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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 with Cs-137 (half-life: 30.17 years), Sr-90 (half-life: 28.8 year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nvironmental

monitoring radioactive elements. Rapid and easy monitoring method for Sr-90 using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IBS) has been studied. Strontium belongs to a bivalent alkaline earth metal such as calcium and has

similar electron arrangement and size. Due to these similar chemical properties, it can easily enter into the human

body through the food chain via water, soil, and crops when leaked into the environment . In addition, it is

immersed into the bone at the case of human influx and causes the toxicity for a long time (biological half-life:

about 50 years). It is a very reductive and related with the specific reaction that makes wet analysis difficult. In

particular, radioactive strontium should be monitored by nuclear power plants but it is very difficult to be analysed

from high-cost problems as well as low accuracy of analysis due to complicated analysis procedures, expensive

analysis equipment, and a pretreatment process of using massive chemicals. Therefore, we introduce the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IBS) analysis method that analyzes the elements in the sample using the inherent

spectrum by generating plasma on the sample using pulse energy, and it can be analyzed in a few seconds without

preprocessing. A variety of analytical plates for samples were developed to improve the analytical sensitivity by

optimizing the laser, wavelength, and time resolution. This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real-time monitoring of

radioactive wastewater discharged from a nuclear power plant, and furthermore, it can be applied as an emergency

monitoring means such as possible future accidents at a nuclear power plants.

Key words :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strontium, nuclear power plant, monitoring method, radioac-

tive pollution

Cs-137 (반감기 : 30.17년)과 더불어 중요한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감시대상 방사성 핵종 가운데 하나인 순수한

베타방출체인 Sr-90 (반감기 : 28.8년)에 대한 신속하고 용이한 모니터링 방법을 연구하였다. 스트론튬은 칼슘과 같은

2족 알칼리 토금속에 속해 있어서 전자배치나 크기가 비슷하며 최외각전자를 2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칼

슘과 치환될 수 있다. 이러한 유사한 화학적 성질로 인해서 환경으로 유출시 물, 토양 및 농작물을 통한 먹이사슬을

거쳐서 인체로 쉽게 유입될 수 있으며, 인체 유입 시 뼈에 쉽게 침적되어 장기간 (생물학적 반감기 : 약 5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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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을 유발한다. 스트론튬은 매우 환원성이 있고 특이 반응으로 습식분석이 어려우며, 특히 원자력발전소에서 감시

하고 있는 방사성 스트론튬은 복잡한 분석절차, 고가의 분석 장비 사용 및 화학 전처리약품 다량 사용 등으로 분석의

정확도 저하는 물론 고비용에 따른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펄스에너지를 사용하여 시료에 플라즈마를 생성시켜 고

유 스펙트럼을 이용해 시료내 원소를 분석하는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IBS) 분석기법을 도입하

여 전처리 과정 없이 수 초 내에 분석이 가능하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한 스트론튬 원소의 정량분석 방법

을 도출하였다. 다양한 분석에 필요한 시료기판을 개발하여 레이저, 파장 및 시간분해능의 최적화로 분석 감도를 향

상시키고 방해이온에 대한 영향 평가로 액체시료의 정량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신속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게 하

였다. 이는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방출되고 있는 방사성 폐수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더 나

아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비상시 모니터링 수단으로 적용 될 수 있다. 

주요어 :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스트론튬, 원자력발전소, 모니터링 방법, 방사성 오염

1. 서 론

한국은 지형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어류

나 해조류와 같은 해산물이 많이 소비된다. 섭취된 해

산물의 대부분은 북태평양과 서해안에서 잡히고 있는

상황이나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주변국은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우리나라에 환경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러시

아는 1993년 15년간 액체 방사성 폐기물 (456 TBq)

을 바다에 투기하고 있다고 발표하였고, 중국은 원자

력 발전소를 매년 6~8기를 증설하여 2030년까지 110

기 이상 원전을 운영 및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2015).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는 많은 양의

액체 방사성 스트론튬이 (90~900 TBq) 바다로 방출

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Casacuberta et al., 2013). 이와

더불어, 전 세계원전의 51% 이상이 가동연수가 30년

이상 된 원전으로 2040년까지 본격적인 원전해체에 따

른 환경문제에 직면할 예정이다 (Deloitte Consulting,

2015). 최근 국내에서는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이

후 해체가 결정된 상태이며, 본격적인 원전해체에 대

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5).

방사성 오염물질은 크게 원전운영사고, 원전해체공

정, 의학적 이용에 따라 수 환경으로 노출되며, 노출된

방사성 오염물질 내 방사성 원소는 반감기에 따라 환경

내에서 지속적으로 잔류하며 방사능 오염을 발생시킨

다. 우리나라에서 감시하는 방사성 원소 중 스트론튬

은 중요한 모니터링 항목 중 하나로써(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2015), 각 원자력 관련 시설 주변

에서 해수, 지하수, 우유, 해저퇴적물 및 토양 등에 대

해 주기적인 환경감시를 수행하고 있으나, 고가의 분

석 장비, 화학약품의 다량 사용 및 복잡한 분석과정으

로 인해 비용, 인체영향 및 분석정확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지난 후쿠

시마 원전사고 시 세슘 등 다른 핵종에 비해 방사성

스트론튬의 경향파악이 늦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4 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

고에 대비하여 무엇보다도 신속한 방사성 스트론튬 오

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IBS)는

분석과정 중 화학적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신속하고 용이하게 분석이 가능한 장비이다 (Salmon

et al., 2008; Yu et al., 2014). LIBS는 불순물 검출,

폭발물 탐지, 화학 및 생물학적 탐지, 핵 물질 탐지,

지질학적 분석 및 우주 탐사, 고고학 물체의 진단 및

태양 전지의 금속 확산 등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Bhatt et al., 2015). 고체시료 분석에 한정되어 개발

되어 왔지만 최근 액체시료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Popov et al., 2016). 그러나, 액체 시료에

대한 LIBS의 주요 단점인 계측 중 시료가 튀어 분산

되는 현상과 낮은 분석 감도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

이다. 이러한 분석 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안정적으

로 시료를 정량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분석 기판을 사

용하였고, 곡선일치 분석법을 적용, 검량선을 작성하고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Kim et al., 2016). 실제 분석 가능한 최

소 농도를 측정하여 분석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원

자력발전소 주변 실제 해수 시료와 더불어 해수의 주

요성분이며 스트론튬의 주요 방해원소인 칼슘을 매트

릭스로 하여 스트론튬 정량화의 방해효과를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스트론튬 액체시료 정량 분석을 위한 분석

기판을 설계, 적용함으로써 LIBS의 분석 감도를 향상

시키고, 신뢰도 분석 및 실제 분석 가능한 최소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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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여 현장시료 분석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또한, 스트론튬 정량 분석의 주요 방해요소

인 칼슘과 해수를 주요 매트릭스로 하여 이에 대한 간

섭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비상시 모니터링 수단을 정립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방사성 스트론튬 모

니터링에의 응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2. 재료 및 방법

2.1. 재 료

본 실험에서 1000 mg/L 및 1 mg/L 스트론튬 표준

용액과 1000 mg/L 칼슘 표준용액 (2% HNO3)의 표준

용액을 사용하였다. 실험의 모든 표준용액은 4oC 냉장

고에 저장하였다.

2.2. LIBS의 구조 및 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LIBS는 레이저, 분광계, 데이터

분석 장치 및 샘플 홀더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구성

요소인 Q-switched Nd : YAG 레이저 (Polaris, New

Wave Research Inc., USA)를 90 mJ/펄스로 사용하였

다. 지연 시간과 레이저 반복률은 각각 0.5 μs와 1 Hz

로 설정하였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 90 mm 초점 길

이의 평 - 볼록 렌즈를 사용하였다. LIBS는 레이저 유

도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Hahn and

Omenetto, 2012), 플라즈마의 최적 위치는 레이저 에

너지, 파장, 표적 물질의 물리적 특성 및 주변 대기와

관련되어있다. 플라즈마가 생성된 후 냉각 중에 고유

의 빛이 관찰되며 빛은 렌즈 (45도 각도)에서 수집되

어 분광계로 전달되었다 (190 nm에서 884 nm까지,

Aurora, Applied Spectra Inc., USA). 시료 홀더는 동

력 스테이지에 장착되었으며, 분석 도중 시료 홀더가

회전되어 정확성을 높이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최적의 정량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험 파라미터 [레

이저 펄스 에너지, 게이트 지연 (GD) 시간 및 파장]의

Fig. 1. Q-switched ND:YAG laser/Aurora spectrometer schematic structure and subst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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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최적화 되어야 한다 (Bhatt et al., 2015). 각 시

료에서 약 30 개의 LIBS 스펙트럼을 얻었고, 중간 10

LIBS 스펙트럼의 평균값을 분석하여 민감도를 높였다.

Ar (99.999%의 순도)은 Bremstrahlung 연속체를 최

소화하기 위해 플라즈마 (0.5 l/분)에 공급되었다 (Niu

et al., 2002). 본 연구에 이용된 LIBS는 (주) 에코에

너지 솔류션즈에서 개발한 L-LIBS 장비로 사진 및 시

스템의 개략도가 Fig. 1에 보여진다. 

2.3.분석 감도 향상을 위한 분석 기판 개발 및 적용

액체시료를 LIBS로 분석할 때 고유한 단점인 높은

측정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액체 시료를 분석 기판에

가하여 수 분간 건조 후 고체 형태로 변형하여 측정하

였다. 고체화된 표면은 균일하게 측정 가능한 표면을

제공하고 레이저 빔 초점과 파손 위치의 정확한 상대

적 배치를 허용하였다. 재현성 있는 균일한 물질의 표

면 분석은 시료 매트릭스, 입자 크기 효과, 분석 물

분산 균일성 및 수분 함량 변화와 관련된 고유한 어려

움을 피할 수 있었다 (Vander Wal et al., 1999). 고

체화를 위해 액체시료의 흡수체로서 다양한 종류의 분

석 기판이 사용되었는데, 간단한 형태의 이들 기판은

스펙트럼 간섭으로 인한 최소 방출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arkar et al. (2009)는 Th, U, Sm, Eu

및 Gd를 결정하기 위해 액체 시료에 대한 시료 지지

체로 막 기반 여과지를 사용했으며, Chen et al.

(2010)은 LIBS로 미량 금속의 민감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액체 흡수제로서 얇은 목재 슬라이스를 사용했다.

Zhao et al. (2010)은 수돗물 및 자연수 시료 분석을

위한 전기 침전의 도움으로 LIBS를 사용 했으며,

Vander Wal et al. (1999)은 액체로 된 미량의 금속을

탄소 평면도에 노출시키고 증발시켰다. Caceres et al.

(2001) 은 액체에서 미량 금속 이온의 정량 분석을 위

해 급속 동결법을 사용하여 ppm 단위의 검출한계를

달성하였다. 높은 수준의 액상 폐기물을 내구성 있는

고상으로 고정하는 것은 방사성 폐기물의 장기 보관을

위해 유리를 이용하여 유리화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

다 (Jung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저렴하고 쉽게 구입 할 수 있는 5

가지 유형의 분석 기판을 기초로 하여 고체화 하는 방

법을 설계하여 시료정량화와 분석 민감도를 향상시켰

다. 분석 기판의 선택은 흡수 능력 향상을 위해 LIBS

분석에서 핵심이다 (Vander Wal et al., 1999). 본 실

험의 분석 기판은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전체 분석 준

비는 40 분 이내에 완료 될 수 있었다.

2.3.1. 알루미늄 기판

고순도 알루미늄 (99.9%) 재질의 알루미늄 기판을

제작하였다. 알루미늄은 200~450 nm 파장대역 내의

강한 특수 방출 스펙트럼이 드물고 대부분의 금속 분

석 스펙트럼과 혼동되지 않는다 (Zhao et al., 2010).

알루미늄 기판은 폭 18 mm, 너비 30 mm 및 두께

2 mm로 설계되었다. 또한, 고순도 알루미늄은 값이 저

렴하고 구입하기 쉬웠다. 그리고 0.2 g의 액체 시료를

응고시키고 정량화하기에 매우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

고 있어서 액체시료의 고체화 시 균질성이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2.3.2. 여과지 기판

상업용 흡수성 여과지 (폭 90 mm, GE Healthcare

UK Limited)를 이용하여 폭 12.5 mm로 가공하였다.

여과지 기판은 분석을 위해 샘플 홀더에 장착되었다.

액체시료를 여과지 기판에 넣고 60oC 건조오븐에서 40

분간 증발시켰다. 여과지 기판은 액체시료를 보다 충

분히 흡수 할 수 있었고 고체화 시 시료의 균질성이

뛰어났다. 이것은 특히 레이저 펄스 에너지가 높더라

도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유용하였다.

 

2.3.3. 흑연 기판

흑연은 수용액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Sarkar et al., 2009), 저렴하고 취급하기 쉬운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액체시료의 고체화 시 쉽게 흡

착된다. 내부 폭 18 mm, 외부 폭 30 mm 및 두께

2 mm로 설계되었다. 0.2 g의 액체시료를 흑연 기판에

놓고 건조오븐을 사용하여 증발 건조시킨 후 실온으로

냉각시켰다. 

2.3.4. 목재 기판

목재는 취급하기가 쉽고 검출 가능한 최소 농도를

얻을 수 있었다 (Chen et al., 2010). 편백나무를 길

이 12.5 mm 및 두께 1 mm로 자르고 표면을 부드럽

게 다듬어 제작하였다. 이는 빠른 시간 내에 0.2 g의

액체시료를 정량하기에 적합한 크기였다. 시료의 정량

화를 위해 위 시료를 60oC 건조오븐에서 40분 동안

증발시킨 후 상온에서 냉각하였다. 

2.3.5. 스테인리스 스틸 기판

스테인리스는 내 부식성이 뛰어나고 음식 처리 및

공장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된다. 부식 및 염색에 대

한 내성, 낮은 유지 관리 및 익숙한 광택은 많은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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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이상적인 소재이다. 특히, 방사능 분석 장비

의 분석 기판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스테인리스

스틸을 폭 12.5 mm 및 두께 1 mm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0.2 g의 액체시료를 가하고 60oC 건조

오븐에서 40분 동안 증발시켜 정량화 하였다.

2.4.스트론튬에 대한 LIBS의 선형성 및 측정가능농도

20 mg/L, 40 mg/L, 및 80 mg/L 농도의 표준용액

으로 보정곡선을 작성하였다. 각 농도의 시료를 0.2 g

씩 각 분석 기판에 가중시키고 60oC 건조오븐에서 약

40분 동안 완전히 건조시킨 후 약 5분 동안 냉각시켰

다. 모든 분석 기판에 대해 보정 곡선은 선형도를 측

정하였으며 (Anabitarte et al., 2012), 검량선의 신뢰

도는 표준 농도에 대한 LIBS의 피크 면적과 관련하여

결정계수 (R2)에 의해 결정하였다 (Kim et al., 2013).

결정계수 (R2)는 모델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검증하기

위해 선택되는데 (Huang et al., 2013), 동일농도 범

위에서 각 분석 기판에 대해 결정계수로 신뢰도를 측

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농도 범위를 변화시킴으로써 각

각의 농도 범위에 대한 주요 분석 기판을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검출한계 (LOD, Limit Of Detection)와

정량한계 (LOQ, Limit Of Quantification)를 측정하였다.

IUPAC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와 ACS (American Chemical Society)에

서 검출 한계는 어느 주어진 분석 절차에 따라 합리적

인 확실성을 가지고 검출 할 수 있는 가장 적은 농도

나 양을 나타내고, 정량한계는 검출한계의 3배 또는

3.3배를 수치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출

한계는 보정곡선 작성 후 수식으로 구하였고, 정량한

계는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검

출한계 농도의 3배 이하의 표준용액으로 피크면적이

양(+)의 값인 농도를 각 분석 기판에 대해 측정해 보

았다. 스트론튬 표준용액 0.2 g을 각 분석 기판에 넣

고 60oC의 건조오븐에서 약 40분간 건조시켰다. 그 후,

약 5분간 냉각 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2.5. 스트론튬 분석에 대한 간섭효과

2.5.1. 칼슘에 의한 간섭효과

해수의 주요 구성 성분 중 스트론튬과 같이 2가 양이

온은 Mg (1,290 mg/L) 및 Ca (413 mg/L)이다 (Popov

et al., 2016). 그 중 칼슘은 해수의 주요 구성 성분이

며 스트론튬과 주기율표상 가장 이웃하여 유사한 화학

적 특성으로 인해 스트론튬 분석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친다. 따라서 스트론튬 정량분석에 대한 영향을 측정

하기 위해 칼슘 표준용액을 준비하였다. 칼슘 함량은

해수 중 칼슘 농도 (400 mg/L)로 결정하였다 (Popov

et al., 2016). 40 mg/L 농도인 스트론튬 표준용액과

스트론튬 40 mg/L 및 칼슘 400 mg/L이 혼합된 표준

용액을 각각 준비하였다. 각 용액 0.2 g을 각 분석 기

판에 넣고 60oC의 건조 오븐에서 약 40분간 건조시켰

다. 그 후, 약 5분 동안 냉각시킨 후에 분석을 수행하

였다. 각각에 대한 피크면적을 측정, 비교하여 칼슘이

스트론튬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2.5.2. 해수에 의한 간섭효과

스트론튬 측정에 있어서 해수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해 해수 매트릭스 하에서 정량 직선성을 측정하

였다 (Nesterenko et al., 2012). 20 mg/L, 40 mg/L,

및 80 mg/L 농도의 스트론튬 표준용액을 해수를 매질

로 하여 제조하였다. 각 농도의 시료를 0.2 g 칭량하

고 60oC의 건조 오븐에서 약 40분간 완전히 건조시켰

다. 이어서, 약 5분 동안 냉각시켰다. 검량선의 신뢰성

은 결정계수 (R2)로 평가 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LIBS 분석 변수의 최적화

LIBS 분석에서 중요한 최적화 매개 변수는 펄스 에

너지, 지연 시간 및 파장이다 (Sarkar et al., 2009;

Noll, 2006). LIBS의 낮은 분석 민감도 특성으로 인해

낮은 면적 값은 제외되었으며 (40% 이하) 상대 표준

편차 (%)는 데이터의 재현성을 평가하는 주요 요인으

로 사용되었다 (Kim et al., 2016).

상대 표준 편차 (RSD)는 안정성 (재현성 또는 정밀

도)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서 ‘‘0’’에 가까울

때 재현성이 좋다. 상대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이 정

의 된다 (Huang et al., 2013).

상대 표준 편차 (RSD) = S / A * 100 (%)

여기서, A와 S는 관측의 평균과 표준 편차이다.

90 mJ 펄스 에너지, 0.5μs 지연 시간, 및 407.771 nm

파장이 알루미늄 기판을 사용했을 때 최적의 조건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Fig. 2는 세 가지 대표적인 특성을

가진 피크 면적과 상대 표준 편차의 경향을 보여준다.

각 펄스 에너지, 지연 시간 및 파장에 대한 피크 영역

및 상대 표준 편차가 표시되며, 상대 표준 편차가 가

장 낮은 지점이 앞서 선택된 대표적인 특성 조건이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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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트론튬에 대한 검량선 및 측정가능농도

정량 분석에서는 검량선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며 피

크 면적에 대한 농도를 도식으로 나타내었다 (Zhu et

al., 2012). 이 곡선 피팅 방법을 사용하여 검량선이 작

성되었고 결정계수에 의해 신뢰성이 검증 되었다 (Kim

et al., 2016). 농도-반응 곡선으로부터 결정계수를 도출

하였으며, 결정계수 (R2)가 1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더

욱 안정적이었다. 이를 위해 농도가 알려진 3가지 표

준용액 (20 mg/L, 40 mg/L, 및 80 mg/L)을 준비하

였다 (Trevizan et al., 2009) (Fig. 3). 

3.2.1. 알루미늄 기판에 의한 검량선

알루미늄 기판의 결정계수 (R2)는 스트론튬 표준용

액 (20 mg/L, 40 mg/L, 및 80 mg/L)에서 0.9777

이었다. LIBS에서 주요 스트론튬의 파장은 알루미늄

기판의 파장과 구별되어 알루미늄 기판을 선택했으나

액체 시료의 균질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건조 후 시료

의 편향 현상이 나타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높은 신뢰도를 보이지 않았다.

3.2.2. 여과지 기판에 의한 검량선

여과지 기판을 사용한 결정계수 (R2)는 스트론튬 표

준용액 (20 mg/L, 40 mg/L, 및 80 mg/L)에서 0.9981

이었다. 액체 시료에 대한 여과지의 흡수력은 시료의

균질한 고체화에 적합 하였다. 여과지에 액체시료를 가

하고 건조 할 때에도 고루 퍼짐 현상을 볼 수 있었다.

3.2.3. 흑연 기판에 의한 검량선

스트론튬 표준용액 (20 mg/L, 40 mg/L, 및 80 mg/L)

으로 흑연 기판을 사용하여 선형성 시험을 수행하였으

며, 그 결과는 Fig. 3에 보여 졌다. 농도 - 반응 곡선

으로부터 도출한 결정계수 (R2)는 0.9998 이었으며, 흑

연 기판은 목재 기판 및 여과지 기판과 함께 20 mg/L

~80 mg/L의 농도 범위에서 결정계수 (R2)가 0.99 이

상을 보임으로써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사용된 흑

연 기판은 액체 시료를 응고 시키는데 있어서 균질한

펴짐 현상에 효과적이었다.

3.2.4. 목재 기판에 의한 검량선

목재 기판의 결정계수 (R2)는 스트론튬 표준용액

(20 mg/L, 40 mg/L, 및 80 mg/L)에서 1로 분석 기판

중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정밀하게 분쇄된 목재는

시료 계량 및 건조 중에 액체 시료에 대해 매우 높은

균질성과 흡수성을 보였다.

Fig. 2. LIBS experimental parameters optimization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IBS)를 이용한 방사성 스트론튬 오염물질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 기술 347

3.2.5. 스테인리스 스틸 기판에 의한 검량선

스트론튬 표준용액 (20 mg/L, 40 mg/L, 및 80 mg/L)

으로 측정한 스테인리스 스틸 기판 반응 면적 값에 대

한 결정계수 (R2)는 0.9809이었다. 알루미늄 기판과 같

이 액체 시료의 응고 과정 동안 시료의 균질성이 좋지

않았으며, 스테인리스 스틸 기판은 피크 주변의 많은

노이즈와 높은 백그라운드 피크면적 (약 7,000)을 가지

고 있었다. 주요 인접피크의 간섭 현상은 정량 분석의

주요한 방해인자로 보였다. 그러나 단일 농도에 대한

피크 면적 값이 매우 높기 때문에 높은 농도 범위에서

는 보다 높은 선형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였다.

3.2.6. 분석 범위의 다양성

앞서 동일한 농도범위에서의 각 분석 기판에 대한

선형성을 관찰하였으며, 여기에서는 각 분석 기판에 대

해 지배적인 선형성을 보이는 농도범위를 살펴보았다.

흑연 기판은 높은 감도와 안정적인 백그라운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 농도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1~10 mg/L의 농도범위에서 선형성을 측정 하였고, 스

테인리스 스틸 기판은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지만 높

은 백그라운드와 주변 피크들의 방해현상이 있어서 고

농도 (200~400 mg/L) 범위를 측정하였다. 목재 기판

은 우수한 액체 시료 흡수 능력으로 인해 다양한 농도

Fig. 3. Calibration curve of strontium by substrates using L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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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양호한 선형성을 측정해 볼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40~200 mg/L의 농도 범위를 선택하였다.

알루미늄 기판은 10~30 mg/L에서 선형성을 측정하였

으며 여과지 기판은 기존의 20~80 mg/L 농도 범위

결과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5 종류의 분석 기판을

사용하여 1~400 mg/L 범위의 농도 분포에 있는 액

체 시료는 별도의 희석절차 없이 신속하게 분석이 가

능하였으며, 이는 광범위한 농도 범위를 갖는 LIBS의

이점을 나타내었다 (Table 1).

 

3.2.7. 검출 및 정량한계

검출 및 정량한계는 모든 측정 분석의 중요한 성능

특성으로 이는 검량곡선에 의해 검증되고 정의되어야

한다 (Uhrovcik, 2014). 이에 검출한계 (LOD, Limit

of detection)는 3σ-IUPAC 정의에 따라 계산되었다

(Vestin et al., 2010; Mohamed, 2006).

검출한계 (LOD) = 3σB / Slope

σB는 관심영역 피크의 스펙트럼 범위 내에서 20 회

반복 측정된 백그라운드의 표준 편차이고 Slope는 검

량선의 기울기이다.

각 분석 기판에 대해 0.513 mg/L 내지 10.8 mg/L

범위를 보였다. 그 중 흑연 기판의 검출한계가 가장

낮았다. 이는 흑연의 높은 감도와 안정적인 백그라운

드 및 액체시료의 균질한 흡수 능력 때문이었다. 또한,

정량한계는 검출한계 농도 이하로 측정하였는데, 분석

을 30회 행하여 검출 가능한 농도를 구하고, (+)의 피

크 면적을 나타내는 값을 실제로 검출 가능한 농도로

보았다. 정량한계는 각 분석 기판에 따라 0.1 mg/L~

4 mg/L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정량한계는 흑연 기판

으로 0.1 mg/L의 농도였다 (Fig. 4).

3.3. 칼슘과 해수의 간섭 영향 평가

스트론튬에 대한 방해 매트릭스 요소로 칼슘 및 해

수의 영향을 측정하였다. 칼슘 농도는 해수 중에 존재

하는 칼슘 농도로 결정하였다. 이는 방사성 스트론튬

분석 시 칼슘과 거동이 비슷하여 방해이온효과를 보임

에 따라 다량의 고농도 발연질산을 사용하여 분리해내

어야 하는 과정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Lee et

al., 1999; Groska et al., 2012). 

칼슘이 스트론튬과 공존 시 스트론튬 농도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였다. 스트론튬의 농도는 선형성 측정 농

도 중 하나로 정하여 (40 mg/L), 칼슘과 혼합하여 그

영향을 측정 하였다. 각 분석 기판에 대해 수행한 결

과, 편차는 0.89%에서 41.94%로 나타났다. 여과지 기

판을 사용하는 경우, 편차는 0.89%로 가장 낮았다

(Fig. 5). 이것은 LIBS에서는 칼슘이 스트론튬과 공존하

더라도 스트론튬 정량에는 큰 영향이 없음을 나타낸다.

또한 해수에 대한 스트론튬 정량 간섭 효과를 측정

하였다. 해수를 매트릭스로 하여 표준용액 (20 mg/L,

40 mg/L, 및 80 mg/L)으로 선형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앞서 선형성 실험 결과 흑연, 여과지 및 목재 기판에

서 결정계수 (R2)가 양호하였으므로 해수 매트릭스 하

에서도 이 3종류의 분석 기판에 대해 선형성을 실험하

였다. 그 결과 해수 매트릭스 하에서도 각 분석 기판

에 대한 선형성이 양호함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여과

Fig. 4. Detectable concentration for each substrate using

LIBS.

Table 1. Analytical band of substrates for LIBS

Substrates Concentration band R2

Aluminum 10~30 mg/L 0.9902

Filter paper 20~80 mg/L 0.9981

Graphite 1~10 mg/L 0.9937

Wood 40~200 mg/L 0.9991

Stainless steel 200~400 mg/L 0.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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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trix effect of calcium for strontium (seawater calcium level) using LIBS.

Fig. 6. Matrix effect of seawater for strontium in L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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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판의 경우는 상기 3.2.7항 3σ-IUPAC 정의에 따

른 검출한계가 0.818 mg/L를 보였다.

3.3.1. 여과지 기판

해수에 대한 스트론튬 정량 간섭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해수 매트릭스 하에서 표준용액 (20 mg/L,

40 mg/L, 및 80 mg/L)을 사용하여 스트론튬 선형 신뢰

도를 실험하였다. 결정계수 (R2)는 여과지 기판을 사용

했을 때 0.9993이었으며 이는 곧 해수 매트릭스 하에

서도 20 mg/L~80 mg/L의 농도 범위에서 스트론튬을

정량적으로 분석 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3.3.2. 흑연 기판

해수 매트릭스 하에서의 스트론튬의 선형성 시험이

흑연 기판을 사용하여 스트론튬 표준용액 (20 mg/L,

40 mg/L, 및 80 mg/L)으로 수행되었으며 결정계수

(R2)는 0.9994이었다. 그러나 양호한 선형성에 비해 상

대적인 피크면적이 매우 적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염

분의 영향으로 인해 LIBS로 흑연 기판을 사용한 스트

론튬 분석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감소함을 보였다. 

3.3.3. 목재 기판

해수 매트릭스에서 목재 기판을 사용한 신뢰도 실험

에서 결정계수 (R2)는 0.9974이었으며, 흑연 기판과 같

이 선형성은 액체 시료의 흡수 및 균질화가 양호하여

높게 보였지만 염 농도의 영향으로 피크면적이 해수

매트릭스가 없는 경우에 비해 약 1/6로 감소하였다. 

3.4.수 환경에서의 방사성 핵종 검출을 위한 LIBS의

응용

방사성 스트론튬의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방사성 핵종과의 화학적 분리 과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 (Lee et al., 1999; Won et al., 2001). 따

라서 이러한 화학적인 분리과정인 중량법이 고유의 방

사성 스트론튬 분석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이

방법 이외에도 Fertilization nitrate method (Maxwell

et al., 2013), Sr-resin (Jung et al., 2015) 및 Cheren-

koff radiation separation method (Todorovic et al.,

2017)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독성 화학 물질 사용

으로 인한 취급 어려움, 고비용 문제, 제한된 핵종 분

리 능력 및 민감한 색상 quench 보정과 긴 분석 시

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LIBS를 통한 스트론튬의 정량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핵종 분석 장비로 측정한 Sr-90과

LIBS로 측정한 스트론튬 원소농도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 하였다. 이는 LIBS를 통한 간단한 원소 분석을 통

해 방사능과의 상관관계를 예측하여 비상시 선제적인 모

니터링의 한 방법으로의 가능성을 평가해보는 것이다.

Sr-90 분석은 스트론튬 표준용액 40 mg/L 및 60 mg/L

을 방사성 스트론튬 화학적 분리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중량법의 Y-90 분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스트

론튬 농도가 40 mg/L 및 60 mg/L인 경우 방사능은

약 0.4 Bq/L 및 0.6 Bq/L이었다. Sr-90과 Sr의 비가

약 0.01로 두 분석 농도에 대해 일정한 경향을 보였으

며 이는 Fig. 7에 도시하였다 (Tsukada et al., 2005).

Fig. 7. Comparison of strontium concentration and radio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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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보다 다양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방사성 스트론튬의

빠른 예측과 영향 평가를 통해 신속한 방재 대책을 수

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IBS를 사용하여 수 초 내에 스트론

튬의 정량 분석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해양 환경에서

의 스트론튬 분석 시 방해 매트릭스로서 칼슘과 해수

의 간섭 영향을 평가하였다. 또한 LIBS를 통한 스트론

튬의 정량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Sr-90 핵종분석 장비

를 사용한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LIBS를 사용한 스트

론튬 원소 분석결과의 상관관계를 파악 하였으며 연구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민감도 향상을 위한 분석 기판 개발 및 응용

환원성이 강하여 습식분석이 어려운 스트론튬 액체

시료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고체화 방법을 선택하였으

며, 이를 위해 기존의 시료홀더를 개선하여 분석 기판

을 고안함으로써 빠른 시간에 정량분석이 가능해졌다.

2) 스트론튬은 LIBS에 의해 정량적으로 분석 

스트론튬의 정량 분석 가능성을 보기 위해 선형성

시험을 수행하였고, 선형성 농도 - 반응 곡선으로부터

결정계수 (R2)를 도출하였다. 흑연 기판 및 목재 기판

을 사용하였을 경우 20 mg/L에서 80 mg/L 농도 대

역에서 결정계수 (R2)가 0.9998 및 1로 분석 기판 중

가장 우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가장 낮은 검출 가능한

농도는 흑연 기판으로 0.1 mg/L로 측정되었다. 

3) 간섭 영향은 분석 기판에 따라 상이함.

스트론튬 분석 시 방해 매트릭스 효과는 분석 기판

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났다. 여과지 기판을

사용하는 경우, 분석 편차가 0.89%로 가장 낮았다. 이

것은 LIBS를 이용한 스트론튬의 분석 시 칼슘의 영향이

미치지 않음을 나타내며 해수의 정량 간섭 효과를 측

정한 결과, 여과지 기판을 사용하였을 때 결정계수가

0.9993으로 해수 매트릭스에서 정량분석이 가능하였다.

4) 비상시 방사성 스트론튬 유출농도는 LIBS에 의

해 예측 가능

방사성 스트론튬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모니터링 항목 중 하나이기에 LIBS의 원소분석과 방

사능 분석 장비 (저준위 알파베타 계수기)의 방사능 분석

결과의 상관관계를 측정 하였다. 그 결과 Sr-90/Sr의

비는 약 0.01의 관계를 보였다. 보다 많은 추가 연구

가 필요 하나 LIBS는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긴박한 상황 시 신속하고 용이하게 해수중의 스트론튬

을 감시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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