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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후쿠시마 원자력발 소 방사능 출 사고 이 후  

세계 으로 방사능 물질의 유입과 이동 경로에 한 

심이 차 높아져 가고 있다. 재 사고 이후 한국

원자력안 기술원을 포함한 각 지방 환경방사능 

측정소에서 강우, 공기부유진의 Cs-137, I-131  

방사성제논에 해 일간  주간으로 결과 값을 

발표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방

사능에 한 불안감은 차 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원자로의 노심용해로 인한 원  부지 내의 

루토늄 검출을 시작으로 근처 해양퇴 물에서도 

추가 으로 루토늄이 발견되고 있다. 재 국내

에서는 해수, 해양생물, 해 퇴 물에 한 루토늄에 

한 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루토늄에 한 강우

에 한 분석은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루토늄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이며 섭씨 

3,300 ℃ 정도에서 기화되기 때문에 공기 으로 날아

오기 어렵고 물에 잘 녹지 않아 국내 유입이 어려울 

것으로 단되나 루토늄이 나노입자화 되어 공기

의 다른 유기물과 화합하면 국내까지도 날아올 수 있

기 때문에 유입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  사고 후 강우 시료를 채

취 하여 국내의 239+240Pu 유입 여부를 알아보고자한다.

 재료  방법

(1) 빗물시료 채취  처리

  시료는 자동 빗물 채집기를 사용하여 채집하 으며

(Fig. 1.), 채취한 빗물에다 즉시 정량의 HCl을 첨가

하여 pH 1-2로 조 하여 Pu 핵종이 시료용기 벽에 

붙지 않게 보 하 다. 

Fig. 1. Automatic rainwater sampler used for the collection of 

rainwater 

(2) 교반 작용 

  채취한 빗물을 교반수조에 붓고 교반을 시작한다. 

속도는 략 400 RPM으로 맞춰  후 Pu-242 (20.2 

mBq)를 첨가한 후 30분동안 교반한다. 다음으로 

KMnO4를 첨가하고 15 분간 교반 시킨 후 2M NaOH

를 첨가하며 pH 9로 조 한다. 30분 정도 교반 후 

MnCl2를 넣어  후 갈색침 물이 형성되면 한 시간 

정도 교반 후 침 시킨다. 

(3) MnO2 용해

MnO2(Pu)를 회수, HCl를 이용하여 MnO2를 용해시킨 

후 건조 후 8 mol HNO3에 녹인다(Fig. 2).

(4) 음이온 교환수지를 이용한 Pu 분리  정제 

8 mol HNO3에 녹인 시료는 AG1-X8 음이온 교환수

지(anion exchange resin) 컬럼을 이용하여 Pu을 분

리 정제 추출해주었다(Fig.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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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nO2 dissolution procedure for Pu

Fig. 3. Cloumn work using anion exchange resin for Pu 

(5) 기 착을 이용한 선원제작

 분리 정제된 Pu을 묽은 황산과 0.3 mol Na2SO4혼합

용액에 녹인 후 pH를 2에 맞추어 1.0 A에서 70분간 

stainless steel disc에 착하여 선원을 제작하

다.(Fig. 4).

Fig. 4 Electrodeposition system used for 

Pu source and counting of the Pu 

source by alpah spectrometry. 

제작된 선원은 EG&G ORTEC 사에서 제작된 알  

분  분석기를 사용하여 계측하여 Pu의 방사능농도

를 분석하 다.

 결과  고찰

  강수  Pu 분석을 하여 MnO2 공침법과 음이

온 교환수지를 이용, Pu을 추출하 다. 이 차를 

통하여 분석된 국내 빗물   
239+240

Pu의 농도는  

8.8 - 44.4 μBq/kg으로 나타났다(Table 1). 

Date of 
Sampling

Weigh of
Sample (kg)

Pu-239+240 (μBq/kg)

Activity Uncertainty MDA

July 21 40.7 8.82 1.60 0.43

July 26 35.3 7.95 1.40 0.36

July 28 58.5 44.45 4.97 0.78

Aug. 2 80.6 5.49 1.01 0.27

Aug. 10 101.1 4.68 1.03 0.33

Aug. 21 94.8 11.11 1.60 0.33

Table 1. Pu results in the rainwater

사용된 알 분 분석기 검출기의 계측효율은 약 

20-25%이며 화학  회수율은 30 - 50 % 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국내의 루토늄의 유입정도를 악

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MnO2 공침법을 강수시료에 

용, 강수를 이용한 방사화학  분석을 좀 더 체계화

시켰다. 한 지속 인 강수  루토늄 측정을 통해 

후쿠시마 원  사고가 국내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데  본 자료와 함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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