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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210Bi 분석을 통한 해양 물질순환 재평가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대양에서 210Bi의 수직분포 자료를 획득(세계 최초)하고 방사성 동위원소인 210Pb, 
210Bi 및 210Po 수직분포 특성으로부터 해양 상층부에서의 물질순환 재평가를 통한 
해양 생지화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방사성 동위원소현장 측정 기술 개발로 대양 연구에 새로운 분야 개척
○ 해양의 탄소 및 물질순환 관련 기존 이론에의 새 패러다임 제시 및 재해석 

자료 제공
○ 기존의 고가의 비용이 드는 극미량의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을 위한 해수 전

처리 및 농축 기술의 효율화 및 자동화를 통해 기존의 방법 대비 경제성 및 
효율성 확보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 기간: 2020년 2월 1일 – 2021년 8월 31일

 2.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범위
○  해수 중 210Bi 선상 분석법 정립 

- 육상 예비 실험 결과를 인도양 항해시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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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역에서의 210Bi의 용존상, 입자상 분포 특성 자료 획득
- 인도양  또는 태평양 항해시 현장 적용 시험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 제시
○ 인도양 또는 태평양 수층에서 210Bi 수직 분포도 세계 최초 획득

- 전수층 정점 1개, 상층부 정점 10개 선상분석
- 동일시료로 용존/입자태 동시 측정
- 타 인도양 또는 태평양 연구사업의 연구항해와 연계 (이사부호 기반)

○ 대양 수층에서 210Bi 물질 수직 수송에서의 210Bi 역할 평가 
- 이론 모델 결과와 비교 분석
- 210Pb, 210Po, 210Bi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기존의 210Po-210Pb 만을 이용하

는 기존 방법과의 비교 분석
 

Ⅳ. 연구개발결과
○  해수 중 210Bi 선상 분석법 정립 

-  해양 현장의 연구선상에서 해수중의 용존성, 입자성 210Pb,  210Bi 210Po 수
직 분포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간편하고 경제적인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정립

- 동해 연안역 해수에서 210Po와 210Bi의 용존상, 입자상 분포 특성 자료 획득  
○  

-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하여, 대양 탐사의 기회가 무산됨에 따라 동
해 울릉분지 및 대륙사면의 2 정점에서 210Pb,  210Bi 210Po 수직 분포 자료
를 획득하였으며, 이는 해양에서의 최초의 수직 분포 자료에 해당됨 

○ 대양 수층에서 210Bi 물질 수직 수송에서의 210Bi 역할 평가

- 동해 수층에서 210Pb,  210Bi 210Po 수직 분포 및 플랑크톤 시료들에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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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10Pb,  210Bi 210Po 자료를 이용한 물질 수직 수송에서의 210Bi 역할 평
가 논문 작성중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210Pb-210Po 쌍을 이용한 상부수층 기존 물질순환 연구의 재평가 및 해양 

생지화학분야의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활용 
 ○ 해양에서 210Bi 분석 및 연구 방법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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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Title 

A New Paradigm of Ocean Flux Study using 210Pb, 210Bi and 
210Po 

Ⅱ. Objectives and necessities of the study
 1. Objectives of the study

To obtain the vertical distribution data of 210Bi  in the ocean (first in the 
world) and to present a new paradigm for marine biogeochemistry research 
through reevaluation of material cycle in the upper ocean from the vertic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he radioactive isotopes 210Pb, 210Bi and 210Po 

 2. Necessities of the study
○ Pioneered a new field in ocean research by developing radioactive isotope 

in-situ measurement technology
○ Suggest a new paradigm for existing theories related to carbon and 

material cycle in the ocean and provide data for reinterpretation
○ Securing economics and efficiency compared to existing methods through 

improvement of seawater pretreatment and enrichment technology for the 
measurement of trace amounts of radioactive isotope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Ⅲ. Contents and scopes of the study
  1. Study period: July 1, 2020 - August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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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ntents and scopes of the study
○ Establishment of in-situ  onboard 210Bi analysis method in seawater

- Field application of preliminary test results on land
- Acquisition of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 data of 210Bi dissolved 

phase and particle phase  in coastal area
- Identification of problems found in field application tests during voyages 

in the Indian Ocean or Pacific Ocean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 World's first acquisition of 210Bi vertical distribution in the Indian Ocean 

or Pacific waters
- Analysis of seawater samples with the upper 10 layer per 1 station in 

the ocean
- Simultaneous measurement of dissolved/particle phase with the same 

sample
- Linkage with research voyages of other Indian Ocean or Pacific 

research projects (based on R/V Isabu)
○ Assess the role of 210Bi in vertical flux of material in the ocean

-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oretical model results
-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existing assessment using 210Pb-210Po 

disequilibrium  and new assessment using 210Pb, 210Bi  and 210Po data
 

Ⅳ. Results
○ Establishment of in-situ  onboard 210Bi analysis method in seawater

- Developed and established a simple and economical analysis method 
that can obtain data on the vertical distribution of dissolved, 
particulate 210Pb, 210Bi  and 210Po in seawater on a research vesse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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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cean site
- Acquisition of data on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dissolved and 

particulate phases of 210Bi  and 210Po in coastal seawater in the East 
Sea 

○ Due to the coronavirus pandemic, as opportunities for ocean exploration 
were canceled, 210Pb, 210Bi  and 210Po vertical distribution data were 
obtained in the Ulleung Basin and the continental slope of the East Sea, 
which corresponds to the first vertical distribution data in the ocean.

○ Evaluate the role of 210Bi in vertical flux of material in the ocean
- Writing an article on the role of 210Bi in vertical material transport using 

210Pb, 210Bi  and 210Po vertical distribution in the water column of the East 
Sea water and 210Pb, 210Bi  and 210Po data obtained from plankton samples

 

Ⅴ. Application plans of the results of the study
○ Re-evaluation of existing material cycle study in upper water layer using 

210Pb-210Po pair and use as a new research method in the field of marine 
biogeochemistry

 ○ Spread of 210Bi analysis and research methods in the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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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사업추진배경

○ 방사성 동위원소현장 측정 기술 개발로 대양 연구에 새로운 분야 개척
  ○ 해양의 탄소 및 물질순환 관련 기존 이론에의 새 패러다임 제시 및 재해석 자료 제

공
  ○ 기존의 고가의 비용이 드는 극미량의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을 위한 해수 전처리 및 

농축 기술의 효율화 및 자동화를 통해 기존의 방법 대비 경제성 및 효율성 확보
○ 고부가가치의 대양 방사능 관측기술 노하우 축적 및 기술 이전
○ 환경/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위한 국가 해양정책 수립에 일조.
○ 신뢰성 있는 해양자료 확보 및 해석기술은 해양정보 서비스 시장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연구수행 및 분석기술 선진화로 관련 해양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 

  ○ 기후변화와 관련된 해양의 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 증진
  ○ 국가 상위 어젠다 달성에 기여 및 해양과학 분야의 국가 위상 제고
     - 기후변화 감시/예측능력 확보, 해양과학조사 역량 강화 등 
  ○ 급속하게 변화하는 지구환경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인류공영의 신지식 창출

 제 2 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의 목표

○ 대양에서 210Bi의 수직분포 자료를 세계 최초로 획득하여 방사성 동위원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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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Pb, 210Bi 및 210Po 수직분포 특성으로부터 과거 수십년 동안 210Bi을 배제한 채 
210Pb-210Po 쌍만으로 계산되어져 온 해양 상층부에서의 물질순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하여 해양 생지화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1. 해수 중 210Bi 선상 분석 기술 개발 및 정립

 2. 대양 수층에서 210Bi 수직 분포도 세계 최초 획득

 3. 210Pb-210Bi-210Po 체인의 수직 분포를 통한 상부 해수층에서의 물질 순환 이론 
재정립 

  2. 연차별 연구 목표 및 내용

년도 성과목표 사업내용 

2020년
~

2021년

성과목표-1: 해수 중 
210Bi 선상 분석법 정립

○ 다량의 210Bi 시료 신속 분석법 개발

○ 연안역에서 210Bi의 용존상, 입자상 분포 
특성 자료 획득

성과목표-2: 대양 수층에
서 210Bi 수직 분포도 세
계 최초 획득

○ 동해수층에서 210Bi 수직 분포도 세계 최초 
획득

성과목표-3: 대양 수층에
서 210Bi 물질 수직 수송
에서의 210Bi 역할 평가

○ 동해 수층에서 210Bi 물질 수직 수송에서의 
210Bi 역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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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 추진 계획 및 체계

가. 연구개발 로드맵

그림 1. 연구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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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전략
□ 세계 최초 해수층에서의 210Pb-210Bi-210Po 의 자료 생산
○ 기 발표된 논문*, 해수에서의 210Pb-210Po 쌍에서의 겉보기 불균형에 대한 210Bi의 역

할’에서 겉보기 이론 모델 논문*에서 기존 해양에서 30여년간 연구되어져 온 
210Pb-210Po 쌍을 이용한 해수 상층부에서의 물질 침강 플럭스의 방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규명 

* Kim, S.H., G.H. Hong, 2019.  On the role of 210Bi in the apparent 
disequilibrium of 210Pb-210Po at sea. Journal of Environmental 
Radioactivity, 208-209. 

   https://doi.org/10.1016/j.jenvrad.2019.106024 

○ 이를 해양 현장 자료로부터 검증하기 위한 다량의 해수시료에서 210Bi의 선상 분석법 
정립 
 - 새롭게 개발한 해수에서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210Bi 분석법에 대한 논문 투고를 위

한 자료 보완 실험 수행*
 *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분석법은 해수 여과 -> 회수율 측정을 위한 Traces 추가 

-> Fe 공침 및 1N HCl 용액 상태에서 silver disc에서 210Po 정착 및 알파 계수
기로 측정 -> Bi를 용매 추출법으로 선택적으로 추출 -> BiOCl 침전물로 베타 카
운터에서 계수 -> 210Pb을 210Bi 으로 방사평형시킨 후 -> BiOCl 로 침전물 만들
어 역시 베타카운터로 계수 하는 방법에 대한 예비 실험을 이미 수행한 바 있으
며, Bi의 선택적 추출 및 약 90% 이상의 회수율 확인한 바 있음 

 - 베타 계측의 interferences 확인 및 기존 논문들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210Bi의 
count efficiency 실험 등을 통하여 분석법 정립에 추가 자료를 육상 실험실에서 
수행

 - 연안역에서의 해수중 210Bi의 용존성, 입자성 분포 특성 자료 획득
 - 논문 작성, “해양에서 용매 추출법을 이용한 210Bi의 신속한 분석법”

○ 대양에서의 210Pb-210Bi-210Po 의 해수층 프로파일 자료 획득 및 분석
 - 이사부호를 이용한 대양 과제와 협력을 통하여 인도양 또는 태평양에서 

210Pb-210Bi-210Po 의 해수 수직 분포 특성 자료 획득: 조사 정점은 기 인도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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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에서 획득된 물리, 화학, 생물 자료 검토로부터 선정
 - 탄소 및 기타 물질순환 특성 파악을 위한 자료는 인도양 또는 태평양의 타 연구 

과제와 협력하여 획득
 - 논문 작성, “210Pb-210Bi-210Po 체인의 수직 분포를 통한 210Pb-210Po 쌍을 이용한 

침강 플럭스의 재해석”

다. 추진체계

그림 2.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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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해수 중 210Bi 선상 분석법 정립

1. 추진내용

 가. 210Bi의 수직분포 획득을 위한 효율적인 선상 210Bi 분석법 개발 

- 해양 상부수층에서 물질의 침강속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기존의 
210Pb-210Po 쌍을 이용한 연구 방법은 중간 생성물인 210Bi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그림 3) 

그림 3. 기존의 210Pb-210Po쌍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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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감기가 5.01일로 매우 짧은 210Bi의 신속한 선상분석을 위해 육상 예비 실험을 통한 
효율적인 210Pb-210Bi-210Po 동시 분석 기술을 개발함

 1) 철공침과 망간공침을 통한 Bi 회수율 실험 

- 해수시료 40L에 stable Pb, Bi-209 1mg 과 Bi-207를 넣어 잘 혼합한후 각각 시료 3
개씩 철공침과 망간공침을 실시함(그림 4). 

그림 4. 철공침(좌) 과 망간공침(우)

- 공침물을 잘 가라앉힌후 상등액과 분리하여 염산에 모두 녹인후 감마계측기를 통해 
Bi-207의 회수율을 측정함. 철 carrier 200mg을 첨가한 철공침에서 82%로 가장 높
은 회수율을 보임(표 1)

표 1. 철공침과 망간공침 과정 Bi 회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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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매추출을 통한 Bi 회수율 실험 

- 철공침과 망간공침을 통해서 분리해낸 Po-Bi-Pb 해수시료에서 Bi만을 분리하기 위해  
0.1% DDTC Chloroform을 사용함. 

- 2N 염산 상태인 시료에 0.1% DDTC Chloroform을 20ml씩 넣어 1분간 혼합한후 Bi
가 용매층으로 잘 분리되도록 7분간 층 분리 시킨후 Chlorofom층을 분리함. 0.1% 
DDTC Chloroform 20ml를 2회 더 실시함(그림 5).

그림 5. Bi 분리를 위한 용매추출

- 분리된 용매층을 각각 감마계측기를 통하여 Bi-207의 회수율을 측정함. 첫 번째 용매 
추출에서 Bi-207의 회수율은 82~90%을 보였으며, 두 번째 용매추출에서는 0~1%의 
Bi-207의 회수율을 보임. 마지막 용매추출시에는 회수율이 0%로 나타남(표 2, 그림 
6). 

표 2. 용매추출 과정 Bi 회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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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용매추출 과정 Bi 회수율

3) BiOCl침전 분리 과정 Bi 회수율 실험 

- 용매추출을 통해 분리한 용매층을 모두 증발시킨 후 conc. HNO3 2ml와 증류수 30ml
를 넣은후 NH4OH로 pH8로 맞춰 Bi(OH)3 침전을 만든 후 원심분리하여 침전만을 분
리하여 conc. HCl로 녹이고 증류수 40ml를 더한 후 pH1.1~1.5로 맞춰 진주빛이 나
는 BiOCl 침전을 만들어 Bi를 분리함(그림 7). 

   

그림 7. BiOCl침전 

- BiOCl 침전 만드는 과정에서 Bi-207의 회수율을 측정함(그림 5). 3개의 BiOCl침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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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207 회수율은 87~94%로 평균 91%의 회수율을 보이고, 나머지 상등액에서는 1% 
이하의 회수율을 보임(표 3).

표 3. BiOCl침전 과정 Bi 회수율

4) 입자성 시료 분리용 멤브레인 필터의 Bi 회수율 영향 실험 

- 입자성 시료 분리용으로 사용하는 필터가 Bi분리시 회수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생물 건시료(IAEA-437), 시료와 nuclepore(PC) 멤브레인 필터, 시료
와 supor(PES) 멤브레인 필터를 각각 3개씩 준비하여 산추출하고 3차례의 용매추출를 
실시한후 Bi-207 회수율을 확인함 

- 필터없는 시료와 Nuclepore필터가 함께 사용된 시료는 첫 번째 용매추출에서 90% 의 
같은 Bi-207 회수율을 보이며 변화가 없었으나, supor 필터를 사용한 시료는 첫 번째 
용매 추출에서 83%의 다소 낮은 회수율을 보임(표 4,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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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멤브레인 필터에 따른 Bi 회수율

그림 8. 멤브레인필터별 Bi 회수율 



- 27 -

5) stable Pb carrier 백그라운드 비교 실험 

- Pb 회수율을 보기위해 첨가하는 stable Pb이 Pb-210 평가값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해 종류별 stable Pb의 백그라운드를 측정함.

- 첫 번째 시료는 VHG사의 Pb standard 10mg을 사용하였고, 두 번째 시료는 
sigma-aldrich사의 Pb standard 10mg, 마지막은 sigma-aldrich사의 galena(PbS)
를 녹여 Pb 10mg를 사용하여 0.5N HCl 100ml로 만들어 silver disc에 침착시킴, 각
각의 시료는 3개씩 준비함. 

- 각각의 silver disc는 알파계측기를 사용하여 카운트수를 측정하여 cpm값으로 계산하
였으며, 가장 낮은 백그라운드 값을 보인 것은 sigma-aldrich사의 Pb standard로 평
균 0.0031cpm 값을 보였으며, galena로 녹여서 만든 stable Pb은 대략 6배인 
0.0194cpm을 보임. VHG사의 Pb standard는 sigma-aldrich사의 값보다 200배 이
상의 높은 0.6212cpm값을 보임(표 5).

표 5. 종류별 Pb carrier 백그라운드 비교

Pb standard(VHG- 1000ug/ml, 5% HNO3) 10mg
Pb standard(sigma-aldrich-1000ug/ml, 2% HNO3) 10mg
PbS (sigma-aldrich- 5mg/ml, HNO3) 10mg

Po-210
I.D counts Live time(sec) cpm

Pb(VHG)-1 610 102106 0.3585
Pb(VHG)-2 1370 102144 0.8047
Pb(VHG)-3 1193 102195 0.7004

Pb(SIGMA)-1 7 102231 0.0041
Pb(SIGMA)-2 2 102398 0.0012
Pb(SIGMA)-3 7 102487 0.0041

PbS -1 27 83286 0.0195
PbS -2 18 83283 0.0130
PbS -3 36 83313 0.0259

0.0194 ± 0.0065

average (cpm)

0.6212 ± 0.2335

0.0031 ± 0.0017

 나. 210Pb-210Bi-210Po 효율적 동시 분석 방법

1) Po-210 분리 측정을 위한 Plating 과정

- 가장 효율적인 대용량 해수 시료의 210Bi 분석방법은 철공침 방법을 사용하여 분리시킨



- 28 -

후 silver disc에 Po를 선별 분리함.

2) Bi-210 분리 측정을 위한 용매추출과 BiOCl침전 분리 과정

- Po만 분리제거된 시료에 0.1% DDTC Chroloform을 20ml씩 3차례 반복하여 Bi 만을 
분리함.

- 용매추출로 분리된 Bi는 BiOCl 침전을 만들어 필터링 한후 베타 분석기를 사용하여 측
정함

3) Pb-210 측정을 위한 2nd Bi Extraction & BiOCl침전 과정

- 용매추출로 Bi까지 제거된 시료를 대략 한달간 보관한후 Pb에서 재생산된 Bi를 다시 
한번 용매추출과 BiOCl침전 과저을 거쳐 Bi를 분리함

- 베타계측기를 사용하여 계측

그림 9. Pb-Bi-Po 동시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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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양의 수층 210Bi 수직 분포 획득

1. 추진내용

 가. 시료 채취

 1) 해수 시료

- 해수 시료는 동해에서 2020년 3월과 6월 두차례 이사부호의 CTD를 사용하여 채취하
였으며, 2021년 6월에는 장목2호 CTD를 사용하여 채취하였음(그림 10). 

2020년 3월 10~15일 2020년 6월 26~29일 2021년 6월 15일
(37° 03′N, 129° 50′E, 1,100m)

그림 10. 2020, 2021년 시료채취 위치

- 2020년 해수시료는 현장에서 각 깊이별 40L씩 채취하여 용존태 시료는 현장에서 필터
링을 하고 6N HCl으로 pH2이하로 낮추고, 입자태 시료는 필터를 페트리디쉬에 담에 
냉동 보관한 후 실험실로 이동함(그림 11).



- 30 -

그림 11. 해수시료채취용 CTD(좌), 해수시료 필터(우)

2) 플랑크톤 시료

- 플랑크톤 시료는 동해에서 이사부호를 사용하여 2020년 6월 5정점에서 300um 이상, 
300um과 20um 사이, zooplankton 3종류로 분류 하여 채취하였고, 2021년 6월에는 
장목2호를 사용하여 한정점에서 300um 이상과 300um와 20um 사이로 분류하여 채
취함(그림 12).  

그림 12. 플랑크톤 채취방법

나. 해양 시료 분석 방법

1) 해수 시료

(가) Po-210 분리 측정을 위한 Plating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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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solved 해수 시료 40L 는 0.4um로 필터한 후 현장에서 6N HCl로 pH2이하로 낮
추고, particulate 해수 시료는 필터지를 페트리디쉬에 담아 냉동 보관하고, Total 해수 
시료는 바로 6N HCl로 pH2이하로 맞춘 후 실험실로 이동 

- 각각의 시료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하고 기록한후 Tracer Po-209 5dpm, Pb carrier 
5mg, Bi carrier 1mg 을 넣고 충분히 저어준 후 Fe3+carrier 300mg 을 넣고 5시간 이
상 충분히 혼합해줌

- pH를 8~9사이로 맞추기 위해 14% Ammonia solution 을 넣고 침전물이 생길 수 있
도록 충분히 저어준 후 하룻동안 공침.

- Fe 공침을 상등액을 제거 후 원심분리. 

- 분리된 Fe공침에 Conc. HNO3 10ml, Conc. HF 2ml, H2O2를 이용해 Fe 공침물을 
녹여 Teflon beaker로 옮김.

- Fe공침이 모두 녹을 때까지 heating 과 dryness 과정을 반복 한 후 다 녹으면 
Conc. HCl 2ml를 넣고 증발건조. 

- particulate 시료는 tracer와 산을 넣고 용출.

- 증발 건조된 시료에 0.5N HCl 100ml 추가. 

- Ascorbic acid를 Fe 대비 3.5배 추가하고 하룻동안(10시간 이상) sliver disc에 침착.

- Plating 이 끝난 silver disc는 CANBBERA PIPS Detector 를 장착한 알파계측기를 
이용하여 Po-210, Po-209 측정(그림 13).

그림 13. CANBBERA PIPS Detecter를 장착한 알파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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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i-210 분리 측정을 위한 용매 추출과 BiOCl침전 과정

- Po-210측정을 위한 Po-plating 과정이 끝난 시료(0.5N HCl 100ml)를 separate 
funnel로 옮기고, 침전물이 있으면 filter Paper(ADVANTEC 2 125mm)로 여과과정을 
한번 더 거침.

- 전체 시료를 2N로 맞추기 위해 15ml Conc. HCl 을 넣어 충분히 혼합. 

- 시료에 0.1% DDTC Chloroform 20ml를 추가. 

- Separate funnel을 1분 동안 격렬히 흔들어주고 7분동안 층이 충분히 분리될 수 있
도록 기다려 준 후, 하층액만 Teflon 비커에 받음.

- 용매추출 과정을 2회 더 반복. 

- 남은 상층액(2N HCl 층)은 따로 라벨링한 병에 보관.

- 용매추출 후, solvent 층은 Conc. HNO3을 3ml 넣어준 후 열을 가해 낮은 온도로 서
서히 증발.

- 증발 건조된 시료에 Conc. HNO3 5ml, H2O2 한 두 방울 넣은 뒤 다시 증발건조. 

- 증발 건조된 시료에 다시 Conc. HNO3 2ml 추가. 

- 샘플이 모두 증발 되었으면, Conc. HNO3 3ml 한번 더 추가. 

- 샘플을 Teflon 원심분리관으로 옮긴 후, 총 용액의 무게가 30g이 되도록 D.W 추가. 

- 원심분리관에 Bi carrier 5mg 를 추가 한 후 혼합. 

- Teflon 원심분리관에 conc. NH4OH 2ml 추가하여 혼합.

- pH=8로 맞추고 침전물 확인(Bismuth hydroxide). 

- 원심분리하여 상등액 버림. 

- 침전물은 Conc. HCl 5방울로 녹인 후 D.W 40ml 추가(BiOCl침전).

- 침전이 생긴 원심분리관은 중탕시켜 침전물을 키움.

- 중탕 후, WHATMAN 42, 24mm 필터지를 사용해 필터링.

- 증류수 10ml 와 에탄올 10ml 로 필터지 세척.

- 필터링이 끝난 필터지는 R.I 램프에 약 1시간 정도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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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된 필터지를 beta counting holder 위에 올려놓고 랩1겹, 호일2겹으로 싸서 기
타  Bi-동위원소들(Bi-211,212,214..)을 붕괴시킨후 12시간 후 RISØ-counter를 이용하
여 측정(그림 14, 그림 15).

그림 14. RISØ 베타계측기

그림 15. Bi-method blank(위), Bi-동위원소 반감기(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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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 카운터 효율은 평균 57.2%이며 3개의 카운터로 총 15개의 검출기 사용.

- 검출효율은 다음과 같음(표 6)

표 6. 베타카운터의 210Bi 검출효율

(다) Pb-210 측정을 위한 2nd Bi 용매 추출과 BiOCl침전 과정

- 첫 번째 Bi 분리를 위한 용매 추출시에 보관해 놓은 남은 상층액(2N HCl 층)을 대략 
한달 후(Bi-210 반감기 5.01d, 5반감기 이상) Bi carrier 1mg 첨가한후 separate 
funnel에 옮김.

- Bi 분리과정부터 똑같이 진행. 

2) 플랑크톤 시료

- 시료를 동결건조 후 무게를 측정해 건중량을 기록. 

- 플랑크톤 시료 20~30mg에 Tracer Po-209 5dpm. Pb carrier 5mg, Bi carrier 
1mg 을 넣고 Conc. HNO3 10ml 와 Conc.HF 2ml를 넣고 가열 시키며 증발 건조. 

- Teflon bomb을 Conc. HCl로 1~2회 washing 시킨 후 증발 건조.

- 다시 0.5N HCl로 Teflon bomb을 2~3회 washing 후 Teflon 비커에 옮김. 

Counter  
No.

Detector 
No.

counts count 
time(min)

activity
(cpm)

background
(cpm) sample-bkg

(cpm)
STD 

activity
(dpm)

dpm/cpm D.E 
(%)

average average

beta-1

11 10262 900 11.40 0.22 11.185 19.13 1.71 58.5 
12 10471 900 11.63 0.18 11.455 19.13 1.67 59.9 
13 9107 900 10.12 0.16 9.954 19.13 1.92 52.0 
14 10123 900 11.25 0.17 11.080 19.13 1.73 57.9 
15 9891 900 10.99 0.21 10.782 19.13 1.77 56.4 

beta-2

21 13702 1200 11.42 0.18 11.236 19.13 1.70 58.7 
22 13790 1200 11.49 0.17 11.324 19.13 1.69 59.2 
23 13221 1200 11.02 0.15 10.870 19.13 1.76 56.8 
24 13303 1200 11.09 0.16 10.929 19.13 1.75 57.1 
25 13416 1200 11.18 0.18 10.998 19.13 1.74 57.5 

beta-3

31 42206 3700 11.41 0.16 11.248 19.12 1.70 58.8 
32 42411 3700 11.46 0.15 11.312 19.12 1.69 59.2 
33 41173 3700 11.13 0.16 10.972 19.12 1.74 57.4 
34 37675 3700 10.18 0.13 10.048 19.12 1.90 52.6 
35 40631 3700 10.98 0.16 10.817 19.12 1.77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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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flon 비커에 총 용액이 0.5N HCl 100ml 되도록 채움. 

- Ascorbic acid 0.35g을 추가하고 하룻동안(10시간 이상) sliver disc에 침착. 

- Plating 이 끝난 silver disc는 CANBBERA PIPS Detector 를 장착한 알파계측기를 
이용하여 Po-210을 측정.

-  이후 과정은 해수시료 과정과 같이 진행하였음.

다. 해양 시료의 210Bi 분포

1) 해수 시료

(가) 2020년 해수 시료 

- 2020년 3월에 채취한 시료는 분석시 시약의 문제로 결과값을 얻지 못함.

- 2020년 6월 해수 시료의 결과값을 얻었고 다음의 식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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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020년 6월 해수 210Po, 210Bi, 210Pb 농도의 수직분포 및 농도비

I.D Concentraion of 
210Po(dpm/100kg)

Concentraion of 
210Bi(dpm/100kg)

Concentraion of 
210Pb(dpm/100kg)

210Bi
/210Po

210Po
/210Pb

210Bi
/210Pbstn. depth(m) phase

E5

0

Particulate

0.81 ± 0.05 4.05 ± 0.00 0.36 ± 0.04 5.01 2.22 11.11 
20 1.03 ± 0.06 2.95 ± 0.00 0.50 ± 0.05 2.87 2.04 5.86 
45 1.13 ± 0.07 3.95 ± 0.00 0.56 ± 0.05 3.49 2.03 7.08 
75 0.87 ± 0.06 2.71 ± 0.00 1.14 ± 0.08 3.13 0.76 2.37 
100 0.84 ± 0.06 3.57 ± 0.00 1.41 ± 0.10 4.24 0.60 2.53 
200 1.19 ± 0.07 2.74 ± 0.00 2.48 ± 0.13 2.31 0.48 1.11 
500 1.05 ± 0.06 5.89 ± 0.00 0.84 ± 0.07 5.59 1.26 7.02 

1000 1.21 ± 0.06 3.42 ± 0.00 0.79 ± 0.06 2.82 1.53 4.31 
1500 1.38 ± 0.07 2.80 ± 0.00 1.04 ± 0.07 2.02 1.33 2.69 
2140 1.30 ± 0.07 5.26 ± 0.00 1.07 ± 0.08 4.06 1.21 4.91 

0

Dissolved

1.98 ± 0.11 46.08 ± 0.00 5.92 ± 0.22 23.28 0.33 7.78 
20 3.26 ± 0.14 20.58 ± 0.00 5.77 ± 0.23 6.30 0.57 3.57 
45 3.93 ± 0.14 12.56 ± 0.00 5.30 ± 0.21 3.20 0.74 2.37 
75 2.06 ± 0.10 24.15 ± 0.00 4.59 ± 0.18 11.72 0.45 5.26 
100 2.59 ± 0.11 16.24 ± 0.00 4.15 ± 0.17 6.26 0.63 3.92 
200 1.82 ± 0.09 19.08 ± 0.00 1.34 ± 0.08 10.49 1.36 14.27 
500 2.76 ± 0.12 18.74 ± 0.00 3.30 ± 0.15 6.78 0.84 5.68 

1000 1.21 ± 0.08 10.06 ± 0.00 3.12 ± 0.16 8.31 0.39 3.23 
1500 0.46 ± 0.05 9.04 ± 0.00 1.07 ± 0.08 19.77 0.43 8.44 
2140 0.85 ± 0.06 9.65 ± 0.00 1.57 ± 0.10 11.35 0.54 6.16 

그림 16. 2020년 6월 해수 210Po, 210Bi, 210Pb의 용존성, 입자성 농도 수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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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020년 6월 해수 210Po, 210Bi, 210Pb 농도비의 수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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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1년 해수 시료

표 8. 2021년 6월 해수 210Po, 210Bi, 210Pb 농도의 수직분포 및 농도비

I.D Concentraion of 
210Po(dpm/100kg)

Concentraion of 
210Bi(dpm/100kg)

Concentraion of 
210Pb(dpm/100kg)

210Bi 
/210Po

210Po
/210Pb

210Bi
/210Pbstn depth

(m) phase

ES2106

0

Dissolved

0.66 ± 0.06 15.98  ± 0.00 17.48  ± 0.00 24.04  0.04  0.91  
20 2.75 ± 0.12 11.55 ± 0.00 15.38 ± 0.00 4.20 0.18 0.75 
40 3.52 ± 0.16 20.58 ± 0.00 21.14 ± 0.00 5.85 0.17 0.97 
80 3.89 ± 0.16 12.83 ± 0.00 8.51 ± 0.00 3.30 0.46 1.51 

200 2.19 ± 0.12 11.30 ± 0.00 11.93 ± 0.00 5.15 0.18 0.95 
300 1.93 ± 0.10 9.98 ± 0.00 10.35 ± 0.00 5.17 0.19 0.96 
500 2.34 ± 0.10 13.56 ± 0.00 11.67 ± 0.00 5.80 0.20 1.16 

0

Total

7.61  ± 0.22 43.73  ± 0.00 37.95  ± 0.00 5.75  0.20  1.15  
20 5.43 ± 0.29 20.68 ± 0.00 19.41 ± 0.00 3.81 0.28 1.07 
40 4.96 ± 0.29 14.96 ± 0.00 17.93 ± 0.00 3.01 0.28 0.83 
80 4.70 ± 0.13 7.45 ± 0.00 9.06 ± 0.00 1.58 0.52 0.82 

200 2.51 ± 0.14 8.67 ± 0.00 10.41 ± 0.00 3.46 0.24 0.83 
300 2.29 ± 0.11 12.09 ± 0.00 13.35 ± 0.00 5.29 0.17 0.91 
500 3.16 ± 0.10 17.22 ± 0.00 10.91 ± 0.00 5.46 0.29 1.58 

그림 18. 2021년 6월 해수 210Po, 210Bi, 210Pb 의 용존성 및 총농도의 수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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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2021년 6월 해수 210Po, 210Bi, 210Pb ratio

2) 플랑크톤 시료

(가) 2020년 플랑크톤 시료

- 플랑크톤 종 구성은 다음과 같은(표 9, 그림 20)

표 9. 2020년 6월 플랑크톤 종 구성 



- 40 -

그림 20. 2020년 6월 플랑크톤 종들의 광학 사진

표 10. 2020년 6월 플랑크톤 210Po, 210Bi, 210Pb 농도 분포와 농도비

I.D Concentraion of 
210Po(dpm/g)

Concentraion of 
210Bi(dpm/g)

Concentraion of 
210Pb(dpm/100kg)

210Bi
/210Po

210Po
/210Pb

210Bi
/210Pb

S1 >300um 18.22 ± 0.86 41.36 ± 0.00 15.61 ± 0.94 2.27 1.17 2.65 

S6 >300um 14.11 ± 0.69 3.49  ± 0.00 11.35  ± 0.78 0.25 1.24 0.31 
300um>>20um 11.42 ± 0.69 59.55  ± 0.00 11.34  ± 0.80 5.21 1.01 5.25 

E5 >300um 24.27 ± 1.05 22.80  ± 0.00 6.98  ± 0.63 0.94 3.48 3.27 
300um>>20um 22.72 ± 1.32 86.09  ± 0.00 12.37  ± 1.12 3.79 1.84 6.96 

E3 zooplk 11.44 ± 0.57 29.06  ± 0.00 6.16  ± 0.46 2.54 1.86 4.71 
>300um 13.18 ± 1.07 46.24  ± 0.00 14.04  ± 1.23 3.51 0.94 3.29 

E1
zooplk 2.97 ± 0.29 20.19  ± 0.00 3.42  ± 0.34 6.81 0.87 5.91 

>300um 2.16 ± 0.23 11.21  ± 0.00 3.63  ± 0.34 5.19 0.59 3.09 
300um>>20um 2.25 ± 0.24 2.27  ± 0.00 4.74  ± 0.42 1.01 0.4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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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020년 6월 플랑크톤 210Po, 210Bi, 210Pb 분포

(나) 2021년 플랑크톤 시료

표 11. 2021년 6월 플랑크톤 210Po, 210Bi, 210Pb 농도 분포와 농도비

I.D Concentraion of 
210Po(dpm/g)

Concentraion of 
210Bi(dpm/g)

Concentraion of 
210Pb(dpm/g)

210Bi
/210Po

210Po
/210Pb

210Bi
/210Pb

ES2106
300um>>20um 7.50 ± 0.47 35.26 ± 0.00 22.61 ± 0.00 4.70 0.33 1.56 

>300um 6.45 ± 0.38 2.86  ± 0.00 31.66  ± 0.00 0.44 0.20 0.09 

그림 22. 2021년 6월 플랑크톤 210Po, 210Bi, 210Pb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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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대양 수층에서 210Bi 물질 수직 수송에서의 210Bi 역할 평가

1. 추진내용

 가. 이론적 배경

방사성 핵종들은 각각이 고유의 감쇄 붕괴상수와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붕
괴상수와 바다에서의 화학적 특성으로 인한 지화학적 거동 특성은 해양에서 일어나는 여
러 과정들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210Bi은 자연계에서 238U의 붕괴 사슬에 속
하는 방사성 핵종으로 반감기는 5.01일이다. 238U 초기 하위 체인은 238U에서 시작하여 
230Th, 226Ra 하위 체인은 226Ra에서 시작하여 214Po 및 210Pb 하위 체인으로 끝난다. 그
리고, 210Pb은 (안정) 206Pb로 끝난다(그림 21). 

238U 234U

230Th

226Ra

222Rn

218Po

214Pb

214Po

210Pb 206Pb

210Po

214Bi 210Bi

234Th

234Pa
4.47 x 109 yrs

1.18 min

2.48 x 105 yrs

7.52 x 104 yrs

1.62 x 103 yrs

3.82 days

3.05 min

26.8 min

19.7 min

1.64 x 10-4 sec

5.01 days

22.3 yrs

138 days

24.1 days

238U radioactive decay chain.

그림 23...238U 붕괴 체인 모식도  

210Pb(t1/2 = 22.3년), 210Bi(t1/2=5.01일), 210Po(t1/2 = 138일)는 각각 1900년 Hofmann과 
Strauss, 1905년 Rutherford, 1898년 Curies에 의해 발견되었다(Fry and 
Thoennessen, 2013; Todd, 2014). 그리고 1910년 Bateman(1910)이 세 개의 연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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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미분 방사성 붕괴 계열 방사성핵종 Aλ1 → Bλ2 → Cλ3→ 를 관리하는 분석 솔루션을 
발견했다. 수중 환경에서의 210Pb 및 210Po 측정은 1950년대 초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Bacon, 1975 참조), 해양에서의 거동 및 생물학적 흡수에 대한 풍부한 정보는 물론 입
자 형성 및 분해 및 용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210Bi는 바다에서 수집된 매
우 제한된 해수와 해저 퇴적물에 대한 극히 소수의 210Bi 분석 방법 개발 목적을 제외하
고 현재까지 해수에 대해 그 분포 경향이 결정되지 않았다(MacKenzie and Scott, 
1979; Church et al, 1994; Tokeida et al. ., 1994; Beginn et al., 2002).
해상에서 210Bi 문제를 다루기 전에 210Pb-210Bi-210Po의 세 가지 연속 붕괴 계열 방사성
핵종의 특성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 유형에 대한 일반적인 붕괴 모식
은 Aλ1 → Bλ2 → Cλ3→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A, B, C는 210Pb, 210Bi, 및 210Po, 각
각 및 λ1, λ2, λ3은 각각의 감쇠 상수(λ= ln2/t1/2)이다. 방사평형은 모핵종의 반감기가 
딸핵종의 반감기보다 몇 배나 더 큰(λ1<<λ2, 일반적으로 104배 또는 그 이상) 방사평형
의 제한적인 경우이므로 모핵종은 딸핵종의 많은 반감기 동안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238U(t1/2 = 4.47 giga year)에서 234Th(t1/2 = 24.3일)로, 226Ra(t1/2 = 1062년)에
서 222Rn(t1/2 = 3.82일)으로 붕괴하는 것은 해양에서의 전형적인 예이다. 방사평형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딸핵종의 겉보기 반감기가 210Bi -210Pb 및 90Y(t1/2 = 64시간) 
-90Sr(t1/2 = 28년)의 경우와 같이 모핵종의 반감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로서, 딸핵
종의 에너지 베타는 모핵종의 측정에 사용된다.(Chase and Ravinowitz, 1967). 그러나 
210Pb는 210Po와 영속적 평형을 이룰 수 없으며, 바다에서 격리된 210Pb 관련 입자와 같
이 210Po가 222Rn을 통해 조부모핵종인 226Ra에서 차단되면 3개의 방사성 핵종은 그들 반
감기의 더 작은 차이로 인해 결국 일시적인 평형이 될 것이다.

210Pb 210Bi  210Po 206Pb (stable)

210Bi는 238U 붕괴 계열 방사성 핵종 중 하나이며 210Pb 붕괴에서 생성되며, 차례로 206Tl
로 매우 작은 알파 붕괴(분지 비율 13.2 x 10-3%)와 함께 대부분 베타 붕괴를 통해 
210Po로 붕괴됩니다(그림 21). 표층 해양의 210Pb 및 210Po 방사능 농도는 일반적으로 대
륙붕에서 약 0.0033 Bq kg-1(약 6 amol kg-1) 및 약 0.0016 Bq kg-1(약 47 zmol 
kg-1)(예: Hong et al., 1999) 및 대양(예: Niedermiller 및 Baskaran, 2019)이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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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몇 가지 예비 관측(Tokieda et al., 1994)은 총 210Bi 방사성농도가 210Pb와 거의 같
은 것으로 나타남을 시사했다. 
표층 해양의 210Po-210Pb 불균형은 용존상(210Po/210Pb<1.0)에서 210Po의 결핍과 이에 상
응하는 미립자, 특히 생물학적으로 생성된 입자상(210Po/210Pb>1.0)의 과잉으로 입증된다. 
이는 해수로부터 식물성 플랑크톤 및 박테리아에 의한 Po의 우선적 흡착 및 하부층에서
의 재생으로 크게 인식된다(예: Stewart and Fisher, 2003; Kim et al., 2011). 이러한 
불균형은 유기 탄소의 수직 수송 플럭스(예: Verdeny et al., 2009)와 새로운 생산 형태
의 질소 재생(Sarin et al., 1994)에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사르가소해, 필리핀해, 남중국
해와 같은 빈영양해에서 조부모방사성핵종 210Pb에 대한 대규모 210Po 결핍(예, Kim, 
2001; Nozaki et al., 1990; Chung and Wu, 2005) 210Po의 박테리아 소비가 제안되었
지만 잘 설명되지 않았습니다(Kim, 2001). 210Bi를 포함하지 않는 210Pb-210Po 커플 사이
의 질량 균형은 (i) 210Bi가 모핵종 210Pb와 정확히 동일하게 행동하고 (ii) 210Bi가 해양 환
경에서 210Pb와 경년 평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Rigaud et al., 2013). iii) 210Po
는 상위 210Bi의 현장 붕괴(210Pb를 통해)를 통해서만 공급된다. 즉, 모든 210Po는 상위 
210Bi에 의해 지원되어야 하고 지원되지 않는 210Po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210Pb-210Bi-210Po의 장수명 222Rn 딸핵종 3개가 방사평형 상
태에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해양에서 210Bi의 짧은 반감기(t1/2 = 5.01일)로 인한 
측정 어려움으로 인하여 210Pb/210Po를 조부모-손녀 관계가 아닌 부모-딸 방사성핵종으
로 취급해 왔다. 210Bi의 평균 수명(t1/2/ln2)은 7.23일이며, 해양 표층에서의 과정에 비해 
물의 이동에 대하여 비교적 충분히 긴 시간이다. 예를 들어 식물 플랑크톤 세포 분열은 
약 0.5~1 day-1의 비율로 발생한다(Muller et al., 2011), 해류는 대륙붕에서 약 1km 
d-1 이동하고(Suk et al., 1996) Kuroshio에서 약 6km d-1 이동하고(Hsin et al., 
2008), Gulf Stream(NOAA, 2019)은 각각 외해에서 0.4 ~ 8.6km2 d-1의 난류 확산을 
통해 분산된다(Cole et al., 2015; Lerman, 1979). 따라서 이러한 공간 척도는 바다에서 
일반적인 선박 관측이 차지하는 넓은 지역에 대해 제한된 지역의 해양학적 시료 채취 정
점에 대한 해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입자상과 용해상 사이의 분배, 침강 입자상 물
질 및 해양 또는 호수의 다양한 지구화학적 구획 사이의 물질 플럭스 연구를 통해 유광
대에서 탄소 및 기타 주요 미량 원소 및 동위원소의 수직수송은 이 세 가지 핵종의 입자
상 방사성 핵종의 농도를 정확하게 결정해야 한다. 최근에 210Bi의 역할이 조사되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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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동안 보관된 샘플에 대해 보정된 210Bi 210Po를 유도했으며(Baskaran et al., 2013) 
붕괴/내부 성장 불확실성의 정량화도 해양 현장 210Po 및 210Pb 방사능농도에 대해 고려
하려고 시도되었다(Lin et al., 2014). 시료 채취 및 210Pb-210Po 쌍 방사능농도 결정의 
모범 사례는 계속 업데이트된다(예: Church et al., 2012; Baskaran et al., 2013, Lee 
et al., 2014). 

그림 24. 210Bi와 210Pb 사이의 분배계수의 비(KdBi/Pb) 및 210Pb의 입자상과 용해상 사이의 
방사능농도 비율(APb

p/d)의 변화로 인한 210Pb-210Po에 대한 210Pb-210Bi의 기여

Kim and Hong(2019)는 해양 표층의 210Pb-210Po 불균형에서 210Po의 결핍을 이용한 연
구들이 210Pb-210Po 사이에 존재하는 210Bi의 역할에 대한 검증없이 수십년간 이루어져 온 
사실을 발견하고, 210Bi를 포함하는 210Pb-210Bi-210Po 세 개 핵종들의 붕괴와 생성, 각 핵
종들의 입자성 친화도(용존-입자 분배계수 Kd) 특성과 해수 상층부에서의 입자의 침강속 
관계로부터 210Pb-210Po 쌍만을 이용한 연구들이 가질 수도 있는 문제점들을 이론적인 모
델을 통하여 검증한 바가 있다. 본 이론적 모델에 의하면 Bi의 해수층에서의 용존성 대
비 입자성에 대한 분배계수 KdBi 가 Pb의 분배계수인 KdPb에 대하여 10 배 정도 높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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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10Pb 대비 210Po의 결핍에서 210Pb 대비 210Bi의 결핍으로 인한 기여[(APb
t−ABi

t)/(APb
t−

APo
t)]가 15-40% 가 되며, 100배일 경우, 그 기여는 26.6-78.3%에 달하는 것을 보여 주

었다(그림 22). 이는 해수층의 210Pb-210Po 쌍에서의 210Bi의 역할을 지시한다. 
또한, 210Pb-210Po 불균형을 기반으로 한 겉보기 210Po 플럭스(FPo´)와 210Pb-210Bi 의 불균
형으로 인한 210Po 플럭스(FPo)의 비율은 210Bi와 210Pb 사이의 분배계수의 비(KdBi/Pb)가 증
가하고 210Po과 210Pb 사이의 분배계수의 비(KdPo/Pb)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해수에 
용존성 210Po의 분획의 영향은 Bi와 Pb 사이의 분배계수의 비가 0.1보다 큰 경우 KdBi/Pb 

값이 100에서 APod/APbt 이 0.3에서 0.8로 변함에 따라 ∼10% 정도로 나타났다. 
210Pb-210Po의 불균형에 따른 겉보기 210Po 플럭스(FPo´)와 210Pb-210Bi 의 불균형에 따른 
참 210Po 플럭스(FPo)의 비율은 KdBi/Pb가 0.2보다 클 때 1보다 커지며, KdBi/Pb가 100이고 
APo

d/APb
t 이 0.8일 때, 2.6에 이르며, KdBi/Pb가 100이고 APo

d/APb
t 이 0.3일 때 ∼3.5에 이

른다(그림 23). 

 

그림 25. 210Pb-210Bi 쌍을 기반으로 한 실제 210Po 플럭스(FPo)와  210Pb-210Po 불균형을 
기반으로 한 겉보기 210Po 플럭스(FPo´)의 상재적 크기

이는 겉보기 210Po 플럭스에서 210Bi 플럭스의 영향이 KdBi/Pb에 따라 증가하고 용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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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Po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210Pb-210Po 측정에서 도출된 
겉보기 210Po 플럭스에 기초하여 추정된 입자성 유기탄소 플럭스는 Pb와 Bi의 분배계수
의 비(KdBi/Pb)와 용존성 210Po 분율에 따라 현장의 입자성 유기탄소보다 2-3배 과대평가
되었을 지도 모른다. 

 

나. 플랑크톤 시료에서의 210Pb, 210Bi, 및 210Po 분포

2020년 6월 동해 울릉분지 중앙부와 남쪽 대한해협 인근의 5 정점에서 플랑크톤을 채취
하였다. 시료는 일부는 망목이 20 ㎛ 인 식물성플랑크톤 채집기와 망목이 300 ㎛인 동물
성플랑크톤 채집기로 채취하여 식물성플랑크톤 채취기로 채취된 시료는 일부를 300 ㎛ 
망을 이용하여 >300 ㎛ 이상과 를 300 ㎛ 보다 작고 20 ㎛ 보다 큰 개체군들로 선상에
서 분리하였다. 

표 12. 2020년 6월 플랑크톤 210Po, 210Bi, 210Pb 분포 범위 및 핵종간 비율 

I.D Concentraion of 
210Po(dpm/g)

Concentraion of 
210Bi(dpm/g)

Concentraion of 
210Pb(dpm/100kg)

210Bi
/210Po

210Po
/210Pb

210Bi
/210Pb

MIN. 2.16 2.27 3.42 0.25 0.47 0.31
MAX 24.27 86.09 15.61 6.81 3.48 6.96
AVG 12.27 32.23 8.96 3.15 1.35 3.59

STD 8.05 26.53 4.49 2.14 0.88 2.17

표 12 에는 2020년 6월 동해에서 채취한 플랑크톤시료들에서의 210Pb, 210Bi, 및 210Po의 
농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픞랑크톤에서의 210Bi와 210Po 방사능농도비(210Bi/210Po)는  평균 
3.15±2.14, 최저 0.25, 최고 6.81로서 대체로 동해 6월 플랑크톤에서 210Bi은 210Po에 비
하여 평균적으로 수배 정도 높은 농도를 보였다. 그리고,  210Bi와 210Pb 방사능농도비
(210Bi/210Pb)는 평균 3.59±2.17, 최저 0.31, 최고 6.96 으로  210Bi와 210Po 방사능농도비
(210Bi/210Po)와 비슷한 크기를 보였다(표 12). Fowler et al(2010)이 실험실에서 207Bi 핵
종을 이용하여 플랑크톤을 배양하면서 얻은 플랑크톤에서의 Bi의 볼륨대비 농축계수
(VCF)가 Po이나 Pb에 비하여 10∼100 배 정도 높다는 결과에 비하여 본 조사의 해양 
현장에서 채취한 플랑크톤에서의 210Bi의 210Pb와 210Po에 대한 비는 매우 낮은 결과값을 
보였다. 이는 Fowler er al.(2010)이 실험실에서 얻은 값과 다소 배치되는 것으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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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Bi의 짧은 반감기 (t1/2) 이 5.01 일로 플랑크톤의 체류시간에 비하여 매우 짧아 플랑크
톤의 수층에서의 체류기간에 210Pb와 210Bi 사이에 방사평형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것
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

다. 해양 수층에서의 겉보기 210Po로부터 입자의 수직 수송에 대한 210Bi의 기여

 2021년 6월 동해 수심 1100 m 되는 정점의 표층에서 500 m 까지 0, 20, 40, 80, 
200, 300, 500 m 의 7개 수층에서 용존성 및 입자성  210Pb, 210Bi, 및 210Po의 수직 농
도 분포를 얻었다. 본 조사 정점에서 획득한 수층의 물리적 특성은 그림 24와 같다.  

수온은 표층에서 약 40 m까지 빠르게 감소하고, 이후 80 m에서 또한 180 m 수심까지 
빠르게 감소한다. 염분은 표층에서 40 m 수심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90 m 까지 서서히 
감소하고 그 이후 수심에서는 수온과 함께 180 m 수심까지 빠르게 감소하낟. 광투과도
는 표층에서 Fluorescence 가 최대치인 40 m 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이후 80 m 수
심까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 이후 80 m 수심에서 다시 100 m 수심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200 m 수심까지는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400 m 
이후 수심에서 다시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Fluorescence는 표층에서 40  
m 수심까지 빠르게 증가하여 40 m 층에서 최고를 보인다. 이후 100 m 수심까지 감소
하여 그 아래 수심에서는 0에 가까운 값을 보인다.

 표층에서 40 m 수층까지 용존성 210Pb 농도는  15.4∼21.1 dpm/100kg,  용존성 210Bi
는 11.6∼20.6 dpm/100kg, 용존성 210Po은 0.66∼3.52 dpm/100kg으로 용존성 210Bi는 
용존성 210Pb에 비하여 표층에서는 9% 결핍을 보였는데, 20 m 에서는 25%로 결핍이 증
가하였다. 그러나, 엽록소 최대층인 40 m 수심에서는 다시 3% 의 결핍을 보였다. 이는 
플랑크톤 시료에서의 210Pb, 210Bi, 210Po 농도 분포에서 나타난 플랑크톤의 다소 긴 체류 
시간으로 인한 플랑크톤의 선택적 210Bi 흡수가 긴 체류시간에 의한 방사평형 효과로 상
쇄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후 80 m 층에서는 용존성 210Bi의 농도에 비하여 용존성 
210Pb의 비가 1.51로 용존성 210Bi의 농도가 더 높은 농도를 보였다. 이는 플랑크톤을 포
함하는 입자성에서의 210Bi의 농도가 엽록소 최대층을 지나면서 입자성분의 분해 과정에
서 선택적으로 빠르게 재생이 이루어진 결과로 사료된다. 용존성 210Po 농도는 용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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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Pb 농도에 비하여 표층에서 500 m 수심까지 크게 결핍되어 이들의 비는 0.04∼0.46
의 낮은 값들을 보였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20 m 수심에서의 용존성 210Pb, 210Bi, 및 210Po 자료로부터  
210Pb-210Bi 쌍에서 불균형을 이용한 수직 플럭스와 기존 210Pb- 210Po 쌍에서의 겉보기 
수직 플럭스, 여기서 겉보기 수직 플럭스는 210Po 측정 자료에서 210Bi의 감쇄로부터 생성 
기여된 210Po 부분을 포함하는 210Po 농도로 계산된 값과 비교한 결과, 210Pb-210Bi 쌍에 
의한 수직 플럭스가 10Pb- 210Po 쌍을 이용한 겉보기 수직 플럭스에 비하여 27%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록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해양 수층에서 
많은 210Pb, 210Bi, 및 210Po 수직 분포 자료를 획득하지 못하였지만, 향후 해양 수층에서 
210Pb, 210Bi, 및 210Po 의 동시 분석은 기존 210Pb- 210Po 쌍에서의 불균형을 이용한 물질
의 겉보기 수직 수송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위한 연구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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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2021년 동해 조사 정점에서의 수온, 염분, 광투과도 및 엽록소 수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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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목표 달성도 및 성과

 제 1 절 연구 목표 달성도

년도 성과목표 주요성과 요약 달성도(%)

2020년
~

2021년

성과목표-1: 해수 중 
210Bi 선상 분석법 정립

○ solvent extration을 이용한 
210Bi의 신속분석법 정립

○ 동해 연안역에서 210Bi의 
용존상, 입자상 분포 특성 
자료 획득

100

성과목표-2: 대양 수층에
서 210Bi 수직 분포도 세
계 최초 획득

○ 동해 수층에서 210Bi 을 
포함하는 용존성, 입자성,  
210Pb,  210Bi 210Po 수직 
분포도 세계 최초 획득

100

성과목표-3: 대양 수층에
서 210Bi 물질 수직 수송
에서의 210Bi 역할 평가

○ 동해 수층에서 210Pb,  210Bi 
210Po 수직 분포 및 플랑크톤 
시료들에서 획득한 210Pb,  
210Bi 210Po 자료를 이용한 
물질 수직 수송에서의 210Bi 
역할 평가 논문 작성중

70

 제 2 절 연구 성과

○ 해수 중 210Bi 선상 분석법 정립

- 해양 현장의 연구선상에서 해수중의 용존성, 입자성 210Pb,  210Bi 210Po 수직 분포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간편하고 경제적인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정립함.

- 신속한 전처리를 위하여 다량의 40리터 해수 시료를 동시에 신속하게 여과하기 위
한 장치를 개발하여 적용함.

- 동해 연안역 해수에서 210Po와 210Bi의 용존상, 입자상 분포 특성 자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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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양 수층에서 210Bi 수직 분포도 세계 최초 획득

-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하여, 대양 탐사의 기회가 무산됨에 따라 동해 울릉분
지 및 대륙사면의 2 정점에서 210Pb,  210Bi 210Po 수직 분포 자료를 획득하였으며, 
이는 해양에서의 최초의 수직 분포 자료에 해당됨   

- 플랑크톤 시료들에서 210Pb,  210Bi 210Po 농도 분포 자료를 획득함
○ 대양 수층에서 210Bi 물질 수직 수송에서의 210Bi 역할 평가

- 동해 수층에서 210Pb,  210Bi 210Po 수직 분포 및 플랑크톤 시료들에서 획득한 210Pb,  
210Bi 210Po 자료를 이용한 물질 수직 수송에서의 210Bi 역할 평가 논문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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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해양 상부 수층에서의 물질 순환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법론으로 활용

- 해양 현장에서 해수중 용존성, 입자성 210Bi을 측정에 적용 가능한 신규 분석 방법을 
개발 정립하였음. 본 분석법은 향후 해양에서 해수 중의 210Bi 분석을 통한 해양 과
정 이해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본 과제에서 정립한 해수 중의 210Pb,  210Bi 210Po 분석법을 활용하여 향후 인도양 
등 대양 탐사에서 이들의 수직 분포 자료를 획득하는데 활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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