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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폐기물 내 방사성 요오드 제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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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I-125는 항원, 항체 등 여러 리간드(Ligand)의 표

지에 사용하며, 분자생물학 연구를 포함한 핵의학 분

야에서 리 이용하고 있는 방사성동 원소이다. 처리 

설비를 갖춘 방사선 보건연구원도 I-125, F-18을 사

용하고 있으며, 주기 으로 일정한 방사성페기물이 액

체형태로 발생한다. I-125는 강산성이고 휘발성이 매

우 강하여 쉽게 승화하기 때문에, 사용 후 승화하지 

못하도록 그를 안정화 시켜서 제거할 필요성이 있으

나, 지 까지는 이러한 제거 장치가 없어 승화에 의한 

증기 등의 노출로 인체에서 정상 인 요오드를 신

하여 축 되어서 갑상선 기능 하나 알 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많은 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본 연구 목 은, 

액체폐기물 내에 함유되어 있는 강산성의 방사성 동

원소가 휘발되어 승화하지 못하도록 pH를 조 하여 

알칼리성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승화에 의한 증기 등에 

의한 외부 노출을 방지하여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액체 폐기물 내의 방사성 동 원소 제거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기존에 존재하는 설비들은 액체폐기물을 처리 하기 

해 30m
3
과 15m

3
의 수조에서 자연감쇄법을 통해 배

출기  이하일 때, 방출하는 방식으로 리하 다. 하

지만, 배 이 노후화되고, 방사선동 원소 사용이 증

가함에 따라 배출기 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

조를 비울 수 없어, 보조 으로 20L통을 사용하기 시

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20L통의 수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폐기물을 처리 방법을 고안하지 않을 수 없었

다. 

 재료  방법

I-125는 반감기가 약 60일 정도 되고, 비방사능이  

6.45e+14Bq/g 이며, 27∼35keV 때의 에 지를 갖

는다. 액체폐기물 배출은 본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핵

종분석이 가능한 HPGE 7500SL을 사용해, 배출  

이하에서 배출한다. 측정은 1000cc 규격 통을  방향

에 해 측정하므로 질량단 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배출 기 인 50,000 Bq/m3 이하에서 배출이 가능하

다. 그래서 방사성 동 원소 제거장치 제작 목 은 폐

수의 방사선 농도를 낮추고, I-125를 안 하게 분리하

는 것이다.

본 설비는 액체폐기물을 펌핑(pumping)하여 수거

하기 한 펌 , 펌 를 통해 수거된 액체폐기물을 일

시 으로 장하되 pH를 조 함으로써 방사성 동 원

소가 안정화되게 하는 탱크, 탱크에 장된 후 이동하

는 액체폐기물 내의 방사성 동 원소를 흡착시켜 걸

러내는 제1활성탄필터, 제1활성탄필터를 거쳐 이동하

는 폐기물 내의 양이온을 교환하여 제거하는 양이온 

교환수지, 제1차 활성탄필터를 거쳐 이동하는 액체폐

기물 내의 음이온을 교환하여 제거하는 음이온교환수

지, 양이온교환수지  음이온교환수지를 거쳐서 이동

하는 액체폐기물 내의 방사성동 원소를 재차 흡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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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걸러내는 제2활성탄필터. 제2활성탄필터에서 방사

성동 원소가 제거된 액체폐기물을 포집하는 집수탱

크를 포함하여 구성했다.

 

Tank (pH regulator + mixer)

Charcoal filter 1

Mixed ion exchange resin (positive + 

negative)

Charcoal filter 2

Collecting Tank

Fig1. Drawing for filter of arrangements

 

양이온 교환수지와 음이온 교환수지는 혼상탈염장

치에 일정 비율로 내장되어 있으며, 제 I
-
을 제거해

야 하므로 음이온교환수지 비율이 80%로 설정되었다.

 결과  고찰

일반 으로 알려진 이온교환법을 이용한 액체폐기

물 제염계수 (처리  핵종의 농도 / 처리 후 핵종의 

농도) 가 10
2 
∼ 10

3 
이다.

Radiation activity (Bq)

Before 287 20000

After 0 10

Table1. Change of radiation activity before and after 

measurement by facility

기 농도에 따라 제염계수 차이가 있겠지만 략 10
3 

정도의 제염율을 보 다. 한 제1활성탄필터, 양이온

교환수지, 음이온교환수지, 제2활성탄필터를 하나의 

집합체로 두고, 같은 설비 2개를 추가하 고, 한 개의 

집합체가 60일 작동하고 120일 휴지기를 갖게 설계하

여, 방사성동 원소 농축 후 휴지기를 가져 반 구  

설비를 구축하 다.

 결  론

제 우리나라 방사성동 원소 사용이 차 증가함

에 따라, 이에 따른 리 문제도 두 되고 있다. 

I-125는 특히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동 원소이고, 

에 지가 매우 낮고 휴 용 계측기로 측정 시 불확도

가 매우 높기 때문에 효율이 높은 NaI 검출기나 스메

어(smear)를 통한 측정이 요구되어 방사선 리에 어

려움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온교환법은 액체폐기물의 농

도를 이고 농축하여 고체화하고, 3트 인(train)을 

통해 반 구  사용이 가능하므로 매우 경제 이고, 

획기 일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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