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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analysis of 90Sr, which is a pure beta emitter, radiochemical separation from the main interfering elements such as 
Ca, Ba and Ra is required due to their similarity in chemical behavior to strontium. This study describes a radioanalytical 
procedure using extraction chromatography for separating Sr from interfering elements. The maximum capacity of the resin 
for Sr was approximately 6 mg per 1.5 mL of bed volume (BV). The recovery of Sr on the resin 1.5 mL (BV) was quantita-
tive for the calcium level of 200 mg at the flow rate of 1 mL min-1. However the chemical yield declined by increasing the 
flow rate by up to 5 mL min-1 even at the calcium level of 200 mg. When using the same BV of Sr resin, the performance 
of the resin was enhanced as the cross-sectional area of the Sr resin column is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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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핵 실험이나 사고 시 이를 판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환

경 중으로 유출되는 인공방사성 핵종을 감시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인공방사성 핵종들 중 131I, 55Fe와 같은 단반감

기 핵종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감쇄되어 거의 측정되지 않

는다. 그러나 137Cs, 90Sr, Pu 동위원소와 같은 장반감기 핵종

은 오랜 기간 환경 중 존재하므로 주요 환경 감시핵종이다

[1]. 이들 핵종 중에서 베타 방출 핵종인 89,90Sr은 235U과 239Pu

의 핵분열 생성물로써 235U에서는 5.8%, 239Pu에서는 2.1%의 

높은 핵분열 생성비를 갖는 방사성 핵종이다[2]. 환경 중으로 

방출되는 89Sr과 90Sr은 사고 시 동시에 관측되나 89Sr(half life 

50.53 d)는 비교적 짧은 반감기를 갖기 때문에 사고 초기에

만 발견되며 시간이 지나면 90Sr(half life 28.78 y)만이 관측

된다[3,4,5]. 방사성 스트론튬은 체내에 흡수될 경우 뼈에 강

하게 흡착되어 체외로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장기

적인 내부 피폭을 일으켜 혈액암이나 골수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6]. 그러므로 환경 중 방사성 스트론튬의 농도를 주기적

으로 감시 할 필요가 있다. 방사성 스트론튬의 방사능 농도

를 측정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핵종들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한 복잡한 화학적 절차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환경시료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Ca은 Sr과 화학적 거동이 비슷하여 Sr

을 정량 분석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계측에 앞서 칼슘과 Sr

을 분리해야 한다. 반감기가 짧아 사고 초기 관측될 수 있는 
45Ca(half life 162.6 d)과 140Ba(half life 12.7 d)은 베타 핵종

이므로[4,7], Sr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면 계측할 때 실

제 결과보다 과평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존의 Sr 

분석법은 Ca과 Sr의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발연질산법이 있

다[8,9]. 하지만 여러 차례의 분리 과정으로 오랜 분석시간이 

필요하고, 취급의 어려움과 유독가스 발생으로 실험자의 건

강을 위협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온교환수지

법, 용매추출법,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등을 이용한 분리방

법들이 연구되었다[10-12]. 그 중 최근 Eichrom 사에서 생산

되는 Sr resin은 이온교환수지에 비해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

으나 사용이 간단하며, 분석시간을 줄 일 수 있는 장점이 있

어 주로 사용되고 있다[13-15]. Sr resin을 사용한 추출크로마

토그래피법으로 Sr을 분리할 때, Sr resin이 허용 할 수 있는 

Ca과 스트론튬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16]. 또한 용액을 흘려 

보내주는 유량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Sr resin을 이용하여 Sr을 정제하기 위한 

최적의 절차를 연구하였다. 방해 핵종들을 제거하기 위한 

rinsing volume과 Sr resin의 성능을 저해하지 않을 만큼의 

최대 Ca 양, 유량에 따른 Sr resin의 성능을 조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본 실험에서는 particle size 50 ~ 100 μm의 Sr resin 

(Eichrom Technologies, Inc., USA)을 Φ 6.6 × 100 mm bo-

rosilicate glass 컬럼(Biochem Fluidics, USA)에 1.5 mL BV 

되도록 채워 사용하였다. Sr resin을 이용한 추출크로마토그

래피법은 질산 농도에 따른 Sr resin과 Sr과의 반응성 차이

를 이용한 방법으로 이때 사용된 용액은 Merck EMSUREⓇ 

KGaA의 65% nitric acid이고, 초순수(MilliQ-Plus, 18 MΩ)를 

사용하여 희석하였다. 

일반적으로 Sr resin 법은 중력을 이용해 용액을 흘려  

순수 베타 핵종인 90Sr 분석은 화학적 거동이 유사한 알칼리 토금속(Ca, Ba, Ra)등 방해 원소를 제거할 분리 공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Sr을 추출/정제하기 위해 추출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한 최적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r resin 

1.5 mL BV(Bed Volume)의 최대 Sr 흡착량은 6 mg이었다. 유량 1 mL min-1과 Ca 200 mg 이하에서는 Sr resin 1.5 mL(BV)

의 Sr 회수는 정량적이었으나, 유량을 5 mL min-1으로 중가 시키면 Sr 회수율이 감소하였다. 같은 양(BV)의 Sr resin을 사용

할 경우, 컬럼의 단면적이 작을수록 Sr resin의 분리능이 향상되었다.

중심단어: 방사성 스트론튬, Sr resin, 자동핵종분리장치,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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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거나 vacuum box를 사용하여 Sr을 분리한다. 본 연구

에서는 한국 원자력연구원 환경방사능평가팀에서 자체 개

발한 자동핵종분리장치(Modular Automated Radionuclides 

Separator, MARS)를 사용 하였다(Fig. 1)[17]. MARS는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용액의 종류, 유량, 그리고 

양을 미리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동분리장치이다. 앞서 

말한 vacuum box나 중력법(gravity flow method)보다는 매

우 신속하고 사용자에게 편리한 장비이다. 

Sr resin법의 최적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각 절차마다 sta-

ble Sr과 Ba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Sr2+와 Ba2+의 농도는 Induc-

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ers(ICP-

OES, Varian, USA)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2.2 실험방법

2.2.1 방해핵종 제거를 위한 rinsing volume

Sr resin을 이용한 Sr 분리 절차 중 rinsing 절차는 시료 중 

Sr 정제를 방해 하는 핵종(Ca, Ba, Ra, 90Y)을 Sr과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방해 핵종들은 질산 농도에 따라 Sr 

resin에서 서로 다른 결합력을 갖는다[15]. 특히 Sr resin에서 

Ba은 다른 방해 핵종들에 비해 가장 늦게 분리된다. Ba을 제

거할 경우, 다른 방해 핵종들은 이미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Sr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Ba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8 M HNO3의 양을 rinsing volume으로 하였다[16]. Sr resin

이 감당할 수 있는 Sr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 시료 중 stable 

Sr의 양을 달리하여 Sr resin의 capacity도 함께 결정하였다. 

8 M HNO3 10 mL에 Ba 1 mg과 Stable Sr을 각각 4 mg, 8 mg 

넣고, 8 M HNO3 20 mL에 Ba 1 mg와 Stable Sr 6 mg을 넣은 

시료를 준비하였다. 각 시료를 Sr resin 1.5 mL(BV) 컬럼에 

유량 1 mL min-1으로 통과시켰다. Stable Sr이 들어 있는 8 M 

HNO3의 부피를 10 mL, 20 mL로 다르게 준비한 이유는 시

료 중의 Ba이 컬럼을 통과한 뒤, 얼마 만에 시료에서 Ba이 제

거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컬럼에 8 M HNO3을 계속 흘

려 보내고 5 mL씩 끊어 20 mL plastic vial에 받아 ICP-OES로 

Sr2+과 Ba2+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2.2.2 Elution volume과 최대 유량

Sr resin에서 유량에 따른 Sr의 용출 곡선(elution curve)

을 알아보았다. 8 M HNO3 14 mL에 Stable Sr 6 mg과 Ba 1 

mg을 넣은 샘플을 Sr resin 1.5 mL(BV)에 각각 유량 1 mL 

min-1, 3 mL min-1, 5 mL min-1 로 흘려 보내 주었다. 8 M 

HNO3 10 mL를 이용해 Ba을 제거하고 초순수로 Sr을 용출하

였다. 컬럼을 빠져 나온 초순수를 2 mL씩 끊어 20 mL plastic 

vial에 받아 ICP-OES로 Sr2+을 분석하였다.

2.2.3 Ca 허용 한계

Sr resin을 이용한 Sr 정제 방법은 시료 중 Ca의 양의 영

향을 받는다. Sr resin 1.5 mL(BV)에서 Sr 회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대 Ca 허용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 8 M HNO3 

10 mL에 Stable Sr 6 mg과 Ba 1 mg을 넣고 Ca 200 mg, 300 

mg, 500 mg 넣은 시료를 준비하였다. Sr resin에서 최대 Ca 

허용 한계는 방해 핵종들을 모두 제거하고, Sr의 회수율을 최

대로 높일 수 있는 Ca의 허용량을 의미한다. 유량에 따른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시료를 Sr resin 컬럼에 1 mL min-1, 5 

mL min-1 의 유량으로 통과시켰다. 샘플 통과 후 8 M HNO3

을 계속 흘려 보내주면서 5 mL씩 끊어 20 mL plastic vial에 

받아 ICP-OES로 분석하였다. 

2.2.4 Column size

MARS를 이용하면 분석 목적에 따라 Sr resin의 bed 

volme과 충진할 때 사용하는 컬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Fig. 1. Modular Automated Radionuclides 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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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시료 중 stable Sr 농도가 높은 해수 시료의 경우, Sr 

resin 30 mL(BV)을 컬럼에 채워 MARS에 적용할 수 있다[18]. 

같은 양의 Sr resin을 사용할 경우, 컬럼에 따라 bed length, 

linear velocity가 달라진다. 컬럼의 단면적이 클수록 bed 

length는 작아지고 linear velocity는 느려진다. Linear ve-

locity는 컬럼에서 시료가 머무르는 시간(retention time)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Sr resin과 stable Sr의 결합 반응 속도

(kinetics)와 관계되어 있다. Φ 6.6 mm × 100 mm인 컬럼과 

Φ 10 mm ×100 mm인 컬럼에 Sr resin 1.5 mL(BV)을 채웠

다. 8 M HNO3 10 mL에 Stable Sr 6 mg과 Ba 1 mg을 혼합한 

시료를 유량 1 mL min-1, 5 mL min-1 로 Sr resin 컬럼에 통과

시켰다. 같은 유량 조건에서 8 M HNO3을 계속 흘려 보내주

면서 5 mL씩 끊어 20 mL plastic vial에 받은 시료 중 Sr2+을 

ICP-OES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Sr resin의 rinsing volume, elution volume, capacity: 방

사성 스트론튬의 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계측에 

방해 되는 핵종을 제거해야 한다. 순수 베타 핵종인 90Sr은 액

체섬광계수기나 기체비례계수기로 분석할 수 있다. 계측기 

특성 상, 90Sr을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핵종들을 분리해야 한

다. 8 M HNO3 매질 조건에서 Sr resin과 가장 결합력이 강한 

방해 핵종은 Ba이다. Ba을 제거하면 다른 방해 핵종들은 이

미 Sr resin에서 제거된 것을 의미한다. Stable Sr 4 mg, 8 mg

이 들어있는 8 M HNO3 10 mL와 stable Sr 6 mg이 들어있는 

8 M HNO3 20 mL를 Sr resin 1.5 mL(BV)에 각각 통과시켰

다. 방해 핵종인 Ba을 제거하고 Sr이 Sr resin에서 빠져 나오

는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8 M HNO3을 흘려 보냈다. 시료가 

컬럼을 통과한 뒤에 8 M HNO3 10 mL를 흘려보내면, 시료의 

Fig. 2. Separation of Sr and Ba on Sr resin 1.5 mL(BV): (a) stable Sr 4 mg, (b) stable Sr 6 mg (c) stable Sr 8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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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 관계없이 Sr resin 컬럼에서 Ba이 모두 제거되었다(Fig. 

2). 8 M HNO3 10 mL는 Sr resin 1.5 mL(BV)와 비교해보

면 약 7 BV에 해당하는 부피이다. Sr resin을 이용하여 방해  

핵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Sr resin의 7 BV에 해당하

는 8 M HNO3을 rinsing volume으로 사용해야 한다. Stable 

Sr 8 mg을 사용한 시료의 경우, Ba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 

Sr의 일부가 Ba과 함께 용출되었다(Fig. 2-c). 방해 핵종을 모

두 제거하고, Sr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감당할 수 있는 Sr 

resin 1.5 mL(BV)의 capacity는 stable Sr 6 mg 이다.

유량에 따른 Sr resin의 성능 결과를 Fig. 3에 나타냈다. 

Sr resin 1.5 ml(BV)에 유량 별로 시료 15 mL를 흘려 보낸 다

음, 방해 핵종을 제거하기 위해 8 M HNO3 10 mL를 컬럼에 

통과시켰다. 초순수(deionized water)를 이용하여 Sr을 용

출하였다. Sr resin의 7 BV에 해당하는 초순수 10 ml를 흘

려 보내면, 유량에 관계없이 Sr resin에 통과시킨 Sr의 95% 

Fig. 4. Effect of Ca on Sr recovery Sr resin 1.5 mL(BV) at 1 mL min-1: (a) Ca 200 mg, (b) Ca 300 mg, (c) Ca 50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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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 유량 1 ~ 5 mL min-1의 조건에서, 시

료의 loading, rinsing, elution 절차 동안 Sr의 거동은 서로 유

사하다. 일반적으로 gravity flow 조건에서의 유량이 약 1 mL 

min-1인 것을 고려할 때, 분리 시간을 5배까지 단축할 수 있다.

시료 중 Ca의 양에 따른 Sr resin의 성능 평가: 유량 1 

mL min-1에서 Ca 200 mg이 들어있는 시료를 Sr resin 1.5 

mL(BV) 컬럼에 통과 시켰을 때, Ba이 완전히 제거된 후 Sr

이 용출되었다(Fig. 4-a). 그러나 Ca 300 mg 이상이 포함된 

시료의 경우, Ba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 Sr이 용출되기 시

작했다(Fig. 4-b, 4-c). Sr2+과 화학적 거동이 유사한 Ca의 농

도가 높을 경우, Ca2+이 Sr resin과 Sr2+의 결합 반응을 방해하

여 Sr resin의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1 mL min-1 유

량 조건에서와 달리 5 mL min-1의 유량 조건에서, 시료가 Sr 

resin 컬럼을 통과하자 마자 Sr이 용출되었다(Fig. 5). 5 mL 

min-1의 유량 조건에서, 높은 농도의 Ca이 Sr resin과 Sr의 결

합을 방해하는 정도가 증가 되었기 때문에 Sr이 더 빨리 용출

된 것으로 보인다.

컬럼의 단면적에 따른 Sr resin에서의 Sr 거동 평가: 컬럼

의 단면적에 따라 Sr resin의 성능이 다르게 평가되었다. 같

은 bed volume의 Sr resin을 직경 6.6 mm와 10 mm 컬럼에 

채우면 bed length 는 각각 44 mm, 19 mm로 약 2배 차이 난

다. 선속도(cm min-1) 는 단위 시간(min) 동안 용매(solvent)

가 이동하는 컬럼 내 길이(cm)를 의미한다. 선속도는 아래 

식으로 계산된다. 컬럼의 bed volume은 컬럼에 충진된 수지

와 용매를 합한 부피이다. Sr resin 컬럼 내 용매의 양은 bed 

volume의 65%로 알려져 있고, free column volume(FCV)을 

의미한다 [19]. 유량 1 mL min-1 조건에서, 두 컬럼에서의 선

속도는 각각 4.5 cm min-1와 2.0 cm min-1로 2배 차이 난다. 

Fig. 5. Effect of Ca on Sr recovery Sr resin 1.5 mL(BV) at 5 mL min-1 : (a) Ca 200 mg, (b) Ca 300 mg, (c) Ca 50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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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컬럼에서 머무르는 시간(retention time)은 1 min 으

로 서로 같다. 같은 bed volume 일 때, bed length가 2 배 

커지면 선속도 역시 2배 커지기 때문이다. Table 1에서, 직

경 6.6 mm 컬럼에서는 최대 유량 5 mL min-1으로 시료를  

통과시켜도 Sr의 손실이 없었다. 그러나 직경 10 mm 컬럼에

서는 1 mL min-1 유량 조건에서도 약 20%의 Sr이 손실되었다. 

이 손실은 Sr resin 컬럼에서의 선속도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bed volume이 같으면 선속도가 다르더

라도 Sr resin에서의 retention time이 같기 때문에 Sr의 거동

은 같아야 한다. 직경이 클수록 Sr resin 표층의 가장자리 부

분이 시료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Sr이 손실된 것으로 판

단한다. 다시 말해 직경이 큰 Sr resin 컬럼의 dead space 때

문에 Sr resin의 일부가 시료와 반응하지 않은 것이다.

  

vL: linear velocity(cm min-1)

Q: flow rate(mL min-1)

FCV: free column volume(mL)

L: bed length(cm) 

Rt: retention time(min)

L: bed length(cm)

4. 결론

Sr resin 1.5 mL(BV, 50-100 μm particle size)의 최대 Sr 

capacity는 6 mg 이다. 그보다 많은 Sr을 적용할 경우, 방해 

핵종을 제거하는 동안 Sr의 일부가 손실되어 Sr의 회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Ca, Ba, Ra, 그리고 90Y 과 같은 방해 핵

종 제거를 위해, Sr resin의 bed volume 기준으로 7 BV의 8 

M HNO3을 흘려 보내야 한다. 7 BV의 초순수를 흘려 보내면, 

Sr resin에 결합된 Sr의 95%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 Sr resin 

1.5 mL(BV)이 감당할 수 있는 Ca 최대양은 200 mg이고,  

이는 유량 1 mL min-1 조건에서 유효하다. Ca 농도가 200 mg

을 넘거나 유량이 1 mL min-1 보다 클 경우, rinsing 절차 동안 

Sr의 회수율이 낮아질 수 있다. 반면 Ca이 포함되지 않은 시

료의 경우, 5 mL min-1 유량 조건에서 Sr resin에서의 Sr의 거

동은 1 mL min-1 조건 때와 같다. 따라서 시료 loading, rins-

ing 동안엔 1 mL min-1 유량으로 흘려 보내 방해 핵종을 모두 

제거하고, elution 절차 동안엔 5 mL min-1의 유량으로 흘려 

보내 분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Sr resin 1.5 mL(BV)를 사

용하여 Sr을 정제할 때 필요한 절차를 살펴보면, condition-

ing(8 M HNO3 20 mL) - loading(시료 10 mL) - rinsing(8 M 

HNO3 10 mL) - elution(초순수 10 mL) 이다. 1 mL min-1의 

유량을 적용할 경우, 분리 시간은 약 50 분이다. 유량 조절이 

가능한 MARS를 사용하면, conditioning(5 mL min-1) - load-

ing(1 mL min-1) - rinsing(1 mL min-1) - elution(5 mL min-1)

을 적용할 수 있다. 그 결과 분리 시간은 약 30 분으로 중력법

보다 20 분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컬럼의 단면적이 클 경우, Sr 

resin 표층 부분에 시료와 반응하지 않는 dead space가 생길 

수 있다. 같은 bed volume의 Sr resin을 사용할 경우, 컬럼의 

단면적이 작을수록 Sr resin의 성능을 최대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Sr resin 1.5 mL(BV)를 이용한 Sr 정제를 위

해 신뢰성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는 환경 시료 중 Sr 정

제를 위한 실험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연구재단을 통하여 지원

하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NRF 2012M2A8A4025915)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1]  A.K. De, Environmental Chemistry, 5rd ed., 212, New 
Age International Publishers, New Delhi (1982).

Flow rate 
(mL min-1)

Loading + Rinsing

Φ 6.6 mm × 100 mm Φ 10 mm × 100 mm

1 0(%) 18.8(%)

5 0(%) 32.5(%)

Table 1.  Strontium loss according to the column size and flow rate



JNFCWT Vol.13 No.2 pp.123-130, June 2015

Yoonhee Jung et al. : Optimization of Radiostrontium Separation Process Using Sr Resin 

130

[2]  J. Lehto and X. Hou, Chemistry and Analysis of Radio-
nuclides, 1st ed., 106-114, Wiley-Vch, Weinheim, Ger-
many (2012).

[3]  N. Casacuberta, P. Masque, J. Garcia-Orellana, R. 
Garcia-Tenorio, and K.O. Buesseler, “90Sr and 89Sr in 
seawater off Japan as a consequence of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Biogeosciences, 10, 3649-
3659 (2013).

[4]  M.M. Bé, V. Chisté, C. Dulieu, E. Browne, C. Baglin, 
V. Chechev, N. Kuzmenco, R. Helmer, F. Kondev, D. 
MacMahon, and K.B. Lee, Monographie BIPM-5: Ta-
ble of Radionuclides, Bureau International des Poids et 
mesures., 1-A, 1 - 150 (2004).

[5]  M.M. Bé, V. Chisté, C. Dulieu, E. Browne, C. Baglin, 
V. Chechev, N. Kuzmenco, R. Helmer, F. Kondev, D. 
MacMahon, and K.B. Lee, Monographie BIPM-5: Ta-
ble of Radionuclides, Bureau International des Poids et 
mesures., 3-A, 3 - 244 (2004).

[6]  J.P. Chen, “Batch and continuous adsorption of stron-
tium by plant root tissues”, Bioresource Technol., 60(5), 
185-189 (1997).

[7]  M.M. Bé, V. Chisté, C. Dulieu, E. Browne, C. Baglin, 
V. Chechev, N. Kuzmenco, R. Helmer, F. Kondev, D. 
MacMahon, and K.B. Lee, Monographie BIPM-5: Ta-
ble of Radionuclides, Bureau International des Poids et 
mesures., 7-A, 14 - 245 (2004).

[8]  S.L. Maxwell, B.K. Culligan, and R.C. Utsey, “Rapid 
determination of radiostrontium in seawater samples”, 
J. Radioanal. Nucl. Chem., 298, 867-875 (2013).

[9]  R. Bojanowski and D. Knapinska-Skiba, “Determina-
tion of low level Sr-90 in environmental samples: a 
novel approach to the classical method”, J. Radioanal. 
Nucl. Chem., 138(2), 207 (1990).

[10]  V. Mikulaj and V. Svec, “Radiochemical analysis of 
Sr-90 in milk, soil and plants by solvent extraction”, J. 
Radionanal. Nucl. Chem., 175(4), 313 (1993).

[11]  G.H. Kramer and J.M. Davis, “Isolation of stron-
tium-90, yttrium-90, promethium-147 and cerium-144 
from wet ashed urine by calcium oxalate co-precipita-

tion and sequential solvent extraction”, Anal, Chem., 
54, 1428-1431 (1982).

[12]  E.P. Horwitz, M.L. Dietz, and D.E. Fisher, “Co-rela-
tion of the extraction of strontium nitrate by a crown 
ether with the water content of the organic phase”, 
Solvent Extr. Ion Exc., 8, 199-208 (1990).

[13]  G. Zirnhelt, M.J. Leroy, J.P. Brunette, Y. Frere, and 
Ph. Gramain, “Strontium extraction with a polymer-
bound 18-crown-6 polyether”, Sep. Sci. Technol., 16, 
403 (1981).

[14]  E.P. Horwitz, M.L. Dietz, R. Chaiarizia, H. Diamond, 
S.L. Maxwell, and M.R. Nelson, “Separation and pre-
concentration of actinides by extraction chromatogra-
phy using a supported liquid anion exchanger: applica-
tion to the characterization of high-level nuclear waste 
solutions”, Anal. Chim. Acta., 301(1), 63-78 (1995).

[15]  J. Mellado, M. Liaurado, and G. Rauret, “Determi-
nation of Pu, Am, U, Th and Sr in marine sediment 
by extraction chromatography”, Anal. Chim. Acta., 
443(1), 81-90 (2001).

[16]  E.P. Horwitz, R. Chiarizia, and M.L. Dietz, “A Novel 
Strontium-Selective Extraction Chromatographic Res-
in”, Solvent Extr. Ion Exc., 10, 25-37 (1992).

[17]  K.H. Chung, S.D. Choi, G.S. Choi, and M.J. Kang, 
“Design and performance of an automated radionu-
clide separator its application on the determination 
of 99Tc in groundwater”, Appl. Radiat. Isot., 81, 57-61 
(2013).

[18]  H. Kim, K.H. Chung, Y. Jung, M. Jang, M.J. Kang, and 
G.S. Choi, “A rapid and efficient automated method 
for the sequential separation of plutonium and radio-
strontium in seawater”, J. Randioanal. Nucl. Chem., 
304, 321-327 (2015).

[19]  Sr resin Eichrom Technologies, "Sr Resin Technical 
Data." Eichrom. Accessed Mar. 2 2015. Available 
from: http://www.eichrom.com/eichrom/products/info/ 
sr_resin.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