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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 isotope, one of highly redox-sensitive isotopes, has been shown to be useful tracers of geochemical processes. Many studies for Mo isotope have documented with the help of recently developed analysis tools, but it has
not yet been documented in the Korea. In this study, we introduce two-stage column separation method of Mo
using column tube (BioRad PolyPrepR column, 10 ml) and anion exchange resin (BioRad Resin AGR 1-X8, 200−
400 mesh). Mo isotope ratios in the solid SRMs (BHVO-2, SDO-1, PACS-2) and liquid SRM (IAPSO) were measured on MC-ICP-MS (Multi-collector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and then compared with
reference Mo isotope ratios. Mo isotope ratios in our study overlap with reference Mo isotope ratios within analytical error.
Key words : Mo isotope, SRM, MC-ICP-MS, anion exchange resin, column tube
산화·환원 환경에 민감하게 분별되는 몰리브덴(Mo) 안정동위원소는 지구화학적 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지시자로
사용될 수 있다. 최근 분석기기의 발달로 Mo 동위원소를 활용한 지질물질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Mo 동위원소에 관한 연구가 없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컬럼관(BioRad PolyPrepR column, 10 ml)과 음이온 교환수지
(BioRad Resin AGR 1-X8, 200−400 mesh)를 이용한 두 번에 걸친 컬럼 작업을 통해 Mo을 분리 및 회수하였다.
이 분리법을 이용하여 고체(BHVO-2, SDO-1, PACS-2) 및 액체(IAPSO) 표준시료의 Mo 동위원소 분석을 다검출기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Multi-collector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MC-ICP-MS)로
측정한 결과, 측정된 표준물질의 Mo 동위원소 분석값은 참값과 오차 범위 내에서 잘 일치하였다.
주요어 : 몰리브덴 동위원소, 표준물질, 다검출기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음이온 교환수지, 컬럼관

1. 서

론

전부터 수행되어져 왔으나, 최근 분석기기 발달로 인
하여 리튬(Li), 철(Fe), 마그네슘(Mg), 니켈(Ni), 아연
(Zn), 몰리브덴(Mo)과 같은 비전통 안정동위원소(nontraditional stable isotope)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

지질물질을 대상으로 수소(H), 탄소(C), 질소(N), 산
소(O), 황(S)과 같은 안정동위원소에 관한 연구는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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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Li, Mg 이외에 비전
통 안정동위원소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Kil
et al., 2009; Ryu et al., 2011; Choi et al., 2012;
Lee et al., 2014; Ryu et al., 2014; Cheong and
Ryu, 2014).
Mo은 92Mo, 94Mo, 95Mo, 96Mo, 97Mo, 98Mo,
100
Mo의 7개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 동위원소
들은 자연 상태에서 9.2~24.1%의 존재비를 가진다
(Laeter et al., 2003). 기존 연구에 의하면 화강암이나
현무암 같은 화성암의 δ98/95Mo과 δ97/95Mo은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며, 마그마에서 일어나는 지질학적 과
정 속에서 Mo 동위원소 분별이 없다고 하였다(Anbar,
2004; Malinovsky et al., 2005; Yang et al., 2015).
그러나 최근 분석기기의 발달로 해수나 열수에서의
Mo 동위원소의 거동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고
(Hannah et al., 2007; Mathur et al., 2010; Greber
et al., 2011; Nakagawa et al., 2012), 산화·환원상
태에 민감한 Mo 동위원소의 특징을 이용하여 고기 해
양퇴적 환경을 추적하는 유추자로서 Mo 동위원소가
이용되기도 하였다(Barling et al., 2001; Siebert et
al., 2003; Barling and Anbar, 2004; Malinovsky et
al., 2005; Pearce et al., 2008).
최근 다검출기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MCICP-MS)의 발달은 Mo 동위원소의 정밀한 측정을 가
능하게 했다(Wieser et al., 2007; Wen et al., 2010;
Greber et al., 2012; Nakagawa et al., 2012). MCICP-MS는 용액상태로 동위원소 분석이 가능하여 동위
원소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분석 시 아르곤가스나 용액시료에 의해 발생하는 간섭
(interference)이 있다는 것이 큰 단점이다(Malinovsky
et al., 2005). 따라서 정확한 Mo 동위원소 값을 측정

한 Mo 동위원소 분석 조건을 알아보았다. 또한 이 분
석방법을 이용하여 고체 및 액체 표준물질 내의 Mo
동위원소 값을 정확히 측정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통
해 국내에서도 Mo 동위원소를 이용한 지질과정 연구
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실험 절차
실험 방법은 크게 Mo를 분리 및 회수하기 위한 컬
럼작업(chromatography)과 다검출기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MC-ICP-MS)를 이용한 표준시료 분석 조
건으로 나누어 설명된다. Mo 동위원소(δ98/95Mo)는 표
준물질(JMC-Mo; Johnson Matthey Specure, lot. #
34-479397C)에 대한 상대적인 값을 δ98/95Mo (‰) =
[(98Mo/95Mo)sample/(98Mo/95Mo)standard − 1] × 1000 에
적용하여 계산되었다.
2.1. Mo 원소분리 및 회수
실험 전 안전 및 오염에 주의가 필요하였고, 모든
전처리 작업은 후드 안에서 이루어졌다. 실험에는 ppt
단위로 불순물이 들어 있는 초고순도 시약(Optima,
Fisher Scientific)과 3차 증류수(DIW, 18.2 MΩ)가 사
용 되었고, 컬럼관을 고정하기 위해 선반(rack)을 제작
하였다(Fig. 1). Mo 원소분리 및 회수 실험은 대부분
원소들이 30 ppm 단위로 들어 있는 NIST 612 표준
물질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두 번에 걸친 컬럼 작업
을 통해 수행되었다. 컬럼 작업을 수행하기 전 NIST
612 30 mg을 정량하여 혼합산(HF : HNO3 : HClO4

하기 위해서는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법(ion
exchange chromatography; IEC)을 이용하여 시료 내
에서 Mo를 완벽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온교환 크
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Mo를 분리하는 연구는 다양
하게 수행되었으나(Barling et al., 2001; Malinovsky
et al., 2005; Pearce et al., 2009; Wen et al.,
2010), 두 번에 걸친 컬럼 작업을 통해 완벽하게 간섭
원소로 부터 Mo를 분리하는 연구는 미비하다(Nagai
and Yokoyama, 2014).
본 연구에서는 컬럼관(BioRad PolyPrepR column,
10 ml)과 음이온 교환수지(BioRad Resin AGR 1-X8,
200−400 mesh)를 사용한 두 번에 걸친 컬럼 작업을
통해 Mo를 분리 및 회수 하고, MC-ICP-MS를 이용

Fig. 1. Photograph of ion exchange chromatography column
using column tube (BioRad PolyPrepR column, 10 ml)
and anion exchange resin (BioRad Resin AGR 1-X8, 200−
400 mesh) to separate Mo from SRMs (standard referenc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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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 : 1) 5 ml와 함께 60 ml 테플론 용기
(Savillex, USA)에 넣고, 완전히 용해되도록 열판(hot
plate)에서 170oC로 24시간동안 가열하였다(Cho and
Choi, 2009). 시료가 완벽하게 용해되면 140oC에서 건
조시켰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되는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은 Nagai and Yokoyama. (2014)의 방법을 참조
하였으나, 음이온 교환수지의 양과 음이온 교환수지의
컬럼 구간을 달리하여, 컬럼 시간을 줄였고 Mo 분리
구간도 달리하였다.
2.1.1. 1차 컬럼
1차 컬럼을 하기에 앞서 증류수를 이용하여 컬럼관
에 음이온 교환수지를 1 ml 넣은 다음 아크릴 선반에
거치하였다(Fig. 1). 1차 컬럼 순서는 표 1과 같다.
6M HCl 5 ml를 컬럼관에 통과시켜 음이온 교환수지
내에 존재하는 이온들을 제거한 후, 음이온 교환수지
의 매질을 바꾸어주기 위하여 6M HNO3 + 3M HF
5 ml, 0.4M HCl + 0.5M HF 2 ml을 차례로 컬럼관
에 통과시켜 주었다. 각 단계 사이에는 증류수 5 ml를
통과 시켜 세척하였다(Table 1).
표 1에서와 같이 건조된 시료(NIST 612)를 0.4M
Table 1. Simplified ion exchange chromatography process
for separating Mo
Purpose

Reagent

Volume
(ml)

6M HCl
DIW
6M HNO3 + 3M HF
DIW
0.4M HCl + 0.5M HF
0.4M HCl + 0.5M HF
0.4M HCl + 0.5M HF
9M HCl + 0.05M HF
9M HCl + 1M HF
6M HNO3 + 3M HF

5
5
5
5
2
1
3
5
10
5

6M HCl
DIW
6M HNO3 + 3M HF
DIW
2M HF
2M HF
2M HF
6M HCl + 0.1M HF
6M HNO3 + 3M HF

2
2
2
1
1
0.4
0.4
2
1.2

1st column

resin cleaning

load sample
remove major element

Mo fraction
2nd column

resin cleaning

load sample
remove Zn
remove Nb, Zr
Mo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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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l + 0.5M HF 1 ml로 용해시켜 컬럼관을 통과 시킨
후, 순차적으로 0.4M HCl + 0.5M HF, 9M HCl
+ 0.05M HF, 9M HCl + 1M HF, 6M HNO3 +
3M HF를 컬럼관에 통과 시켰다. 통과 시킨 용액은
Mo 분리곡선(eltution curve)을 만들기 위해 1 ml 씩
테플론 용기에 받아,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ICP-MS)를 이용하여 용액 내 원소 농도를 분석을 하
였다. 분석 값을 이용하여 그림 2a와 같이 1차 컬럼
분리곡선을 작성하였다. 1차 컬럼 결과 19~22 ml 구
간사이에서 Mo가 분리되었다(Fig. 2a). 그러나 Mo뿐만
아니라 Nb, Zn, Zr이 같이 분리되어, 이들로부터 Mo
을 분리하기 위한 2차 컬럼 작업이 필요하였다. NIST
612 표준물질의 Mo 농도는 37.4 ppm인데, 1차 컬럼
후 회수된 Mo 농도가 36.1 ppm이다. 일반적인 ICPMS 분석에러(10~15%)를 고려할 때 1차 컬럼 작업
후 Mo이 100% 회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1.2. 2차 컬럼
Mo이 100% 회수된 1차 컬럼 19~22 ml 구간의
용액을 열판위에서 건조하여 2차 컬럼에 사용하였다.
2차 컬럼에 앞서 증류수를 이용하여 컬럼관에 음이온
교환수지를 0.3 ml를 넣은 다음 아크릴 선반에 거치하
였다.
1차 컬럼에서와 같이 6M HCl 2 ml를 컬럼관에 통
과시켜 음이온 교환수지 내에 존재하는 이온들을 제거
한 후, 6M HNO3 + 3M HF 2 ml, 2M HF 1 ml
넣어 수지의 매질을 바꿔주었다. 각 단계 사이에는 증
류수를 통과시켜 세척하였다(Table 1).
이 후 1차 컬럼 시료를 2M HF 0.2 ml로 용해하
여 컬럼관에 통과시킨 후 순차적으로 2M HF, 6M HCl
+ 0.1M HF, 6M HNO3 + 3M HF를 컬럼관에 통
과 시켰다(Table 1). 통과 시킨 용액은 Mo 분리곡선을
만들기 위해 0.2 ml 씩 테플론 용기에 받아, ICP-MS
를 이용하여 용액 내 원소 농도를 분석을 하였다.
분석 값을 이용하여 그림 2b와 같이 2차 컬럼 분리
곡선을 작성하였다. 2차 컬럼 결과 3~4 ml 구간사이
에서 Mo이 분리되었다(Fig. 2b). 2차 컬럼 작업 결과
Nb, Zn, Zr 원소는 Mo에서 완전하게 분리되었다. 2차
컬럼 후 회수된 Mo 농도는 36.0 ppm로서 1차 컬럼
후 회수된 Mo(36.1 ppm)가 2차 컬럼 후 100% 회수
되었다.
2.2. 실험기기
본 연구에 사용된 MC-ICP-MS는 한국기초과학지원

92

조윤수·길영우·류종식·설정환·Nguyen The Cong·정우철·박상희

Fig. 2. Elution curve (NIST 612) of (a) the first column and (b) the second column.
Table 2. MC-ICP-MS instrument setting
RF forward power
RF reflected power
Cooling gas
Auxiliary gas
Sample gas
Extraction
Focus
Acceleration voltage
Interface cones
Spray chamber
Nebulizer
Sample uptake rate
Instrumental resolution
Mass analyzer pressure

1200 W
< 2 W
15 L/min
0.75 - 0.80 L/min
0.985 - 0.990 L/min
-2 kV
-0.654 kV
10 kV
Nickel X-type
Quartz dual cyclonic
ESI PFA MicroFlow
100 µL/min
ca. 400
2.9 × 10-9 mbar

연구원에 설치된 독일 Thermo Scientific 사의 Jet
Interface로 업그레이드된 Neptune 모델이다. 이 기기
는 고온의 플라즈마에서 이온화된 원소가 에너지 필터
(ESA)와 전자기석을 통과하면서 질량/전하 비율에 의
해 분리된 이온들을 9개의 파라데이 검출기로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질량분석기로 분해능이 뛰어나 최근

동위원소 분석에 많이 이용되는 기기이다.
Mo 동위원소는 정적모드(static mode)를 이용하여
90
Zr, 91Zr, 94Mo, 95Mo, 96Mo, 97Mo, 98Mo, 99Ru,
Mo를 동시에 분석하였고 이때 분석 조건은 표 2와 같
다. MC-ICP-MS로 Mo 표준물질인 JMC-Mo (δ98/95Mo
= 0 ± 0.08‰)를 분석한 결과 δ98/95Mo값은 0.02 ±
0.12‰ (2σ, n=15)이었으며 기존 보고된 값과 오차범
위에서 일치하였다(Greber et al., 2012) (Table 3). 시
료 분석 시 JMC-Mo 표준물질을 이용한 외부 보정법
(external bracket method)을 사용하여 시료에 대한
분석 값을 보정하였다.
100

3. Mo 동위원소 분석 및 토의
정확하게 Mo 동위원소 분석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물질을 다양하게 선정하
였다. Mo 동위원소 분석에 사용된 표준물질은 지질 표
준물질인 BHVO-2(basalt std.; Mo = 3.5 µg/g), SDO-1
(shale std.; Mo = 134 µg/g), PACS-2(marine sediment
std.; Mo = 5.43 µg/g)와 해수 표준물질 IAPSO(sea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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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δ98/95Mo of SRMs (standard reference materials) with reference values. δ98/95Mo values were
calculated by δ98/95Mo (‰) = [(98Mo/95Mo)sample/(98Mo/95Mo)standard − 1] × 1000, where (98Mo/95Mo)standard was 98Mo/95Mo
of JMC-Mo standard
Sample

Mo
standard

Rock
and
Sediment

Sea
water

Mo
recovery
rate (%)

JMC-Mo

δ98/95Mo
(‰)
This study

2SD

n

0.02

0.12

15

BHVO-2

89

-0.32

0.24

20

SDO-1

95

0.66

0.11

20

PACS-2

85

0.91

0.16

20

IAPSO

91

1.88

0.08

20

d98/95Mo
(‰)
2SD
reference
-0.05
-0.04
0.00
-0.26
-0.07
-0.06
1.16
1.16
1.20
1.14
0.82
0.78
0.80
1.30
2.11
2.13
2.07
2.10

0.13
0.13
0.08
0.03
0.13
0.05
0.16
0.16
0.30
0.30
0.11
0.10
0.16
0.30
0.05
0.09
0.09
0.09

Reference
solution
NIST 3134
NIST 3134
JMC-Mo
NIST 3134
NIST 3134
NIST 3134
JMC-Mo
JMC-Mo
Claritas-Mo
Claritas-Mo
NIST 3134
NIST 3134
NIST 3134
Claritas-Mo
NIST 3134
NIST 3134
NIST 3134
NIST 3134

References
Wen et al. (2010)
Wen et al. (2010)
Greber et al. (2012)
Hin et al. (2013)
Hin et al. (2013)
Hin et al. (2013)
Duan et al. (2010)
Kendall et al. (2011)
Poulson Brucker et al. (2009)
Poulson Brucker et al. (2009)
Goldberg et al. (2013)
Goldberg et al. (2013)
Goldberg et al. (2013)
Poulson Brucker et al. (2009)
Greber et al. (2012)
Greber et al. (2012)
Greber et al. (2012)
Greber et al. (2012)

하여 보았다(Table 3)(Pearce et al., 2009; Poulson
Brucker et al., 2009; Duan et al., 2010; Wen et
al., 2010; Kendall et al., 2011; Greber et al.,
2012; Goldberg et al., 2013; Hin et al., 2013).

std.; Mo = 0.01 µg/g)이다(GEOREM; http://georem.
mpch-mainz.gwdg.de). 고체 표준물질 시료는 테플론
용기와 혼합산(HF : HNO3 : HClO4 = 4 : 4 : 1)
을 이용하여 용해하였다. 해수 표준물질 IAPSO는 Mo
농도가 낮아 10배 농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1차와 2차 컬럼 작업 전에 증류수를 이용하여 컬럼
관에 음이온 교환수지를 각각 1 ml, 0.3 ml 채워 선
반에 거치하였다. 이 후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1차
와 2차 컬럼 수지를 세척하고, 매질을 바꾸어 주었다
(Table 1). 컬럼 작업은 1차 컬럼 19~22 ml 구간과
2차 컬럼 3~4 ml 구간의 용액을 이용하여 표 1의 절

δ98/95Mo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준물질
은 JMC-Mo와 NIST 3134이다. 기존 연구자들에 의
하면 두 표준물질 간 δ98/95Mo 값이 0.26‰ 정도 차
이를 보이기도하나(Greber et al., 2012; Hin et al.,
2013), 0.04‰ 정도로 유사하기도 하다(Wen et al.
2010)(Table 3). 또한 표 3에서 Poulson Brucker et
al. (2009)은 JMC-Mo와 Claritas-Mo의 δ98/95Mo 값이

차에 따라 수행하였다. 컬럼 작업 후 음이온 교환수지
를 재활용하기 위해 6M HCl을 가득 부어 버린 후
증류수를 가득 부어 버리는 작업을 2회 반복하고, 증
류수 3 ml을 컬럼관에 채우고 밀봉하였다.
ICP-MS을 이용한 표준시료들의 Mo 회수율은 표 3
에서와 같이 85~99%이다. 일반적인 ICP-MS 분석오
차(10~15%)를 고려할 때 컬럼 작업을 통해 Mo는 대
부분 회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MC-ICP-MS로 측정된 표준물질들의 Mo 동위원소
값은 표 3과 같다. 측정된 Mo 동위원소 값들을 기존
논문들에 소개되어 확인된 Mo 동위원소 값들과 비교

0.02~0.04‰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다고 언급하
였다(Table 3). 이는 현재로서는 표준물질로 사용되어
져 왔던 JMC-Mo, NIST 3134, Claritas-Mo의 정확
한 δ98/95Mo 값을 확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JMC-Mo, NIST 3134, Claritas-Mo의 δ98/95Mo 값이
유사하다고 가정한다면, 이번 연구에서 분석된 암석 및
퇴적물 표준물질 중 BHVO-2, SDO-1, PACS-2의
δ98/95Mo값은 각각 –0.32 ± 0.24‰, 0.66 ± 0.11‰,
0.91 ± 0.16‰로 기존 논문에서 보고된 δ98/95Mo값과
오차범위 내에 일치한다(Table 3). 해수 표준물질
IAPSO의 δ98/95Mo값은 1.88 ± 0.08‰로 기존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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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된 δ98/95Mo값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유사하다
(Table 3). 결과적으로 이번 실험에서 얻은 Mo 동위원
소 값은 오차범위 내에서 대부분 일치하는 좋은 결과
를 보여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컬럼관(BioRad PolyPrepR column,
10 ml)과 음이온 교환수지(BioRad Resin AGR 1-X8,
200−400 mesh)를 이용하여 두 번에 걸친 컬럼 작업
을 통해 NIST 612에서 Mo 원소를 분리 및 회수 하
였다. 또한 MC-ICP-MS을 이용하여 고체 및 액체 표
준물질(BHVO-2, SDO-1, PACS-2, IAPSO)들의 Mo
동위원소를 MC-ICP-MS을 활용하여 측정한 결과, 기
존 논문에 보고된 값들과 오차 범위 내에서 잘 일치함
을 알았다. 본 실험으로 얻어진 Mo 동위원소 분석법
을 지질 시료에 적용하면 국내에서도 Mo 동위원소를
활용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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