산화상태가 +3인 대표적인 악티나이
드 원소는 Cm(III) 및 Am(III)이다. 그러나 Cm(III) 및 Am(III)는 방사성 독성 때문
에 일반 실험실에서 다루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가이기 때문에 흔히 그 유사체로
란탄족원소(III)의 화학 반응에 대한 열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An(III)의 거동을 예측
한다. 이 연구에서는 Eu(III)의 금속산화물 표면흡착 거동을 조사하고 Am(III)의 흡
착거동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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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48]. 금속이온
과 유기 리간드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금속산화물 계면에 흡착된 유기 리간드는 벌
크 용액상에 존재하는 유기 리간드와는 다른 상호작용을 보인다[3- 9- 49, 3- 9- 50].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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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1]. 마찬가지로 Eu(III)- HA(또는

FA)- 가수 Al2O3 시스템의 Eu(III)는 Eu- HA(또는 FA)나 Eu- 가수 Al2O3의 이성분
화합물이 아니라 대부분 Eu(III)- HA(또는 FA)- 가수 Al2O3의 삼성분 화합물로 존재
한다고 보아야 한다[3- 9- 52].
지하수와 접하고 있는 광물 표면은 진흙광물 또는 지하수가 흐르는 암석의 틈새
표면을 도포하고 있는 풍화된 광물이다. 진흙광물이나 풍화된 광물의 표면을 형성
하고 있는 침적물들의 화학적, 광물학적 조성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무기물의 주성
분은 규산알루미늄과 알루미늄, 실리콘 및 철의 수산화물 및 산화물들이다. 이들은
또한 결정성이 큰 화합물과 결정성이 낮은 비결정성 화합물들의 혼합물 상태를 이
루고 있다. TiO2은 진흙광물 중에 흔하게 존재하는 화합물의 하나다[3- 9- 24]. 또한
티타늄 금속이 폐기물 용기의 재료물질로 사용되면[3- 9- 53] 처분장 인접 지하수대
에서 TiO2을 생성하여 방사성핵종의 흡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TiO2은 anatase와 rutile의 두 가지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결정 구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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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도가 낮고 영전하점(pHpzc)이 중성에 가까운 값을 갖기 때문에 표면의 음전하
또는 양전하 자리의 흡착 거동을 넓은 pH 영역에서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atase와 rutile은 서로 다른 pHpzc과 표면 흡착자리 농도를 가지고 있으며 Eu(III)
를 흡착시킬 때, rutile이 anatase보다 급격한 흡착면 기울기를 보인다[3- 9- 54].

TiO2 표면의 산소원자는 결합하고 있는 Ti(IV) 원자의 수에 따라 화학적 성질의 차
이를 보인다. 세 개, 두 개 (다리산소 표면수산기, bridging oxygen surface group,
≡S- OH- S≡) 및 한 개 (말단산소 표면수산기, terminal oxygen surface group, ≡

S- OH)의 Ti(IV) 원자와 결합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3- 9- 55]. 악티나이드 원소
와 같은 금속이온의 흡착은 TiO2 표면의 다리산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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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6]. Ni(II) 이온이 흡착될 때의 결합을 양자화학법으로 계산한 결과는 TiO2
표면의 말단산소 표면수산기보다는 다리산소 표면수산기와의 결합이 더 안정함을
나타낸다[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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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5].

am- SiO2 표면에 대한 Eu(III) 이온의 흡착은 pH 5 내지 7의 범위에서 크게 증가
한다[3- 9- 58]. 이것은 am- SiO2 표면의 silanol 수산기의 이온화가 pH 5 내지 7에서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Eu(III) 이온과 carbonate 이온의 반응에 관련된 열
역학 상수를 고려할 때 pH 7 내지 9 범위에서는 carbonate 이온이 존재하더라도
흡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pH 5.3의 산도와 0.2 M NaClO4의 이온 세기에서
측정한 Eu(III) 이온의 흡착은 비교적 느린 반응속도를 보이고 흡착률은 이온 세기
가 증가하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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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흡수가 낮기 때문에 분광학적 기술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흡착제로 사용되는 광물이다[3- 9- 60]. Al2O3 계
면에 대한 란탄족원소(III) 이온의 흡착 메카니즘은 표면과의 다리결합 수산이온 착
물(bridged hydroxo complex)생성이다[3- 9- 61]. pH가 6 이하인 조건에서 γ- Al2O3에
대한 Eu(III) 이온의 흡착은 두 종류의 흡착자리에서 한자리주개 표면착물이 생성된
다고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pH 6 이상에서 과량의 악틴족원소 이온이 흡착되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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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반응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표
면에서 다핵화합물이 생성된다기보다는 내부권 표면착물이 생성된다고 보고 있다.
순수한 Al2O3에 대한 Eu(III) 이온의 흡착은 이온 세기의 영향은 받지 않지만 pH의
영향은 많이 받는다. 이것은 흡착반응이 순수한 이온교환이 아니라 표면수산기와의
화학반응임을 나타낸다[3- 9- 62].
진흙광물은 정사면체 구조의 SiO4가 모여서 만든 실리카판과 팔면체구조의

Al(O,OH)6가 모여서 만든 깁사이트(gibbsite)판이 구성하고 있다. 카올리나이트는
실리카판과 깁사이트판이 1:1의 비율로 구성한 전형적인 진흙광물이다. 두 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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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전하수 부족 때문에 영구적인 음전하를 가
지게 된다. 음전하를 띤 두 판 사이에 양이온이 존재하면 두 판이 결합된 층상구조
가 형성된다. 두 판 각각의 모서리는 ≡Si- OH (silanol) 및 ≡Al- OH(aluminol)의 표
면수산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양성자 첨가반응이나 양성자 이탈반응을 하여
전하를 띨 수 있고 다양한 금속이온들과 화학결합을 할 수 있다[3- 9- 63∼3- 9- 66].
따라서 Eu(III)/Al2O3 및 Eu(III)/SiO2 시스템에서의 흡착 메카니즘과 흡착 화학종의
구조를 규명하면 그 결과로부터 카올리나이트와 같은 Al2O3- SiO2 진흙광물 표면의
모서리 자리에 존재하는 aluminol 및 silanol과 Eu(III) 이온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카올리나이트를 비롯한 진흙광물들은 불순 원소들의 존재 때문에
미세 구조가 복잡하고 불균일하며,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흡착특성이 간단하지 않
기 때문에 표면착물생성 모델의 적용이 금속(수)산화물 표면의 경우보다 어렵다

[3- 9- 67]. 이 현상은 낮은 이온 세기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난다.
카올리나이트를 포함한 진흙들은 1 M NaClO4와 같은 높은 이온 세기에서는 이
온교환반응을 무시할 수 있다. pH 3- 6 범위에서는 이온교환자리 밀도 등과 같은 표
면 특성의 차이 때문에 양이온 흡착에 대해 서로 다른 선택성을 보인다. 중성 이상
에서는 전해질 농도와 무관하게 pH의 증가에 따라 흡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양이온 흡착에 대한 선택성은 가수분해 경향이나 표면착물 생성 경향과 같은 화학
적 특성의 지배를 받는다. Eu(III)와 An(III) 이온은 U(VI)이나 d- 전이원소(II) 이온
보다 잘 흡착되는데 전자는 영구음전하자리에서의 가역적 이온교환 반응에 의해,
그리고 후자는 모서리 수산기에서의 비가역적 비이온교환 반응에 의해 흡착된다

[3- 9- 68].
Eu(III) 이온이 카올리나이트에 흡착될 때 영구음전하자리에서 이온교환반응에
의해 외부권 표면착물 및 모서리에 존재하는 표면수산기(aluminol 및 silanol)와 화
학결합을 형성하여 내부권 표면착물을 생성할 수 있으며, CO2가 존재하는 경우 안
정한 진흙- Eu(III)- carbonate의 삼성분 표면착물을 생성한다[3- 9- 69]. 외부권 표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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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pH 4 이하에서, 내부권 표면착물은 pH 6 이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광물의 계면특성도 용액상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용액상과
광물계면의 평형상태가 흡착반응에 정성적 및 정량적 영향을 미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현장을 구성하고 있는 지하수- 광물 시스템은 지질학적 시간 동안 서로 접하고
있으면서 용해와 침적과 상변화를 동반한 풍화반응을 지속하고 있다. 즉, 광물이나
금속산화물의 표면은 주어진 조건의 지하수와 반응하면서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처분장 건설과 같은 인위적 간섭이 가하지면 이
평형은 깨지고 새로운 평형상태를 이루기 위한 변화를 시작한다. 즉, 광물이나 금속
산화물의 표면 특성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용액 중에서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한 γ- Al2O3는 쉽게 β- Al(OH)3로
상변화 한다[3- 9- 70]. 가수된 제2산화철(hydrous ferric oxide)은 pH, 금속이온이나
음이온의 존재여부 및 산화- 환원 분위기에 따라 goethite, lepidocrocite 및

magnetite 등의 새로운 광물로 상변화 한다[3- 9- 71]. 상변화는 자연스럽게 광물표면
의 특성 변화를 동반하므로 흡착과 같은 계면반응에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실험
실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측정한 흡착실험 결과를 분배계수와 같은 거시적 현상만
으로 표현하면 그 결과는 표면의 상변화와 같은 미시적 현상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분 현장에서 발생할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게 만든
다.
흡착 현상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하수 이동경로에 존재할 수 있는 다
양한 광물질 각각에 대한 모든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분배계수 또는 표면착물 생성
상수를 측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동일한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분배계수 또는 표
면착물 생성상수 값은 같은 광물질 계면에 대해서도 흡착자리(면, 모서리, 꼭지점
등)에 따라, 그리고 진흙 광물의 경우에는 계면(층간, 모서리, 외면 등)에 따라 다르
므로 정확한 흡착자리를 밝혀야 한다. 광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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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그리고 알루미늄 산화물을 사용하여
결정구조(α- Al2O3 및 am- Al2O3)가 Eu(III) 이온의 흡착에 미치는 영향을 피콜린산
리간드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그리고 Eu(III) 이온을 유사체로 사용하여
측정한 흡착거동 자료를 Am(III) 이온의 흡착을 예측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
를 확인하기 위해서 숙성된 TiO2, α- Al2O3, am- Al2O3 및 진흙광물의 하나인 카올리
나이트에 대하여 Eu(III)와 Am(III) 이온의 흡착률을 피콜린산 리간드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측정하고 서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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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모든 용액은 Milli- Q system(Millipore)을 통과한 무이온수를 사용하여 준비하였
다. Eu2O3(99.99%)를 과량의 HClO4(Merck, analytical grade)에 용해하여 Eu(III) 과
염소산 모용액을 준비하였다. Eu(III)의 농도는 ICP- AES(Jobin Yvon, ULTIMA2C)
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과염소산염의 농도는 모용액을 양이온교환수지(H+ form,

AG 50W- X6, 200- 400 mesh)에 통과시켜서 Eu(ClO4)3의 Eu3+ 이온을 H+ 이온으로
양이온교환한 후에 산- 염기 적정법으로 정량하였다. 피콜린산(Aldrich, 99%)를 증류
수에 용해하였고, 표준 NaOH 수용액으로 전위차적정(Mettler, DL77)하여 농도를
정량하였다. NaClO4․H2O(Merck, analytical grade)를 증류수에 용해하여 모용액을
준비하고 양이온교환과 산- 염기 적정법으로 과염소산염 농도를 정량하였다. 시료의
이온 세기는 NaClO4 용액으로 조절하였다.
241

Am(III)(0.1 M HCl 매질, 4.17 kBq/ml 농도)는 다음과 같이 정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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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리하였다. 정제된

Am(III)는 다음과 같이 HClO4 매질로 변환하였다. 용리된 Am(III) 용액을 전열판
위에서 건고한 후에 소량의 HClO4 용액으로 용해하는 과정을 3번 반복한 후에, 최
종적인 산도가 0.01 M H+가 되도록 건고된 Am(III)를 묽은 HClO4 용액에 용해하였
다. 정제된

241

Am(III) 용액에

237

Np이 존재 하지 않는 것을 γ- spectrometry법으로

확인하였다.
금속산화물은 시약급을 별도의 정제과정 없이 사용하였다. 숙성된 TiO2는 시약
급 분말 (Aldrich 232033, anatase, 표면적 = 9.28 m2/g) 100g에 증류수 200 mL을
가하고 자석젓개로 교반하면서 1 내지 3일 간 방치한 후에 18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Kontron, Centrikon T- 2060)하여 침전을 회수하였다. 분리한 상등액의 전
기전도도(Tacussel, Conductimetre CD78)를 측정하였으며 회수한 침전에 다시 증류
수를 가하였다. 이 과정을 5회 반복하였을 때 pH는 6.7±0.2의 일정한 값을 보였으
나 전기전도도는 0.33에서 0.036 mS/cm까지 낮아졌다. 원심분리한 후의 상등액 중
에 TiO2 입자가 존재하는 것을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ICP- AES법으로 정
량하였을 때 수 mg/L를 넘지 않는 양이 존재하였다. 이것은 원심분리 과정에서 회
수되지 않은 미세한 크기의 TiO2 양은 무시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최종 분산용액
으로부터 2 ml 부피를 취하여 알루미늄 접시에 가하고 120 oC에서 건조한 다음 무
게를 측정하였을 때 분산용액 중의 TiO2 농도는 0.684 g/ml이었다. 건조한 TiO2의
표면적을 BET 법으로 측정하여 9.35 m2/g의 값을 얻었다. 주기적으로 교반하면서

30일 이상 방치한 TiO2 분산용액을 숙성된 TiO2 시료로 사용하였다. 비결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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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O3은 Brockmann type(Aldrich 199966, acidic, 입자 크기 = ∼150 mesh, 기공 크
기 = 58 Å, 표면적 = 155 m2/g)을 전기전도도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을 때까지 증
류수로 반복해서 세척한 후에 120 oC에서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반응에서 금속산화물의 농도는 20 g/L를 유지하였다. Eu(III) 이온 농도는

0.1 mM을 유지하였다. 열역학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화학종분포 변화를 바탕으로
1:1 착물인 EuL+의 분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0.5 mM을 피콜린산의 농도로 선정
하였다. Eu(III) 흡착실험에서는 0.1 M (NaClO4) 그리고 Eu(III)- Am(III) 흡착실험에
서는 0.01 M(NaClO4)의 이온 세기를 유지하였다. 평형온도는 25 oC를 유지하였고

Ar 기체가 흐르는 조건에서 실험하여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배제하였다.
Eu(III) 흡착실험의 경우에, 모든 반응물을 함유한 25 ml의 산성용액에 자동 적
정장치(Mettler, DL77)를 이용하여 NaOH 용액을 가하여 pH를 조절하였다. pH 전
극은 표준 완충용액(Mettler Toledo)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NaOH 용액을 가하고,
용액의 pH 변화를 무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교반하면서 평형에 가까운 pH 값이
목표값에 접근하였음을 확인한 후에 24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산화물을 원심분리법

(TiO2와 카올리나이트의 경우에는 18000 rpm, Al2O3의 경우에는 15000 rpm, 시간은
30 min)으로 고체상을 분리하였다. ICP- AES(Jobin Yvon, ULTIMA2C)를 이용하여
용액 중의 Eu(III) 농도를 정량하였다. 용액 중에 존재하는 피콜린산의 농도는 pH
및 Eu(III)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EDTA(2.5 mM)를 함유한 Tris- 완충용액 (pH

8, 5 mM) 조건에서 264 nm에서의 흡광도(UV- Visible spectrophotometer, Varian,
Cary 3E)를 측정하여 정량하였다. 측정한 흡광계수는 3998 M- 1cm- 1이다.
Am(III)의 흡착은

241

Am 동위원소를 사용하였으며 농도는 75 Bq/ml(2.45 pM)를

유지하였다. Eu(III) 흡착의 경우와 비교할 때, 농도가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
여 0.1 mM의 Eu(III)이 존재하는 용액 중에서 측정하였다. 초기 부피가 20 ml인 용
액에 NaOH를 가하여 pH를 조절하고, 30분 이상 경과하여도 pH 변화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평형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한 후에 금속산화물을 포함한 용액을 0.5 ml
취하여 원심분리법(18000 rpm, 30 min)으로 분리하였다. 상등액으로부터 0.35 ml을
취하여 LSC 측정용 병에 가하고

241

Am(III) 분석용으로 보관하였다. 용액 중에 남은

Eu(III)와 피콜린산 농도는 분석하지 않았다. 용액 중에 녹아있는

241

Am(III) 농도는

섬광용 용액(Perkin Elmer, Ultima Gold XR)을 첨가하여 액체섬광계수(Packard,

2560TR/XL)법으로 정량하였다. 흡착에 의하여 용액으로부터 제거된 Eu(III),
241

Am(III) 및 피콜린산의 농도는 초기에 가해준 양과 상분리한 후에 용액에 존재하

는 양의 차이로부터 계산하고 흡착률(= 흡착에 의해 제거된 농도/ 초기에 가해준 농
도)을 계산하였다.
비결정성 Al2O3에 흡착된 피콜린산의 결합상태를 적외선 흡광분석법으로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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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다. pH 5의 증류수에서 0.2 g의 Al2O3에 5 mmoles의 피콜린산을 흡착시
킨 다음 용액을 제거하고 질소분위기에서 건조하였다. Eu(III) 이온의 흡착을 측정
할 때는 피콜린산이 0.1 M NaClO4 이온 세기에서 흡착되었으나 적외선흡광분석을
위해서는 분광학적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피콜린산을 증류수에서 흡착시켰다. 이
렇게 준비한 시료는 Al2O3 표면에 피콜린산이 4 molecules/nm2의 농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적외선 흡광스펙트럼의 바탕시료로서 피콜린산을 함유하지 않
은 수용액으로 처리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건조한 Al2O3를 준비하였다. 결합한 금속
이온이 피콜린산의 적외선 흡광스펙트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피콜린
산, Na+- 피콜린산염, Cu2+- 피콜린산염 및 Al3+- 피콜린산염을 함께 준비하고 스펙트
럼을 측정하였다. 예비실험과정에서 용액 중에 존재하는 피콜린산의 스펙트럼을 측
정하였을 때 바탕 흡수가 너무 크고 잡음이 커서 화학종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스
펙트럼을 얻기가 곤란하였다. 따라서 Eu(III) 흡착 실험의 경우보다 피콜린산을 더
많이 Al2O3에 흡착시켰으며 피콜린산 화학종을 용액에 존재하는 것 대신에 고체상
태로 건조하여 측정하였다. 피콜린산은 상용 시약을 직접 사용하였다. Na+- 피콜린
산염은 증류수에 녹인 0.5 M 피콜린산 용액에 0.92 당량의 NaOH 용액을 가하여
준비하였다. 피콜린산이 약산성이기 때문에, 만약 NaOH를 1:1 당량으로 가하면 준
비 과정의 용액의 pH가 높아지고 대기와 접하였을 때 이산화탄소가 쉽게 용해되어
준비한 Na+- 피콜린산염이 Na- carbonate를 함유할 수 있다. Carbonate는 카르복실
작용기에 대하여 스펙트럼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NaOH를 0.92 당량만큼 가한 용
액의 최종 pH는 7.0 이었다. Cu2+- 피콜린산염 및 Al3+- 피콜린산염은 준비된 Na+- 피
콜린산염 용액에 증류수에 녹인 1:1 당량의 CuCl2ㆍ2H2O 용액, 그리고 1:1 당량의

AlCl3ㆍ6H2O 용액을 가하여 준비하였다. 초기 pH가 각각 3.5 및 3.2였으며 NaOH
용액을 가하여 pH를 5.5까지 중화하고 하루 동안 교반하였다. 최종 pH는 각각 5.5
와 5.9를 나타내었다. 준비된 용액을 실리카 건조제가 채워진 진공 데시케이터에 넣
고 진공과 질소 채우기를 반복하여 수분을 건조하였다. 공기를 바탕으로 적외선 흡
광스펙트럼(SensIR, ATR- FTIR)을 측정하였다. 데이터는 2000번 누적하였다.
다. 결과 및 논의

(1) TiO2의 숙성이 흡착에 미치는 영향
증류수로 세척하고 30일 이상 증류수에 보관하여 표면의 평형 상태에 변화를 일
으킨 ‘숙성 TiO2(anatase)’에 대하여 피콜린산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
서 pH에 따른 Eu(III) 이온의 흡착률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 9- 18에 나
타내었다. 비교를 위하여 숙성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기 중에 보관한 TiO2(anat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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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Eu(III) 이온의 흡착률을 측정한 결과[3- 9- 72] 를 함께
나타내었다. 증류수에서의 숙성 과정이 TiO2에 대한 Eu(III) 이온의 흡착률을 크게
감소시켰음을 보이고 있다. 숙성하지 않은 TiO2에 대해서는 피콜린산의 존재와 관
계없이 흡착면 pH 값이 3.2에서 나타났었지만 증류수에서 숙성시킨 TiO2에 대해서
는 흡착면 pH가 피콜린산이 존재하지 않을 때와 존재할 때 각각 5.0 및 5.3에서 나
타났다. 이것은 TiO2 표면이 물과 반응하였으며 그 결과로 표면의 화학적 특성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결정구조가 서로 다른 rutile과 anatase에 대한

Eu(III) 이온의 흡착을 비교하여 측정한 결과[3- 9- 54]를 보면 전자가 후자보다 상대
적으로 pHpzc가 낮고 (각각 5.4 및 6.2) 흡착자리 밀도가 크기 (각각 4.49×10- 4 및

3.86x10- 4 mol/g) 때문에 흡착률도 더 낮은 pH에서 증가하였다. 이것은 물과의 반응
에 의한 금속산화물 표면의 구조 변화가 TiO2의 Eu(III) 이온 흡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두 가지 TiO2, 즉 rutile과 anatase에 대하여 피콜린산의 존재와 무관하게 용액의

pH가 증가하면 Eu(III) 이온의 흡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TiO2 표면에서 Eu(III) 흡착에 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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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말단산소 표면수산기(≡S- OH)[3- 9- 55]는 양성
자가 첨가되었거나 양성자가 이탈된 수산기(≡S- OH2+ 또는 ≡S- O- )와 평형을 유지
하고 있어야 한다. pH가 증가하면 양성자가 이탈된 음전하 수산기의 분포가 증가하
므로 수산기와 Eu(III)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증가하고 H+ 이온에 의한 경쟁
이 감소하므로 Eu(III) 이온의 흡착은 증가하였다.
피콜린산이 존재하지 않을 때 Eu(III) 이온의 가수분해를 무시할 수 있는

pH<6.5 범위에서 흡착률이 100%에 도달하였으므로 흡착된 Eu(III) 화학종은 Eu3+
이온이다. 즉, ≡(S- O)n- Eu(3- n)+의 이성분 표면착물이 생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pH
증가에 따른 흡착률 증가 경향을 보면 숙성 여부에 관계없이 두 경우 모두 그 경향
에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숙성시키지 않은 TiO2의 경우에는 pH 3.5 이상에
서 흡착률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숙성시킨 TiO2의 경우에는 pH 5.0 이상에서 pH
증가에 따른 흡착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것은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pH 값에
서 흡착 메카니즘의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pHpzc보다 아주 낮은 pH 영역에서는
양성자가 첨가된 양전하 흡착자리의 비율이 크며, 이 조건에서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E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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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전하 자리와 양전하 이온 사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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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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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산화물 표면흡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단순한 구조의 피
콜린산은 휴믹산과 같은 다가전해 유기 리간드와는 다르게 거동할 것이다. TiO2 표
면 수산기나 휴믹산의 카르복실기는 낮은 pH에서 양성자 이탈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둘 사이에 정전기적 반발력이 적다. 따라서 낮은 pH에서 다가전해 거대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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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4].
피콜린산은 다가 전해 리간드가 아니기 때문에 휴믹산과 같은 영향을 기대할 수
는 없지만, Eu(III)의 화학종 분포를 변화시켜 흡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험조
건에서의 Eu(III)의 pH에 따른 화학종 분포 변화를 열역학상수[3- 9- 47] 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그림 3- 9- 19에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TiO2의 Eu(III) 흡착에 의한

Eu(III)의 총 농도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3- 9- 19를 보면, pH가 3 이상인 영
역에서 pH가 증가하면 Eu3+ 자유이온의 분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Eu(III)- 피콜린
산 착물의 분포는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H 증가에 따
른 흡착률 변화를 나타낸 그림 3- 9- 18은 낮은 pH 영역에서 비숙성 및 숙성 TiO2
모두에 대하여 피콜린산이 Eu(III) 흡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pH가 5 이상에서 증가하면 Eu3+ 자유이온의 분포 감소가 둔화되고 피콜린
산 착물 분포 증가도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3- 9- 18에서의 숙성된 TiO2에
대한 흡착률 변화는 피콜린산의 존재가 Eu(III) 흡착을 크게 둔화시킨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위의 현상은 pH에 따른 흡착 방식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낮은 pH에서는
화학결합에 의해 안정한 내부권 표면착물이 생성되므로 용존 Eu(III)- 피콜린산 착물
생성이 흡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높은 pH에서는 내부권 표면착물 생
성 이외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약하게 결합된 외부권 표면착물 생성에 의해서도
흡착이 일어났으므로 용존 Eu(III)- 피콜린산 착물 생성이 흡착에 영향을 미쳤다. 약
하게 결합되는 외부권 표면착물 생성반응이 용존 Eu(III)- 피콜린산 착물(EuL2+,

EuL2+ 및 EuL30(aq), L = 피콜린산) 생성반응과 경쟁함으로서 흡착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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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18. Adsorption ratio of Eu(III) on TiO2 surface at various conditions as
a function of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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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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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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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식 (5)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log  log ≡  


(6)

비숙성 및 숙성 TiO2에 대하여 피콜린산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측정한 두 경우
를 그림 3- 9- 18에서 비교하였을 때 pH1/2는 각각 3.2와 5.0이었으므로 식 (6)은 다음
과 같이 정리된다.

    log   log ≡   


(7)


    log   lo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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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아래첨자 un과 ag는 각각 비숙성 및 숙성 TiO2의 경우를 나타낸다. 식 (7)
과 식 (8)의 차이를 계산하기 위하여 식 (8)에서 식 (7)을 빼주면 다음의 식 (9)가
얻어진다.
≡  
 
     
≡  
 

(9)

식 (9)는 숙성이 흡착시스템에 미친 영향을 흡착자리의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와 흡
착자리 농도 변화로 나누어 나타내고 있다.
흡착자리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TiO2 표면의
결정구조 및 표면 수산기의 환경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TiO2의 결정 구조 중

rutile이 anatase보다 더 큰 pHpzc 및 표면 흡착자리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rutile에 대한 Eu(III)의 흡착률이 더 크다고 보고되었다[3- 9- 54]. 보고된 결과에 근
거하여 이번 실험결과를 해석하면, 이번 실험에서 시약으로 사용한 anatase에 불순
물로서 미량의 rutile이 존재하였거나 또는 anatase 표면의 일부 수산기가 rutile 표
면의 수산기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다가 증류수에 보관하여 숙성하는 동안에 용해침적 등과 같은 과정을 거쳐 anatase 표면 수산기로 변하는 상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TiO2에 대한 U(VI) 이온의 흡착에서 U(VI)은 농도가 높은 경우에만 TiO2 표면
의 말단산소 표면수산기가 흡착 반응에 참여하였다[3- 9- 55]. 이것은 산- 염기 특성
면에서 또는 두자리주개 표면착물을 생성하기위한 구조적 측면에서 말단산소 표면
수산기가 다리산소 표면수산기보다 불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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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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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S- OH- S≡ + H2O ⇋ 2 ≡S- OH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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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표면 수산기의 변화는 TiO2의 산- 염기 전위차 적정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1 mM

HClO4를 함유한 0.1 M NaClO4 수용액 중의 숙성 및 비숙성 TiO2(10 g/L)를 0.1 M
NaOH 용액으로 Ar 분위기에서 적정한 결과를 그림 3- 9- 20에 나타내었다. 비교를
위하여 TiO2를 함유하지 않은 순수한 HClO4 용액의 적정 결과를 그림 3- 9- 20에 함
께 나타내었다. 비숙성 TiO2의 적정 결과는 TiO2를 함유하지 않은 순수한 HClO4
용액의 적정 결과에 비하여 과량의 산이 존재할 때는 pH가 상대적으로 높고 과량
의 염기가 존재할 때는 pH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TiO2가 양쪽성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즉 NaOH 용액으로 적정을 시작하면 중화점에 이르기 전의 산성용액에
서는 양성자 첨가된 수산기의 반응이, 그리고 중화점을 지난 염기성 용액에서는 수
산이온의 양성자 이탈 반응이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숙성된 TiO2의 경우에는 비숙성된 TiO2의 경우에 비하여 양성자나 수산
이온을 소모하는 반응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산성 조건의 용액에
서 pH 값 변화가 TiO2를 함유하지 않은 HClO4 용액의 적정과 유사하여 식 (11)에
해당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표면 수산기가 숙성 과정에서 크게 감소하였음을
나타낸다.
≡S- OH2+ + OH- ⇋ ≡S- OH + H2O

(11)

그러나 염기성 용액에서의 pH 변화는 TiO2를 함유하지 않은 용액의 적정과 비교할
때 pH가 많이 낮으므로, 비숙성 TiO2의 경우보다 적기는 하지만, 식 (12)에 해당하
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표면 수산기가 숙성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였
음을 나타낸다.
≡S- OH + OH- ⇋ ≡S- O- + H2O

(12)

비숙성 및 숙성 TiO2의 표면적은 각각 9.28 및 9.35 m2/g로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므로 표면적 변화에 의한 흡착자리 농도 변화는 무시할 수 있다. Ti(IV)의 가
수분해물이 약산성 조건에서 쉽게 산화물을 생성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표면의 말
단산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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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적외선분광분석과 같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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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20. Potentiometric titration of aged and unaged TiO2. [TiO2] = 10 g/L, I
= 0.1 M NaClO4, [H+] initial = 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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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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4]. 휴믹산과 같은 다가전해 거대 유기 리간드는 TiO2 표
면 및 Eu(III) 이온과 동시에 결합할 수 있으므로 B형 삼성분 표면착물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피콜린산은 다가 전해질이 아니므로 TiO2 표면 및 Eu(III) 이온과
동시에 결합할 수는 없다. 그림 3- 9- 18과 3- 9- 19를 비교하면, Eu(III)- 숙성 TiO2의
흡착이 증가하는 pH 영역에서 수용성 Eu(III)- 피콜린산 착물이 형성됨에도 불구하
고 pH 변화에 따른 Eu(III)- 숙성 TiO2의 흡착률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표면에 생성된 표면
착물이 용액상에서 생성된 수용성 착물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하여 그 영향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피콜린산이 용액상에서 수용성 착물
을 생성함으로써 Eu(III)의 표면 흡착을 감소시키는 만큼 피콜린산이 관여된 삼성분
표면착물이 생성되어 흡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다. 두 경우는 안정
도 상수를 측정하거나 Eu(III) 이온 흡착이 피콜린산 흡착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
여 구분할 수 있다.

Eu(III) 이온이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 숙성한 TiO2의 표면에 피콜린산
이 흡착되는 양을 여러 가지 pH에서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pH에 대하여 도시하여
그림 3- 9- 21에 나타내었다. 0.5 mM의 높은 농도에서 0.04 mM 이하의 작은 농도
변화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측정 오차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Eu(III) 이온이 존재
할 때 pH 6 부근에서 흡착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피콜린산이 분자 구조상

TiO2 표면 결합자리 및 Eu(III) 이온과 동시에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TiO2- Eu(III)- L (L = 피콜린산) 구조의 A형 삼성분 표면착물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Eu(III) 이온 때문에 흡착된 피콜린산 농도의 최대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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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
몇 가지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Eu(III) 이온의 흡착 경향을 보면[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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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실험실에서 제조한 철 또는 알루미늄의 가수된
산화물은 결정성을 가진 goethite나 gibbsite와 다른 흡착특성을 보인다. 이들 합성

- 439 -

산화물은 흡착되는 금속이온에 대하여 더 이상 흡착이 진행되지 않는 포화흡착 현
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실험실에서 제조된 가수된 산화물이 치밀하
지 못한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속이온이 표면의 흡착반응자리에서 표면
침적을 일으키거나 가수된 산화물과 혼합산화물을 생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3- 9- 73].

+3가 이상의 악티나이드 이온의 경우 금속산화물 표면흡착을 표면착물생성 모델
로 설명한 경우는 적다. 반면에 란탄족원소인 Eu(III) 이온의 흡착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산화알루미늄의 결정성과 관계없이 빠른 반응자리와 느린 반응자리

(크로마토그라피용 Al2O3) [3- 9- 74] 또는 강한 결합을 생성하는 흡착자리와 약한 결
합을 생성하는 흡착자리 (γ- Al2O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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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사이트판 모서리에 흡착할 때, pH가 5
이상인 조건에서는 ≡Al- O- Cm2+- (H2O)5 표면화학종을 생성하지만 pH가 계속 증가
하면 가수분해된 ≡Al- O- Cm+(OH)(H2O)4 또는 두 개의 수산기 자리를 다리결합으
로 이어주는 ≡(Al- O)2- Cm+(H2O)5 구조의 표면화학종을 생성한다[3- 9- 75]. 크로마
토그라피용 Al2O3에 Eu(III) 이온이 흡착될 때도 이러한 다리결합 표면화학종 생성
을 가정하고 있다[3- 9- 61].
결정성 (α- Al2O3) 및 비결정성 Al2O3에 대하여 피콜린산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pH에 따른 Eu(III) 이온의 흡착률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3- 9- 22에
나타내었다. pH에 따른 금속산화물- Eu(III) 흡착률 변화에 대한 피콜린산의 영향이
결정성 및 비결정성 Al2O3에 대하여 서로 다름이 관찰되었다. 피콜린산이 존재하지
않을 때, Eu(III) 이온의 흡착면 pH가 결정성과 비결정성Al2O3에 대해 각각 5.5와

6.7 값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정성이 크면 흡착능이 감소하므로 흡착면 pH가 증가
한 결과는 예상과 일치한다. 결정성이 크면 계면의 ≡S- OH 원자단의 구조가 서로
다를 수 있고 흡착자리의 농도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α- Al2O3의
경우에 Eu(III) 이온이 쉽게 흡착할 수 있는 결정의 모서리에 존재하는 ≡S- OH 자
리 수가 비결정성의 경우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피콜린산의 존재가 Eu(III) 이온의 흡착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비결정성 Al2O3에서는 용액 중에 피콜린산이 존재해도 흡착면 pH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α- Al2O3에 대해서는 흡착면 pH가 6.7에서 7.2로 증가함으로써 피콜린산이

Eu(III) 이온의 흡착을 방해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두 경우에 피콜린산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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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화학종 변화와 비교하기 위하여 흡착 조건과 동일한 피콜린
산 농도 조건에서 열역학자료를 이용하여 pH에 따른 화학종변화를 나타낸 그림

3- 9- 19와 비교하였다. 비결정성의 흡착면 pH에 해당하는 pH 4 내지 6의 범위에서
pH가 증가하면 EuL2+ 및 EuL2+ (L = 피콜린산) 화학종의 농도가 증가하였지만 피
콜린산의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3- 9- 22의 원 부호). Eu(III)- 피콜린산
착물의 농도가 최대값을 보이는 pH 6 내지 7의 범위에서도 흡착의 감소는 발견할
수 없다. 비결정성인 크로마토그라피용 Al2O3의 경우에 pHzpc이 약 7.5이므로 pH가

7이하인 조건에서 Al2O3 표면에 존재하는 음전하 흡착자리(≡SO- )의 비율은 낮고
오히려 양전하 자리(≡SOH2+)의 비율은 높기 때문에 Eu3+, Eu(OH)2+ 등과 같은 양
전하 화학종의 흡착은 정전기적 반발력의 영향으로 힘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3- 9- 76].
산성 및 중성조건에서 Cl− 이온을 함유하는 용액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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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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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S–OEuL2 (L = CH3COO- )의 표면 화학종
을 생성하고, oxalate 또는 carbonate의 경우에는 (≡S–O)2EuHL 또는 ≡S–OEuL (L

= C2O42- 또는 CO32- )의 표면 화학종을 생성한다[3- 9- 4]. 따라서 카르복실기와 피리
딘 질소가 Eu(III) 이온에 배위되어 킬레이트를 생성하는 피콜린산도 Al2O3 표면에
대한 Eu(III) 이온의 흡착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흡착의 증진은 나타나지
않았다.
흡착의 증진이 나타난 pH가 7이하인 조건에서는 용액 중에 Eu(III) 가수분해 화
학종의 존재는 무시할 수 있으므로 피콜린산이 존재할 때의 흡착반응은 자유 Eu3+
이온과 EuLn(3- n)+ 이온의 경쟁이다. 따라서 피콜린산이 겉보기 흡착에 영향을 미치
지 못한 것은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흡착 생성물이 수용성 착물
생성물보다 열역학적으로 유리한 경우이다. 그러나 흡착률이 증가하는 pH와 피콜린
산 착물 생성이 증가하는 pH 범위가 유사한 것을 고려할 때 이 실험 조건에서는
영향을 나타내지 못할 정도로 흡착 생성물이 열역학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또 다른 경우는 E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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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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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1. Adsorption of picolinate on aged TiO2 surface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Eu(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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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22. Adsorption ratio of Eu(III) against pH on Al2O3 surface at variou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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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결정성 α- Al2O3의 경우(그림 3- 9- 22의 사각형 부호)에는 흡착면 pH에
해당하는 pH 4 내지 6의 범위에서 pH가 증가하면 EuL2+, EuL2+ 및 EuL30(aq) (L =
피콜린산) 화학종의 농도가 최대값을 보이고 있다. 즉 Eu(III)- 피콜린산의 수용성
착물 화학종 생성이 Eu(III) 이온의 α- Al2O3 표면흡착을 방해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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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비결정성 Al2O3에 대하여 Eu(III) 이온이 존재하거나 존재
하지 않는 조건에서 pH에 따른 피콜린산의 흡착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3- 9- 23에
나타내었다. 우선 결정성 Al2O3의 경우(사각형 부호)에 Eu(III) 이온의 흡착과 무관
하게 피콜린산은 흡착되지 않았다. 반면에 비결정성 Al2O3의 경우(원 부호)에 피콜
린산이 Eu(III) 이온의 흡착과 무관하게 pH 5 부근에서 최대 흡착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최대 흡착량은 Eu(III) 이온의 농도 (0.1 mM) 보다 많은 0.37 mM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피콜린산이 직접 비결정성 Al2O3 표면과 반응하였음을 나타낸
다. 음전하의 리간드와 양전하의 금속이온은 다음과 같이 흡착반응 메카니즘에서
차이를 보인다.
≡S- OH+ H+ + Lx- ⇋ ≡S- OH2+ + Lx- ⇋≡S- L(x- 1)- + H2O

(13)

≡S- OH + OH- + Mn+ ⇋ ≡S- O- + H2O + Mn+

(14)

⇋ ≡S- O- M(n- 1)+ + H2O

리간드가 흡착되기 위해서는 표면의 금속원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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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전하의 금속이온이 흡착되기 위해서는 표면 수산기의
양성자 이탈반응에 의하여 음전하의 자리가 생성될 필요가 있고 이 현상은 pH가
증가할수록 유리하다. 따라서 리간드가 Eu(III) 이온과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흡착반
응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림 3- 9- 23에서 피콜린산의 최대 흡착이 pH 5 부근에서 나타나는 것은 피콜린
산의 해리상수를 나타내는 pKa 값이 5.21[3- 9- 47]인 것과 일치한다. 더 낮은 pH에
서는 반응식 (14)에 따라 양성자 해리된 음전하 리간드 비율이 감소하고 반대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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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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이나 금속산화물 표면에서 리간드 흡착자
리와 Eu(III) 이온 흡착자리는 서로 다르므로[3- 9- 4] 피콜린산 흡착반응과 Eu(III)
이온의 흡착반응은 서로 경쟁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림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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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전달에 의한 Eu(III) 형광[3- 9- 72]이 관찰되어야 한다. 피콜린산이 존재하는
경우 pH 6 조건에서 흡착된 Eu(III)의 형광 스펙트럼을 HClO4 용액 중에 존재하는

Eu3+ 이온의 형광스펙트럼과 비교하여 그림 3- 9- 24에 나타내었다. 피콜린산이 존재
하는 조건에서 흡착된 Eu(III) 화학종이 Eu3+ 이온의 여기를 무시할 수 있는 277.6

nm 파장의 빛에 의해 여기되어 전형적인 5D0→7Fj(j = 1 및 2)의 발광스펙트럼을 보
여주고 있다. 이것은 비결정성 Al2O3 표면에 존재하는 Eu(III) 이온이 피콜린산과
에너지 전달이 가능한 화학결합에 의해 내부권 삼성분 표면착물을 생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가지 Eu(III) 화학종의 형광 스펙트럼상의 차이도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을 뒷
받침하고 있다. 용액 중의 Eu3+ 이온의 스펙트럼은 5D0→7F2 전이(616.2 nm)가 5D0
→7F1 전이(591.6 nm)보다 발광세기가 약하지만 (IF2/IF1 = 0.3) 비결정성 Al2O3 표면

에 존재하는 Eu(III)- 피콜린산 착물은 5D0→7F2 전이(616.2 nm)가 5D0→7F1 전이

(593.6 nm)보다 발광세기가 크게 증가하였다(IF2/IF1 = 2.8). Eu3+ 이온이 화학결합을
형성하면 Eu(III) 이온 주위의 대칭성에 변화가 나타난다. 즉, 용액 중의 Eu3+ 이온
은 반전대칭(inversion symmetry)이지만 비결정성 Al2O3 표면에서 ≡S- O- Eu(III)피콜린산 구조의 A형 삼성분 표면착물을 형성하면 Eu(III) 이온 주위의 반전대칭성
이 크게 손상되므로 hypersensitive transition인 5D0→7F2 전이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IF2/IF1 = 2.8).
비결정성 Al2O3에 대하여 Na+ 이온의 존재가 Eu(III) 이온의 흡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그림 3- 9- 22의 검게 채워진 원 부호와 +자로 채워진 원 부호
참조). 이것은 내부권 표면착물을 생성하지 못하는 Na+ 이온이 흡착자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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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3. Adsorption of picolinate against pH on Al2O3 surface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Eu(III) ion.

- 446 -

Eu3+ in solution

Intensity, arb. scale

8

Eu(III)-pic on Al2O3

6

4

2

0
560

580

600

620

640

660

Emission wavelength, nm

Fig. 3- 9- 24. Fluorescence emission spectrum of Eu3+ in HClO4 solution and
adsorbed Eu(III)- picolinate adsorbed onto amorphous Al2O3 surface at pH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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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성 (α- Al2O3) 및 비결정성 Al2O3의 표면 수산기의 차이는 산- 염기 전위차
적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1 mM HClO4를 함유한 0.1 M NaClO4 수용액 중의 결
정성 및 비결정성 Al2O3(10 g/L)를 0.1 M NaOH 용액으로 Ar 분위기에서 적정한
결과를 그림 3- 9- 25에 나타내었다. 비교를 위하여 Al2O3를 함유하지 않은 HClO4 용
액의 산- 염기 적정결과를 그림 3- 9- 25에 함께 나타내었다. 결정성 및 비결정성

Al2O3는 적정곡선의 모양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α- Al2O3(삼각형 부호)는 비
결정성 Al2O3(원 부호)에 비하여 반응식 (11) 및 (12)로 나타낼 수 있는 완충영역이
매우 좁게 나타났으므로 상대적으로 양쪽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결정
성 Al2O3는 특히 반응식 (12)로 표현되는 수산이온 소모가 매우 커서 가해주는 수
산이온의 농도가 증가하여도 중화점을 나타내는 pH의 급격한 증가는 보이고 있지
않다. 즉 결정성 및 비결정성 Al2O3 표면에 존재하는 수산기의 산- 염기 특성은 서
로 크게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동일한 결정성 Al2O3의 경우에도 산을 가한 시기에 따라 적정곡선의 차이가 나
타났다. Al2O3 분말을 수용액에 분산하고 산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가한 다음 적정한
결과들을 비교하여 그림 3- 9- 26에 나타내었다. 시료 (a)는 1 mM HClO4를 함유한

0.1 M NaClO4 수용액에 결정성 Al2O3를 분산시킨 직후에 바로 이어서 적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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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주
면서 방치하여 양성자와 반응할 수 있는 Al2O3 표면의 반응자리를 모두 반응시킨
다음에 적정을 시작한 경우의 결과이다(원 부호). 시료 (a)에 비해 시료 (b)는 하루
밤 방치하는 중에 많은 양성자가 이미 소모되었기 때문에 적은 양의 NaOH를 가해
도 pH가 증가하였다. 시료 (c)는 중성의 0.1 M NaClO4 수용액에 결정성 Al2O3를
분산시키고 하루 밤 동안 용액을 가볍게 저어주면서 방치하여 가수분해될 수 있는
모든 흡착자리를 충분히 반응시킨 다음 1 mM 농도가 되도록 HClO4를 가하고 적정
을 시작한 경우의 결과이다(삼각형 부호). 시료 (a)와 비교할 때 시료 (c)의 적정결
과는 산성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하루 밤 방치하는 중에 가수분해에 의하여 표
면에 많은 양의 수산기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중화점을 지나면 NaOH 소모가 증가
하였다.
이 결과들은 TiO2의 숙성이 Eu(III) 이온의 흡착(그림 3- 9- 18 참조)이나 산- 염기
전위차 적정(그림 3- 9- 20 참조)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Al2O3의 경우에도 흡착실험
을 위하여 금속산화물을 전처리하는 과정에 따라서 (여기서는 산- 염기를 가하는 시
기) 산- 염기 전위차 적정뿐만 아니라 Eu(III) 이온의 흡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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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25. Potentiometric titration of amorphous and α- Al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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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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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외선분광분석
결정성 Al2O3 표면에 피콜린산이 흡착하지 못하는 것과 다르게 비결정성 Al2O3
표면은 Eu(III) 이온의 흡착과 관계없이 피콜린산을 강하게 흡착하였다. 흡착된 피
콜린산과 Al2O3 표면의 알루미늄 원소의 화학결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외선 분광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비결정성 Al2O3 표면에 흡착된 피콜린산과 비교하기 위하
여 피콜린산, Na+- 피콜린산, Cu2+- 피콜린산 및 Al3+- 피콜린산도 함께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각각 그림 3- 9- 27 및 3- 9- 28에 나타내었다.
금속산화물 계면에서의 유기산 흡착은 광물의 풍화와 용해에 큰 영향을 미치므
로[3- 9- 77∼3- 9- 80] 흡착 메카니즘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천연 휴믹산 유사체로 자주 이용되는 살리실산과 자연 중의 대표적인 금속산화물인
산화알루미늄(γ- alumina, gibbsite, boehmite, bayerite, goethite 등)의 반응을 대표
적인 예로들 수 있다[3- 9- 44, 3- 9- 81∼3- 9- 84].
이와 같은 흡착반응은 주로 유기산의 카르복실 및 페놀성 수산 작용기와 금속산
화물 표면의 금속원소 사이의 상호작용이며, 이 결과로 두 작용기의 진동수에 변화
가 발생하므로 적외선분광분석 기술이 자주 적용된다[3- 9- 45, 3- 9- 85, 3- 9- 86]. 그
러나 흡착에 의해 생성되는 표면 착물의 구조가 금속산화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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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외선 스펙트럼 변화로 부터 결합 방식을 추론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금
속산화물 계면에 흡착된 피콜린산의 결합 특성을 적외선분광법으로 측정한 결과는
보고된 바 없다.
표 3- 9- 1에 몇 가지 유기산(벤조산, 프탈산 및 살리실산)의 Na- 유기산염과 α

- Al2O3에 흡착된 화학종에 대하여 발표된 대표적인 진동 방식과 진동수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동일한 금속산화물에 대하여 유사한 pH 조건(6 또는 7)에서 흡착이 이
루어졌지만 유기산 종류에 따라 Na- 유기산염과 α- Al2O3- 유기산 흡착화학종에 대한
흡수 파장의 변화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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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색 이동을 보이고 있다.
표 3- 9- 1의 진동방식에 대한 흡수파장과 그림 3- 9- 27의 피콜린산에 대한 적외선
분광스펙트럼 결과를 바탕으로 피콜린산 화학종에 대한 여러 가지 진동방식의 흡수
파장을 구하여 표 3- 9- 2에 나타내었다. 1450 cm- 1에서 나타나는 νC- C(ring- COO- )에
해당하는 진동은 상대적으로 그 세기가 약하고, 특히 Al2O3에 흡착된 피콜린산의
경우에 Al2O3에 의한 바탕값 흡수가 높은 값을 보이므로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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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벤조산의 경우와 다르게 피콜린산과 금속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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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원소와 안정한 킬레이
트 고리 착물을 생성할 있으며 이 효과가 Al(III)의 경우보다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Cu- 피콜린산의 경우에, 피리딘 질소가 Cu(II)에 강하게 배위되기 때문에 함께 배
위되어 킬레이트를 생성하는 카르복실 작용기의 배위도 그만큼 강해지고, 피리딘
고리의 전자밀도가 감소하여 Al- 피콜린산이나 Na- 피콜린산과 비교하여 νs(- COO- )
와 νC- C(ring)가 적색 이동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같은 이유 때문에 그림 3- 9- 27
의 Al2O3- 피콜린산의 스펙트럼은 νs(- COO- ) 진동방식과 νC- C(ring) 진동방식의 흡
수파장에서 그림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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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특성의 측정과 이온 세기 및 pH가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에 미치는 영향의 측
정 등에 의한 세밀한 실험이 필요하다.

(4) 카올리나이트에 대한 흡착 특성
실리카판과 깁사이트판이 1:1의 비율로 구성한 전형적인 진흙광물인 카올리나이
트는 세 가지 흡착자리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Si(IV)나 Al(III)보다 낮은 원자가의
원소에 의해 동형 치환된 영구 음전하 자리로서 매개역할을 하는 양이온에 의해 두
판의 결합을 유도하며 이온교환에 의한 흡착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두
판의 모서리에 각각 존재하는 silanol 및 aluminol 표면수산기가 있다. 이들은 화학
결합에 의해 표면착물을 생성하면서 흡착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이다. 화학결합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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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도 서로 크게 다를 것이다. 카올리나이트에 대하여 피콜린산 리간드
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조건, 그리고 Na+ 이온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pH에 따른 Eu(III) 이온의 흡착을 측정하였다. 이 결과들을 그림 3- 9- 29
에 함께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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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27(a). ATR- FTIR spectra of picolinate adsorbed onto Al2O3 surface
(range of 500 to 1300 cm- 1).

- 453 -

Absorbance, arb. scale

0.10

0.08

c: (Al2O3-L)-(Al2O3)

0.06

b: Al2O3-L

0.04

a: Al2O3

0.02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Wavenumber, cm-1

Fig. 3- 9- 27(b). ATR- FTIR spectra of picolinate adsorbed onto Al2O3 surface
(range of 1200 to 2000 c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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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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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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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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9- 1. Characteristic peak frequencies of sodium salt of organic acids
and adsorbed species onto α- Al2O3.
ν(cm- 1)

Mode

benzoate

phthalate

salicylate

[3- 9- 87]

[3- 9- 87]

[3- 9- 42]

L- Na

L- Al2O3

L- Na

-

-

1388

1388

1415

-

1418

1415

-

1424

1553

1554

νas(- COO- )

νC- C

(ring- COO- )
νC- C (ring)

L- Na

L- Al2O3
(pH 7)

(pH6)

(pH6)
νs(- COO- )

L- Al2O3

1392

1376

1422
1552

1552

-

-

-

1565

-

-

1576

1581

1597

1593

-

1448

1441

1449

1454

1459

1491

1496

1486

1491

1487

1478

1632

1611

1508
1596

16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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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

Table 3- 9- 2. Characteristic peak frequencies of picolinate of various
complexed and adsorbed species onto am- Al2O3.
Mode

νs(- COO- )

νas(- COO- )

νC- C

(ring- COO- )
νC- C (ring)

ν(cm- 1)

L- Na

L- Al

L- Cu

L- Al2O3

-

-

1345

1350

1387

1375

-

1389

1404

1387

-

1406

1541

1541

1541

-

1561

1561

1559

1564

1581

1574

1570

1584

-

-

-

-

1604

1611

16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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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III) 이온 흡착의 pH 의존성에 미치는 피콜린산의 영향은 Na+ 이온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Eu(III) 이온이 흡착할 수 있는 자리는 영구 음
전하 자리와 화학결합을 생성할 수 있는 표면 수산기 자리다. 영구 음전하 자리의
전하는 양성자 첨가나 양성자 이탈 반응과 무관하므로 낮은 pH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 양전하의 Eu3+ 이온과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흡착할 수 있다. 만약 높은 농도
의 Na+ 이온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면 영구 음전하 자리와 Eu(III) 이온 사이의 정
전기적 인력에 의한 흡착에 Na+ 이온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순수한 피콜
린산의 영향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림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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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pH 변화에 따른 Eu(III)- 피
콜린산 착물의 화학종 분포 변화를 나타낸 그림 3- 9- 19를 보면 설명이 가능하다.
즉, Eu(III)이온의 흡착 증가가 나타난 pH 4.5 이하의 영역에서 착물 생성 정도가
무시할 정도로 낮으므로 피콜린산이 존재해도 흡착에는 영향을 줄 수 없었다. Na+
이온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Eu(III)- 피콜린산 착물이 생성되지 않는 낮은 pH에
서 흡착 증가가 나타났고, 그 결과로 피콜린산이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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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하였기 때문에 흡착면 pH가 2에서 4 이상으로 증
가하였다. 이것은 영구 음전하 자리에서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흡착이 Na+ 이온
과의 경쟁에 의하여 크게 감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콜린산이 존재하면

Eu(III)- 피콜린산 착물이 생성되지 않는 pH가 4 이하인 조건에서도 피콜린산이 존
재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흡착률을 보이고 있으며 pH가 4.5보다
커서 Eu(III)- 피콜린산 착물 생성을 무시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pH가 증가하여도

pH 6.5까지 흡착률이 증가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Eu(III) 이온이
aluminol 또는 silanol과 반응하여 표면착물을 생성할 수 있는 흡착자리의 양이 정
전기적 인력에 의하여 흡착할 수 있는 영구 음전하자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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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pH 7 이상에서는 Eu(III)- 피콜린산 착물의 분포가 감소
하고 Eu(OH)30 가수분해물의 침전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Eu(III)- 피콜린산 착물 생
성에 의한 흡착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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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29. Adsorption ratio of Eu(III) against pH on kaolinite surface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picol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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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9- 29는 Na+ 이온이 존재하지 않으면 피콜린산이 흡착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림 3- 9- 19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pH 4.5 내
지 7.5 범위에서 Eu(III)- 피콜린산 착물 생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 이 pH
범위에서는 ≡S- O- Eu(III)- 피콜린산의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에 의한 흡착을 배제할
수 없다. Eu(III) 이온이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의 피콜린산 흡착량을 측정
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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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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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f 와 4f 전자궤도함수의 공간분포 차이 때문에 악티나이드 원소가 란탄족 원소보
다 d- 전자궤도함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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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궤도함수의 화학결합 참여가 감소하므로 산화수가 같
은 두 족의 원소들은 서로 유사한 화학거동 특성을 보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악티나이드 원소가 Am(III) 및 Cm(III) 이온이다. Eu(III) 이온은 유사한
이온반경과 형광특성 때문에 Am(III) 또는 Cm(III) 이온의 화학거동 유사체로 자주
사용하고 있다.
피콜린산과 같은 유기 리간드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금속(수)산화물 표면에 대한
두 금속이온(Am(III) 및 Eu(III))의 흡착 반응을 측정한다면, 그 결과는 금속(수)산
화물 표면과 금속이온뿐만 아니라 금속이온과 유기 리간드 사이의 상호작용까지 반
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화학거동이 서로 다른 금속이온들의 흡착을 비교할 경우에
유기 리간드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측정하는 것보다는 유기 리간드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측정한 결과가 화학적 거동의 차이를 더 크게 반영함으로써 실험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Eu(III) 이온과 피콜린산이 삼성분 표면착물을 생성하는 am- SiO2 표면에 대하여
pH 변화에 따른 Am(III) 이온과 Eu(III) 이온의 흡착률 변화를 비교하여 보고하였
다[3- 9- 72]. 이 보고에 따르면 Am(III) 및 Eu(III) 이온의 pH 변화에 대한 흡착률
변화가 서로 일치하여 Eu(III)을 사용하여 밝힌 금속산화물 계면에서의 화학거동 결
과가 Am(III)의 화학거동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나타냈었다. Eu(III) 이온과 Am(III)
이온의 화학거동이 서로 잘 일치한다는 위와 같은 실험적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동일한 측정을 숙성된 TiO2, 결정성 및 비결정성 Al2O3, 그리고 카올리나이트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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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시약 확보의 어려움과 실험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241

Am(III) 이온 농도를

Eu(III) 이온 농도만큼 높게 사용할 수 없었으며, 흡착률 계산을 위한 Eu(III) 이온
정량을 위해서는 Eu(III) 이온 농도를
었다. 그러므로

241

Am(III) 이온 농도만큼 낮게 사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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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이온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수)산

화알루미늄은 결정 종류에 관계없이 빠른 반응 자리와 느린 반응 자리[3- 9- 74] 또
는 금속이온과 강한 결합을 생성하는 흡착자리와 약한 결합을 생성하는 흡착자리

(γ- Al2O3) [3- 9- 60] 등과 같이 두 가지의 흡착자리를 가정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완전한 단결정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수)산화알루미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TiO2나 카올리나이트에도 반응성이 다른 자리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화학양론적으로 [Am(III)] ≪ [Eu(III)]인 조건에서, 만약 Am(III) 이온이 Eu(III)
이온보다 더 강하게 흡착된다면, Am(III) 이온이 강한 결합을 형성하는 흡착자리와
우선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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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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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금속산화물과 카올리나이트에 대하여 피콜린산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pH에 따른 Eu(III) 이온과 Am(III) 이온의 흡착을 비교 측정한 결과를 그림 3- 9- 31
에 나타내었다. 카올리나이트 (마름모꼴 부호), 숙성된 TiO2 (사각형 부호), 비결정
성 Al2O3 (삼각형 부호), 그리고 결정성 α- Al2O3(원형 부호)에 대하여 Eu(III) 이온

(채운 부호)과

241

Am(III) 이온(비운 부호)의 pH에 따른 흡착률 변화가 실험오차 범

위 내에서 서로 잘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Eu(III) 이온을 사용해서 측정한 화학종
규명 연구 결과를 Am(III) 이온의 화학거동에 적용해도 결과에 큰 오차를 유발하지
않을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Eu(III) 이온을 Am(III) 이온에 대한 화학적 유사
체로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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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30. Adsorption of picolinate on kaolinit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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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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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산화물 흡착제 표면의 증류수에 의한 숙성과 결정성이 Eu(III) 이온의 흡착
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TiO2(anatase)와 비결정성 및 결정성 (α- 형) Al2O3를 사용해
서 피콜린산 존재에서 pH에 따른 흡착률을 측정하여 보고하였다. 증류수에서 숙성
시킨 TiO2는 숙성시키지 않은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pH에서 Eu(III)을 흡착
함으로써 증류수에서의 숙성이 TiO2 표면의 결정성 또는 수산기의 구조를 변화시켰
음을 보였다. 숙성의 결과로 Eu(III) 이온의 흡착이 증가하는 pH 영역이 Eu(III)- 피
콜린산의 수용성 착물을 많이 생성하는 pH 범위까지 증가하였기 때문에 흡착이 감
소되는 결과를 보였다. TiO2 금속산화물은 증류수에서 숙성과정을 거친 후, 비결정
성 금속산화물이 보이는 양쪽성 산- 염기 특성이 감소한 것을 보고하였다(산- 염기
전위차 적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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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하였으므로 ≡SO- Eu(III) 구조
의 이성분 표면착물보다는 낮은 안정성을 나타낸다.
비결정성 Al2O3은 결정성 α- Al2O3보다 낮은 pH에서 Eu(III)을 흡착하였다.

Eu(III) 이온의 흡착이 증가하는 pH 영역이 Eu(III)- 피콜린산의 수용성 착물이 많이
생성되는 pH 범위이지만 흡착률이 피콜린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Eu(III) 이온의
흡착과 무관하게 Eu(III) 이온 흡착량의 4배 정도 많은 양의 피콜린산이 흡착됨으로
써 표면의 알루미늄 원소에 피콜린산이 배위되는 음이온 흡착이 있었음을 나타내었
다. 흡착된 Eu(III) 이온이 피콜린산으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아 형광을 발광하였으
므로 ≡SO- Eu(III)- 피콜린산 구조의 삼성분 표면착물이 생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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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가 나타났다. 피콜린산의 흡착은 나타나지 않았다. 산- 염기 전
위차 적정 결과는 비결정성 Al2O3에서 양쪽성 산- 염기 특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냈으
나 결정성 α- Al2O3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내었다. 한편 결정성 α- Al2O3에서도
산 용액과 반응시킨 시간에 따라 산- 염기 전위차적정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
므로 산- 염기를 가하는 시기에 따라 Eu(III) 이온의 흡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Al2O3 표면에 흡착된 피콜린산의 적외선분광분석 결과는 νs(- COO- ) 진동방식과
νC- C(ring) 진동방식의 흡수파장에서 Cu(II) 착물보다는 Al(III) 착물 또는 Na- 유기

산염의 스펙트럼에 가까운 진동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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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은 Na+ 이온의 존재 여부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Na+ 이온이 존재하지 않으면 영구 음전하자리에서의 이
온교환에 의한 흡착이 Eu(III)- 피콜린산 착물생성을 무시할 수 있는 낮은 pH에서
이루어지므로 피콜린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Na+ 이온이 존재하면 이온교환에 의
한 흡착 대신에 양성자와의 치환반응에 의한 흡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흡착률이
증가하는 pH가 Eu(III)- 피콜린산 착물생성을 무시할 수 없는 범위까지 증가하였고
흡착률은 감소하였다. 피콜린산의 흡착은 나타나지 않았다.
피콜린산 리간드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pH에 따른 Eu(III) 및 Am(III) 이온의 흡
착을 카올리나이트, 숙성된 TiO2, 비결정성 Al2O3, 그리고 결정성 α- Al2O3에 대하여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두 이온들의 pH에 따른 흡착률 변화가 실험오차 범위 내에서
서로 잘 일치하였다. 이것은 Eu(III) 이온을 화학적 유사체로 사용하여 Am(III) 이
온의 화학거동 자료를 측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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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iO2- Pu(VI)- picolinate 삼성분 표면화학종 생성 연구
가. 서론
악티나이드는 란타나이드와 마찬가지로 f- 전자궤도함수에 전자가 채워지는 원소
들이므로 화학결합의 이온결합성이 강하다. 6s 및 6p 전자궤도함수에 대한 4f- 전자
궤도함수보다는 7s 및 7p 전자궤도함수에 대한 5f- 전자궤도함수의 공간확장이 더
크므로 란타나이드보다 f- 전자궤도함수가 화학결합에 많이 참여하며, 공유결합성도
더 크다. 5f- , 6d- , 7s- 및 7p- 전자궤도함수들의 에너지준위 차이가 화학결합에너지
범위이므로 결합되는 리간드에 따라 전자구조가 쉽게 변한다. 우라늄 이온은 수용
액 중에서, 강한 환원조건이 아니면, U(VI) 산화상태를 유지하므로 화학반응 측정에
서 산화수변화가 문제되지 않는다. 플루토늄은 산화상태 사이의 산화- 환원 전위차
가 크지 못하여, 가장 안정한 산화상태가 Pu(IV)이기는 하지만, Pu(III, IV, V, 그리
고 VI) 산화상태들이 함께 공존한다. 그래서 U(VI)과 달이 Pu(VI)의 화학거동을 규
명할 때, 산화상태의 유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악티나이드 원소의 특정 산화상태에 대한 화학거동을 측정할 때, 실험용 시약을
구하기 어렵거나, 특정 동위원소들의 높은 비방사성 때문에 실험이 어렵거나, 산화
상태 사이의 전위차가 작아서 특정 산화상태를 정량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거나, 형
광과 같이 검출이 유리한 물리화학적 특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유사체를 사용하
는 경우가 있다. 즉, An(III)는 Ln(III) 특히 Eu(III)를, An(IV)는 Th(IV)를, An(V)
는 Np(V)를, 그리고 An(VI)는 U(VI)을 주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PuO22+와 PuO2+
이온은 산화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molar heat capacity를 실험적으로 구하기
어려우므로 UO22+ 및 NpO2+의 값을 이용한다. 이것은 U(VI)과 Pu(VI), 그리고

Np(V)와 Pu(V)은 산화- 환원거동을 제외하면 서로 유사한 화학거동을 보일 것이라
는 조건을 전제로 하며 실험적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산성 수용액에서 단원자 이온으로 존재하는 An(III, 또는 IV)와 다르게, U(VI)와

Pu(VI)는 악티닐 이온의 구조(O=An=O)를 갖기 때문에 O=An=O 축에 지각인 수평
면방향으로만 배위수 4 내지 6의 리간드가 배위된다. 두 가지 이상의 리간드가 배
위하여 3성분착물을 형성하기도 한다[3- 9- 88]. 산화물 표면에 U(VI) 이온이 흡착할
경우에 3성분 표면착물 형성이 흡착을 증진시킬 수 있다[3- 9- 89 ∼ 3- 9- 91]. 광물
표면에 U(VI) 이온이 흡착할 때, 외부권착물생성과 내부권착물생성에 의한 흡착 유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3- 9- 20, 3- 9- 92]. 이러한 흡착유형은 3성분표면착물을 형성
할 때도 가능하다[3- 9- 21, 3- 9- 93].

U(VI)이 SiO2, Al2O3 및 TiO2에 흡착될 때, SiO2에 대해서만 흡착면 pH 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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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콜린산염이 3성분 표면착물을 형성함으로써 U(VI)의 흡착을 약간 증진시켰다

[3- 9- 72]. 이보다 높은 pH 영역에서는 수산이온이 관여하는 표면착물 생성반응과
경쟁하므로 피콜린산염의 기여도가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콜린산염 존재가

SiO2의 Pu(VI) 이온 흡착에서도 흡착면 pH를 낮추는지 확인하고, 흡착면 pH를
U(VI) 이온의 흡착과 비교하여 U(VI) 이온을 이용한 흡착거동 연구결과를 Pu(VI)
이온의 흡착거동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수용액 중
에서, U(VI) 이온의 경우와 다르게, Pu(VI) 이온은 자체적으로 환원반응하여 Pu(V)
이온과 공존하게 된다. Pu(VI) 산화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차아염소산염 첨가법을
이용하고 오존첨가법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나. 실험

(1) 실험재료
모든 용액 준비에는 Milli- Q 시스템을 통과한 무이온수를 사용하였다. 과산화우
라닐의 침전법으로 정제한 U(VI)을 과염소산에 용해하고 표준 K2Cr2O7으로 전위차
적정하여 우라늄 농도를 측정하였다. 피콜린산을 증류수에 용해하고 NaOH 용액으
로 산- 염기 적정(DL77, Mettler)하여 농도를 측정하였다. SiO2(Aldrich, 230- 400

mesh, 60 A)는 별도의 정제과정 없이 120oC에서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이온강도를
맞추기 위한 과염소산나트륨 용액은 NaClO4ㆍH2O(분석급)를 증류수에 용해하여 준
비하였다. 플루토늄(VI)의 산화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차아염소산염(4% NaClO)을
사용하였다. 기타 시약은 분석급을 사용하였다.
플루토늄 산화물(242PuO2, 99.932%, 반감기=3.75×105 년, ORNL, USA)을 진한 질
산- 소량 플루오르산 용액에 용해시킨 후, 진한 과염소산을 가하고 증발 건고시키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여 불용성 물질이 없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증발 건고된 플
루토늄에 약간의 0.3 M HClO4를 가하고 약하게 가열하여 플루토늄(VI) 모용액을
얻었다. α- 분광분석법과 액체섬광계수법으로 정량한 모용액 중의 플루토늄 농도는

3.94 mM이었고 수소 이온 농도는 0.54 M이었다. 흡수분광분석법으로 플루토늄이
모두 Pu(VI) 이온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실험방법
모든 반응용액은 0.01 M (NaClO4) 이온강도, 25oC의 온도 그리고 산소 기체분위
기를 유지하였다. 실리카 농도는 10 g/L, U(VI) 농도는 0.1 mM, 플루토늄 농도는

12 Bq/ml (1 μM), 그리고 피콜린산 농도는 0.4 mM로 맞추었다. 플루토늄 흡착을
실험할 때는 플루토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혼합한 용액 40 ml 부피에 4% Na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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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0.07 ml 가하고 하루 밤 방치하여 Pu(VI)를 환원시킬 수 있는 모든 환원제를
제거하였다. 다음날 아침 50 mM HClO4 용액에 담긴 51 μM 농도의 Pu(VI) 용액을

1 ml을 가하고, NaOH 용액을 이용하여 pH를 조절하면서 흡착실험을 진행하였다.
NaOH 용액을 가하고 pH를 측정하는 것은 자동적정기(DL77ES, Mettler)를 사용하
였으며 U(VI) 또는 Pu(VI) 농도를 계산할 때 NaOH 용액에 의한 부피 증가를 보정
하였다. pH 전극은 표준 pH 완충용액(Mettler Toledo)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흡
착실험 용액이 목표 pH에 도달하도록 NaOH를 가하고, 용액의 pH 변화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을 때까지 기다린 이후에, 30분 이상을 더 교반하여 흡착반응이
평형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실리카를 포함한 5 ml의 용액을 취하여 원심분리관에
가하고 하루 밤 동안 관을 상하로 돌려서 교반하고 고체상을 원심분리법(High

centrifuge, 18000 rpm, 20 min)으로 제거하였다. 상등액 0.5 ml을 취하여 2 ml의
FLURAN이 담긴 1회용 형광셀에 가하고 형광분석기(자체 제작, N2 레이저)에서 형
광세기를 측정하여 우라늄을 정량하였다. 상등액으로부터 1 ml을 취하여 0.1 M

HNO3 0.1 ml이 담긴 LSC용 병에 가하고

242

Pu 분석용으로 보관하였다.

242

Pu 농도

는 액체섬광계수(2560TR/XL, PACKARD)법으로 정량하였다. 섬광용 용액은

Ultima Gold XR(Perkin Elmer)를 사용하였다. 남은 용액에 젓개용 자석을 가하고
pH를 측정하였다. 흡착에 의하여 용액으로부터 제거된 우라늄 및 플루토늄 양은 초
기에 가해준 양과 실리카를 분리한 후에 용액에 존재하는 양의 차이로부터 계산하
고 흡착률(= 흡착에 의해 제거된 농도/ 가해준 농도)을 계산하였다.
다. 결과 및 논의

(1) 오존이 반응용액에 미치는 영향
HClO4 매질에 존재하는 Pu(IV) 용액에 산소- 오존 기체를 통과시키면 Pu(V)를
거쳐 Pu(VI)로 산화되는 것을 흡광스펙트럼으로 확인할 수 있다[3- 9- 72]. 그러나
산소- 오존 기체를 통과시키면 용액의 pH가 낮아지고 오존 통과를 멈추어도 pH가
낮아지는 현상은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었다. 이것은 공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 기체
가 오존에 의해 산화되고, 질소산화물이 물과 반응하여 질산을 생성하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 9- 32에 오존을 통과시킨 증류수와 0.1 mM의 NaNO3 수용액의
흡수스펙트럼을 비교하여 나타냈다. 용존 오존(260 nm에서의 흡광)에 의해 질산염

(205 nm에서의 흡광)이 생성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증류수에 질소 기체와 오존을
함께 통과시키면 용해된 오존은 기체로 축출되므로 260 nm에서의 흡광은 나타나지
않지만 질소산화물 생성은 지속되므로 205 nm에서의 흡광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질산염 농도를 정량했을 때 그 농도는 205 n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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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32. Absorption spectrum of 0.1 mM NaNO3, water after ozonolysis,
and water after ozonolysis and nitrogen pu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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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흡광도(흡광계수=9444 M- 1cm- 1)로부터 계산한 값과 5% 이내에서 일치 하였
다. 따라서 플루토늄을 Pu(VI) 산화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오존첨가반응을 이용
할 때는 질소의 산화에 의해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HNO3가 생성됨을 고려해야 한
다. 질산 용액에 존재하는 피콜린산에 오존을 통과시켜도 흡수스펙트럼의 변화는
없었으나 오존의 제거와 pH 평형의 어려움 때문에 산화제로서 차아염소산을 이용
하기로 하였다.

(2) U(VI) 정량법
FLURAN 용액을 사용하여 형광측정법으로 U(VI)을 분석할 때의 오차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U(VI) 흡착실험에 사용할 용액과 동일한 조성(10 mM NaClO4)에

0 내지 50 μM 농도로 존재하는 U(VI) 용액을 준비하였다. 이 용액을 0.5 ml 취하
여 2 ml의 FLURAN 용액이 담긴 형광셀에 가하였다. 용액을 준비한 후 일정한 시
간 간격으로 형광분석기에서 형광세기를 측정하였다. 형광세기는 기기 출력이 1000

counts를 넘지 않는 최대값이 되도록 HV 값을 선택하여 PMT 의 감도를 조절하였
다. 출력을 HV 값으로 나누어 정규화 하였다. 그 결과를 그림 3- 9- 33에 나타내었
다. 측정한 형광세기와 U(VI) 농도는 선형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
형광의 세기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것은 기기가 시간에 따른 요동을 보이는 것이며,
정확한 정량을 위하여 가능하면 표준시료와 시료를 가까운 시간 범위 내에서 측정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3) U(VI) 및 Pu(VI) 이온의 흡착
피콜린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0.4 mM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50 μM의 U(VI) 또는

1 μM의 Pu(VI) 이온의 흡착을 여러 가지 pH에서 측정한 결과를 그림 3- 9- 34에 나
타내었다. 피콜린산이 존재하지 않을 때, U(VI)과 Pu(VI)의 흡착은 각각 pH 3.6과

4.6에서 흡착면 pH를 보여주고 있다. Pu(VI)의 농도는 U(VI)의 농도의 1/50이다.
LH ⇌ L + H, M + L ⇌ ML로 표현되는 금속이온과 리간드 사이의 착물생성반응
에 질량작용법칙을 적용하면 일정한 pH와 리간드 농도에서 금속이온의 총량이 낮
을수록 반응물에 대한 생성물의 비율이 크다. 금속이온의 반이 착물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리간드 양은 금속이온 양이 작을수록 작다. 즉 리간드의 양성자 이탈이 적
은 비율로 일어나는 낮은 pH에서도 금속이온의 반이 착물을 형성할 수 있다. 이 개
념을 흡착에서의 표면착물생성에 적용하면 금속이온의 농도가 낮을수록 흡착면이
낮은 pH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림 3- 9- 34은 농도가 낮은 Pu(VI)의 흡착면
이 농도가 높은 U(VI)보다 오히려 높은 pH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실리카 표
면에서 U(VI)가 Pu(VI)보다 더 안정한 표면착물을 생성하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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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33. Fluorescence intensity against U(VI) concentration in a FLURAN
solution measured at various instrument runn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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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34. Adsorption of U(VI) or Pu(VI) vs pH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picol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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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9- 34은, 또한, 피콜린산이 존재하면 U(VI)와 Pu(VI)의 흡착면 pH값이 각
각 3.4와 4.2로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경우 모두 ☰S- M- L 형태의 삼성분
표면착물을 형성했으며, 피콜린산이 U(VI) 또는 Pu(VI)의 흡착을 상승시켰음을 나
타낸다.
실리카- 피콜린산 계에서 U(VI)이 존재할 때만 pH 5 부근에서 피콜린산의 농도
감소, 즉 흡착이 일어났으며, 이 현상은 삼성분착물 생성으로 설명하였다[3- 9- 94].
그림 3- 9- 34의 결과를 측정한 조건에서 pH에 따른 U(VI) 또는 Pu(VI)의 1:1 피콜
린사염 착물 분포를 계산하여 그림 3- 9- 35에 나타내었다. 계산결과는 두 금속이온
의 착물 생성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U(VI)와 Pu(VI)의 흡
착률 증가가 나타난 흡착면 pH 부근(각각 3.5 및 4.5)에서의 착물 생성율을 보면 각
각 15 및 60 %로서 Pu(VI)가 U(VI)보다 더 높은 분율이 흡착에 참여했으며, 이 결
과로 흡착면 pH에서의 흡착률 증가가 Pu(VI)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만약 U(VI)과 Pu(VI)은 동일한 산화수의 악티나이드이므로 같은 화학거동을 보
여야 한다고 가정하면 U(VI)과 Pu(VI)의 혼합용액에서 흡착을 측정할 때, 서로를
구분하지 못하므로 농도효과가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그림 3- 9- 36는 용액 중에 피
콜린산염이 0 또는 0.4 mM, 그리고 50 μM U(VI)과 1 μM Pu(VI)이 혼합된 용액에
서 측정한 두 금속이온의 흡착을 보여주고 있다. 예상과 다르게 U(VI)이 Pu(VI)보
다 낮은 pH에서 흡착면이 나타났고, 피콜린산염이 U(VI)의 흡착은 약간 그러나

Pu(VI)의 흡착은 많이 증가시킨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각 금속이온의 흡착
을 독립적으로 측정했을 때 나타난 결과(그림 3- 9- 34 참조)가 농도효과가 아니라
두 금속이온의 화학거동 차이에 기인한 것임을 뒷받침한다.
여러 가지 경우에서 측정한 U(VI) 흡착을 그림 3- 9- 37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U(VI)보다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Pu(VI)은 U(VI) 흡착에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피
콜린산염도 Pu(VI) 존재와 무관하게 U(VI) 흡착을 약간 증가시켰음을 보여주고 있
다. 여러 가지 경우에서 측정한 Pu(VI) 흡착은 그림 3- 9- 38에 비교하여 나타내었
다. Pu(VI)보다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U(VI)도 Pu(VI) 흡착에 영향을 주지 못했으
며, 피콜린산염도 U(VI) 존재와 무관하게 Pu(VI) 흡착을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시켰
다. 이 결과들은 U(VI)과 Pu(VI)이 같은 산화수의 같은 악티나이드지만 서로 다른
화학거동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란타나이드인 Eu(III) 이온과 악티나이드인 Am(III) 이온에 대하여 Eu(III) 이온
의 농도가 Am(III) 이온의 농도보다 높은 용액 조건에서 두 이온의 독립/ 혼합, 피콜
린산염 존재 여부 등의 조건에서 측정한 흡착은 두 이온이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
임으로써 Eu(III)을 Am(III)의 확실한 화학반응 유사체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3- 9- 94]. 그러나 본 연구에서 측정한 U(VI)와 Pu(VI)의 흡착은 서로 다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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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35. Calculated 1:1 species distribution of U(VI)- or Pu(VI)- picolinate
vs.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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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36. Adsorption of U(VI) or Pu(VI) vs. pH in a mixed solution of
U(VI)- Pu(VI) with or without picol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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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37. Adsorption of U(VI) vs. pH in a variou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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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38. Adsorption of Pu(VI) vs. pH in a variou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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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를 보여줌으로써 U(VI)을 Pu(VI)의 화학반응 유사체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론은 악티나이드 착물 생성 평형상수를 서로 비교할 때도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의 표면착물 생성은 중성에 가까운 조건에서 나타난 현상이
다. 중성 영역의 대표적 반응인 수산화물 및 탄산염 착물 생성 반응의 평형상수를
비교하였다. Eu(III)와 Am(III), 그리고 U(VI)와 Pu(VI)를 비교한 결과를 각각 표

3- 9- 3과 3- 9- 4 [3- 9- 4, 3- 9- 40, 3- 9- 95 ∼ 3- 9- 98] 에 나타내었다. U(VI)와 Pu(VI)
의 경우에 피콜린산염 착물의 평형상수도 비교하여 함께 나타내었다[3- 9- 99].

Eu(III)와 Am(III)는 매우 유사한 평형상수를 가진다. 그러나 U(VI)와 Pu(VI)에 있
어서는 U(VI)이 더 안정한 착물을 형성하는 평형상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4f와 5f 궤도함수의 차이점 때문에 란타나이드의 화학결합은 공유결합성이 작고 악
티나이드는 약간의 공유결합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악티나이드 계열에서 원
자번호가 증가할수록 공유결합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Am(III)가 Eu(III)와 유사한 화
학거동을 보이는 것이다. 반면에 U(VI)와 Pu(VI)은 원자번호가 작은 악티나이드에
해당하므로 착물 생성에 있어서 공유결합성을 무시할 수 없고, 따라서 두 이온 사
이에 화학거동의 차이가 보이는 것이다.
라. 결론
피콜린산염 존재가 SiO2에 대한 Pu(VI) 이온의 흡착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한 U(VI) 이온의 흡착과 비교하였다. SiO2에 흡착할 때,

U(VI) 이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콜린산염의 존재가 Pu(VI) 이온의 흡착을 증진
시켰다. 그러나 란타나이드인 Eu(III) 이온이 악티나이드인 Am(III) 이온과 매우 유
사한 화학거동을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같은 악티나이드 원소인 Pu(VI) 이온은 동
일한 조건에서 U(VI) 이온보다 낮은 흡착을 보였다. 이 현상은 몇 가지 착물생성
평형상수를 비교한 결과와 같은 경향이다. 따라서 U(VI) 이온을 Pu(VI) 이온의 화
학거동 유사체로 사용할 때는 실험적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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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9- 3. Comparison of some thermodynamic data between Eu(III) and
Am(III).
logK0

Reaction

Eu(III)

Am(III)

M3+ + H2O ⇌ MOH2+ + H+

- 7.64±0.04

- 7.2±0.5

M3+ + 2H2O ⇌ M(OH)2+ + 2H+

- 15.10±0.20

- 15.1±0.7

M3+ + 3H2O ⇌ M(OH)3 + 3H+

- 23.70±0.10

- 26.2±0.5

M3+ + 4H2O ⇌ M(OH)4- + 4H+

- 36.20±0.50

-

M3+ + CO32- ⇌ MCO3+

8.10±0.20

8.0±0.4

M3+ + 2CO32- ⇌ M(CO3)2-

12.10±0.30

12.9±0.6

M3+ + 3CO32- ⇌ M(CO3)33-

14.10±0.50

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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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9- 4. Comparison of some thermodynamic data between Pu(VI) and
U(VI).
Element

(n:m)

Reaction

n H2O ⇌
mAnO22+ + 2m(AnO2)m(OH)n n + n H+
logβ0n,m

or n

U(VI)

Pu(VI)

(1:1)

- 5.25±0.24

- 5.5±0.5/0.5

(2:2)

- 5.62±0.04

- 7.5±0.5/1.0

(2:1)

- 12.15±0.07 - 13.2±0.5/1.5

AnO22+ + n CO32- ⇌ AnO2(CO32- )n2- 2n
logβ0n

AnO22+ + n L- ⇌ AnO2Ln2- n

1

10.1±0.4

9.5±0.5

2

17.1±0.4

14.7±0.5

3

21.4±0.4

18.0±0.5

1

4.51±0.12

4.58±0.02

1

1.2±1.3

0.69±0.05

(L- : picolinate) logβ0n
AnO22+ + n HL ⇌ AnO2(HL)n2+
(HL: picolinic acid) logβ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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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iO2- U(VI)- Eu(III) 표면화학종 생성 연구
가. 서론
방사성폐기물을 지하처분했을 때, 방사성핵종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격리된다
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명이 긴 방사성핵종이 지각을 통하여 이동할 현상을 정
확하게 예측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성평가 활동은 지하수 및 광물질- 지하수 계면에
서의 악티나이드 원소의 나노화학적 거동을 정확하게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3- 9- 2,

3- 9- 3]. 지하수 내에서의 용해반응과 함께 광물질- 지하수 계면에서의 흡착반응은
지각에서의 금속이온 이동을 결정하는 주요 반응이다[3- 9- 100]. 실험실에서 흡착반
응을 연구할 때는 정확한 반응 메카니즘과 열역학자료 도출을 위하여 낮은 농도의
피흡착질이 넓은 표면적의 단일 광물 표면에 흡착하는 비교적 간단한 반응계를 구
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연 중의 지하수계에는 다양한 종류의 금속이온들이 존
재한다. 이들은 농도는 낮지만 광물질 계면에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광물질
표면의 흡착자리와 반응하여 단일 원자층 이상의 이차 광물층을 형성할 수 있다.
광물질 표면이 다른 금속이온들의 지속적인 흡착에 의해 도장되면 광물질- 지하수
계면의 특성이 달라지고, 악티나이드 원소들의 흡착반응 특성이 달라지며, 광물질
고유 표면에 대하여 확보한 분자 수준에서의 흡착 정보를 지하수 환경에서의 흡착
거동 해석에 적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3- 9- 101]. 따라서 다성분 지하수와 접하
는 자연광물 표면에서의 방사성핵종의 화학거동을 예측하고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도포층이 금속이온들의 흡착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리카는 알루미나와 함께 암석, 흙, 대수층 침적물 등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화
합물이므로 광물질- 지하수 계면의 특성을 규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광물이
라고 할 수 있다. 우라늄은 자연환경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으며 핵연료주기에서 발
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악티나이드 원소이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핵연료주기에서는 우라늄이 악티나이드 원소 화학
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라늄은 산소분위기에서 +6가의 우라닐 이온(UO22+)으로
존재하며[3- 9- 101], U(IV)보다 용해도가 크고, 특히, 용존 이산화탄소가 존재하면
높은 용해도를 보이므로 처분장 주변의 광물질 표면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악티나이
드 원소다. 용존 이산화탄소가 존재하지 않는 pH<8의 조건에서 금속산화물 표면에
흡착된 U(VI)은 여러 가지 가수분해 화학종[UO22+, UO2(OH)+, UO2(OH)20,

UO2(OH)3− 및 (UO2)3(OH)5+]으로 존재한다[[3- 9- 15], 용존 이산화탄소가 존재하면
염기성 용액에서 UO2(OH)(CO3)- 화학종도 존재한다[3- 9- 26]. 이들이 실리카 표면에
흡착되면, U(VI)은 하나 또는 두 개의 흡착자리와 결합하여 ≡SiO- U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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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 (UO2)3(OH)50, (≡SiO)2UO20, (≡SiO)2UO2OH- , (≡SiO)2UO2OHCO33- 등으로 설
명되는 표면착물을 생성한다[3- 9- 17, 3- 9- 23, 3- 9- 24, 3- 9- 26 ∼ 3- 9- 28, 3- 9- 102,

3- 9- 103].
Eu(III)은 +3가 아메리슘 및 큐륨과 유사한 화학적 특성을 갖는 원소이므로 이들
의 화학적 유사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3- 9- 104]. 실리카표면에 대한 Eu(III)의 흡
착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다[3- 9- 48, 3- 9- 59, 3- 9- 105, 3- 9- 106]. 용액 중
에서[3- 9- 107], U(VI)으로 부터 Eu(III)로의 에너지 전달을 연구한 결과들이 보고되
었다. 그러나 실리카 표면에서 U(VI)이 Eu(III) 흡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보고
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실리카 표면에 대한 흡착능에 있어서 U(VI)이 Eu(III)보다
크기 때문에, 실리카 표면에서 U(VI)과 Eu(III)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다면, U(VI)은
경쟁반응에 의해 Eu(III) 흡착을 방해할 것이다.
산화물 광물표면의 금속이온 흡착반응을 표면수산기가 리간드로 작용하는 표면
착물생성[3- 9- 15, 3- 9- 22, 3- 9- 108]으로 본다면 표면과 이온사이의 물 분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외부권 및 내부권 표면착물로 구분할 수 있다. EPR[3- 9- 32],

IR[3- 9- 33, 3- 9- 34], EXAFS[3- 9- 23] 및 TRLFS[3- 9- 35]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분
광학 기술이 흡착된 화학종의 확인에 이용되고 있다. U(VI)이나 Eu(III)과 같은 형
광성 이온의 흡착을 연구할 때, 시간분해 레이저유도 형광분광분석 기술

(time- resolved laser- 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y, TRLFS)이 다른 기술들에
비하여 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즉, 높은 감도 때문에 낮은 농도에서 측정이 가
능하며, 화학종 고유의 여기 및 발광 파장과 형광수명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높은
선택성을 유지하면서 분자수준의 구조 변화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형광
은 등방성 발광이므로 투명하지 못한 광물질의 표면에 존재하는 화학종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U(VI)과 Eu(III)이 비결정성 실리카 표면에 함께 흡착할 때의 두
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 두 금속이온의 형광을 소광하지 않는 비결정
성 실리카를 광물질로, 형광특성을 가지면서 Eu(III)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흡착능이
큰 U(VI)을 표면 도장 금속이온으로, 그리고 역시 형광특성을 가지면서 +3가 악티
나이드 원소의 화학적 유사체로 많이 이용되는 Eu(III)을 U(VI) 이온으로 도장된
표면에 흡착되는 금속이온으로 선정하였다. 측정결과의 용이한 해석을 위하여 이산
화탄소 영향을 배제하였다. 여러 가지 pH에서 U(VI) 존재가 Eu(III)의 흡착률에 미
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U(VI)와 Eu(III)이 정량적으로 흡착되는 일정한 pH(∼7)에
서 실리카 표면에 흡착된 두 이온이 서로의 발광 스펙트럼 및 형광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들을

실리카

표면

흡착자리에서의

SiO- U(VI)- O(H)- Eu(III) 형태의 표면화학종 생성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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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험

(1) 실험재료
흡착제로 사용한 실리카겔(Aldrich)의 크기, 평균 기공크기, 표면적 및 기공 부피
는 각각 40- 63 μm(230- 400 mesh), 60 Å, 550 m2/g 그리고 ∼0.8 cm3/g이다. 실리
카겔을 1 M HNO3 그리고 Milli- Q 증류수로 세척하고 120 oC에서 건조하였다. 과
산화수소 침전법[3- 9- 36] 로 정제한 uranyl peroxide를 4 M HClO4에 용해하고 과량
의 과산화수소는 가열해서 제거했다. 최종 U(VI) 농도는 표준 dichromate 용액으로
전위차 적정해서 정량하였다[3- 9- 37]. 500 oC에서 건조한 Eu2O3 (Aldrich, 99.99%)
를 무게를 달아 HClO4 용액에 녹이고 Eu(III) 농도를 ICP- AES (Jobin Yvon

JY38PLUS)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ClO4-

농도는 양이온교환수지관(Dowex

+

50Wx8, H form)을 통과시킨 용액을 산- 염기 적정하여 정량하였다. 이온강도를 조
절하기 위하여 사용한 NaClO4는 온도변화에 따른 용해도차를 이용하여 재결정법으
로 정제하였다. CO2를 함유하지 않은 NaOH(Aldrich)를 이용하여 pH를 조절하였다.
기타 시약은 분석급을 별도의 정제과정 없이 사용하였다.

(2) 실험방법
실온의 0.1 M NaClO4 수용액에서 실험하였다. 개봉된 용액은 질소 또는 아르곤
분위기에서 취급하였다. 실리카의 농도는 8.3(흡착률 측정) 또는 10(형광특성 측정)

g/L였다. U(VI)이 실리카 표면의 많은 흡착자리를 도포함으로써 뒤에 가해주는
Eu(III)이 실리카 표면보다 흡착된 U(VI)과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침전
이 생성되지 않을 정도의 높은 U(VI) 농도에서 실험하였다. 실리카와 NaClO4 용액
이 담긴 polypropylene 용기에 CO2 없는 NaOH 또는 HClO4 용액을 필요한 양만큼
먼저 가했다. U(VI)와 Eu(III)를 가했을 때의 최종 평형 pH가 2.5 내지 7.0, 부피가

30 ml이 되도록 하였다. U(VI) 농도가 높은 경우에 U(VI)을 먼저 가하고 pH 조절
을 위하여 NaOH 용액을 가하면 U(VI)의 가수분해 침전물이 생성되며, pH 평형에
도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석젓개로 격렬하게 교반하면서 NaOH
를 먼저 가하고, 곧 이어서, U(VI) 용액을 가하였다. 수직으로 회전하는 교반기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1시간 이상 용액과 실리카를 혼합하여 U(VI) 흡착을 진행하였
다. 이어서 pH 5.5의 Eu(III) 용액을 가하고 하루 밤 동안 계속 교반하였다. 15,000

rpm에서 25 분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의 일부를 취하여 ICP- AES법으로 용액 중
에 존재하는 U(VI)과 Eu(III)을 정량하였으며, 남은 용액을 이용하여 pH를 측정하
였다. 흡착 전과 후의 용액 중 농도 차이로부터 흡착된 농도와 흡착률(=흡착된 농
도/ 흡착전 농도)을 계산하였다. 실리카 표면에 존재하는 U(VI)와 Eu(III)의 형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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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때는 동일한 방법으로 흡착시키고, 원심분리한 다음에 상등액의 pH를 측정
하고, 마이크로피펫을 이용하여 실리카를 용액과 함께 삼각셀(Helma)로 옮겼다. 용
액의 최종 pH가 7 정도였으며, 이 pH 조건에서는 U(VI)과 Eu(III)이 정량적으로 흡
착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들의 흡착농도를 측정하지는 않았다. 실리카 용액이 담긴
삼각셀을 하루 밤 방치하고, 침적된 실리카 층의 형광을 측정하였다.

U(VI) 가수분해 침전물이 Eu(III) 제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U(VI)
과 Eu(III)을 함유하고 있는 0.1 M NaClO4 용액([U(VI)]=1.7 mM, [Eu(III)]=0.02

mM)에 CO2 없는 NaOH 용액을 가하여 U(VI)- Eu(III) 가수분해 침전물을 준비하였
다. 흡착실험과 동일한 시간(=3일) 동안 교반한 후에 원심분리하여 침전을 제거하
고, 상등액의 pH을 측정하고, 용액 중에 존재하는 U(VI)과 Eu(III)의 농도를 정량하
였다. U(VI)- Eu(III) 가수분해 침전물의 형광을 측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준비한 몇 가지 pH의 침전용액([U(VI)]=1.5 mM, [Eu(III)]=0.02 mM)을 준비하였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pH를 측정하고, 일정량의 침전과 용액을 취하여 사각 형광셀

(Helma)에 넣고 침전을 분산시킨 상태에서 침전의 형광특성을 측정하였다. 완전한
pH 평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3일이 경과하면 pH 변화가 매우 적었다. 형광스
펙트럼은 경과시간보다 pH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관측되었으므로 경과시간
이 스펙트럼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였다.
형광 스펙트럼 및 형광 수명 측정용 기기의 여기광원은 20 Hz(8 mJ)의 주기로
반복되는 355 nm (3차조화진동) 파장의 펄스 타입 Nd:YAG 레이저 (5000 Series,

B.M. Industries)를 사용하였다. 발광되는 형광은 단색화장치(HR- 250, Jobin Yvon)
를 거쳐 PMT(R928, Hamamatsu)에 입사시켜서 측정하였다. 형광은 개폐적분기

(SR225, SRS)를 충분히 열어서 U(VI)과 Eu(III)의 형광이 모두 측정되도록 하였다.
U(VI) 또는 Eu(III)이 방출하는 형광 수명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이온이 발광하는
형광의 시간에 따른 세기 변화를 디지털 오실로스코프(9450A, Lecroy)로 측정하였
다. U(VI)은 봉우리가 나타나는 525 nm에서, 그리고 Eu(III)은 U(VI) 형광 봉우리
의 꼬리끌림을 무시할 수 있는 695 nm에서 형광세기를 측정하였다. 형광세기의 시
간에 따른 변화를 하나 또는 두 가지 화학종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지수감쇠법으
로 접근하거나 시간에 대한 형광세기 자연대수값의 기울기로부터 형광수명을 구하
였다.

U(VI)- Eu(III) 가수분해물 침전의 경우에, 레이저 광원의 세기가 강하면 검은색
침전이 생성되면서 형광특성이 상실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것은 U(VI)의 광환원
에 의해 생성된 U(IV) 침전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레이저 광원의 세기를 최소한으
로 낮추어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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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및 논의

(1) U(VI)이 Eu(III) 흡착에 미치는 영향
실리카 표면에 대하여 여러 가지 pH에서 측정한 U(VI)(2.4, 24, 및 200 μmol/g)
의 흡착률을 그림 3- 9- 39에 나타내었다. U(VI) 농도가 24 μmol/g일 때, 용액의 pH
가 3.25 이상에서 증가하면 흡착률이 증가하였으며, 3.7에서 흡착면이 나타나고, 5보
다 커지면 정량적인 흡착을 보였다. U(VI)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농도로 함께
존재했던 Eu(III)(2.4 μmol/g)은 U(VI) 흡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U(VI) 농도가
높아서 200 μmol/g일 때, 흡착률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흡착면이 pH 4.2로 증가하고
정량적인 흡착도 pH 5.5 이상에서 나타났다. 예비실험에서 U(VI) 농도가 600 μ

mol/g일 때, pH가 5 이상으로 증가하면 U(VI) 가수분해 침전물이 용액 중에 존재
하는 것을 육안으로도 관찰 할 수 있었다. U(VI) 농도가 증가하면 흡착률이 감소하
고 흡착면 pH가 증가하는 것은 질량작용법칙을 따른 결과이다. 흡착면이 pH 단위
로 3 이상에 걸쳐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 표면착물이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3- 9- 106].
U(VI)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두 가지 농도(2.4 및 24 μmol/g)의
Eu(III)에 대하여 여러 가지 pH에서 측정한 흡착률을 그림 3- 9- 40에 나타내었다.
U(VI)이 존재하지 않을 때, U(VI)의 농도에 따른 흡착률 변화와 마찬가지로,
Eu(III)의 농도가 높으면 낮을 때보다 흡착률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농도가 상대적
으로 낮기 때문에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pH가 5보다 높을 때 흡착이 나타났으며
정량적인 흡착은 pH 6.7이상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흡착면 pH는 6.2에서 0.1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농도가 똑같이 24 μmol/g일 때의 U(VI)과 Eu(III)의 흡착면 pH를
비교하면 U(VI)(=3.7)이 Eu(III)(=6.2)보다 낮은 pH에서 나타났으며, 이것은 U(VI)이

Eu(III)보다 매우 높은 흡착능을 갖는 것을 나타낸다. U(VI)의 농도가 200 μmol/g일
때도 흡착면 pH가 4.2로써 24 μmol/g 농도의 Eu(III)의 경우(pH 6.2)보다 매우 낮
다. 이것은 한정된 양의 실리카 표면 흡착자리에 많은 양의 U(VI)과 Eu(III)이 함께
흡착된다면 대부분의 흡착자리에 U(VI)이 결합되고, 적은 양의 남은 흡착자리에

Eu(III)이 결합될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즉, 한정된 흡착자리에 대하여 Eu(III) 이온
이 흡착능이 큰 U(VI) 이온과 경쟁해야 하므로 함께 존재하는 U(VI)에 의해 흡착
률은 감소하고 흡착면 pH는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U(VI)이 존재할 때 측정한

Eu(III)의 흡착은 이와 반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9- 40에서 Eu(III)의 농
도가 2.4 μmol/g이고 U(VI)의 농도가 0, 24 및 200 μmol/g인 경우를 비교해보면

U(VI)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Eu(III)의 흡착면 pH가 6.2에서 5.9까지 감소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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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39. The adsorption of U(VI) on SiO2 ([U(VI)] tot = 2.4, 24 and 200 μ
mol/g) at various pHs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Eu(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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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40. The adsorption of Eu(III) on SiO2 ([Eu(III)]tot = 2.4 and 24 μmol/g)
at various pHs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U(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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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III)의 흡착률이 증가한 것을 보이고 있다. 즉, U(VI)과 Eu(III)이 서로 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Eu(III)이 용액상으로부터 제거되는 것을 U(VI)이 증진시켰다고 보
아야 한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리카 표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U(VI)과

Eu(III)의 상호작용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상호작용은 실리카 표면과 무관
한 U(VI) 가수분해물 침전에 의한 공침 또는 흡착, 그리고 실리카 표면에 흡착한

U(VI) 화학종과 Eu(III) 이온의 상호작용이 있다.
실리카 표면의 흡착자리 수에 비하여 흡착될 U(VI) 양이 적지 않으면 U(VI)의
자유 이온 또는 가수분해 이온이 표면에 흡착하고, 이들이 U(VI) 수산화물 층을 생
성하며, 이 수산화물 층이 용액상에 존재하는 U(VI)의 자유 이온 또는 가수분해 이
온을 제거하는 역할[3- 9- 109]을 함으로써 표면 침적을 생성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Eu(III) 이온과 공침할 수도 있을 것이다. U(VI)의 흡착률 측정과정에서 침전 생성
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24 및 200 μmol/g의 농도에서 모든 U(VI)이 실리카
겔 표면에 흡착되면 U(VI) 이온의 표면밀도는 2.6x10- 2 내지 2.2x10- 1 atoms/nm2이
다. 그런데 실리카겔에 대한 U(VI) 흡착을 단막층을 생성한다고 보고 Langmuir 방
정식에 따라 흡착 등온식을 모형화 했을 때 실리카겔 표면의 U(VI)에 대한 최대흡
착 밀도는 pH 5내지 6.2 범위에서 4.2x10- 1 atoms/nm2 (=74.2 mg U/450

m2)[[3- 9- 102] 였으며 이 값은 본 실험에서의 표면밀도보다 큰 값이다. 이것은 200 μ
mol/g의 U(VI)이 실리카 표면에 흡착될 때 단막층을 생성하므로 Eu(III) 이온과 공
침을 생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또한 실리카 입자의 크기나
형태가 반응속도에는 영향을 미쳐도 평형 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3- 9- 102] 콜로이드 크기 실리카 표면의 수산기 밀도(=2.3 OH/nm2)[3- 9- 26]를 고려
하여 실리카 표면에서의 U(VI)의 흡착형태를 추정할 수도 있다. 흡착량이 200 μ

mol/g일 때의 U(VI)의 흡착표면밀도가 표면수산기밀도의 1/10정도 이므로 U(VI)
이온이 수산기 양성자에 대하여 강한 치환력을 가진다면 다핵가수분해물의 표면침
적이 아니라 단량체 또는 소중합 화학종을 생성하면서 흡착될 수 있다.
표면침적 가능성은 U(VI)의 용해도와 비교하여 추론할 수도 있다. 용해도 계산
에 필요한 열역학 자료가 연구자들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지만 발표된

UO2(OH)2(s)의 용해도적[3- 9- 38] 과 U(VI)의 가수분해 상수[3- 9- 96] 를 이용하여 본
실험 조건에서의 U(VI) 용해도를 식(15)에 따라 계산하여 pH 증가에 따른 침전율
을 구하고 그 결과를 그림 3- 9- 39에 나타낸 흡착률 변화와 비교해보았다. 24 μ

mol/g의 흡착농도에 해당하는 0.2 mM의 U(VI) 농도에서 pH가 4.5 이상으로 증가
하면 침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pH 5.1이 되면 90% 이상이 침전되는 것으로 계산
되었다. 그런데 그림 3- 9- 39에 나타난 U(VI)의 흡착률은 pH 3.2 이상에서 증가하고

90%의 흡착률이 pH 4.3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4 μmol/g의 흡착농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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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은 침전 생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U(VI) 농도가 200 μ

mol/g의 흡착농도에 해당하는 1.7 mM일 때, 계산된 침전율은 pH 4.1 이상에서 증
가하고 pH 4.7에서 90%의 값을 보이는데 측정된 흡착률은 pH 3.2 이상에서 증가하
고 pH 5.0에서 90%의 값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pH 증가에 따라 흡착률이 증가
하고 그 결과로 용액 중 U(VI) 농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200 μ

mol/g U(VI) 농도에서는 표면침적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U(VI)]=[UO22+]+Σ[(UO2)m(OH)n(2m- n)]
= K' sp[OH- ] - 2 +Σβ' mn(K' spm[OH- ] - 2m+n

(15)

위에서 계산한 침전율은 평형상태에서의 열역학자료를 이용한 결과이고 흡착반
응은, 예비 실험에서 24시간 이내에 평형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하루
동안 반응시킨 후에 흡착률을 측정한 결과다. 비평형 상태에서의 pH 변화에 따른
침전율 변화를 흡착률 변화와 비교하기 위하여 용액의 pH를 조절하고 3일이 경과
한 후에 pH와 침전율을 측정하였다. 결과를 그림 3- 9- 41에 나타냈다. 3일이 경과하
면 시간에 따른 pH 변화는 매우 작았으나 무시할 수는 없었다. U(VI)과 Eu(III)의
농도가 각각 1.7 및 0.02 mM인 용액에서 U(VI)과 Eu(III)은 각각 pH 5와 5.5 부근
에서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동일한 농도 조건에서 U(VI) 흡착은 침전생성보다
낮은 pH에서 이루어졌으나(그림 3- 9- 39 참조) Eu(III) 흡착은 침전생성과 유사한

pH에 나타났다(그림 3- 9- 40 참조). U(VI)의 가수분해 침전물 생성 과정은 매우 느
리게 평형에 도달하므로 측정 결과가 평형상태를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Eu(III)
의 농도가 감소하는 pH가 U(VI) 가수분해 침전 생성 pH보다 높다는 것은 Eu(III)
이 U(VI) 침전 속에 물리적으로 내포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Eu(III)의 농도가 감소하는 pH가 자신의 가수분해 침전생성 pH보다 낮다는 것은
U(VI) 가수분해 침전 표면과 Eu(III)이 화학적으로 상호작용해서 흡착되었다고 이
해해야 할 것이다. pH 증가에 따른 흡착률과 침전율 차이의 비교는 실리카 표면에
서 U(VI)이 Eu(III) 흡착을 증진시킨 원인이 U(VI) 가수분해물 침전에 의한 공침
또는 흡착일 가능성은 낮고 실리카 표면에 흡착한 단원자층의 U(VI) 화학종과

Eu(III) 이온의 상호작용일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흡착된 U(VI)과
가수분해 침전된 U(VI)을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흡착된 U(VI)은 옅은 녹색였으며
용액의 pH를 8까지 증가시켜도 색의 변화가 없었지만 실리카가 존재하지 않은 용
액에서 생성된 가수분해 침전물은 흡착된 U(VI)과 다르게 옅은 녹황색을 보였다.

U(VI) 농도가 24 μmol/g일 때, 표면 실라놀 밀도와 흡착 U(VI) 밀도의 비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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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41. The concentration of U(VI) and Eu(III) determined in solutions of
various pHs. [Eu(III)]tot = 0.02 mM, [U(VI)] tot = 1.7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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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계산된 침적률과 측정된 흡착률의 상호 비교는 실리카 표면에서 U(VI)의 가수
분해물이 침전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작기는
하지만, 24 μmol/g의 U(VI)이 Eu(III)과 경쟁이 아니라 흡착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실리카 표면에서 U(VI)이 공침이 아닌 다른 메카니즘에 의해서

Eu(III) 흡착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U(VI) 흡착이 증가하는 pH 영역은
U(VI)의 가수분해 화학종 생성이 증가하는 영역이므로 흡착된 U(VI)을 가수분해
화학종으로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3- 9- 15], 흡착의 pH 의존성을
설명하기 위해 가수분해 단량체는 물론 소중합 표면화학종 또는 가수분해 표면침적
물을 고려하기도 한다[3- 9- 17, 3- 9- 102]. 미량 U(VI)을 실리카에 흡착시켰을 때의
형광특성 측정 결과로부터 pH ∼5에서는 (≡SiO)2UO20의 비가수분해 화학종이, 그
리고 pH 7.7에서는 (≡SiO)2UO2OH- 의 가수분해 화학종[3- 9- 26], 또는 pH ∼8에서
소중합 가수분해 표면화학종인 ≡SiO(UO2)3(OH)5이 존재 하는데, pH가 높고 실리카
농도가 낮을수록 소중합 화학종의 비율이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3- 9- 110]. 실리
카 표면에 생성된 U(VI) 수산화물 층이 용액상에 존재하는 U(VI)의 자유 이온 또
는 가수분해 이온을 제거[3- 9- 109]할 수 있다면 용액 중에 존재하는 Eu(III) 이온과
도 상호작용하여 용액으로부터 제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U(VI)
농도가 200 μmol/g까지 증가했을 때, U(VI)이 가수분해 표면침전물을 생성하지 않
고 실리카 표면 흡착자리의 많은 분율과 결합하므로 Eu(III) 이온이 표면 흡착자리
와 반응할 확률이 낮아진다. 또 U(VI)의 소중합 가수분해 표면화학종의 비율이 증
가하면 U(VI)의 수산기와 Eu(III)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흡착 증진작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은 실리카 표면에 함께 존재하는 U(VI)과

Eu(III)의 분광학적 특성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므로 분광학적 특성 측정에 의해 확
인이 가능하다.

(2) 흡착된 U(VI)와 Eu(III)의 형광특성
일정한 pH(=6.58±0.11)에서 여러 가지 농도(0 내지 48 μmol/g)의 U(VI)이 흡착
된 실리카 표면에 일정한 농도(24 μmol/g)의 Eu(III)을 흡착시켰을 때 측정한 형광
스펙트럼을 그림 3- 9- 42에 나타내었다. 일정한 농도의 Eu(III)을 흡착시켰으므로 형
광스펙트럼의 세기를 Eu(III)의 5D0 →7F2 전이에 해당하는 613 nm에서의 형광세기
에 대하여 정규화한 스펙트럼을 작은 사각 안에 함께 나타내었다. U(VI)이 존재하
지 않을 때와 Eu(III)보다 적은 농도의 U(VI)(6 μmol/g)이 존재할 경우의 Eu(III)의
형광세기를 비교했을 때, Eu(III) 자체의 여기- 발광이 전체 형광 스펙트럼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었다. 또한 측정 셀의 상등 액을 측정한 형광 세기가 실리카
층을 측정한 것에 비하여 무시할 수 있었으므로 실리카 입자 사이의 용액 상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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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42. The emission spectra of U(VI)- Eu(III) on SiO2 surface at

various

U(VI) concentrations. The spectra normalized at Eu(III) emission (613 nm) are
shown together in a small square. [Eu(III)] tot = 24 μmol/g, [U(VI)]tot = 0 to 48 μ
mol/g, pH = 6.5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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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화학종이 실리카 표면에 존재하는 화학종의 형광 스펙트럼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있었다. 실리카겔의 침적밀도, 삼각셀의 각도 등에 따라 형광세기가 약간
씩 변했으므로 U(VI) 농도와 형광세기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실
리카 표면에 흡착된 U(VI) 농도가 증가하면 U(VI)이 발광하는 형광뿐만 아니라

Eu(III)이 발광하는 형광의 세기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측정에 사
용한 여기 파장(355nm)에서 흡광계수가 큰 U(VI)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Eu(III)으로
에너지가 이동하여 Eu(III)이 형광을 발광한 것을 나타낸다. U(VI)과 Eu(III)사이에
에너지 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부권 또는 외부권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HClO4 매질에서 pH가 3.87보다 커야 에너지 이동이 나타나므로 이종다핵착물 분자
내에서의 에너지 이동으로 설명하고 있다[3- 9- 107]. 이것은 실리카 표면에 존재하는

U(VI)과 Eu(III) 사이에 효율적인 에너지 이동이 나타나기 위해서 U(VI)과 Eu(III)
사이에 내부권 상호작용이 존재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가수분해된

U(VI)

화학종에

존재하는

수산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따라서

Si- O- U(VI)- O(H)}n┈Eu(III) 형태의 표면화학종 생성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흡착을 증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9- 42의 작은 사각 안에 있는, Eu(III)의 형광세기에 대하여 정규화한 스
펙트럼으로부터 U(VI)의 형광세기를 구하여 U(VI) 농도에 대하여 도시한 결과를
그림 3- 9- 43에 나타냈다. U(VI)의 형광세기와 농도 사이에 선형 관계가 보이지 않
았다. U(VI) 농도가 6에서 48 μmol/g로 8배 증가했어도 형광세기는 1.4배밖에 증가
하지 않았다. 이것은 U(VI)에 결합된 Eu(III)만 에너지를 이동 받아 형광을 발광했
으므로 U(VI) 농도에 무관한 일정비율의 형광세기를 나타냈기 때문이며, 형광이 약
간 증가한 것은 질량작용법칙(mass action law)에 따라 U(VI) 농도가 증가할수록

Eu(III)와 결합한 U(VI)- Eu(III) 표면화학종이 증가했고 그만큼 Eu(III)로의 에너지
이동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림 3- 9- 42는 Eu(III) 이온에 의한 형광스펙트럼(봉우리 위치 및 봉우리 면적의
상대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들뜬 상태의 낮은 에너지
준위인

5

D0에서 발광하는 Eu(III) 이온의 전형적인 형광스펙트럼에서

5

D0→

7

Fj(j=0- 4)로 배정되는 봉우리가 각각 580, 590, 615, 650, 및 690 nm 부근에서 나타

났다. 이 중에서 Eu(III) 이온의 배위환경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전이는 615 nm
에서 나타나는 5D0→7F2 전이다. 전기이중극자에 의해 허락된 이 전이는 국부환경이
생성하는 전기장세기의 변화에 민감한 과민반응전이다. 반면에 자기이중극자에 의
해 허락된 5D0→7F1 전이는 전기장세기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3- 9- 111, 112].
따라서 5D0→7F1에 대한 5D0→7F2의 전이확율 비율, 즉 해당 스펙트럼의 봉우리 면적
비율을 계산하면 Eu(III) 이온의 내외부권 주변 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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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43. The relative emission intensities of U(VI) at various

wavelengths

after intensity normalization of Eu(III) emission corresponding to 5D0 → 7F2
transition(613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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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 113 ∼ 3- 9- 115]. 이 값이 크면 Eu(III) 이온의 국부환경이 반전대칭성으로부
터 크게 벗어난 것을 나타내며[3- 9- 115] 리간드와의 결합이 강하고 공유결합성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3- 9- 116]. U(VI)으로 부터 에너지를 이동 받은 Eu(III)이 발
광한 형광 중에서 각각 5D0→7F1 및 5D0→7F2에 해당하는 590 및 613 nm 부근에서
의 형광세기를 스펙트럼의 봉우리 풀어내기와 봉우리의 면적 계산법으로 구하고 두
전이의 상대적 세기(5D0→7F2/ 5D0→7F1)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를 U(VI) 농도에 대하
여 그림 3- 9- 44에 나타내었다. U(VI)이 존재하지 않는 실리카 표면에 흡착된

Eu(III)가 3.1의 높은 값을 보인 반면 U(VI)이 존재하는 표면에 흡착된 Eu(III)은
U(VI) 농도에 거의 의존하지 않고 2.15±0.25의 일정한 값을 보였다. 이것은 실리카
에 직접 결합된 Eu(III)과 표면에 흡착된 U(VI)에 결합된 Eu(III)은 서로 다른 국부
환경을 갖고 있으며, U(VI)의 실험농도 범위(≤48 μmol/g [Eu(III)] 의 두배)에서는

U(VI)의 농도 변화가 Eu(III) 국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Eu(III) 이온이 유기리간드와 착물을 생성할 때, 배위수 변화에 따른 수화수와 두
전이의 상대적 세기(5D0→7F2/ 5D0→7F1)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3- 9- 117]는 배위되는
작용기가 유사할 때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상관관계를
찾기 힘든 것을 보였다. 이것은 (5D0→7F2/ 5D0→7F1)가 Eu(III) 이온의 반전대칭이 깨
질수록 증가하는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5D0→7F2/ 5D0→7F1)만으로 Eu(III) 국부 환
경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실리카에 직접 결합된 Eu(III)보다 흡착된 U(VI)에 결합
된 Eu(III)이 반전대칭이 덜 깨진 환경임을 알 수 있다.
일정한 pH(=7.01±0.10)에서 10 μmol/g의 U(VI)이 흡착된 실리카 표면에 여러 가
지 농도(10 내지 100 μmol/g)의 Eu(III)을 흡착시키고 측정한 형광스펙트럼을 그림

3- 9- 45에 나타내었다. 실리카 표면에 흡착된 U(VI)의 농도가 일정하므로 형광스펙
트럼의 세기를 U(VI) 전이에 해당하는 505 nm에서의 형광세기에 대하여 정규화하
고 그 결과를 그림 3- 9- 45의 작은 사각 안에 함께 나타내었다. 대체적으로 Eu(III)
농도가 증가하면 U(VI) 형광세기는 감소하고 Eu(III) 형광의 세기는 증가하는 경향
을 볼 수 있다. 용액 중에서의 U(VI)- Eu(III) 에너지 이동[3- 9- 107] 에 적용했던 방
법으로 Eu(III) 농도에 따른 U(VI)의 형광(506 nm)세기 변화를 Stern- Volmer 방정
식(I0/I = 1 + K[Eu(III)])에 따라 비교하여 그림 3- 9- 46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I0 및

I는 Eu(III)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U(VI) 형광세기, 그리고 K(=kqτ)는 비례상수로
서 소광속도상수(kq)와 U(VI) 여기상태 수명(τ)의 곱이다. Eu(III) 농도 증가에 따른

U(VI) 형광세기 비율(I0/I) 증가의 정도가 Eu(III)가 U(VI) 농도(10 μmol/g)와 같을
때를 전후로 크게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다. Eu(III) 농도가 U(VI) 농도(10 μmol/g)
보다 낮을 때, Eu(III)에 의한 소광효과가 선형을 보임으로써 U(VI)과 Eu(III)이 화
학결합을 생성한 상태에서 에너지 이동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며, 기울기 K{=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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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44. The emission intensities of Eu(III) corresponding to the transitions
of 5D0→7F1 (590 nm) and 5D0→7F2 (613 nm), and the ratio between them(5D0→
F2/ 5D0→7F1) at various U(VI)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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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45. The emission spectra of U(VI)- Eu(III) on SiO2 surface at various
Eu(III) concentrations. The spectra normalized at U(VI) emission (505 nm) are
shown together. [Eu(III)] tot = 1 to 100 μmol/g, [U(VI)] tot = 10 μmol/g, pH =
7.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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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46. Stern- Volmer relationship of U(VI) luminescence intensity (506 nm)
against Eu(III) concentration. [Eu(III)] tot = 1 to 100 μmol/g, [U(VI)]tot = 10 μ
mol/g, pH = 7.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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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mol/g)- 1}는 U(VI)- Eu(III) 상호작용의 세기를 반영한다. U(VI)과 Eu(III)의 농도
가 같을 때 기울기가 변한다는 것은 U(VI)과 Eu(III)이 1:1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Eu(III) 농도가 U(VI) 농도(10 μmol/g)보다 클 때 기울기가 작지
만 0이 아닌 것은 질량작용법칙에 의해 Eu(III) 농도 증가에 따라 U(VI)- Eu(III) 화
학종이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소광이 증가한 것을 나타낸다.
그림 3- 9- 45의 작은 사각에 나타낸 정규화한 스펙트럼은 U(VI)의 형광 스펙트
럼 모양이 Eu(III) 농도가 증가해도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Eu(III) 농도 증가에 따라

Eu(III)의 5D0→7F1 및 5D0→7F2 전이에 해당하는 590 및 613 nm 부근에서의 형광도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면서 증가했음을 보이고 있다. Eu(III) 스펙트럼을 봉우리분리
하고 5D0→7F1 및 5D0→7F2 전이에 해당하는 봉우리의 면적을 구하여 Eu(III)농도에
따라 그림 3- 9- 47에 나타내었다. Eu(III) 농도가 낮을 때, U(VI) 형광 봉우리와 가
까운 파장에서 나타나는 5D0→7F1 전이는 U(VI) 형광의 꼬리끌기 때문에 면적 값이
큰 산란을 보였다. 그러나 꼬리끌기 영향을 적게 받는 5D0→7F2 전이는 Eu(III) 농도
증가에 따른 형광세기 증가가 U(VI)과 Eu(III)의 농도가 같을 때(10 μmol/g)를 전후
로 크게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그림 3- 9- 46에서 보여준 Eu(III) 농도
와 U(VI) 형광의 소광 관계와 마찬가지로 실리카 표면에서 U(VI)과 Eu(III)이 1:1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5D0→7F1 전이에 해당하는 형광의 세기가 커서

U(VI) 형광의 꼬리끌기 영향을 적게 받은 Eu(III) 농도 영역(≥20 μmol/g)에서 (5D0
→7F2/ 5D0→7F1) 값은 2.42±0.03였다. U(VI) 농도 영향측정에서 U(VI) 농도가 Eu(III)

농도보다 클 때 측정된 2.15±0.25와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고 있다. 즉 실리카 표
면에서 U(VI)와 결합하여 에너지를 전달받는 Eu(III) 이온의 국부환경은 두 이온의
농도가 크면 U(VI)이나 Eu(III) 이온의 농도와 무관한 반전대칭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일정한 pH(=7.15±0.23)에서 2 내지 80 μmol/g의 U(VI)이 흡착된 실리카 표면에

U(VI) 농도와 같거나 또는 두 배의 Eu(III)을 흡착시키는 방법으로 실리카 표면에
존재하는 U(VI)과 Eu(III)의 양{=U(VI)+Eu(III) 농도} 을 함께 증가시키면서 측정한
형광스펙트럼을 U(VI) 형광세기(505 nm)에 대하여 정규화하고 그 결과를 그림

3- 9- 48에 나타내었다. U(VI)에 대한 Eu(III)의 농도비율이 1 또는 2의 일정한 값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U(VI)+Eu(III) 농도가 증가하면 U(VI) 형광에 대한 Eu(III)
형광의 상대적 세기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질량작용법칙에 의해

U(VI)+Eu(III) 농도가 증가할수록 실리카 표면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U(VI)Eu(III) 화학종의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U(VI)+Eu(III) 농도가 작으면 U(VI)이
결합하지 않은 자유로운 실라놀 흡착자리가 많으므로 Eu(III)이 U(VI)과 결합할
확률이 낮다. 그러나 U(VI)+Eu(III) 농도가 크면 실리카 표면에 결합된 U(VI)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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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47. The emission intensity of U(VI) and Eu(III) at various Eu(III)
concentrations. Intensity was calculated as a peak area of deconvoluted spectra
before and after normalizing at U(VI) emission (505 nm) for U(VI) and Eu(III),
respectively. [Eu(III)]tot= 1 to 100 μmol/g, [U(VI)]tot = 10 μmol/g, pH = 7.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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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48. The emission spectra of U(VI)- Eu(III) on SiO2 surface at various
total concentrations of uranium and europium. The intensities are normalized at
506 nm. [U(VI)] tot = 2, 5, 10, 40 and 80 μmol/g, [Eu(III)]tot/[U(VI)] tot = 1 and 2,
pH = 7.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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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자유로운 실라놀 흡착자리 수는 적으므로 U(VI)- Eu(III) 화학종의 생성은 크
다. 즉 흡착된 Eu(III) 중에서 U(VI)로부터 에너지를 이동 받을 수 있는

U(VI)- Eu(III) 화학종의 비율이 증가하므로 Eu(III)에 의한 형광세기가 증가한다.
U(VI)+Eu(III) 농도 증가에 따른 Eu(III)의 (5D0→7F2/ 5D0→7F1) 값을 그림 3- 9- 49
에 나타내었다. [Eu(III)]/[U(VI)] 의 농도비를 1 또는 2를 유지하면서 U(VI)의 농도
를 증가시키면 Eu(III)의 (5D0→7F2/ 5D0→7F1) 값이 약간 감소했다. U(VI) 농도가 80
μmol/g이 되면 2.28의 값을 보였다. 이 값도 U(VI) 또는 Eu(III) 농도 영향측정에서

얻은 값(각각 2.15±0.25 및 2.42±0.03)과 유사하므로 U(VI)과 결합하여 에너지를 전
달받는 Eu(III) 이온의 국부환경은 U(VI)+Eu(III) 농도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U(VI) 또는 U(VI)+Eu(III) 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실리
카 표면의 U(VI)이 가수분해물 침전을 생성할 가능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U(VI)과 상호작용하여 에너지를 전달받은 Eu(III)의 국부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U(VI)이 침전을 생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우라닐 이온의 흡광 및 발광은 electron- vibrational level 사이의 전이를 반영하
기 때문에 전자준위가 O=U=O의 대칭, 비대칭 및 굽힘 진동에 의한 하부준위를 보
인다[3- 9- 118]. 착물을 생성하지 않은 UO22+이온은 470, 487.9, 509.8, 533.6, 559.8,

588 nm(하부준위 간격 ∼ 854 cm- 1)에서 봉우리가 나타나는 형광을 발광한다
[3- 9- 119]. 전자전이(electronic excitation)가 UO22+ 원자단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에 리간드 결합이 스펙트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3- 9- 119] pH가 증가하면

UO22+ 이온에 수산 이온이 배위되면서 스펙트럼 전체가 적색이동하고, 형광세기가
증가하고, 형광수명이 증가 한다[3- 9- 120 ∼ 3- 9- 123]. 실리카 표면에 흡착된 U(VI)
은 가수분해 화학종을 포함하므로 가수분해에 따른 스펙트럼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U(VI)은 가수분해 결과로 용액 중에서 여러 가지 화학종,

(UO2)m(OH)n(2m- n), {(m, n) = (1, 1); (1, 3); (2, 2) 및 (3, 5)}으로 존재하는데 이들의
형광효율이 서로 달라서 (2,2)>(3,5)>(1,0)>(1,1)의 경향을 보인다[3-9-108]. 따라서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다핵화학종도 전체 스펙트럼 모양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
문에 스펙트럼의 분해형태로부터 상응하는 화학종을 유추하기가 어렵다.
그림 3- 9- 48에 나타난 스펙트럼은 U(VI)+Eu(III) 농도가 증가하면 525 nm 부근
에 나타난 U(VI) 스팩트럼의 봉우리폭이 넓어지면서 봉우리 분해가 낮아지는 모양
을 보이며 491, 519, 541 및 565 nm에서의 상대적인 형광세기가 증가한 결과를 보
였다. 이러한 변화 경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각 스펙트럼과 U(VI)과

Eu(III)의 농도가 각각 2 및 4 μmol/g인 스펙트럼의 형광세기 차이를 구하여 그림
3- 9- 50 및 3- 9- 51에 나누어 나타내었다. U(VI)+Eu(III) 농도가 증가하면 짧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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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49. The emission intensity ratio of Eu(III) corresponding to the
transitions of 5D0→7F1 (590 nm) to that of 5D0→7F2 (613 nm) at various total
concentrations of U(VI). [U(VI)] tot = 2 to 80 μmol/g, [Eu(III)] tot/[U(VI)] tot = 1 or
2, pH = 7.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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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발광이 증가해서 봉우리 파장이 청색이동한 것을 보이고 있다. 실리카 표면
에 흡착된 U(VI) 화학종들의 발광 파장에 대하여 정확한 값이 발표된 것을 찾지 못
했다. 수용액[3- 9- 123] 및 진흙 표면[3- 9- 124]에 존재하는 U(VI)의 형광특성을 비교
한 결과들을 보면 수산이온의 배위수가 크거나 소중합체를 생성했거나 진흙표면에
흡착된 것은 적색이동하여 수산이온의 배위수가 작은 단량체보다 더 긴 파장에서
봉우리 위치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낮은 농도에서 측정된 봉우리 파장은 용액
중의 UO2(OH)3- 나 (UO2)3(OH)7- 또는 montmorillonite에 흡착된 화학종과, 그리고
농도가 증가하면서 청색이동하여 짧은 파장에서 나타난 봉우리는 용액 중의

UO2OH+나 (UO2)2(OH)22+ 또는 (UO2)OSi(OH)3의 silicato complex와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 U(VI)+Eu(III) 농도가 증가하면 청색이동한 형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낮은 농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배위수가 작은 화학종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낸
다. 실리카 표면에 흡착된 U(VI) 화학종은, 낮은 pH에서는 단핵, 그리고 중성에 가
까운 pH(>6)에서는 다핵 소중합체 또는 침전을 생성하며, 각 우라닐 원자단은 표면
의 한 실리콘과 또는 이웃하는 여러 개의 실리콘과 두 자리 주개 착물을 생성한다
고 발표되었다[3- 9- 17, 3- 9- 23]. 그림 3- 9- 48은 실리카 표면의 흡착자리수를 고려할
때 매우 높은 흡착이온 농도에서 측정한 것이므로 U(VI)+Eu(III) 농도에 따른 스펙
트럼 변화로부터 다음과 같은 화학종 변화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낮은

U(VI)+Eu(III) 농도에서는 실라놀 작용기가 충분히 많으므로 두 자리주개에 의한
(≡SiO)2- U(VI) 화학종을 생성하지만 높은 U(VI)+Eu(III) 농도에서는 실라놀 작용기
가 부족하므로 한자리주개 ≡SiO- U(VI) 화학종을 생성했다고 볼 수 있다(Scheme I
참조).
실리카 표면에서 그리고 용액 중에서 U(VI)과 Eu(III)이 상호작용하여 생성하는
화학종을 비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pH의 용액 중에 존재하는 U(VI)- Eu(III) 침전
의 형광스펙트럼을 측정했다. 그 결과를 그림 3- 9- 52에 나타냈다. 스펙트럼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형광 세기를 513 nm에서 정규화 했다. pH가 증가함에 따라 U(VI)
의 형광스펙트럼이 서로 다른 모양을 보였다. 즉, pH가 증가할수록 513 nm에서 나
타난 봉우리의 높이에 비하여 487, 504, 526 및 548nm에서의 봉우리의 높이가 증가
하였다. 실리카 표면에 흡착된 U(VI)의 스펙트럼과 비교하기 위하여 U(VI)+Eu(III)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변한 스펙트럼(그림 3- 9- 48 참조)과 pH 변화에 따라 변한
스펙트럼(그림 3- 9- 52 참조)의 U(VI) 형광을 봉우리 풀어내기 했다. 그 결과를 세

pH 영역으로 나누어 표 3- 9- 5에 비교하여 함께 나타내었다. 침전용액과 흡착용액
의 pH가 ∼7일 때, 505 및 525 nm 부근에서 나타난 피크의 위치가 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더 긴 파장영역에서는 흡착된 U(VI)과 침전된 U(VI)이 각각 550 과 530

nm에서 봉우리를 보이므로 서로 차이가 크다. 즉, 높은 U(VI)+Eu(III) 농도에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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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50. Spectrum difference from that of [U]/[Eu] = 2/4 μmol/g for [Eu]/[U]
= 1 in Fig. 3- 9-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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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9- 5. Peak position of deconvoluted spectra of U(VI)- Eu(III) on
silica surface and in hydroxide precipitate.
Silica surface

Hydrolyzed precipitate

[U+Eu]

[U+Eu]

<50 μmol/g

>50 μmol/g

496.9±1.8

495.6±6.0

-

487.6±1.6

489.8±3.8

507.6±0.2

505.0±0.9

500.5±1.6

504.6±0.9

506.4±0.9

527.6±0.1

525.9±1.0

514.1±0.4

523.6±1.5

525.6±1.0

550.6±0.2

548.8±0.5

531.9±0.5

533.3±1.3

534.6±2.5

571.6±0.2

572.9±0.4

557.2±0.7

-

-

pH 4.85- 5.57 pH 6.62- 7.41 pH 8.83-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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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된 U(VI)이 비슷한 pH의 용액 중에 존재하는 U(VI) 침전과는 서로 다른 화학종
임을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pH에서 측정한 U(VI)- Eu(III) 침전의 Eu(III) 형광스펙트럼은 시간 경
과에 관계없이 pH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pH 6.62까지는 pH가 증가하면

Eu(III)의 5D0→7F1나 5D0→7F2 전이의 봉우리 높이가 증가하여 U(VI)의 봉우리보다
높아지는 것을 보임으로써 U(VI)의 가수분해 침전과 Eu(III)의 상호작용에 의한 에
너지 이동도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5D0→7F2/ 5D0→7F1)가 pH 변화에 따른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1 내지 3의 범위에서 요동치는 현상을 보였으므로 실리카표면에 존재
하는 U(VI)- Eu(III)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흡착과 침전 두 경우의 Eu(III)
형광이 보이는 또 다른 차이점은 봉우리 모양의 대칭성이다. 즉, Eu(III) 스펙트럼의
봉우리 모양이 실리카 표면에서는 비대칭적이지만(그림 3- 9- 42, 3- 9- 45 및 3- 9- 48
참조) 침전(그림 3- 9- 52 참조)에서는 대칭적이다. Eu(III) 이온의 5D0→7F2 전이의
세기와 위치는 국부적인 매트릭스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3- 9- 125]. 발광 봉우리의
갈라짐은 서로 다른 리간드에 결합하여 구조적 차이를 가지는 착물, 즉 기하이성체
가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한다[3- 9- 126, 3- 9- 127]. 특히 유리기질과 같이 대칭자리가
무질서한 위치에 존재하면 7F1과 7F2 상태의 Stark splitting 때문에 두 개의 명확한
주봉우리를 보일 수 있다[3- 9- 125]. 그러므로 실리카 표면에 U(VI)과 함께 흡착된

Eu(III)과 가수분해 침전된 U(VI) 중의 Eu(III)의 형광 스펙트럼이 서로 다른 봉우
리 대칭성을 보이는 것은 두 Eu(III) 이온의 배위 분위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나
타낸다. 즉, 실리카 표면에 존재하는 U(VI)는 가수분해 침전된 U(VI)과는 다른 화
학종으로 존재함을 나타낸다.

(3) 형광수명
형광수명은 금속이온의 배위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
기된 U(VI) 이온은 복사성 붕괴와 비복사성 붕괴에 의해 에너지를 잃고 바닥상태로
되돌아간다. 쌍극자- 쌍극자 상호작용, 전자궤도함수 겹침 또는 착물 형성 등의 방법
으로 받개에게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비복사성 붕괴는 형광수명을 단축시킨다. 낮은

pH의 수용액에 묽은 농도로 존재하는 U(VI) 이온의 경우에는 내부권의 수평방향에
4.9±0.2 개의 수화 물 분자를 갖고 있다[3- 9- 128, 3- 9- 129]. 수화수는 착물형성이나
가수분해에 의해 감소하며, 높은 농도에서 다핵화합물을 생성할 때도 감소한다

[3- 9- 28, 3- 9- 130 ∼ 3- 9- 132]. U(VI)의 비복사성 붕괴는 내부권 뿐만 아니라 외부
권에 존재하는 물 분자의 영향을 받는다[3- 9- 133]. 따라서 U(VI)의 경우에 형광수
명의 변화만으로 내부권 배위환경변화를 추론하기는 쉽지 않다. U(VI)의 경우와 다
르게 Eu(III)의 형광수명은 내부권에 존재하는 물 분자의 영향만 받는다. 즉, 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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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역수가 내부권 수화수에 비례한다[3- 9- 134]. 가수분해반응에 의해 내부권에 배
위된 수산기는 물 분자보다 더 효율적인 소광제이다[3- 9- 135]. 수용액 중에 존재하
는 Eu3+ 이온의 수화수는 9.1±0.5이며[3- 9- 136], 형광수명과 수화수는 NH2O = 1.05

kobs- 0.44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NH2O는 내부권에 존재하는 물 분자
수, kobs는 ms- 1 단위의 여기상태 붕괴상수(=여기상태 수명의 역수)이다[3- 9- 137].
형광수명을 측정하면 내부권의 수화수와 배위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3- 9- 138].
일정한 pH(=7.01±0.10)에서 실리카겔 표면에 흡착된 10 μmol/g의 U(VI)과 1 내
지 100 μmol/g의 Eu(III)이 발광하는 형광수명 측정값을 Eu(III) 농도에 대하여 각
각 그림 3- 9- 53과 3- 9- 54에 나타내었다. 그림 3- 9- 53에 나타낸 U(VI)의 형광은

Eu(III)이 존재하지 않을 때 약 325 μs를 나타내었으나 Eu(III)이 존재하면 약 125 μ
s의 짧아진 형광수명을 나타내었다. 또한 Eu(III)이 U(VI)보다 2배 이상 존재하면
약 50 μs 정도의 또 다른 형광수명이 나타났다. 실리카 표면에 흡착된 U(VI)으로부
터 pH<5에서 65±6 μs[3- 9- 106] 또는 pH 9에서 55 μs[3- 9- 139] 의 짧은 형광수명이
긴 형광수명과 함께 측정된 경우가 보고되었는데, pH 9에서 측정된 짧은 형광수명
은 1.5 시간 정도 경과하면 나타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불안정한 과도기 화학종이
발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9- 53에 나타난 짧은 수명은 시료를 2일 이상 평형
시킨 후에 측정한 것이므로 과도기 화학종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U(VI)이 리간드가 존재하지 않는 수용액 중에서 가수분해될 때, 형광수명은
UO22+ = 1.7[3- 9- 140, 3- 9- 141], (UO2)2(OH)22+ = 8, (UO2)3(OH)5+ ≥15[3- 9- 142],
UO2OH+ = 32.8, UO2(OH)20 = 3.2 μs[3- 9- 141]의 값들로 보고되고 있다. U(VI)이
실리카 표면에 흡착되면 수용액 중에서보다 더 긴 형광수명을 보이며 pH에 의존
한다: >SiO- UO22+ = 227 μs(pH ∼ 5)와 >SiO- (UO2)3(OH)5 = 308 μs (pH ∼

8)[3- 9- 110], (>SiO)2UO20 = 170±25 (pH ∼5)와 (>SiO)2UO2OH- = 360±50 μs(pH
7.7에서 두드러짐)[3- 9- 26], pH<5에서 180±20 μs, pH> 6에서 180와 400±30 μ
s[3- 9- 106] 그리고 pH 9에서 240 및 55 μs[3- 9- 139]. 실리카 표면에서 긴 형광수명
을 보이는 것은 실라놀 등의 배위에 의해 내부 및 외부권 물 분자에 의한 소광효과
가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높은 pH에서 긴 수명의 형광이 나타나는 것은 실라놀의
배위수가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발표된 형광수명들을 서로 비교하면, 발표자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실리카 표면의 U(VI)은 ∼200과 ∼350 μs의 형광수명
을 갖는 두 가지 화학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은 pH∼5와 pH>7에서 주로 존
재하며, 중간 pH 영역에서는 두 가지 화학종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림 3- 9- 53에서 [Eu(III)] ≪[U(VI)] 일 때 U(VI)이 ∼325 μs의 형광수명을 보인 것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pH에서 Eu(III)의 양이 U(VI)보다
많아지면 117±16과 40±10 μs의 두 가지 형광수명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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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s. [Eu(III)] tot = 1 to 100 μmol/g, [U(VI)] tot = 10 μmol/g, pH =
7.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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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혼자 존재할 때보다 형광수명이 짧은 것은 U(VI)- Eu(III) 에너지 이동에 의
한 소광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두 가지 형광수명이 나타난 것은 U(VI)- Eu(III)
에너지 이동 정도가 서로 다른 두 가지 화학종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3- 9- 54에 나타난 Eu(III)의 형광수명도 U(VI)의 경우와 비슷한 Eu(III) 농
도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Eu(III) 농도가 U(VI) 농도보다 낮을 때는 약 320 μs의
긴 형광 수명을 보이지만 높을 때는 215±11 및 93±12 μs의 두 가지 형광수명을 보
이고 있다. 수용액 중의 Eu3+ 이온의 형광수명은 110 μs지만[3- 9- 135, 3- 9- 143] pH

6내지 7.5의 실리카 표면에 존재하는 Eu(III)는 130과 350 μs의 두 가지 형광수명이
보고되었다[3- 9- 144]. 즉, 실리카 표면의 Eu(III)는 각각 7 내지 8 및 2 내지 3의 수
화수를 가진 두 가지 Eu(III) 화학종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실험에서는

Eu(III)의 형광을 U(VI)- Eu(III) 에너지 이동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에너지 이동은
실리카 계면에 흡착된 U(VI)과 내부권 상호작용할 때만 가능하므로 실리카 계면에
직접 흡착된 Eu(III)의 경우와 비교할 수는 없다. 측정된 형광수명 중에서 215 μs는

4 내지 5개의 물 분자가 배위된 화학종 생성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90 μs는 물 분
자보다 더 큰 소광효과를 보이는 설명이 필요하다. Eu(III)의 가수분해물,

Eu(OH)n(3- n) (n=1- 4)이 Eu3+ 이온보다 수화수가 더 작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형광수명은 50 내지 30 μs의 더 짧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수산이온이 물 분자
보다 더 효율적인 소광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3- 9- 135]. Eu(III)이 실리카
계면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것보다 실리카 계면에 흡착된 U(VI)과 상호작용할 때 더
많은 수산기와 결합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정은 ≡

SiO- U(VI)- O(H)- Eu(III) 상호작용이 ≡SiO- Eu(III) 상호작용보다 더 안정하다는 그
림 3- 9- 40의 U(VI)에 의한 Eu(III) 흡착 증진 설명과 상반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농도 증가에 따른 Eu(III)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균일 Eu(III) 수산화물에서의

Eu(III) 이온간 에너지이동은 형광 수명을 단축한다[3- 9- 145]. 이것은 실리카 표면의
U(VI)과 Eu(III)에 대한 흡착용량 차이로부터 추론이 가능하다. U(VI)에 대한 최대
흡착용량이 pH 5 - 6.2 범위에서 4.2x10- 1 atoms/nm2 [3- 9- 102] 인 반면에 Eu(III)에
대한 흡착용량은 pH 5.30±0.05 및 0.20M NaClO4 이온강도에서 (2.3- 7.1)x10- 5

atoms/nm2 {=(2.60–8.00)x10- 7 mol/g}[3- 9- 59]로 보고되었다. Eu(III) 흡착용량 측정
pH가 본 실험의 pH 7.0보다 낮고, Na+ 농도가 0.1 M보다 2배 높기는 하지만 U(VI)
침전이 생성되지 않았더라도 Eu(OH)3 침전이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Eu(OH)3 침전은 실리카 표면에 흡착된 U(VI)과 내부권 상호작용 할 가능성
이 낮고 Eu(III)의 형광은 U(VI)과의 내부권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Eu(OH)3 침전 생성에 의해 Eu(III)의 형광수명이 짧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다
른 가능성은 서로 이웃하고 있는 Eu(III) 간의 에너지 이동에 의한 소광이다. 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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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이웃하는 Eu(III) 사이의 거리가 멀거나, Eu(III) 양이 증가하더라도 U(VI)양이
함께 증가하여 Eu(III) 간의 상호작용을 줄여준다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
다.
일정한 pH(=7.15±0.23)에서 U(VI)에 대한 Eu(III) 농도비율을 1 또는 2를 유지하
면서 U(VI) 및 Eu(III) 농도를 증가시켰을 때 측정한 U(VI)와 Eu(III)의 형광수명을
그림 3- 9- 55과 3- 9- 56에 나타내었다. U(VI) 및 Eu(III)의 농도가 같이 낮을 때는

200내지 350 μs의 형광수명을 보였다. 이 값은 실리카 표면에 U(VI)만 존재할 때의
값과 유사하다. 그러나 U(VI)과 Eu(III) 각각의 농도가 40 μmol/g 이상이 되면 ∼20
및 ∼100 μs의 두 가지 수명이 함께 나타났다. 이것은 일정한 U(VI) 양(10 μmol/g)
에서 과량의 Eu(III)이 존재할 때 나타낸 값(그림 3- 9- 53)과 유사하다. 그러나

Eu(III)의 형광수명은 일정한 U(VI) 양(10 μmol/g)에서 과량의 Eu(III)이 존재할 때
(그림 3- 9- 54)와는 달리 ∼175μs의 한 가지 형광수명만 보이고 있다. 이것은
Eu(III)의 양이 증가하더라도 U(VI) 농도가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Eu(III)
이 {≡SiO- U(VI)- O(H)}x┈Eu(III) 형태의 단량체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Eu(III) 간
의 상호작용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리카 표면에서 U(VI)이 Eu(III) 흡착을 증진시키는 원인이 두 이온의 공침에
의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U(VI)- Eu(III) 가수분해 침전의 형광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침전은 레이저 광원에 대하여 실리카 표면 화학종과 다른 현상을 보였
다. 형광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레이저의 에너지를 높이면 광환원에 의해 생성된

U(IV)의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침전이 나타나면서 형광이 없어졌다. 낮은 형광세
기에서 측정한 형광세기의 자연대수값 변화도 시간에 대하여 선형성을 보이지 않았
다. 이것은 여러 가지 환경의 U(VI) 화학종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때문에
정확한 형광수명 계산이 곤란하였다. 초기의 기울기만으로 수명을 계산했을 때, pH

6.6 내지 7.4의 범위에서 0.6 μs의 수명을 보였으며, 붕괴시간이 4 μs 정도 경과 했
을 때의 기울기는 11 μs 정도의 형광수명을 보였다. 이 결과는 Eu(OH)3 침전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U(VI)- U(VI) 사이의 에너지 이동에 의한 소광 때문인 것으로 보
이며 실리카 표면에 존재하는 U(VI)이 가수분해 침전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Eu(III)의 경우에는 형광세기의 자연대수값이 시간에 대하여 선형성을 보였으며 형
광수명은 111±8 μs의 값을 보였다. 이 값은 실리카 표면에 U(VI)와 함께 흡착된

Eu(III)의 형광수명에 비하여 짧고,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Eu3+ 이온의 형광수명과
유사한 값이다. 이것은 침전에 존재하는 Eu(III)이 U(VI) 가수분해물과 약하게 상호
작용하여 내부권 물 분자의 치환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 이동은 있어도 물 분자에
의한 소광은 크게 감소하지 못한 것을 나타낸다. 또는 형광수명이 짧은 U(VI)로 에
너지가 재이동하여 형광수명이 감소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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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55. Lifetime of U(VI) on SiO2 surface at various total concentrations
of U(VI) and Eu(III). [Eu(III)] tot = 2 to 160 μmol/g, [U(VI)] tot = 2 to 80 μ
mol/g. [Eu(III)]tot/[U(VI)]tot = 1 or 2. pH = 7.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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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56. Lifetime of Eu(III) on SiO2 surface at various total concentrations of
U(VI) and Eu(III). [Eu(III)] tot=2 to 160 μmol/g, [U(VI)] tot = 2 to 80 μmol/g.
[Eu(III)] tot/[U(VI)] tot = 1 or 2. pH = 7.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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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U(VI)은 Eu(III)보다 흡착능이 크므로 더 낮은 pH에서 흡착면이 나타났다. 흡착
능이 큰 U(VI)은 경쟁반응에 의해 Eu(III)의 흡착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
히려 증진시켰다. 이것은 실리카에 흡착된 U(VI)의 가수분해 화학종이 Eu(III)과 상
호작용하면서 더 안정한 표면화학종을 형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수분해에 의한

U(VI)의 침적과 침전에 의한 Eu(III)의 흡착 또는 공침을 흡착증진의 원인으로 생
각할 수 있으나 실리카 표면의 흡착자리 밀도와 흡착된 U(VI)의 밀도 비교, 그리고
용액 중에서 pH에 따른 U(VI)과 Eu(III)의 침전 비교를 통하여 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실리카 표면에서 U(VI)- Eu(III) 에너지 이동에 의한 Eu(III) 형광을 측정하였다.
에너지 이동은 두 이온 사이의 내부권 상호작용을 나타내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흡
착을 증진시킨 원인으로 생각된다. U(VI)과 Eu(III)의 화학결합은 Stern- Volmer 방
정식에 따른 U(VI) 형광세기 비율(I0/I)과 Eu(III) 농도 사이의 선형관계로도 확인되
었다. U(VI) 또는 Eu(III) 농도에 따른 과민반응전이(5D0→7F2)의 세기 변화는 U(VI)
과 Eu(III)이 1:1 상호작용을 하는 전후에서 크게 달랐다. U(VI)에 결합한 Eu(III)는
실리카에 직접 결합한 것보다 반전대칭이 덜 깨진 환경임을 보였다. U(VI)+Eu(III)
농도가 증가하여 실리카 표면의 U(VI)이 가수분해물 침전을 생성할 가능성이 증가
해도 U(VI)과 상호작용하는 Eu(III)의 국부환경에 변화가 없으므로 U(VI)의 침전
생성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U(VI)+Eu(III) 농도가 증가할 때 짧은 파장의 U(VI) 형
광이 나타남으로써 낮은 농도에서는 (≡SiO)2- U(VI) 화학종이, 높은 농도에서는 ≡

SiO- U(VI) 화학종이 생성될 수 있음을 보였다. 높은 U(VI)+Eu(III) 농도에서 흡착
된 U(VI)이 비슷한 pH의 용액 중에 존재하는 U(VI) 침전과는 서로 다른 U(VI) 형
광스펙트럼을 보였으며 실리카 표면에 U(VI)과 함께 흡착된 Eu(III)과 가수분해 침
전된 U(VI) 중의 Eu(III)의 형광 스펙트럼이 서로 다른 봉우리 대칭성을 보임으로
써 실리카 표면에 존재하는 U(VI)은 가수분해 침전된 U(VI)과는 다른 화학종으로
존재함을 나타내었다.
수용액 중에서 50 μs 보다 짧은 형광수명을 보이는 U(VI)이 실리카 표면에 흡착
되면 ∼325 μs의 긴 형광수명을 보이지만 Eu(III)이 함께 흡착되면 117±16과 40±10
μs의 두 가지 짧아진 형광수명을 보인다. 이것은 U(VI)- Eu(III) 에너지 이동에 의한

소광을 보이는 두 가지 화학종이 생성된 것을 나타낸다. Eu(III) 농도가 U(VI) 농도
보다 낮을 때는 약 320 μs의 긴 형광 수명을 보이지만 높을 때는 215±11 및 93±12
μs의 짧아진 두 가지 형광수명을 보이고 있다. Eu3+ 이온보다 짧은 형광수명은 서

로 이웃하고 있는 Eu(III) 간의 에너지 이동에 의한 소광으로 추정된다. Eu(III)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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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농도가 증가하더라도 U(VI) 농도가 함께 증가하면 ∼175 μs의 한 가지 형광수
명만

보이고

있다.

이것은

충분한

양의

U(VI)에

의해

Eu(III)이

{≡

SiO- U(VI)- O(H)} x┈Eu(III) 형태의 단량체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Eu(III) 간의 상호
작용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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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토광물- Eu(III) 이온교환 표면화학종 생성 연구
가. 서론
흙의 조성은 진흙(clay), 미사(침니, silt) 그리고 모래로 나눌 수 있다. 진흙은 점
토광물(clay mineral), 천연 부속광물 및 천연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다. 점토광물은
마그네슘이나 철 등을 조금 함유하기도 하는 층상 구조의 수화성 알루미노규산염
광물의 미세 입자들로 이루어진 가소성의(plastic) 천연물질이다. 직경이 2 μm보다
작고, 비표면적이 1 m2/g보다 크며, Na+, K+, Ca2+ 등에 의해 전기적으로 중화된 2

site/nm2 이상의 음전하를 띠고 있으며, 30 meq/100 g 이상의 양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물질이다. 점토광물의 팽윤특성이 물의 침투를 저지할 수 있고, 비표면적

(specific surface area)이 매우 크고, 이온교환반응과 표면착물생성반응에 의한 양이
온 교환능(Cation Exchange Capacity, CEC)이 크므로 산업용 중금속뿐만 아니라
방사성핵종이 환경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벽물질로 활용[3- 9- 146] 되기 시
작하면서 점토광물과 금속이온 사이의 화학거동에 관한 연구 활동이 확대되고 있
다.
점토광물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 금속이온을 흡착한다. 우선, 영구음전하자리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금속이온을 흡착할 수 있다. 이 반응은 점토광물 평면의 영
구음전하자리에 결합된 상대 양이온과 흡착되는 양이온 사이의 이온교환반응이며
바탕이온의 이온강도가 높을수록 흡착률이 감소한다. 점토광물 평면과 금속이온 사
이의 결합력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존하므로 약하게 수화된 이온은 강하게 흡착되는
반면에 강하게 수화된 이온은 약하게 흡착된다[3- 9- 147]. Ca2+과 Na+ 이온의 흡착
경향이 점토광물 시료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보고되고 있는데, Ca2+는 점토광물 층 사
이 내부 평면에, 그리고 Na+은 점토광물의 외부평면에 잘 흡착한다[3- 9- 148]. 이것
은 층간 이온의 수화 경향이 흡착자리의 이온결합 반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
타낸다.

Muscovite 평면에 흡착되는 Rb+와 Sr2+의 경우를 보면[3- 9- 149] 수화수가 6인
Rb+ 이온이 흡착될 때 ditrigonal 평면의 3개의 산소원자가 세 자리 주개 리간드로
작용하면서 3개의 물 분자를 치환하고 내부권 화학종을 형성한다. 그러나 수화에너
지가 큰 Sr2+의 경우에는 일부 Sr2+가 Rb+와 마찬가지로 내부권 화학종을 형성하면
서 ditrigonal 평면에 결합하지만 일부는 수화수가 변하지 않은 채 외부권 화학종을
생성한다. Muscovite는 dioctahedral micas subgroup에 속하며 영구음전하자리가
정사면체 판의 바탕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양이온과 영구음전하자리 사이의 상호작
용이 직접적이며, 그 결과로 내부권 화학종을 생성하기 쉽다. 이런 현상은 음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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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광물표면에 존재하는 금속산화물이 수화된 금속이온을 흡착할 때 수화된 물
분자의 일부가 탈수되는 현상과 일치한다[3- 9- 150]. 반면에 영구음전하자리가 2:1
점토광물의 내부 정팔면체 판에 존재하면 두 전하간 거리가 멀어 결합력이 약하므
로 수화수가 포화된 이온이 결합한다[3- 9- 151].
영구음전하자리가 정팔면체 판에 존재하는 montmorillonite 또는 hectorite에

Sm3+ 이온이 흡착되는 경우[3- 9- 152] 에 내부권 및 외부권 화학종이 함께 발견되는
데 내부권 화학종은 수산기의 배위에 의해 소수성이 크게 증가된 가수분해화학종,

Sm(OH)n(3- n)+ (n=1, 2, 3)이 결합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EXAFS를 이용하여 흡
착된 이온과 점토광물 평면 원소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거나 TRLFS를 이용하여 흡
착된 원소의 배위환경 변화를 측정했을 때 Eu(III), Am(III), U(VI)와 같은 이온들이
외부권 상호작용에 의해 흡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3- 9- 153 ∼ 3- 9- 155].
또 다른 방법은 점토광물 모서리에 존재하는 표면 수산기와 금속이온 사이의 표
면착물생성에 의한 흡착이다[3- 9- 154 ∼ 3- 9- 157]. 표면착물 생성을 위하여 표면
수산기의 양성자 이탈이 필요하므로, 이온교환반응과는 다르게, 흡착에 미치는 pH
영향이 크고 비교적 높은 pH에서 잘 일어난다. 점토광물 종류에 따라 양성자 이탈
이 다르고, 금속이온의 종류에 따라 수산기에 대한 반응성이 다르므로 흡착되는 금
속이온뿐만 아니라 점토광물의 종류에 따라 흡착면 pH가 서로 다르다. 주로 정사면
체 모서리에 존재하는 수산기(silanol)보다 정팔면체 모서리에 존재하는 수산기

(aluminol)가 높은 반응성을 보인다. 철 또는 티타늄에 결합된 수산기가 aluminol보
다 더 큰 반응성을 보인다[3- 9- 159, 3- 9- 161]. 일반 금속산화물 광물 표면에서의 흡
착과 마찬가지로 리간드 존재가 흡착반응에 관여할 수 있다.
흄물질이 존재하면 낮은 pH에서의 흡착이 증진되는데 악티나이드를 흡착한 흄
물질이 점토광물에 흡착되는 메카니즘으로 설명하고 있다[3- 9- 159, 3- 9- 160]. 탄산
이온이

존재하는

Eu(III)/Na- montmorillonite/carbonate

시스템에서는

≡

SSO- EuCO30 및 ≡SSO- Eu(OH)CO3- 의 삼성분표면착물이 생성되는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3- 9- 161]. U(VI) 이온은 낮은 pH의 vermiculite나 hydrobiot 평면에서 외부
권 화학종을 형성하지만 건조에 의해 물 분자가 쉽게 제거되며, 그 결과로 U(VI)
이온과 흡착자리 사이에 물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 내부권 화학종으로 변환한다

[3- 9- 20].
일반적으로 점토광물의 금속이온 흡착은 한 가지 영구음전하자리(≡X- )와 한 가
지 또는 두 가지의 모서리 흡착자리(≡S- OH 또는 ≡S' - OH)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흡착을 정량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위의 서로 다른 흡착기구를
포함하는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영구음전하자리에서의 이온교환에 의한 흡착은 비
특이성이고, 화학양론적이며, 외부권 착물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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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흡착반응을 정량적으로 표현할 때, 두 가지 반응을 반영해야 한다. Na+
이온이 바탕이온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이온교환에 의한 외부권 착물생성 반응은 각
반응물의 농도와 활동도 계수만으로 평형상수를 표현할 수 있으나 모서리에서의 내
부권 착물생성 반응은 볼츠만방정식(Boltzmann equation)을 이용하여 전하를 띤 표
면이 보이는 정전기적 효과를 보정해야 한다.
이온교환반응:

n ≡X- ㆍNa+ + Mn+ ⇋ ≡X- nㆍMn+ + n Na+

≡  ∙    

  
≡   ∙      

(16)

표면착물생성반응:
≡S- OH + Mn+ ⇋

≡S- OM(n- 1)+ + H+

≡         
 
  
≡        

(17)

여기서 ψ는 표면전위(V), F는 Faraday 상수(96,485 Cmol- 1), R은 기체상수(8.314

Jmol- 1K- 1), T 는 절대온도(298.15K), 그리고 γ는 활동도계수이다.
영구음전하자리, ≡X- 의 양은 CEC를 측정하여 구할 수 있다. 모서리 자리, ≡

S- OH는 전위차적정 결과로부터 구할 수 있다. 또는 모서리 자리가 모두 양성자 이
탈(≡S- O- )되는 조건(pH 8)에서 측정한 CEC를 영구음전하자리와 모서리 수산기 자
리의 합으로 간주하고, 또 모서리 수산기 자리가 모두 양성자 첨가(≡S- OH)되는 조
건(pH 4)에서 측정한 CEC를 영구음전하자리의 양으로 간주하고 그 차이를 모서리
수산기 자리의 양으로 간주할 수 있다.

Vermiculites와 micas를 제외하면 자연 중에 존재하는 점토광물은 혼합광물이거
나 금속산화물 등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정제과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과정은 탄
산광물, 산화철 그리고 유기물을 차례대로 제거한 후에 침적법을 이용하여 원하는
크기의 점토광물을 분획법(fractionation)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탄산염화합물은

Ca(II)이나 Mg(II)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이 이온들은 점토광물에 잘 흡착되며,
점토광물의 판상구조가 해체되는 것을 억제하며, 자신들보다 반응성이 낮은 이온의
흡착을 방해할 수 있다. 탄산염화합물은 묽은 산에 잘 용해되므로 점토광물 시료를

pH가 4.5보다 낮지 않은 묽은 산 용액으로 처리하여 탄산염과 금속이온을 제거할
수 있다. 이 정도의 pH에서 점토광물은 분해되지 않는다. 용해된 Ca2+이나 Mg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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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이 착물을 생성하도록 리간드를 가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초산염(acetate)
이나 EDTA를 사용한다[3- 9- 162]. EDTA는 점토광물 모서리에 흡착되어 금속이온
흡착을 증진시킬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자연 중에서 (수)산화물 침전을 잘 형성하는 금속이온은 산화수가 크고 굳은산으
로 분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점토광물에 잘 흡착되며, 가수분해 반응에 의
해 점토광물의 산- 염기 특성 측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의 (수)산화물 침전은 금속
이온에 대한 흡착력을 갖기 때문에 점토광물의 흡착특성 측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점토광물의 분해 때문에 pH를 4.5 이하로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 금속(수)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반응을 병행해야 한다.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금속(수)
산화물은 Fe(III)의 (수)산화물이다. Fe(III) 이온은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sodium

dithionite와 같이 중성 pH에서도 환원력을 갖는 환원제를 이용[3- 9- 163]하여 용해
도가 높은 Fe(II)로 환원한다. 환원된 Fe(II) 이온의 용해도를 높이기 위해

citrate[3- 9- 163] 나 oxalate[3- 9- 164]를 가해서 착물을 만든다. 점토광물 결정 내에
존재하는 Fe(III)가 Fe(II)로 환원되면 음전하자리가 증가하는 것이므로 점토광물의

CEC를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CEC 변화는 비가역적이므로 다시 산화시켜도 환원
시키기 전의 CEC 값을 나타내지 못한다.
흄물질로 대표되는 천연유기물은 점토광물 표면을 도포하거나 금속이온과 착물
을 형성하여 금속이온의 흡착에 영향을 미친다. 점토광물 중의 유기물은 용액 중에
서 화학적으로 산화시켜 제거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산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
나 흙으로부터 분리한 것이 아니라 점토광물광상에서 채취한 점토광물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유기물을 함유하므로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과산화수소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산화제이지만 유기물을 이산화탄소까지 충분히 산화시키
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3- 9- 165].
정제과정에서 점토광물시료 용액에 여러 가지 염이 첨가된다. 점토광물로부터 이
들을 제거하고 음전하를 원하는 이온으로 중화해야 한다. Na+ 이온을 제일 많이 이
용한다. 주로 NaCl 용액으로 세척하며, 과량의 이온을 증류수 세척법이나 투석법

(dialysis)으로 제거한다. 증류수로 세척할 때 거름법을 적용하면 미세한 점토광물이
거름종이 위에 불침투성의 케이크를 만들기 때문에 높은 원심력으로 원심분리해야
한다. 산성용액에서는 점토광물의 모서리 수산기가 양성자 첨가 반응하여 양전하를
띤 원자단이 되고 이 원자단이 영구음전하자리와 상호작용하여 응집체를 생성한다.
그러므로 투석법을 이용할 때는 증류수에 NaOH를 가하여 pH가 7.5내지 8 정도의
중성을 유지해야 한다. 염의 충분한 제거 여부는 질산은에 의한 염화은 침전 여부
로 확인할 수 있다.
각각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잘 형성하는 굳은산과 묽은산으로 분류되는 금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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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의 흡착하는 거동을 비교해서 측정하면 흡착자리와 금속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련한 화학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악티나이드 원소들은 Pearson의 굳은산무른산 분류에서 굳은산에 해당한다. Eu3+ 이온은 +3 악티나이드(Am3+ 및 Cm3+) 이
온의 화학적 유사체로 사용되는 굳은산이다. 본 연구에서는 Eu3+ 이온과 굳은산- 무
른산 경계의 특성을 보이는 Cu2+ 이온을 사용하여 점토광물표면에서의 흡착거동을
비교하였다. Eu3+와 Cu2+ 이온이 상호작용을 많이 나타내려면 흡착자리를 포화시킬
수 있는 농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농도가 높아지면 금속이온, 특히 Eu3+ 이온의
수산화물 침전 생성이 결과 해석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실험 용액의 pH를
묽은 산 범위(4내지 6)로 한정하고 이온교환반응에 의한 흡착거동 관찰에 중점을
두었다.
점토광물의 미세한 물리화학특성이 금속이온흡착에 미치는 영향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Na- montmorillonite (Wyoming, SWy- 2), Ca- montmorillonite (Texas,

STx- 1b), 그리고 montmorillonite가 주성분인 bentonite (Aldrich, Cat. NO
28523- 4)를 함께 사용하였다. 이들에 함유된 탄산염, 금속산화물 광물 및 유기물들
이 점토광물의 거동을 방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정제과정을 거쳤다. 탄산염을
초산염으로 세척하였다. 영구음전하는 NaClO4 용액으로 세척하여 Na+ 이온으로 교
환하여 중화하였다. 미량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기물은 과산화수소에 의한 산화법
으로 제거하였다. 과량의 염은 증류수 세척 및 원심분리법으로 제거하였다. 최종적
으로 정제된 점토광물을 증류수에 분산하여 보관하였다. 이온교환반응은 이온강도,
즉 바탕이온 농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것은 흡착하는 이온과 바탕이온(이 실험
에서는 Na+ 이온)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탕이온의 농도를 낮
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제한 점토광물시료의 Na+ 이온 농도가 서로 조금씩 다르
기는 하지만 매우 낮으므로 그 영향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이온강도만 유지하기로
했다. 실험조건에서 점토광물의 농도가 1 g/L이면 점토광물시료에 의한 Na+ 이온의
농도가 0.006 내지 0.017 mM이므로 1 mM NaClO4 농도를 유지했다.
나. 실험

(1) 실험재료
점토광물 시료 정제에 필요한 용액은 Mili- Q 시스템을 통과한 증류수로 준비하
였다. 탄산염 제거에 사용할 아세트산염 완충용액[1 M AcONa - 1 M AcOH (pH

4.8)] 은 증류수에 acetic acid와 sodium acetate를 당량비로 녹여서 준비하였다. pH
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acetic acid 또는 sodium acetate를 가하여 pH를 맞추었다.
점토광물- 악티나이드의 화학거동을 NaClO4 매질에서 측정할 것이므로 양이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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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로 교환할 때 NaCl 대신 NaClO4 용액을 사용하였다. H2O2는 30% 용액을 사용
하였다.

CEC 측정을 위한 0.01M triethylenetetraminocopper(II) 용액은 copper(II) sulfate
pentahydrate와 triethylenetetramine를 당량비로 증류수에 함께 녹여서 1 L까지 희
석하여 준비하였다. 생성된 착물은 짙은 청색이었다. Cu(II) 농도를 ICP- AES법으로
측정하여 10.16±0.14 mM의 값을 얻었다.

Eu(III) 모용액은 120oC에서 건조한 Eu2O3 분말에 최소량의 HClO4 용액을 가하
고 가볍게 끓을 때까지 가열해서 용해하였다. 준비된 용액에 0.1 M NaOH를 가하
여 pH 5.1까지 중화한 다음에 증류수로 희석하여 6.00 mM Eu(III) 용액을 준비하였
다. Cu(II) 모용액은 CuSO4⋅5H2O 용액과 Na2CO3 용액을 당량비로 혼합하여 파란
색의 탄산염 침전을 얻었다. 침전을 증류수로 세척하여 SO42- 이온을 제거하였다.
원심분리관에 남은 침전을 0.1 M HClO4 용액에 용해하고 0.1 M NaOH를 가하여

pH 5.1까지 중화하고 증류수로 희석하여 0.92 mM의 NaClO4(pH 5.1) 매질에 10
mM의 Cu(ClO4)2를 함유하고 있는 용액을 준비하였다.
원심분리는 한외원심분리기(Centrikon T- 2060) 또는 고속원심분리기(Vision)을
사용하였다. 원심분리 용기는 250 ml 용량의 polyallomer 재질 병 또는 35 ml 용량
의 PPCO 재질의 시험관을 이용하였다. 원심분리 후 침적된 점토광물을 용액에 다
시 분산시킬 때는 원심분리병의 침적물을 시약스푼으로 조금씩 떠서 Pyrex 재질의
프로펠러 막대로 강하게 교반하고 있는 용액에 가하였다. 용액을 가열할 때는 항온
수조를 이용하였다.

(2) 실험방법
점토광물 시료를 다음과 같이 정제하였다. 증류수에 분산시키고 원심분리한 침적
물을 아세트산염 용액에 분산시켰다. 80 oC에서 프로펠러 막대로 교반하여 탄산염
을 세척하였다. 원심분리한 점토광물 침적을 1 M NaClO4 용액으로 4회 반복하여

Na- 교환하였다. Na- 교환하여 증류수에 분산시킨 진흙에 30% 과산화수소수를 가하
고 70 oC에서 가열하여 유기물을 분해하고 과량의 과산화수소를 제거하였다. 침적
을 증류수로 5회 세척하여 염을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침적을 증류수에 분산하여
점토 시료 용액을 준비하였다. 정제한 Na- montmorillonite (Wyoming, SWy- 2),

Ca- montmorillonite (Texas, STx- 1b), 그리고 bentonite (Aldrich, Cat. NO
28523- 4) 점토시료 각각에 PNaS, PCa 및 PBT 번호를 부여하였다. 일정량을 취하
여 120 oC에서 건조한 후에 무게를 측정하여 점토 농도를 측정하였다.

CEC를 측정하기 위하여 점토광물의 양이 100 mg되도록 3 내지 5 ml의 점토광
물용액을 취하여 35 ml 용량의 PPCO 원심분리관에 가하였다. 10 ml의 0.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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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ethylenetetraminocopper(II) 용액을 가하고 전체 부피가 15 ml이 되도록 증류수를
가했다. 상온에서 5일 동안 교반한 후에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취하고, Tris 완충
용액(pH

8)을 가하고, 58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용액 중에 남은

triethylenetetraminocopper(II)를 정량하였다. 용액 중 농도로부터 흡착된 양을 구하
고 CEC를 계산하였다.

Eu(III) 및 Cu(II) 이온의 흡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35 ml 용량의 PPCO 원심분리
관에 1 g/L의 농도가 되기 위한 점토광물, 1 mM 농도가 되기 위한 NaClO4, pH 조
절을 위하여 예비적정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한 양 만큼의 NaOH 또는 HClO4, CEC
의 1.5배 당량 이내가 되는 양 만큼의 Eu(III) 및 Cu(II) 용액, 그리고 전체부피가

30 ml이 되도록 증류수를 가했다. 5일간 흔들어서 흡착반응이 평형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점토층과 상등액을 분리하기 위하여 18000 rpm에서 60 분간 원심분리 하였
다. 상등액을 취하여 pH를 측정하고, 0.1 M HNO3 매질로 변환하여 ICP- AES법으
로 Eu(III) 및 Cu(II) 농도를 측정하였다.
다. 결과 및 논의

(1) 정제 점토광물의 양이온교환용량(CEC) 측정
CEC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높은 농도의 기준 이온(Ba2+이나
NH4+ 등) 용액으로 점토광물 시료를 반복해서 처리하여 교환 가능한 이온들을 모두
기준 이온으로 바꾸고, 벌크 용액에 존재하는 과량의 기준이온을 세척법으로 제거
하고, 점토광물에 흡착되어있는 기준 이온을 흡착성이 큰 이온으로 교환하고, 용액
상으로 용출된 기준이온의 양을 측정한다[3- 9- 166]. 이 방법은 반복되는 이온교환
과정이 번거롭고 측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점토광물시료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점토광물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을 한 번의 실
험으로 교환할 수 있는 양이온을 기준이온으로 사용한다. 이 방법으로 Methylene

blue[3- 9- 167],

Hexaminocobalt(III)

[3- 9- 168],

bis(ethylenediamino)copper(II)

[3- 9- 169], triethylenetetraminocopper(II)[3- 9- 170] 또는 tetraethylenepentaminocopper(II) [3- 9- 171] 등을 적용한다. d- 전이금속 이온과 중성 아민 리간드 사이의
킬레이트 착물 생성은 이온의 양전하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이온교환을 용이하
게 하며, 착물생성에 의한 흡광계수 증가는 용액에 존재하는 기준이온의 양을 흡광
도 측정에 의해 간편하게 정량할 수 있게 한다. bis(ethylenediamino)copper(II)보다
는 triethylenetetraminocopper(II)를 이용한 측정 결과가 ammonium acetate법에 의
한 측정결과와 더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3- 9- 170]. 정제하지 않은 점토광물시
료와 정제한 점토광물시료의 CEC를 3회 측정한 결과는 표 3- 9-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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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9- 6. Determined cation exchange capacity of clay minerals.
CEC, meq/100 g
Clay mineral

Measured value

Reported
value

Non- purified clay

Na- montmorillonite

76.4

72.5±2.9

Ca- montmorillonite

84.4

66.1±0.8

Bentonite

-

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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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ified clay
PNa: 76.9±1.1
PNaS: 76.0±2.2
PCa: 71.5±3.0
PBT: 77.1±0.5
PBD: 84.1±0.3

정제하지 않은 점토광물과 정제한 점토광물의 CEC 측정값을 비교하면 정제한 점토
광물이 약간씩 높게 나타났다. Na- montmorillonite의 제공자 제시 CEC 값은 정제
한 점토광물의 측정값과 유사하지만 Ca- montmorillonite의 제공자 제시 CEC 값은
정제한 점토광물의 측정값보다 높다. 정제한 Na- montmorillonite의 초음파처리는
측정값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침적층을 제거한 bentonite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측정값이 높았다. 표 3- 9- 6의 결과는 Ca2+과 같이 결합력이 강한 층간 이온을 Na+
와 같이 결합력이 약한 층간 이온으로 교환해야 정확한 CEC 값을 측정할 수 있음
을 나타낸다.
정제한 점토광물시료에 대하여 동일한 요령으로 pH에 따른 CEC 변화를 측정하
였다. 측정 결과를 pH에 따라 그림 3- 9- 57에 타내었다. 모든 점토광물은 pH가 증
가하면 CEC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pH 증가에 의한 점토광물
모서리 수산기의 양성자 이탈에 의한 증가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2) 점토광물의 금속이온흡착 측정
(가) 흡착평형시간 측정
정제과정에서 점토광물의 층간 이온을 Na+ 이온으로 교환하기는 했지만 Na+ 이
외에 Ca2+ 이온이 존재하면 이온교환반응이 크게 방해받고 평형상수뿐만 아니라 평
형에 도달하는 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 측정한 CEC 값이 제공자가 제시한 값보다
적었던 정제한 Ca- montmorillonite(PCa)에 대하여 흡착평형에 미치는 반응시간의
영향을 측정하였다. 동일한 점토광물 용액을 7 개 준비했다. 지속적으로 교반하면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점토광물 용액을 한 개씩 취하여 원심분리하고 상등액 중의
금속이온 농도를 정량하고 흡착률을 계산했다. 이 과정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반
복하였다. 측정한 흡착률을 교반시간에 대하여 도시한 결과를 그림 3- 9- 58에 타내
었다. Eu(III) 및 Cu(II) 이온이 하루가 지나면 평형에 도달했음을 보이고 있다. 그
러나 흡착평형시간을 5일 이상으로 설정하여 충분한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후의 모든 흡착실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속이온 농도를 제외한 모든 실험
조건을 흡착평형시간 측정에서와 같게 유지하였다.

(나) 흡착실험의 재현성 측정
정제한 점토광물 시료 중에서 Na- montmorillonitr (PNaS), Ca- montmorillonite

(PCa) 및 bentonite (PBT) 용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3회(PNa 및 PBT)
반복 실험하여 흡착실험의 재현성을 확인하였다. Eu(III) 또는 Cu(II) 이온의 당량이
점토광물 CEC의 1.0 또는 1.5 배되는 농도를 유지하였다. PCa 점토광물에서의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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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57. Measured CEC of a purified clay at various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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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montmorillonite (PCa) at various reaction times. [Clay] = 1 gL- 1, [NaClO4] =
1 mM, equivalent ratio of Eu(III) or Cu(II) to CEC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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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9- 7. Reproducibility of a measured conditional adsorption constant
of Eu(III) and Cu(II) on a clay mineral.
logQCu

logQEu
PNaS
16.2

PCa
15.3

PBT
12.3

PNaS
8.70

PCa
8.68

PBT
7.75

14.6

14.8

12.6

8.39

8.78

7.61

14.0

15.5

12.4

8.22

8.77

7.76

14.2

15.0

12.5

8.27

8.79

7.83

14.4

15.1

12.7

8.38

8.77

7.93

14.7

15.2

12.8

8.22

8.75

7.98

15.3
(14.4±0.3)

(15.2±0.2)

8.74
(12.5±0.2) (8.36±0.18 ) (8.75±0.04) (7.81±0.13)

- 532 -

성은 7회 측정한 흡착평형시간 측정의 결과로 대치하였다. 용액상에 존재하는

Eu(III) 및 Cu(II) 이온 농도를 측정하고, 조건부 흡착상수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표 3- 9- 7에 나타내었다. 실험에서 용액의 pH 범위가 4 내지 5였으므로 모든 흡착
반응은 이온교환반응으로 간주했다. 금속이온과 반응하는 흡착자리는 용액 중에 고
르게 분산된 균질상태로 간주하여 농도를 moles/g 또는 moles/m2 대신에 moles/L
의 단위로 나타내었다. Triethylenetetraminocopper(II) 법으로 CEC를 측정할 때 이
온성 Cu(II) 착물과 반응한 자리가 모두 Eu(III) 또는 Cu(II) 이온과 당량비로 반응
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CEC는 pH 7 내지 8에서 측정하였으나 흡착실험은 pH 4
내지 5에서 측정했다. 그런데 pH가 감소하면 CEC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
므로(그림 3- 9- 58 참조) 흡착실험에서의 CEC 참값은 약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Na+ 이온의 농도는 매우 낮으므로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반응식에 대한 조건부 평형상수를 계산했다.

3 ≡X- + Eu3+ ⇋ ≡X- 3ㆍEu3+
QEu=[ ≡X- 3ㆍEu3+]/([Eu3+][ ≡X- ] 3), M- 3

(18)

2 ≡X- + Cu2+ ⇋ ≡X- 2ㆍCu2+
QCu=[ ≡X- 2ㆍCu2+]/([Cu2+][ ≡X- ]2), M- 2

(19)

PNa 및 PBT 점토광물 시료의 평형상수를 보면 Eu(III) 또는 Cu(II) 이온의 당량
이 점토광물 CEC의 1.0 배 농도일 때와 1.5 배 농도일 때가 서로 비슷한 값을 보이
고 있으므로 과량의 금속이온이 흡착반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
다. PCa의 CEC는 제공자 제시값, 정제하지 않은 시료 측정값 및 정제한 시료 측정
값이 서로 달라서 각각 84.4, 66.1 및 71.47 meq/100 g을 보였었다(표 3- 9- 6 참조).
제공자 제시값을 사용하여 Eu(III) 및 Cu(II) 이온 흡착에 대한 평형상수를 계산하
면 각각 logQEu=12.5±0.05와 logQCu=8.02±0.02이며, 정제하지 않은 시료 측정값을 사
용하면 Eu(III) 이온의 경우에는 CEC보다 과량이 흡착된 결과를 보이고 Cu(II)의
경우에는 logQCu=9.45±0.07로 계산되었다. 이와 같은 큰 오차는 흡착평형상수를 계
산할 때 유효 흡착자리의 정확한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다) pH가 흡착에 미치는 영향
정제한 점토광물시료 중에서 PNa, PCa 및 PBT 에 대하여 CEC 당량의 0 또는

1.0 배만큼의 Eu(III) 이온(0 또는 0.25 mM)과 0.15 배만큼의 Cu(II) 이온(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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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59. Conditional adsorption constant of Eu(III) and Cu(II) on a purified
clay mineral at various pH. [Eu(III)] = 0 or 0.25 and [Cu(II)] = 0.05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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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이 함께 존재하는 여러 가지 pH 조건에서 Eu(III)와 Cu(II)의 흡착평형을 측정
하였다. 평형상태에서 측정한 pH 범위는 3.5 내지 7.0이었다. 계산에 필요한 CEC는
정제한 점토광물의 측정값(표 3- 9- 6 참조)을 사용하였다. pH에 따른 조건부 흡착상
수 값을 그림 3- 9- 59에 나타내었다. Eu(III) 이온의 흡착상수 값은, 모든 점토광물에
대하여, pH가 증가하면 서서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CEC 당량의

1.0 배만큼의 Eu(III) 이온이 존재하므로 영구음전하자리에서의 이온교환반응뿐만
아니라 양성자 이탈이 동반되는 흡착 자리에서의 반응도 관여했기 때문으로 보인
다. 그러나 Cu(II)는 Eu(III)의 존재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CEC 당량
의 0.15 배만큼의 Cu(II) 이온 흡착은 1.0 배만큼의 Eu(III) 이온이 존재하면 pH가
증가할수록 흡착상수 값이 증가하지만 Eu(III) 이온이 존재하지 않으면 pH 6.5 이상
까지도 일정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전하량이 커서 강한 이온결합을 할 수 있
는 과량의 Eu(III)가 대부분의 영구음전하 흡착자리를 차지하면 Cu(II) 이온은 영구
음전하 흡착자리에서 경쟁할 뿐만 아니라 양성자 이탈에 의해 생성되는 음전하자리
와도 결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Eu(III)가 존재하지 않으면 CEC 당량보다 적
은 양의 Cu(II) 이온은 pH와 무관하게 영구음전하자리에서 이온교환에 의해 흡착할
수 있다. 즉, CEC 당량에 비하여 많은 양의 금속이온이 존재할수록 양성자 이탈반
응을 동반한 흡착반응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정제한 점토광물시료(PNaS, PCa 및 PBD)에 대하여 Eu(III) 또는 Cu(II) 이온의
농도가 각각 0 내지 0.34 및 0 내지 0.51 mM(CEC의 0 내지 1.36 배 당량비)인 점
토광물 용액을 준비하고 5일간 교반하여 평형상태에 도달한 다음 상등액의 pH를
측정하였다. 금속이온 당량 농도(mN)에 따른 평형 pH 측정값을 그림 3- 9- 60에 나
타내었다. 금속이온 농도가 증가하면 pH가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점토광물 용액에
가해지는 금속이온 모용액[30 ml 부피에 pH 5.0의 6 mM Eu(III) 및 pH 5.1의 10

mM Cu(II) 용액을 각각 1.7 및 1.53 ml보다 적게 가했음] 에 의해 가해지는 산의 양
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pH 감소는 금속이온과 점토광물 표면의 반응 때문
이다. 즉 점토광물 표면에서 양성자와 금속이온의 교환반응에 의한 흡착반응 결과
다. 이 현상은 Cu(II) 이온보다는 양이온의 전하량이 커서 결합이 상대적으로 더 강
한 Eu(III) 이온이 존재할 때 약간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정제한 점토광물시료(PNa, PCa 및 PBT)에 대하여 Eu(III) 또는 Cu(II) 이온의
양이 CEC의 1.0 배 당량만큼 존재하는 조건에서 여러 값의 pH가 되도록 HClO4 또
는 NaOH 용액을 가하고 5일간 교반하여 평형상태에 도달한 다음 상등액의 pH를
측정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금속이온을 가하지 않은 경우를 함께 실험했다. 가해준
산 또는 염기의 농도와 양으로부터 계산한 - log[H+] 를 측정 pH 값에 따라 그림

3- 9- 61에 나타내었다. Eu(III) 이온이 존재할 때의 pH 변화 경향은 금속이온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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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60. Equilibrium pH of a clay mineral solution at various equivalent
concentrations of Eu(III) or Cu(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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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61. Potentiometric titration of a clay mineral solution in presence or
absence of Eu(III) or Cu(II). Equivalent ratio of [Eu(III)] or [Cu(II)] to CEC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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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지 않거나 Cu(II) 이온이 존재할 때와 다르게 나타났다. 금속이온이 존재하지
않거나 Cu(II) 이온이 존재했을 경우에는 - log[H+]에 대한 pH 증가가 1보다 큰 기
울기 값을 보인다. 이것은 가해준 산을 소모하는 반응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가능한
경우는 점토광물 시료에 존재하는 금속(수)산화물의 용해 또는 영구음전하자리에
결합된 양이온과 양성자 이온의 교환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Eu(III) 이온이 존재
했을 때는 기울기가 감소하여 1에 가까운 값을 보임으로써 양성자 이온의 소모가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났음을 보였다. 금속(수)산화물의 용해는 Eu(III) 이온의 존재
와 무관하므로 기울기 차이는 점토광물 모서리 수산기 자리에서

Eu(III) 이온이

Cu(II) 이온보다 더 많이 양성자 이온과 이온교환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라) 일정한 Cu(II) 농도에서 Eu(III) 농도가 PBT 시료의 흡착에 미치는 영향
정제한 PBT 점토광물 시료에 대하여 Cu(II) 이온이 CEC의 1.4 배 당량에 해당
하는 만큼(0.533 mM) 존재하고 Eu(III) 농도가 0 내지 0.35 mM(CEC의 0 내지 1.4
배 당량)만큼 존재하는 조건에서 Eu(III)와 Cu(II)의 흡착평형을 측정하였다. Eu(III)
농도 증가에 따른 흡착률과 평형상수 변화를 그림 3- 9- 62에 함께 나타내었다. CEC
당량에 비하여 가해준 금속이온의 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겉보기 흡착률은 Eu(III)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그러나 흡착상수 값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점
토광물표면에 과량의 Eu(III)와 Cu(II) 이온이 흡착하더라도 흡착자리에 대한 경쟁
반응 이외에 흡착을 서로 상승시키거나 강하시키는 상호작용이 없음을 나타낸다.

(마) 일정한 Eu(III) 농도에서 Cu(II) 농도가 흡착에 미치는 영향
정제한 점토광물 시료 중에서 PNa, PCa 및 PBT 시료에 대하여 Eu(III) 이온이
없거나 또는 CEC 당량의 1.1 배만큼(0.275 mM) 존재하고 Cu(II) 농도가 0 내지

0.15 mM만큼(CEC 당량의 0 내지 0.4 배) 존재하는 조건에서 Eu(III)와 Cu(II)의 흡
착평형을 측정하였다. Cu(II) 농도 증가에 따른 흡착률과 흡착상수 결과를 각각 그
림 3- 9- 63과 3- 9- 64에 나타내었다. 가해준 Eu(III) 이온의 양이 CEC의 1.1배 당량
이므로 상당 분율의 영구음전하자리는 Eu(III) 이온과 결합하고 있다. 그 결과로

Eu(III) 이온이 존재하면 Cu(II) 이온의 흡착률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측정한 Cu(II)의 흡착상수는, PBT 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Eu(III)가
존재하지 않을 때와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은 실험조건과 같이 높은 이온농도 조건
에서도 Eu(III) 이온과 Cu(II) 이온이 흡착자리를 두고 서로 경쟁을 하기는 하지만
두 이온의 상호작용에 의한 Cu(II) 이온의 흡착을 상승시키거나 강하시키는 효과는
없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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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62. Adsorption ratio and constant of Eu(III) and Cu(II) on a purified
bentonite (PBT) against added Eu(III) concentration in presence of [Cu(II)] =
0.533 mM and various [Eu](= 0 to 0.3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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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63. Adsorption ratio of Eu(III) and Cu(II) on a purified clay mineral
against added Cu(II) concentration. [Eu(III)] = 0 or 0.27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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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64. Conditional adsorption constant of Eu(III) and Cu(II) on a purified
clay mineral against added Cu(II) concentration. [Eu(III)] = 0 or 0.27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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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u(III) 이온과 Cu(II) 이온의 당량분율 변화가 흡착에 미치는 영향
정제한 점토광물 시료 중에서 PNa, PCa 및 PBT 에 대하여 일정한 pH에서

Eu(III) 이온과 Cu(II) 이온의 당량분율을 변화시키며 흡착 변화를 측정하였다. 가해
준 Eu(III) 이온과 Cu(II) 이온의 당량합(=3[Eu3+]+2[Cu2+])이 점토광물 CEC의 1.1
배 당량에 해당하도록 일정한 당량 농도(=0.825 mN)를 유지하였다. 측정 결과로부
터 두 이온의 흡착률과 흡착상수를 계산해서 Eu(III) 이온의 당량분율{equivalant

fraction of Eu3+ ion, XEu = 3[Eu3+] / (3[Eu3+] + 2[Cu2+], []=mM 농도} 에 따라 각각
그림 3- 9- 65와 3- 9- 66에 나타내었다. 측정한 pH의 평균값을 각 그림에 함께 나타
내었다. pH를 4.0 및 4.5를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pH 완충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
문에 약간의 오차는 피할 수 없었다. 그림 3- 9- 65는 당량비에 관계없이 Eu(III) 이
온이 Cu(II) 이온보다 흡착률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정전기적 상호
작용에 의한 외부권 착물 생성에 있어서 양전하량이 큰 Eu3+ 이온이 Cu2+ 이온보다
결합력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Eu(III) 이온의 당량 분율이 0.7 이상으로 증가하
면 영구음전하자리의 많은 부분을 Eu(III) 이온이 결합하게 되므로 흡착률이 감소했
다. 한편, Eu(III) 이온의 당량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Cu(II) 이온의 흡착
률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반응성이 큰 Eu(III) 이온이 영구음전하자리를 차
지함으로써 Cu(II) 이온이 결합할 흡착자리수가 감소한 결과다. PCa 및 PBT 시료
의 경우에, Eu(III) 이온의 당량분율이 0.8 이상[Eu(III) 이온의 농도는 0.2 mM 이
상, Cu(II) 이온의 농도는 0.0825 mM 이하] 으로 증가하면 Cu(II) 이온의 흡착률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Cu(II) 이온만을 선택적으로 강하게 흡착할
수 있는 미량 불순물이 존재하거나 또는 과량의 Eu(III) 이온에 의해 Cu(II) 이온의
흡착이 크게 증가한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Eu(III) 이온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
는 조건에서 Cu(II) 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측정한 흡착결과(그림 3- 9- 63 및

3- 9- 64 참조)를 보면 과량의 Eu(III) 이온이 존재해도 Cu(II) 이온의 흡착이 약간
증가하기는 하지만 그림 3- 9- 65에 나타난 것만큼 크지는 못하다. 따라서 높은

Eu(III) 당량분율에서의 Cu(II) 이온의 흡착 증가는 흡착량(가해준 총량과 용액 중에
남은 양) 계산의 오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흡착률의 변화에도 불
구하고 그림 3- 9- 66에 나타낸 흡착상수는, 계산 오차가 예상되는 영역을 제외하면,

Eu(III) 이온의 당량분율과 무관하게 거의 일정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도 점
토광물 표면에서 Eu(III) 이온과 Cu(II) 이온 사이에 흡착자리에 대한 경쟁반응 이
외에는 상호작용이 없음을 나타낸다. Eu(III)의 당량분율이 증가하면, 특히 PCa 시
료의 경우에, 흡착상수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기는 했다. 이것은 일정한 pH
가 유지되지 못한 영향으로 보인다. Eu(III) 이온의 당량분율이 증가할 때 감소한

pH 범위와 평균값을 표 3- 9- 8에 타내었다. pH가 흡착에 미친 영향을 나타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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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65. Adsorption ratio of Eu(III) and Cu(II) on a purified clay mineral
against equivalent fraction of Eu(III). 3[Eu(III)] + 2[Cu(II)] = 0.8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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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66. Conditional adsorption constant of Eu(III) and Cu(II) on a purified
clay mineral against equivalent fraction of Eu(III). 3[Eu(III)] + 2[Cu(II)] = 0.8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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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9- 8. The pH range and its average value measured at the
experiment of Eu(III) equivalent fraction effect on the adsorption at constant
pH.
Clay

Range

Low

pH
Average

Range

High

Average

PNa

4.34 ∼ 4.09

4.21±0.08

4.75 ∼ 4.51

4.67±0.08

PCa

4.27 ∼ 3.95

4.13±0.11

4.52 ∼ 4.23

4.39±0.10

PBT

4.25 ∼ 4.01

4.11±0.06

4.55 ∼ 4.35

4.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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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 59은 금속이온의 농도가 포화에 가까운 조건에서는 pH가 감소하면 흡착평형상
수도 감소하는 것을 보였다.
라. 결론
서로 화학거동의 차이를 보이는, 굳은산 특성의 Eu3+ 이온과 굳은산- 무른산 경계
의 특성을 보이는 Cu2+ 이온을 사용하여 점토광물표면에서의 흡착거동을 비교하였
다. Eu3+와 Cu2+ 이온의 상호작용이 크게 나타나도록 흡착자리의 포화 당량보다 큰
농도에서 측정하였다. 점토광물의 미세한 물리화학특성이 금속이온흡착에 미치는
영향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Na- montmorillonite (Wyoming, SWy- 2), Ca- mont-

morillonite (Texas, STx- 1b), 그리고 montmorillonite가 주성분인 bentonite
(Aldrich, Cat. NO 28523- 4)를 함께 사용하였다. 이들에 함유된 탄산염, 금속산화물
광물 및 유기물들이 점토광물의 거동을 방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아세트산염,
과산화수소수 및 NaClO4 용액으로 세척하는 정제과정을 거쳤다.
양이온교환능(CEC)을 triethylenetetraminocopper(II)법으로 측정하였다. 정제하지
않은 점토광물과 정제한 점토광물의 측정값을 비교하면 정제한 점토광물이 약간씩
높게 나타났다. Ca- montmorillonite의 측정값은 시료 제공자 제시 값과 큰 차이를
보였다. Ca2+과 같이 결합력이 강한 층간 이온이 존재하면 Na+와 같이 결합력이 약
한 층간 이온으로 교환해야 정확한 CEC 값을 측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모든 점토
광물은 pH가 증가하면 CEC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pH 증가에
의한 점토광물 모서리 수산기의 양성자 이탈에 의한 증가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pH 4 내지 6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Eu(III) 및 Cu(II) 이온의 이온교환에 의한 흡
착반응은 하루가 지나면 평형에 도달했다. 양이온교환에 의한 조건부 흡착평형상수
는 2% 정도의 편차를 갖는 재현성을 보였다.

Eu(III)와 Cu(II) 이온 흡착상수의 pH 의존성은 농도의 지배를 받았다. 이온의 양
이 CEC 당량에 가까우면 pH가 증가할수록 측정한 이온교환 흡착상수는 증가하지
만 그보다 낮으면 pH와 무관한 일정한 값을 보였다. CEC 당량에 비하여 많은 양의
금속이온이 존재할수록 양성자 이탈반응을 동반한 흡착반응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
을 나타낸다. 금속이온의 양이 많을수록 치환되는 양성자 농도가 증가하였다.
과량의 Eu(III)와 Cu(II) 이온 존재에서 각각 Cu(II) 및 Eu(III)의 농도를 변화시
키거나 두 이온의 당량분율을 변화시켜도 측정한 조건부 이온교환 흡착상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montmorillonite 진흙광물 표면에서 Eu(III)와 Cu(II)의 두 이
온이 흡착자리에 대한 경재반응 이외에 다른 상호작용이 없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 결과는 montmorillonite 광물계면에서 이온교환에 의한 방사성핵종 흡착
반응에 비악티나이드 원소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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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현재까지 국내에서 추진된 대부분의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는 주로 밀리
몰 (10- 3 M) 농도 이상인 시료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장기적 관점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처분 안전성을 예측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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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판되고 있으나 정
량분석만 가능할 뿐 화학종의 종류까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극미량 악티나
이드 화학종을 구분할 수 있는 고감도 레이저 분광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분광학적
으로 화학종을 규명한다는 것은 흡수 또는 형광 스펙트럼의 봉우리(peak)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분광 분해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레이저 광원, 분광계, 검출기 등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직접 구성하여 성능을 조사하였다. 또한 구축한 분광 시스템
을 이용하여 수용액 내 용존 악티나이드 화학종 및 계면 흡착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특성을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 1 절 시간분해 레이저 형광 시스템 구축
이 연구에서 개발한 TRLFS (시간분해 레이저 형광 분광학) 기술은 현재까지 알
려진 분광기술 중에서 측정 감도가 가장 우수하며 U(VI) 및 Cm/Am(III) 화학종 규
명에 이용할 수 있다. 제 3 장의 그림 3- 1- 2에 보인 것과 같이 광증배관 및 ICCD
카메라를 검출기로 이용하는 TRLFS 장치를 구축하였고, 이 장치의 성능을 평가하
였다. 결과적으로 제 3 장의 그림 3- 1- 5에 보인 것과 같이 나노 몰 이하 농도로 수
용액에 녹아 있는 UO22+ 이온의 형광 봉우리를 구분할 수 있는 화학종 규명 감도를
달성하였고, 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형광 스펙트럼 및 형광수명 특성 자료를 확보
하였다. 제 3 장의 8 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구축한 TRLFS 장치를 이용하여 지
하수에 존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리간드와 U(VI) 이온이 착물을 이룰 때의 열역학
상수를 조사하였다. 이어지는 연구에서는 pH 등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광 특성을
보이는 Cm(III), Am(III) 등의 화학종을 규명하여 열역학 상수 자료를 확보하고, 또
한 이들 원소들이 지화학 조건에서 산화물 계면에 흡착되었을 경우의 삼성분 착물

(ternary complex) 규명 연구에 TRLFS 분광기술을 적용시킬 것이다.
기초과학 분야의 발전이 없이는 현대의 첨단과학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과학
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실이다. 원자력 선진국 진입 및 원자력
관련기술의 수출을 목전에 둔 우리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악티나이드 원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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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지식 축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TRLFS 기술을 개
발하여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에 적용함으로써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일부
국가에서만 생산하던 악티나이드 화학종 거동 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
한 첨단 레이저 분광기술은 차세대 환경산업에서 요구하는 극미량 오염 물질 감시
및 관리 등의 기타 분야에 이르기까지 적용범위가 다양하다고 판단한다.

제 2 절 레이저 광음향 분광학 시스템 구축
이 연구에서 개발한 LPAS (레이저 광음향 분광학) 기술은 형광 특성을 보이지
않는 U(IV), Pu(III- VI), Np(IV,V) 화학종을 대상으로 하며 레이저 광음향 흡수 스펙
트럼을 조사함으로써 이들 화학종을 규명할 수 있다. 파장 변화 영역이 410- 2400

nm인 펄스형 OPO (Optical Parametric Oscillator) 레이저를 광원으로, 압전체
(piezoelectric transducer, PZT)를 광음향 신호 검출 센서로 이용하는 LPAS 시스템
을 구축하여 U(IV), Pu(VI) 가수분해 화합물의 흡수 스펙트라를 조사하였다. 압전체
를 이용한 광음향 센서를 직접 제작하여 실험에 이용하였고, 10- 6 M 농도 이하 수준
의 화합물을 구분할 수 있는 화학종 규명 감도를 얻었다.
구축한 레이저 광음향 분광장치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가시광선 파장 영역에서
최대 흡수를 보이는 U(IV) 자유 이온의 광흡수 스펙트라를 측정한 결과로 8.2×10- 7

M 농도에 해당하는 검출한계를 얻었다. 이 값은 외국의 타 기관에서 개발한 광음향
분광 시스템에서 동일한 화학종에 대해 얻은 검출한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제 3 장
의 5 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광 경로가 100 cm인 액체 광도파 모세관 셀을 분광
광도계에 연결하여 측정한 흡수 스펙트럼에서 구한 검출한계가 약 1.2×10- 7 M임을
감안해 볼 때 자외선 및 가시광선 파장 영역의 광음향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악
티나이드 화학종을 규명하는 것이 액체 광도파 모세관 셀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큰
장점이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근적외선 파장 영역에서 물의 몰 흡광계수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800 nm 파장
보다 긴 파장 영역에서 최대 흡광도를 보이는 Pu(VI), Np(IV,V) 화학종 규명 연구에
는 액체 광도파 모세관 셀을 이용하는 분광광도법(spectrophotometry)을 적용할 수
가 없다. 따라서 레이저 광음향 분광기술은 Pu(VI), Np(IV,V) 화학종 규명에는 매우
유리한 점이 있다. 830 nm 파장에서 최대 흡광도를 가지는 PuO22+ 이온의 경우

1×10- 6 M 이하의 농도 조건에서도 흡수 스펙트럼의 최대 봉우리를 구분할 수 있는
화학종 규명 감도를 가진다는 것을 보였다. 분광광도계를 이용해 측정한 흡수 스펙
트라에 비해 신호 대 잡음비가 매우 우수한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광음향 흡수
스펙트라를 얻었고 PuO22+, PuO2(OH)+, PuO2(OH)2(aq), PuO2(OH)3- 화학종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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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최대 봉우리 파장이 각각 830, 842, 850, 861 nm임을 확인하였다. 이어지는
연구에서는 근적외선 파장 영역에서 광음향 분광기술을 이용하여 이들 화학종의 몰
흡광계수와 형성상수를 보다 정확하게 결정하는 실험을 수행할 것이다.

제 3 절 LIBD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용해반응 동적거동 조사
지하수 조건에서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로 나노미터 크기의 미세 콜로이드 입자를 꼽을 수 있다. 모든 종류의 지하수에
는 콜로이드 입자가 존재하며 이들 입자에 악티나이드 화학종이 흡착됨으로써 지하
수 유동에 따른 오염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량으로 존재하는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 및 농도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흡착 반응을 이해함으로서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단계 (2004- 2006) 연구에서 개발한 LIBD 기술은 수 nm 크기의 작은 콜로이드
나노입자를 수 ppt 농도까지 검출할 수 있으므로 지하수에 함유된 악티나이드 화학종
의 확산에 주된 역할을 하는 미세 나노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 및 농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술 중의 하나이다. 현재 알려진 LIBD 기술은 ‘압전체(PZT)를 이용한
플라즈마 충격파의 음향학적 측정 방법’ 및 ‘CCD- 카메라를 이용한 플라즈마 섬광

(flash)의 광학적 측정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측정 방법을 채택한 LIBD 장
치는 악티나이드 원소를 다룰 때 사용하는 글로브 박스 내부에 설치하기에 불리한
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LIBD 기술은 ‘탐사광을 이용한 플라즈마 충격파의 광학적 측
정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레이저 유도 충격파에 의해 탐사광이 편향되는 광학적
신호를 비접촉식,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다. 그림 3- 3- 13에서 보인
것과 같이 탐사광을 이용함으로써 수용액 내 콜로이드 성질의 악티나이드 나노입자
생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그림 3- 3- 18에서 설명
한 것처럼 악티나이드 원소의 용해도를 간편하면서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핫셀이나 글로브 박스 내부에 위치한 악티나이드 시료를 대상
으로 할 때 압전체나 CCD- 카메라를 글로브 박스 내부에 설치하지 않아도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충격파를 비접촉식,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장치 및 방법을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2건의 국내특허 등
록, 1건의 미국특허를 출원하였다.
고준위 폐기물을 심지층 처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악티나이드 원소의 용해도
를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가 세계 각국에서 수행되고 있다. LIBD 기술은 용액
속에 부유하고 있는 50 nm 이하의 극미량 입자를 시료 전처리 없이 실시간으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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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 가능한 첨단기술로서 원자력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환경산업 분야에서
도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콜로이드를 실시간, 비접촉식으로 측
정할 수 있는 LIBD 기술의 개발은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국가가 보유한 기
술에 비해 우위에 있는 기술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LIBD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된 열역학 상수와 함께 장기간에 걸친 추적 조사
로부터 얻어진 용해반응 동적거동 특성자료는 악티나이드 용해 거동을 이해하기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제 4 절 LIBD를 이용한 지하수내 나노입자 분석기술 개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안전성을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는 주로 용
해도곱 및 착물 화학종 생성 상수 등 다양한 열역학 상수 및 흡착 거동 특성이다.
그러나 지하수와의 접촉을 통해 유출된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로 나노미터 크기의 미세 콜로이드 입자를 꼽고 있다. 모든
종류의 지하수에는 콜로이드 입자가 존재하며 이들 입자에 악티나이드 화학종이 흡
착됨으로써 지하수 유동을 따라 예상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미량으로
존재하는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 및 농도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과 악티나이드 간의
흡착 반응을 이해함으로서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
요하다.
개발된 이동식 LIBD 장치는 현장에서 직접 지하수 및 지표수에 존재하는 나노입
자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하수는 시추를 통해 채취하면서 외부와
접촉하는 즉시 그 고유의 성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 시료를
준비해야 한다.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LIBD 장치는 시료의 이동 과
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제외할 수 있어 자연 시료를 조사함에 있
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레이저의 차이로 유발된 폴리스티렌 표준 나노
입자의 문턱에너지, S- 곡선 특성 및 유효 초점 거리 등의 LIBD 신호 특성 자료를
확보하여 이동식 LIBD 장치를 이용하여 각종 나노입자의 크기 및 농도를 결정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물성에 따른 LIBD 신호 특성 자료를 우선적으로 실리카, 알루미나 및 우라늄 나
노입자에 대하여 확보하였다.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겠지만, 일정한 레이저 펄
스 파장을 사용하는 경우 몇 개의 광자를 동시에 흡수하여 이온화된 초기 전자가 발
생되는지에 따라 그 특성을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나노입자
를 구성한 성분에 따라 적절한 파장의 레이저빔을 사용한다면 크기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수에 존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에 대한 실험 결과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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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제 자연 시료에 존재하는 나노입자 분석에 대한 LIBD 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하겠다.

제 5 절 LWCC를 이용한 Np, Pu 착물 화학종 규명
마이크로 몰 (10- 6 M) 농도의 극미량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 3
장의 그림 3- 3- 1에 보인 것과 같이 100 cm의 광 투과 길이를 갖는 모세관 셀

(LWCC)을 글로브 박스 내부에 설치하고 광섬유(optical fiber)를 이용하여 분광광도
계와 연결하여 고감도 흡수분광측정 장치를 구축하였다. 장치의 성능을 평가하기위
해 전기화학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통해 U(IV), U(VI), Np(IV), Pu(V) 및 Pu(VI) 화
학종의 표준시료를 제조하고 그 산화상태를 유지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결과적으
로 그림 3- 3- 14에 보인 것과 같이 U(IV), U(VI), Np(IV), Pu(V) 및 Pu(VI) 이온에
대한 농도 측정용 보정곡선을 결정하였고, 각 악티나이드 화학종에 대한 검출한계는

0.12, 0.71, 0.041, 0.35 및 0.011 μM로 조사되었다. 이는 1.0 cm 광 투과 길이를 갖는
표준 석영 셀을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약 30배 향상된 값으로 상용의 분광광도
계를 이용하여 악티나이드 화학종에 대해 μM 농도 이하까지 정량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LWCC 이용은 적은 양의 시료를 사용해도 흡수스펙트
럼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방사성 시료나 고가의 악티나이드 시료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여러 가지 산화수의 혼재 때문에 정확도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Pu(VI) 가수
분해 화학종 형성상수를 환원된 플루토늄 이온이 가수분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면서 흡수분광법을 이용하여 규명하였다. 앞서 구축한 LWCC를 이용한 고감도
흡수분광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미량(μM 농도 영역)의 플루토늄 화학종을 정량하였
다. Pu(VI) 가수분해 중합체가 형성되는 진한 플루토늄 농도조건에서는 환원반응에
의한 영향이 적으나 묽은 농도 조건에서 생성되는 단량체의 Pu(VI) 가수분해 화학종
의 형성상수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데 극미량의 Pu(V)를 정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
함을 보고하였다. 오랜 시간동안 시료 내 플루토늄 산화상태 변화를 관찰하였고, 시
료의 pH 조건에 따라 다른 가수분해 화학종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시료 내 산화환
원반응도 다른 동적 거동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초기 Pu(VI) 총 농도가 0.1- 0.12

mM인 조건에서 첫 번째 가수분해 화학종으로 중합체인 (PuO2)2(OH)22+가 생성(log
β°22 = - 7.09±0.22)되었고 PuO2OH+ 이온은 생성되지 않았다.

지하 처분환경에서 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Pu(VI) 가수분해 화학종 중 단
량체의 형성상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단량체만 생성될 정도로 충분히 낮은

Pu(VI) 농도조건에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플루토늄 총 농도가 0.05 mM인
- 551 -

조건에서 생성된 Pu(VI) 가수분해 단량체 화학종의 흡수특성, 형성상수 및 Pu(VI)
가수분해 화합물의 용해도곱 상수를 결정하였다. 산화분위기를 조성하여 오차를 유
발하는 주된 원인인 Pu(V) 영향을 배제하였다. Pu(VI) 가수분해 단량체 화학종의 몰
흡광계수는 PuO22+: 546.8±0.9, PuO2(OH)+: 272±26 및 PuO2(OH)2(aq): 436±33

M- 1cm- 1이다.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형성상수는 log* β°11 = - 5.6±0.3, log* β°12 =
- 13.1±0.2 및 log* β°13 = - 24.0±0.8로 결정되었다. 또한 Pu(VI) 가수분해 화합물의 용
해도곱 상수 log* K' s,0 = 8.1±0.3 (I = 0.01 M NaClO4)를 보고하였다. 미량의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을 상용화된 흡수분광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u(VI) 가수분해 단랑체 화학종이 생성되는 낮은 농도
에서 각 화학종의 흡수특성을 성공적으로 도출하였고 이를 이용해서 가수분해 화학
종을 직접 분석하였다.
방사성 원소이기 때문에 취급에 어려움이 따르는 Np(IV) 대신에 유사체로 U(IV)
를 사용하여 삼성분 착물 화학종 생성을 흡수분광분석법으로 측정하였다. U(IV) 이
온의 배위자리를 모두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매우 안정한 이성분 착물을 생성하는

PDA를 리간드로 선정하였다. U(IV)- PDA 시스템에서 pH를 증가시키면 U(IV)- OH
및 U(IV)- PDA 화학종의 경우와는 다른 흡광특성을 보이는 화합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성 화학종 생성으로 보이는 침전 생성이 육안으로 관찰되었고, 빛의
산란으로 인해 흡수스펙트럼의 바탕값이 상승되는 현상도 발견하였다. 이 화학종은

U(IV)(PDA)(OH)2 삼성분 착물로 사료되었다. 침전을 제거하고 용액 중의 PDA,
U(IV) 및 OH- 농도를 측정하면 삼성분 착물의 용해도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U(IV) 대신에 Np(IV)를 비롯한 다른 An(IV)의 용해도곱을 구하여 비교함으로써 악
티나이드 원소 간 화학거동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개발된 악티나이드 표준 시료를 제조기술 및 산화상태 유지기술은 다양한 악티나
이드 화학종의 열역학 자료를 생산하는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미량의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측정하는 기술은 자연수 및 환경시료 중의 악티나이드 원소 측
정 등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안정성 평가 연구의 기반기술로 이용될 수 있
다.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플루토늄 산화상태 및 가수분해 화합물의 동적거
동연구 결과는 수용액 내에서 진행되는 환원반응, 가수분해반응 및 응집반응 등 플
루토늄의 복잡한 변화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중합체 및 단량체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흡수 특성은 자연수 및 환경시료 중의 플루토늄 화학종을
직접 정량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열역학 자료를 생산하는데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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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LIBS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성분 분석기술 개발
고준위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때 유리고화체 형태로 만들어 처분하면 부피를 줄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을 보다 견고하게 고화체 내에 가두어둘 수 있
는 효과가 있으므로 여러 국가에서 유리고화체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유리고화체 내에 포함된 악티나이드 원소의 정밀 분석을 위해 전 단계

(2004- 2006) 연구에서 개발한 LIBS 기술을 이용하여 산화물 형태로 유리시료에 포
함된 우라늄(U), 스트론튬(Sr), 유로퓸(Eu) 정량분석을 수행하였다.

LIBS 기술로 측정할 수 있는 U, Sr 원소의 검출한계는 각각 약 150, 1.5 ppm이
다. U의 검출한계가 Sr의 검출한계에 비해 약 100배 높은 값을 보이는 이유를 밝히
기 위해 유리 매질에서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가 발생할 때의 플라즈마 온도, 유리
표면에 형성되는 구멍의 형태, U 함량에 따른 유리시료의 열적 특성 등을 조사하였
다. 레이저 파장이 짧아지면 시료의 용발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U 시료
의 함량을 변화시켜도 플라즈마 온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Sr과 U의 검출한계 차이는 U 원자가 Sr에 비해 훨씬 많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빔에 의해 들뜬 원자들이 많은 에너지 준위에 골고루 분포되어
특정한 파장에서의 발광 세기가 Sr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유리고화체 형태로 고준위 폐기물을 처분할 경우에 고화체에 포함되는 U의 함량
은 수 % 정도이다. 따라서 LIBS 기술을 이용하여 비접촉식 및 원격으로 고화체의
성분을 충분히 정량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온전해분리 공정(pyroprocessing)에서 다루는 사용후
핵연료에 포함된 악티나이드 정량분석에 LIBS 기술을 적용할 것이다.

제 7 절 휴믹 물질과 악티나이드 화학반응 규명
본 연구는 휴믹산- 악티나이드- 점토로 구성된 삼성분계에서 pH 영역별 악티나이
드 계면 흡착반응 해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카올리나이트에 대한

HA의 흡착은 pH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pH 4- 11에서의 카올리나이트에 대한
HA의 최대 흡착량은 4.73- 0.47 mg/g의 범위이었다. 카올리나이트에 대한 Eu(III) 흡
착은 pH 3- 5에서 급격히 증가하였고, pH 6 이상에서 흡착포화에 도달하는 전형적인

Eu- 광물질 흡착곡선을 보였다. pH가 낮은 산성영역 (pH 3- 4)에서는 카올리나이트에
흡착된 HA에 의한 Eu의 추가 흡착으로 인해 Eu의 흡착률이 상승하나, 중성 및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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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 영역(pH > 6)에서는 용존 Eu- HA 착물 생성으로 인해 Eu의 흡착률이 크게 감
소하였다.

HA 농도 및 pH가 증가함에 따라 KA에 대한 HA의 흡착률은 감소하였으나, 이
온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KA에 대한 HA의 흡착률이 증가하였다. 휴믹산이 존재하
지 않을 경우, KA에 대한 Am의 흡착률이 증가하였다. 휴믹산이 존재하는 경우 pH
가 낮은 산성영역(pH 6 미만)에서는 휴믹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서 Am
의 점토에 대한 흡착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pH가 높은 중성 및 알칼리 영역(pH 8
이상)에서는 HA의 카르복실 작용기가 Am3+과 반응하여 수용성 착물을 형성하여 그
결과로 Am 흡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휴믹산- 악티나이드- 점토로 구성된 삼성분계에서 pH 영역별 악티나이드 계면 흡
착반응 해석기술은 악티나이드 원소의 화학거동 기술의 연계기술로써 악티나이드 원
소의 환경 중 거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중저준위 뿐만 아니라 고준위 방사
성 폐기물 처분 안정성 평가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제 8 절 분광학 방법을 이용한 우라늄- 리간드 용존 착물 화학
종 규명기술 개발
UV- Vis 분광광도법과 TRLFS를 함께 사용하여 U(VI)와 유기 리간드 착물의 형
성상수 및 분광학적 성질을 측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두 분광학 방법을 서로
상보적으로 이용하여 착물 화학종의 반응량비, 몰흡광계수 및 형광 소광계수 등 착
물형성상수 이외의 정보를 계산해낼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이로부터, 용존 착물종
의 화학 구조도 추론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제 8 절의 연구는 앞 선 연구에서
확립된 분광분석 기법, 즉 LWCC 기반 흡광분광법과 TRLFS를 이용하여 수집된 분
광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악티나이드 착물종을 규명하는 좋은 예
를 보여주고 있다. 학문적으로 제시된 분광분석 기법(Job' s plot, Scatchard plot,

Stern- Volmer analysis)과 실험실에서 새로이 개발한 수치해석적 분석법(modified
Scatchard analysis), 그리고,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함께 이용하여 측정한 분광학 자
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하고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에 대하
여 선진국 연구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을 보유하는데 기
여하였다고 자부한다. 비록, 개발한 분광분석 기법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발색을 나타
내는 착물종, 그리고 우라늄과 같이 형광을 내는 금속화학종의 분석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리간드 선택 및 측정기술의 개선 등을 통하여 보다 복잡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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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복잡한 유기 리간드와 악티나이드 금속이온과의
착물 반응, 그리고 흄산에 존재하는 작용기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후의 연구 결과는 방사성 핵종의 심지층 처분 환경뿐만 아니라, 유기물
질이 풍부한 동식물 및 미생물계 등의 자연계와 인문 생활환경에서 악티나이드 화학
종을 거동을 예측하는데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 9 절 금속산화물 계면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기술 개발
이 연구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휴믹 물질의 구성성분으로 간주되는 유
기산이 U(VI) 이온의 흡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산화물로는 TiO2 (아나
타제), SiO2 (비결정성) 및 Al2O3(비결정성)를 사용하였으며 유기산으로는 휴믹산의
주요 작용기인 카르복실기와 페놀기를 가지고 있는 살리실산, 그리고 분자구조 측면
에서 이와 비교될 수 있는 피콜린산을 택하였다. 또 하나는 금속산화물의 표면특성
변화가 Am(III)의 흡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증류수처리하지 않은 것과
증류수에서 계면을 숙성시킨 TiO2 (아나타제), 그리고 결정성 α- Al2O3 및 비결정성

am- Al2O3에 대한 Eu(III) 이온의 흡착 차이를 피콜린산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측정하
였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숙성된 TiO2, α- Al2O3, am- Al2O3 및 카올리나이트에 대
한 Eu(III)과 Am(III) 이온의 흡착을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유기산이 U(VI) 흡착에 미치는 영향은 산화물의 종류와 유기산 종류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났다. TiO2 경우에는 유기산의 수용성 착물 생성 반응이 흡착 반응과 경쟁함
으로써 흡착을 감소시켰다. SiO2의 경우에는 살리실산이 U(VI)의 흡착에 영향을 주
지 않았으나 피콜린산은 삼성분 표면착물을 형성함으로써 U(VI) 흡착이 증진되었다.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을 형광 스펙트럼 측정으로 확인하였다. Al2O3의 경우에는 살
리실산이나 피콜린산이 U(VI)과 수용성 착물을 생성함에도 불구하고 U(VI)의 흡착
을 감소시키지 않았으므로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
나 U(VI)의 흡착과 무관하게 유기산들이 잘 흡착되므로 유기산 흡착 측정만으로는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금속산화물 표면특성 변화가 Eu(III) 이온의 흡착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증류수에
서 숙성시킨 TiO2는 숙성시키지 않은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pH에서 Eu(III)
을 흡착하였다. 증류수에서의 숙성이 표면의 결정성 또는 수산기의 구조를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숙성이 흡착면 pH를 증가시킴으로써 피콜린산에 의한 흡착 감소 영
향을 증가시켰다. 숙성이 비결정성 금속산화물에 의한 양쪽성 산- 염기 특성도 감소
시킨 것을 산- 염기 전위차적정법으로 확인하였다. 약간의 삼성분 표면착물 생성을
보였으나 이성분 표면착물보다는 낮은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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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결정성 am- Al2O3은 결정성 α- Al2O3보다 낮은 pH에서 Eu(III)을 흡착하였다. 결
정성 α- Al2O3에서는 피콜린산의 수용성 착물 생성에 의한 흡착 감소가 나타났으며
리간드 음이온 흡착은 보이지 않았다. 비결정성 am- Al2O3의 경우에 Eu(III)의 흡착
률은 피콜린산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Eu(III) 이온 흡착과 무관한 피콜린산의 음이
온 흡착이 나타났다. 삼성분 표면착물에서의 에너지 전달에 의한 형광이 측정되었으
나 흡착률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삼성분 표면착물과 이성분 표면착물은 서로 유사한
안정성을 나타낸다. 산- 염기 전위차 적정에서의 양쪽성 산- 염기 특성이 결정성 α

- Al2O3보다는 비결정성 am- Al2O3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비결정성 am- Al2O3 표면에
흡착된 피콜린산의 적외선분광분석은 결합특성이 Cu(II) 착물과는 크게 다르고

Al(III)- 염에 가까운 특성을 보였다.
카올리나이트의 Eu(III) 흡착에 미치는 피콜린산 영향은 Na+ 이온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Na+ 이온이 존재하지 않으면 영구 음전하자리에서의 이온교
환에 의한 흡착이 나타나므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Na+ 이온이 존재하면 표면수산기
와의 화학반응에 의한 흡착이 나타나므로 흡착률은 감소하였다. 피콜린산의 흡착은
나타나지 않았다.
피콜린산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카올리나이트, 숙성된 TiO2, 비결정성 am- Al2O3,
그리고 결정성 α- Al2O3에 대한 Eu(III)와 Am(III) 이온의 흡착이 실험오차 범위 내에
서 서로 일치하였으므로 Eu(III) 이온을 화학유사체로 사용하여 Am(III) 이온의 화학
거동자료를 측정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위의 결과들은 악티나이드 계면 화학종 생성에 미치는 산화물 표면의 특성 및 유
기산 영향을 해석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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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기술 개발 및 고연소도 핵연료 개발 관련 연구에서는 악티
나이드 원소를 필수적으로 취급해야 하므로 핵연료주기 연계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
명 연구는 공통기반 기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로 인한 여파
와 함께 세계 각국은 현재의 처분기술 개발 내용을 재편하는 추세이며, 기반기술의
중요성을 어느 때 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지니는 공통 기반기술
개발의 파급 및 활용효과로서 국내 원자력 관련 분야의 전반적인 기술수준 향상을
기대한다.
고준위폐기물 관리 및 처분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표수, 지하수, 해수 등의
자연수 및 이들과 접촉하는 지각물질에서의 악티나이드 화학종 거동을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 극미량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측정할 수 있는 첨단기술은 이러한 악티
나이드 화학종 거동을 조사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다. 제 3 장 제 1, 2
절에서 정리한 TRLFS, LPAS를 이용한 극미량 화학종 규명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고준위폐기물 관리 및 처분기술 개발에 필요한 중성 매질에서의 용해도, 탄산염 착
물, 리간드와의 삼성분 착물 및 안정도 상수 등의 극미량 악티나이드 화학종 거동
관련 자료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사전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원자력
연구원 내에 고준위폐기물 처분 연구용으로 건설한 KURT 부지를 대상으로 수리,
지화학적 특성을 규명하는데 본 연구에서 개발한 극미량 악티나이드 화학종 측정용
레이저 분광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극미량 농도뿐만 아니라 거시 농도 조건에서의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은 고연소
도 핵연료 개발 및 사용후핵연료 부피감용 등의 공학적 기반을 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고분해능의 흡수 및 형광 스펙트럼을 측정함으로써 어떠한 종류의 화학종이
수용액 매질 내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현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조사
하는데 본 연구에서 개발한 레이저 분광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폐기물 처분 및 환경 안전 평가를 위해서 제 3 장 제 3, 4 절에서 정리한 콜로이
드 측정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폐기물 처분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세계 각국
에서 처분장의 지질학적 안정성만을 주요 고려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중성에 가까
운 지하수와 악티나이드 원소가 접촉하면 지하수 내 존재하는 탄산이온, 휴믹산 등
의 리간드와 착물이 형성되는 등의 복잡한 화학 거동이 관측되고, 지하수 중에 존재
하는 미세 콜로이드 또한 그 복잡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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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신중한 처분장 안전성 예측이 요구된다. 지하수 중에는 존재하는 수십 나노미
터 크기의 콜로이드가 악티나이드 원소와 상호작용하면 악티나이드 원소 자체도 콜
로이드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악티나이드 원소가 용존 화학종으로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확보한 자료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수 내 콜로이드의
특성을 측정하고, 이들의 거동을 밝혀야 한다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처분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자연환경에 인공적 변형을 가하면 지하수 내에 자연적
으로 존재하는 콜로이드 이외의 또 다른 종류의 콜로이드가 형성될 수 있다. 악티나
이드 화학종이 콜로이드나 광물 표면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제 3 상의 광물을
형성할 수도 있고, 지각물질 결정격자 내로 끼어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처분 환경권
에서의 악티나이드 화학반응은 속도가 실험적으로 측정하기에는 너무 느리고, 반응
에 관계된 현상들도 매우 복잡하다. 이렇게 느리고 복잡한 반응과 관련한 자료를 어
떻게 실험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고준위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연구의 중요한 관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연구 분야에 본 과제에서 개발한 LIBD, LIBS 등의 레이저 분광기술을 활
용할 수 있다. LIBD 분광기술을 이용하여 미세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와 농도를 측
정할 수 있으며, LIBS 분광기술을 이용하여 콜로이드 입자의 성분을 측정할 수 있
다. 지표면 및 심지층 지하수에서 채취한 실제 시료에 포함된 콜로이드의 특성을 조
사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을 예측하는데 핵심적인 자료이며, 본 연구에
서 개발한 첨단 분광기술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아직
미진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연구에 매진한다면 선진국에 비해서도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 연구의 결과로 확보할 기술은 핵주기 관련 및 폐기물 처분 분야뿐만 아니라
원자로 운전이나 타 산업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다. 미량의 콜로이드를 검출하고 특
성을 밝히는 기술은 원자로 냉각수 관리를 포함하여 순수한 물을 사용해야 하는 모
든 산업의 수질 관리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원자로의 냉각재 계통을 관리하는데

LIBD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 냉각재에서 발
생하는 금속 불순물은 수용액 속에 미세 콜로이드 입자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
하며, 이를 발생 초기에 정밀하게 측정하면 원자로의 피복관에 부착되는 CRUD 양
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LIBS 기술을 이용하여 CRUD의 성분을 실
시간으로 원격 측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정기술은 그 활용 정도에 따라
원자로의 냉각재 수질관리용 정제기술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 연
구를 진행시켰을 경우, 장주기 핵연료의 연료교체주기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
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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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의 제 5 절에서 정리한 LWCC를 이용한 고감도 흡수분광측정 장치를 활
용함으로써 UV- Vis- NIR 영역에서 흡수특성을 보이는 다양한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명하고 악티나이드 화학종 형성반응에 대한 열역학 자료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1.0 cm의 광 경로를 갖는 표준 석영 셀
을 사용한 경우보다 검출한계가 30배 향상된 측정 장치의 개발로 상용의 분광광도계
를 이용하여도 극미량 악티나이드 화학종의 정량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측정 시
료의 양에 제한이 있는 고방사성 시료나 고가의 악티나이드 시료에 대한 적용이 용
이해졌다.
이 연구에서 LWCC를 이용한 고감도 흡수분광장치를 적용하여 얻게 된 플루토늄
및 우라늄의 착물 화학종 형성반응에 대한 결과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안정
성 평가에 필요한 열역학 자료를 보다 간편하면서도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음을 보
였다.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플루토늄 산화상태 및 가수분해 화합물의 동적
거동연구 결과는 수용액 내에서 진행되는 환원반응, 가수분해반응 및 응집반응 등
플루토늄의 복잡한 변화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중합체 및 단량
체 Pu(VI) 가수분해 화학종의 흡수 특성은 자연수 및 환경시료 중의 플루토늄 화학
종을 직접 정량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열역학 자료를 생산하는데 이
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된 측정 장치는 Pu(VI) 및 U(IV)뿐만 아니라 다른 악티
나이드 화학종의 열역학 자료 생산을 확보하는 기술로 활용될 것이며, 이 결과들을
비교함으로써 악티나이드 원소 간 화학거동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
는 기술로 활용할 것이다.
지하수 환경에 흔하게 존재하는 휴믹 물질은 악티나이드 화학종과 착물을 형성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연 유기 리간드이자 콜로이드이다. 이러한 악티나이드- 휴믹
물질 착물 화학종은 지하수 흐름에 따른 악티나이드 원소의 이동 경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화학종이다. 따라서 제 3 장의 제 7 절에 정리한 것과
같이 휴믹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에 카올리나이트에 유로퓸 및 아메리슘 흡착반응

(KA- HA, KA- Am, HA- Am, KA- HA- Am)에 대한 자료를 보고하였다. 휴믹산이 존
재할 때, 카올리나이트- 아메리슘 흡착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 결과는 우라늄, 플루토
늄 및 넵투늄 등의 악티나이드 원소에 대한 카올리나이트 흡착반응 연구에 대한 기
반으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이 결과들을 비교함으로써 악티나이드 원소 간 화학거
동의 차이를 이해하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안정성 평가에 활용될 것이다.
지하수- 광물 계면에서의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은 반응메카니즘을 추정하는 모
형화, 분광화학학적 방법 등에 의한 생성 화학종 확인, 그리고 반응 생성물을 정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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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하기 위한 열역학자료 확보를 포함한다. 유기산이 U(VI) 흡착에 미치는 영
향은 산화물의 종류와 유기산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여러 가지
종류의 유기산, 다양한 특성의 작용기를 가진 휴믹 물질, 복잡한 흡착자리를 제공하
는 (수)산화광물 또는 진흙광물이 존재하는 지하수 조건에서 발생하는 악티나이드의
흡착 거동을 모형화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증류수처리하지 않은 것과 증
류수에서 계면을 숙성시킨 TiO2 (아나타제), 그리고 결정성 α- Al2O3 및 비결정성

am- Al2O3에 대한 Eu(III) 이온의 흡착은 서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리간드로 가한
피콜린산의 영향도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계면의 구조가 악티나이드의
흡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흡착반응 열역학자료 측정
실험에서 화학평형의 중요성을 확인해야하는 실험적 근거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숙
성된 TiO2, α- Al2O3, am- Al2O3 및 카올리나이트에 대한 Eu(III)과 Am(III) 이온의 흡
착 비교측정 결과는 Eu(III)을 Am(III)의 화학거동 유사체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적
근거로 활용할 것이다.

Pu(VI)과 착물을 생성할 수 있는 피콜린산염이 존재하면 Pu(VI) 및 U(VI) 모두
흡착면 pH가 감소하였으나 Pu(VI)의 흡착면 pH는 U(VI)에 비하여 여전히 더 높은
값을 보였다. 이 현상들은 Pu(VI)의 표면화학종이 U(VI)의 표면화학종보다 안정도가
낮은 것을 나타내며 용액상에서 생성하는 착물의 안정도와 비교해도 일치하는 경향
이다. 따라서 Eu(III)/Am(III)의 경우와 다르게 U(VI) 이온이 Pu(VI) 이온의 충분한
화학반응 유사체는 아니므로 U(VI)의 열역학자료를 Pu(VI)의 화학거동 자료로 활용
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지표수와 같은 산화분위기에서의 플루토늄
화학거동을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처분장 지하수계의 계면은 광물질 표면의 흡착자리와 반
응하여 단일 원자층 이상의 이차 광물층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광물질 표면이 다
른 금속이온들의 지속적인 흡착에 의해 도포되면 광물질- 지하수 계면의 특성이 달라
지고, 악티나이드 원소들의 흡착반응 특성이 달라지며, 광물질 고유 표면에 대하여
확보한 분자 수준에서의 흡착 정보를 지하수 환경에서의 흡착거동 해석에 적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실리카 층을 도포하고 있는 U(VI)이 Eu(III)의
흡착을 증진시키는 현상을 화학종변화로 설명하였다. 이 결과들은 다성분 지하수와
접하는 자연광물 표면에서의 방사성핵종의 화학거동을 예측하고 모형화할 때 도포층
이 금속이온들의 흡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Ca2+과 같이 결합력이 강한 층간 이온이 존재하면 Na+와 같이 결합력이 약한 층
간 이온으로 교체해야 정확한 CEC 값을 측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모든 점토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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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가 증가하면 모서리 수산기의 양성자 이탈 때문에 CEC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pH 4 내지 6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Eu(III) 및 Cu(II) 이온의 이온교환에 의
한 흡착반응은 빠르게 평형에 도달했다. 양이온교환에 의한 조건부 흡착평형상수는
낮은 편차의 재현성을 보였다. Eu(III)과 Cu(II) 이온 흡착상수의 pH 의존성은 농도
의 지배를 받았다. 이온의 양이 CEC 당량에 가까우면 pH가 증가할수록 측정한 이온
교환 흡착상수는 증가하지만 그보다 낮으면 pH와 무관한 일정한 값을 보였다. 과량
의 Eu(III)과 Cu(II) 이온 존재에서 흡착율 변화는 있으나 조건부 이온교환 흡착상수
는 이들 농도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두 이온의 흡착자리에 대한 경쟁은 있으나
화학적 상호작용은 없다. 본 연구 결과는 montmorillonite 광물계면에서의 이온교환
에 의한 방사성핵종 흡착반응에 비악티나이드 원소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한 레이저 분
광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나노초의 펄스폭을 가진 펄스 레이저 분광
기술로서 TRLFS, LIBS, LIBD, LPAS 기술을 개발하였고, 악티나이드 화학종 열역
학 상수 측정, 미량 원소 정량분석, 수용액 내 콜로이드 나노 입자 검출 등의 여러
분야에 이 기술들을 활용한 사례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최근 들어 악티나이드 화
학종 규명 연구에 이용되는 타 기술로서 XAFS(X- 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기술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악티나이드 물질을 대상으로 방사광 가속
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므로 현재로서는 XAFS 기술과 악티나이드 화학
종 규명 연구를 연계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최근 들어 해외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펨토초의 펄스폭을 가진 펄스 레이저 분광기술을 이용하여 악티나이드 뿐만 아니라
악티나이드와 착물을 이룰 수 있는 리간드의 특성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차기 단계 연구에서는 펨토초 펄스 레이저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타기관(광주과
기원 등)과의 기술 연계를 통해 지하수에 존재하고 있는 리간드 특성을 조사하는

TRLFS 연구를 일부 수행할 것이다. 또한 펨토초 펄스 레이저를 LIBD 기술에 접목
시켜 나노초 펄스 레이저 광원으로 측정하기 힘든 콜로이드 매질의 비선형 광학적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물성에 따라 달라지는 콜로이드 검출 특성의 원인을 조사할 것
이다. 악티나이드 화학종 착물 형성상수를 측정하기 위해 해외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등온 열량계를 이용하고 있다. 차기 단계의 ' 처분안전성 신뢰도 향상기술 개발' 과제
에서 이 기기를 구축할 예정이므로 이를 공동 활용할 것이다. 레이저 분광기술을 이
용해 구한 악티나이드 열역학 상수를 타 기술을 이용해 구한 열역학 상수와 비교하
함으로써 측정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타 과제와의 기술 교류를 추진함
으로써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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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중 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악티나이드 화학 관련
국제교육 연수 등을 통하여 수집된 해외과학기술정보에 대한 목록을 아래에
기술하였으며, 그 밖에 연수수행에 직접 관련이 되는 해외 연구동향 및 기술개발
현황에 관한 정보는 참고문헌에 기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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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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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년 ACTINET Summer School 강의자료
- 2010 년 ICPEPA 학회 논문집
- 2010 년 INES 학회 논문집
- 2011 년 Goldschmidt 학회 초록집
- 2011 년 Migration 학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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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연구시설ㆍ장비 현황

Table 7- 1. Current status of research facility and instrument
취득일

NFEC 등록번호

OPO system with pump laser

2007

NFEC- 2008- 01- 055537

제타전위 측정기기

2009

NFEC- 2009- 08- 080402

광음향 분광용 고체 파장가변 레이저 시스템

2010

NFEC- 2011- 01- 135714

장비명

- 563 -

제 8 장 참고문헌

<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2- 1] R.C. Ewing, "The nuclear fuel cycle: A role for mineralogy and
geochemistry", Elements 2, 331- 334 (2006) .
[2- 2] J.I. Kim, "Significance of actinide chemistry for the long- term safety of
waste disposal", Nucl. Eng. Tech. 38, 459- 482 (2006) .
[2- 3] H. Geckeis and T. Rabung, "Actinide geochemistry: From the molecular
level to the real system", J. Cont. Hydrol. 102, 187- 195 (2008).
[2- 4] 백민훈, 조원진, “ 벤토나이트 콜로이드로의 우라늄(VI) 수착에 대한 실험적 연
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지 4, 235- 243 (2006).

[2- 5] M.J. Kang and P.S. Hahn, "Adsorption behavior of aqueous europium on
kaolinite under various disposal conditions,"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21, 419- 424 (2004).
[2- 6] 박영재 외, “ 악티나이드 화학거동 규명 연구”, 보고서 KAERI/RR- 2778/2006,
240- 315 (2007).
[2- 7] 조혜륜, 박경균, 정의창, 지광용, "레이저유도파열검출 기술을 이용한 우라늄
(VI) 가수분해물의 용해도 측정"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지 5, 189- 197 (2007).
[2- 8] K.K. Park, E.C. Jung, H.- R. Cho and K. Song, "Sorption behavior of
americium and europium onto oxide surfaces in the presence of picolinate",
Prensatation at Actinide 2009 meeting, San Francisco, USA, Jul. 12- 17,
(2009)
[2- 9] C.S. Kim, C.K. Kim and K.J. Jee, "Simmultaneous analysis of

237

Np and Pu

isotopes in environmental samples by ICP- MS coupled with automated
sequential injection system", J. Anal. At. Spectrom. 19, 743- 750 (2004).
[2- 10] M.H. Lee, C.W. Lee, K.H. Hong, Y.H. Choi and B.H. Boo, "Depth
distribution of

239, 240

Pu and

137

Cs in soils of South Korea", J. Radioanal.

and Nucl. Chem. 204(1), 135- 144 (1996).
[2- 11] M.H. Lee, C.W. Lee, D.H. Moon, K.H. Hong, Y.H. Choi and B.H. Boo,
"Distribution and Inventory of Fallout Pu and Cs in the Sediment of East
Sea of Korea", J. Environ. Radioactivity 41(2), 99- 110 (1998).
[2- 12] M.H. Lee and M. Pimpl, "Development of a new electrodeposition method

- 564 -

for Pu- determination in environmental samples", Applied Radiation and
Isotopes 50, 851- 857 (1999).
[2- 13] M.H. Lee and C.W. Lee, "Determination of

137

Cs,

90

Sr and Fallout Pu in

the volcanic soil of Korea", J. Radioanal. and Nucl. Chem. 329(30), 471- 478
(1999).
[2- 14] T. Kitamori, K. Yokose, K. Suzuki, T. Sawada, and Y. Goshi, "Laser
breakdown acoustic effect of ultrafine particle in liquids and its application
to particle counting", Japan. J. Appl. Phys. 27(6), L983 (1988).
[2- 15] T. Kitamori, K. Yokose, M. Sakagami and T. Sawada, "Detection and
counting of ultrafine particles in ultrapure water using laser breakdown
acoustic method", Japan. J. Appl. Phys. 28(7), 1195 (1989).
[2- 16] H. Fujimori, T. Matsui, T. Ajiro, K. Yokose, Y- M. Hsueh and S. Izumi,
"Detection of fine particles in liquids by laser breakdown method", Japan.
J. Appl. Phys 31, 1514 (1992).
[2- 17] F.J. Scherbaum, R. Knopp and J.I. Kim, "Counting of particles in aqueous
solutions by laser- induced photoacoustic breakdown detection", Appl. Phys.
B 63, 299 (1996).
[2- 18] T. Bundschuh, R. Knopp and J.I. Kim, "Laser- induced breakdown detection
(LIBD) of aquatic colloids with different laser systems", Colloids Surf. A
177, 47 (2001).
[2- 19] T. Bundschuh, W. Hauser, J.I. Kim, R. Knopp and F.J. Scherbaum,
"Determination of colloid size by two- dimensional optical detection of laser
induced plasma", Colloids Surf. A. 180, 285 (2001).
[2- 20] R. Knopp, V. Neck and J.I. Kim, "Solubility, hydrolysis and colloid
formation of plutonium(IV)", Radiochim. Acta 86, 101- 108 (1999).
[2- 21] T. Bundschuh, R. Knopp, R. Müller, J.I. Kim, V. Neck and Th. Fanghänel,
"Application of LIBD to the determination of the solubility porduct of
thorium(IV)- colloids", Radiochim. Acta 88(9- 11), 625- 629 (2000).
[2- 22] C. Walther, H.R. Cho, C.M. Marquardt, V. Neck, A. Seibert, J.I. Yun and
Th. Fanghänel, "Hydrolysis of plutonium(IV) in acidic solutions: no effect
of hydrolysis on absorption- spectra of mononuclear hydroxide complexes",
Radiochim. Acta 95(1), 7- 16 (2007).
[2- 23] J.I. Kim, "Significance of Actinide Chemistry for the Long- term Safety of
Waste Disposal," Nucl. Eng. Tech. 38(6), 459- 482 (2006).

- 565 -

[2- 24] G. Geipel, "Some Aspects of Actinide Speciation by Laser- induced
Spectroscopy," Coordin. Chem. Rev. 250, 844- 854 (2006).
[2- 25] C. Walther, C. Bitea, J.I. Yun, J.I. Kim, Th. Fanghänel, C.M. Marquardt,
V. Neck and A.Seibert, "Nanoscopic Approaches to the Aquatic Plutonium
Chemistry," Actinide Research Quarterly, 3rd/4th quarter, 12- 16 (2003).
[2- 26] S. Okajima and D.T. Reed, "Initial Hydrolysis of Plutonium(VI),"
Radiochim. Acta 60, 173- 184 (1993).
[2- 27] R.E. Wilson, Y.J. Hu and H. Nitsche,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of
Pu(III, IV, V and VI) using a 1.0- meter Liquid Core Waveguide,"
Radiochim. Acta 93, 203- 206(2005).
[2- 28] P. O’Connor, “Hydrolytic behaviour of plutonium(VI) and uranium(VI)
nitrates” In: Chemical research–basic chemistry of plutonium CN- 2088,
USAEC, 11 (1944).
[2- 29] K.A. Kraus and J.R. Dam, "Hydrolytic behavior of plutonium(VI);
Acid- base titrations of plutonium(VI)", Tech. Rep. CN- 2831, USAEC
(1946).
[2- 30] A. Cassol, L. Magon, R. Portanova and E. Tondello, "Hydrolysis of
plutonium(VI): Acidity measurements in perchlorate solutions", Radiochim.
Acta 17, 28 (1972).
[2- 31] U. Schedin, "Studies on the hydrolysis of metal ions. 62. The plutonyl ion
in sodium perchlorate medium", Acta Chem. Scand. A29, 333 (1975).
[2- 32] C. Madic, G.M. Begun, D.E. Hobart and R.L. Hahn, "Raman spectroscopy
of neptunyl and plutonyl ions in aqueous solution: Hydrolysis of Np(VI)
and Pu(VI) and disproportionation of Pu(V)", Inorg. Chem. 23, 1914 (1984).
[2- 33] S. Okajima and D.T. Reed, "Initial hydrolysis of plutonium(VI)", Radiochim.
Acta 60, 173 (1993).
[2- 34] I.G. Tananaev, "Forms of hexavalent plutonium and americium in basic
aqueous solutions", Sov. Radiochem. 31, 303 (1989).
[2- 35] I. Pashalidis, J.I. Kim, T. Ashida and I. Grenthe, "Spectroscopic study of
the hydrolysis of PuO22+ in aqueous solution", Radiochim. Acta 68,
99(1995).
[2- 36] A.I. Moskvin and V.P. Zaitseva, "Hydrolytic behavior of plutonyl in
aqueous solution", Sov. Radiochem. 4, 63 (1962).
[2- 37] J.A. Perez- Bustamante, "Solubility product of tetravalent plutonium

- 566 -

hydroxide and study of the amphoteric character of hexavalent plutonium
hydroxide", Radiochim. Acta 4, 67 (1965).
[2- 38] J.I. Kim, M. Bernkopf, C. Lierse and F. Koppold, "Hydrolysis reactions of
Am(III) and Pu(VI) ions in near- neutral solutions" In: Geochemical
behavior of disposed radioactive waste. (G.S. Barney, J.D. Navratil and W.
W. Schulz eds.), ACS Symp. Ser. 246, Washington, ACS, 115 (1984).
[2- 39] S.D. Reilly and M.P. Neu, "Pu(VI) hydrolysis: Further evidence for
adimeric plutonyl hydroxide and contrasts with U(VI) chemistry", Inorg.
Chem. 45, 1839 (2006).
[2- 40] V. Neck, J.I. Kim, B.S. Seidel, C.M. Marquardt, K. Dardenne, M.P. Jensen
and W. Hauser, "A Spectroscopic Study of the Hydrolysis, Colloid
Formation and Solubility of Np(IV)", Radiochim. Acta 89, 439- 446 (2001).
[2- 41] S. Lehmann, G. Geipel, G. Grambole and G. Bernhard, "A novel
time- resolved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system for research on
complexation of uranium(IV)", Spectrochimica Acta Part A 73, 902- 908
(2009).
[2- 42] V. Neck and J. I. Kim, "Solubility and hydrolysis of tetravalent actinides",
Radiochim. Acta 89, 1- 16 (2001).
[2- 43] M. Amme, "Geochemical modelling as a tool for actinide speciation during
anoxic leaching processes of nuclear fuel", Aquatic Geochemistry 8,
177- 198 (2002).
[2- 44] L. Bonin, G. Cote and Ph. Moisy, "Speciation of An(IV) (Pu, Np, U and
Th) in citrate media", Radiochim. Acta 96, 145- 152 (2008).
[2- 45] X. Gaona, V. Montoya, E. Col, M. Griv and L. Duro, "Review of the
complexation of tetravalent actinides by ISA and gluconate under alkaline
to hyperalkaline conditions", J. Contaminant Hydrology 102, 217- 227 (2008).
[2- 46] P. E. Reiller, N.D.M. Evans and G. Szabo, "Complexation parameters for
the actinides(IV)- humic acid system: a search for consistency and
application to laboratory and field observations", Radiochim. Acta 96,
345- 358 (2008).
[2- 47] V. Moulin, J. Tits and G. Ouzounian, "Actinide speciation in the presence
of humic substances in natural- water conditions", Radiochim. Acta 58/59,
179- 190 (1992).
[2- 48] M.A. Glaus, W. Hummel and L.R. van Loon, "Trace metal- humate

- 567 -

interactions.

I.

Experimental

determination

of

conditional

stability

constants", Appl. geochem. 15, 953- 973 (2000).
[2- 49] J.H. Ephraim, J.A. Marinsky and S.J. Gramer, "Complex- forming properties
of natural organic acids: fulvic acid complexes with cobalt, zinc and
europium," Talanta 36, 437- 443 (1989).
[2- 50] O. Pourrret, M. Davranche, G. Gruau and A. Dia, "Rare earth elements
complexation with humic acid", Chemical Geology 243, 128- 141 (2007).
[2- 51] J.E. Sonke and V.J.M. Salters, "Determination of neodymium- fulvic acid
binding constants by capillary electrophoresis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CE- ICP- MS)", J. Anal. At. Spectrom. 19, 235- 240
(2004).
[2- 52] Y. Yamamoto, Y. Takahashi and H. Shimizu, "Interpretation of REE
paterns in natural water based on the stability constants", Geochim.
Cosmochim. Acta 70, A717 (2006).
[2- 53] A.R. Timerbaev, "Element speciation analysis by capillary electrophoresis",
Talanta 52, 573- 606 (2000).
[2- 54] K. L. Rundlett and D. W. Armstrong, “Methods for the estimation of
binding

constants

by

capillary

electrophoresis”,

Eleclroplioiesis

18,

2194- 2202 (1997).
[2- 55] J. Petit, V. Geertsen, C. Beaucaire and M. Stambouli, "Metal complexes
stability constant determination by hyphenation of capillary electrophoresis
with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The case of 1:1
metal- to- ligand stoichiometry", J. Chromatography A 1216, 4113- 4120
(2009).
[2- 56] J.C. Stern, J.E. Sonke and V.J.M. Salters, "A capillary electrophoresisICP- MS study of rare earth element complexation by humic acids",
Chemical Geology 246, 170- 180 (2007).
[2- 57] P. Janos, "Determination of equilibrium constants from chromatographic
and electrophoretic measurements", J. Chromatography A 1037, 15- 28
(2004).
[2- 58] T. Hirokawa and Q. Mao, "New method to determine stability constants of
lanthanide- EDTA complexes by isotachophoresis", J. Chromatography A
786, 377- 381 (1997).
[2- 59] R. Kautenburger and H.P. Beck, "Complexation studies with lanthanides

- 568 -

and humic acid analyzed by ultrafiltration and capillary electrophoresis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J. Chromatography A 1159,
75- 80 (2007).
[2- 60] M.L. Pacheco and J. Havel, "Capillary zone electrophoretic (CZE) study of
uranium(VI) complexation with humic acids," J. Radioana. Nucl. Chem. 248,
565- 570 (2001).
[2- 61] S. Saito, S. Takeuchi, K. Yoshimoto, M. Maeda and M. Aoyama, "Direct
fluorescence detection of ultratrace lanthanide(III) ions complexed with
aromatic polyaminocarboxylate, avoiding quenching of ligand- centered
emission, using capillary zone electrophoresis with a ternary complexing
technique", Analyst 132, 237- 241 (2007).
[2- 62] T. Reich, H. Moll, T. Aenold, M.A. Denecke, C. Hennig, G. Geipel, G.
Bernhard, H. Nitsche, P.G. Allen, J.J. Bucher, N.M. Edelstein and D.K.
Shuh, "An EXAFS study of uranium(VI) sorption onto silica gel and
ferrihydrite", J. Electron Spectroscopy and Related Phenomena 96, 237- 243
(1998).
[2- 63] G. Lefevre, S. Noinville and M. Fedoroff, "Study of uranyl sorption onto
hematite by in situ attenuated total reflection–infrared spectroscopy", J.
Colloid Interface Sci. 296, 608- 613 (2006).
[2- 64] K.H. Chung, R. Klenze, K.K. Park, P. Paviet- Hartmann and J.I. Kim, “A
Study of

the Surface Sorption Process of

Cm(III) on Silica by

Time- Resolved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I)”, Radiochim. Acta 82,
215- 219 (1998).
[2- 65] J.M. Barrero Moreno, M. Betti and J.I. Garcia Alonso, "Determination of
Neptunium and plutonium in the presence of high concentration of uranium
by ion chromatography-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J.
Analytical Atomic Spectrometry 12, 355- 361 (1997).
[2- 66] J.I. Garcia Alonso, F. Sena, Ph. Arbore, M. Betti and L. Koch,
"Determination of fission products and actinides in spent nuclear fuels by
isotope dilution ion chromatography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J. Analytical Atomic Spectrometry 10, 381- 393 (1995).
[2- 67] M.C. Brady and T.L. Sanders, "A validated Methodology for Evaluating
burn- up Credit in Spent Fuel Cask", CONF- 910993- 7,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1991).

- 569 -

[2- 68] U.S. DOE, "Isotope validation for PWR actinide- only burn- up credit using
Yankee Rowe Data", DOE/RW/00134- M97- 020, U.S. DOE (1997).
[2- 69] M. Rahimi, D. Lancaster, B. Hoeffer and M. Nicols, "Isotopic Biases for
actinide- only

burn- up credit", CONF- 970607- 8,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1997).
[2- 70] E. Fuentes, D.B. Lancaster and M. Rahimi, "Actinide- only burn- up credit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 spent nuclear fuel- II: Validation", Nuclear
Technology 125, 271- 291 (1999).
[2- 71] D. Desideri, M.A. Meli, C. Roselli, C. Testa, S.F. Boulyga and J.S. Becker,
"Determination of

236

U and transuranium elements in depledted uranium

ammunition by a- spectrometry and ICP- MS", Anal. Bioanal. Chem. 374,
1091- 1095 (2002).
[2- 72] M.W. Huntley, "Sequential Separation of Americium, Curium, Plutonium,
Neptunium and Uranium in Various Matrices from the Electrometallurgic
Treatment of Spent Nuclear Fuel", Radiochim. Acta 89, 605- 612 (2001).
[2- 73]

S.

Bajo,

and

J.

Eikenberg,

"Electrodeposition

of

Actinides

for

Alpha- spectrometry", J. Radioanal. and Nucl. Chem. 243(3), 745- 751 (1999).
[2- 74] K.- S. Joe, T.- H. Kim, Y.- S. Jeon, K.- Y. Jee and W.- H. Kim,
"Determination of

241

Am and

244

Cm in Radwaste Samples", J.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3(1), 1- 7 (2005).
[2- 75] K. Joe, C.- H. Lee, B.- C. Song, Y.- S. Jeon, W.- H. Kim and J.- K. Suh,
"Electrodeposition of

241

Am and

244

Cm in Spent Nuclear Fuel Samples for

Alpha- spectrometry", Bull. Kor. Chem. Soc. 24(5), 657- 660 (2003).
[2- 76] T.C. Kenna, "Determination of Plutonium Isotopes and Neptunium- 237 in
Environmental Samples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with Total Sample Dissolution", J. Anal. At. Spectrom. 17, 1471- 1479
(2002).
[2- 77] G. Rosner, R. Winkler and M. Yamamoto, "Simultaneous Radiochemical
Determination of

237

Np and

239

Np with

235

Np as a Tracer, and Application

to Environmental Samples", J. Radioanal. and Nucl. Chem. 173(2), 273- 281
(1993).
[2- 78] S.K. Aggarwal, D. Alamelu and P.M. Shah, "Isotope correlation for alpha
specific activity and isotopic composition of Pu", Radiochim. Acta 81,
129- 132 (1998).

- 570 -

[2- 79] D. Alamelu and S.K. Aggarwal, "Isotope correlation for determining the
isotopes composition of plutonium", Radiochim. Acta 89, 131- 134(2001).
[2- 80] D. Alamelu and S.K. Aggarwal, "Determination of
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

Pu/ 239Pu atom ratio in

241

(PHWR)- Pu samples using liquid

scintillation counting", 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s 444- 445, 652- 655
(2007).
[2- 81] G. Bignan, H. Ottmar, A. Schubert, W. Ruhter and C. Zimmerman,
"Plutonium

isotopic

determination

Recommendations for the

by

gamma

spectrometry:

242

Pu content evaluation using a new algorithm",

ESARDA Bulletin No. 28, 1- 9 (1998).
[2- 82] P. Kumar, D. Shah and K.L. Ramakumar, "Estimation of isotopic
composition of plutonium from thermal reactors by neutron coincidence
counting through isotopic correlation technique", J. Radioanal. Nucl. Chem.
278(1), 137- 149 (2008).
[2- 83] P. De Regge and R. Bodden, “Precise isotopic correlations in plutonium
recycling of light- water reactor fuels”, Proc. of IAEA Sym. on Nuclear
Safeguards Technology, Vienna, Vol. II, 747- 766 (1978).

<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3- 1- 1] W. Runde, "The Chemical Interactions of Actinides in the Environment",
Los Alamos Science, Number 26, 392- 411 (2000).
[3- 1- 2] J- I. Kim, "Significance of Actinide Chemistry for the Long- Term Safety
of Waste Disposal", Nucl. Eng. Technol. 38(6), 459- 482 (2006).
[3- 1- 3]

"Evaluation

of

Speciation

Technology",

Workshop

Proceedings

Tokai- mura, Ibaraki, Japan, 26- 28 October (1999).
[3- 1- 4] W. Runde, "Spectroscopies for Environmental Studies of Actinide
Species", Los Alamos Science, Number 26, 412- 415 (2000).
[3- 1- 5] M.E.D.G. Azenha, H.D. Burrows, S.J. Formosinho, M.G.M. Miguel, A.P.
Daramanyan and I.V. Khudyakov, "On the uranyl ion luminescence in
aqueous solutions", J. Luminescence 48&49, 522- 526 (1991).
[3- 1- 6] W.- S. Jung, "Emission Spectra of the Uranyl Ion in Aqueous Solutions at
77 K", Bull. Korean Chem. Soc. 12(6), 711- 712 (1991).
[3- 1- 7] Y. Kato, G. Meinrath, T. Kimura and Z. Yoshida, "A Study of U(VI)
- 571 -

Hydrolysis

and

Carbonate

Complexation

by

Time- Resolved

Laser- 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y (TRLIF)", Radiochim. Acta 64,
107- 111 (1994).
[3- 1- 8] G. Meinrath, Y. Kato and Z. Yoshida, "Spectroscopic Study of the Uranyl
Hydrolysis Species (UO2)2(OH)22+", J. Radioanal. Nucl. Chem. 174(2),
299- 314 (1993).
[3- 1- 9] C. Moulin, P. Decambox, V. Moulin and J.G. Decaillon, "Uranium
Speciation in Solution by Time- Resolved Laser- Induced Fluorescence",
Anal. Chem. 67(2), 348- 353 (1995).
[3- 1- 10] G. Bernhard, G. Geipel, V. Brendler and H. Nitsche, "Speciation of
Uranium in Seepage Waters of a Mine Tailing Pile Studied by
Time- Resolved Laser- 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y (TRLFS)",
Radichim. Acta 74, 87- 91 (1996).
[3- 1- 11] G. Geipel, A. Brachmann, V. Brendler, G. Bernhard and H. Nitsche,
"Uranium(VI)

Sulfate

Complexation

Studied

by

Time- Resolved

Laser- 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y (TRLFS)", Radichim. Acta, 75,
199- 204 (1996).
[3- 1- 12] M. Lopez and D.J.S. Birch, "Characterisation of the dimer formed by
hydrolysis of uranyl in aqueous solution and its role in the biexponential
luminescence decay", Chem. Phys. Lett. 268, 125- 132 (1997).
[3- 1- 13] C. Moulin, I. Laszak, V. Moulin and C. Tondre, "Time- Resolved
Laser- Induced Fluorescence as a Unique Tool for Low- Level Uranium
Speciation", Appl. Spectrosc. 52(4), 528- 535 (1998).
[3- 1- 14] M. Bouby, I. Billard, A. Bonnenfant and G. Klein, "Are the changes in
the lifetime of the excited uranyl ion of chemical or physical nature?",
Chem. Phys. 240, 353- 370 (1999).
[3- 1- 15] G. Meinrath, S. Lis, Z. Stryla and C. Noubactep, "Lifetime and
fluorescence quantum yield of uranium(VI) species in hydrolyzed
solutions", J. Alloys Comp. 300- 301, 107- 112 (2000).
[3- 1- 16] I. Billard, A. Rustenholtz, L. Semon and K. Lutzenkirchen, "Fluorescence
of UO22+ in a non- complexing medium: HClO4/NaClO4 up to 10 M",
Chem. Phys. 270, 345- 354 (2001).
[3- 1- 17] V. Eliet, I. Grenthe and G. Bidoglio, "Time- Resolved Laser- Induced
Fluorescence

of

Uranium(VI)

- 572 -

Hydroxo- Complexes

at

Different

Temperatures“, Appl. Spectrosc. 54(1), 99- 105 (2000).
[3- 1- 18] I. Billard, E. Ansoborlo, K. Apperson, S. Arpigny, M.E. Azenha, D.
Birch, P. Bros, H.D. Burrows, G. Choppin, L. Couston, V. Dubois, T.
Fanghanel, G. Geipel, S. Hubert, J.I. Kim, T. Kimura, R. Klenze, A.
Kronenberg, M. Kumke, G. Lagarde, G. Lamarque, S. Lis, C. Madic, G.
Meinrath, C. Moulin, R. Nagashi, D. Parker, G. Plancque, F. Scherbaum,
E. Simoni, S. Sinkov and C. Viallesoubranne, "Aqueous Solutions of
Uranium(VI) as Studied by Time- Resolved Emission Spectroscopy: A
Round- Robin Test", Appl. Spectrosc. 57(8), 1027- 1038 (2003).
[3- 1- 19] A. Kirishima, T. Kimura, O. Tochiyama and Z. Yoshida, "Speciation
study on uranium(VI) hydrolysis at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s", J.
Aolloys Comp. 374, 277- 282 (2004).
[3- 1- 20] 조혜륜, 박경균, 정의창, 지광용, “ 레이저유도파열검출 기술을 이용한 우라
늄(VI) 가수분해물의 용해도 측정”, 방사성폐기물학회지 5, 189- 197 (2007).

[3- 2- 1]

J.I.

Kim,

R.

Stumpe,

R.

Klenze,

"Laser- induced

photoacoustic

spectroscopy for the speciation of transuranic elements in natural aquatic
systems", Final Report for the CEC project MIRAGE II (Contract No.: FI
1W 0202 D), August (1990).
[3- 2- 2] W. Schrepp, R. Stumpe, J.I. Kim, H. Walther, "Oxidation- stste- specific
detection of uranium in aqueous solution by photoacoustic spectroscopy",
Appl. Phys. B 32, 207- 209 (1983).
[3- 2- 3] R. Stumpe, J.I. Kim, W. Schrepp, H. Walther, " Speciation of actinide
ions in

aqueous solution

by

laser- induced pulsed

photoacoustic

spectroscopy", Appl. Phys. B 34, 203- 206 (1984).
[3- 2- 4] W. Hauser, R. Gotz, "Pressure wave sensor", United States Patent
6127770, Oct. 3 (2000).
[3- 2- 5] H.- R. Cho, E.C. Jung, K.K. Park, K. Song, J.- I. Yun, "Effect of reduction
on the stability of Pu(VI) hydrolysis species", Radiochim. Acta 98,
555- 561 (2010).
[3- 2- 6] H.- R. Cho, E.C. Jung, K.K. Park, W.H. Kim, K. Song, J.- I. Yun,
"Spectroscopic study on the mononuclear hydrolysis species of Pu(VI)
under oxidation conditions", Radiochim. Acta 98, 765- 770 (2010).

- 573 -

[3- 3- 1] T. Bundschuh, R. Knopp and J.I. Kim, "Laser- induced breakdown
detection (LIBD) of aquatic colloids with different laser systems",
Colloids Surf. A. 177, 47- 55 (2001).
[3- 3- 2] T. Kitamori, K. Yokose, K. Suzuki, T. Sawada, and Y. Goshi, "Laser
breakdown acoustic effect of ultrafine particle in liquids and its
application to particle counting", Japan. J. Appl. Phys. 27, L983- L985
(1988).
[3- 3- 3] T. Kitamori, K. Yokose, M. Sakagami, and T. Sawada, "Detection and
counting of ultrafine particles in ultrapure water using laser breakdown
acoustic method", Japan. J. Appl. Phys. 28, 1195- 1198 (1989).
[3- 3- 4] T. Bundschuh, W. Hauser, J.I. Kim, R. Knopp and F.J. Scherbaum,
"Determination of colloid size by 2- D optical detection of laser induced
plasma", Colloids Surf. A. 180, 285- 293 (2001).
[3- 3- 5] W. Hauser, H. Geckeis, J.I. Kim and Th. Fierz, "A mobile laser- induced
breakdown detection system and its application for in situ- monitoring of
colloid migration", Colloids Surf. A. 203, 37- 45 (2002).
[3- 3- 6]

L.J. Radziemski and D.A. Cremers, "Laser- induced plasmas and
applications", Dekker, 8- 25, (1989).

[3- 3- 7] F. Reif, "Fundamentals of statistical and thermal physics", McGraw- Hill,
17- 24 (1965).
[3- 3- 8]

W. Zapka and A.C. Tam, "Photoacoustic pulse generation and
probe- beam deflection for ultrasonic velocity measurements in liquids",
Appl. Phys. Lett. 40, 310- 312 (1982).

[3- 3- 9] R. Guillaumont, Th. Fanghänel, J. Fuger, I. Grenthe, V. Neck, D.A.
Palmer and M.H. Rand, "Update on the Chemical Thermodynamics of
Uranium, Neptunium, Plutonium, Americium and Technetium", Elsevier,
Amsterdam (2003).
[3- 3- 10] L.G.M. Baas Becking, I.R. Kaplan and D. Moore, "Limits of the Natural
Environment in Terms of pH and Oxidation- reduction Potentials", J.
Geol. 68, 243- 284 (1960).
[3- 3- 11] G. Hfennig, H. Klewe- Nebenius and W. Seelmann- Eggebert, "Chart of
the Nuclides", 6th ed. (1995), revised reprint 1998, Forschungszentrum
Karlsruhe GmbH.
[3- 3- 12] M.- H. Yun, J.- W. Yeon, J. Hwang, C.S. Hong and K. Song, "A

- 574 -

calibration technique for an Ag/AgCl reference electrode util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ectrical conductivity and the KCl concentration
of the internal electrolyte", J. Appl. Electrochem. 39(12), 2587- 2592
(2009).
[3- 3- 13] Th. Fanghänel and V. Neck, "Aquatic Chemistry and Solubility
Phenomena of Actinide Oxides/Hydroxides", Pure Appl. Chem. 74(10),
1895- 1907 (2002).
[3- 3- 14] J. Rothe, C. Walther, M.A. Denecke and Th. Fanghnel, "XAFS and
LIBD Investigation of the Formation and Structure of Colloidal Pu(IV)
Hydrolysis Products", Inorg. Chem. 43, 4708- 4718 (2004).
[3- 3- 15] I. Pashalidis, J.I. Kim, T. Ashida and I. Grenthe, "Spectroscopic study of
the hydrolysis of PuO22+ in aqueous solution", Radiochim. Acta 68,
99- 104 (1995).
[3- 4- 1] J- I. Kim, "Significance of Actinide Chemistry for the Long- Term Safety
of Waste Disposal", Nucl. Eng. Technol., 38(6), pp. 459- 482(2006).
[3- 4- 2] M.A. Kim, P.J. Panak, J.I. Yun, J.I. Kim, R. Klenze, K. Kohler,
"Interaction of actinides with aluminosilicate colloids in statu nascendi
Part I: gene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ctinide(III)- pseudocolloids",
Colloids Surf. A 216, pp. 97- 108(2003).
[3- 4- 3] P.J. Panak, M.A. Kim, J.I. Yun, J.I. Kim, Interaction of actinides with
aluminosilicate colloids in statu nascendi Part II: spectroscopic speciation
of colloid- borne actinide(III)", Colloids Surf. A 227, pp. 93- 103(2003).
[3- 4- 4] M.A. Kim, P.J. Panak, J.I. Yun, J.I. Kim, "Interaction of actinides with
aluminosilicate colloids in "statu nascendi" Part III. Colloid formation
from

monosilanol

and

polysilanol",

Colloids

Surf.

A

254,

pp.

137- 145(2005).
[3- 4- 5] M.A. Kim, P.J. Panak, D.C. Breban, A. Priemyshev, J.I. Yun, A. Mansel,
J.I. Kim, "Interaction of actinides with aluminosilicate colloids Part IV.
Influence of humic acid", Colloids Surf. A 296, pp. 206- 215(2007).
[3- 4- 6] A.B. Kersting, D.W. Efurd, D.L. Finnegan, D.J. Rokop, D.K. Smith, J.L.
Thompson, "Migration of plutonium in groundwater at the Nevada Test
Site", Nature, 397, pp. 56- 59(1999).
[3- 4- 7] W. Hauser, H. Geckeis, J.I. Kim, Th. Fierz, "A mobile laser- induced

- 575 -

breakdown detection system and its application for the in situ- monitoring
of colloid migration", Colloids Surf. A 203, pp. 37- 45(2002).
[3- 4- 8] M. Filella, J. Zhang, M.E. Newman, J. Buffle, "Analytical applications of
photon correlation spectroscopy for size distribution measurements of
natural colloidal suspensions: capabilities and limitations", Colloids Surf.
A 120, pp.27- 46(1997).
[3- 4- 9] T. Bundschuh, R. Knopp, J.I. Kim, "Laser- induced breakdown detection
(LIBD) of a aquatic colloids with different laser systems", Colloids Surf.
A 177, pp.47- 55(2001).
[3- 4- 10] T. Kitamori, K. Yokose, K. Suzuki, T. Sawada, Y. Gohshi, "Laser
Breakdown Acoustic Effect of Ultrafine Particle in Liquids and Its
Application

to

Particle

Counting",

Jap.

J.

Appl.

Phys.

27(6),

pp.L983- L985(1988).
[3- 4- 11] H. Fujimori, T. Matsui, T. Ajiro, K. Yokose, Y- M. Hsueh, S. Izumi,
"Detection of Fine Particles in Liquids by Laser Breakdown Method",
Jpn. J. Appl. Phys. 31, pp. 1514- 1518(1992).
[3- 4- 12] F.J. Scherbaum, R. Knopp, J.I. Kim, "Counting of particles in aqueous
solutions by laser- induced photoacoustic breakdown detection", Appl.
Phys. B 63, pp. 299- 306(1996).
[3- 4- 13] T. Bundschuh, W. Hauser, J.I. Kim, R. Knopp, F.J. Scherbaum,
"Determination of colloid size by 2- D optical detection of laser induced
plasma", Colloids Surf. A 180, pp. 285- 293(2001).
[3- 4- 14] C. Walther, H.R. Cho, Th. Fanghänel, "Measuring multimodal size
distributions of aquatic colloids at trace concentrations", Appl. Phys. Lett.
85(26), pp. 6329- 6331(2004).
[3- 4- 15]

W.

Demtroder,

“Laser

Spectroscopy:

Basic

Concepts

and

Instrumentation”, pp. 231- 271, Chapter 5, Springer, Berlin(1981).
[3- 4- 16] "Zetasizer Nano User Manual", Malvern Instruments Ltd., man0317 Isuue
4.0 May(2008).
[3- 4- 17] 백민훈, 이재광, 최종원, “ 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 및 콜로이드 이동 연구 현
황 분석”, 방사성폐기물학회지, 7(4), pp. 243- 253(2009).

[3- 4- 18] J.D.F. Ramsay, "The Role of Colloids in the Release of Radionuclides
from Nuclear Waste", Radiochim. Acta 44/45, pp. 165- 170(1988).
[3- 4- 19] J.I. Yun, "Material Dependence of Laser- induced Breakdown of Colloidal

- 576 -

Particle in Water" J. Opt. Soc. Korea 11, pp. 34- 39(2007).
[3- 4- 20] E.C. Jung, J.- I. Yun, J.I. Kim, M. Bouby, H. Geckeis, Y.J. Park, K.K.
Park, T. Fanghänel, W.H. Kim, "Measurement
distribution of

of

bimodal

size

nanoparticles by us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laser- induced plasma", Appl. Phys. B 87, pp. 497- 502(2007).
[3- 4- 21] R.F. Porter, W.A. Chupka, M.G. Inghram, “Mass Spectrometric Study of
Gaseous Species in the Si- SiO2 System”, J. Chem. Phys. 23, pp.
216- 217(1955).
[3- 4- 22] B.H. Stephan, W.M. Stephen, “Determination of the Ionization Potentials
of Aluminum Oxides via Charge Transfer”, J. Phys. Chem. 95(23), pp.
9091- 9094(1991).
[3- 4- 23] J. Han, L.A. Kaledin, V. Goncharov, A.V. Komissarov, M.C. Heaven,
“Accurate Ionization Potentials for UO and UO2: A Rigorous Test of
Relativistic Quantum Chemistry Calculations”, J. Am. Chem. Soc. 125(24),
pp. 7176- 7177(2003).
[3- 5- 1] J.I. Kim, "Significance of Actinide Chemistry for the Long- term Safety of
Waste Disposal," Nucl. Eng. Tech. 38(6), 459- 482 (2006).
[3- 5- 2] G. Geipel, "Some Aspects of Actinide Speciation by Laser- induced
Spectroscopy," Coordin. Chem. Rev. 250, 844- 854 (2006).
[3- 5- 3] C. Walther, C. Bitea, J.I. Yun, J.I. Kim, Th. Fanghänel, C.M. Marquardt,
V. Neck and A. Seibert, "Nanoscopic Approaches to the Aquatic
Plutonium Chemistry," Actinide Research Quarterly, 3rd/4th quarter,
12- 16 (2003).
[3- 5- 4] S. Okajima and D.T. Reed, "Initial Hydrolysis of Plutonium(VI),"
Radiochim. Acta 60, 173- 184 (1993).
[3- 5- 5] V. Neck, J.I. Kim, B.S. Seidel, C.M. Marquardt, K. Dardenne, M.P. Jensen
and W. Hauser, "A Spectroscopic Study of the Hydrolysis, Colloid
Formation and Solubility of Np(IV)," Radiochim. Acta 89, 439- 446 (2001).
[3- 5- 6] C. Walther, H.R. Cho, C.M. Marquardt, V. Neck, A. Seibert, J.I. Kim, J.I.
Yun and Th. Fanghänel, "Hydrolysis of Plutonium(IV) in Acidic
Solutions: No Effect of Hydrolysis on Absorption- spectra of Mononuclear
Hydroxide Complexes," Radiochim. Acta. 95, 7- 16 (2007).
[3- 5- 7] 이명호, 김종윤, 김원호, 정의창, 지광용, "산 및 알칼리 매질에서 Pu 산화수

- 577 -

에 대한 분광학적 특성 조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지 5(2), 103- 108

(2007).
[3- 5- 8] R.E. Wilson, Y.J. Hu and H. Nitsche,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of
Pu(III, IV, V and VI) using a 1.0- meter Liquid Core Waveguide,"
Radiochim. Acta 93, 203- 206 (2005).
[3- 5- 9] R.D. Waterbury, W. Yao and R.H. Byrne, "Long Pathlength Absorbance
Spectroscopy: Trace Analysis of Fe(II) using a 4.5 m Liquid Core
Waveguide," Anal. Chim. Acta 357, 99- 102 (1997).
[3- 5- 10] L.G.M. Baas Becking, I.R. Kaplan, and D. Moore, "Limits of the Natural
Environment in Terms of pH and Oxidation- reduction Potentials", J.
Geol. 68, 243- 284 (1960).
[3- 5- 11] M. Denecke, K. Dardenne and Ch. M. Marquardt, "Np(IV)/Np(V) valence
determinations from Np L3 edge XANES/EXAFS", Talanta 65, 1008- 1014
(2005).
[3- 5- 12] D. Cohen, "Electrochemical Studies of Plutonium Ions in Perchloric Acid
Solution",J. Inorg. Nucl. Chem. 18, 207- 210 1961).
[3- 5- 13] J.- W. Yeon and S.- I. Pyun, "Roles of adsorbed OH and adsorbed H in
the oxidation of hydrogen and the reduction of UO22+ ions at Pt
electrodes under non- conventional conditions", J. Appl. Electrochem.
37(8), 905- 912 2007).
[3- 5- 14] J.J. Katz, G.T. Seaborg and L.R. Morss, "The chemistry of the actinide
elements", 2nd ed. Chapman and Hall, London, 702, 781 (1986).
[3- 5- 15] G.M. Hale and M.R. Querry, "Optical Constants of Water in the 200- nm
to 200- μm Wavelength Ragion", Appl. Optics 12(3), 555- 563 1973).
[3- 5- 16] P. O’Connor, "Hydrolytic behaviour of plutonium(VI) and uranium(VI)
nitrates" in "Chemical research–basic chemistry of plutonium", CN- 2088,
USAEC (1944).
[3- 5- 17] K.A. Kraus and J.R. Dam, "Hydrolytic behavior of plutonium(VI);
Acid- base titrations of plutonium(VI)", Tech. Rep. CN- 2831, USAEC
(1946).
[3- 5- 18] A. Cassol, L. Magon, R. Portanova and E. Tondello, "Hydrolysis of
plutonium(VI): Acidity measurements in perchlorate solutions", Radiochim.
Acta 17, 28 (1972).
[3- 5- 19] U. Schedin, "Studies on the hydrolysis of metal ions. 62. The plutonyl

- 578 -

ion in sodium perchlorate medium", Acta Chem. Scand. A29, 333 (1975).
[3- 5- 20] C. Madic, G.M. Begun, D.E. Hobart

and R.L. Hahn, "Raman

spectroscopy of neptunyl and plutonyl ions in aqueous solution:
Hydrolysis of Np(VI) and Pu(VI) and disproportionation of Pu(V)", Inorg.
Chem. 23, 1914 (1984).
[3- 5- 21] S. Okajima and D.T. Reed, "Initial hydrolysis of plutonium(VI)",
Radiochim. Acta 60, 173 (1993).
[3- 5- 22] I.G. Tananaev, "Forms of hexavalent plutonium and americium in basic
aqueous solutions", Sov. Radiochem. 31, 303 (1989).
[3- 5- 23] I. Pashalidis, J.I. Kim, T. Ashida and I. Grenthe, "Spectroscopic study of
the hydrolysis of PuO22+ in aqueous solution", Radiochim. Acta 68, 99
(1995).
[3- 5- 24] A.I. Moskvin and V.P. Zaitseva, "Hydrolytic behavior of plutonyl in
aqueous solution", Sov. Radiochem. 4, 63 (1962).
[3- 5- 25] J.A. Perez- Bustamante, "Solubility product of tetravalent plutonium
hydroxide and study of the amphoteric character of hexavalent plutonium
hydroxide", Radiochim. Acta 4, 67 (1965).
[3- 5- 26] J.I. Kim, M. Bernkopf, C. Lierse and F. Koppold, "Hydrolysis reactions
of Am(III) and Pu(VI) ions in near- neutral solutions" In "Geochemical
behavior of disposed radioactive waste" (G.S. Barney, J.D. Navratil and
W.W. Schulz, eds.) ACS Symp. Ser. 246, Washington, ACS, 115 (1984).
[3- 5- 27] S.D. Reilly and M.P. Neu, "Pu(VI) hydrolysis: Further evidence for a
dimeric plutonyl hydroxide and contrasts with U(VI) chemistry", Inorg.
Chem. 45, 1839 (2006).
[3- 5- 28] D. Cohen, "The absorption spectra of plutonium ions in perchloric acid
solution", J. Inorg. Nucl. Chem. 18, 211 (1961).
[3- 5- 29] R.J. Lemire, J. Fuger, H. Mitsche, P. Potter, M.H. Rand, J. Rydberg, K.
Spahiu, J.C. Sullivan, W.J. Ullman, P. Vitorge and H. Wanner "Chemical
Thermodynamics Vol. 4. Chemical Thermodynamics of Neptunium and
Plutonium", (OECD, NEA- TDB) Elsevier, North- Holland, Amsterdam
(2001).
[3- 5- 30] J. Rothe, C. Walther, M.A. Denecke, Th. Fanghänel, "XAFS and LIBD
Investigation of the Formation and Structure of Colloidal Pu(IV)
Hydrolysis Products", Inorg. Chem. 43, 4708 (2004).

- 579 -

[3- 5- 31] V. Neck, M. Altmaier, A. Seibert, J.I. Yun, C.M. Marquardt and Th.
Fanghänel, "Solubility and redox reactions of Pu(IV) hydrous oxide:
Evidence for the formation of PuO2+x(s, hyd)", Radiochim. Acta 95, 193
(2007).
[3- 5- 32] H.R. Cho, C.M. Marquardt, V. Neck, A. Seibert, C. Walther, J.I. Yun and
Th. Fanghänel, "Redox behavior of plutonium(IV) in acidic solutions" In
"Recent Advances in Actinides Science" (I. May, R. Alvarez and N.
Bryan, eds.), 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 Spec. Publ. No. 305 (Proc.
Of the conference Actinides 2005, Manchester, UK), RSC Publishing,
Cambridge, UK, 602 (2005).
[3- 5- 33] T.W. Newton and D.E. Hobart, "Comment on ‘Plutonium chemistry: a
synthesis of experimental data and aquantitative model for plutonium
oxide solubility by J.M. Haschke and V.M. Oversby", J. Nucl. Mater. 334,
222 (2004).
[3- 5- 34] J.M. Haschke, "Self- reduction of dioxoplutonium VI: Characterization and
modeling of radiolytic and disproportionation pathways", J. Nucl. Mater.
340, 299 (2005).
[3- 5- 35] K. Büppelmann, J.I. Kim and Ch. Lierse, "The Redox- Behavior of
Plutonium in Saline Solutions under Radiolysis Effects", Radiochim. Acta
44/45, 65 (1988).
[3- 5- 36] S.W. Rabideau, M.J. Bradley and H.D. Cowan, "Alpha- particle oxidation
and reduction in aqueous plutonium solutions", Los Alamos Scientific
Laboratory Report LAMS- 2236 (1959).
[3- 5- 37] C. Keller and H. Seifert, "Siebenwertiges Plutonium", Angew. Chem.
81(8), 294 (1969).
[3- 5- 38] M.- H. Yun, J.- W. Yeon, J. Hwang, C.S. Hong and K. Song, "A
calibration technique for an Ag/AgCl reference electrode util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ectrical conductivity and the KCl concentration
of the internal electrolyte", J. Appl. Electrochem. 39(12), 2587- 2592
(2009).
[3- 5- 39] W. Runde, S.D. Reilly and M.P. Neu, "Spectroscopic investigation of the
formation of PuO2Cl+ and PuO2Cl2 in NaCl solutions and application for
natural brine solutions", Geochimi. Cosmochim. Acta 63, 3443- 3449
(1999).

- 580 -

[3- 5- 40] K. Fujiwara, H. Yamana, T. Fujii and H. Moriyama, "Solubility product
of Pu(VI) hydrous oxide", Radiochim. Acta 91, 81- 85 (2003).
[3- 5- 41] R. Guillaumont, Th. Fanghänel, J. Fuger, I. Grenthe, V. Neck, D.A.
Palmer and M.H. Rand, "Update on the Chemical Thermodynamics of
Uranium, Neptunium, Plutonium, Americium and Technetium", Elsevier,
Amsterdam vol 5. (2003).
[3- 5- 42] V. Neck and J.I. Kim, "Solubility and hydrolysis of tetravalent
actinides", Radiochim. Acta 89, 1- 16 (2001).
[3- 5- 43] M. Amme, "Geochemical modelling as a tool for actinide speciation
during anoxic leaching processes of nuclear fuel", Aquatic Geochemistry
8, 177- 198 (2002).
[3- 5- 44] L. Bonin, G. Cote and Ph. Moisy, "Speciation of An(IV) (Pu, Np, U and
Th) in citrate media", Radiochim. Acta 96, 145- 152 (2008).
[3- 5- 45] X. Gaona, V. Montoya, E. Col, M. Griv and L. Duro, "Review of the
complexation of tetravalent actinides by ISA and gluconate under alkaline
to hyperalkaline conditions", J. Contaminant Hydrology 102, 217- 227
(2008).
[3- 5- 46] P.E. Reiller, N.D.M. Evans and G. Szabo, "Complexation parameters for
the actinides(IV)- humic acid system: a search for consistency and
application to laboratory and field observations", Radiochim. Acta 96,
345- 358 (2008).
[3- 5- 47] L.G. Sillen, A.E. Martell, "Stability Constants of Metal- ion Complexes,
Supplement No. 1", The Chemical Society, London (1971).
[3- 6- 1] R.S. Adrain and J. Watson, "Laser microspectral analysis: a review of
principles and applications", J. Phys. D. Appl. Phys. 17, 1915- 1940 (1984).
[3- 6- 2]

D.A.

Rusak,

B.C.

"Fundamentals

and

Castle,

B.W.

applications

Smith
of

and

J.D.

laser- induced

Winefordner,
breakdown

spectroscopy", Crit. Rev. Anal. Chem. 27, 257- 290 (1997).
[3- 6- 3] K. Song, Y.I. Lee and J. Sneddon, "Applications of 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Appl. Spectrosc. Rev. 32, 183- 235 (1997).
[3- 6- 4] A.I. Whitehouse, J. Young, I.M. Botheroyd, S. Lawson, C.P. Evans and J.
Wright, "Remote material analysis of nuclear power station steam
generator tubes by 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Spectrochim.

- 581 -

Acta Part B. 56, 821- 830 (2001).
[3- 6- 5]

J.- I. Yun, R. Klenze and J.- I. Kim, "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for the on- line multielement analysis of highly radioactive
glass melt. Part I: Characterization and evaluation of the method", Appl.
Spectrosc. 56, 437- 448 (2002).

[3- 6- 6]

J.- I. Yun, R. Klenze and J.- I. Kim, "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for the on- line multielement analysis of highly radioactive
glass melt simultants. Part II: Analyses of molten glass samples", Appl.
Spectrosc. 56, 852- 858 (2002).

[3- 6- 7] B. Lai, F- Y. Yueh and J. Singh, "Glass- batch composition monitoring by
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Appl. Opt. 44, 3668- 3674 (2005).
[3- 6- 8] U. Panne, C. Haisch, M. Clara and R. Niessner, "Analysis of glass and
glass melts during the vitrification process of fly and bottom ashes by
laser- induced plasma spectroscopy. Part I: Normalization and plasma
diagnostics", Spectrochim. Acta Part B. 53, 1957- 1968 (1998).
[3- 6- 9] G.M. Weyl, D. Rosen, "Laser- induced breakdown in argon at 0.35  m:
Theory and experiments", Phys. Rev. A. 31, 2300- 2313 (1985).
[3- 7- 1] J.I. Kim, "Significance of actinide chemistry for the long- term safty of
waste disposal", Nucl. Eng. Tech 38(6), 459 (2006).
[3- 7- 2] G.R. Choppin, "Actinide specification in the environment", J. Radioanal.
Nicl. Chem. 273(3), 695 (2007).
[3- 7- 3] I. H. Suffet, P. Mcknight, "Aquatic Humic Substances - Influence on Fate
and Treatment of Pollutants", American Chemical Society, Washington.
DC. U.S.A, 83 (1987).
[3- 7- 4] J.I. Kim, "Chemical behaviour of transuranic elements in natural aquatic
systems", In Handbook on the physics and chemistry of the actinides,
A.J. Freeman and C. Keller Eds,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V (1986).
[3- 7- 5] G.R. Aiken, D.M. Mcknight, R.L. Wershaw and P. MacCarthy, "Humic
Substances in Soil, Sediment and Water", Wiley and Sons, New York,
U.S.A, 15 (1985).
[3- 7- 6] F.J. Stevenson, "Humus Chemistry, Genesis, Composition, Reactio", Wiley,
New York, U.S.A, 453 (1994).
[3- 7- 7] J. Buffle, "Complexation reactions in aquatic systems", Ellis Horwood

- 582 -

Limited, New York (1998).
[3- 7- 8] J. Tarchitzky, Y. Chen and A. Banin, "Humic substances and pH effects
on sodium- and calcium- montmorillonite flocculation and dispersion",
Soil Sci. Am. J. 57(2), 367 (1993).
[3- 7- 9] M. Schmitzer and H. Kodama, "Montmorillonite : Effect of pH on
adsorption of a soil humic compound", Science 153(3731), 70 (1966).
′ Ph D. Thesis, "Influence of humic acid on the
[3- 7- 10] A. Kr̆epelova,

sorption of uranium(VI) and americium(III) onto kaolinite", Technischen
Unversität Dresden, Tschechische Republik (2007).
[3- 7- 11] K. Schmeide, S. Pompe, M. Bubner, J.H. Heise, G. Bernhard and H.
Nitsche, "Uranium(VI) sorption onto phyllite and selected minerals in the
presence of humic acid", Radiochim. Acta 88, 723 (2000).
[3- 7- 12] 황진영, 장명익, 김준식, 조원모, 안병석, 강수원, "우리나라 황토(풍화토)의
구성광물 및 화학성분", 한국광물학회지 13(3), 147 (2000).

[3- 7- 13] R.J. Pruett and H.L. Webb, "Sampling and analysis of KGa- 1b
well- characterized kaolin source clay:, Clays & Clay Minerals 41(4),
514- 519 (1993).
[3- 7- 14] P.V. Brady, R.T. Cygan and K.L. Nagy, "Surface charge and metal
sorption to kaolinite In: Adsorption of metals by geomedia: variables,
mechanisms, and model applications (E.A. Jenne, eds.)", Acedemic Press,
San Diego, 371 (1988).
′ S. Sachs and G. Bernhard, "Uranium(V) sorption
[3- 7- 15] A. Kr̆epelova,

onto

kaolinite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humic acid", Radiochim.
Acta. 94, 825 (2003).
[3- 7- 16] M. Samadfam, T. Jintoku, S. Sato, H. Ohashi, T. Mitsugashira, M. Hara
and Y. Suzuki, "Effect of humic acid on the sorption of Am(III) and
Cm(III) on kaolinite", Radiochim. Acta 88, 717 (2000)
[3- 7- 17] R. Buda, N.L. Banik, J. V. Kratz and N. Trautmann, "Studies of the
ternary

systems

humic

substances- kaolinite- Pu(III)

and

Pu(IV)",

Radiochim. Acta 96, 657 (2008).
[3- 7- 18] 신현상, 이동석, 강기훈, "분자량별 분류에 따른 휴믹산의 구조적 특성 및
Eu(III)과의 착물반응 특성 비교에 대한 연구", 분석과학회지 14(2), 159
(2001).
[3- 7- 19] A.J. Fairhurst, P. Warwick and S. Richardson, "The influence of humic

- 583 -

acid on the adsorption of europium onto inorganic colloids as a
function of pH", Colloids Sur. A 99, 187 (1995).
[3- 7- 20] S.H. Sutheimer, P.A. Maurice and Q. Zhou, "Dissolution of well and
poorly characterized kaolinites: Al speciation and effects of surface
characteristics", Am. Mineral 84, 620 (1999).
[3- 7- 21] A.J. Fairhurst and P. Warwick, "The influence of humic acid on
europium- mineral interactions", Colloids Surf. A 154, 229 (1995).
[3- 7- 22] E.M. Murphy, J.M. Zachara, S.C. Smith, J.L. Phillips and T.W. Wietsma,
"Interaction of Hydrophobic Organic Compounds with Mineral- Bound
Humic Substances", Environ. Sci. Tecnhol. 1291 (1994).
[3- 7- 23] J. Hur and M.A. Schalutman, "Molecular weight fractionation of humic
substances by adsorption onto minierals", J. Colloid Interface Sic, 264,
313 (2003).
[3- 7- 24] M. Octs, B. Cosovic and W. Stumm, "Corrdinative and hydrophobic
interaction of humic substance with hydrophilic Al2O3 and hydrophobic
mercury surface", Geochim. Cosmochim Acta 58, 639 (1994).
[3- 7- 25] L. Aimin, X.U. Minhuan, L. Wenhui, W. Xuejun and D. Jingyu,
"Adsorption characteristics of fulvic acid fractions onto kaolinite", J.
Environ. Sci. 20, 528 (2008).
[3- 7- 26] M.J. Kang and P.S. Hahn, "Adsorption behaviour of aqueous europium
on kaolinite under various disposal conditions", Korean J. Chem. Eng.
21(2), 419 (2004).
[3- 7- 27] W. Xiangke, D. Wenming, D. Xiongxin, W. Aixia, D. Jinzhou and T.
Zuyi, "Sorption and desorption of Eu and Yb on alumina: mechanisims
and effect of fulvic acid", Appl. Radiat. Isot. 52, 165 (2000).
[3- 7- 28] C. Ma, R.A. Eggleton, "Cation exchange capacity of kaolinite", Clays and
Clay Minerals 47(2), 174 (1999).
[3- 7- 29] V.B. Patrick, T.C. Randall and L.N. Kathryn, "Surface charge and metal
sorption

to

kaolinite",

Adsorption

of

metals

by

geomedia,

Academic Press (1998).
[3- 7- 30] E. Tipping, J.R. Griffith and J. Hilton, "The effect of adsorpbed humic
substances on the uptake of copper(II) by goethite", Croat. Chem. Acta
56, 613 (1983).
[3- 7- 31] D.P.H. Laxan, "Trace metal adsorption/coprecipitation on hydrous ferric

- 584 -

oxide under realistic conditions- the role of humic acid", Water Res. 19,
1229 (1985).
[3- 7- 32] A. Maes, J.D. Brabandere and A. Cremers, "Complexation of Europium
(III) and Americium (III) with Humic Subst", Radiochim. Acta 52/53, 41
(1991).
[3- 7- 33] Y. Takahashi, Y. Minai, T. Kimura and T. Tominage, "Adsorption of
europium(III) and americium(III) on kaolinite and montmorillonite in the
presence of humic acid", J. Radioanal. Nucl. Chem. 234, 277 (1998).
[3- 7- 34] M.H. Baik, W.J. Cho and P.S. Hahn, "Effects of speciation and carbonate
on the sorption of Eu(III) onto granite", Environ. Eng. Res. 9(4), 160
(2004).
[3- 7- 35] E.A. Vik and B. Eikebrokk, "Coagulation Process for Removal of Humic
Substances from Drinking Water", MacCarthy, American Chemical
Society, Washington, 385 (1989).
[3- 7- 36] Y. Sui and M.L. Thompson, "Phosphorus sorption, desorption, and
buffering capacity in a Biosolids- Amended Mollisol", Soil Sci. Soc. Am.
J. 64, 164 (2000).
[3- 7- 37] M.M. Ellyn, M.Z. John, C.S. Steven, L.P. Jerry and W.W. Thomas,
"Interaction of hydrophobic organic compounds with mineral bound humic
substances", Environ. Sci. Technol. 28(7), 1291 (1994).
[3- 7- 38] K. Gosh and M. Schnitzer, "Macromolecular structures of humic
substance", Soil Science 129(5), 266 (1980).
[3- 8- 1] Kim, J.- I., "Significance of actinide chemistry for the long- term safety of
waste disposal", Nucl. Engin. Tech. 38, 459- 482 (2006).
[3- 8- 2] Fanghänel, T., Neck, V., "Aquatic chemistry and solubility phenomena of
actinide oxides/hydroxides", Pure Appl. Chem. 74, 1895- 1907 (2002).
[3- 8- 3] Moll, H., Geipel, G., Reich, T., Bernhard, G., Fanghänel, T., Grenthe, I.,
"Uranyl(VI)

complexes with alpha- substituted carboxylic acids in

aqueous solution", Radiochim. Acta 91, 11- 20 (2003).
[3- 8- 4] Schmeide, K., Sachs, S., Bubner, M., Reich, T., Heise, K. H., Bernhard,
G., "Interaction of uranium(VI) with various modified and unmodified
natural and synthetic humic

substances studied by EXAFS and FTIR

spectroscopy", Inorg. Chim. Acta 351, 133- 140 (2003).

- 585 -

[3- 8- 5] Stumm, W., Furrer, G. The dissolution of oxides and aluminium silicates:
Examples of surface- coordinatin- controlled kinetics. In: Aquatic Surface
Chemistry. J. Wiley & Sons, New York, (1987) pp. 197- 219.
[3- 8- 6] Jankovic, I. A., Saponjic, Z. V., Comor, M. I., Nedeljkovic, J. M., "Surface
modification of colloidal TiO2 nanoparticles with bidentate benzene
derivatives", J. Phys. Chem. 113, 12645- 12652 (2009).
[3- 8- 7] Mitchell- Koch, J. T., Reid, K. R., Meyerhoff, M. E., "Salicylate detection
by complexation with Iron(III) and optical absorbance spectroscopy", J.
Chem. Educ. 85, 1658- 1659 (2008).
[3- 8- 8] Greenaway, F. T., Norris, L. J., "Mononuclear and binuclear copper(II)
complexes of 3,5- diisopropylsalicylic acid", Inorg. Chim. Acta 145,
279- 284 (1988).
[3- 8- 9] Kim, B.- I., Miyake, C., Imoto, S., "Spectroscopic studies on the uranyl
complexes with 1,2- disubstituted benzenes", J. Inorg. Nucl. Chem. 36,
2015- 2021 (1974).
[3- 8- 10] Banks, C. V., Singh, R. S., "Composition and stability of some
metal- 5- sulfosalicylate complexes", J. Inorg. Nucl. Chem. 15, 125- 132
(1960).
[3- 8- 11] Foley, R. T., Anderson, R. C., "Spectrophotometric studies of complex
formation with sulfosalicylic Acid. II. With uranyl ion", J. Am. Chem.
Soc. 71, 909- 914 (1949).
[3- 8- 12] Rao, J. M., Seshaiah, U. V., "Stability constants of uranyl chelates with
nuclear- substituted salicylic acids", Bull. Chem. Soc. Jap. 39, 2668- 2671
(1966).
[3- 8- 13] Gangopadhyay, S., Banerjee, R. N., Banerjea, D., "Complexation of
uranium(VI) by salicylate and substitute salicylates: A kinetic study",
Transition Met. Chem. 10, 325- 328 (1985).
[3- 8- 14] Yousif, Y. Z., Al- Imarah, F. J. M., "Spectroscopic study of the effect of
substitution on the thermodynamic stability of the 1:1 complexes of the
dioxouranium(II) ion with mono- substituted salicylic acids in aqueous
media", Transition. Met. Chem. 14, 123- 126 (1989).
[3- 8- 15] Jahagirdar, D. V., Khanolkar, D. D., "Studies of UO2(II) complexes of
substituted salicylic acids", J. Inorg. Nucl. Chem. 35, 921- 930 (1973).
[3- 8- 16] Rajan, K. S., Martell, A. E., "Equilibrium studies of uranyl complexes -

- 586 -

I.

Interaction

of

uranyl

ion

with

some hydroxycarboxylic and

aminocarboxylic acids", J. Inorg. Nucl. Chem. 26, 789- 798 (1964).
[3- 8- 17] Vartak, D. G., Menon, K. R., "Stability constants of some substituted
salicylic acids and their complexes", J. Inorg. Nucl. Chem. 33, 1003- 1011
(1971).
[3- 8- 18] Silva, J. C. G. E. d., Machado, A. A. S. C., Oliveira, C. J. S., "Study of
the interaction of a soil fulvic acid with UO22+ by self- modelling
mixture analysis of synchronous molecular fluorescence spectra", Analyst
121, 1373- 1379 (1996).
[3- 8- 19] Toraishi, T., Aoyagi, N., Nagasaki, S., Tanaka, S., "Stoichiometry,
stability constants and coordination geometry of Eu(III) 5- sulfosalicylate
complex in aqueous system - A TRLFS study", Dalton Trans. 3495- 3502
(2004).
[3- 8- 20] Jung, E. C., Cho, H.- R., Park, K. K., Yeon, J.- W., Song, K.,
"Nanoparticle sizing by a laser- induced breakdown detection using an
optical probe beam deflection", Appl. Phys. B 97, 867- 875 (2009).
[3- 8- 21] 조혜륜, 박경균, 정의창, 송규석, “ 모세관 셀을 이용한 수용액 내 악티나이
드 화학종의 고감도 검출“, 방사성폐기물학회지, 7(2), pp. 109- 114 (2009).

[3- 8- 22] Cha, W., Cho, H.- R., Park, K., Jung, E. C., Kim, W., Song, K.,
"Spectroscopic Studies on U(VI)- Salicylate Complex Formation with
Multiple

Equilibria",

Radiochim.

Acta

In

print,

(2012),

doi

10.1524/ract.2012.1930.
[3- 8- 23] Guillaumont, R., Fanghänel, T., Fuger, J., Grenthe, I., Neck, V., Palmer,
D. A., Rand, M. H.

In: (OECD, NEA- TDB): Chemical thermodynamics.

vol. 5. Update on the Chemical Thermodynamics of Uranium, Neptinum,
Plutonium,

Americium

and

Technetium.

Elsevier,

North- Holland,

Amsterdam, (2003) p. 157.
[3- 8- 24] 정의창, 조혜륜, 박경균, “ 시간분해 레이저 유도 형광 분광학을 이용한 우라
늄(VI) 가수분해 화학종 규명 연구“, 방사성폐기물학회지, 7(3), pp. 133- 141

(2009).
[3- 8- 25]

Eliet, V., Bidoglio, G., Omenetto, N., Parma, L., Grenthe, I.,
"Characterisation

of

hydroxide

complexes

of

uranium(VI)

by

time- resolved fluorescence spectroscopy", J. Chem. Soc. Farad. Trans. 91,
2275- 2285 (1995).

- 587 -

[3- 8- 26] Moulin, C., Laszak, I., Moulin, V., Tondre, C., "Time- resolved
laser- induced fluorescence as a unique tool for low- level uranium
speciation", Appl. Spec. 52, 528- 535 (1998).
[3- 8- 27] Harris, D. C.

Application of Spectrophotometry. In: Quantitative

Chemcal Analysis. 6th ed., W.H. Freeman and Company, New York,
(2006) pp. 440- 442.
[3- 8- 28] Deranleau, D. A., "Theory of the measurement of weak molecular
complexes. II. Consequences of multiple equilibria", J. Am. Chem. Soc.
91, 4050- 4054 (1969).
[3- 8- 29] Bruneau, E., Lavabre, D., Levy, G., Micheau, J. C., "Quantitative analysis
of continuous- variation plots with a comparison of several methods", J.
Chem. Educ. 69, 833- 837 (1992).
[3- 8- 30] Lajunen, L. H. J., Portanova, R., Piispanen, J., Tolazzi, M., "Stability
Constants for alpha- Hydroxycarboxylic Acid Complexes with Protons and
Metal Ions and the Accompanying Enthalpy Changes - Part I:Aromatic
ortho- hydroxycarboxylic Acids", Pure & Appl. Chem. 69, 329- 381 (1997).
[3- 8- 31] Weert, M. v. d., "Fluorescence quenching to study protein- ligand
binding: Common errors", J. Fluoresc. 20, 625- 629 (2010).
[3- 8- 32] Lakowicz, J. R.

Quenching of Fluorescence. In: Principles of

Fluorescence Spectroscopy. Springer, New York, NY, (2006) p. 282.
[3- 8- 33] Pompe, S., Brachmann, A., Bubner, M., Geipel, G., Heise, K. H.,
Bernhard, G., Nitsche, H., "Determination and comparison of uranyl
complexation constants with natural and model humic acids", Radiochim.
Acta 82, 89- 95 (1998).
[3- 9- 1] R.C. Ewing, "The nuclear fuel cycle: A role for mineralogy and
geochemistry", Elements 2, 331- 334 (2006).
[3- 9- 2] H. Geckeis and T. Rabung, "Actinide geochemistry: From the molecular
level to the real system", J. Cont. Hydrol. 102, 187- 195 (2008).
[3- 9- 3] J.I. Kim, "Significance of actinide chemistry for the long- term safety of
waste disposal", Nucl. Eng. Tech. 38, 459- 482 (2006).
[3- 9- 4] C. Alliot, L. Bion, F. Mercier and P. Toulhoat, "Effect of aqueous acetic,
oxalic, and carbonic acids on the adsorption of europium(III) onto α
- alumina", J. Colloid Interface Sci. 298, 573–581 (2006).

- 588 -

[3- 9- 5] L. Righetto, G. Bidoglio, G. Azimonti and I.R. Bellodono, "Actinide
interactions in colloidal humic acid- mineral oxide systems", Environ. Sci.
Technol. 25, 1913- 1919 (1991).
[3- 9- 6] A.J. Fairhurst, P. Warwick and S. Richardson, "The influence of humic
acid on the adsorption of europium onto inorganic colloids as a function
of pH", Colloids Surf. A 99, 187- 199 (1995).
[3- 9- 7] N. Labonne- Wall, V. Moulin and J.- P. Vilarem, "Retention properties of
humic substances onto amorphous silica: Consequences for the sorption
of cations", Radiochim. Acta 79, 37- 49 (1997).
[3- 9- 8] T. Rabung, H. Geckeis, J.I. Kim and H.P. Beck, "The influence of anionic
ligands on the sorption behaviour of Eu(III) on natural hematite",
Radiochim. Acta 82, 243- 248 (1998).
[3- 9- 9] G. Montavon, S. Markai, S. Ribet, T. Rabung, H. Geckeis and B.
Grambow, "Modeling the complexation properties of mineral- bound
organic polyelectrolyte: An attempt at comprehension using the model
system alumina/polyacrylic acid/M (M = Eu, Cm, Gd)", J. Colloid
Interface Sci. 305, 32–39 (2007).
[3- 9- 10] M. Del Nero, K. Ben Said, B. Made, A. Clement and G. Bontems,
"Effect of pH and carbonate concentration in solution on the sorption of
neptunium(V) by hydrargilite: Application of the non- electrostatic model",
Radiochim. Acta 82, 133- 141 (1998).
[3- 9- 11]

C. Hsi

and D. Langmuir, "Adsorption of

uranyl

onto ferric

oxyhydroxides: Application of the surface complexation site- binding
model", Geochim. Cosmochim. Acta 49, 1931- 1941 (1985).
[3- 9- 12] 백민훈, 조원진, "벤토나이트 콜로이드로의 우라늄(VI) 수착에 대한 실험적
연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지 4, 235- 243 (2006).

[3- 9- 13] 조혜륜, 박경균, 정의창, 지광용, "레이저유도파열검출 기술을 이용한 우라9
늄(VI) 가수분해물의 용해도 측정",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지 5 ,189- 197

(2007) .
[3- 9- 14] T.E. Payne, J.A. Davis, G.R. Lumpkin, R. Chisari and T.D. Waite,
"Surface complexation model of uranyl sorption on georgia kaolinite",
Appl. Clay Sci. 26, 151- 162 (2004).
[3- 9- 15] D.R. Turner and S.A. Sassman, "Approaches to sorption modeling for
high- level waste performance assessment", J. Contaminant Hydrology 21,

- 589 -

311- 332 (1996).
[3- 9- 16] C. Den Auwer, R. Drot, E. Simoni, S.D. Conradson, M. Gailhanou and
J.M.D. Leon, "Grazing incidence XAFS spectroscopy of uranyl sorbed
onto TiO2 rutile surfaces", New J. Chem. 27, 648- 655 (2003).
[3- 9- 17] E.R. Sylwester, E.A. Hudson and P.G. Allen, "The structure of
uranium(VI) sorption complexes on silica, alumina, and montmorillonite",
Geochim. Cosmochim. Acta 64, 2431- 2438 (2000).
[3- 9- 18] M. Buehl, R. Diss and G. Wipff, "Coordination environment of aqueous
uranyl(VI) ion", J. Am. Chem. Soc. 127, 13506- 13507 (2005).
[3- 9- 19] L.V. Moskaleva, V.A. Nasluzov and N. Roesch, "Modeling adsorption of
the uranyl dication on the hydroxylated α- Al2O3(001) surface in an
aqueous medium. Density functional study", Langmuir 22, 2141- 2145
(2006).
[3- 9- 20] E.A. Hudson, L.J. Terminello, B.E. Viani, M. Denecke, T. Reich, P.G.
Allen, J.J. Bucher, D.K. Shuh and N.M. Edelstein, "The structure of U6+
sorption complexes on vermiculite and hydrobiotite", Clays Clay Miner.
47, 439- 457 (1999).
[3- 9- 21] B.C. Bostick, S. Fendorf, M.O. Barnett, P.M. Jardine and S.C. Brooks,
"Uranyl surface complexes formed on subsurface media from DOE
facilities", Soil Sci. Soc. Am. J. 66, 99- 108 (2002).
[3- 9- 22] P.W. Schindler and W. Stumm, "The surface chemistry of oxides,
hydroxides, and oxide minerals", in W. Stumm, Eds., "Aquatic Surface
Chemistry- Chemical Processes at the Particle- Water Interface", John
Wiley & Sons, New York, 83- 110 (1987).
[3- 9- 23] T. Reich, H. Moll, T. Aenold, M.A. Denecke, C. Hennig, G. Geipel, G.
Bernhard, H. Nitsche, P.G. Allen, J.J. Bucher, N.M. Edelstein and D.K.
Shuh, "An EXAFS study of uranium(VI) sorption onto silica gel and
ferrihydrite", J. Electron Spectroscopy and Related Phenomena 96,
237- 243 (1998).
[3- 9- 24] J. Stanton and R.W. Maatman, "The reaction between aqueous uranyl
ion and the surface of silica gel", J. Colloid Science 18, 132- 146 (1963).
[3- 9- 25] P. Michard, E. Guibal, T. Vincent and P. Le Cloirec, "Sorption and
desorption of uranyl ions by silica gel: pH, particle size and porosity
effects", Microporous Materials 5, 309- 324 (1996).

- 590 -

[3- 9- 26] U. Gabriel, L. Charlet, C. W. Schlapfer, J.C. Vial, A. Brachmann and G.
Geipelx, "Uranyl surface speciation on silica particles studied by
time- resolved

laser- 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y",

J.

Colloid

Interface Science 239, 358- 368 (2001).
[3- 9- 27] K. Stamberg, K.A. Venkatesan and P.R. Vasudeva Rao, "Surface
complexation modeling of uranyl ion sorption on mesoporous silica",
Colloids and Surfaces A 221, 149- 162 (2003).
[3- 9- 28] Y.D. Glinka, M. Jaroniec and V.M. Rozenbaum, "Adsorption energy
evaluation from luminescence spectra of uranyl ions (UO22+) adsorbed on
disperse silica surfaces", J. Colloid Interface Sci. 194, 455- 469 (1997).
[3- 9- 29] A.J. Dent, J.D.F. Ramsay and S.W. Swantont, "An EXAFS study of
uranyl ion in solution and sorbed onto silica and montmorillonite clay
colloids", J. Colloid lnterface Sci. 150, 45- 60 (1992).
[3- 9- 30] W. Stumm, "Aquatic Surface Chemistry: Chemical Processes at the
Particle- Water Interface", John Wiley & Sons, New York (1987).
[3- 9- 31] D.A. Dzombak and F.M.M. Morel, "Surface Complexation Modeling:
Hydrous Ferric Oxide", John Wiley & Sons, New York (1990).
[3- 9- 32] A. von Zelewsky and J.M. Bemtgen, "Formation of ternary copper(II)
complexes at the surface of silica gel as studied by ESR spectroscopy",
Inorg. Chem. 21, 1771- 1777 (1982).
[3- 9- 33] G. Lefevre, "In situ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studies of
inorganic ions adsorption on metal oxides and hydroxides", Advances in
Colloid and Interface Science 107, 109- 123 (2004).
[3- 9- 34] G. Lefevre, S. Noinville and M. Fedoroff, "Study of uranyl sorption onto
hematite by in situ attenuated total reflection–infrared spectroscopy", J.
Colloid Interface Sci. 296, 608- 613 (2006).
[3- 9- 35] K.H. Chung, R. Klenze, K.K. Park, P. Paviet- Hartmann and J.I. Kim, "A
study of the surface sorption process of Cm(III) on silica by
tme- resolved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I)", Radiochim. Acta 82,
215- 219 (1998).
[3- 9- 36] C.F. Baes Jr., "The reduction of uranium(VI) by iron(II) in phosphoric
acid solution", J. Phys. Chem. 60, 805- 806 (1956).
[3- 9- 37] W. Davies and W. Gray, "A rapid and specific titrimetric method for the
precise determination of uranium using iron(II) sulphate as reductant",

- 591 -

Talanta 11, 1203- 1211 (1964).
[3- 9- 38] H.- R. Cho, E.C. Jung and K.Y. Jee, "Probe beam detection of
laser- induced breakdown for measuring solubility of actinide compounds",
Japan. J. Appl. Phys. 47, 3530- 3532 (2008).
[3- 9- 39] A.E. Maetell and R.M. Smith, "Critical Stability Constants Vol. 3",
Plenum Press, New York (1977).
[3- 9- 40] I. Grenthe, J. Fuger, R.J.M. Konings, R.J. Lemire, A.B. Muller, C.
Nguyen- Trung and H. Wanner, "Chemical Thermodynamics of Uranium",
OECD NEA, Elsevier, North- Holland (1992).
[3- 9- 41] W. Stumm, R. Kummert and L. Sigg, "A ligand exchange model for the
adsorption of inorganic and organic ligands at hydrous oxide interfaces",
Croat. Chem. Acta 53, 291- 312 (1980).
[3- 9- 42] M.R. Das, O.P. Sahu, P.C. Borthakur and S. Mahiuddin, "Kinetics and
adsorption behavior of salicylate on α- alumina in aqueous medium",
Colloid Surf. A 237, 23- 31 (2004).
[3- 9- 43] A.E. Regazzoni, P. Mandelbaum, M. Matsuyoshi, S. Schiller, S.A. Bilmes
and M.A. Blesa, "Adsorption and photooxidation of salicylic acid on
titanium dioxide: A surface complexation description", Langmuir 14,
868- 874 (1998).
[3- 9- 44] R. Kummert and W. Stumm, "The surface complexation of organic acids
on hydrous γ- Al2O3", J. Colloid Interface Sci. 75, 373- 385 (1980).
[3- 9- 45] M.V. Biber and W. Stumm, "An in- situ ATR- FTIR study: The surface
coordination of salicylic acid on aluminum and iron(III) oxides", Environ.
Sci. Technol. 28, 763- 768 (1994).
[3- 9- 46] J.I. Drever and L.L. Stillings, "The role of organic acids in mineral
weathering", Colloids Surfaces A 120, 167- 181 (1997).
[3- 9- 47] A.E. Maetell and R.M. Smith, "Critical Stability Constants Vol. 1",
Plenum Press, New York (1974).
[3- 9- 48] P.N. Pathak and G.R. Choppin, "Effect of complexing anions on
europium sorption on suspended silica: a TRLFS study for ternary
complex formation", Radiochim. Acta 95, 267–273 (2007).
[3- 9- 49] A.W.P. Vermeer, J.K. McCulloch, W.H. Van Riemsdijk and L.K. Koopal,
"Metal ion adsorption to complexes of humic acid and metal oxides:
Deviations from the additivity rule", Environ. Sci. Technol. 33, 3892- 3897

- 592 -

(1999).
[3- 9- 50] G. Montavon, C. Hennig, P. Janvier and B. Grambow, "Comparison of
complexed species of Eu in alumina- bound and free polyacrylic acid: A
spectroscopic study", J. Colloid Interface Sci. 300, 482–490 (2006).
[3- 9- 51] G. Montavon, T. Rabung, H. Geckeis and B. Grambow, "Interaction of
Eu(III)/Cm(III)

with

alumina- bound

poly(acrylic

acid):

Sorption,

desorption, and spectroscopic studies", Environ. Sci. Technol. 38,
4312- 4318 (2004).
[3- 9- 52] X.L. Tan, X.K. Wang, H. Geckeis and T.H. Rabung, "Sorption of Eu(III)
on humic acid or fulvic acid bound to hydrous alumina studied by
SEM- EDS, XPS, TRLFS, and batch techniques", Environ. Sci. Technol.
42, 6532- 6537 (2008).
[3- 9- 53] G. Nakayama, Y. Sakakibara, Y. Taniyama, H. Cho, T. Jintoku, S.
Kawakami and M. Takemoto, "The long- term behaviors of passivation
and hydride layer of commercial grade pure titanium in TRU waste
disposal environments", J. Nucl. Mater. 379, 174- 180 (2008).
[3- 9- 54] X. Tan, Q. Fan, X. Wang and B. Grambow, "Eu(III) sorption to TiO2
(anatase and rutile): Batch, XPS, and EXAFS studies", Environ. Sci.
Technol. 43, 3115–3121 (2009).
[3- 9- 55] J. Vandenborre, R. Drot and E. Simoni, "Interaction mechanisms between
uranium(VI) and rutile titanium dioxide: From single crystal to powder",
Inorg. Chem. 46, 1291- 1296 (2007).
[3- 9- 56] S.N. Towles, G.E. Brown and G.A. Parks, "Sorption of Co(II) on metal
oxide surfaces I. Identification of specific binding sites of Co(II) on (110)
and (001) surfaces of

TiO2 (rutile) by grazing- incidence XAFS

spectroscopy", J. Colloid Interface Sci. 217, 299- 311 (1999).
[3- 9- 57] P.L. Cao, D.E. Ellis and P.V. Dravid, "First- principles study of initial
stage of Ni thin- film growth on a TiO2 (110) surface", J. Mater. Res. 14,
3684–3689 (1999).
[3- 9- 58] P.N. Pathak and G.R. Choppin, "Sorption of europium(III) on polymeric
silica in perchlorate media", Radiochim. Acta 95, 49–53 (2007).
[3- 9- 59] P.N. Pathak and G.R. Choppin, "Sorption studies of europium(III) on
hydrous silica", J. Radioanal. Nucl. Chem. 270, 277–283 (2006).
[3- 9- 60] Th. Rabung, Th. Stumpf, H. Geckeis, R. Klenze and J.I. Kim, "Sorption

- 593 -

of Am(III) and Eu(III) onto γ- alumina: Experiment and modelling",
Radiochim. Acta 88, 711- 716 (2000).
[3- 9- 61] D. Wenming, W. Xiangke, B. Xiaoyan, W. Aixia, D. Jingzhou and Z.
Tao, "Comparative study on sorption/desorption of radioeuropium on
alumina, bentonite and red earth: Effects of pH, ionic strength, fulvic
acid, and iron oxides in red earth", App. Rad. Isotopes 54, 603- 610
(2001).
[3- 9- 62] W. Xiangke, D. Wenming, D. Xiongxin, W. Aixia, D. Jinzhou and T.
Zuyi, "Sorption and desorption of Eu and Yb on alumina: Mechanisms
and effect of fulvic acid", App. Rad. Isotopes 52, 165- 173 (2000).
[3- 9- 63] R.A. Schoonheydt and C.T. Johnston, “Surface and interface chemistry
of clay minerals", in F. Bergaya, B.K.G. Theng and G. Lagaly (ed.),
"Handbook of Clay Science", Elsvier, Amsterdam, 87- 113 (2006).
[3- 9- 64] G. Lagaly, "Colloid clay science", in F. Bergaya, B.K.G. Theng and G.
Lagaly (ed.), "Handbook of Clay Science", Elsvier, Amsterdam, 141- 245
(2006).
[3- 9- 65] D.G. Strawn and D.L. Sparks, "The use of XAFS to distinguish between
inner- and outer- sphere lead adsorption complexes on montmorillonite",
J. Colloid Interface Sci. 216, 257- 269 (1999).
[3- 9- 66] A. Kowal- Fouchard, R. Drot, E. Simoni, N. Marmier, F. Fromagec and
J.- J. Ehrhardtd, "Structural identification of europium(III) adsorption
complexes on montmorillonite", New. J. Chem. 28, 864–869 (2004).
[3- 9- 67] B. Bayens and M.H. Bradbury, "A mechanistic description of Ni and Zn
sorption

on

Na- montmorillonite.

Part

I:

Titration

and

sorption

measurements", J. Contam. Hydrol. 27, 199- 222 (1997).
[3- 9- 68] O.L. Gaskova and M.B. Bukaty, "Sorption of different cations onto clay
minerals:

Modelling

approach

with

ion

exchange

and

surface

complexation", Phys. Chem. Earth 33, 1050- 1055 (2008).
[3- 9- 69] Th. Stumpf, A. Bauer, F. Coppin, Th. Fanghänel and J.I. Kim,
"Inner- sphere, outer- sphere and ternary surface complexes: A TRLFS
study of the sorption process of Eu(III) onto smectite and kaolinite",
Radiochim. Acta 90, 345- 349 (2002).
[3- 9- 70] E. Laiti, P. Persson and L.O. Ohman, "Balance between surface
complexation and surface phase transformation at the alumina/water

- 594 -

interface", Langmuir 14, 825- 831 (1998).
[3- 9- 71] J.- H. Jang, B.A. Dempsey, G.L. Catchen and W.D. Burgos, "Effects of
Zn(II), Cu(II), Mn(II), Fe(II), NO3- , or SO42- at pH 6.5 and 8.5 on
transformations of hydrous ferric oxide (HFO) as evidenced by
Moessbauer spectroscopy", Colloids Surf. A 221, 55- 68 (2003).
[3- 9- 72] 박영재 외, 보고서 KAERI/RR- 2778/2006, "악티나이드 화학거동 규명 연구
", 240- 315 (2007).
[3- 9- 73] O. Tochiyamat, H. Yamazaki and N. Li, "Effect of the concentration of
metal ions on their adsorption on various hydrous iron and aluminum
oxides", J. Nucl. Scie. Tech. 33, 846- 851 (1996).
[3- 9- 74] X. Wang, D. Xu, L. Chen, X. Tan, X. Zhou, A. Ren and Ch. Chen,
"Sorption and complexation of Eu(III) on alumina: Effects of pH, ionic
strength, humic acid and chelating resin on kinetic dissociation study",
App. Rad. Isotopes 64, 414- 421 (2006).
[3- 9- 75] T. Stumpf, A. Bauer, F. Coppin and J.I. Kim, "Time- resolved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study of the sorption of Cm(III) onto smectite
and kaolinite", Environ. Sci. Technol. 35, 3691- 3694 (2001).
[3- 9- 76] T.W. Chu, J.Z. Du and Z.Y. Tao, "Adsorption of H+, OH- and
background electrolyte ions on alumina: Point of zero charge, triple layer
model (TLM) parameters and thermodynamic parameters", Adsorption
Sci. Technol. 15, 349- 359 (1997).
[3- 9- 77] E. Molis, O. Barrès, H. Marchand, E. Sauzéat, B.Humbert and F.
Thomas, "Initial steps of ligand- promoted dissolution of gibbsite",
Colloids Surf. A 163, 283- 292 (2000).
[3- 9- 78] J. Cama and J. Ganor, "The effects of organic acids on the dissolution
of silicate minerals: A case study of oxalate catalysis of kaolinite
dissolution", Geochim. Cosmochim. Acta 70, 2191- 2209 (2006).
[3- 9- 79] T.H. Yoon, S.B. Johnson and G.E. Brown Jr., "Adsorption of organic
matter at mineral/water interfaces. IV. Adsorption of humic substances
at boehmite/water interfaces and impact on boehmite dissolution",
Langmuir 21, 5002- 5012 (2005).
[3- 9- 80] S.B. Johnson, T.H. Yoon and G.E. Brown Jr., "Adsorption of organic
matter at mineral/water interfaces: 5. Effects of adsorbed natural organic
matter analogues on mineral dissolution", Langmuir 21, 2811- 2821 (2005).

- 595 -

[3- 9- 81] T. Thomas, E. Schouller and J.Y. Bottero, "Adsorption of salicylate and
polyacrylate on mesoporous aluminas", Colloids Surf. A 95, 271- 279
(1995).
[3- 9- 82] M. Szekeres, E. Tombacz, K. Ferenz and I. Dekany, "Adsorption of
salicylate on alumina surfaces", Colloid Surf. A 141, 319- 325 (1998).
[3- 9- 83] J.D. Filius, T. Hiemstra and W.H. VanRiemsdijk, "Modeling the binding
of benzenecarboxylates by goethite: The ligand and charge distribution
model", J. Colloid Interf. Sci. 244, 31- 42 (2001).
[3- 9- 84] C.R. Evanko and D.A. Dzombak, "Surface complexation modeling of
organic acid sorption to goethite" J. Colloid Interf. Sci. 214, 189- 206
(1999).
[3- 9- 85] N. Phambu, "Adsorption of carboxylic acids on submicrocrystalline
aluminum hydroxides in aqueous solution. Part I: Qualitative study by
infrared and Raman spectroscopy", Appl. Spectrosc. 56, 756- 761 (2002).
[3- 9- 86] J. Rosenqvist, K. Axe, S. Sjöberg and P. Persson, "Adsorption of
dicarboxylates on nano- sized gibbsite particles: Effects of

ligand

structure on bonding mechanisms", Colloids Surf. A 220, 91- 104 (2003).
[3- 9- 87] M.R. Das and S. Mahiuddin, "Kinetics and adsorption behavior of
benzoate and phthalate at the α- alumina- water interface: Influence of
functionality", Colloids Surf. A 264, 90- 100 (2005).
[3- 9- 88] W. Aas, A. Moukhamet- Galeev, and I. Grenthe, “Complex formation in
the ternary U(VI)- F- L system (L = carbonate, oxalate and picolinate),”
Radiochim. Acta 82, 77- 82 (1998).
[3- 9- 89] G. Zhijun, G. Feihu, and T. Zuyi, “Effects of phosphate and ionic
strength upon uranium(VI) sorption onto alumina as a function of pH,”
Radiochim. Acta 94, 223- 228 (2006).
[3- 9- 90] T.E. Payne, J.A. Davis, and T.D. Waite, “Uranium adsorption on
ferrihydrite - effects of phosphate and humic acid,” Radiochim. Acta 74,
239- 243 (1996).
[3- 9- 91] T. Cheng, M.O. Barnett, E.E. Roden, and J. Zhuang, “Effects of
phosphate on uranium(VI) adsorption to goethite- coated sand,” Environ.
Sci. Tech. 38, 6059- 6065 (2004).
[3- 9- 92]

G.D.

Turner,

J.M.

Jachara,

“Surface- charge properties and

J.P.
UO22+

- 596 -

McKinley,

and

adsorption of

S.C.

Smith,

a subsurface

smectite,” Geochim. Cosmochim. Acta 60, 3399- 3414 (1996).
[3- 9- 93] J.R. Bargar, R. Reitmeyer, J.J. Lenhart, and J.A. Davis, “Characterization
of

U(VI)- carbonato ternary

complexes on hematite: EXAFS and

electrophoretic mobility measurements,” Geochim. Cosmochim. Acta 64,
2737- 2749 (2000).
[3- 9- 94] 정의창 외.,“ 핵연료주기 악티나이드 연구(II권), 악티나이드 화학종규명연
구,” 보고서 KAERI/RR- 3112/2009, (2010)

[3- 9- 95] The values are adopted from the following reference; C. Alliot, L. Bion,
F. Mercier, P. Vitorge, P. Toulhoat, "Effect of aqueous acetic, oxalic and
carbonic acids on the adsorption of americium onto α- alumina",
Radiochim. Acta 93, 435- 442 (2005).
[3- 9- 96] R. Guillaumont, Th. Fanghänel, J. Fuger, I. Grenthe, V. Neck, D.A.
Palmer and M.H. Rand, "Update on the Chemical Thermodynamics of
Uranium, Neptunium, Plutonium, Americium and Technetium", Elsevier,
Amsterdam (2003).
[3- 9- 97] R.J. Lemire, J. Fuger, H. Mitsche, P. Potter, M.H. Rand, J. Rydberg, K.
Spahiu, J.C. Sullivan, W.J. Ullman, P. Vitorge and H. Wanner "Chemical
Thermodynamics Vol. 4. Chemical Thermodynamics of Neptunium and
Plutonium", (OECD, NEA- TDB) Elsevier, North- Holland, Amsterdam
(2001).
[3- 9- 98] A.E. Martell, R.M. Smith, “Critical Stability Constants, Vol. 1", Plenum
Press, New York (1974).
[3- 9- 99] A.E. Martell, R.M. Smith, “Critical Stability Constants, Vol. 6", Plenum
Press, New York (1989).
[3- 9- 100] N.P. Qafoku, J.P. Icenhower, "Interactions of aqueous U(VI) with soil
minerals in slightly alkaline natural systems", Rev. Environ. Sci.
Biotechnol. 7, 355- 380 (2008).
[3- 9- 101] J.A. Davis, D.E. Meece, M. Kohler, G.P. Curtis, "Approaches to surface
complexation modeling of uranium(VI) adsorption on aquifer sediments",
Geochim. Cosmochim. Acta 68, 3621–3641 (2004).
[3- 9- 102] P. Michard, E. Guibal, T. Vincent, P. Le Cloirec, "Sorption and
desorption of uranyl ions by silica gel: pH, particle size and porosity
effects", Microporous Materials 5, 309- 324 (1996).
[3- 9- 103] Y.D. Glinka, M. Jaroniec, V.M. Rozenbaum, "Adsorption energy

- 597 -

evaluation from luminescence spectra of uranyl Ions (UO22+) adsorbed on
disperse silica surfaces", J. Colloid Interface Sci. 194, 455–469 (1997).
[3- 9- 104] G.R. Choppin, "Comparative solution chemistry of the 4f and 5f
elements", J. Alloys Compd. 223, 174–179 (1995).
[3- 9- 105] Y. Takahashi, M. Murata, T. Kimura, "Interaction of Eu(III) ion and
non- porous silica: Irreversible sorption of Eu(III) on silica and hydrolysis
of silica promoted by Eu(III)", J. Alloys Compd. 408–412, 1246–1251
(2006).
[3- 9- 106] A. Kowal- Fouchard, R. Drot, E. Simoni, N. Marmier, F. Fromagec, J.- J.
Ehrhardt, "Structural identification of europium(III) adsorption complexes
on montmorillonite", New J. Chem. 28, 864–869 (2004).
[3- 9- 107] S.P. Tanner, A.R. Vargenas, "Energy transfer between uranium(VI) and
europium(III) in aqueous perchlorate solution", Inorg. Chem. 20, 4384- 4386
(1981).
[3- 9- 108] D.A. Dzombak, F.M.M. Morel, "Surface Complexation Modeling:
Hydrous Ferric Oxide", John Wiley & Sons, New York (1990).
[3- 9- 109] E. Guibal, R. Lorenzelli, T. Vincent, P. Le Cloirec, "Application of silica
gel to metal ion sorption: Static and dynamic removal of uranyl ions",
Environ. Sci. Technol. 16, 101- 114 (1995).
[3- 9- 110] C.J. Chisholm- Brause, J.M. Berg, K.M. Little, R.A. Matzner, D.E.
Morris, "Uranyl sorption by smectites: spectroscopic assessment of
thermodynamic modeling", J. Colloid Interface Sci. 277, 366–382 (2004).
[3- 9- 111] C.H. Kam, S. Buddhudu, "Emission analysis of Eu3+: Bi2O3–B2O3–R2O (R
= Li, Na, K) glasses", J. Quantitative Spectrosc. Radiat. Trans. 87, 325–
337 (2004).
[3- 9- 112] D. Zhao, X. Qiao, X. Fan, M. Wang, "Local vibration around rare earth
ions in SiO2–PbF2 glass and glass ceramics using Eu3+ probe", Physica B
395, 10–15 (2007).
[3- 9- 113]

J.- C.G,

Buenzl,

D.

Wessner,

“Rare

earth

complexes

with

neutralmacrocyclic ligands", Coord. Chem. Rev. 60, 191- 253 (1984).
[3- 9- 114] W.A. Pisarski, J. Pisarska, G. Dominiak- Dzik, M. Maczka, W.
Ryba- Romanowski, "Compositional- dependent lead borate based glasses
doped with Eu3+ ions: Synthesis and spectroscopic properties", J. Phys.
Chem. Solids 67, 2452–2457 (2006).

- 598 -

[3- 9- 115] W.A. Pisarski, J. Pisarska, M. Maczka, W. Ryba- Romanowski,
"Europium- doped lead fluoroborate glasses: Structural, thermal and
optical investigations", J. Mol. Struct. 792/793, 207–211 (2006).
[3- 9- 116] W.A. Pisarski, J. Pisarska, M. Maczka, W. Ryba- Romanowski,
"Unusual fluorescent properties of Eu3+ in oxyapatites", J. Luminescence
39, 97- 103 (1987).
[3- 9- 117] T. Ozaki · M. Arisaka · T. Kimura · A. J. Francis, “Empirical method
for prediction of the coordination environment of Eu(III) by time- resolved
laser- 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y,” Anal. Bioanal. Chem. 374, 1101–
1104 (2002).
[3- 9- 118] K. Murata, Y. Yamazaki And M. Morita, "Circular dichroism in uranyl
ions in crystals detected by fluorescence", J. Luminescence 18/19,
407- 410 (1979).
[3- 9- 119] I. Billard, et. al., "Aqueous solutions of uranium(VI) as studied by
time- resolved

emission

spectroscopy:

A

round- robin

test",

Appl.

Spectrosc. 57, 1027- 1038 (2003).
[3- 9- 120] G. Meinrath, Y. Kato, Z. Yoshida, "Spectroscopic study of the uranyl
hydrolysis species (UO2)2(OH)22+", J. Radioanal. Nucl. Chem. 174, 299- 314
(1993).
[3- 9- 121]

Eliet, V., Bidoglio, G., Omenetto, N., Parma, L., Grenthe, I.

"Characterisation

of

hydroxide

complexes

of

uranium(VI)

by

time- resolved fluorescence spectroscopy", J. Chem. Soc., Faraday
Transactions 91, 2275- 2285 (1995).
[3- 9- 122] M. Lopez, D.J.S. Birch, "Characterisation of the dimer formed by
hydrolysis of uranyl in aqueous solution and its role in the biexponential
luminescence decay", Chemical Physics Letters 268, 125- 132 (1997).
[3- 9- 123]

C. Moulin, I. Laszak, V. Moulin, C. Tondre, "Time- resolved

laser- induced fluorescence as a unique tool for low- level uranium
speciation", Appl. Spectrosc. 52, 528- 535 (1998).
[3- 9- 124] M. Walter, T. Arnold, G. Geipel, A. Scheinost, G. Bernhard, “An
EXAFS and TRLFS investigation on uranium(VI) sorption to pristine
and leached albite surfaces,” J. Colloid Interface Sci. 282, 293–305 (2005).
[3- 9- 125]

T.

Som,

B.

Karmakar,

"Optical

properties

of

Eu3+- doped

antimonyoxide- based low phonon disordered matrices", J. Phys.: Condens.

- 599 -

Matter 22, 035603 (11pp) (2010).
[3- 9- 126] K.B. Yatsimirskii, N.K. Davidenko, "Absorption spectra and structure of
lanthanide coordination compounds in solution", Coord. Chem. Rev. 27,
223- 273 (1979).
[3- 9- 127] X. Zhang, "Spectroscopic studies on the luminescence properties of
ternary europium complexes with different ligands",

J. Luminescence

130, 1060- 1066 (2010).
[3- 9- 128]

M. Aberg, D. Ferri, J. Glaser, "Structure of

the hydrated

dioxouranium(VI) ion in aqueous solution. An X- ray diffraction and 1H
NMR study", Inorg. Chem. 22, 3986- 3989 (1983).
[3- 9- 129] Moriyasu, M., Yokoyama, Y., Ikeda, S., “Quenching of uranyl
luminescence by water molecule,” J. Inorg. Nucl. Chem. 39, 2211- 2214
(1977).
[3- 9- 130] M. Aberg, D. Ferri, J. Glaser, I. Grenthe, "Studies of metal carbonate
equilibria. 8. Structure of the hexakis(carbonato)tris[dioxouranate(VI)] ion
in aqueous solution. An X- ray diffraction and 13C NMR ", Inorg. Chem.
22, 3981- 3985 (1983).
[3- 9- 131] J.P. McKinley, J.M. Zachara, S.C. Smith, G.D. Turner, "The influence of
uranyl hydrolysis and multiple site- binding reactions on adsorption of
U(VI) to montmorillonite", Clays Clay Minerals 43, 586- 598 (1995).
[3- 9- 132] L. Ciavatta, D. Ferri, I. Grenthe, F. Salvatore, "The first acidification
step of the tris(carbonato)dioxouranate(VI) ion, UO2(CO3)34- ", Inorg.
Chem. 20, 463- 467 (1981).
[3- 9- 133] R. Nagaishi, T. Kimura, J. Inagawa, Y. Kato, "Isotope and temperature
effects on photochemical reactions of uranyl ion in H2O- D2O mixtures",
J. Alloys Compd. 271- 273, 794- 798 (1998).
[3- 9- 134] W.D. Horrocks Jr. E.R. Sundnick, "Lanthanide ion probes of structure
in biology. Laser- induced luminescence decay constants provide a direct
measure of the number of metal- coordinated water molecules", J. Am.
Chem. Soc. 101, 334- 340 (1979).
[3- 9- 135] G. Plancque, V. Moulin, P. Toulhoat, C. Moulin, “Europium speciation
by time- resolved laser- induced fluorescence,“ Anal. Chim. Acta 478, 11–
22 (2003).
[3- 9- 136] T. Kimura, Y. Kato, “Luminescence study on determination of the

- 600 -

hydration number of Sm(III) and Dy(III),“ J. Alloys Compd. 225, 284- 287
(1995).
[3- 9- 137] T. Kimura, Y. Kato, “Luminescence study on hydration states of
lanthanide(III)–polyaminopolycarboxylate complexes in aqueous solution,“
J. Alloys Compd. 275- 277, 806- 810 (1998).
[3- 9- 138] Y. Takahashi, T. Kimura, Y. Kato, Y. Minai. T. Tominaga, “Hydration
structure of Eu(III) on aqueous ion- exchange resins using laser- 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y", Chem. Commun. (1997), 223- 224.
[3- 9- 139] M. Lopez, D.J.S. Birch, "Uranyl photophysics on colloidal silica: an
alternative luminescence- enhancing medium for uranyl assay", Analyst
121, 905- 908 (1996).
[3- 9- 140] Moll, H., Geipel, G, Brendler, V, Bernhard, G., and Nitsche, H.,
"Interaction of uranium(VI) with silicic acid in aqueous solutions studied
by time- resolved laser- 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y (TRLFS)", J.
Alloys Compd. 271–- 273, 765- 768 (1998).
[3- 9- 141] Bouby, M., Billard, I., Bonnenfant, A., and Klein, G., "Are the changes
in the lifetime of the excited uranyl ion of chemical or physical nature?",
Chem. Phys. 240, 353–370 (1999).
[3- 9- 142] G. Meinrath, S. Lis, Z. Stryla, C. Noubactep, "Lifetime and fluorescence
quantum yield of uranium(VI) species in hydrolyzed solutions", J. Alloys
Compd. 300–301, 107–112 (2000).
[3- 9- 143] J.- C.G. Buenzli, "Chap. 7. Luminescent probes", in "Lanthanide Probes
in Life, Chemical and Earth Sciences", ed by Buenzli J.- C.G, G.R.
Choppin, Elsevier, Amsterdam (1989).
[3- 9- 144] A. Kowal- Fouchard, R. Drot, E. Simoni, N. Marmier, F. Fromage, J.- J.
Ehrhardt, "Structural identification of europium(III) adsorption complexes
on montmorillonite", New J. Chem., 28, 864- 869 (2004).
[3- 9- 145] Y. Takahashi, T. Kimura, Y. Kato, Y. Minai, T. Tominaga,
"Characterization of Eu(III) species sorbed on silica and montmorillonite
by laser- 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y", Radiochim. Acta 82, 227- 232
(1998).
[3- 9- 146] H.H. Murray, "Traditional and new applications for kaolin, smectite,
and palygorskite: a general overview", Applied Clay Science 17, 207–221
(2000).

- 601 -

[3- 9- 147] M.L. Schlegel, K.L. Nagy, P. Fenter, L. Cheng, N.C. Sturchio, S.D.
Jacobsen, "Cation sorption on the muscovite (001) surface in chloride
solutions using high- resolution X- ray reflectivity", Geochim. Cosmochim.
Acta 70, 3549–3565 (2006).
[3- 9- 148] C. Tournassat, M. Bizi, G. Braibant, C. Crouzet, "Influence of
montmorillonite tactoid size on Na- Ca cation exchange reactions", J.
Colloid Interface Sci. 364, 443- 454 (2011).
[3- 9- 149] C. Park, P.A. Fenter, K.L. Nagy, N.C. Sturchio, "Hydration and
distribution of ions at the mica- water interface", Physical Review Letters
97 (2006) 016101- 1- 4.
[3- 9- 150] Z. Zhang, P. Fenter, L. Cheng, N.C. Sturchio, M.J. Bedzyk, M. Predota,
A. Bandura, J.D. Kubicki, S.N. Lvov, P.T. Cummings, A.A. Chialvo, M.K.
Ridley, P. Benezeth, L. Anovitz, D.A. Palmer, M.L. Machesky, D.J.
Wbsolowski, "Ion adsorption at the rutile- water interface: Linking
molecular and macroscopic properties", Langmuir 20, 4954- 4969 (2004).
[3- 9- 151] G. Sposito, N.T. Skipper, R. Sutton, S. Park, A.K. Soper, "Surface
geochemistry of the clay minerals", Proc. Natl. Acad. Sci. USA, 96,
3358- 3364 (1999).
[3- 9- 152] O. Sobolev, G.J. Cuello, A.C. Scheinost, M.R. Johnson, S. Nikitenko, L.
Le Foresrier, J. Brendle, L. Charlet, "The short- range order of ions in
clay minerals: Sm3+ coordination", Phys. Status Solid A 208, 2293- 2298
(2011).
[3- 9- 156] E. Hartmann, B. Brendebach, R. Polly, H. Geckeis, T. Stumpf,
"Characterization and quantification of Sm(III)/ and Cm(III)/clay mineral
outer- sphere species by TRLFS in D2O and EXAFS studies", J. Colloid
Interface Sci. 353, 562- 568 (2011).
[3- 9- 157] M.H. Bradbury, B. Baeyens, "Sorption modelling on illite. Part II:
Actinide sorption and linear

free energy relationships", Geochim.

Cosmochim. Acta 73, 1004- 1013 (2009).
[3- 9- 158] Th. Stumpf, C. Hennig, A. Bauer, M.A. Denecke, Th. Fanghaenel, "An
EXAFS and TRLFS study of the sorption of trivalent actinides onto
smectite and kaolinite", Radiochim. Acta 92, 133- 138 (2004).
[3- 9- 159] S. Bachmaf, B.J. Merkel, “Sorption of uranium(VI) at the clay
mineral- water interface,” Environmental Earth Sciences (2010) 1- 10.

- 602 -

[3- 9- 160] S. Korichi, A. Bensmaili, “Sorption of uranium(VI) on homoionic
sodium smectite experimental study and surface complexation modeling,”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16, 780- 793 (2009).
[3- 9- 161] J.G. Catalano, G.E. Brown Jr., “Uranyl adsorption onto montmorillonite:
Evaluation of binding sites and carbonate complexation,” Geochim.
Cosmochim. Acta 69, 2995- 3005 (2005).
[3- 9- 162] H. Lippold, J. Lippmann- Pipke, “Effect of humic matter on metal
adsorption onto clay materials: Testing the linear additive model,” J.
Cont. Hydrol. 109, 40- 48 (2009).
[3- 9- 163]

Y. Takahashi, T. Kimura, Y. Minai, “Direct

Cm(III)- fulvate species

on

fulvic

observation of

acid- montmorillonite hybrid

by

laser- 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y,” Geochim. Cosmochim. Acta 66,
1- 12 (2002).
[3- 9- 164] M. Marques Fernandes, B. Baeyens, M.H. Bradbury, “The influence of
carbonate

complexation

on

lanthanide/actinide

sorption

on

montmorillonite,” Radiochim. Acta 96, 691- 697 (2008).
[3- 9- 165] M. Duc, F. Gaboriaud, F. Thomas, "Sensitivity of the acid–base
properties of clays to the methods of preparation and measurement 2.
Evidence from continuous potentiometric titrations", J. Colloid Interface
Sci. 289, 148–156 (2005).
[3- 9- 166] M.S. Stul, L. Van Leemput, "The texture of montmorillonites as
influenced by the exchangeable inorganic cation and the drying method
II: A comparative porosity study", Surface Technology 16, 101- 112
(1982).
[3- 9- 167] M. Janek, P. Komadel, G. Lagaly, "Effect of autotransformation on the
layer charge of smectites determined by the alkylammonium method",
Clay Minerals 32, 623- 632 (1997).
[3- 9- 168] B.K.G. Theng, G.G. Ristori, C.A. Santi, H.G. Percival, "An improved
method for determining the specific surface areas of top soils with
varied organic matter content, texture and clay mineral composition",
Europian Journal of Soil Science 50, 309- 316 (1999).
[3- 9- 169] H. Ciesielski, T. Sterckeman, "A comparison between three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cation exchange capacity and exchangeable cations
in soils", agronomie 17, 9- 16 (1997).

- 603 -

[3- 9- 170] G. Kahr, F.T. Madsen, "Determination of the cation exchange capacity
and the surface area of bentonite, illite and kaolinite by methylene blue
adsorption", Applied Clay Science 9, 327- 336 (1995).
[3- 9- 171] H. Ciesielski, T. Sterckeman, "Determination of cation exchange
capacity and exchangeable cations in soils by means of cobalt hexamine
trichloride. Effects of experimental conditions", agronomie 17, 1- 7 (1997).
[3- 9- 172] F. Bergaya, M. Vayer, "CEC of clays: measurement by adsorption of a
copper ethylenediamine complex", Applied Clay Science 12, 275- 280
(1997).
[3- 9- 173] L. Ammann, F. Bergaya, G. Lagaly, "Determination of the cation
exchange capacity of clays with copper complexes revisited", Clay
Minerals 40, 441- 453 (2005).
[3- 9- 174]

L.P. Meier, G. Kahr, "Determination of

the cation exchange

capacity(CEC) of clay minerals using the complexes of copper(II) ion
with triethylenetetramine and tetraethylenepentamine", Clays and Clay
Minerals 47, 269- 275 (1999).

- 604 -

서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지

정 보 양

위탁기관보고서번호

식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 3440/2011
제목 / 부제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연구자및부서명

핵연료주기 악티나이드 연구 /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정의창, 원자력화학연구부
박경균, 조혜륜, 차완식, 김원호, 연제원, 임희정, 조영환,
백민훈, 송규석, 하영경, 임 권

출판지

대전

발행기관

페이지

604

도 표

한국원자력연구원
있음( ○ ), 없음(

)

발행년

2012

크기

A4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 ), 비공개(

비밀여부

대외비 (

연구위탁기관

)

), __ 급비밀
교육과학기술부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계약 번호

초록
원자력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
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 과제의 목표는 첨단 레이저
분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악티나이드 화학종을 규명하고, 사용 후 핵연료 내 악티나이
드 정량분석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악티나이드 화학의 연구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다. 사용 후 핵연료는 악티나이드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핵연료주기와 관련된 연
구 또는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악티나이드 화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 처분 기술 및 조사핵연료 화학시험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서는 수용액 내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연구,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내 악티나이드
정량분석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 보고서에는 (1) 시간분해 레이저 형광 분광 시스
템 이용한 극미량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기술 개발, (2) 레이저 광음향 분광학 시스
템 이용한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기술 개발, (3) LIBD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용해반
응 동적거동 조사, (4) LIBD를 이용한 지하수내 나노입자 분석기술 개발, (5) LWCC
를 이용한 플루토늄 착물 화학종 규명, (6) LIBS를 이용한 악티나이드 성분 분석기술
개발, (7) 휴믹 물질과 악티나이드 화학반응 규명 (8) 분광학 방법을 이용한 우라늄- 리
간드 용존 착물 화학종 규명기술 개발, (9) 금속산화물 계면 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
기술 개발 등 악티나이드 화학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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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emand for the safe and effective management of spent nuclear fuel and
radioactive waste generated from nuclear power plant draws increasing attention
with the growth of nuclear power industry.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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