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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를 활용한 

인산석고 야 장 침출수 의 226Ra 분석

김근호
1*
 ․ 김용재

1,2
 ․ 장병욱

1,2

과학기술연합 학원 학교
1
 ․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2

E-mail: chocomilk777@ust.ac.kr

심어 (keyword) : 226Ra, 침출수, 인산석고, EDTA, 액체섬 계수기

 서  론

 인산석고(Phosphogypsum)는 인산비료산업에서 발

생하는 부산물로써 원료인 인 석 내에 포함된 226Ra 

 약 90%는 인산석고로 이동하게 된다[1]. 
226
Ra은 

표 인 천연방사성 핵종으로 같은 알칼리 토 속인 

Ca2+과 화학  거동이 유사하여 채 내에 유입되었을 

때  속에 축 되어 내부피폭을 일으킬 수 있기 때

문에 방사선학  에서 매우 요하다[2, 3]. 
  액체섬 계수기를 이용하는 226Ra분석법에는 Ba 공

침법을 통해 얻어진 Ba(Ra)SO4 침 물이 이용된다. 

그러나 인산석고 야 장 침출수와 같은 다량의 SO4
2-

이 수용액 내에 존재할 경우, 운반체로 첨가되는 Ba2+

은 용액 에 균질하게 섞이기 이  SO4
2-
과 결합하

여 BaSO4 침 물로 생성된다. 한, 시료 에 공존

하고 있는 Ca2+으로 인해 CaSO4 침 이 함께 만들어

져 순수한 BaSO4 침 물을 얻기 어려워진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화학에서 속이온의 분리에 많

이 활용되는 EDTA를 이용하여 인산석고 침출수에서

의 Ba 공침법을 개발하 고 실제 인산석고 야 장 주

변 침출수의 분석에 용하 다. 한 침출수와 유사

한 매질의 제조된 226Ra 모의표 시료와 IAEA-434 

인증표 물질을 통해 분석 신뢰성을 검증하 다.

 재료  방법

 

 개발된 Ba 공침  계측시료 제조과정은 Fig. 1과 

같다.

Fig. 1. preparation procedure of the purified Ba(Ra)SO4 

precipitate and the counting sample. 

 제조된 계측시료는 액체섬 계수기를 이용하여 30분

씩 5회 반복 측정하 다. 
226
Ra의 농도는 액체섬 계

수기를 통하여 얻어진 분당 계수값을 기기의 효율과 

회수율로 보정하여 계산하 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인산비료공장의 인산석고 야

장 부근에서 채취된 실제 침출수 시료를 사용하 고, 

분석법의 검증을 해 2010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서 분석한 인산석고 야 장 침출수의 주성분원소 분

석결과[4]를 근거로 모의시료를 제조하여 각각 다른 

농도의 
226
Ra 표 용액을 섞었다. 한, 인증표 물질 

분석의 경우 
226
Ra에 한 한 액체 표 물질이 없

어 IAEA AQCS 인산석고 인증표 물질(IAEA-434)

을 녹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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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고찰

Sample ID Activity results (Bq∙kg-1)

Leachate-1 0.106 ± 0.012*

Leachate-2 0.091 ± 0.013* 

Leachate-3 0.105 ± 0.013* 

Leachate-4 0.105 ± 0.012* 

Average 0.102 ± 0.007†

Table 1. The analytical results of 
226
Ra concentration 

in leachate samples using LSC

Fig 2. Correlation between 
226
Ra concentration in 

simulated standard samples and measured 
226Ra concentration 

 EDTA는 속 양이온들과 1:1의 강한 착물을 형성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aSO4 침 의 생성

을 조 하여 운반체로 첨가된 Ba이 Ra과 균질하게 

섞일 수 있도록 하고, 다량으로 함께 공침되는 CaSO4 

침 물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 개발된 처리  분

석방법을 이용하여 실제 인산석고 야 장 침출수에 

한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4개 시료의 분석결과 

평균은 0.102 Bq·kg
-1
, 상 표 편차는 7.37% 다. 이

는 스페인의 분석 결과(0.1 - 0.5 Bq·kg
-1
)와 인도의 

분석한 결과(0.07 - 0.53 Bq·kg-1)와 유사한 범 다[5, 

6]. 회수율은 부분의 시료에서 70% 이상이었으며, 

검출하한치는 0.36 mBq·kg
-1
이었다. 

 제조된 모의시료의 분석결과, 측정값은 첨가한 농도

와 1% 내외에서 잘 일치하 으며, 그림 2와 같이 좋

은 상 계(R
2 
= 0.99)를 보여줬다. 인증표 물질

(IAEA-434)를 5회 반복 분석한 결과는 인증값과 

5.8% 이내에서 잘 일치하 다.

 결  론

 기존의 BaSO4 침 분리법을 바탕으로 EDTA를 활

용하여 SO4
2-
이 다량으로 존재하는 인산석고 야 장 

침출수 의 226Ra 분석법을 개발하 다. 개발된 분석

법은 인산석고 야 장 침출수가 환경에 미치는 향

을 평가하기 한 
226
Ra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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