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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말 

중성자 포획 암 치료 (NCT: neutron capture therapy)는 원리적으로 매우 유 

망한 방법이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활발하다. 이로 인해 중성자에 대하 

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장치와 여건만 갖추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원리가 제안된 지 60여 년이 지났으며， 

환자에 처음 적용한 뒤로도 50 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기대하는 만큼 좋은 결 

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와 제한 조건이 있는 지 

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NCT의 전반적인 기술 현황을 조사하였다. 

NCT에 관련되는 분야가 매우 넓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대하여 깊게 조사할 

수 없었다. 이 보고서는 현재 과학기술부의 중장기 연구 개발의 소과제로 수행 

하고 있는 “하나로를 이용한 암 치료 장치 개발” 과제의 참여자들이 NCT에 대 

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화학에 

대해 깊은 이해가 필요한 화합물 개발 분야에 대하여는 별도의 항을 두지 않았 

다. 그러나 NCT에 적합한 화합물의 요건， 현재 사용중인 화합물과 각각의 특성 

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NCT를 적용하는 암에 대하여는 

저자 자신이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한 절을 할애하였다. 그것은 NCT가 아직 

기대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자 

로 중성자원과 즉발 감마 방사화 분석에 대하여는 과제에서 추진 중인 내용을 

포함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었다. 

각 분야별로 자세한 기술 현황은 앞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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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Slatkin, D.N. A history of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of brain tumors, Brain 114,

1609-1629, 1991.

A2. W. Sauerwein, Principles and history of neutron capture therapy, Strahlentherapie und

Onkologie, European Collaboration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of Tumors"

Workshop, Essen, Feb. 27-29, 1992, 1-6, 1993.

A3. Boron-neutron Capture therapy for tumors, edited by H. Hatanaka, Nishimura Co. Ltd.,

1986.

1. NCT의 역사 

1960년대 초까지의 초기 NCT (neutron capture therapy) 역사에 대하여는 참 

고 문헌 Al과 A2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1980년대 초까지 일본을 중심으로 

진행된 내용은 참고 문헌 A3에 편집되어 있다. 이후 진행된 내용은 NCT 심포 

지염의 논문집， 최근 현황은 인터넷에 올려놓은 각 연구 기관의 내용 둥을 참조 

하였다. 

A1. Slatkin, D.N. A history of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of brain tumors, Brain 114, 

1600-1629, 1991. 

A2. W. Sauerwein, Principles and history of neutron capture therapy, Strahlentherapie und 

Onk이ogie， European Collaboration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of Tumors" 

Workshop, Essen, Feb. 'l7-29, 1992, 1-6, 1993. 

A3. Boron-neutron Capture therapy for tumors, edited by H. Hatanaka, Nishimura Co. Ltd., 

1986. 

중성자가 발견되니 

중성자의 발견이 NCT의 착상으로 연계되는 과정에 대하여는 참고 문헌 Al의 

서두에 잘 요약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920년에 영국의 Ruthetford는 수소의 원자핵인 양성자와 같은 무게를 갖는 

중성자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B1]. 10년 후 독일의 Bothe와 Becker 

는 가벼운 원소 특히 베릴리움에 알파선을 쪼이면， 전하가 없으면서 납을 잘 투 

과하는 방사선이 나오는 것을 GM 계측기로 측정하였다[B2， B3]. 이것은 수소 

에서 양성자를 튀겨내어 4.5 MeV까지의 에너지를 갖도록 하였으므로 매우 강 

한 에너지의 감마선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베렬리움 방사선이라고 불렀다[B4]. 

1932년에 Ruthetford의 제자이면서 동료인 Chadwick은 이 미지의 방사선이 중 

성자라고 제안하였으며 [B5] 당구공을 치듯이 고속 중성자가 수소 원자핵을 때 

려서 양성자가 튀어나온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 공로로 1935년에 노벨상을 

받았다. 

로마의 페르미 연구팀은 중성자가 물이나 양초를 지나갈 때 감속되어 느려지 

면 원자핵에 잘 홉수되며， 붕소와 리륨이 특히 중성자를 잘 홉수한다는 것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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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였다[B6-B9]. 1934년 12월에 캠브리지 대학의 Goldhaber는 붕소에 느언 

중성자를 쪼이면 하전 입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어서 느린 중성자 

를 홉수하여 하전 입 자를 방출하는 l~(n， a )7Li, ~i(n，T)4He， 14N(n,p)14C 반웅이 

확인되 었다[BlO-B12]. 이 러 한 사실 이 알려 지 자 Philadelphia의 Swarthmore 

College의 Gordon Locher는 1936년에 적절한 물질을 표면 가까이 있는 암에 넣 

은 뒤 느린 중성자를 쪼여서 암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B13]. 

중성자 홉수 단면적이 크고 흡수한 뒤 암 세포를 죽이는데 효과적인 방사선 

을 내는 핵종이 1차적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인체에 대한 독성， 암 세포 

에 선별적으로 모이는 적절한 화합물 등의 요건 때문에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 

구는 붕소에 한정되어 왔다. 예를 들어 6Li(n, a )3H와 235U의 핵분열은 암 세포 

를 죽이는 효과가 더 크지만 lOB보다 단면적이 작고， 독성 문제가 있으며， 수소 

폭탄이나 원자 폭탄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 157Gd은 

254,000 b이나 되는 큰 열중성자 홉수 단면적과 비적이 매우 짧은 Auger 전자 

방출 특성 때문에 이 반웅에서 나오는 감마선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말부터 

연구가 되고 있다. 

B1. RUT뾰RFORD E, Nuc1ear constitution of atoms, Proceeding of Royal Society of London, A, 

97， 374-때o (920). 

B2. BOTHE W, BE대ER H, Eine Kern- r -Strahlung bei leichten Elementen, Naturwissen

sclvften, 18, 7íJ.5 o 93()). 

B3. BOTHE W, BECKER H, Künstliche Erregung von Kem- r -Strah1ung, Zeitschrift für physik, 

66, 289-細 (930). 

B4. CURIE 1, )OLlOT F, Effet d’absorption de rayons r de trés haute fréquence par projection 

de noyaux 1gers, Comptes Rendu, Paris, 194, 708-711 (1932). 

B5. Chadwick, J. The existence of a neutron. Proc. roy. Soc. Lond. A 136 (932), 692-708. 

B6. FERMI E, AMALDI E, D’AGOSTINO 0, RASETTI F, SEGR효 E, Artificial radioactivity 

produced by neutron bombardment, Proceedíng of the Royal Society of Lρndon， A, 146, 

쟁3-500 (934). 

B7. AMALDl E, D’AGOSINO 0, FERMI E, PONTECORVO B, RASETTI F, SEGRÉ E, Artificial 

radioactivity produced by neutron bombardment- II , Proceedings of the Rayai Society of 

London, A, 149, 522-닮8 (935). 

B8. FERMI E, ArtificiaJ radioactivity produced by neutron bombardment, In: Les Prix Nobel 

en 1939. Edi ted by M.A. Holmberg, Stoc빼olm: Norstedt and Söner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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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 STRANATHAN JD, The 'paπicles' of Morden Ph}’sics, New Y ork: Bl밟iston， pp. 386-402 

(942). 

BlO. CHADWICK j. GoLDHABER M, Disintegration by slow neutrons, Nature, London, 135, 65 

(935). 

B11. Taylor, H.J, M. Goldhaber, Detection of nucIear disintegration in a photographic 

emulsion. Nature (Lond') 135 (935), 341-348. 

B12. BURCHAM WE, GoLDHABER M, The disintegration of nitrogen by slow neutrons, 

Proceedings 01 the Cambridge Philosophical Society, 32, 632-636 (936). 

B13. Locher, G.L. Biological effects and therapeutic possibilities of neutrons. Am ]. 

Roentgenol. Radium Tlu-., 36, 1-13, 1936. 

중성자원이 약하지만 

1938년에 일리노이 대학의 Kruger 등은 10B과 중성자를 사용하는 방사선 생물 

학 연구를 처음으로 하였으며 이어서 여러 실험 사례가 발표되었다[Cl]. 그들 

은 암 조직 조각들을 붕산과 섞어서 중성자를 쪼였다. 이 압 조직을 생쥐에 이 

식한 결과， 붕산과 섞기만 한 것 또는 중성자를 쪼이기만 한 것에 비하여 이식 

률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Z하11 둥은 붕산 또는 붕소를 유탁시켜 생쥐의 육 

종 (sarcoma)에 주입하고 중성자를 쪼여서 효과를 관찰하였다[C2]. INEL의 인 

터넷 웹에 있는 BNCT Briefing Book[C3]에는 1941년에 붕소나 리륨을 생쥐에 

주입하여 중성자를 쪼인 결과 이들 화합물이 암 세포에 밀집하며， 암을 축소시 

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Fermi가 시카고 파일로 최초로 

연쇄 반웅에 성공한 것이 1942년이므로 이 때까지 강력한 중성자원이 없었다. 

따라서 이런 시험은 모두 약한 중성자원을 써서 한 것이다. 

Cl. Kruger, P.G Some biological effects of nucIear disintegration products on neoplastic 

tissue. Proc. NatL Acad Sci., 26, 181, 1940. 

C2. Zahl, P. A., F. S. Cooper, j. R. Dunning: Some in vivo effects of localized nucIear 

disintegration products on transplantable mouse sarcoma. Proc. natl. Acid Sci. US 26 

(1940), 589-598. 

C3. j.R. Venhuizen, 어itor， BNCT Briefing Book, http://id.inel.govlcart/briefbooνindex. 

htm, May 1997. 

뇌의 방어선 BBB 

이어서 뇌 암에 BNCT를 적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Zah1은 중간 에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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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를 뇌에 쪼이면 중성자가 감속되어 붕소와 잘 반웅할 것이라고 제안하였 

으며 [01]， 235U의 사용도 제안하였다[02]. 2차 대전이 끝난 뒤 BNL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둥의 미국 국립 연구소에서는 방사선 생물학 

이나 의료 물리에 대한 연구를 다시 시작하였다. 이전에 양성자나 고속 중성자 

를 이용하여 뇌 암을 치료하려는 시도가 실꽤한 뒤로 BNCT에 대한 관심이 다 

시 높아졌으며， 1950년 8월에 세계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인 BNL의 BGRR 

(Brookhaven Graphite Research Reactor)가 운전을 시작함에 따라 이 원자로에 

서 얻을 수 있는 중성자를 써서 BNCT를 하려는 제의가 나왔다. 

MGH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신경 외과 의사인 Sweet 둥은 뇌 

암 세포에 선별적으로 붕소를 투여하여 BNCT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 

였다[03]. 정상 세포는 BBB (blood-br없n-b없꺼er)로 보호되는데 비해 암 세포 

주변의 BBB는 깨져서 붕소 화합물이 침투할 것이며 암 세포에 대하여 선별적 

인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뇌의 신경교 세포 (g1i떠 cell)와 모세 혈관 사이에는 내피 세포 (endothelial 

cell)들이 서로 밀착하여 한 개의 층을 이루고 있고， 신경교 세포와 내피 세포층 

사이에는 반투막 {basement membrane}이 있다. 혈액 속의 큰 분자들은 내피 

세포들이 밀착되어 있는 사이를 지나가지 못하므로 뇌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는 유해한 물질이 뇌 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호충 역할을 하 

므로 BBB라 하며， 이 BBB를 지나가는 화합물의 예가 향정신성 물질이다. 

BNCT의 주 대상이 되어온 신경 교종 {g1ioma}은 신경교 세포가 암 세포로 

변하여 생기는 것이다. 암 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크기 때문에 반투막을 눌러 

훼손시키며， 내피 세포들이 밀착되어 있는 사이의 간격을 넓힌다. 따라서 암 

세포가 있는 곳은 BBB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붕소 화합물을 혈액에 주사하면 

암 세포에만 들어가고 정상 세포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암 세 

포에서의 붕소 농도가 정상 세포보다 높은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확인하였다[D4J. 이러한 일련의 기초적인 실험은 MGH, BNL 및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의 연구자들이 주로 하였다. 

Dl. ZAHL PA, In: Radiology, ~， 689 (1941>. 

D2. Zahl, P.A. and F.S. C∞per， Physical and biological considerations in the use of slow 

neutrons for cancer therapy. Radiology 37 (1941>, 67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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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Javid, M., G. L. Brownell, W.H. Sweet, The possible use of neutron-capturing isotopes 

such as boron- lO in the treatment of neoplasms. n. Computation of radiation energies 

and estimates of effects in nonnal and n∞plastic brain. J clin Invest. 31 (1952), 604-610. 

D4. Sweet, W.H., M. Javid, The possible use of neutrons plus boron- lO in the therapy of 

intracranial tumors. Trans. Ameκ neuroL Ass. 76 (1951), 60-63. 

쓰라린 실패 

Sweet 동의 제안올 받아들여 BGRR에서 5 cm X 10 cm의 직사각형 빔을 위 

로 뽑을 수 있는 장치가 신속하게 만들어졌으며， 1951년 2월부터 1953년 1월 사 

이에 처음으로 10 명의 뇌 암 (glioblastoma multiforrne) 환자에 적용하였다[E1 

- E5, A ll. 이 가운데 8 명은 이전에 재래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였다. 

A1의 저자 Slatkin은 “이 진행된 대뇌 신경 교종은 원자로에서 조사될 때 열중 

성자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섞여 있는 고속 중성자 양자 (고속 중성자가 주변 

물질을 때려 튀겨 나온 양성자를 뜻하는 듯함)와 감마선도 받았다”라고 적고 있 

는데 실제로는 이 방사선의 대부분을 머리의 피부와 뼈가 받았다. 붕소 화합물 

로는 1'13이 96% 농축된 붕사(borax NazB407 0 10HzO)를 사용하였는데， 조사 

직전에 약 20 g의 붕사가 녹아 있는 용액 100 cc를 정맥 주사하였다. 많은 양 

의 붕사는 독성을 갖지만[E6， E7] 이 10 명의 환자에게서 섬각한 부작용이 나타 

나지는 않았다. 조사는 한 번 두 번 또는 네 번씩 5 - 6 주의 간격을 두고 하 

였다. 9 명은 조사 후 짧은 기간 동안 호전되었는데， 이것은 암의 성장이 일시 

적으로 멈추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들은 조사 후 40 - 185 일간 생 

존하였으며， 평균은 97 일이었다. 이는 당시에 X선 또는 감마선으로 치료한 결 

과와 비슷한 것이었다댄8]. 

이 때까지는 조사 장치에 셔터가 없었기 때문에 환자 조사 전에는 원자로가 

정지되어 있었고， 모든 준비가 끝난 뒤 원자로를 기동하여 40 MW에서 17 - 40 

분간 조사하였다. 이후 셔터를 설치하고 빔도 10 cm X 10 cm로 키워서 두 번 

째로 9 명의 환자를 조사하였다. 이 때는 붕사보다 독성이 렬한 sodium 

pentaborate를 사용하였으며， 붕소를 더 많이 투여하였다. 난치성 방사선 피부 

병이 환자 머리에 발생하였으며 때로는 깊은 궤양이 생기는 둥 부작용이 섬하 

였다[E91. 환자들은 93 - 337 일 생존하였으며， 평균은 147 일이었다[A1 1. 

세 번째로 9 명을 조사할 때는 머리 피부에 붕소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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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암이 있는 반구의 경동맥에 같은 붕소 화합물-을 조사 직전에 주사 

하였다. 환자들은 29 - 158 일 생존하였으며， 평균은 96 일이었다. 이 환자들 

은 피부염을 겪지 않았다. 

정상 세포와 암 세포에서의 붕소 농도가 최적인 조건에서 조사하려면 조사 시 

간을 단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높은 중성자속을 내는 원자로가 필요하였 

다. 이를 위해 콤팩트한 높은 중성자속의 원자로를 건설하였으며， 이것이 3 

MW의 경 수 감속 원 자로 인 BMRR (Brookhaven Medical Research Reactor) 이 

다. BMRR은 1959년 5월부터 운전을 시작하였고 1961년 5월까지 BNL에서는 

17 명의 환자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하였다. 피부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 

부를 옆으로 재껴서 6Li로 차폐한 뒤 조사하였다. 이렇게 하여 불치의 궤양은 

생기지 않았으나 방사선 피부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였으며， 조사된 

부위가 감염되는 것을 항상 막을 수는 없었다. 대뇌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뇌 

척수액을 계속 빼내면서 정맥내의 요소 (urea)로 치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18 명 가운데 4 명이 대뇌 부종과 난치성 쇼크로 2 주일 내에 사망하였다. 

환자들은 3 - 170 일 생존하였으며， 평균은 3 개월이었다. 이러한 기대 밖의 

결과는 크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또한 1959 - 61년에 걸쳐 MIT 원자로에서는 17 명의 환자 (16 명의 

glioblastoma, 1 명 의 medulloblastoma)를 조사하였다. 여 기 서 는 

4-carboxylphenyl 붕산을 주사하였으며， 일부 환자에 게는 독성 이 렬하고 붕소 

함량이 훨씬 높은 di -sodium-decahydrodecarborate (NazBlOHlO)를 썼다[ElOl. 

이들의 평균 생존 기간은 5.7 개월로서， 같은 의사가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에서 glioblastoma에 재래의 방법으로 치료한 것과 거의 같았다. 또한 

급성 뇌 부종， 혈관 주변 섬유증 (pri vascular fibrosis)과 같은 부작용， 특히 몇 

달 이 내 에 뇌 괴 사가 나타났다[El1， E12]. 

이 때까지의 결과를 보면 치료 후 2 - 3 cm 깊이에서 원래의 암이 종종 재발 

하였고， 표면은 과도하게 조사되어 일부 환자는 뇌의 팽창으로 사망하기도 하였 

다. 단순한 붕소 무기 화합물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함 세포에 선택적으로 

모이지 않았다. 일부 예에서는 혈액과 피부의 붕소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 

로 추정된다. 당시의 BNL과 MIT의 원자로에서는 투파력이 약한 열중성자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머리뼈를 그대로 둔 채 조사하였기 때문에 암을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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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죽이지 못하였다. 또한 중성자 빔에 섞여 있는 고속 중성자， 양성자， 감마， 

그리고 조사되는 부위에서 발생하는 2차 감마의 영향을 과소 평가하였다[E13， 

E14, Al]. 요즘에 는 computed axi떠 tomography (CAT)나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등으로 환부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나 당시에는 이 

러한 기술이 없었다. 

결국 투과력이 약한 열중성자를 쓰면서 머리뼈를 절개하지 않고 조사한 것과 

사용한 붕소 화합물이 기대와 달리 암 세포에 칩중적으로 모이지 않은 것이 실 

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E1. F하T. 1. E.: Neutron-capture therapy: Years of experimentation-years of reflection. BNL 

-47087,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1991. 

E2. F.하T. L. E., ]. S. Robertson, E. E. Stickley: Physics and Physiology of neutron-capture 

therapy. Proc. nat. Aazd Sci. US 40 (954), 1087-1093. 

E3. Farr. L. E., W. H. Sweet. L. H., B., ]. S. Robertson: Neutron capture therapy of gliomas 

using boron-10. Transact. Amer. NeutroL Ass. 79 (1954), 110-113. 

E4. F하T. L. E., W. H. Sweet, ]. S. Rob하tson， C. G. Foster. L. H. B. , D. L. Sutherland. M. L. 

Mendelsohn. S. E. E.: Neutron capture therapy with boron in the treatment or 

glioblastoma multiforme. Amer. Roentgenol. Ther. Nucl. Med. 71 (1954), 279-293. 

E5. Godwin ]. T. L. E. F없T， W. H. Sweet, R. ]. S.: Pathological study of eight patients 

with glioblastoma mulitiforme treated by neutron capture therapy using boron 10, Cancer 

8 (1955), 601-615. 

E6. Conn., H. 1., B. B. An떠1， L. E. Farr: The effect of large intravenous doses of sodium 

borate on the human, myocardium as reflected in the electrocardiogram. circulation 12 

(955). 1043-1046. 

E7. Locksely, H. B., L. E. Farr: 깐le tolerance of large doses of sodium borate intravenously 

by patients receiving neutron capture therapy. J Pharmacol. Exp. Ther. 114 (955), 

484-489. 

E8. Slatkin, D. N., D. D. McChesny, D. W. Wallace: A retrospective study of 457 

neurosurgical patients with cerebral malignant glioma at the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1952-1981: implications for sequential trials of postoperative therapy ‘ Nishimura. 

Tokyo 1986. P. 싫4-446. 

E9. Archambeau. ]. 0.: 깐le effect of increasing exposures of the l'13 (n, a )7Li-reaction on the 

skin of man. Radiology 94 (1970). 178-187 

E lO. Sweet, W. H., A. H. Soloway, G. L. Brownell: Boron-slow neutron capture therapy of 

gliomas. Acta Radiol. (Stockh.) 1(1963). 114-121 

E11. Asbury, A. K., R. G. Ojeman, S.L. Nielsen, W.H. Sweet: Neuropathological study of 

fourteen cases of malignant brain tumor treated by boron-10 slow neutron capture 

radiation. J Neuro-path Expt Neurol. 31 (972), 27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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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2. Farr. L. E., W. G. C떠vo， W. E. Haym밟er， S. W. Lippincott. Y. L. Yamamoto, E. E. 

Stick1ey: Effect of thermaI neutrons on the centraI nervous system (apparent tolerance of 

centraI nervous system structures in man). Arch Neurol. 4(1961), 낌46-257. 

E13. C여eπe， J. A., J. D. Glass, P. Micca, R. G. F.외rchild: Neutron capture therapy for 

melanoma Basic 벼fe Sci. 50 (1989). 219-232. 

E14. Go여man， J. H., R. G. Fairchild: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for cerebral n∞plasia. 

Perspect NeuroL Surg. 1(1990).93-110. 

실패하였으나 미련이 남아 

이러한 실패로 이후에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BNCT에 대한 관심을 버렸지만 

대뇌 신경 교종에 대하여 BNCT는 원리적으로 가능성올 가지고 있었으므로 일 

부 연구자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다. 

붕소가 중성자를 홉수하여 핵분열하는 반웅이 암 세포를 선별적으로 죽이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붕소가 암 세포 속에 많이 있어야 한다. 핵반웅 결 

과 생기는 알파선과 리륨 원자핵의 비적은 워낙 짧기 때문에 붕소가 암 덩어리 

에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포 속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었다면 별 소용이 없 

다. 이를 확인하려면 세포 단위로 붕소의 농도 분포를 측정해 보아야 한다. 

이 때까지의 임상 시험이 실패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냐는 기대와 달리 암 세 

포에 붕소가 집중적으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붕소가 세포 단위 

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까지는 붕소 화합 

물을 투여한 직후에 중성자를 쪼였는데 이럴 경우에는 혈액 속에 가장 많은 붕 

소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혈관 벽의 과다한 조사를 피할 수 없었을 것 

이다. 

또한 머리뼈 안쪽에 있는 암에 대하여 투과력이 약한 열중성자를 썼기 때문에 

암보다 머리 피부와 뼈가 훨씬 더 많이 조사되었으니 방사선 피부병을 피할 수 

없었다. 투과력이 나은 열외 중성자 (epithermal neutron)가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실제로 열외 중성자를 쪼였을 때 감속된 열중성자속 

의 분포 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전까지 없었던 듯하다. BNL의 Fairchild 

는 1964년부터 열외 중성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기초적인 실험을 하였으 

며 [Fl]， 1980년대 이후 BNCT에 대한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부활하였을 때는 누 

구나 열외 중성자 조사 장치를 만들고자 하였다. 

1960년 이전에는 붕소 화학이 바밀로 분류되었었다. 고려대학교 화학과 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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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교수의 말에 따르면 미사일보다 빨리 도망가는 미그기가 비행운을 남기지 

않는 것을 보고 붕소화 수소를 연료로 쓰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미국에서 

도 군사용 연료로 썼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인체에 해로운 것이 발 

견된 뒤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그 동안의 군사용 재고를 연구 

용도에 아주 싸게 구할 수 있었다 한다. 

Soloway 둥은 150 종 이상의 붕소 화합물에 대하여 동물 시험을 하여 독성， 

암과 정상 세포에서의 농도비 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1966년에는 BNCT에 

유망하다고 판단되지만 화학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Borocaptate sodium 

(NazB l좌llSH : BSH)을 발견하였다[F2， F3]. 이 화합물은 용액 이 나 공기 중에 

서 빨리 산화하여 독성이 더 강한 물질이 되었는데， 이것이 암 세포 속에서는 

더 오랫동안 머물렀다. 하타나까는 이 화합물이 세포에 들어간 뒤에 단백질과 

결합되기 때문에 혈액 속의 화합물이 씻겨나간 뒤에도 세포 속에서는 어느 정 

도 머물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보스톤의 Sweet는 이 화합물을 사용한 

BNCT를 재개하지 않았다. 1) 불안정한 이 화합물의 특성에 불확실한 점이 있 

었다. 2) Sweet가 사람에 대해 실제로 적용하였을 때 암과 정상 세포의 농도 

배가 하타나까의 결과보다 훨씬 낮게 측정되었다. 3) MIT 원자로가 1970년대 

에 출력 증강한 후 안정적인 운전을 하기까지 지연되었다. Sweet는 자신이 직 

접 측정한 농도비 (암/정상 세포의 농도1:1]가 1 이하)가 이후 하타나까가 도쿄에 

서 측정한 것 (약 2)과 크게 달라 당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전 실패로 다 

시 BNCT를 시도하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웠을 지도 모른다. 

농도비의 차이가 나게된 이유에 대하여 하타나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다[A3 p15]. 하타나까는 수술로 암 부위를 제거한 뒤에 BNCT를 목적으로 

BSH를 주입하였으며 조사 직전에 조직을 떼어 붕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반면 

에 Sweet는 먼저 BSH를 주입하고 암 부위를 수술할 때 조직을 떼어 붕소 농도 

를 측정하였다 (1 명 제외). 수술하기 전에는 암 조직 주변의 모세 혈관이 압 

력을 받아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붕소 화합물이 잘 들어갈 수 없 

다는 것이다. 

F l. F없rchild， R.G., Development and dosimetry of an ’epithermal' neutron beam for possible 

use in neutron cap따e therapy, Phys. Med. Biol. , 10, 491-504,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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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Soloway, A.H., Hatanaka H., and Uavis, M.A., Penetration 01 brain and brain tumor. VïI. 

Tumor-binding s비fhydryl boron compounds. J 01 M ed 대em ， 10, 714, 1967. 

F3. A.H. Soloway, R.F. B따tch， F. Alam and W.E. Caret, Boron Compounds and Boronated 
Antibodies for Neutron Capture Therapy, Boron-Neutron Capture Therapy for Tumors, 

E벼ted by Ha따naka， 1986, Nishimura, 47-58. 

늦게 시작해도 앞서갈 수 있으니 

일본에서의 초기 BNCT 연구는 주로 TAIR Lab. (Tokyo Atomic Industria1 

Research Lab. Ltd.)의 HTR (Hitachi Training Reactor)올 이용하였으며， 이 원 

자로의 책임자였던 M. Taguchi의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G1]. 

일본에서는 1않6년부터 도표 대학에서 BNCT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시작하 

였으며， 1961년에는 콜로이드 상의 붕소를 생쥐에 투여하여 일본 원자력 연구소 

(jAERI: ]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의 ]RR-1 (japan Research 

Reactor-l)에서 처음으로 조사 시험을 하였다. 1964년부터는 히타치사의 HTR 

에서도 생쥐 조사 시험을 하였다. 

도표 대학에서는 1964년에 Hiroshi Hatanaka를 하바드에 파견하였다. 그는 

1967년까지 Massachusetts Genera1 Hospital에서 Sweet 밑에서 연구하면서 

Sweet9.1 BNCT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Soloway 둥의 새로운 붕소 화합물 

연구 등에 참여하였다. 귀국하기 3 개월 전부터 일본에서 함께 연구할 붕소 화 

학자 둥을 물색하였으며 일본의 여러 연구자들이 Hatanaka의 제의를 적극 수 

용하여 1967년 8월에 그가 귀국하였을 때는 붕소 화학， 화합물의 독성 연구， 원 

자로에서의 조사 등 BNCT 연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일본의 붕소 화학자들은 BSH를 합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B-lO의 농축도 하였 

다. BSH를 생쥐에 주입하고 HTR에서 조사시키는 일련의 연구를 세 차례 하 

였을 때， 30 세 여자 환자의 가족들로부터 BNCT 요청을 받았다. 

이 환자는 악성 뇌 종양을 앓고 있었는데， 이미 외과 수술， Co-60 감마 조사 

및 항암제 치료를 받은 뒤 병상에 누워 있었다. 체중은 30 kg으로 줄었고， 자 

주 진땀을 흘렸으며 신음 이외에는 아무런 반웅을 보이지 못하였다. 그녀의 

머리에는 어른 주먹만한 크기로 불거져 나온 혹이 있었으며， 아무도 희망을 갖 

지 못하였다. 새로운 치료법을 백방으로 찾아 헤매던 그녀의 어머니는 BNCT 

를 알게되었고， 즉시 이 치료법을 적용시켜 달라고 호소하였다. 미국에서의 실 

패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결지 않았지만， 새로운 붕소 화합물인 BSH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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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쥐 조사 시험에서 확신을 갖게된 하타나까 연구진은 1968년 8월 20일 일 

본에서는 처음으로 HTR에서 BNCT 치료를 하였다. 하타나까는 암 부위 머리 

뼈를 절개하여 암을 노출시키고 10 시간 조사하였다. 이후 그녀는 놀랄만한 회 

복을 보여 거의 정상을 되찾았으며， 식사도 잘하고 체중도 43 kg으로 늘었다. 

그러나 4 개월 후 4 일간 계속된 격렬한 발작 끝에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중 

성자 빔이 지나간 부분을 제외한 뇌의 모든 부위에 암이 퍼져 있었다. 그녀는 

처음 수술을 한 뒤 403 일 그리고 BNCT를 한 뒤 118 일간 생존하였다. 

HTR은 일본에서 초기 BNCT 연구와 치료에 이용한 원자로이며， 히타치사가 

설계·건설·운영한 100 kW의 수조형 연구로이다. 열중성자주 (thennal column) 

를 개조하여 BNCT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1 X 108 

nlcm2-s의 열 중성자속밖에 얻지 못하였으며， 감마 준위는 30 R/h였다. 중성자 

속을 높이기 위하여 원자로를 개조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으나 재정 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1975년에 문을 닫기 이전인 1974년까지 13 명을 조사하였 

다. 이 가운데는 다꾸찌가 보고서를 작성한 1985년까지 13 년 이상 양호한 상 

태로 살아 있는 사람도 있었다. 

1975년에는 문부성의 재정 지원을 받아 BNCT 연구회가 발족되었으며 1979년 

까지 활동하였다. 여기에는 9 명의 의사， 12 명의 원자로 전문가， 3 명의 화학 

자， 그리고 한 명의 수의사가 참여하였다. 이 연구회에서는 1976년에 BNCT 전 

문 원자로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나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HTR이 문을 닫게 되자 교또 대학의 5 MW 원자로인 KUR (Kyoto 

University Reactor)파 Musashi의 TRIGA Il (MuITR, 100 kW)를 BNCT에 활 

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KUR은 일본의 대학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유일한 MW급 연구로이며， 6 개 

월 이전에 이용 신청을 받아 원자로를 운영하므로 의료 목적으로 기초적인 연 

구를 할 수는 있으나 환자 치료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 원자로에서는 중수를 

이용한 열중성자 조사 장치를 한 개 가지고 있는데 비스무트로 감마를 차폐하 

여 BNCT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4년 5월 4일에 하타나까가 단 한 

번 BNCT 조사를 하였으며， 여기서 축적된 조사 장치 설계 경험을 MuITR에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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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부터 MulTR올 BNCT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조 작업올 하였다. 이 원 

자로에서도 흑연 열중성자주에 BNCT 조사 설비를 꾸였으며 HTR과 비슷한 25 

R가1의 감마 준위에서 열중성자속은 13 배인 1.3x 109 ψcm2-s을 얻을 수 있었 

다. 이 원자로에서는 1990년에 원자로 수조의 누수 문제가 생겨 보수를 위한 

정지를 할 때까지 99 명의 뇌 암과 9 명의 피부암 (멜라노마) 환자를 조사하였 

다. 

하타나까는 1968년부터 1979년까지 40 명의 말기 신경 교종 환자를 BNCT로 

치료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5 년 이상 생존율이 33 %이며， 암의 깊이가 6 cm 

이내인 3, 4 급 신경 교종 환자의 경우에는 5 년 이상 생존률이 58 %라고 하였 

다[G2]. 이는 재래의 다른 치료법이 3 - 5 %인 것과 비교할 때 획기적인 것이 

었다. 하타나까의 통계에서는 이전 WHO의 기준에 따라 암을 분류하였는데， 

근래의 WHO 분류 기준에 따라 통계를 내면 악성 신경 교종에 대한 생존율이 

낮아진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4 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하타나까는 암에 공급되는 동맥에 붕소 화합물을 직접 주사하였다. 그리고 

모세 혈관 벽의 방사선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부신 피질 훌몬을 다량 투여하였 

는데， 이전 미국 치료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부신 피질 

흘몬을 투여하는 것이 모세 혈관 벽의 방사선 손상을 줄인다는 것은 하타나까 

가 동물 설험을 통해 확인한 것이므로 이전 미국 치료에서는 다량의 부신 피질 

훌몬이 있었다 하더라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BSH는 암 세포에 많이 모여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남아 있었으며， 그 동안 혈액 속의 붕소는 상당히 제거되 

었다. 따라서 BSH를 주사하고 적절한 시간이 지난 뒤 조사하면 모세 혈관 벽 

의 과다한 조사를 피할 수 있었다. 또한 내부 암 조직을 수술로 제거하여 암 

조직 주변이 중성자 빔에 직접 노출될 수 있도록 하였고， 머리 뼈를 열어둔 상 

태에서 조사 목표 이외의 부분은 중성자 차폐를 한 뒤 원자로에서 조사하였다 

[G3 - G5]. 이렇게 함으로써 수술로 제거할 수 없는 잔존 암 세포에 중성자를 

효과적으로 조사하였다. 

G1. M. Taguchi, Medica1 Use of Sma11 Power Reactors - A Brief History, Boron-Neutron 

Capture Therapy for Tumors, Edited by Hatanaka, 1986, Nishimura, 223-234. 

G2. Hatanaka H., Amano K., Kamano S., Tovarys F., Machiyama N., Matsui T., Fankhauser 

H., Hanamura T., Nukada T., K따ihara T., 1to N., and Sano K.: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vs. photon beam for ma1ignant brain tumors - 12 years experience 1n Mo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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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surgery 1, Brock, M. ed., Heidelberg, Springer, p.p. 122-132, 1982. 

G3. Hatanaka, H.: Boron neuron capture therapy - Introduction in : Hatan와a， H. (ed):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Nishimura, Nügata 1986, p. 1-28. 

G4. Ha떠n와a， H.: Clinical results of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In: Harling, O. K., J. A 

Bemard, R. G. Zame비1of(ed): Neutron beam design, development and perfonnance for 

neutron beam design, development and perfonnance for neutron capture therapy. Plenum 

Press, New York - London 1앞삐. 

G5. Hatanaka, H., K. Sano: A revised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for malignant brain 

tumors. In: Fusel‘ 1., Z. Kunded): present limits in neurosurgery. Czechoslovak Medical 

Press. Prague 1972, p. 83-85 

부활과 확장 적용 

하타나까의 임상 실험 결과는 1970년대 초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며， 70년 

과 71년 사이 약 1 년간， 그리고 이후에도 두 차례 Massachussetts General 

HospitaI을 방문하였다. 그는 매우 열심히 연구할 뿐만 아니라， 붕소 화학， 

dosimetry, 원자로 등 여러 관련 분야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 

러 분야 연구자들이 서로 협조하여 치료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 

력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MIT와 BNL 원자로에서는 동물 조사 시험 둥 기초적인 실험이 계속되었고， 

하타나까가 앞서 언급한 결과를 1982년에 발표한 뒤로 BNCT는 세계적인 주목 

을 받기 시 작하였다 1983년에는 Massachusetts의 Cambridge에서 제 1 차 

International Symposium on Neutron Capture Therapy가 열렸으며 지금까지 2 

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다음 해인 1984년에는 International Society for 

Neutron Capture Therapy가 결 성 되 었 다. 

처음 BNCT를 시도한 Sweet가 신경 외과 의사였고 뇌 암이 중성자 치료에 

비교적 적합하므로 이후에도 BNCT는 뇌 암에만 적용되어 왔다. 신경 교종은 

뇌 이외의 다른 장기로는 거의 전이하지 않으며 전체 악성 암의 약 80 %를 차 

지하고， 아직도 효과적인 다른 치료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타나까가 사용하여 

획기적인 성공을 거둔 붕소 화합물인 BSH는 간에 많이 모이는 것으로 확인되 

었으므로 인체의 복부 가까이 있는 암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또한 BSH 

는 뇌의 BBB가 암 세포 부근에서 깨지기 때문에 암 세포에 더 많이 모이는 원 

리이다. 뇌 암 이외의 암에 대하여 BNCT률 적용하려면 해당 암에 많이 모이 

는 붕소 화합물이 필요한데， BSH가 다른 암에도 많이 모일 가능성은 원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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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볼 때 회박하다. 

1972년에 Yutaka Mishima는 피부의 색소 세포가 자외선 등을 받아서 암으로 

된 melanoma에 BNCT를 적용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멜라노마에 많이 

모이는 붕소 화합불 연구를 시작하였다. 멜라노마도 글리오마와 마찬가지로 악 

성이며 x-선이나 감마선에 강하다. 미시마 등은 멜라노마 세포가 특별히 많이 

소모하는 물질과 비슷한 화학적인 성질을 갖는 일련의 붕소 화합불을 합성하고 

시 험하여 그 가운데 l~-p-boronophenylalanine e~-BPA)가 가장 가능성 이 높 

은 것을 확인하였다[Hl]. 

pH가 중성 인 물에 녹 일 수 있는 형 태 인 lOB-BPA -fructose로 만들어 

(lOB-BPA. HCl은 복용하더라도 멜라노마에 집중적으로 모인다고 미시마는 주장 

함) 몇 차례 주사하면 혈액 속의 붕소 농도는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면서 멜라노 

마 세포에서는 농도가 점점 높아졌으며， 간이나 주변 정상 세포에 비하여 1.2 -

3 배의 농도를 나타내였다. 이들은 1987년부터 1994년까지 18 명의 멜라노마 

환자에 적용하여 전이되지 않은 암은 90% 이상， 전체적으로는 78 %의 완치율 

을 보았다. 이들은 유전자 복제를 이용하여 멜라노마 이외의 다른 암에도 BPA 

를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H2]. 

한편， BPA가 아미노산과 비슷하여 BBB를 침투할 수 있다는데 착안하여， 글리 

오마에도 적용하는 시험이 진행되었으며 [H3， H41 1994년에 교또 대학 원자로 

KUR에서 처음으로 환자 치료에 적용하였다[H5]. 미국에서는 일련의 시험 결과 

를 바탕으로 FDA의 승인을 얻어 1994년 9월 BMRR에서 열외 중성자를 이용한 

BNCT를 최초로 하게 되었을 때 BPA를 사용하였다[H6]. 

Hl. Y. Mishima, 1. Ichihashi, T. Nakanishi, M. Tsuji, M. U어a， and T. Nakagawa, 

Experimental Treatment of Malignant Melanoma - Clinically and Pathologically Confirm어 

Cure by Neutron Capture Therapy Using Melanogenesis-seeking Compounds, 

Boron-Neutron Capture Therapy for Tumors, Edited by Hatanaka, 1986, Nishimura, 

429-따O. 

H2. Y. Mishima, Melanoma and nonmelanoma neutron capture therapy using gene therapy: 

overvew, Advances in Neutron Capture Therapy, Vol. 1, Medicine and Physics, Proc. 7th 

IntL Sym Neutron Ûlpture Therapy, Zurich, Switzerland, 4-7 Sept. 1996, 10-25. 

H3. Codeπe JA, Joel DD, Micca PL, Nawrocky MM, Slatkin DN, Control of intracerebral 

gliosarcoma in rats by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with p-boronophenylalanine. Rad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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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 1992, 129, 200-296. 

H4. Mallesch JL, Moore DE, Allen BJ, McCarthy WH, Jones R, Stening W A, The 

phannacokinetics of p-boronophenylalanine-fructose in human patients with glioma and 

metastatic melanoma, 1nt J Radiat Oncol Biol Phys 1994, 28, 118.3-1188. 

H5. Ueda S, lmaho끼 Y, Ohmori Y, Yoshino E, Ono K, Kobayashi T, Takagaki M, Oda Y, 

Ido T , Mishima Y,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and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system to the patient with malignant brain tumor - the first clinical σial using 멈-BPA. 

In: Mishima Y (ed) Cancer Neutron Capture Therapy, New York, Plenum Press, 1996, 

823-827. 

H6. E.H. Elowitz, M. Chadha, j. Iwai, j.A. Coderre, D.D. Joel, D.N. Slatkin and A.D. Chanana, 

A phase I!II trial of BNCT for glioblastoma multiforme using intravenous 

boronophenylalanine-fructose complex and epithermal neutrons: early clinical results, 

Advances in Neutron Capture Therapy, Vol. 1, Medicine and Physics, Proc 7th 1ntL Sym 

N eutron Capture Therapy, Zu끼ch， Switzerland, 4-7 Sept. 1996, 56-59. 

먼저 성공해도 뒤지지 않도록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연구로를 가지고 있는 많은 곳에서 

BNCT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는 히타치 원자로에 이어 BNCT 치료에 이용되던 MuITR이 1990년 

에 원자로 보수 문제로 정지되었다. 이로 인해 1990년부터 KUR에서 환자 조 

사를 재개한데 이어 jRR-2에서도 새로이 시작하였다. 

MuITR은 지금까지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1999년이나 2000년에 재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가동할 때는 KUR이나 jRR-4와 마찬가지로 

열외 중성자와 열중성자를 선택하여 쓸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중이다[11]. 

KUR에서는 1996년까지 48 명의 뇌 암， 13 명의 멜라노마 환자를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3x 109 nlcm2-s의 열중성자속을 얻었으며 1 시간 내지 1.5 시간만에 

조사를 끝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원자로에서는 환자 조사를 하기 전과 후에 

는 원자로률 정지하여야 하였다. 이를 개선하고 열외 중성자 조사도 할 수 있 

도록 중수 탱크를 개조하는 연구를 6 년간 하여 1993년도에 방안을 확정하고， 

1996년에는 개조를 끝냈다[12]. 노심에서 나오는 중성자를 감속시키는 방법을 

달리하여 열외 중성자 모드에서는 1.5× 109 I1/cm2-s의 열외 중성자속을， 열중성 

자 모드에서는 4.9x 109 n/cm2-s의 열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다. 

일본 원자력 연구소의 jRR-2에서도 1990년 8월부터 열중성자 BNCT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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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여기서는 1 X 109 nlcm2-s의 열중성자속을 얻었으며， 1996년에 원자로 

가 노후하여 정지할 때까지 31 명올 조사하였다. ]RR-2의 BNCT 조사 장치를 

대체하면서 성능을 한층 높일 목적으로 ]RR-4를 개조하였다[13， 14]. 노심에서 

나오는 중성자를 갑속시키는 방법을 달리하여 열외 중성자 또는 열중성자를 선 

태하여 쓸 수 있으며， 사쿠라이가 개인적으로 전해준 자료에 따르면 열외 중성 

자 모드에서는 1.7X 109 nlcm2-s의 열외 중성자속을 열중성자 모드에서는 2.3x 

109 n/cm2-s의 열중성자속을 얻올 수 있다. 환자 치료는 자체 개발하고 있는 

dosimetry progr.없이 완성된 이후인 1998년 연말경부터 시작할 것이라 한다. 

이외에 도꼬 대학에서는 2 kW의 고속로인 YAYOI를 써서 기초적인 연구를 
하면서 열외 중성자 조사 장치를 만드는 연구를 하였고 긴끼 대학에서는 1W의 

UTR-K.inki를 생물학적인 연구에 이용하였다[15]. 그러나 90년대 이후 관련 보 

고서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후에 계속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또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BNCT 전문의 2 MW TRIGA 원자 

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도 논의가 있었다. 

교또 대학에서는 30 MW의 KUHFR (Kyoto University High Flux Reactor)을 

건설할 때 BNCT 전용 조사 장치를 설치하려 하였다. 원자로의 건설을 위한 기 
본 설계， 설계 검증 시험 둥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오사까의 남쪽 근교에 있는 교 

또 대학 원자로 연구소 주변의 인구가 원자로 설계 기간에 크게 증가하여 주민 

들이 원자로 건설을 반대하였으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I1. Tetsuo Matsumoto, Design for therma1 and epithermal neutron capture therapy facility at 

the Musashi reactor, Proc. 5th ASRR, May 29-31, 1966, Taejon Korea, 1996, 794-801. 

12. Tooru Kobayashi, Keiji Kanda, Yoshiaki F띠ita， Yoshinori Sakurai and Koji Ono, The 

upgrade of the heavy water facility of the Kyoto University Reactor for neutron capture 

therapy, Proc. 7th IntL Sym , Zurich, Switherland, 4-7 Sept 1996, Advances in Neutron 

Capture Therapy, V. 1, Medicine and Physics, 321-325. 

13. K.Yokoo, T. Yamada, F. Sakurai, T. Nakajima, N. Ohhashi and H. Izumo, A new medical 

irradiation facility at JRR-4, Proc. 7th IntL Sym , Zurich, Switherland, 4-7 Sept. 1996, 

Advances in Neutron Capture Therapy, V. 1, Medicine and Physics, 326-335. 

14. T. Nakajima, M. Banda, Y. Funayama, F. S와urai， Y. Horiguchi and K. Kaieda, Status of 

JRR-4 Modification Work, Proc. 6th Meet. IGORR, April 29-May 1, 1998, Taejon Korea, 

51-56. 

15. J. Kanda and T. Kobayashi, Physics studies on neutron field and dosimetry for Neu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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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ure Therapy in Japan, Boron-Neutron Capture Therapy for Tumors, Edited by 

Hatanaka, 1986, Nishimura, 밍5-259. 

처음 시작한 것은 우리니까 

미국에서는 초기의 환자 치료에서 실패한 이후 BNCT에 대한 연구가 크게 줄 

었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Soloway 등에 의한 붕소 화합물 합성 연구， 동물 조 

사 시험， Fairchild 둥에 의한 열외 중성자 연구 등이 있었다. 그러나 1972, 73년 

에 MIT 원자로에서 BSH를 써서 개에 대한 조사 시험을 한 결과를 보면01] 아 

직도 중성자 빔이 최적화 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 때 동물 조사 조건 

이 환자 조사 조건과 같아지도록 노력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고속 중성자와 감마 

의 비율이 매우 높다. 기존 시설의 중성자 빔을 최적화 하려는 노력은 1983년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타나까의 획기적인 성공 자료는 미국의 에너 

지성이 BNCT 연구벼를 크게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많은 연구 기 

관에서 BNCT 연구를 재개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원자로는 

BMRR이었으며， 현재 미국에서 뇌 암에 BNCT를 적용하고 있는 유일한 원자로 

이다. MIT 원자로에서는 멜라노마에 적용하고 있으며 여러 원자로에서 BNCT 

를 적용해 보려는 연구를 하여 왔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BMRR은 애초에 열중성자 BNCT를 목적으로 건설하였는데， 추후에 중성자 범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조사 설비를 

갖추었다. 따라서 이 원자로 (열출력 3 MW)는 중성차를 의료용으로 이용하는 

면에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동서로 대칭 구조로 마 

주 보고 있는 두 개의 넓은 조사실， 남쪽의 열중성자 또는 감마 조사실， 그리고 

북쪽에 3 개의 수평 조사공을 가지고 있다02]. 1980년대 이후 이들 조사 장치 

를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설계는 주로 Il\TEL Odaho N ational 

Engineering Laboraωry) 이 담당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동쪽으로 향한 조사 설비를 개선하여 1988년에 열외 중성자 조 

사 장치로 만들었으며 (ENIF epithermal neutron irradiation facility) , 여기서 

1.2x 109 ψcm2-s의 열외 중성자속을 얻었다03]. 이후 중성자속을 높이는 방법 

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1996년에는 2.7X 109 ψcm2-s까지 높였다. 이 장치는 

1994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열외 중성자 환자 조사에 。l 용하고 있다. 

서쪽의 조사 장치는 지금까지 열중성자 조사 장치 (TNIF thermal neu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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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facility)로서 동물 등 환자 이외의 조사 시험에 이용하고 있다. 

Fission plate를 써서 노섬에서 나오는 열중성자가 핵분열을 일으켜 고속 중성자 

가 되도록 하면 열외 중성자속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19X 109 ψcm2-s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j3] ， 이것을 현재의 TNIF 자리에 설치할 계획이 

다. 

남쪽 조사실 (BBF : bulk biologica1 facility?)은 TRIGA 원자로의 열중성 자주 

와 비슷한 구조로서， 흑연으로 충분히 감속된 열중성자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Cd 스크련을 설치하면 다양한 스팩트럼의 감마 환경이 된다. 동물의 전선 조사 

실험 둥에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쓰지 않고 있다. TNIF에 fission plate를 설치 

하여 높은 열외 중성자를 얻는 새로운 조사 장치가 되면 현재의 TNIF에서 하고 

있는 동물이나 세포 조사 시험을 BBF에서 할 수 있도록 개조할 계획이다. 

북쪽으로 향한 세 개의 수평 조사공은 직경 10.2 cm~ 일종의 beamportOl 다. 

가운데 한 개는 법선공으로써 붕소 농도 분석 등을 위한 즉발 감마 방사화 분석 

에 사용하고， 양쪽의 두 개는 접선공으로써 한 개는 중성자 감속 실험에 이용되 

다가 지금은 닫아놓은 상태이며 다른 하나는 기송관 장치를 이용하여 방사화 분 

석과 동위원소 생산에 쓰고 있다. 

BMRR에서는 1994년 8월부터 BPA를 써서 글리오마 환자에 대한 임상 시험을 

시작하였는데，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에 매우 조섬스러웠다. 1 단계 (phase 1)에 

는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조사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암 덩어리 바깥에 있는 

정상 세포의 최대 조사량이 10.5 Gy-Eq 이하가 되도록 하여 11 명을 조사하였 

다. 이를 통해 부작용 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평균 생존율은 재래의 다른 

치료법과 비슷하였다. 이후 정상 세포 최대 조사량이 12.6 Gy-Eq 이하가 되도 

록 조사량을 증가시켜 1996년 8월까지 9 명을 조사하였다. 

1998년 4월 16일 개정 된 BNL web-site 내용에 따르면 1998년 4월까지 BNCT 

치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평가를 할 수 있는 환자의 수는 37 명으로서 Curran 

Class III에 2 명， IV에 12 명， V에 23 명이다. Class IV의 경우 재래 치료법의 

평균 생존 기간이 11 .1 개월인데 12.8 개월이었고 Class V는 재래 치료법이 9.2 

개월인데 12.5 개월로 약간 길다. 60 셰 이상의 환자에서는 재래 방법이 3.5 내 

지 8.5 개월인데， BNCT의 평균 생존 기간은 11.4 개월이다. 앞으로 조사량을 

늘릴 계획이며， 이로서 평닫 생존 기간은 더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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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의 결과는 평균 생폰 기간에서 별 차이가 없으나 환자가 갖는 삶의 질은 

한총 나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BNCT로는 2 시간의 붕소 화합물 정맥 주사 

와 1 시간의 중성자 조사를 받은 뒤 대부분 원래의 생활로 되돌아가는데 벼해， 

재래 치료법은 6 주간 매일 반복되는 방사선 치료에 이어 일련의 항암 치료를 

받으므로 남은 생에서 더 많은 시간을 치료에 허비한다. 

MITR도 1980년대 말부터 열외 중성자 조사 장치를 꾸였으나 중성자속이 108 

수준으로 낮아서 중성자속을 높이는 연구를 계속하여 왔으며 [j5] ， 근래에는 

fission plate를 써서 중성자속을 한층 높이는 방법이 구상되고 있다. 이 원자로 

의 BNCT 조사 장치는 특이하게 노심 아래쪽에 있는데， fission plate를 쓰는 경 

우에는 수평 조사 장치로 꾸밀 것이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세포 단위로 붕소 

농도 분포를 측정하는 알파 트랙 측정법의 개발 붕소 농도 분석을 위한 즉발 

감마 방사화 분석 장치 설치 각종 동물 또는 세포 시험 등 기초적인 연구를 해 

왔다[j6l 1994년 9월에서 96년 5월까지 5 명의 멜라노마 환자에 대해 1 단계 

엄상 시험을 하였는데[j7] ， 미시마와 같이 붕소 화합물로는 BPA를 사용하였으 

나 열외 중성자를 이용한 것이 다른 점이다.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여러 원자로에서 BNCT를 하기 위한 연구를 하여 왔으 

며，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각 원자로에서의 BNCT 연구 내용은 BNCT 

심포지엄의 논문집 풍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 Idaho Power Burst Facility (PBF) 

-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Research Reactor (GTRR) 

- ORNL Tower Shielding Facility (TSF) 

- University of Califomia (TRIGA) 

- Missouri University Research Reactor (MU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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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y for Cancer, 1992, 21-26. 

J7. P.M. Busse, R. Zamenhof, H. Madoc-Jones, G. Solares, S. Kiger, K. Riley , C. Chuang, G. 

Rogers and O. Harling, C1inical follow-up of patients with melanoma of the extremity 

treated in a phase 1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protocol, Proc. 7th lntl. Symp. Neutron 

G껴pture Theropy for Cancer, 4-7 Sept. 1996, Zurich Switzerland, Advances in Neutron 

Capture Therapy, V. 1, M벼ìcine and Physics, 60-64. 

서유럽에서도 

서유럽에서는 1987년에 BNCT에 대한 유럽 공동 연구진이 구성되었다. 1996 

년의 경우 이 연구진에는 유럽 14 개국에서 40 개의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네델란드 Petten에 있는 유럽 공동체 소유의 HFR에서 열외 중성자 

BNCT를 시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치료법의 유효성이 입증되면 유럽의 다른 

연구로에 BNCT 장치를 설치하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이 원자로는 열출력이 45 MW이고 유럽의 상용 발전로 재료에 대한 조사 시험 

을 주목적으로 한 재료 시험로 가운데 하나지만 동위원소 생산도 활발하고 중성 

자 범 실험을 위한 중성자공도 12 개나 있는 다목적 연구로이다. 이 가운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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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한 쪽 면 전체를 두 개의 수평공이 나무 가지처럼 벌어진 형태로 쳐다보는 

중성자공이 BNCT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여기에는 원래 중성자빔 

반사 거울 둥의 실험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약 18 개월에 걸쳐 여기에 설치 

할 중성자 여과 장치 둥을 설계 제작하고， 일련의 실험을 거쳐 기존의 중성자 범 

시험 장치를 철거하였으며 1990년 8월에 BNCT 장치의 설치를 끝내었다[K1 ， 

K2]. 가지 친 두 개의 중성자공 모두를 BNCT에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한 쪽에 

는 큰 조사실， 다른 쪽에는 작은 조사실을 두었다. 여기서는 감마 차폐체로 액 

체 알곤을 사용한 것이 특이하다. 

이후 9 개월에 걸쳐 시험을 하고 이듬해 6월에 처음으로 원자로가 전출력에서 

운전하는 상태에서 빔을 얻을 수 있었다.10 분씩 6 차례로 나누어 1 시간 정도 

의 조사 시간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 109 I1/cm2-s 이상의 열 

외 중성자속을 얻는 것을 목표로 설계하였으나 측정한 결과는 기대값과 크게 달 

랐다. 열외 중성자속은 1/3인 3.3 X 108 n1cm2-s였고 중성자 평균 에너지는 46 

% 정도 높았으며， 감마 준위는 2 배 이상 높았다. 그 원인은 감마 여과기로 사 

용한 천연 알곤에서 0.34 %를 차지하는 Ar-36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Ar-36 

의 중성자 홉수 단면적은 알곤의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는 Ar-40의 약 100 배이 

다. 중성자속을 원래 계획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Ar-36을 제거하여야 하는데， 

이 경비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포기하였고 어쩔 수 없이 기대보다 낮은 성능 

을 쓸 수밖에 없었다[K3].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 각국의 기준 등이 달라 임상 

시험이 늦어져서 1997년 10월부터 1 단계 임상 시험을 시작하였다. 붕소 화합물 

로는 BSH를 쓰고 있으며， 1998년 8월 현재 ]RC (Joint Research Centre)의 

web-site에 따르면 5 명의 환자를 조사하였다. 처음 3 년간은 40 명에 대하여 1 

단계 임상 시험을 할 계획이라 한다. 

여기서는 매일 한번씩 4 일간 나누어 쪼인다. 개 (dog)에 대한 실험에서 나누 

어 쪼이면 정상 조직에 주는 피해가 적었으며 목표 조사량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동의 이유를 들고 있다. 어떻든 BSH, 열외 중성자， 분할 조사를 결합시 

킨 임상 시험은 처음으로 하는 것이다. 

서유럽에서는 이외에 핀란드에서도 BNCT 장치를 갖추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1990년대 초에 연구진이 구성되어， 열출력 250 kW TRIGA Mk-II인 FiR 1 

CFinnish research reactor)의 열중성자주를 개조하는 연구와 함께 붕소 화합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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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1996년에는 중성자 범 인출 장치를 완성하여 측정한 

결과 설계에서 예측한 것과 잘 맞는 126× 109 n/cm2-s의 열외 중성자속을 얻었 

다[K4]. 

영국에서는 H따well에 있는 DIDO 형 원자로를 BNCT에 이용하는 방법을 연 

구하였으나 1990년에 이 원자로가 정지되었다. 

Petten에서는 HFR의 열외 중성자 BNCT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30 kW의 LFR 

(Low Flux Reactor)에서 열중성자 조사 장치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 여기 

서는 세포나 동물 조사 시험 등 기초적인 실험을 주로 할 계획이다. 

스웨덴의 R2-0 (100 kW)에서도 LFR과 비슷한 목적으로 열중성자 조사 장치 

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Kl. R.L. Moss, F. Stecher-Rasmussen, K. Ravensberg , G. Constantine and P Watkins, 

Design,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of an epithermal neutron beam for BNCT at the high 

flux reactor Petten, Proc. 4th Intl. Symp. Neutron Capture Therapy ψr Cancer, Dec. 4-7 

19::뻐， Sydney Australia, Progress in Neutron Capture Therapy for Cancer, 1992, 63-66. 

K2. R.L. Moss, F. Stecher..,Rasmussen, R. Huiskamp, L. Dewit and B. Mijnheer, The Petten 

BNCT project, Proc. 4th Intl. Symp. Neutron Capture Therapy ψr Cancer, Dec. 4-7 1앉)()， 

Sydney Australia, Progress in Neuσon Capture Therapy for Cancer, 1992, 7-12. 

K3.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tword clinical trials of glioma treatment, edited by Detlef 

Gabel and Ray Moss, Plenum Press, New York and London, 1992. 

K4. Sauli Savolainen, et. al. , The Finnish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program - an 

overview on scientific project, Proc. 7th IntL Symp. Neutron Capture Therapy for αlfIcer， 

4-7 Sept. 1996, Zu끼ch Switzerland, Advances in Neutron Capture Therapy, V. 1, Medicine 

and Physics, 342-347. 

누구나 생명은 소중하니 

이외의 지역에서는 아직 임상 시험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연구로를 개 

조하여 BNCT를 하려는 연구는 많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와 품유럽 

러시아의 IPPE Ons피tute of Physics and Power Engineering)에서는 원자로의 

고속 중성자를 써서 암 치료를 하여 왔는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치료에 원자 

로의 고속 중성자률 이용하고 있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독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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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는 이 경험을 살려서 소형의 액체 연료 원자로를 써서 열외 중성자 

BNCT를 하는 방법을 연구중이다. 

체코에서는 LVR-15 원자로에 열외 중성자 조사 장치를 설치하였으나 중성자 

속이 1.1 X 108 n!cm2-s에 그치고 있다. 

항가리는 1994년 2월에 유럽 공동 연구진에 합류하였다 TUB (Technical 

University of Budapest)의 소형 연구로 (100 kW)에 열중성자 조사 장치를 만들 

어 세포나 동물 시험 그리고 멜라노마 치료에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슬로베니아에서는 TRIGA Mk-ll에서 BNCT에 적합한 중성자를 얻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아시아와 호주 

중국에서는 Tsinghua University Pool-Reactor에 열외 중성자 조사 장치를 설 

치하고 있으며， 대만에서는 THOR (Tsing Hua Open-pool Reactor)에서 열외 중 

성자를 얻기 위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이 란에 서 는 TRR (Teheran Research Reactor)를 이 용하는 가능성 을 연 구하고 

있다. 

호주는 소형 연구로인 Moata를 써서 BNCT 기초 연구를 하여 왔으나 원자로 

가 정지되었고， DIDO 형인 HIFAR에서 빔 인출 방안을 연구하였으나 이 원자로 

를 정지하고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새 원자로에 

BNCT 조사 장치를 설치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료만 

아르젠틴은 500 kW의 RA-6에 열중성자 조사 장치를 설치하여 설계의 정확성 

을 확인하였으며， 열외 중성자 조사 장치로 개조하고 있다. 또한 10 MW의 

MPTRR에서는 열중성자를， MXRR-1에서는 열외 중성자를 얻는 방법을 연구하 

고 있다. 

브라질은 5 MW의 IEA-R1 원자로의 수평 중성자공에 여과기를 설치하는 방 

법올 연구하고 있다. 

이상은 논문이 나온 사례에 근거한 것이고 그 이외에도 추진하는 곳이 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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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성은 있다. 

편리한 중성자를 찾아 

원자로가 가지고 있는 제약 조건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다른 편리한 중성자원 

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는 가속기 

와 정'2Cf가 꼽히고 있다. 

이미 가속기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이 많으므로 기존 가속기를 약간 개량하거 

나 성능을 향상시켜서 충분한 중성자를 얻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고， 그렇 

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이 가속기를 설치하는 병원에서 충분한 중성자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는 약 4,000 개의 가속 

기가 있으며， 개발 도상국에서 가속기를 설치하는 잠재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MIl 일례로 인도의 병원에만 50 개의 선 

형 가속기가 있다. 

요즈음에는 간암을 수술할 때 간을 몸 밖으로 떼 내어 암을 제거하고 다시 이 

식하는 기술도 발달하여 있다. 따라서 간을 분리한 뒤 수술로는 암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리한 간에만 BNCT를 한 뒤 이식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 

[M2]. 이럴 경우에는 병원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중성자 조사 장치가 반드시 필 

요하다. 위스콘신 의대에서는 가속기에서 얻는 고속 중성자로 1976년부터 20년 

간 2,300 명 이상의 암을 치료하는데 사용하였다[M3]. 이늪 일본에서 1968년 이 

후 지금까지 BNCT를 적용한 것의 약 10 배이다. 고속 중성자 치료가 획기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적용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병원에 장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대형 병원에 현재 개념의 원자로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 

되고 있다. 

붕소 화합물을 투여하고 고속 중성자로 조사하면 암 세포에 대한 선택적인 조 

사 효과가 조금 나타나는데 바록 이것이 작을지라도 치료 효과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이 방법도 병원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설비로 쉽게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가 활발하다. 

가속기를 사용하는 연구 사례는 BNCT 섬포지엄의 논분집에 따로 가속기 항 

목 또는 병원에서의 NCT 적용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기-속기를 써서 중성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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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핵 파쇄 (proton spa1Iation), CZ) (p,n) 반 

대상의 가속기도 

발생시키는 핵반웅으로는 @ 양성자의 

웅， CID (d,n) 반웅，@ 광중성자가 주로 검토되고 

사이클로트론， 선형 가속기 Oinac) , radio-frequency quadrupole (RFQ) , tandem 

가속기 동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양성자 중핵 파쇄 반웅의 경우 

있으며， 검토 

spa1Iation 

거론되지 

대한 연구 

표적으로 하 

가속기로 베릴리 

있다. 이러한 

강력한 

병원에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이를 BNCT에 이용하는 것은 

않고 있으며， 텅스렌 표적에 72 MeV의 양성자를 때려서 얻는 경우에 

사례가 있다. (p,n) 반웅은 반웅 문턱 에너지가 1.88 Me V ~ 7Li을 

는 경우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 (d,n) 반응의 

움이나 리륨을 표적으로 하여 중수소핵을 때리는 반웅이 

반웅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입사 빔의 에너지가 높을수록 중성자 발생률은 높아지지만 생겨난 중성자의 

에너지도 높기 때문에 감속재가 두꺼워져야 한다. 따라서 조사 지점에서의 

자속이 반드시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2) 입사 범의 세기 (전류)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표적에서의 열 발생이 높아 

져서 액체 표적을 사용하여야 하는 동 기술적인 난제가 있다. 

중수소나 삼중수소에 중수소핵을 때려서 핵융합 반웅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훨씬 낮아서 진공관에 고전압을 거는 중성자 발생 장치로 

분야에 이 용되 고 있다. 2D(d,n)3He 반웅은 3T (d,n)4He 반웅에 비 하여 

높으나 생성되는 중성자의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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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너지는 

그러나 충분히 높은 중성자속을 얻는 것이 숙제이다. 

광중성자는 중수나 베릴리움에 감마선이나 x--선을 쪼여서 중성자를 얻는 반웅 

인데， 가속된 전자로 텅스텐 등을 때릴 때 나오는 제동 복사 (bremsstrahlung) 

되고 있다. 

문제가 한결 등의 표적에서의 열 발생 x-선을 쓰는 경우에 대한 연구가 있다. 

높은 중성자속을 얻는 것이 숙제이다. 

경우에는 짧Cf를 써서 

덜하지만 충분히 

방법을 중성자 치료하는 

연구가 있는데， 이는 고속 중성자 치료법에 붕소 화합물을 함께 사 

효과를 높이려는 것과 근본적으로 같다. 원래는 암의 중심부에 

넣어 암이 고속 중성자를 많이 맞도록 하고， 때로는 갑마 조사도 

그런데 붕소 화합물을 사용하면 감속된 열중성자가 붕소에 흡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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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높인다는 원리이다. 

M1. Sandro Rossi and Ugo Amaldi, The TERA Programme: Status and Pros야x:ts， Proc. 7th 

Intl. Symp. Neutron α껴따ure Therapy for Cancer, 4-7 Sept. 1996, Zurich Switzerland, 

Advances in Neutron Capture Therapy, V. I, Medicine and Physics, 444-458. 

M2. S.Agosteo, G. B어ei， P. Colautti, M.G. Corrado, F. d’Errico, S. Monti, M.Si1때 and R. 

Tintil, An accelerator-based thennal neutron source for BNCT, Proζ 7th Intl. Symp. 

Neutron Capture Therapy for Cancer, 4-7 Sept. 1996, Zurich Switzerland, Advances in 

Neutron Capture Therapy, V. I, Medicine and PhysÎCs, 483-500. 

M3. Katja Langen, Arlene ]. Lennox, Thomas K. Kroc and Paul M. Deluca, ]r., Feasibility of 

the uti1ization of BNCT in the fast neutron therapy beam at Fermilab, Proc. 7th IntL Symp. 

Neutron Capture Therapy for Cancer, 4-7 Sept. 1996, Zurich Switzerland, Advances in 

Neutron Capture Therapy, V. I, Medicine and Physics, 501-504. 

또 다른 시도 

지금까지 환자 치료에 사용되어온 중성자 흡수 물질은 모두 lOB이지만 80년대 

이후 157Gd을 쓰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 사례도 BNCT 섬포지엄의 

논문집에 G어~CT로 분류되어 있다 157Gd은 자연에 존재하는 핵종 가운데 열중 

성자 홉수 단면적이 가장 크며 (밍4，078 b, lOB은 3,840 b) , 중성자를 홉수하여 방 

출하는 감마선을 궤도 전자가 흡수하여 나오는 Auger 전자의 비적이 μm 이하 

로 매우 짧기 때문에 암 세포에 대한 선별 조사가 가능하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또한 가돌리늄 화합물은 붕소 화합물보다 독성이 훨씬 약하여 더 많은 양을 주 

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Auger 전자의 비적은 세포의 

크기보다 훨씬 작으므로 이 화합물은 DNA에 붙어야만 암 세포에 대한 선별 조 

사 효과가 있으며하Gd의 존재비가 15퍼 %이므로 l~과 마찬가지로 농축이 필 

요하다. 

중성자 홉수 단면적이 l~의 약 67 배이지만 질량수가 15.7 배이므로 농도가 

같을 경우 중성자 홉수율은 약 4 배이다. 암 세포에서의 농도를 붕소에 비하여 

훨씬 높일 수 있다면 치료에 필요한 중성자 조사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중성자속이 낮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속기를 이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l~에 비하여 많은 양의 높은 에너지 갑 

마선이 방출되고， Auger 전자가 전달하는 에너지가 알파선이나 리륨 원자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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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작은 둥의 불리한 점도 있으므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붕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툴리늄 화합물을 주입한 뒤에 원자로나 가속기의 

중성자를 쪼이는 방법， 고속 중성자를 이용한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 똥2Cf 선 

원을 이용한 치료법을 높이는 방법 퉁도 함께 연구되고 있으며， 한 개의 분자에 

가돌리늄과 붕소를 함께 붙이는 방법 둥도 연구되고 있다. 

이외에 BNCT를 류마티스 관절염에 적용하려는 연구도 있다[Nl ， N21. 

N1. E. Binello, R.E. Shefer and ].C. Yanch, Neutron beam design for boron neutron capture 

synovectomy, Proc. 7th Intl Symp. Neutron Capture π1erapy for Cancer, 4-7 Sept. 1996, 

Zurich Switzerland, Advances in Neutron Capture Therapy, V. 1, Medicine and Physics, 

459-463. 

N2. D.W. Nigg, C.A. Wemple, F.]. 찌끼1eeler， D.E. Wesso!, ].C. Yanch, and C.D. Scoville, 

Computationa1 dosimetry for boron neutron capture synovectomy, INEEL BNCT Research 

Program Annual Repoπ 1997, Edited by ]. R. Ve며1Uizen， INEEL/EXT-98-00327, Apri!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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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현황 

1985년 하나로 건설 계획이 수립될 때 서울에 남아 있는 연구로 1, 2호기의 

향후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때 원자력병원이 연구로 근처로 이전됨에 따라 입 

지적인 유리함을 고려하여 두 개의 연구로 가운데 하나를 BNCT에 이용하는 

것이 제안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이 후에도 과제 신청이 있었으나 실현되 

지는 못하였다. 하나로를 설계/건설할 때도 BNCT 요구는 없었기 때문에 반영 

되지 않았다. 

붕소 화합물은 고려대， 과기대， 동아대， 옥시 연구소 둥에서 수년간 수행하였 

고， 합성 중에 있다. 한양대학교 김종경 교수는 292Cf률 이용한 BNCT 기기의 

설계 연구를 하였으며 [01 ， 02], dosimetry에 대한 연구 경력이 있는 연구자도 

있고， 이러한 연구자들이 1993년 원자력병원에 모여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다. 

1995년 7월에는 BNCT 학회장이며 붕소화합물 합성 연구자인 UCLA 교수인 

M.F. Hawthorne이 방한하여 과기대에서 BNCT에 대해 강연한 바 있다. 원자 

력병원 신경외과 의사 이숭훈은 1995년 6월 일본 교또 대학에서 실제 진행되 

는 BNCT 치료를 견학하고， 수술 둥 치료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 

였다. 원자력병원에서는 이 치료법의 기본 기술 습득을 위해， 옥시 연구소에서 

보론폴피련을 합성하고 이률 이용하여 생체 내 약물 동태 파악， 붕소 측정 동의 

실험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붕소 중성자 포획 치료법 기반 기술 확립” 

과제가 정부에서 숭인되어 1996년 7월부터 진행되어 왔다. 

원자력연구소에서는 1996년 말까지 약 15 개월간 하나로에서 BNCT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타당성 연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열외 중성자 BNCT 

는 불가능하지만 열중성자 BNCT는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03 - 061. 

하나로의 IR공에 BNCT를 위한 열중성자 조사 장치를 설치하고， 현장 붕소 농 

도 분석올 할 수 있는 즉발 중성자 방사화 분석 (PGAA: prompt gamma 

activation analysis) 장치를 설치하는 과제가 정부에서 숭인되어 1997년 7월부터 

진행중이다. 현재의 설계 성능이 나온다면 감마와 고속 중성자는 충분히 낮으 

면서 2.6x 109 n1cm2-s의 열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으며， 조사 시간은 약 1 시간 

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원 조남진 교수는 1997년에 BNCT 전용 연구로에 대한 개념 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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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07]. 또한 한양대 김종경 교수는 292Cf만 사용하여 충분한 중성자속 

올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성자원을 증폭시키는 미임계 원자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 다[08 - 010]. 

원자력연구소의 최병호 박사팀은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원과 미임계 

원자로를 결합시킨 다목적 장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 과제에서는 아직 

BNCT에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이 장치에서 열외 

중성자 조사 장치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PGAA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초 서울의 TRIGA Mk-III 원자로에서 김낙배 

박사가 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원자력연구소의 BNCT 과제와 관련하여 하나 

로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PGAA 장치에 대하여 서울대 최희동 교수가 

연구를 하고 있다[01 1]. 붕소 농도 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동위원소 질량 분석 

기는 국내 몇 곳에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원자력연구소에서는 김원 

호 박사팀이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세포 내에서의 붕소 농도 분포를 미시적으로 측정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알파 

트랙 측정법과 관련된 트래 측정은 오래 전부터 여러 사람이 해본 경험이 있으 

나 연속성을 유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래에는 원자력연구소의 김원 

호 박사팀에서 극미량의 핵연료 물질을 분석하는 fission track 측정 기술을 확 

립하였고， 이창희 박사팀에서는 금속 재질내 미시적인 붕소 농도 분포를 측정하 

는데 알파 트랙법을 사용하고 있다. 원자력병원의 김은희 박사는 BNCT를 목 

적으로 알파 트랙 측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마땅히 사용할만한 원자로가 

없는 경우에는 붕소 화합물의 수소를 삼중 수소로 치환하여 붕소 화합물의 분 

포를 측정하는 tritium autoradiography 방법을 쓰는데， 이의 국내 현황은 파악 

하지 못하였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암 조직과 주변 정상 조직에서의 붕소 화합물 분포를 측정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현황은 조사하지 못하였다. BPA의 경우에는 양전자를 

방출하는 l~을 붙인 18F - BP A labelled compound를 써서 PET (position 

emission tomography)로 붕소 농도 분포를 영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998 

년 10월 현재 국내에는 단 두 대의 PET밖에 없고 18F의 반감기가 109.77분으로 

짧기 때문에 18F를 생산하는 양성자 가속기와 PET를 함께 가지고 있는 곳에서 

만 가능하다. 이런 제약 때문에 감마 방출 동위원소를 표지시켜서 감마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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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상을 얻는 방법을 쓰고 있다. 최근에 lb6Ho을 이용한 암 및 류마티스 관절 

염 치료제를 개발한 원자력연구소의 박경배 박사는 붕소 화합물에 99mTc을 붙 

여 감마 영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원자력 병원에서는 1311을 표 

지시켜 동물 시험을 하고 있다[012]. 이 시험 결과를 보면 131I의 표지가 매우 

잘되고， 체내에 주입한 뒤에 화합물에서 131I이 잘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따라서 

작은 동물에서 BPA의 전신 분포를 측정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분야 연구자들은 간헐적으로 모임을 가져 왔으며 1998년 가을에 BNCT 연 

구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다. 

0 1. ].C. Yanch, ].K. Kim, and M.]. Wilson, Design of a califomium-based epithennal neuσon 

beam for neutron capture therapy, Phy. Med BioL , 38, 1145(993). 

02. ].K. Kim, J.C. Yanch, and M.]. Wilson, califomium-based epithermal neutron beams for 

neutron capture therapy, Advances in Neutron Capture Therapy., p131, A.H. SoIoway et aI., 

Plenum Press, New York (1993). 

03. 이지복 둥， 하나로에서 중성자를 이용한 암 치료 타당성 연구， KAERI!RR-1끊8/95， 한국원자 

력연구소 1앉뻐.1.20. 

04. 전병진 둥， 하나로를 이용한 암 치료 장치 개발， KAERνRR-1677/96， 한국원자력연구소 

1997.2. 

05. Byung Chul Lee, et al., "Preliminary Design for BNCT in the HANARO," Proceedings of 

the 1앉'}8 ANS Topiml Conference on Radiation Protection and Shielding, ApriI 19-23, 

Nashville, USA, p.II-395-400, 1998. 

06. Byung Jin Jun and Byung Chul Lee, Design of a BNCT facility at HANARO, Proc. 6th 

Meet. IGORR, April 29-May 1, 1998, Taejon Korea, 245-250. 

07. Jeong Hwan Park and Nam Zin Cho, Design of a :-nedic떠 reactor generating high quality 

neutron beams for BNCT, Proc. Korean Nucl. Soc. SprÎng Meeting, Kwangju Korea, May 

1997, 427-432. 

08. ].K. Kim and D.H. Kim, FeasibiIity study of califomium based epithermal neutron beam 

design for BNCT using subcritical multiplying assembly, World Congress on Medical 

Physics and Biomedical Engineering, Nice, France, SepL 14-19, 1997. 

09. ].K. Kim 없d D.H. Kim, Conceptual design of a Cf-based epithennal neutron beam for 

BNCT using subcrical multiplying assembly," Nucl. Techη01. 1998 (Accepted for 

Publication). 

010. 한치영， 김도헌， 김종경， 미업계 증배 집합체를 이용한 BNCT용 열외 중성자빔의 설계， ’98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 한국원자력학회 1998.5.29-30, 수원 ， 7l!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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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Hee Dong Choi, Soo Hyun Byun, Design of prompt gamma neutron activation analysis 

system, Proζ 6th Meet. IGORR, April 29-May 1, 1998, Taejon Korea, 449-453. 

012. 우광선， 임상무， 최태현， 최창훈， 정위섭， 임수정， 이수진， 붕소중성자 포획 치료를 위한 붕소 

페닐알라닌의 131r 표지화합물 제조와 체내동태， ‘98 추계 학술 발표회 논문집， 한국원자력학회， 

1998.10.30-31, 한양대 학교， 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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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CT를 위 한 원자로의 중성 자 

중섬짜는 몸에 나쁘다. 

중성자 자체는 전하가 없는 알맹이여서 전자와 반웅하는 전리 능력은 없지만， 

수소와 같이 가벼운 원자핵을 가진 물질을 빠른 중성자가 때리면 원자핵이 튀 

어나오므로 직접적인 전리 작용도 일어난다. 또한 궁극적으로 중성자는 물질에 

홉수되며， 그 결과 발생하는 2차 방사선의 전리 작용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친 

다-

대부분의 안정 동위원소들이 중성자를 홉수하여 복합핵 (compound nucleus) 

이 되면 핵 에너지 준위가 높아서 즉발 감마선을 내어 준안정 상태로 된다. 이 

준안정 상태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중성자가 필요 이상으로 많으므로 대개 ß
선을 방출하여 중성자를 양자로 바꾸어 안정되려고 한다. ß-선을 방출한 새로 

운 원자핵 조건에서도 에너지 준위가 높으므로 대개 감마선도 함께 방출한다. 

이것을 β-붕괴라 하며 고유의 반감기를 가지고 확률적인 원칙을 따라 붕괴한 

다. 

에너지가 매우 큰 고속 중성자의 경우에는 양자나 알파선 등의 하전 입자를 

내는 핵 반웅도 하지만 단면적이 매우 작다. 그러나 14N, 6Li, 1OB, 3He의 경우 

에는 중성자를 홉수하여 하전 입자를 방출하는 반웅 자체가 발열 반웅이어서 

낮은 에너지의 중성자와 잘 반웅한다 14N의 반웅 단면적도 작은 것은 아니나 

나머지 3 개는 매우 커서 중성자 검출기에 흔히 쓰인다. 

중성자가 인체와 반웅하여 나오는 방사선은 주로 베타， 감마， 양자인데， 감마 

나 베타보다 전리 작용이 훨씬 강한 양자가 가장 중요하다. 인체의 구성 물질 

가운데 매우 큰 몫을 차지하는 수소가 빠른 중성자에 맞으면 양자가 튀겨 나오 

며 Cproton recoiD, 질소는 14NCn,p)14C 반웅으로 양자를 방출한다. 

중성자의 에너지가 크면 수소 원자핵에서 튀겨 나오는 양자의 에너지도 크고 

여러 번 충돌하여 양자도 많이 나오므로， 어느 정도 이상의 에너지면 (약 1 eV 

이 상) 거 의 에 너 지 에 비 례 하여 영 향을 미 친다. 14NCn,p)14C 반웅의 Q 값은 0.63 

MeV이고 이 에너지의 대부분을 양자가 가지고 나오며 단면적은 그림 3-}에서 

보듯이 약 100 keV까지 lIv형을 나타낸다. 따라서 중성자의 에너지가 낮을 때 

는 질소， 클 때는 수소와의 반웅이 가장 중요하다. 한 개의 중성자가 인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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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올 때 1 g의 인체 조직에 전달하는 에너지 (kenna/unit neutron 

f]uence)를 보면， 40 eV 이 하에 서 는 14N{n,p)14C 반웅의 값을 거 의 따라가며 , 그 

이상에서는 수소와의 반웅을 거의 따라가는 V자 모양을 갖는다 (참고 문헌 P1 

의 그림 3 참조). 여기에 각 반웅이 인체에 마치는 영향 (선질 계수 qua1ity 

factor: QF)을 고려하는 둥의 평가를 거치면 중성자속을 선량 당량으로 환산하 

는 전환 인자를 구할 수 있다. ANSVANS-6. 1.1-1977에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 

나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 방어 목적으로 권고하는 전환 인자는 그림 3-2와 같 

다[P21. 이 그림을 보면 10 keV를 경계로 하여 이보다 낮은 에너지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가 이보다 높은 에너지에서는 거의 에너지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환자 치료 관점에서 중성자의 영향을 평가할 때는 이와 다를 수 았지만， NCT 

에 적합한 중성자의 에너지를 판단할 때는 그림 3-2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적의 중성자 에너지를 엄밀하게 따지려면 정상 세포에 들어 있는 붕소의 농 

도까지 고려하여 각 에너지의 충성자가 정상 세포에 미치는 생불학적 영향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MT = 103 
l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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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μ
 짧
 .;;:j 
생lÕ1 

쩔 

Hf -1 • ^0 • " 1 •• 2 •• 3 10 ~ 10 u 10' 10' 10~ 10' 10' 10u 10' 10u 10u 10 
Neutron Energy (eV) 

그림 3-1. 14N(n,p)14C 반웅 단면적 

P1. 이 병 철， Neutron and gamma-ray flux and dose for the moclified BNCT facility, HAN-RR

CR-98-023, 1998.4.24. 한국원자력 연구소. 

P2. Neutron and gamma-ray flux-to-dose-rate factors, ANSV ANS-6.1.1-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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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OII 가장 좋은 중성자는? 

NCT는 중성자 홉수 단면적이 크고， 중성자를 흡수하여 강한 전리 방사선을 

내는 물질이 암 세포에 집중적으로 모이게 한 뒤에 중성자를 쪼여서 암 세포가 

강한 전리 방사션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강한 중성자 홉수 물질은 

모두 열중성자 홉수 단면적이 큰 것이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쓰여온 l~과 현 

재 후보 물질로 연구되고 있는 1댄Gd의 반응 단면적도 그림 3-3과 3-4에서 보듯 

이 예외가 아나다. 따라서 실제로 반용하는 중성자의 대부분은 열중성자이다. 

이에 비하여 고속 중성자나 감마 등은 암 세포와 정상 세포에 차별성이 없으므 

로 최소화해야 한다. 열중성자 자체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상 세포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만 이에 비하여 붕소나 가돌리늄 뜯의 농도 차이로 암 세포에 주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체 조직이 많은 양의 방사선을 받을 때의 영향을 얘기할 때 소위 발단 선량 

이라논 것이 있으며 이 이하를 받았을 때는 확률적인 영향 이외에 뚜렷한 증상 

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 세포는 발단 선량 이하를 받고 암 세포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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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중성자의 Flux-to-Dose 전환 언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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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lDs(n, a )7Li 반응 단면적 

MT = 102 

떠
 떠 。μ
 에
 

-

10-4 10-3 10-2 10-1 100 101 10 
Neutron Energy (eV) 

그림 3-4. 1힘Gd의 중성차 홉수 단면적 

10
5 

10
6 

10
7 

- 35 -



단 선량보다 훨씬 더 받도록 하면 암에 대한 선별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암이 재발하는 시간은 살아 남은 암 세포의 수가 적을수록 걸어 

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암 세포를 죽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암 세포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많이 쪼여야 한다. 그러면서도 정상 세포에 대하여는 발단 

선량 이하를 쪼여야 하므로 암 세포와 정상 세포에 대하여 차별성이 없는 다른 

방사선을 최소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열중성자는 인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에서는 깊이 투과하지 못하므 

로 수술로 암 부위를 노출시킨 뒤에 쪼여야 하며， 뇌 속 깊이 있는 암에는 적용 

할 수 없다. 또한 암 덩어리가 클 때는 뒷 부분까지 충분히 조사할 수 없으므 

로 가운데 부분을 수술로 최대한 도려낸 뒤에 탁구공처럼 생긴 실리콘 볼을 넣 

어 가장 자리와 주변 조직에 침투하여 남아 있는 활발한 암 세포에 효과적으로 

중성자를 쪼이는 방법을 써 왔다. 

한편， 에너지가 큰 중성자는 단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조금 더 깊이 투과 

하며，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잃어 열중성자가 된다. 열외 중성자를 쪼아면 표 

면에서 2 - 3 cm 들어간 곳에서 열중성자속이 가장 높아지므로 열중성자를 직 

접 쓸 때보다 더 깊이 있는 암에 적용할 수 있고 뇌 암의 부위를 노출시키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 뇌 암이 매우 깊이 있을 때는 머리의 양쪽에서 나누어 

쪼여서 뇌 부분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조사되도록 할 수도 있다. 머리 뼈를 열 

어둔 채로 중성자를 쪼이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의료 관 

계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열외 중성자 조사를 추진하는 측에서 

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듯하다. 

감마선이나 x-선을 사용하는 암 치료에서는 보통 6 주에 걸쳐 거의 매일 한 

번씩 쪼인다. 한 번에 많은 방사선을 쪼이는 것보다는 나누어 쪼이는 것이 정 

상 세포에는 피해가 적으며， 암 치료에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4 절 참조). BNCT의 경우에도 나누어 쪼이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하여는 아직 논란이 있다. 만일 나누어 쪼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입증될 경 

우에 매번 머리뼈를 열어야 하는 열중성자 BNCT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열중성자보다는 열외 중성자 BNCT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 

지만 환자에 대한 임상 결과에서는 아직 입중되지 않고 있다. 하타나까의 자료 

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표면 가까이 있는 암에 대한 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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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의 열중성자 치료 효과는 인정되는 분위기이다. 이에 비해 열외 중성자 치료 

에서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생존 기간 연장 효과가 입증되지 않고 있다. 아 

직 매우 깊이 있는 함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생존 기간 연장 효과가 나 

타나지 않는 것은 열외 중성자의 효과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한다. 

또한 열외 중성자를 쪼이는 경우에는 많은 방사선을 받는 정상적인 뇌의 부피 

가 열중성자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 정상적인 뇌에 허용되는 방사선 조사량이 

조사되는 부피가 클수록 적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열외 중성자 

를 쓸 때는 종양 부위에 쪼일 수 있는 방사선량이 열중성자를 쓸 때보다 적다. 

같은 붕소 화합물을 사용하더라도 일본에서의 열중성자 BNCT에서는 1013 

n!cm2 이상의 fluence를 흔히 볼 수 있는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열외 중성자 

BNCT에서의 열중성자 fluence는 5X 1012 ψcm2 정도이다. 이러한 허용 조사량 

의 차이로 치료 효과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의문이 있으나 앞으로 열외 중성자 치료법에서 조사량을 증가시키 

면 치료 효과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새로운 화합물이 개발되어 암 세포에서 

의 붕소 농도가 한층 높아진다면 열외 중성자의 치료 효과도 틀림없이 좋아질 

것이다. 대뇌 신경 교종에 대한 지금까지의 임상 시험 결과를 볼 때 평균 생존 

기간에서는 1 - 2 개월 밖에 차이가 없다고 하나 이 암의 증식 속도가 매우 빠 

른 것을 고려한다면 죽이지 못한 암 세포의 수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에서도 조사량올 조금만 증가시키면 생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열외 중성자 BNCT에서도 조사량을 약간 증가시켰을 때 큰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몇 차례 나누어 쪼이면 치료 

효과가 높아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가 재래의 치료법보다 못하지는 않 

으며， 환자 여생의 질은 재래 치료법보다 훨씬 낫다는 것만으로도 환자 치료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는 물론 병원에서 쉽게 쓸 수 있고 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시설이 있는 경우이다. 

투과력 관점에서는 중성자 에너지가 클수록 깊이 투과하므로 가능하면 높은 

에너지가 유리하지만 그림 3-2에서 보듯이 10 keV 이상이면 중성자의 피해가 

에너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NCT에 가장 적합 

한 이상적인 중성자 범은 10 keV의 단일 에너지 빔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 시간은 가능한 짧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성자속이 가능하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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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조사하는 동안 환자가 움직이면 목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조사되 

므로 마취를 시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데， 그렇더라도 조사 시간이 짧은 것이 

좋다. 또한 주입한 붕소 화합물이 암 세포에 가장 높은 비율로 유지되는 시간 

에 제한을 받으므로 길게 조사하면 암 세포와 정상 세포의 조사량 차별화 효과 

가 떨어진다. 

그러나 10 keV의 단일 에너지를 가지면서 중성자속이 충분히 높은 빔을 직접 

얻는 방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원자로나 가속기에서 얻을 수 있는 고속 

중성자률 적절히 감속시켜서 이상적인 빔에 가까워지도록 애 쓰고 있다. 

한편， 환자 치료 관점에서 볼 때 열외 중성자 범은 열중성자 범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으나 환자 치료 이전에 치료 기술 개발을 위해 필수 

적인 작은 동물 조사 시험이나 배양된 암 세포에 대한 시험관 조사 시험 둥에 

서는 열중성자 빔이 훨씬 효과적이다. 피조사물이 작을 때는 열외 중성자가 별 

로 감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은 동물일 경우에는 표적인 암 부위 이외에 

전신이 조사되어 동물이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외 중성자 조사 시설 

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도 열중성자 조사 장치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Ql. Laramore G.E.,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CBNCT) for high-grade gliomas of the 

brain: a cautionary note, Int. ]. Radiat Oncol Biol Plrys. , 36(1), 241-246, Aug. 1, 1996. 

열중성자는 어떻게 얻나? 

미국에서의 초기 실패와 일본에서의 성공은 모두 열중성자를 사용한 것이었으 

며， 실패와 성공의 차이를 낳게 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열중성자 빔의 질도 

꼽을 수 있다. 초기에 미국에서는 원자로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열중성자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속 중성자와 감마의 비울， 특히 감마의 

비율이 매우 높았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흑연이나 중수로 충분히 감속된 중성 

자를 사용하였으므로 고속 중성자의 비율은 매우 낮았고 감마선은 비스무트 둥 

으로 차폐하였다. 즉， 일본에서는 1967년부터 HTR에서 열중성자 조사 시험을 

시작할 때 이미 감마 준위를 충분히 낮추었는데， 미국에서는 초기의 쓰라린 실 

패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초의 MITR 조사 장치 자료를 보면 여전히 고속 중 

성자와 감마의 비율이 상당히 높운 것올 볼 수 있다. 

열 또는 열외 중성자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하든 기존 원자로에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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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조사 장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열중성자주 

(thermal column)Y. 이와 유사한 시설이고， 다른 하나는 중성자공 (beamport) 이 

다. 

1) 열중성자주 

매우 질 좋은 열중성자 (고속 중성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를 얻기 위하여 연 

구로 주변에 흔히 설치하는 큰 창치가 열중성자주 (thermal column) 이다. 대개 

흑연으로 내부를 채우지만 중수를 쓰는 경우도 있다. 고속 중성자의 비율은 이 

미 충분히 낮고， 약간 개조하여 감마만 차폐하면 되므로 비교적 간단하며， 기존 

원자로의 시설을 개조하여 NCT에 적용할 때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장치에서 얻을 수 있는 열중성자속은 그리 높지 않으나 중성자를 내는 표 

면이 매우 넓어서 조사 지점에서의 빔 세기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흑연이나 중수를 알루미늄 등의 다른 물질로 교체하거나 fission plate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여 근래에는 열외 중성자 조사 장치 

로 꾸미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장치는 출력이 수백 kW인 소형 연구로에서 흔 

히 볼 수 있는데， 노심과 조사 지점까지의 거리도 비교적 짧아서 낮은 출력에도 

불구하고 NCT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감마 차폐체는 물론 감마선을 잘 차폐할 수 있어야 하고， 중성자를 흡수하여 

내는 2차 감마선 - 즉발 감마선이나 지발 감마선 - 발생이 적으면서 열중성자 

는 잘 투과시켜야 하는데 이런 목적으로는 버스무트가 가장 적합하다. 버스무 

트 단결정은 무결정에 비하여 열중성자 산란 단면적이 한결 작으므로 단결정 

비스무트를 쓰면 중성자속이 한층 높다. 큰 단결정은 만들기도 어렵고 비싸므 

로 큰 결정이 몇 개 뭉쳐 있는 다결정을 혼히 쓴다. 

2) 중성자공 

열중성자주나 이와 비슷한 장치가 없는 원자로에서는 중성자 빔 이용 실험에 

혼히 사용되는 중성자공을 쓸 수밖에 없다. 중성자공은 원자로 바깥에서 노심 

주변을 쳐다보는 빈 관이 들어 있는 것인데 관의 직경이 작고 열중성자주에 비 

하여 노섬까지의 거리가 멀다. 이런 조건에서 NCT에 충분한 중성자속올 얻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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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중성자를 내보내는 노심 쪽 끝 부분의 중성자속이 매우 높아야 하므로 출 

력이 높은 연구로에서만 가능하다. 불이 그리 밝지 않더라도 가까이 많이 있으 

면 환하지만 밝은 불이라도 한 개밖에 없고 멀리 있으면 어두운 것과 마찬가지 

로， 열중성자주는 그리 밝지는 않으나 넓은 불에 가까이 있는 셈이고， 중성자공 

은 밝으나 작은 불에서 멸리 떨어져 있는 꼴이다. 또한 고속 중성자의 바율도 

열중성자주보다는 훨씬 높아서 고속 중성자의 선별적인 제거도 필요하다. 중성 

자공에 열중성자 BNCT 장치를 실제로 설치한 예는 없으며， 하나로에서 현재 

시도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 

열중성자만 선별적으로 얻는 방법은 중성자 밤 실험 장치에서 흔히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직접 사용하면 NCT에 충분한 열중성자속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같으나 적용 방법은 수정하여야 한다. 둘 다 중 

성자속이 높고 빔의 방향성이 좋아야 하지만， 각각에서 요구되는 정도는 크게 

다르다. 중성자 범 실험에서는 빔의 평행성이 1 。 이하가 되어야 하고 감마와 

고속 중성자를 여과한 열중성자속이 108 nlcm2-s 수준이면 만족스럽지만， NCT 

에서는 빔의 방향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수준에서 109 nlcm2-s를 넘어야 한다. 

중성자 빔 장치에서 고속 중성자와 감마를 낮추는 방법으로는 (1) 고속 중성자 

와 감마의 선별적인 여과， (2) 중성자 회절， (3) 중성자 안내관 이용이 있을 수 

있다. 

(1) 고속 중성자와 감마의 선별적인 여과 

감마의 선별적인 여과는 앞서 설명한 비스무트 단결정을 써서 쉽게 할 수 있 

지만 고속 중성자의 선별적인 여과는 훨씬 어렵다. 고속 중성자의 단면적이 열 

중성자보다 큰 물질은 매우 제한적이며 단면적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 

다. 고속 중성자의 전단면적이 열중성자의 1.3 배 이상인 물질은 표 3-1에 열 

거하였다. 고속/열 중성자의 단면적 비가 가장 큰 물질은 헬륨이지만 기체 상 

태로는 밀도가 낮으므로 액화시켜서 써야 하는데 액화 온도가 매우 낮으므로 

사실상 불가능하고， Li-7은 Li-6가 매우 큰 열중성자 단면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Li-6를 농축하고 남은 것을 사용할 수 있겠으나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물질은 알루미늄， 규소， 황인데 이 가운데 단면 

적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알루미늄이 가장 유리하다. 그러나 알루미늄을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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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대하여 실제 계산해 본 결과 고속 중성자의 비율을 충분히 낮추면 열중 

성자속도 크게 낮아졌다[03]. 

이러한 제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성자 범 실험에서는 고가이지만 단결 

정을 사용한다. 모든 물질은 단결정이 되었을 때 열중성자의 산란 단면적이 크 

게 줄어들며， 온도를 낮추면 더욱 줄어든다. 그림 3-5와 3-6은 규소와 비스무 

트 단결정의 이론적인 열중성자 단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NCT에서는 가능한 

넓은 중성자 빔을 투과시키고 조사 지점 근처에서는 산란된 중성자까지 모아서 

중성자속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므로 큰 단결정이 필요하다. 고속/열 

중성자 단면적의 비가 크고， 큰 단결정 형태로 바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규소 단결정이다. 반도체 산엽의 높은 수요로 인하여 직경 20 cm에 길이 1 m 

까지 상엽적으로 생산되며 직경을 더 키우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상업용 반도체는 도핑이 되어 있으므로 도펑하지 않은 단결정을 구하려면 생산 

자와 특별히 협의하여야 한다. 

NCT 장치에 단결정을 써서 고속 중성자를 여과하는 장치는 아직 없으며， 하 
나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계가 유일하다. 하나로에서는 규소와 비스무트 

10.‘ 06 ........ . 

0.1 

0.0001 0.001 

Powder ---τ--------~------~=‘--

0.01 0.1 
Energy (eV) 

그림 3-6. 상온파 액체 질소 온도에서 규소 단결정의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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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중성자가 회절되 

반사되고 고 

나가므로 

반사되는 

회 

중성 

2X 

• O 

단위 :b 

thermal : Maxwellian average 

fast : fission spectrum average 

방법으로 

기대하고 

표 3-1. 고속 중성자 전단면적이 열중성자의 1.3 배 이상인 물질 

(2) 중성자 회절 

중성자 범 실험에서 단색 중성자를 얻을 때 흔히 단결정에서 

는 성질을 이용한다. 회절된 중성자는 원래 빔과는 다른 방향으로 

중성자 동 다른 에너지의 중성자와 감마선은 원래의 방향으로 

절된 범 방향에서는 다른 방사선의 준위가 훨씬 낮다. 그런데， 

중성자와 감마를 여과하는 

열중성자속을 얻올 수 있을 것으로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약 15 %이다. 

상온과 액체 질소 온도에서 비스무트 단결정의 단면적 

0.01 0.1 
Energy (eV) 

thermal fast fastlthermal 
He-4 0.7593 3.685 4.85 
Li-7 1.012 1.845 1.82 
AI-27 1.617 3.259 2.02 
Si 2.325 3.172 1.36 
s 1.448 2.726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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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전체 중성자의 일부분이어서 높은 중성자속을 얻기 어렵다. 

려진 중성자 분광 물질 가운데 PG (pyrolytic graphite)가 가장 

나타내는데， 개략적인 계산에 따르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Maxwell 분포의 열중성 자가 mosaic spread 반폭치 0.4 0 , 두께 2 mm인 PG에 

때， 반사된 중성자속의 비율을 그림 3-7에 나타내었다. 반사각 

가장 높은 값을 가지 며 , 약 5.5 %이 다. 반사율은 mosaic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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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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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하지만， mosaic spread가 커지면 반사된 뒤에 빔이 더 와 두께의 제곱근에 

Mosaic 낮아지는 정도가 섬해진다. 

있는 PG 가운데 가장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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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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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를 들어 직경 20 cm의 입사 빔을 직경 10 cm로 

집속시키면 4 배의 증가 효과가 있다. 조사 지점이 PG에서 1 m 

있고， PG를 이상적으로 휘어 집속한다고 가정할 때 1.80 

의 

/
T 더욱 높일 

으로 

Data: Flux1.dat, 98. 6.17. 

FWHM of mosaíc spread : 0.4 

Thíckness of crvstal : 0.2 cm 

cþ(E)v(E=O.025 eV)/v(E) 

0.07 

피 0.06 

、-->
-“ 

콩 0.05 

“1 F이 
εi 
며 0.04 

11 w 
、--늠 0.03 

、--녁용 

피 0.02 

、--녁용 

0.01 

90 80 70 30 40 50 60 
Glancing angle [degree] 

20 10 
0.00 

o 

그림 3-7. Maxwell 분포의 white beam이 PG에 입사하였올 때 입사 각도에 따라 반사 

되는 중성자속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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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쓰면 조사 지점에서 직경 약 10 cm의 빔을 얻을 수 있다. 두께 4 mm의 

PG를 사용한다면 mosaic spread와 두께 증가로 인하여 전체 반사율은 약 3 배 

로 증가하므로， 조사 지점에서의 중성자속은 입사 중성자속의 66%로 계산된다. 

앞서 언급한 여파법을 썼을 때 하나로에서 얻을 수 있는 중성자속은 업사 빔의 

약 15 %이므로 이보다 훨씬 높은 중성자속올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입사 빔에 10。 로 비스듬히 PG를 설치할 때 면적이 매우 넓으므로 값 

비싼 PG가 많이 필요하고 이상적으로 빔을 집속하는 장치를 만들기가 어렵다. 

PG의 반사율을 실제 측정해 본 결과 10。 부근에서는 이론적인 값의 80 % 이상 

을 얻었다. 

(3) 중성자 안내관 이용 

낮은 에너지의 중성자를 전반사시키는 중성자 거울을 긴 곡률 반경을 갖는 약 

간 휘어진 안내관 형태로 만들어 길게 뽑으면 이 안내관에서 나오는 중성자의 

방향이 애초의 빔 방향과 달라진다. 따라서 전반사되지 않는 고속 중성자와 감 

마선은 중간에 차폐될 뿐만 아니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여 약해지므로 안내관 

끝에서는 낮은 에너지의 중성자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반사체에서의 중성자 

속이 1015 n/cm2-s을 초과하는 원자로가 아니 면 (1LL의 HFR과 ORNL의 HFIR 

밖에 없다) 조사 지점에서 109 n/cm2-s 이상의 중성자속을 얻기 어렵다. 

열외 중성자는 어떻게 얻나? 

기존의 연구로에서 열외 중성자를 얻을 때에도 열중성자 빔을 얻을 때와 마찬 

가지로 열중성자주나 이와 비슷한 시설 또는 중성자공을 쓸 수 있으며， 중성자 

공이 불리하다. 전반적인 내용은 참고 문헌 R1에 정리되어 있다. 

1) 열중성자주 

흑연과 같은 감속재 대신에 열외 중성자를 얻을 수 있는 물질로 교체하여 노 

심에서 나오는 고속 중성자를 열외 중성자 에너지 수준으로만 감속시키는 방법 

을 쓰고 있다. 이는 핵분열 스펙트럼의 고속 중성자를 1 eV - 10 keV의 중성 

자 스펙트럼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에너지 변환재 (spectrum shifter) 

라 한다. 거의 모든 연구로가 열중성자로이기 때문에 노심에서 바깥으로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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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성자도 열중성자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데， 이를 단순히 차폐하기보다는 

노심 가장자리에 핵연료 판 (fission plate)을 두면 열중성자를 홉수하여 고속 중 

성자가 생기므로 한결 유리하다. 기존 시설의 열외 중성자속을 몇 배로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 실제로 구현된 시설은 없다. 

에너지 변환재는 중성자를 지나치게 감속시키지 않아야 하므로 질량수가 너무 

작지는 않아야 하고 고속 중성자 산란 단면적은 커야 하며， 열외 중성자 에너 

지 영역에서 흡수 단면적이 작아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비교적 잘 만족시키는 

물질로 지금까지 사용해온 것으로는 알루미늄， 산소， 불소， 황이 있으며， 이들의 

단면적을 그림 3-8 - 3-11에 나타내었다. 중성자가 한 번 충돌하여 에너지가 

낮아지 는 정 도 [~ = ln(Eafter/Ebefore)]는 질 량수 A가 2 이 상일 때 2/(A+2/3)로 근 

사되므로 대체로 질량수에 반비례한다. 알루미늄의 경우 2 MeV의 핵분열 중 

성자가 10 keV로 감속되려면 펑균 73 번 충돌하여야 한다. 충돌간의 평균 거 

리 (평균 자유 행정 : rnean free path)는 단면적에 반비례하므로 질량수는 작고 

10 keV 이상 에너지에 대한 단면적은 커야 한다. 알루미늄은 27 keV에서 단면 

적이 0.5 b으로 매우 작아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구멍을 메우려고 Alz03 

나 AIF3를 섞 어 쓴다. 

열외 중성자 조사 장치를 갖는 주요 원자로의 자료를 표 3-2에 정리하였다. 

BMRR에서는 알루미늄을 주 변환재로 쓰고 알루미나로 보완하였으며， MITR 

에서는 황을 주 변환재로 하고 알루미늄으로 보완하였고 핀란드의 TRIGA에서 

는 AIF3를 쓰고 있다. 미국의 Georgia Tech과 스웨덴의 Studsvik에서도 AIF3 

를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조남진 교수가 개념 설계한 NCT 전문 원 

자로에서도 AlF3를 주로 사용하였다. 일본의 KUR과 jRR-4에서는 알루미늄과 

중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수의 비율을 조절하여 열외 중성자 또는 열 중성자 

를 선택하여 쓸 수 있다. 

함께 나오는 열중성자는 카드륨이나 LiF 둥을 써서 차폐한다. 만일 충분히 

높은 열외 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B-lO이나 Li-6와 같은 l/v 홉수 

체로 낮은 에너지 부분을 많이 줄여서 이상적인 스펙트럼에 가깝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과 함께 중성자 감속재인 수소가 들어가서는 

안되므로 B4C나 금속 붕소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매우 단단한 물질이고 가격이 

비싸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로 LiF가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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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는 비스무트를 써서 비교적 쉽게 차폐할 수 있다. 비스무트의 열외 중성 

자 단면적은 큰 편이나 질량수가 크기 때문에 별로 감속시키지 않으며， 산란된 

뒤에도 조사 지점으로 나오는 중성자의 비율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다. 

표 3-2. 열외 중성자 조사 장치를 갖는 주요 원자로 자료 

KUR 5 MW 1.5E9 A1 + D20 Shift 

]RR-4 3.5 M찌T 1. 7E9 A1 + D20 Shift 

BMRR 3 MW 2.7E9 Al+Alz03Shift 

1.9ElO Fission converter 

D20 for thermaI NCT 

D20 for thermaI NCT 

Ca1culated 

MITR 5 MW 2.6E8 S+Al Shift Below core 

Ca1culated, Horizontal 

Petten 

1.3ElO Fission converter 

HFR 45 MW 3.3E8 A1+S+Ti+Ar FiIter 

TRIGA 250 kW 1.3E9 AlF3 Shift Finland 

MuITR 100 kW 4.lE8 A1+Alz03Shift TRIGA 

Cho 300 kW 3.2E9 A1F3 Shift Conceptua1 desìgn 

Russian300 kW 4.8E9 Ni-64 Filter Conceptua1 design 

Hìgh enriched fluid fuel, fast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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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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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2. F-19의 단면적 



2) 중성자공 

중성자공은 빔이 나오는 구멍이 작고 길어서 에너지 변환재를 넣으면 주변으 

로 모두 튀어 나가고 구멍 바깥으로 나오는 중성자는 얼마 남지 않는다. 따라 

서 중성자공 nose에서 나오는 열외 중성자만 잘 투과시키는 수밖에 없다. 열중 

성자처럼 회절시키거나 중성자 안내관올 써서 전반사시킬 수도 없으므로 고속 

중성자， 열중성자， 감마는 차폐하고 열외 중성자만 잘 투과시키는 선택적인 여 

과법을 써야 한다. 또한 노심의 중성자속이 매우 높은 원자로이므로 nose 부근 

에 fission plate를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나로와 같이 중수 반사 

체를 쓰는 경우에는 반사체 탱크를 교체하지 않는 한 fission plate를 설치할 수 

없고， 중성자공 속으로 넣는 경우에는 냉각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설 

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별 소용이 없다. 열외 중성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고 

속 중성자가 나오기 때문이다. 여과 과정에서 열외 중성자의 상당 부분도 잃어 

버리므로 애초의 열외 중성자속도 높아야 하는데， 중성자 빔 실험에 최적화하기 

위하여 반사체에서 열중성자속이 가장 높은 곳을 비껴서 쳐다보는 중성자공에 

서는 불가능하다. Petten의 HFR에서와 같이 노심 가장 자리를 바로 쳐다보고， 

중성자공의 단면적도 제법 큰 곳에서나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표 3-2에서 보듯 

이 출력에 비하여 얻을 수 있는 중성자속이 너무 낮다. 

열외 중성자를 여과하려면 1 - 10 keV의 단면적은 작고 10 keV 이상에서는 

커야 하는데， 이 조건에 가장 적합한 것이 알루미늄이다. 알루미늄에서 단면적 

이 작은 창 부분은 티타늄과 황을 적절히 배합하여 메울 수 있다. 러시아에서 

NCT용 액체 연료 원자로를 개념 셜계한 자료에서는 중성자공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여과하는 개념을 썼는데， Ni-64를 사용하였다[S2]. 그림 3-13에서 보듯이 

Ni-64는 1 keV 근처에 넓은 단면적 구멍을 가지고 있어 열외 중성자를 여과하 

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의 존재비가 0.926 %에 불과하고 니켈의 다른 

동위원소는 매우 다른 단면적 특성을 가지므로 대단한 농축이 필요하다. 따라 

서 사실상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다. 

열중성자는 카드륨으로 쉽게 차폐된다. 감마 차폐에는 액체 Ar-40이 적절하 

지만， 열외 중성자 여과에는 매우 나쁜 단면적 조건을 가진 Ar-36 때문에 천연 

알곤을 쓰면 성능이 떨어진다. Ar-36은 존재비가 0.34 %에 불과하지만 Petten 

HFR에서 애초에 예상한 열외 중성자속의 절반에 그치도록 하였다. 열중성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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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Ni-64의 단면적 

를 이용할 때 흔히 쓰는 비스무트는 중성자공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중성자 

가 지나가는 길이 좁아서 대부분 튀어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Rl. Geoff Constantine, The physics and technology of NCT - an overview, Proc. 7th Intl. 

Symp. Neutron Capture Therapy for αlllcer， 4-7 Sept. 1996, Zurich Switzerland, Advances 

in Neutron Capture Therapy, V. 1, Medicine and Physics, 301-310. 

NCTotl 적합한 원자로를 새로 만든다면 

NCT에 적합한 원자로의 설계 또는 건설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있어 왔으나 

대형 병원에 설치하는 여건이 가속기에 비하여 불리하기 때문에 소형 가속기로 

NCT에 충분한 중성자를 얻을 수 있게 되변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로의 경우에는 안전성이나 경제성 이외에 사회적인 문제가 있 

고， 규제도 불리해지는 경향이므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가속기의 가 

능성이 제시된 것은 오래되었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원자로는 가속기 

가 갖지 못하는 장점도 있으며， 소형이고 출력이 낮은 매우 안전한 원자로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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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원자로도 있어 가 

능성은 있다. 

일본에서는 2 MW급 TRIGA 원자로 러시아에서는 50 kW의 액체 연료 원자 

로， 한양대 김종경 교수는 Cf-252를 중성자원으로 하는 미임계로， 과학기술원의 

조남진 교수는 판형 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 동을 검토한 적이 있고， 이태리에 

서는 15 kW의 기존 고속로를 사용하는 가능성을 검토한 적이 있다. 

열외 중성자를 얻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고속 중성자 또는 중간 에너지의 중성 

자로 연쇄 반웅을 일으키는 원자로가 유리하다. 노심에서 나오는 중성자 스펙 

트럼이 적합하고， 같은 출력이면 훨씬 높은 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다. 그 대신 

핵연료의 농축도가 높아야 하는데 현재의 국제적인 분위기에서는 사실상 불가 

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열중성자로의 가장 자리에 fission plate를 설치하면 같은 출력 조건에서 한층 

높은 열외 중성자를 얻을 수 있다. 표 3-2에서 보듯이 BMRR에서 fission 

plate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약 7 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j31. 핀란드의 250 kW TRIGA에서는 fission plate를 

설치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 열중성자주의 내부 물질을 교체하여 약 1.3 X 109 

n1cm2-s의 열외 중성자속을 얻었다[K41. 같은 유형의 TRIGA인 일본의 

MuITR에서도 100 kW에서 4.1 X 108 n1cm2-s의 열외 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S 11. 조남진 교수가 개념 설계한 NCT 전문 원자로에서는 
300 kW의 열출력에서 3.2 × 109 r1/cm2-s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07]. 

러시아에서 개념 설계한 액체 연료 원자로에서는 200 kW에서 4.8 X 109 n1cm2-s 

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S2] ， 90 % 농축 연료를 쓰는 고속로 개념 

이다. 

이는 기존 원자로를 개조하는 제한 조건 없이 NCT 요건에 접근하여 설계를 
할 경우 열외 중성자속/출력의 비율을 높힐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조남진 교 

수의 개념 설계에서는 fission plate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만일 이를 설치하는 

둥의 최적화 작업을 하면 200 - 300 kW의 열출력에서 1 X 1010 ψcm2-s 이상의 

열외 중성자속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BMRR에서 fission plate를 쓰면 7 배로 

높아지는 것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불확실하지만 3 -4 배 증가는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의 개념 설계는 고속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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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열외 중성자 스펙트럼으로 변환시키기보다는 황과 Ni-64률 사용하여 여과하 

는 개념을 적용하였는데， 스펙트럼 변환 개념올 쓰면 중성자속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고농축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근원적인 문제는 

있다. 

250 kW TRIGA 원자로는 연구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숫자가 많고， 

고유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정명이 있다. 이 유형의 원자로는 병완 

(Heidelberg Cancer Research Center, Hanover Medica1 College, Om따la 

Veterans Hospita1) 이 나 대 학 (Univ. of Califomia at Irvine, University of 

Arizona)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원자로에서 1 X 1010 ψcm2-s 

이상의 열외 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다면 전체 조사 시간은 6 분 이하이다. 한 

개의 원자로에 여러 개의 조사 장치를 둘 수 있는데， 4 개를 둔다고 가정하고， 

하루에 10 명의 환자를 치료한다면， 하루에 3 화씩 각 5 - 6 분 출력 운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50 kW에서 하루에 30 분씩 300 일 운전하는 경우 1 년에 

3,600 명까지 치료할 수 있으며， U-235의 연간 소모량은 약 2 g이다. TRIGA 

Mk-II는 직경 2 m, 깊이 6m의 원자로 수조를 가지고 있는데; 250 kW로 30 

분 운전할 때 물 온도는 약 6 oc 올라간다. 이런 정도의 온도 상승은 자연적인 

열 손실로도 충분히 냉각된다. 또한 처음 장전한 핵연료로 수명 기간 사용할 

수 있고， 핵연료의 방사능이 그리 높지 않아 붕괴열의 냉각 문제가 없으며， 전 

체 열 발생량도 적어서 원자로 수조수 이외의 냉각 계통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핵연료 소모량이 매우 적고 운전 시간도 짧으므로 초과 반웅도를 매우 

적게 유지할 수 있다. 원자로실도 NCT 전용으로 할 경우 높이나 넓이를 상당 

히 축소할 수 있다. 한 개의 원자로에 여러 개의 NCT 장치를 꾸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발 감마 방사화 분석， 일반 중성자 방사화 분석， 동물이나 세포 

조사 시험， 트랙 측정을 통한 세포 단위 붕소 농도 분석， 중성자 사진， 실험용 

동위원소 생산 둥 의료 관련 실험 시설도 갖출 수 있다. 무엇보다 가속기를 쓰 

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짧은 시간에 환자 조사를 끝낼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 

은 BNCT 전문 소형 원자로가 가속기보다 확실히 유리한 점이다. 

지금까지는 모두 정격 출력으로 운전하면서 조사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 본 

것이다. 만일 펄싱 (pulsing) 운전 기능을 활용한다면 단 한 차례의 펄싱 운전 

으로 목표 조사량을 충족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TRIGA 원자로 가운데는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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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운전올 전문으로 하는 것이 있고， 고속로에도 있다 (FBR: Fast Burst 

Reactor) 있다. TRIGA 원자로는 핵연료에 감속재인 수소가 함께 들어 있는 

UZrH 연료를 쓰는데， 이로 인해 즉발 부온도 계수인 핵연료 온도 계수가 매우 

커서 펄싱 운전이 가능하다. 펄싱 운전하는 고속로는 몰리브데늄이 10 % 함유 

된 고농축 우라늄 합금 연료 디스크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핵연료 온도가 

올라가면 디스크의 열팽창으로 밀도가 낮아지고 (액체 연료를 쓰는 경우에는 온 

도 상승으로 밀도가 낮아져서) 이로 인해 누설율이 높아져서 반응도를 스스로 

억제하는 성질을 이용한다. 

만일 4 - 6 회 나누어 쪼인다면， 1 X 1010 n!cm2-s의 열외 중성 자속을 내는 조 

사 장치에서는 한 번에 1 - 1.5 분 조사하면 된다. 이 원자로의 열 출력이 250 

kW라면 조사하는 동안 생산되는 핵분열 출력은 15 - 22.5 MJ이다. TRIGA 

Mk-III 원자로의 경우에는 정격 운전 출력이 2 MW이지만 펄싱 운전에서는 

2,000 MW까지 올라가며 , 반폭치 (FWHM : fulI width half maximum)가 약 10 

ms이다. 따라서 한 번의 펄싱에서 나오는 열출력은 약 10 MJ로서 약간 모자 

란다. 펼싱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일본원자력 연구소의 NSRR (Nuclear Safety 

Research Reactor, TRIGA -ACPR형) 자료를 보면[S3] ， 정격 운전 출력은 300 

kW이지만， 펄싱 운전에서의 최고 출력 21 ,100 MW, 반폭-치 4.4 ms , 출력 생성 

량 117 MJ이다. 이런 정도면 나누어 조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TRIGA Mk-III 원자로에서는 핵연료심의 외경이 3.644 cm이고 길이가 38.1 

cm인 연료봉 약 100 개를 장전한다. 핵연료심의 열용량은 CJ; = 2.04 + 4.17X 

10-3 T W -s/cm3_.C (T in .C)이며， 운전 제한 핵연료 온도는 650 .C 이다. 펄 

싱 전의 핵연료 온도를 40 .C 라고 가정할 때 핵연료의 평닫 온도가 650 .C 까지 

올라가려면 84 MJ의 열이 발생하여야 한다. 노심에서 열이 가장 많이 나는 곳 

은 평균의 약 2 매이므로 이의 약 40 %인 34 MJ까지는 낼 수 있는데， 10 MJ 

까지만 낼 수 있도록 한 것은 충분한 안전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TRIGA 

ACPR은 전문적으로 펄싱 운전을 하기 위하여 핵연료와 노심을 약간 다르게 설 

계하였으며， 핵연료의 최고 온도는 855 'C까지 허용된다. 따라서 한번의 펄싱 

운전에서 얻을 수 있는 출력이 한층 높다. 매 펄싱 운전에서 내는 출력은 쉽게 

조절할 수 있으므로 목표 조사량에 쉽게 맞출 수 있다. 

고속 중성자 펄싱 원자로에 대하여는 참고 문헌 S4에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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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원자로에서 한 번 펄싱으로 낼 수 있는 핵분열 출력은 TRIGA와 비 

슷한 수준인데， 여기서 생긴 고속 중성자가 노심에서는 거의 감속되지 않고 주 

변의 스펙트럼 변환재로 나가므로 조사 지점에서는 더 높은 열외 중성자를 얻 

을 수 있다.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이외에 크게 예상되는 문 

제점은 없다. 

한 번의 펄싱 운전에서 1018의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데， 현재 가속기에서 

목표로 하는 중성자 발생율이 초당 1012개이고 이것으로 약 1 시간의 조사 시간 

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한번 조사에 필요한 전체 중성자 발생량 

은 10167H 에 미치지 않는다. 가속기에서 나오는 중성자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감속재의 두께가 작은 장점이 있지만 원자로에서는 사방으로 중성 

자가 나가는 것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조사 장치를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펄싱 운전은 원자로에 큰 반웅도가 순간적으로 들어가논 반웅도 주입을 방치 

하더라도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만 일반인들에케는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고， 핵연료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펄싱 횟수가 수천 번으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즉발 부온도 계수가 매우 커서 안전한 원자로를 쓰되 운전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을 것이다. TRIGA 원자로에서는 펄 

싱 운전 이외에 구형파 운전 모드도 있는데 목표 출력에 재빨리 도달하여 일정 

한 출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요즈음에는 제어봉의 위치를 컴퓨터로 제어하여 

목표 출력에 재빨리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할 수 있다. 초과 반응도가 작고 부 

온도 계수가 크면 이러한 자동 운전 기능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원자로는 항상 

안전하다. 이와 같이 빠르게 원자로를 기동할 수 있으면 환자를 조사하는 동안 

에만 원자로를 운전하여 펄싱 운전을 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즉， 조사 장치에 두는 셔터의 두께를 최소화함으로써 조사 지점과 노심 사 

이의 거리를 줄여서 조사 지점에서의 중성자속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 

다. 원자로의 운전 시간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허-면 핵연료의 연소와 

방사능 준위도 최소로 유지할 수 있다. 

노심의 크기는 최소로 하고 핵연료와 제어봉을 제외한 조사공 둥은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제어봉도 아래쪽에 핵연료가 붙은 것을 써서 제어봉-이 뽑히면 노섬 

에 핵연료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는 노심을 둘러싸고 있는 핵분열판 

의 일부를 제어판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노심에서의 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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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손실을 최소로 하여 바깥으로 내보내는 중성자의 양이 많아진다. 방사화 분 

석 등 열중성자를 필요로 하는 조사공 둥이 있어야 할 곳에는 반사체로 베릴리 

움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베릴리움은 핵적 특성 판접에서 가장 좋은 반 

사체이고， 중성자속이 낮고 운전 시간이 짧으므로 변형이나 조사 손상 문제가 

없다. NCT 전용 원자로에 중수를 쓰면 이를 관리하는데 부담이 생기므로 사 

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원자로의 건설비나 운영비는 가속기 풍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운영비는 가속기보다 적을 것임에 틀림없다. 6 개의 서로 다른 방향에서 x-선 

을 쏘는 X -ray conformal radiotherapy (CRT) 장치 의 가속기 와 한 개 의 gantry 

를 설치하는 데 미화 약 1 ，100만 불이 들며， 한 개의 gantry를 추가 설치할 때 

마다 200만 불이 펼요하다고 한다[M11. 열외 중성자 NCT의 치료 효과가 가속 

기에서 나오는 X-선， 양자， 고속 중성자 둥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것이 확실해 

진다면 경제성 관점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 

S1. Tetsuo, Design optimization of thermal and epithermal neutron beams and depth-dose 

evaJuation at the proposed Musashi reactor, Proc. 7th Intl. 5ymp. Neutron Capture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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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 and Physics, 42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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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NCT 적용 암 

뇌암 

뇌 암은 BNCT를 처음 적용한 암이고， 지금까지 BNCT의 주요 대상으로 연 

구되어 왔다. 뇌 암에는 많은 종류가 있고， 이 가운데 BNCT의 주 대상은 가장 

악성인 신경 교종이다. 뇌 암에 대한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태리 [al]: 악성 신경 교종은 그리 혼하지 않은 암이다. 중추 신경계에 발생 

하는 암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구 10만 명당 연간 3.8 - 5.1 명 꼴로 모든 연 

령층에서 발생하지만， 40-60의 연령에서 특히 빈도가 높고， 남자는 여자보다 

약 2 배 많다. 악성 신경 교종은 이의 약 40 %이다. 이태리의 경우 중추 신경 

계의 암은 연간 약 2.300 명 발생하며 이 가운데 약 900 명이 악성 신경 교종 

이고， 이의 약 80 %인 700 명 정도가 gIioblastoma multiform이다. 재래의 치 

료법을 적용하였을 때 이들의 평균 생존 기간은 약 12 개월이다. 이 암은 뇌에 

서만 발생하고 퍼질 뿐 멀리 있는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는 않는다. 암이 뇌에 

있기 때문에 수술로 주변까지 도려낼 수 없는 제한과 함께 아직 원인을 모르지 

만 x-선이나 감마선， 항암제로는 잘 치료되지 않는다. 수술과 저 LET 방사선 

으로 평균 생존 기간을 약 6 개월 연장시킬 뿐이다. 

영 국[a2]: 영 국에 서 는 high -grade astrocytoma가 연 간 약 4,000 명 발생 하는 

데， 모든 연령층에 발생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많다. 중추 신경계 (central 

nervous system: CNS)에 발생하는 암의 약 30 %이고， 전체 암 사망자의 약 1 

%를 차지한다. 젊은 환자는 평균 36 개월，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1 년 이하의 

생존율을 보인다. 재래 치료법은 수술한 뒤 방사선을 쪼이는 것인데， 조사량을 

높이면 생존 기간이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으나 아직까지 완치된 환자는 거의 

없다. 

한편 JRC web site에서는 유럽에서 glioblastoma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약 

15,000 명 이 라고 적 고 있다. 

미국: 미국에서는 연간 glioblastoma multiforme (GM)로 약 11 ,000 명， 

melanoma로 약 6,300 명이 사망한다. 아직 이런 암을 성공적으로 치료하는 방 

법은 없기 때문에 걸리면 거의 치명적이다. GM은 뇌 속 여러 곳으로 손가락 

같이 침투하며， 세포들이 일정하지 않아서 암 조직의 경계를 알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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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 때문에 재래의 치료법이 잘 먹히지 않는 지도 모른다[a3]. 

Glioblastoma에 대한 표준 치료법은 수술로 암 조직을 제거한 뒤 6 주간의 광 

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다. BNL에서는 수술로 암 조직을 제거하고 3 - 5 

주가 지난 뒤 한 차례 BNCT를 한다[a4]. BNL에서는 폐암이나 백혈병에도 

BNCT를 적용하는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중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빨리 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BPA를 빨리 홉수하는 암 세포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연간 약 7,000 명의 GM이 발생하며， 5 년 이상 생존율은 

3 % 이하이다. 처음에는 50 세 이상의 환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도록 FDA의 

허가를 받았으나， 이제는 18 세까지 할 수 있다[a4]. 

뇌 암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은 “The Brain Tumor Society"의 web-site[a5]에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 관련 부분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는 전이 암을 포함하여 연간 100.000 명 이상의 뇌 암 환자가 발생하 

며， 발생 빈도는 증가 추세이다.34 세 이하의 암 사망자 가운데 뇌 암은 두 

번째이다. 65 세 이상에서는 암 사망 증가율에서 두 번째이며， 첫 번째와 세 

번째 (폐암과 멜라노마)와는 달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 

다. 뇌에서 처음 발생하는 암의 44 %는 양성이지만 신체의 다른 부위에 생기 

는 암과는 달리 양성 뇌 종양은 재발할 수 있고 죽음에 이뜰 수 있다. 뇌 암이 

발생하는 원언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예방하는 방법도 없고 치료율도 매우 낮 

다. 다른 부위에서 생기는 악성 종양은 뇌를 포함하여 신체의 다른 부위로 전 

이하는 경우가 많으나 뇌에서 생긴 악성 종양은 뇌 이외의 다른 부위로는 거의 

전이하지 않는다. 

연구를 통해 뇌 암의 진단법은 최근에 크게 발전하였다. 뇌 암이 의섬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진단법은 다음과 같다. 

1) 신경 외과적인 검진: 눈의 움직엄， 눈의 반사 능력과 눈동자 반웅， 반사 작 

용， 청력， 지각 능력， 움직임， 균형과 조정 능력을 점겸한다， 

2) CT (computed tomography): 복잡한 x-선 기 계 와 컴 퓨터 로 몸의 내 부 구 

조에 대한 영상을 얻는다. 명암 물질로 옥소 염료를 주입한 뒤 x-선을 찍어 

비정상적인 조직이 잘 보이도록 하는 기법을 흔히 쓴다. 이 영상은 종양의 위 

치와 종류， 뇌 팽창이나 출혈 둥에 대한 정보를 준다. 물론 치료 후의 상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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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의 재발 여부 둥도 점검한다. 

3)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장을 이용하여 입체적인 영상을 얻 

는다. 

뇌 암은 치료가 매우 어렵다. 수술과 방사선 요법이 효과적이지만 주변의 정 

상적인 뇌 조직에 줄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제한적이다. 일반인들은 뇌 암의 위 

험도， 초기 증세， 증세가 악화될 때의 조치에 대하여 모르고， 의사들은 뇌 암에 

대한 적절한 검진을 조기에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발견하였을 때는 이미 병 

세가 심각하고 기껏해야 병세를 완화하는 정도의 치료만 가능하거나 장애가 발 

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뇌에서 처음 발생하는 암의 약 절반은 신경교 세포 (glial cell)에서 생기는 신 

경 교종 (glioma)이다. 이 암은 대뇌 반구에 주로 생기지만 다른 곳 가운데 시 

각 신경， 뇌간，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는 소뇌에서도 생긴다. 신경교 세포에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가운데 BNCT 
의 주요 대상은 성상 신경 교종 (astrocytoma)이다. 

성상 신경 교종은 신경 교종 가운데 가장 혼하다. 별 모양의 성상 신경교 세 

포에서 발생하며， 흔히 생체 조직의 현미경 검사 결과에 따라 둥급을 매긴다. 

- 구별이 잘되는 ( well-differentiated) 성상 신경 교종 : I/II급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IIVIV 급에 비하여 덜 악성인 세포를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천천히 

자라며， 수술만으로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러나 수술 

로 접근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을 때는 생명이 위험하다. 

- 미분화 (anaplastic) 성상 신경 교종 : 중급 또는 III급 성상 신경 교종이라 

고도 한다. VII급보다 빨리 자라며 어느 정도 악성 기를 가진 세포를 가지고 

있다. 수술한 뒤에 방사선 항암제의 복합적인 치료법을 적용한다. 

- Glioblastoma multifonne 최악 또는 IV급 성상 신경 교종이라고도 한다. 

빨리 자라고 주변 조직으로 침투하며 매우 악성인 세포를 가지고 있다. 어른에 

게 생기는 가장 흔하고 파멸적인 1차 뇌 암 가운데 하나이다. 수술한 뒤에 방 

사선 치료를 하며， 방사선 조사 전/후/또는 중간에 항암제를 투여할 수도 있다. 

성상 신경 교종은 때로 1, II, m 급으로 분류하여 이 가운데 III 급을 가장 악 

성인 것으로 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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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암의 치료에는 수술， 방사선， 항암제가 가장 흔히 사용되며， 연구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이 동장하는 속도가 빠르다. 

1) 수술 

수술로 암 부위를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뇌 암 치료의 첫 단계이다. 남은 암 

조직이 적을수록 후속 치료법의 효과가 높다. 수술로 제꺼할 수 있는 것은 신 

경 계통에 섬각한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떼 낼 수 있는 암에 국한된다. 최근에 

개발된 몇 가지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종양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정상 뇌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CT나 MRI 자료를 컴퓨터가 처리하여 3차원 영상 자료를 만든다. 수술하는 동 

안 뇌의 영상을 실시각으로 볼 수 있는 MRI 장치가 곧 개발될 것이다. 

- 새로운 수술법: 수술 부위를 확대하여 보면서 수술하는 방법은 암 조직을 

잘 구별하여 볼 수 있고， 암 조직만 제거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초음파로 

암 세포를 진동시켜 파괴한 뒤에 빨아내는 방법， 레이저를 암 부위에 집중시켜 

죽이는 방법 퉁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암 조직 전체를 제거하기도 하고， 수술 

하고 남아 있는 부분을 제거하기도 한다. 

- 여러 분야의 협력과 해부학적인 이해 증진으로 이전에는 수술이 불가능하 

였던 부위에 대하여도 수술이 가능해지고 있다. 새로운 뇌 수술에서는 이비인 

후과， 성형 외과， 신경 외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 지난 수년간 뇌 표면의 전기 반웅을 이용하는 기술이 크게 발전하였다. 작 

은 전극으로 뇌 신경에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반웅으로 환자의 해당 뇌 

신경이 갖는 역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위의 손상을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방법으로 말과 운동에 관계되는 부위에서도 암을 제거할 수 있다. 

- 수술은 유전자 치료법이나 새로운 항암제 퉁이 개발되더라도 더 넓게 쓰일 

것이며， 암 조직이 혈관을 누르는 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2) 방사선 치료 

양성이든 악성이든 뇌 암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대 

부분의 경우 수술은 초기 진단과 종양을 최대한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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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는 수술 이후 남아 있는 종양의 크기를 줄이거나 안정되게 한다. 악성인 

경우에는 종양이 완전히 제거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주변 뇌 조직에 세포 

단위로 끼어 있으므로 암의 재발올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하여 방사선 치료 

를 한다. 양성인 경우에도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이것이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사선 치료를 한다. 수술로 완전히 제거한 경우라면 재발하였올 

때 방사선 치료를 한다. 

- 재래의 방사선 치료: 수술 후 회복되는 1, 2 주일 이후에 약 6 주간 치료 

부위에 고르게 x-선이나 감마선을 쪼인다. 전이 암인 경우에는 뇌 전체를 2 

주간 쪼이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다. 

- 방사선 민감 물질 사용: 암 세포가 방사선에 민감해지도록 하는 약제에 대 

하여 연구하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산소 결핍증 세포가 방사선에 강하므로 

산소가 강력한 방사선 민감 물질이다. 

- 입체적인 접근: 컴퓨터를 써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의 머리와 암의 위 

치를 정확하게 알아낸 뒤에 암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방향에서 방사선을 쪼인 

다.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쪼이는 방사선에는 

감마선 (감마 나이프)이나 양자 둥이 있는데， 양자를 쓰는 곳은 미국에서 

Massachusetts와 Califomia 두 군 데 뿐 이 다. 

- 방사성 물질 삽입: 작은 방사성 물질을 종양에 직접 넣어 쪼인다. 

- BNCT: 암 세포에 더 많이 모이는 붕소 화합물을 투여한 뒤 사이클로트론 

에서 나오는 열중성자를 쪼인다 (잘못 이해한 것으로 추정). 미국에서는 한 곳 

에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 폭넓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3) 항암제 

항암제는 종양의 정상적인 기능에 간섭을 일으켜서 종영:이 자라는데 필요한 

유전 정보를 받지 못하게 하며， 중식하지 못하거나 환경에 적웅하지 못하도록 

한다. 항암제의 표적은 분열하는 세포이므로 악성 세포에 특히 손상을 준다. 

모든 암 세포가 특정 약제에 민감한 것은 아니므로 여라 가지 항암제를 쓰는 

경우가 많다. 항암제 치료 연구의 많은 부분이 뇌 암에 최적인 약제 구성을 찾 

아내는 것이다. 뇌 암에 항암제를 적용할 때는 독특한 제약 조건이 있는데 이 

것이 blood-brain barrier (BBB)이다. BBB 때문에 항암제가 임에 도달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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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경계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BBB를 여는 약제에 대 

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항암제를 끼워 넣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 이 것은 BCNU (biodegradable chemotherapeutic drug)를 함유하고 있는 

앓은 디스크를 수술하고 남은 동공에 직접 넣는 것이다. 이 새로운 방법은 약 

제가 체내 다른 곳으로 적게 가므로 부작용은 적고 환자의 생존 기간은 길게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척수액에 항암제를 직접 주사하는 방법도 있다. 

4) 다른 치료법 

이 치료법들은 정상 세포가 암 세포가 되어 증식하는 생물학적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표준 치료법이 듣지 않을 때 후속적인 방법으로 종종 사용한다. 

- Angiogenesis Inhibitors: 종양에서의 혈관 생성을 방해하여 암 세포에 대한 

영양과 산소 공급을 차단한다. 이러한 약제로 연구되고 있거나 연구 대상인 것 

에 는 thaliomide, TNP-470, plate factor 4 (PF4) , 인 터 페 론， angiostatin 이 있 다. 

- Differentiating Agents: 미성숙 암 세포를 성숙 세포로 전환시켜 암이 자라 

는 것을 중지시킨다. 예로는 retinoic acid, phenylacetate, bryostatin이 있다. 

- 면역 치료: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암 세포를 찾아 파괴하는 등력을 높인다. 

인터페론: 면역 체계에서 생성되는 자연 단백질의 일종으로써 많은 암 세포에 

해롭다. 

Lymphocytes: 암 세포와 특히 잘 싸우는 세포로써， 실험실에서 증식한다. 종 

양에 직접 주사하면 면역 반웅이 증진된다. 가장 흔히 쓰이는 세포가 

lymphokine-activated killer (LAK) 세 포 이 다. 

종양 백신: 암 세포를 환자에게서 떼어내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세포로 바꾸 

어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면 여기에 대항하는 강력한 면역 반웅이 생긴다. 

- 유전자 치료: 암 세포를 파괴하거나 성장을 멈추게 하는 유전자 물질을 암 

세포에 전달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유전자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암 세포 

가 스스로 파괴되거나， 성숙하여 자라지 못하게 하는 신호를 주는 유전자， 암 

세포를 공격하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유전자， 세포가 뜸정 약제에 민감하게 

반용하도록 하는 유전자 퉁이 있다. 바이러스는 외부 유전자 물질을 세포에 전 

달하는 자연의 유일한 방법이다. 특정 바이러스를 수정하여 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치료에 유용한 유전자를 암 세포에 전달하도록 하연 암 세포만 선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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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손상을 받는다. 이러한 바이러스 (vectors)는 종양 부위에 직접 주사할 수 

있다. 표준 항암 치료로 효파가 없는 악성 뇌 암 환자에 대하여 실험적인 치료 

를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나이 많은 악성 뇌 암 환자에 대한 치료 기준이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a6J. 어펀 곳에서는 생체 현미경 검사로 끝내고 머리 절개 수술을 하지 

않으며 방사선 치료도 대개 하지 않는다. 50 셰 이상이면 치료해도 별다른 차 

이가 없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BNCT 임상 시험 환자를 50 세 이상으로 제한 

하고 있는 이유이다. 반면에 어떤 곳에서는 치료한 뒤 째발하였을 때 다시 수 

술하기도 한다. 

치료비에 대하여는 참고 문헌 M1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이 있다. 가장 싼 치 

료법이 재래의 x-선 치료로서 6,000 - 7,000 DM이고， 평균적인 수술비는 약 

15,000 DM이며， 입체적인 x-선 조사는 17,000 - 19,000 DM, 강력한 항암 치료 

는 약 60,000 DM이다. Compact 가속기를 이용한 양자 치료의 추정 비용은 매 

30 분 조사에 1,000 - 1,100 DM이고， 치료를 위해 20 회 쪼인다고 가정하면 

22,000 DM이다. BNCT의 치료비를 받는 경우는 아직 일본에서 외국인에게 치 

료하는 경우밖에 없는데， 미화 $50，000을 받는다 한다[a6]. 

a1. Feasibility study of BNCT in ltaly, http://docenti.ing.unipi.it/ -d0728/study.htm, 1998. 8. 

a2. N. ]ames, S. Green, W. Morgan, A. Beddoe, D.A. Al1en and T.D Beynon, Moving towards 

hospital-based boron cancer therapy, Proc. 7th IntL Symp. Neutron Capture Therapy for 

Cancer, 4-7 Sept. 1996, Zurich Switzerland, Advances in N태tron Capt:rre Therapy, V. 1, 

Medicine and Physics, 467-471. 

a3. R.]. Kudchadker, F. Harmon, ].F. Kunze, R. Bartholomay, An accelerator based epithermal 

neutron source for BNCT, 6th Intl. Co따 Nucl Eng. , ICO!\'E-ô451 , May :0-14, 1998. draft. 

a4. Summary of the BNL clinical 며al of BNCT for malignant glioma, http://www.bnct.gov/ 

clì띠ca1.htm， 1998.8. 

a5: Basic information about braìn tumors, http://www.tbts.orglbiabt.htm. 1998. 10.13. 

a6. Heinz Fankhauser, Neutron capture therapy 1앉)6， Proc. 7th Int l. Symp. Neutron Capture 

Therapy for Cancer, 4-7 Sept 1996, Zurich Swìtzerland, Advances in Neutron Capture 

Therapy, V. 1, Medìcine and Physics, 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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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암 

뇌 암 다음으로 BNCT가 적용된 암이 피부 암 가운데 매우 악성인 melanoma 

이다. 피부의 상피에 있는 색소 세포가 자외선 등을 받아 암으로 변한 것으로 

써， 매우 악성이고 전이를 잘 한다. 인터넷에서 찾은 벨라노마 자료[bl]를 추리 

면 다음과 같다. 

햇빛에 노출되는 여가 생활의 증가 탓인지 암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은데， 

백인 남자의 증가율이 특히 높다. 1973년에서 1987년 사이에 약 80 % 증가하 

였는데， 이는 연간 약 4 %의 증가율이다. 2000년에 미국인이 평생을 살면서 

melanoma로 사망할 확률은 75 명에 1 명 꼴이다. 25 - 29 세의 여자에게는 가 

장 발생 빈도가 높은 암이고 30 - 34 세에서는 유방암 다음으로 높다. 그러나 

일반인은 유방암이나 폐암에 비하여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Stage 1: 암 세포가 상피층과 하피층의 상부에서만 발견되고 임파선으로는 전 

이되지 않은 상태로서 1.5 mm 이하의 두께를 가질 때. 

Stage II: 두께가 1.5 mm 이상 4 mm 이하이며， 하피층까지 침투하였으나 피 

부 아래쪽이나 임파선.에는 전이되지 않았을 때. 

Stage III: 다음 가운데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이다. 1) 두께가 4 mm 이 

상， 2) 피부 아래까지 침투， 3) 원래의 종양에서 1" 이내에 다른 종양 발생， 4) 

인근의 임파선까지 침투하였거나 원래의 종양과 임파선 사이에 다른 종양 발생. 

Stage IV: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거나 멀리 있는 임파선까지 전이되었을 때. 

치료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고， 필요에 따라 항암제， 방사선， 면역 요 

법을 추가로 한다. 수술은 암의 정도에 따라 피부의 작은 부위만 제거하는 경 

우에서 주변 임파선까지 넓은 부위를 제거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넓은 부위 

를 제거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다른 부위에서 피부를 이식하여야 한다. 방사 

선 치료는 외부에서 x-선이나 감마선을 쪼이는 방법도 있고， 방사성 물질을 암 

부위에 두는 방법도 있다. 

멜라노마는 매우 악성이어서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피부에 발생하는 

벨라노마의 90 %가 눈으로 발견되며 종양이 아래로 침투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옆으로 퍼지므로 대중에 대한 적절한 교육으로 조기 발견 가능성 

을 높일 수 있다. 호주의 Queensland는 전 세계에서 멜라노마가 환자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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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생기는 곳인데， 전체 환자의 82 %가 생존한다. Stage 1인 경우에는 사망 

자가 없으며， stage II인 경우에는 10 년 이상 생존률이 90 % 이다. 

b1: Malignant Melanoma, http://www.nedermatology.comlskincancer/mm/index.html. 1998. 

10.15. 

악성 암에 대 한 BNCT의 효과 

지금까지 BNCT를 적용해온 신경 교종과 멜라노마는 낮은 LET의 방사선에 

매우 강하다. 이는 방사선을 받아 손상된 핵산을 스스로 복구시키는 능력이 크 

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LET의 방사선에 손상된 핵산은 잘 복구시키지 못한 

다. 배양된 멜라노마 세포에 여러 가지 방사선을 쪼여서 실험한 결과[c1]를 보 

면， x-선으로 2 Gy를 쪼인 세포는 3 시간이 지난 뒤 DNA 손상을 거의 대부분 

복구하였고， 고속 중성자로 1 Gy를 쪼인 것은 40 %, BSH를 넣어 24 시간 배양 

한 뒤 열중성자로 1 Gy를 쪼인 것은 29 %, BPA를 넣어 배양한 뒤 쪼인 것은 

24 %가 복구되었다. BSH를 넣은 경우에는 세포 속에 103, 세포 사이 배양액에 

960 ppm의 B-10 농도를 가졌는데， BPA의 경우에는 각각 350, 260 ppm이었다. 

따라서 멜라노마 세포는 BSH보다 BPA를 더 많이 흡수하며 BPA가 더 효과적 

이다. 또한 같은 연구팀에서는 BPA를 넣어 배양한 것을 물로 씻어서 세포 바 

깥에는 붕소가 없도록 한 뒤 중성자를 쪼여서 씻지 않고 쪼인 것과 비교하였는 

데， 살아 남는 세포의 비율이 같았다[c2]. 즉 세포 바깥에 있는 붕소는 소용이 

없음을 나타낸다. 만일 붕소 화합물이 암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오히 

려 붕소를 넣지 않은 것보다도 못한 결과를 낼 것이다. 혈액이나 다른 정상 조 

직에는 붕소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1950년대와 60년도 초까지 미국에서 한 일련 

의 초기 BNCT가 모두 실패로 끝난 가장 중요한 원인도 붕소 화합물이 적절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NCT 연구의 부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하타나까가의 획기적인 성공률 향상 

기록에 대하여는 계속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80년대 말 미국과 유럽에서 

BNCT에 대한 연구를 재개할 것인 지를 놓고 망설일 때의 분위기는 참고 문헌 

A1에서 찾을 수 있다. ‘ ... 하타나까가 치료한 환자의 평균 연령 (40 세)이 초기 

에 미국에서 적용한 환자들의 평균 연령 (59 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높은 치 

료율을 나타내었을 가능성도 있다 ....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BSH가 투여 직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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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되어 다른 화합물 형태로 변하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 치 

료법을 다른 곳에서는 거리낌없이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 조사 후 5 일 

간격으로 25 mg의 methotrexate를 암이 있었던 구멍 부위에 주입하였는데 이것 

이 암을 장기간 제어하였는지도 모른다’고 적고 있는데 미국에서 실패한 

BNCT가 일본에서는 성공한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던 듯하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하타나까의 암 분류 방법에 대하여도 의문을 제기해왔다. 

1990년 시드니 심포지움에 발표한 하타나까의 논문에 이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III, IV급 glioma는 glioblastoma라고 불러왔으나， 근래에는 

IV급만 그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다. 때로 III급 glioma는 anaplastic glioma, IV 

급은 highly malignant tumor로 부르기 도 한다. 이 러 한 용어 상의 혼 란을 피 하 

기 위하여 저자는 WHO의 표준에 따라 III, IV급 glioma라는 용어만 쓴다" 이 

기준에 따라 자신이 BNCT, 및 재래의 방법으로 치료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III, IV급 glioma 전체를 비교한 그림을 보면 2.5 년까지는 두 가지 치료법이 거 

의 비슷한 생존률 경향을 보이며， 그 이후에 BNCT 치료 환자는 모두 생존하였 

으나 재래 방법으로 치료한 환자는 계속 사망하였다. 즉 평균 (median) 생존 

기간에서는 두 가지가 거의 같으나 5 년 이상 생존율에서는 19 %와 3%의 차 

이를 낸다. 표면 가까이 있는 암 (6 cm 이내)에만 한정할 경우에는 BNCT 치 

료 후 2 년 이상 생존한 58 %의 환자는 이후에도 계속 생존하였다. 1985년 이 

전에는 암의 위치와 거의 관계없이 원자로나 붕소 화합물 등의 관점에서 

BNCT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환자가 꼭 BNCT를 

해야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면 가까이 있는 암에만 BNCT를 적 

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앞서 경우보다 조금 더 낫다. 또한 하타나까는 치료 기 

술이 의사의 개인적인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환기시키고， BNCT 치료법 

에 대한 의사의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근래에 일본에서 한 BNCT 치료 효과는 하타나까의 기록에 미치지 못하여 하 

타나까의 치료 기록을 재검토하였다. 1968년에서 1975년까지 일본에서 BSH와 

열중성자를 써서 치료한 악성 뇌 종양 환자의 수는 152 명이며， 5 개의 원자로 

에서 BNCT를 한 사례는 모두 167 회이다. 나까가와 등은 WHO의 수정된 암 

분류 기준에 따라 이 치료 결과를 재평가하였는데[C4]， glioblastoma 환자의 평 

균 (median) 생 존 기 간은 640 일 (39 - 8,138 일 ), anaplastic astrocytom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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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일 (17 - 6,641 일)， low- grade astrocytoma는 1,668 일 (껑6 - 2,638 일) 

이다. 교또 대학의 KUR에서의 결과만을 정리한 것을 보면[c5] ， III, IV급의 악 

성 glioma에 대한 전체 평균 생폰 기간은 12 개월이고 3 년 이상 생존자는 31 

%인데， 2.5 년 이상 생존자는 그 이후에도 대부분 생존한다. IV급만 보면 평균 

이 11 개월이고 3 년 이상 생존자는 22 %이며， III급의 경우에는 3 년 이상 생 

존자가 52 % 이 다. VI급을 limited grade VI와 advanced grade IV로 나누 었 을 

때는 limited grade IV 환자의 38 %가 2 년 이상 생존하였고， advanced grade 

IV 환자는 7%였다. 1993년 이후에는 조사량을 증가시켰는데， 이후 환자의 2 

년 이상 생존률은 7%에서 40 %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교또 대학의 결 

과는 하타나까의 결과를 재평가한 것과 비슷하다고 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일본에서 치료받은 미국인 환자 14 명의 병력을 자세히 조사하여 

통계를 내었는데 [Q1] ， 평균 (median) 생존 기간에서는 재래 치료법과 차이가 없 

고 3 년 이상 생존율은 22 %로써 같은 암 종류들에 대한 재래 치료법의 13 % 

보다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glioblastoma multiforme만 엄격하게 추려 

보면 재래 치료법과 거의 같고， 장기 생존자의 대부분은 다른 종류의 암인 것으 

로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열중성자 BNCT는 암이 나무 뿌리같이 정상 조직에 침투한 것이 

그리 깊지 않은 경우에만 좋은 결과를 보이고 깊이 침투한 경우에는 재래 치료 

법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타나까 자신도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열외 중성자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하타나까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없었다) 조사 부위 체액을 중수로 치환하는 방법도 시도하였었다. 

하타나까는 암의 중심부를 대부분 도려내고， 남은 부분이 중성자에 잘 노출될 

수 있도록 탁구공 같은 실리콘 볼을 넣은 상태에서 열중성자를 쪼였다. 따라서 

방사선에 매우 둔한 부분은 수술로 제거되었고， 남은 부분에서도 방사선에 둔감 

한 부분이 활발한 부분보다 많이 조사되었을 것이다. 열중성자의 투과력이 약 

하지만 남은 암 조직이 두껍지 않으므로 암 세포가 많은 곳은 많이 조사되고， 

정상 세포가 많은 곳은 적게 조사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경 교종은 침투 

력이 매우 강하여 가장 자리가 불규칙하고 정상적인 뇌 조직 사이로 나무 뿌리 

같이 파고 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수술로 제거할 수도 없고 열 

중성자도 미치지 못하므로 재발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열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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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가 한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였다. 열외 중성자를 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KUR과 BMRR의 치료 결과에서는 아직 재래 치료법과 별 차이 

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Petten의 HFR에서는 결과를 내기에 이르다. 열외 중성 

자를 쓰는 경우에도 사전에 수술을 하여 암 덩어랴의 가운데 부분을 제거하며， 

아직 매우 깊이 있는 암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Melanoma에는 지금까지 BPA만 써 왔으며 일본과 MIT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먼 곳으로 전이되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재래의 

치료법에서도 치료 효과는 괜찮은 편이다. 재래 치료법에서는 먼저 수술을 하는 

데， 이 때 피부의 상당 부분을 제거하므로 다른 곳의 피부를 이식하여야 하는 경 

우가 많고，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있는 경우에는 절단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비 

해 BNCT를 하면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 원자력연구소의 박경배 박사 

는 훌륨 뱃치를 써서 피부암을 치료하는 매우 간단한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이 

치료법과 BNCT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누어 쪼이면? 

나누어 쪼이는 것은 암 부위를 노출시키지 않고 조사하는 열외 중성자 BNCT 

에서만 가능한데， 다른 치료에서 볼 수 있는 효과에 미루어 BNCT에서도 효과 

가 좋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는 정도이고 아직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 

니다. 또한 현재 쓸 수 있는 제한된 중성자원 여건에서는 분할 조사가 매우 어 

렵다. 어떻든 분할 조사 자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참고 문헌 

c6-8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페니실린도 한꺼번에 많은 양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1 - 2 주에 걸쳐 나누어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만성 질환에는 나누어 투여하는 것이 의무적이다. 

이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약제를 투여하였을 때 약제가 모든 표적 조직에 효과 

적으로 전달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방사선 치료에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쪼이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된다.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에서는 4 가지 R -

Repair of subletha1 damage, Repopulation by surviving cells, Redistribution of 

survivors through the division cyc1e, Reoxygenation - 에 근거 하여 6 주간 매 

일 쪼인다. BNCT의 경우에는 약제에 해당하는 붕소 화합물의 투여와 방사선 

조사에 해당하는 중성자 조사가 복합되어 있어 나누어 쪼아는 것이 효과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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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은 있다. 이 가능성을 두고 BNCT에는 한 개의 R을 추가하기도 하는데， 

Retargeting of capture compound in the tumor이 다. 

* Repair of subletha1 darnage 

정상 세포가 방사선을 받았으나 치명적이 아닐 경우에는 스스로 복구하므로 

손상이 줄어든다. 따라서 나누어 쪼이면 정상 세포에 대한 손상을 줄일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는 낮은 LET 방사선에 대하여 확실한 현상이나 높은 LET의 

방사선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BNCT의 경우에는 얄파선과 리륨 원자핵의 

LET가 매우 크므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BNCT에서도 전체 조 

사량의 약 절반을 감마선이 차지하므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 

이 있다. 동물 시험에서도 손상이 적어졌다는 보고도 있으나 별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 하나로의 BNCT 장치 설계를 위하여 계산한 결과에서도 열중성 

자가 phantom에서 수소 등에 흡수되어 내는 2차 감마선이 매우 큰 몫을 차지하 

였다. 

* Repopulation by survi ving cells 

방사선 치료를 받은 뒤 어느 정도의 잠복기가 지나면 살아남은 세포의 증식률 

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상 세포보다 암 세포에서 대개 크 

게 나타나는데， 잠복기도 짧고 증식률도 높다. 나누어 쪼이면 다시 증식하는 

암 세포를 죽이므로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 효과는 BNCT의 경우에 

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본다. 

* Redistribution of survivors through the division cycle 

* Reoxygenation 

암 조직이 어느 정도 이상의 크기가 되면 가운데 부분의 암 세포는 산소와 영 

양이 부족하여 증식하지 못하며， 심하면 죽는다. 이에 비하여 가장 자리 부근 

의 세포는 활발하게 증식한다. 세포가 방사선을 받아 핵산 등에 결함이 생기더 

라도 바로 죽지는 않으며， 대부분은 세포 분열할 때 DNA 복제에 실패하여 죽 

는다. 또한 이러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세포 스스로 증식을 억제하고 결함을 

고치려 한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활발하게 증식하는 세포가 방사선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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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방사선에 민감한 인체의 장기들을 보면 증식이 활발한 

조직들이며， 18 세 이하의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방사선 작업을 금지시키고， 

임산부에게는 방사선 진료를 하지 않는다. 암 세포나 인근의 정상 세포에 차별 

없이 조사되는 감마선을 암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암 세 

포가 활발하게 증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암 조직의 속 부분에 있는 암 세포는 숨을 죽이고 있어 방사선 - 특 

히 x-선이나 y-선 같은 낮은 LET 방사선에 강하다. 그 정도를 OER 

(oxygen enhancement ratio)로 표현하는데 약 3이다. 즉 방사선을 3 배 쪼여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방사선을 받 

은 뒤 세포 분열할 때까지 시간이 길므로 그 사이에 결함을 고쳐버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방사선을 나누어 쪼이면 처음 조사하여 가장 활발한 암 

세포들을 죽이고， 이들 세포에 치여서 숨을 죽이고 있던 세포들이 활동을 시작 

할 때 또 쪼이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BNCT와 같이 큰 LET의 방사선인 경우에는 숨죽인 세포도 거의 회복하지 못 

하므로 x-선에 비하여 나누어 쪼이는 효과가 적을 것이다. 

* Retargeting of capture compound in the tumor 

이는 BNCT에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써 붕소 화합물을 여러 번 투여하면 

더 많은 암 세포에 붕소 화합물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결정 

적인 증거는 없다. 현재 쓰고 있는 붕소 화합물의 특성에 미루어 개인적으로 

추정해 보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BPA는 활발하게 증식하기 때문 

에 아미노산을 많이 소모하는 세포에 많이 모이는 화합물이므로 숨죽언 세포에 

는 잘 모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활발한 암 세포가 죽고 난 뒤에 숨죽인 세 

포들이 활발해 질 때 BPA를 투여하고 쪼이면 효과적일 것이다. BSH의 경우 

에는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암 세포 주변의 BBB는 깨지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 

하였다가 다음 조사할 때는 이것들이 성장하여 붕소 화합물이 들어갈 수도 있 

을 것이다. 즉， 정상 세포 사이로 침투하였으나 아직 크게 드러나지 않은 암 

세포들을 죽이는데는 나누어 쪼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생쥐로 실험한 결과， 나누어 쪼이더라도 정상 세포의 허용 조사량올 높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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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c9]. 생쥐는 작으므로 열중성자를 쪼 

였는데 두 번 나누어 쪼이면 약 17 % 증가하였고 네 번 나누어 쪼인 것은 두 

번 나눈 것과 차이가 없었다. 이에 비해 감마선을 쪼인 경우에는 19 (한 번)， 

25.8 (두 번)， 35.2 Gy (네 번)로 확실한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생쥐의 머리와 

같이 작은 부피에 열중성자를 쪼이변 2차 감마의 발생이 적어서 나누어 쪼이는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의문이 생기므로 감마선의 조사량이 약 절반을 차지하 

도록 하여 조사해 보았으나 결과는 거 의 같았다. 

한펀， 나누어 쪼임으로써 한 번의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사량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방사선 효과는 특정 조사량을 초과하였을 때 급 

격히 나타나는데， 이 한계를 20 %만 넘겨도 매우 위험하다. 그런데 치료 효과 

는 많이 쪼일수록 크며 특히 현재의 한계에서 조금만 더 쪼여도 치료 효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한계에 바짝 접근하여 쪼이고자 

한다. 그런데 예측할 수 있는 조사량이 큰 오차를 가지고 있으면 안전 여유를 

크게 두어야 하므로 조사량을 증가시키는데 제한을 받는다. 나누어 쪼여서 이 

오차를 줄일 수 있으면 그만큼 더 쪼여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에서는 나누어 쪼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 쓸 수 있는 

BNCT 조사 설비는 전 세계적으로 몇 개되지 않으며， 병원과 떨어져 있다. 따 
라서 여러 번 나누어 쪼이는 것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봉소 화합물도 비싸기 

때운에 경비가 많이 든다. 나누어 쪼이는 것이 가능하려면 확실한 장점이 있다 

고 입증되어야 할 것이며， 병원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중성자원이 등장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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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소 님서 o τC'""i 

어떤 분석을 하나? 

BNCT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암 세포에 선택적으로 모이는 붕소 

화합물이다. 만일 암/정상 세포에서의 붕소 농도 비와 농도 그 자체가 현재 사 

용하고 있는 BSH나 BPA보다 훨씬 높고 독성도 적은 물질이 개발된다면 치료 

효과가 한층 높아지고 정상 세포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단순히 현재의 

농도 비를 유지하지만 농도 자체만 훨씬 높아도 큰 효과가 있다. 현재의 화합물 

로는 암 세포에 약 30 ppm, 정상 세포에 약 10 ppm (BSH의 경우에는 훨씬 낮 

다고 알려져 었다)의 농도를 얻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에서 열중성자 빔을 쪼였 

을 때 두 가지 세포가 받는 유효 선량은 약 2:1 이다. 같은 농도바에서 농도 자 

체가 높아지면 3:1에 접근한다. 암에 50%를 더 쪼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것이다. 

붕소의 농도와 비가 매우 높아지면 치료 효과가 크게 좋아지는 것 이외에 중 

성자 조사량을 줄일 수도 있다. 조사량이 줄면 신체의 다문 부위가 받는 방사선 

의 양이 줄고， 중성자속이 낮은 장치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며， 같은 장치 

에서 조사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화합물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 화합물은 인체에 대한 독성이 적어야 한다. 독성이 적어야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양을 투여하여 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펀 붕소가 암 조직에 있더라도 미시적으로 보아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치료 

효과는 크게 다르다. 알파선과 리륨 원자핵의 비적이 세포의 반지름 수준으로 

매우 짧으므로 암 조직 속이지만 암 세포 바깥에 있으면 효과가 없다. 또한 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곳이 세포핵이므로 세포 내에 있더라도 세포질에 

있는 것보다는 세포핵에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BSH는 신경 교종 부근의 

BBB가 깨지는 원리를 이용하므로 세포질에 주로 모이고， BPA는 암 세포가 세 

포 분열을 위하여 아미노산을 많이 소모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어서 세포핵에 

많이 모이므로 같은 농도 조건이면 BPA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BPA는 

또한 BSH보다 독성이 적어서 더 많은 양을 투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러나 BPA는 뇌의 BBB를 투과하므로 정상 뇌 세포에서의 붕소 농도는 

BSH보다 높다. 따라서 뇌 암에 대하여 BSH와 BPA가운데 어느 것이 나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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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직 확실하게 판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개발된 붕소 화합물이 조직 내에서 미시적으로 어떠한 분포를 갖는지를 관찰 

하는 수단으로는 삼중 수소 표지법 (tritium labelling)과 트돼 측정법을 쓰고 있 

다. 

삼중 수소 표지법은 화합물 속의 수소를 삼중 수소로 교체한 것을 사용한다. 

삼중 수소는 베타선을 내므로 베타선이 인화지에 남긴 자국을 현미경으로 사진 

을 찍어 화합물의 분포를 볼 수 있다. 1960년대에 Soloway 등이 붕소 화합물을 

개발할 때 (1966년에 BSH를 발견하였다)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세포의 분포 

영상을 현미경 사진으로 찍고 그 상태에서 세포를 씻어내고 인화하여 베타선의 

자국을 또 찍으면 한 장의 사진에 세포의 분포와 붕소의 분포 영상을 얻을 수 

있다. 

트돼 측정법은 생체 조직을 필름에 붙여서 중성자를 쪼인 뒤 알파선과 리륨 

원자핵이 필름에 남긴 자국을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다. 적합한 중성자원이 있는 

경우에는 트랙 측정이 한결 쉬운 방법이다. 삼중 수소를 표지하려면 화합물을 

합성할 때 삼중 수소를 써야 하고 이후 방사성 물질로 계속 취급해야 하며， 인화 

지에 조사하는 시간이 일주일 가량 걸리기 때문이다. 하나로에서는 방사화 분석 

에 이용하는 기송관 조사공이나 중성자 빔 실험에 쓰는 중성자공을 써서 트랙 

측정을 하고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각 조직별 붕소 분포를 측정할 때도 방사성 물질 표지 기 

법을 흔히 쓴다. 표지 물질로는 감마선을 내는 물질 또는 양전자를 내어 양전자 

가 전자와 결함하여 내는 511 keV 감마선을 내는 것을 이용한다. 감마선원이 

체내에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는 지 업체적 영상을 얻는 갑마 스캐닝， PET 

(positron eITIlSSlOn tomography) 기 법 은 매 우 발달하 여 있기 때 문이 다. 박경 배 

박사는 gg~c을 표지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원자력병원에서는 
57CO나 1311을 표지시켜 생쥐에서의 화합물 분포 영상을 감마 카메라로 측정하였 

다[012]. BPA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8F-BPA으로 PET 영상을 얻고 있다. 

18F은 양성자 가속기에서 생산되며 반감기가 짧아서 가속기와 PET 장치를 함께 

가지고 있는 곳에서만 실험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감마 동위원소는 감마 카메 

라만 가지고 있는 곳에서도 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표지법은 치환되는 방사 

성 동위원소가 원래 화합물의 구성 원소와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매우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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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소를 선택하더라도 원래 화합물과 같은 분포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 

이 남는다. 생쥐와 같이 작은 동물에 대하여는 앞서의 삼중 수소 표지법이나 트 

랙 측정법도 쓸 수 있다. 동물 전체를 냉동한 뒤 앓게 썰어 필름을 붙일 수 있 

기 때문이다. 

조직의 시편에 붕소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는데는 원리적으로 여러 가 

지 정량 분석법을 쓸 수 있으나 시편이 작을 때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 

으로는 유도 결합 플라즈마를 웅용한 원자 방출 광 스펙트럼 분석 (ICP-AES)과 

질량 분석 (ICP-MS), 중성자를 이용하는 즉발 감마 방사화 분석 (PGAA)이 있 

다. 화학적인 정량 분석법은 시료의 양이 많아야 하고 측정할 수 있는 감도가 

0.3 ppm 정도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 측정의 민감도 면에서 가장 

우수한 방법은 질량 분석과 원자 방출 광 스펙트럼 분석법으로써， 미량의 시료 

(0.01 cm3 미만)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보고되고 있다. 이 방법들은 일 

반적인 실험실 규모에서 분석이 가능한 방법이나 시료의 전처리가 필요하고， 시 

료의 매트릭스 효과 등이 나타나는 등 분석 과정이 보다 까다롭고， 또 분석 과정 

에서 시료 자체가 소모되어 버리는 단점이 따르므로 대상 시료의 종류， 분량 등 

에 따른 배려가 필요하다. PGAA 방법은 BNCT의 중성자원인 원자로에서 나오 

는 중성자빔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양 (0.01 cm3 
- 1.0 cm3)의 시 

료를 사용해야 하나 분석 시간이 짧고 분석 과정에서 시료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붕소 놓도 측정에 가장 보편적으로 웅용되는 방법 

이다. 

같은 화합물이라도 각 환자에 투여한 뒤 이 화합물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 

하는 특성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중성자를 쪼이기 전에 환자의 혈액 

둥을 채취하여 붕소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이 때 PGAA가 필요하다. 하나 

로에는 아직 PGAA 장치가 없고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장치에 대한 기술 

적인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PGAA 

일반 중성자 방사화 분석은 시료를 중성자에 쪼언 뒤 각 방사성 동위원소가 

특정 감마션을 내면서 일정한 반감기를 가지고 붕괴하는 것을 측정하여 정량 

분석을 한다. 이에 비하여 붕소와 같은 어떤 종류의 원소들은 중성자를 홉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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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반감기 10-12 sec 이하로써 감마션을 즉시 방출해 버리므로 노섬 내에서 시료 

를 중성자에 쪼인 후에 꺼내서 측정하는 방법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중성자를 쪼 

이는 동안에만 측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자로 바깥으로 나오는 중성자 빔이 

필요하다. 붕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물질이 낮은 에너지의 중성자를 잘 홉수하 

므로 PGAA의 중성자 에너지도 가능하면 낮은 것이 좋다. 이에 비하여 고속 

중성자와 감마는 background를 높이는 원인이 되므로 가능하면 낮아야 한다. 

측정 감도가 높으려면 중성자속도 높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열중성자 

BNCT 조사 장치 요건과 매우 비슷하며， PGAA를 위한 중성자 빔 인출 방법도 

열중성자 BNCT 장치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하다. 다만 열중성자 BNCT 장치 

에서는 중성자 에너지가 너무 낮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고 조사 면적이 커야 하 

지만 (직경 10 cm 정도) PGAA에서는 중성자 에너지가 낮을수록 좋고 시료가 

작으므로 빔의 크기는 작아도 된다(직경 수 cm). BNCT는 109 이상의 중성자 

속이 필요하지만 PGAA에서는 108 n/cm2-s면 충분하다. 

PGAA에 가장 적합한 중성자 빔은 중성자 안내관에서 나오는 냉중성자이다. 

냉중성자빔에는 고속 중성자와 감마 성분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방사 

선 준위도 원자로실 내부보다 낮기 때문이다. 또한 중성자 에너지가 매우 낮아 

서 반웅 단면적이 크므로 같은 중성자속에서 감도가 높고 중성자를 전반사시키 

는 광섬유를 써서 넓은 중성자 빔을 좁게 모아서 표적에서의 중성자속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중성자 렌즈)[d1]. 

하나로와 같이 아직 냉중성자원과 중성자 안내관이 없는 경우에는 원자로실 

내부의 중성자 범 실험 장치에서 빔을 나누어 쓰는 수밖에 없다. 필요한 중성 

자 빔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것만을 위하여 큰 중성자 빔을 쓰는 것은 비경 

제적이기 때문이다. 중성자 빔 실험에 충분한 빔 세기를 갖지 못하는 소형 연 

구로 (예를 들어 3절에서 언급한 병원용 BNCT 전문 원자로)에서는 중성자공을 

중성자 회절 실험 둥에 쓰기 어려우므로 PGAA 전용으로 쓸 수 있다. 이 때는 

이 다음에 설명하는 회절법을 써서 한 개의 중성자공에 여러 개의 PGAA 장치 

를 붙일 수도 있지만 아직 이러한 예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중성자 빔 실험 장치에서 빔을 나누어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중성자 빔 실험에 필요한 단색 빔을 회절시키고 뒤로 빠지는 중 

성자를 쓰는 것으로써 가장 흔히 볼 수 있다. 둘째는 중성자 빔 실험에서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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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남는 가장자리 빔을 회절시켜서 쓰는 것으로써 하나로에서 현재 이 방법 

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소형 연구로에서 중성자공을 PGAA 목적으로만 쓰 

는 경우에는 다른 실험 장치가 없는 것 이외에 적용 방법은 기본적으로 같다. 

중성 자 빔 실 험 장치 에 서 는 중성 자 분광기 (monochromator)로 단색 빔 을 회 

절시키고 남은 중성자는 뒤로 그대로 빠지며 이를 차폐하는 장치 (beam 

catcher)가 뒤에 붙는다. 만일 분광기 앞에 감마와 고속 중성자를 차폐하기 위 

한 여과 장치가 들어 있는 경우라면 분광기 뒤로 빠지는 빔에도 고속 중성자와 

감마 성분이 충분히 낮으므로 이 빔을 PGAA에 직접 쓸 수 있다. 중성자 안내 

관이 있는 경우에도 중성자 빔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므로 이렇게 쓰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안내관이 아닌 경우에는 여과 장치에서 이미 중성자속 

이 크게 낮아지고 거리 효과도 있어 중성자공 바로 바깥에서 얻을 수 있는 중 

성자속의 1 %에 미치지 않는다. 분광기에서는 보통 여러 가지 에너지 피크의 

중성자가 회절되는데， 이 가운데 한가지 에너지 피크만 얻으려고 다른 분광기를 

여과 장치로 쓰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뒤에서 얻는 중성자속이 비교적 높지 

만 고속 중성자와 감마 성분도 매우 높으므로 중성자 거울 같은 것을 써서 방 

향을 약간 틀어야 한다. 틀 수 있는 각도가 1 。 정도이므로 beam catcher 뒤로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나 가능하며 Maxwell 분포에서 낮은 에너지 부분의 

중성자만 거울에서 반사되는 점 앞쪽 분광기에서의 손실 거리 효과 등을 감안 

할 때， 중성자공 바로 바깥에서 얻을 수 있는 중성자속의 1 %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중성자 빔 실험에서 분광기를 써서 단색 빔을 얻는 것파 같이 회절된 빔 

을 PGAA에 사용하는 경우는 MIT 원자로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장치는 원래 PGAA를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고 중성자 범 실험을 위하 

여 설계한 것을 PGAA에 쓰는 것으로 추정된다. 회절된 이후에 여러 가지 에 

너지 피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파이어 (알루미나 단결정) 여과기가 

있기 때문이다. PGAA에서는 단색 중성자를 얻을 필요 없이 열중성자면 모두 

쓸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치가 순수하게 PGAA를 위한 것이라면 사파이어 여 

과기를 두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근래에 사파이어 여과기를 중성자공 내부로 

옮기고 중성자 빔을 집속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중성자속을 높였다[d3]. 

하나로에서도 중성자 빔 실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일부 빔을 회절시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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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d4]. ST1 중성자공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PNS 

(polarized neutron spectrometer) 차폐 장치 의 상부에 PGAA 장치 를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PNS 장치에서는 전체 높이 14 cm의 중성자공에서 나오는 

빔에서 가운데 6 cm 부분만 사용하므로 아래와 위에 사용하지 않는 빔이 있다. 

이 빔을 수직 상부로 회절시키고， 분광기를 약간 휘어 빔을 모으면 시료 위치에 

서 입사 빔의 2% 이상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이 현실로 구 

현되면 PGAA 시료 위치에서의 중성자속과 원자로에서 바로 나오는 중성자 빔 

(여과기 둥이 없는 상태)의 비율 면에서 다른 어느 열중성자 PGAA 시설보다 

높은 값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 연구로에서 한 개의 중성자공을 PGAA 목적으로만 쓰는 경우에는 입사 

빔 전체를 회절시킬 수 있으며， 회절 각도도 줄여서 반사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입사 빔의 10 %에 가까운 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회절 각도를 

다르게 하여 한 개의 중성자공에 여러 개의 PGAA 장치를 둘 수도 있다. 일본 

의 MuITR (100 kW TRIGA)에 서 는 길 이 65 cm의 규소 단결 정 여 과기 를 써 서 

5 X 105 n!cm2-s의 중성자속을 얻었는데 [d2] 회절 방식으로도 이와 비슷한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과기로 사용한 규소에서는 2차 감마선이 발생 

하므로 감마선 background는 회절시키는 경우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PGAA에서는 시료 위치에서의 열중성자속을 높이고， background로 존재하는 

고속 중성자와 감마선을 가능한 한 낮추는 것이 측정 민감도 등 성능을 높일 뿐 

만이 아니라 실험자의 작업 환경 시간 동 실험 능률을 높일 수도 있고 차폐물의 

규모를 줄일 수도 있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감마선 

background를 낮추는 일은 측정 장치의 민감도를 높이고 검출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하다. PGAA 장치의 감마선 background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 

며 그 기여도는 장치마다 다르지만 크게 보아 빔 라인 자체에서 오는 것과 시료 

에서 발생하는 것이 있다. 빔 라인에서 오는 것은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방법 

으로 줄일 수 있으나 시료에서의 중성자속이 낮아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시 

료에서 발생하는 것은 시료 준비 과정에서 줄이는 노력을 하여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불을 함유하는 액체 시료인 경우에는 시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소가 내는 높은 에너지 (2.23 MeV)의 감마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 감마선들은 계측기 주변 물질에서 산란된 뒤에 계측기로 들어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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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측기로 바로 들어오더라도 산란된 뒤 계측기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약 2.0 MeV로부터 0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Compton 

background를 형성한다. 이를 줄이는 방법으로서는 콘 크기의 HpGe 계측기를 

쓰는 것과， 계측기 주변을 NaI나 BGO 계측기로 둘러싸고 중심부의 HpGe 계측 

기와 주변 계측기에서 동시에 계측되는 선호를 버리는 Compton suppression 기 

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생체 시료에서의 붕소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시료 내에 

있는 수소와의 비방사능 상대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보펀적이다. 수소는 중 

성자를 홉수하여 2.23 MeV의 즉발 감마선을 방출하는데 시료 내의 수소는 분석 

하고자 하는 붕소와 꼭 같은 조건에서 중성자를 받으므로 조사 조건의 변동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붕소는 B-10이 중성자를 흡수하여 내 

는 478 keV 감마선 (이때 방출되는 Li-7 원자핵이 튀기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도플러 현상으로 에너지 폭이 약간 넓은 피크가 검출된다)을 측정한다. ko-방법 

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분석 화학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서， 시료에 함께 

존재하는 붕소와 수소 각각에 대한 농도 당 방사능의 상대 비를 표준 시료에 대 

해 구해 두면 중성자 속의 변동 스펙트럼의 변동 또는 시료 내의 조성비 변동 

풍에 관계없이 임의의 농도에 대해서도 두 원소에 대한 감마선 피크 면적만을 

측정하여 붕소 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에 대한 계측 효율만 정확 

하게 알고 있으면 되며， 시료 내의 함유 절대량 대신 농도만을 알고자 할 경우에 

는 시료의 무게를 첼 필요가 없다. 

PGAA 장치의 성능은 크게 즉정 원소에 대한 측정 민감도 (counts per 

second/mg of sample element; cps/mg)와 주어진 측정 시간에 대한 검출 한계 

(Detection Limit)로서 대표된다. 열중성자를 사용하는 PGAA 장치로서는 전세 

계적으로 보고된 것들만 25 개를 넘으며， 냉중성자를 이용한 장치도 점차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비교적 높은 중성자속을 갖는 열중성자 PGAA 장치의 붕소 

에 대한 민감도는 -200 cps/mg (교또대학교， 일본)로부터 2700 cps/mg (1LL, 프 

랑스)에 이르고 있고， 최근 (1998년)에는 미국 MIT 대학교에서 보고된 3750 

cps/mg 값이 최고에 이르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 장치의 성능을 해마다 개선해 

나가고 있다. 검출 한계는 각 기관의 문헌 보고마다 상이한 형태의 시료와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며 대개 1 시간의 측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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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0.5 μg/g - 0.15 llg/g으로 나타난다. PGAA의 경우 시료의 손상이 없는 한 

중성자 조사 시간 (측정 시간)을 늘릴 수 있으므로 검출 한계는 측정 시간의 자 

숭끈에 반비례하여 줄일 수 있으나 매우 정밀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 시 

간 이내에 측정을 완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하나로에서의 PGAA 장치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가는 단계로서， 중성자빔 

인출과 집속이 설계 성능을 만족시킬 경우 붕소에 대한 민감도는 MIT 장치의 

성능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되며， 높은 계수율에 의한 계측 계통의 신호 중첩 또 

는 신호 분석 상의 불감 시간 효과가 실제 성능을 제약하는 인자로 작용할 것이 

므로 이를 억제하는 수준에서 검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검출 한계의 예측은 보 

다 어려운 문제에 속하나， 수 백 ng/g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최고 수준급의 성능을 갖춘 열중성자 PGAA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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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Chemistry and Biology, 34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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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osimetry 

Dosimetry는 일반적으로 방사선을 측정하는 기술을 뭇한다. BNCT에서는 중성자 

빔 자체의 스펙트럼과 세기 및 감마 성분 등을 측정하는 일， 여기에 phantom이나 피 

조사물을 두었을 때 각 부위의 선량 분포 측정 환자를 조사할 때의 선량 감시와 신 

체 각 부위 선량 분포 측정 등이 포함된다. 때로는 계산 등으로 선량을 예측하는 일 

도 dosimetry의 범주에 넣는다. 또한 세포 단위로 선량 분포를 따질 때는 mlcro

dosimetry라 표현하며， 이에 대웅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macro-dosimetry로 구분하기 

도 한다. 환자 치료를 위하여 사전에 선량 분포를 예측하는 일은 치료 준비 

(treatment planning)로 표현한다. 여기서는 BNCT에서 선량과 관련되는 내용을 포 

괄적으로 다루었으며， 방사선 측정과 관련되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RBE 
치료를 위하여 중성자를 쪼이려면 암의 분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어떤 방향에 

서 쪼이는 것이 가장 좋은 지 계산으로 예측하여야한다. 쪼이는 도중에도 필요하다 

면 중성자속 등을 측정하여 계산으로 예측한 값의 정확성을 확인한 뒤 목표 조사량을 

얻을 수 있는 조사 시간을 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계산과 판단에는 조사 효 

과를 적절히 표현하는 단위가 필요하다.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방사선이 물체에 전달한 에너지 - 흡수 선량 

(absorbed dose)과 상관 관계가 깊다. 홉수 선량은 rad (1 rad = 100 erg/ g)로 나타 

내었으나， 근래에는 국제 표준 단위 (SI: Standard lntemationaD로 Gy (Gray, 1 Gy = 

1 ]/kg = 100 rad, 1 cGy = 1 rad)를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인체가 같은 양의 방사 

선 에너지를 받았더라도 방사선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특성 (특히 LET), 짧은 시간에 

표 6-1. 각 방사선의 Q 

방사선 Q 방사선 Q 
감마선 중성자: 열중성자 2.3 

X선 1 0.005 MeV 2 

베타선 1 0.02 MeV 5 

전자 0.10 MeV 7.4 

양전자 0.50 Mev 11 

양자 (<14 MeV) 10 1.00 MeV 10.6 

알파션 (<10 MeV) 20 5.0 MeV 7.8 

|뒤겨 나온 원자핵 (A>4) 20 10 MeV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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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받는 경우와 긴 시간에 걸쳐 조금씩 받거나 나누어 받는 경우， 인체 부위， 영향 

을 나타내는 생물학적인 현상 둑에 따라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 즉， 방사선의 종류약 

에너지， 선량률， 연속 또는 분할 조사， 인체 부위， 생물학적 현상의 다양한 조합에 따 

라 다르다. 이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X선이나 y 선이 나타내는 생물학적인 영향을 

1 이라고 보았을 때 다른 방사선은 얼마라고 하는데 이를 상대적인 생물학적 영향 

(RBE: Relative Biological Effectiveness)이라고 한다. 다양한 조건에 대한 각각의 

RBE는 실험으로 구하논 수밖에 없다. 

일상적인 방사선 작업이나 대중에 대한 방사선 방호에 이와 같이 다양한 RBE를 적 

용하기 는 매 우 어 려 우므로 ICRU Ontem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Units 

and Measurements)는 1963년에 선질 계수 (QF: Quality Factor)의 사용을 권고하였 

으며， 1973년부터 F를 뺀 Q를 선질 계수로 나타내고 있다. 흡수 선량에 Q를 곱한 

값을 선량 당량 (dose equivalent)이라고 하며， 단위로써 rem (radx Q)을 사용하여 왔 

으나 국제 표준 단위로 Sv (Sievert, Gy X Q)를 권장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사선에 

대한 Q는 표 6-1에 요약하였다. 방사선 방호에서는 안전성이 중요하므로 대체로 보 

수적인 값이다. 

방사선 방호에서는 지금까지 Q를 사용하여 왔고 RBE도 Q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RBE는 ·방사선 생물학에서만 쓰고 있으며， 흡수 선량에 이것을 곱한 

것을 유효 선량이라고 한다. 흡수 선량 단위 뒤에 Eq (Equiv머ent)를 붙여서 rad-Eq 

나 Gy-Eq로 나타내거나 앞에 RBE를 붙여서 RBE-rad나 RBE-Gy로 표현하는 등 아 

직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 BNCT와 관련된 자료에서도 이러한 단위를 흔히 볼 수 

있는데， RBE의 값이 표 6-1의 Q와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다. 

뇌에는 여러 가지 정상 조직이 있고 각 조직의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며， 암 

세포에 대한 RBE도 정상 세포와 다르다. 또한 뇌가 받는 방사선에도 붕소로 인한 

알파선과 리륨 원자핵 다양한 에너지의 중성자 입사 감마선과 2차 감마선 둥이 섞여 

있다. 붕소 효과도 혈액 정상 세포 암 세포 다른 조직 둥에 분포하는 특성이 화합 

물에 따라 그리고 투여한 뒤 경과한 시간에 따라 다르다. 붕소가 세포 안에 있논 경 

우에도 세포 속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이와 같이 관계되는 인자들이 

많고 복잡하므로 나타내는 방법도 다양하여 각 실험 결과를 비교하는데 어려웅이 있 

다. 또한 비슷한 조건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흔하 

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없다. 

미국에서 초기에 BNCT를 하였을 때나 일본에서 하타나까가 BNCT를 할 때는 지 

금보다도 자료가 훨씬 적었으므로 RBE를 고려한 조사 선량을 쓰기보다는 전체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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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BNL에서 BNCT에 적용하는 RBE 

인자 RBE 또는 C-RBE 

BPA -fructose: tumor endpoint = 3 

CNS (spinal cord) endpoint = 1.3 

l~(n， a )'Li rat skin: moist desQuamation endpoint = 3.7 

rat skin: dermal necrosis endpoint 프 1.0 

human skin: moist desQuamation - 2.5 

14N(n,p)14C, lH(n,n ’ )p 3.2 

1, 2차 감마 1.0 

선량만으로 조사 한계를 정하였다. 즉 동물 시험을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흡수 

선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불론 이 때는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중성자 빔과 비슷한 

여건에서 동불 시험을 한 것이다. 요즈음 미국과 유럽에서는 RBE를 써서 유효 선량 

을 계산하고 있으나 이 값들이 갖는 불확실성에 비하여 이들을 써서 계산된 전체 유 

효 선량 수치에 너무 큰 무게를 둔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아직 

도 흡수 선량만을 사용하는데 [c4] 이 때 감마선은 대개 무시한다. 

문헌 자료들은 너무나 다양한 RBE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것틀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BNCT를 환자 엄상에 적용한 경험이 있는 곳에서 어 

떠한 값을 쓰고 있는 지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일본 자료에서는 유효 선량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열중성자 조사량 

(fluence)이나 홉수 선량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감마선의 조사량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타나까는 생쥐 조사 시험 결과 동을 토대로 암 세포에 대한 BSH의 RBE를 

3 정도로 짐작하였다. BSH는 뇌의 정상 세포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으므로 정상 세 

포에 대한 RBE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교또 대학의 97년도 보고 

서에서는 2.5 - 5라고 적혀 있다. 이에 비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Gy-Eq로 나타내는 

데， BNL에서 임상 적용을 위하여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RBE 자료는 표 6-2와 같다 

[el]. 

이 표에 서 볼 수 있는 C-RBE는 붕소에 대 하여 compound-adjusted RBE라고 정 의 

된 것 이 다. 이 는 RBE에 boron localization factor (또는 compound distribution 

factor: CF)를 곱한 것이며， 홉수 선량을 계산할 때 혈액에서의 농도를 사용하는 경우 

이다. 조사 직전과 직후에 붕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환자에게서 채취할 수 있는 

시료는 혈액이며， 정상 세포나 암 세포 조직을 채취할 수 없다. 따라서 혈액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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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소 농도로 흡수선량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정상 뇌 세포나 암 세포의 유효 

선량을 구할 때 C-RBE를 곱한다. 

그런데， CF는 사용하는 붕소 화합물에 따라 그리고 투여한 뒤 경과 시간에 따라 달 

라지는데， 표 6-2의 값이 어떤 조건에 대한 것인지는 설명이 없으나 BPA를 투여한 

뒤 중성자를 쪼일 때 (BNL에서 환자 치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시간이 경과한 뒤) 

의 값이라고 추정된다. 

이 보고서가 나오고 8 개월이 지난 뒤에 개최된 96년도 심포지엄에서 BNL은 

BMRR에서의 생쥐 실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 여기서는 CBE (compound 

biological effectiveness)라는 용어 를 사용하였다[c9]. 생물학적 인 효과로는 조사한 뒤 

7 개월 이내에 생쥐의 50 %에서 마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혈 

액에서의 붕소 농도에 따라 CBE를 구하였다. BSH의 경우에는 붕소 농도와 관계없 

지 0.32 - 0.37, BP A는 농도가 높아점에 따라 감소하여 0.96 - 0.48을 나타내었다. 

BSH는 BBB를 거의 투과하지 못하므로 뇌 세포 조직에서 측정된 붕소 농도는 매우 

낮았으며， CBE도 농도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 혈액의 붕소가 중성 

자를 흡수하여 미치는 생물학적인 효과는 매우 작기 때문이다. BPA는 BBB를 투과 

하므로 혈액의 붕소 농도가 높아지면 뇌 세포에서의 농도도 높아지지만 약 9 ppm에 

포화된다 (사용한 BPA의 B- lQ 함유량이 4.7 %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값이 정상 뇌 

세포의 붕소 농도 상한이라고 볼 수는 없다 - BSH는 52.8 %의 B-lQ을 함유한 것을 

썼다). 따라서 BSH보다는 CBE가 크고， 혈액에서의 농도가 크게 높아지더라도 뇌 세 

포에서의 농도는 9 ppm에 머무르므로 혈액에서의 붕소 농도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생물학적인 효과는 적게 나타난다. 따라서 혈액에서의 붕소 농도가 중가할수록 CBE 

는 작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어떻든 이러한 값을 환자 치료에 그대로 적용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생쥐에 대한 실험 결과가 사람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인 지의 

의문은 재껴두더라도 혈액과 뇌 세포에서의 붕소 농도비는 투여 후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얼마나 쪼일 수 있나? 

조사량은 정상 세포에 대한 허용 값 이하여야 하는데， 이 값은 조직에 따라 다르고， 

같은 조직에 대해서도 조사되는 부피에 따라 다르다. 또한 쪼일 수 있는 양을 표현 

할 때도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선량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바교하기가 어렵다. 특 

히 유효 선량으로 나타낼 때는 각자가 사용하는 RBE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열중 

성자 BNCT에서는 뇌 표면이 가장 많이 조사되고 수 cm만 들어가도 조사량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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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반면 열외 중성자를 쓰는 경우에는 많이 조사되는 뇌의 부피가 훨씬 크다. 

따라서 각 치료에서 가장 많이 조사되는 곳의 값도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 

에 없다. 또한 붕소 화합물에 따라 붕소의 분포도 다르므로 화합물에 따라 허용 조 

사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허용 조사량은 매우 조심스럽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실제 임상 경험이 있는 일본， 미국， 유럽에서 각자 정하고 있는 허용 조사량 관련 내 

용을 각자가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월불 

하타나까는 환자 치료에 허용되는 최대 조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본의 각 원자 

로와 미국의 MITR에 부탁하여 개나 고양이에 대한 조사 시험을 하였다[A3]. 당시 

의 일본 원자로들에서는 하타나까가 환자 치료에 사용한 것과 같은 중성자 빔 조건 

이었으나， MITR의 중성자 범은 고속 중성자와 감마의 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머리 뼈를 절개하여 뇌를 노출시키는 방법도 달랐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실험은 

모두 암이 없는 정상적인 동물에 BSH를 투여하고 머리에 중성자를 쪼였올 때 방사 

선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조사량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사선량은 혈액 

에서의 붕소 농도에 기준하여 뇌 표면의 값만 계산하였다. 따라서 혈액 속의 붕소 

농도가 높으면 중성자 조사량이 같더라도 계산된 홉수 선량은 크다. 일본 원자로에 

서는 심지어 9,000 rad를 쪼인 경우에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MITR에서 

는 4,500 rad (붕소로 인한 조사량은 1,270 rad)를 쪼인 개의 뇌에서 약간의 손상이 

발견되었으며， 6,000 rad (붕소 2,900 rad)를 쪼인 개는 16.5 개월이 지난 뒤 마비 증 

세 등이 나타났고 뇌의 상당한 손상이 발견되었다. MITR은 고속 중성자 성분이 높 

고， 장시간 뇌를 공기에 노출시켜 BBB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라는 등으로 하타나까는 

해석하였다. 

이외에 감마선 치료의 자료도 참고로 하였는데， 하타나까가 BNCT를 소개하는 자 

료에 실려 있는 허용 조사량 관련 내용[e2]은 다음과 같다. 

X선 또는 y 선 5,000 rad 이상을 나누어 쪼였을 때 노인성 치매와 비슷한 증상 또 

는 수년 내에 대뇌 괴사가 생길 확률은 10 - 20 %이다. 방사선 치료 후 치매 현상 

은 자주 발생하지만 이의 통계는 없다. 4,500 - 5,000 rad는 방사선 척수염 (뇌나 척 

수의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발단 선량이다. 다양한 요법을 복합하여 6,000 rad까 

지 조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과 조사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나 뇌에 주는 손상이 커서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한다. BNL의 초기 

BNCT에서는 최대 1010 n!cm2-s의 중성자속에서 30 - 90분 조사하였다. 하타나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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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CT가 모세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MITR에서 고양이에 대한 조 

사 시험을 하였는데 내피층 세포에 심각한 방사선 상해가 나타났다. 그런데 부신 

피질 호르몬을 대량 투여한 뒤 조사하면 이 상해가 크게 줄었다. 

감마선을 한 번 조사할 때 뇌의 허용 선량은 1,900 rad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그 

런데 BSH를 투여하고 중성자를 쪼이는 동물 조사 시험에서는 뇌 표면이 4,000 rad 

를 받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이것은 붕소 화합물이 혈액에만 있고 뇌 세포에 

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혈관에 대한 허용 조사 선량은 5.000 rad로 방사선에 상당 

히 강하다. 계산된 뇌 표면의 홉수 선량은 혈액에 대한 것이고 뇌 세포의 홉수 선 

량은 이보다 훨씬 작다. 

따라서 환자 치료에 적용하는 뇌 표면의 허용 흡수 선량을 4,000 - 5,000 rad로 하 

였으며， 일본 원자로에서 이에 상웅하는 열중성자 fluence는 약 1× 1013 n/cm2-s이다. 

봐굴 

BMRR에서는 BPA와 열외 중성자로 환자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용하는 

지침을 사용할 수 없다. 열외 중성자를 쪼이면 뇌 표면보다는 속이 더 많이 조사되 

고， 많은 양을 받는 뇌의 부피도 훨씬 크며， 붕소의 농도 분포도 BSH와 다르기 때문 

이다. 

BNL에서는 붕소 화합물로 BPA를 선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암 

주변의 BBB가 훼손되는 정도를 관찰한 실험 결과를 보면 가변성이 매우 크며， 암/ 

혈액 농도 비가 비교적 낮게 측정된 결과들이 있는 것은 이러한 가변성과 관련이 있 

는 듯하다. 뇌하수체나 송과선 등 뇌와 그 주변에는 BBB가 없는 조직들이 있으며， 

하타나까의 치료에서도 뇌하수체의 과다 조사 사례가 있다. BBB가 없는 조직의 붕 

소 조사 효과는 혈관의 약 3 배이다. 열외 중성자를 사용할 때는 뇌속 깊이 있는 

조직의 조사량이 열중성자를 쓸 때보다 훨씬 높으므로 BSH를 쓰면 BBB가 없는 조 

직의 과다 조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열외 중성자를 쓸 때는 BBB에 의존하지 않 

는 BPA가 낫다고 판단한다. 또한 생쥐 시험에서 BPA는 BSH보다 나은 결과를 나 

타내었고， BPA는 독성이 매우 약하여 많은 양을 투여할 수 있다. 정상 세포에서의 

평균 붕소 농도는 혈액의 75 - 100 %이며 암 세포에서의 농도는 혈액의 2 - 4 배 

이다. 

광자 치료에 적용하는 조사 한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뇌에 방사선을 일정한 값으로 나누어 쪼일 때의 허용값 (btu: brain tolerance unit) 

과 전체 조사량과의 관계는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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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 btu x N0
.45 x T 5.03 

TD는 전체 조사량， N은 나누어 쪼이는 횟수， T는 쪼이는 전체 기간의 날 수이다. 

이 식을 제안한 저자들은 “BBB를 투과하거나 대뇌 감염이 되는 항암제가 공존하는 

등의 악화 요인이 없을 경우에 btu 값이 1,050 cGy 이하이면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 번만 쪼일 경우에는 TD가 btu와 같다. 이 값은 앞서 하타나까의 

자료에 있는 1900 rad보다는 훨씬 작다. 

Co-60을 써서 6-8 cGy/m로 한 번 쪼여서 골수를 제거할 때는 전신 선량 (TBI: 

Total Body Irradiation)이 10 Gy이며， 이 조사량에서 대뇌에 유해한 현상은 거의 발 

견되지 않았다. 조사되는 뇌의 부피가 작을 때는 허용량이 높아지는데， 조사되는 뇌 

의 부피가 약 14 cc일 때는 75 cGy/m로 한 번에 20 Gy까지 허용된다. 이 값이 하 

타나까의 자료에 있는 1900 rad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하타나까의 자료는 뇌의 일부 

분이 조사될 때의 허용 값인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한 번에 뇌 전체를 약 10 Gy까지 쪼일 수 있다. 인간 이 

외의 영장류에 한 번에 10 Gy를 쪼이고 난 뒤 24 개월간 대뇌에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개에 14.3 Gy를 쪼여도 이상이 없었다. 

중성자를 쪼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혈액의 홉수 선량으로 보아 생쥐에서 50 %의 반웅이 나오는 값을 제시하였는데， 

X선은 19 Gy, 중성자만 쪼이면 13‘6 Gy, BPA를 투여하고 쪼이면 13.8 Gy이다. 이 

결과에서 중성자로 인해 나오는 양성자의 RBE는 3.2, BPA의 C-RBE는 1.3으로 계 

산되었다. BSH의 C-RBE는 정상 세포에 대해 0.5 종양에 대해 1.2이다. 

개의 경우에는 뇌의 반구를 쪼여서 50 %의 반응이 나오는 값을 제시하였다. x선 

의 효과는 이미 발표된 자료를 참고하였는데， CT로 손상이 발견되는 것은 12.6 Gy, 

치명적인 뇌 괴사는 14.8 Gy이다. 중성자를 쪼인 실험 결과는 생쥐 실험 결과와 비 

슷하여， 중성자로 인한 양성자의 RBE는 3.3, BPA의 C-RBE는 1. 1 이었다. 

또한 1959-1961 사이에 BMRR에서 한 환자 치료 결과도 인용하여 자기들이 설정 

한 조사 한계와 일치한다고 되어 있으나 당시에 사용한 붕소 화합물이 다르므로 믿 

기 어렵다. 

일본에서의 열중성자 BNCT 자료도 비교하였는데， 1.5 X 1013 nlcm2의 열중성자 

fluence를 뇌 표면에 쪼였을 때 표면에서 3 cm 깊이에서의 fluence는 BMRR의 열외 

중성자로를 쪼였을 때와 비슷하며， 그 값은 10 - 12 Gy-Eq이다. 따라서 열중성자를 

쓴 경우에는 표면에서 3 cm 이내의 조사량이 높은데， 하타나까는 이 부분의 암을 제 

거하고 빈 공을 넣었으므로 암의 깊은 부분이 효과적으로 조사되었을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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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결론적으로 한 번만 쪼이는 BNCT되 조사 한계는 약 11 Gy-Eq로 보고 있으며， 뇌 

의 일부분만 조사된 환자의 경우에는 30 Gy-Eq까지 괜찮은 것으로 보았다. 

한편 BNL 자료에는 종양을 제어하는데 필요한 조사량도 정리해 놓았다. 

여러 가지 뇌 종양에 대하여 업체적으로 X선을 쪼이는 경우 종양을 제어할 수 있 

는 최소한의 홉수 선량은 16.5 - 24.6 Gy이다. 

BPA를 써서 생쥐에 중성자를 쪼인 경우에는 종양을 제어할 확률이 50%인 흡수 

선량은 18 Gy-Eq이다. 개의 뇌에 종양을 이식하여 그냥 두면 곧 죽도록 한 뒤， 

BSH를 투여하고 중성자를 쪼인 결과 300 - 1022 일간 생존하였다. 이것으로 유추 

한 BSH를 사용한 종양 제어 흡수 선량은 17 - 20 Gy-Eq이다. 하타나까는 2.5X 

1012 n/cm2 이상의 중성자을 쪼인 곳에서는 조직 검사한 결과 남아 있는 암 세포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흡수 선량은 22.6 Gy-Eq이다. 

BMRR에서 BPA를 써서 초기에 실시한 13 명의 환자 치료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목표 부위에 7.8 - 17.2 Gy-Eq를 쪼인 경우에는 그 부위 종양이 자라는 것을 멈추게 

하였고， 병세를 완화하였으나 장기간 암을 제어하지는 못하였다. 최소 32.3 Gy-Eq 

를 쪼인 경우에는 6 개월 이후에도 원래의 종양 부위에서 암 조직이 발견되지 않았 

으나 주변에서는 암이 재발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약 28.5 Gy-Eq를 쪼인 환자 

의 괴사한 조직을 7 개월 뒤에 검사한 결과， 조직의 5%에서 살아날 수 있는 암 세 

포가 발견되었다. 이 암 세포들은 28.5 Gy-Eq에서도 살아남았거나 주변에서 옮아 

온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악성 종양을 50 %의 확률로 제어할 수 있는 선량은 

17 Gy-Eq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피부에 대한 최대 허용 선량은 22.5 - 30 Gy-Eq이다. BPA의 C-RBE는 습진 

(moist desquamation) 발생의 경우 2.5, 피부 괴사의 경우는 약 1.0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한 C-RBE가 크게 다른 것은 피부에 BPA가 분포하는 특성 때문 

인 것으로 추정된다. 머리 피부와 머리뼈의 조사량은 혈액의 붕소 농도로 계산하며， 

머리 뼈가 받는 평균 선량은 20 Gy-Eq 이하를 유지할 것이다. 

일본과 미국의 조사 기준을 비교하면 

앞서 정리한 일본 자료는 열중성자 BNCT에 적용하는 것이고， 미국 자료는 열외 중 

성자 BNCT에 적용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열외 중성자 BNCT를 시도하 

고 있으나 아직 정리된 자료를 구하지 못하였다. 앞서 적은 두 나라의 자료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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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일본과 미국의 BNCT 조사 기준 비교 

항목 일본 (하타냐까) 미국 (BNL) 비고 

중성자 열중성자 열외 중성자 

붕소 화합물 BSH BPA 

조사상태 수술로 절개한 암 부위를 노출， 암 부위를 절개한 뒤 봉합해 

필요시 탁구공 삽입 둔 상태 

선량 기준 표면 조직의 혈액 각 부위별 혈액 

사용 단위 중성자 fluence 유효 선 량 (Gy-Eq) 

홉수 선 량 (rad, Gy) BNL 

조사량 뇌 표면 4000-5000 rad 뇌 전체 11 Gy-Eq 이하 * 뇌 부피 14 cc 
약 1E13 n/ cm2-s의 열 중성 자 종양에 17 Gy-Eq 이 상 이하일 때는 30 
fluence 머리뼈 20 Gy-Eq 이하 Gy-Eq 

X, r선에 

대한 평가 

- 1 회 조사 1900 rad 1050 cGy * 뇌 부피 14 cc 
- 분할 조사 4500 - 5000 rad TD = btu X Nl.45 X ~.03 이하일 때는 20 

Gy 

6-3에 요약하여 비교하였다. 대체로 미국에서는 더 자세하게 분류하였는데， 더욱 정 

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치료에 엄한다는 뭇도 있겠지만 열외 중성자를 쓰면 그럴 수밖 

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암 부위를 노출시키지 않고 바깥에서 쪼이기 

때문에 방사선을 많이 받는 정상 조직도 많고 부피도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사 

방법의 차이를 이해하면 BNL에서 스스로 분석하였듯이 일본의 조사 기준도 미국의 

조사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일본에서 훨씬 많은 환자 치료 사례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지키고 BBB가 없는 조직이 과다 조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다 조사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발표는 없다. 

양쪽 모두 혈액에서의 붕소 농도를 기준하여 흡수 선량이나 유효 선량을 계산하고 

있다. 그런데 BSH는 BPA에 비하여 정상 뇌 세포에서의 농도가 훨씬 낮으므로 일본 

자료의 흡수 선량은 혈액의 흡수 선량이며， 정상 뇌 세포의 흡수 선량은 이보다 훨씬 

작다. 이에 바하여 미국의 유효 선량은 C-RBE를 곱한 값이므로 정상 뇌 세포의 유 

효 선량이다. 

한 번에 쪼일 수 있는 X, r 선에 대한 평가도 다른데， 하타나까가 인용한 자료가 

뇌의 일부분을 쪼일 때의 값인지 여부는 확인해보지 않았다. 다만 하타나까가 한 열 

중성자 BNCT가 뇌의 일부분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x. r선에 대한 자료도 이에 상웅 
하는 것일 개연성은 있다. 나누어 쪼일 때의 허용 선량은 양자가 사실상 같은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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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이는 양 예측 

종양 부위에 집중적으로 중성자를 쪼이려면 종양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 지 정확 

하게 알아야 한다. 하타나까는 수술로 제거한 암 부위를 노출시키고 열중성차를 쪼 

였으므로 쪼일 부분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빔이 나오는 조건과 쪼일 부분을 스케 

치하여 경험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정하였다. 또한 환부에 금선 

(goId wire)을 꽂아두고 조사하다가 중간에 빼내어 중성자속을 측정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값으로 조사 시간을 결정하였다. 주요 조사 목표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표면 

의 조사량에 주로 관심을 가진 것 같다. 물론 그 외의 다른 부위의 선량도 계산하거 

나 실험으로 측정하는 사례가 있지만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주요 조사 부위를 노출시키지 않는 열외 중성자 BNCT에서는 조사 목표 지점을 직 

접 볼 수 없고， 다른 정상 조직의 조사량도 높으므로 체계적인 계산을 한 뒤에 조사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때의 dosimetry (또는 treatment planning) 

software는 CT나 MRI 영상 자료를 중성자 빔이 나오는 곳에 두고 중성자와 감마선 

의 수송 계산을 한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빔이 나오는 형상과 환자의 자세 등이 최 

적인 조건을 구한다. 수송 계산은 이미 잘 개발되어 있는 Monte Carlo 법을 쓰면 되 

지만 기존의 범용 컴퓨터 코드에 영상 자료를 입력으로 넣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의 

수정이 필요하고， 값을 구하여야 하는 각 점이 작으므로 계산 시간이 매우 길다. 따 

라서 본 목적에 맞도록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은 INEL과 MIT이며， ]AERI 등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어느 경우에나 영상 처리 기능과 중성자 및 감마 수송 

계산 각각은 해당 분야에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토대로 하였다. 

INEL에서는 자체 개발한 Monte Carlo 코드인 rtt-MC [e3]에 영상 처리 가능을 포 

함시켜서 BNCT-πpe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였으며， 근래에는 수정된 프로그램을 

SERA로 개명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INEL의 프로그램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데， SERA를 연구나 시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환자 적용 제외)에는 무료로 프 

로그램을 배포할 것이라 한다. 

MIT에서는 LANL에서 개발한 Monte Carlo 코드인 MCNP4A [e4] 에 영상 처리 기 

능을 포함시켜서 NCTPLAN [e5]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후 중성자 수송 

계산법을 바꾸어서 결정론적인 방법으로 푸는 코드플 붙여 시험하였는데， ORNL에서 

개 발한 TORT (PN discrete ordinate 코드) [e6]흙 사용하였다. 이 비 교 시 험 에 서 결 

정론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을 매킨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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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시키도록 완전히 재작성하여 MacNCTPLAN이라고 한다. 

e1. A.D. Chanana, Boron neutron-capture therapy of glioblastoma multiforme at the Brookhaven 

Medical Research Reactor, A phase I/II study CFDA IND #43,317} protocol #4, Jan. 2, 1996. 

e2. Boron-neutron capture therapy for tumors, edited by H. Hatanaka, 1986, Nishimura, 1-28. 

e3. Wheeler FJ, Radiation transpσt in tissue by Monte Carlo - version X02, EGG-BNCT - 11178, 

Jan. 1994. 

e4. Briesmeister JFCed}, MCNP - A Genera1.Monte Carlo N-Particle Transport Code, Los Alamos 

Nationa1 Laboratory report LA-l2625-M, Nov. 1993. 

e5. Zamenhof RG, Redmond E n, Solares GR, Katz D, Kiger S, Harling 0 , Monte Carlo based 

treatment planning for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using custom designed models 

automatica l1y generated from CT data, 1nt. J Rad. Oncol. Biol. Phys. , 1996;32;잃3-397. 

e6. Rhoades W A, The TORT three-dimensional discrete ordinates neutron/photon σansport code,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report ORNL!TM-13221 , ]une 1996. 

- 90 -



7. 종합 의견 

NCT는 다른 방사선 치료나 수술과 같이 국부적인 암을 제거한다. 따라서 먼 곳으 

로 이미 전이된 암 세포는 죽일 수 없다. 병원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중성자원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적용하기에 불편하다. 그러나 NCT가 다른 치료법보다 훨씬 나 

은 결과를 낸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현재의 기술만으로도 병원용 중성자원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성자원의 사용료는 재래적인 X선이나 y 선보다는 비싸 

지만 복잡한 계산과 구동 장치로 입체적으로 쪼이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NCT에는 

화합물 가격이 추가되는데， 아직은 매우 고가이다. NCT는 치료가 매우 어려운 악성 

뇌 암에 주로 적용되어 왔다. 원리적으로 NCT가 악성 뇌 암에 가장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가격 경쟁력도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난치 암에 대한 인간의 도전은 매우 다양하며 NCT는 이 가운데 비교적 작은 한 

부분이다. 1930년대에 이미 원리가 제안되었고 1951년부터 10 년간 환자 치료에 적 

용해 보았으나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8년부터 일본에서 다시 시도하여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와 같이 시도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원리적으로 매 

우 유망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부분적인 성공은 열중성자를 쓴 것으로서， 2.5 년 이 

상 생존한 환자의 대부분이 이후 계속 생존하여 5 년 이상 생존 확률이 재래 치료법 

보다 훨씬 높다. 깊이 있는 암에는 적용하지 못하지만 열외 중성자 성분을 높여서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 부분적인 성공은 더 큰 성공을 기대할 수 있게 하였으며 미국과 유럽에서 다시 

시도할 때는 열외 중성자를 써서 도약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아직 기대한 결과는 나 

오지 않고 있다. 환자의 여생을 한층 편하게 하지만 생존 기간에서는 재래 치료법과 

별 차이가 없다. 앞으로 조사량을 증가시키면 생존 기간이 한층 길어질 것이라고 기 

대는 하고 있다. 

NCT에서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뇌 전체를 고루 쪼여서 뇌 속에 세포 단위로 

퍼져 있는 암 세포를 거의 모두 제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한층 나은 

붕소 화합물이 필요하다. 이러한 획기적인 붕소 화합물을 개발할 수 있을까? 

고속 중성자나 양성자 치료법의 예를 보면 현재의 BNCT 치료 효과만으로도 환자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 문제는 병원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고 비용 

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선진국의 대형 병원에서 현재 갖추고 있는 다 

른 장치와 경쟁할 수 있는 병원용 NCT 장치가 있다면 활발하케 이용할 수 있다. 가 

속기는 이러한 NCT 장치가 될 수 있을까? 매우 안전한 소형 원자로는 대중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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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극복하고 병원에 설치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이 곧 나올 것처럼 기대되어 왔 o 나 아직도 의문 상태이다. 

이외에 멜라노마， 류마티스 관절염， 간 분리 NCT 등에 적용하는 경우 재래의 다른 

치료법과 벼교하여 얼마나 유리한 지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고속 중성자 요법에 

NCT 개념을 혼합하는 방법 등은 치료 효과가 얼마나 높아지는 지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결론적으로 NCT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첫째가 좋은 화합물의 개발이고， 둘째 

는 병원에 설치할 수 있는 그리 비싹지 않고 안전한 중성자원이다. 

우리는 붕소 화합물 개발 중성자원 개발 화합물의 생체내 분포 측정 둥 각 분야별 

로는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있으나， 붕소 화합물과 중성자를 복합시킨 시험 분야에 

서는 붕소의 미시적 분포 측정을 시작하고 있는 수준이다. 배양한 세포 조직의 시험 

관 조사， 동물 조사， 환자 조사의 단계로 넘어 가려면 이 조건윤 만족시킬 수 있는 중 

성자원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이러한 목적에 쓸 수 있는 중성자원은 하나로 뿐 

이므로 하나로에서 이러한 설험을 할 수 있는 조사 장치를 조속히 갖추어야 할 것이 

다. 또한 NCT용 가속기나 원자로를 설계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 인력이 충분히 있 

으므로 병원용 NCT 장치 개발 분야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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