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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 기술홍보를 통한 국제협력강화방안 연구

Ⅱ. 연구개발 목적 및 필요성

방사선 및 동위원소의 이용 분야로는 의료, 공학, 농학, 생명과학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21세기는 원자력에너지 이용에 있어 비발전 분야의 활동

을 강화하여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 방사선이용 기술을 전수하여 식량 증산, 산

업 기술발달, 국민건강 증진, 환경보호 등에 기여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의료적, 농학적, 공업적 이용 경향은 현저하게 증대

될 것이므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연구로의 이용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위원소 이용분야에서 특정분야의 경우 기술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분야는 적극적인 기술홍보를 통한 해외시장으로의 기술수출 및 활용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사성동위원소 분야의 활용 증진 및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원자력국제협력의 가장큰 장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국제

협력 추진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술위상을 알

림과 동시에, 앞으로 연구용원자로의 본격가동으로 동위원소 생산량이 증대될 것인 

바, 국내 수요 충당과 동시에 해외시장으로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 국제협력의 가장 큰 무대인 IAEA의 정기총회시 기술전시회를 통하여 우

리나라의 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분야의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을 홍보함으로써 

IAEA와의 협력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특정분야에서는 IAEA 회원국인 잠재 기술

수요 대상 국가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기술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IAEA의 정기총회시 기술전시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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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술을 홍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동 분야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 다. 

또한 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분야에 대한 전세계적인 현황 및 전망을 제시하 으

며,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기술함과 동시에 현재까지 개발한 연구개발 결과에 대하

여 ⅰ) 동위원소 생산, ⅱ) 의료적 이용분야, ⅲ) 공업적 이용분야, ⅳ) 농업적 이용

분야야, ⅴ) 방사선 식품조사 분야로 구분하여 종합화하 다. 

IAEA 총회 기술전시회 개최시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홍보전략을 수립하 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수준을 효과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IAEA 회원국들에 우리

나라와의 동위원소분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수립하 다.

이렇게 마련된 홍보전략에 따라 홍보 상물을 제작하여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제44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시 IAEA 직원 및 각국 참가자들에게 

“Pillars for Quality of Life”라는 주제로하에 Multi-Cube 상물과 Panel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이용 분야 발전상을 보여주는 기술전시회를 

개최하 다.

Ⅳ. 연구개발 결과

우리나라의 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분야 기술 홍보를 위해서 우선 전세계적인 이

용동향과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성과 및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 다. 

이에 따라 기술전시회 개최를 통한 우리나라 연구개발 수준을 보여줌과 동시에 

회원국과의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협력추진 가능 분야를 우선적으로 구성

하여 비디오 상물, 판넬 등을 제작하 다.

Multi-Cube 상물은 우리나라의 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분야의 성공사례 및 

연구개발 현황을 주축으로하고 IAEA와의 기술협력 현황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시지 전달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테마별로 그룹을 설

정하 다. Multi-Cube 상물은 비디오 및 CD로 제작되어 기술전시회 참가자들에 

배포하 다. 

또한 시각적인 이미지 개선 및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일부 주요성과에 대해

서는 Panel을 통하여 소개하 으며, 동위원소 및 방사성의약품 생산 및 연구개발, 

방사성동위원소 추적자 이용, 방사선을 이용한 수처리 및 고분자 재료 개발 및 방

사선 식품조사 이용의 에 관한 4종의 leaflet을 작성 배포하 다.

우리나라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IAEA와의 원자력 기술협력강화 및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수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분야 발



- v -

전과 미래 역할을 부각시키는 홍보 상물 및 전시회 패널로 구성된 기술전시회를 

IAEA 제44차 총회기간중 Austria  Center Vienna(ACV) 2층 특별전시실에서 개최

하 다.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Multi-cube 상물은 국문 및 문본으로 제작하여 각각 CD 형태로 전환하여 

국내/외에 우리나라의 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기술분야 연구개발 결과 홍보를 통한 

기술수출 및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Multi-cube 상물 및 Leaflet을 원자력연수원에 제공하여 원자력연수원이 

개최하는 Workshop, Training Course 등을 포함한 국제회의 및 국내과정 개최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원자력연수관 건립이 완료되면 다양한 국제과정 및 연

수훈련이 자주 이루어지게 되어 그 횟수의 증가에 따른 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분야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또한 동위원소 활용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국내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어 원자력

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0. 11.10~14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FNCA 각료급 회담시 판넬 전시회를 개

최하여 좋은 반응을 보 으며 아시아 지역국가들의 우리나라의 동 분야에 대한 관

심을 이끌어 내기도 하 다.

앞으로는 제작된 판넬을 원자력연수원에 상설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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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Study on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the Technical 

Exhibition on Radioisotopes Production and Application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 radiation and radioisotopes are applied into the area of medicine, 

engineering, agriculture and life-science, etc. resulting remarkable effects such as 

the increase in provisions, the development in technology, the improvement in 

health science and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as well. With the acknowledge 

of benefits from the radiation and radioisotopes application into other areas 

rather than the generation of electricity, it is certainly valuable to put more 

interests in the aspects on the application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s. 

It is clear that Korea has became the one of the few countries world- widely 

regarding the achievement in the well-developed technology on the application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s. Therefore, our efforts should be focus on the out 

side of nation for sharing and exporting the related technologies and 

informations we developed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Korea 

should play a major role as a technical expert toward world market. 

To fulfill the our prospects, it is very ideal to request supports from the 

IAEA.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report recent developments in Korea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s through the IAEA 

Technical Exhibition.  With IAEA supports and once technology is acknowledged 

by other foreign countries, research reactor(HANARO) will be fully operated for 

the increase in the production of radioisotopes to meet the export level.



- viii -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For the IAEA Technical Exhibition, it was required to analyze the all the 

informations from the researches which has been done till recently related to the 

applications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s.  A few aspects drawn from the 

analysis were made and it was able to represent  the scopes and the prospects 

regarding the applications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s developed in Korea at 

the IAEA Technical Exhibition. Exhibition was mainly focus into the RI 

production, utilization in medical, engineering and agricultural fields and 

irradiation of food products. Exhibition representing Korea were readily prepared 

under the entitled name of "Pillars for Quality of Life", Multi-cube and Panel 

presentation at the same time. IAEA Technical Exhibition was held from 

September 18 to 21, 2000. Exhibition was successfully proceeded and presentation 

led to get the attention from IAEA Member Counturies including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bout Korea's recent development on improving quality of 

human life using radiation and radioisotopes.

Ⅳ. Results of the Project 

The outcome of IAEA Technical Exhibition prepared by based on the 

successful experiences and activity related to the subjects was primarily on the 

elucid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Multi-cube and Panel presentation expressed fully and effectively the scopes of 

the researches recently undergone in Korea and the efforts put into the technical 

development on radiation and radioisotopes application. In addition, other 

important research results were provided by Leaflet and those were about

Radioisotope Production , Application of Radioisotope Tracers , 

Wastewater Treatment by Irradiation and Food Irrad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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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All the exhibition materials including Compact Diskette were prepared in 

English for the IAEA Technical Exhibition held in Austria Center Vienna during 

the 44th IAEA General Conference.  The reported informations and materials 

should be employed to the other objectives like presentation at the training 

course and workshop, Conferences, and Symposium. 

Furthermore, it would be mostly beneficial for making people to understand 

the positive role of researches involving the application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s in the area of Life-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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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개발 필요성

방사선 및 동위원소의 이용 분야로는 의료, 공학, 농학, 생명과학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21세기는 원자력에너지 이용에 있어 비발전 분야의 활동

을 강화하여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 방사선이용 기술을 전수하여 식량 증식, 산

업 기술발달, 국민건강 증진, 환경보호 등에 기여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의료적, 농학적, 공업적 이용 경향은 현저하게 증대

될 것이므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연구로의 이용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다.

동위원소의 의료적 이용분야는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한 감마카메라 및 PET카메

라의 이용확대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다.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전세계적으

로 Gamma imaging 분야는 10억불의 시장규모에 달하며 주로 사용되는 방사성동

위원소의 60%는 Tc-99m이며, 8200여 핵의학 Department에서 질병진단에 이용되고 

있다. 

의료용 동위원소의 수요는 매년 5% 신장하고 있으며,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제 수요는 매년 10% 증가하고 있다.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30%는 I-131이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Ho-166, Re-188 등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

며,  Ir-192, I-125, Au-198 등 봉선원을 이용한 질병의 근접치료는 매년 5만건에 

달하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는 원자력발전소, 연구용원자로, 가속기 등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동위원소의 생산을 위해서는 일련의 연속되는 시설 및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연구용원자로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300여기가 운전중에 있으며 73기의 원자로에

서 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있다. 원자로를 이용한 동위원소 생산으로 주로 연구용원

자로 이용의 부수적인 산물로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목적연구로인 

하나로를 이용하여 동위원소 생산 하고 있다.

또한 가속기를 이용한 동위원소 생산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226기가 운전되고 있

다.

59기는 싸이클로트론 의료용 목적의 동위원소 생산 전용 목적으로 운 되고 있

으며, 단반감기의 PET 용 동위원소 생산을 위하여 PET 센터에 인접한 싸이클로트

론은 167기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위원소 이용분야에서 특정분야의 경우 기술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분야는 적극적인 기술홍보를 통한 해외시장으로의 기술수출 및 활용 증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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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사성동위원소 분야의 활용 증진 및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술협력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방사선 및 동위원소 분야의 취약점을 선

진 기술 도입을 통한 기술선진화 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원자력국제협력의 가장큰 장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국제

협력 추진이 요청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중점사업(Major Programme 

2)로 원자력 이용(Nuclear Applications)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규

예산(2억2천만불)의 15%를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술위상을 알림과 동시에, 앞으로 연구용

원자로의 본격가동으로 동위원소 생산량이 증대될 것인 바, 국내 수요 충당과 동시

에 해외시장으로의 판로 개척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분야 기술수준의 홍보가 종합적이고 포괄적

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일부국가, 일부전문가 만이 인식하

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위원소의 생산 및 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우리나라의 동 

분야 기술개발사업을 국제적 견지에서 재검토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완성한 동위

원소 생산 및 이용분야의 기술 활용 확대 방안 강구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계에 우리나라의 동분야 기술수준을 홍보하여 향후 우리나

라의 기술수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연구개발 목적 및 범위

가. 목적

원자력 국제협력의 가장큰 무대인 IAEA의 정기총회시 기술전시회를 통하여 우

리나라의 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분야의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을 홍보함으로써 

IAEA와의 협력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특정분야에서는 IAEA 회원국인 잠재 기술

수요 대상 국가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기술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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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의 정기총회시 기술전시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분

야 기술을 홍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동 분야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언급함과 

동시에 현재까지 개발한 연구개발 결과에 대하여 ⅰ) 동위원소 생산, ⅱ) 의료적 이

용분야, ⅲ) 공업적 이용분야, ⅳ) 농업적 이용분야야, ⅴ) 방사선 식품조사 분야로 

구분하여 종합화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연구개발 수준을 효과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회원국과의 국제협

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IAEA 회원국들에 우리나라와의 동위원소분야 협력을 이

끌 수 있도록 협력추진 가능 분야를 우선적으로 구성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전략 수

립이 요청된다.

이렇게 수립된 홍보전략에 따라 전시효과를 극대화하고 IAEA 직원 및 각국 참

가자들에게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보여주기 위하여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제44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시 기술전시회를 개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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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동위원소의 세계적 생산/이용현황 및 전망

제 1 절  동위원소 생산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은 최종소비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전과정이 하나의 시설에서만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다른 시설을 이용하여 생산된다.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시설들은 주로 원자로, 가속기들 그리고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분리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 2-1> 주요 동위원소 생산 시설

형     태 단위 갯수

원  자  로

연  구  로 73

고중성자속 연구로 6

발전용원자로 Co-60 생산 <10

가  속  기 255

의료용 동위원소 전용 59

사이클로트론 PET 전용 167

 범용 가속기 29

분리시설 21

안정 동위원소 생산 시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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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의 지역 및 국가별 분포(2000년)

국가
연구용

원자로

의료용 RI생산

싸이클로트론

PET용 

싸이클로트론

범용 

가속기

유럽 33 14 59 20

오스트리아 1 0 1 0

벨기에 1 4 5 3

체  코 1 1 1 0

덴마크 1 0 2 0

핀란드 0 0 2 2

프랑스 2 2 4 0

독  일 1 1 20 3

그리스 1 0 0 0

헝거리 1 0 0 1

이탈리아 1 0 5 1

네델란드 2 3 3 1

노르웨이 1 0 0 1

폴란드 1 0 0 0

포르투갈 1 0

스페인 0 0 2 0

스웨덴 1 0 2 0

스위스 0 0 2 1

터  키 1 0 0 0

  국 0 2 7 2

불가리아 1

카자흐스탄 1 1

루마니아 1

러시아 10 1 3 4

우크라이나 1

우즈벡 1

유고슬라비아 1

북미 7 26 62 4

캐나다 2 2 6 1

멕시코 1 0 0 0

미  국 4 24 56 3

소  계 40 40 12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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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용원자로
의료용 RI생산

싸이클로트론

PET용 

싸이클로트론

범용 

가속기

아‧태지역 23 15 45 3

호주 1 1 1 0

일본 4 6 30 2

한국 1 1 2 0

방 라데시 1

중국 5 4 9

대만 1 1 2

북한 1 1

인도 2 1

인도네시아 2

이란 1 1

이스라엘 1 1

말레이지아 1

파키스탄 1

태국 1

기타 지역 10 3 1 2

알제리 2

아르헨티나 1 1 1

브라질 1 1 1

칠레 1

이집트 1 1

리비아 1

페루 1

남아공 1 1

콩고 1

소  계 33 18 46 5

합  계 73 59 167 29

 

1. 원자로

대부분의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원자로는 연구용 원자로이나 Co-60 등 일부 방사

성동위원소들은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에서 생산된다. 

아래에 언급된 연구용원자로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들 (capacity)용량의 적어도 

5% 이상을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에 이용되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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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전세계에서 운 중인 약 300여개의 연구용원자로에서 약 73기가 방사성동위

원소를 생산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표 2-3>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연구용 원자로의 지리적 분포

지역(국가)
 원  자  로  수

<5 MW 5 - 30MW >30MW 전체

유    럽 6 19 8 33

북아메리카 2 2 3 7

아시아‧태평양 8 11 4 23

그    외 4 6 0 10

합    계 20 38 15 73

현재 연구용원자로 생산 동위원소들은 아시아와 서유럽 그리고 북미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비록 5MW 이하이나 아시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유럽, 북미에 있는 오래된 원자로들이 중지되는 경향과 이들이 새로운 

원자로로 교체되지는 않고 있는데 반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새로운 원자로들이 

건설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다. 

고속중성자속 원자로(초당 제곱센티미터당 5×10
14
의 중성자 이상의 열중성자속)

는 
60
Co, 

252
Cf, 

192
Ir 과 

188
Re를 포함하는 높은 비방사능을 갖는 방사성동위원소들을 

생산하는데 필요하다. 현재 6개의 고속중성자속 원자로들은 벨기에 러시아와 미국

에서 운 되고 있다.

<표 2-4> 고속중성자속 원자로의 지리적 분포

국      가 원자로수 이   름 (위  치)

벨  기  에 1    BR2 (Mol)

러  시  아 2
   SM3 (Dimitrograd)

   MIR-M1 (Dimitrograd)

미      국 2
   ATR (Idaho Falls)

   HFIR (Oak Ridge)

중      국 1    HTETR (Chengdu)

전      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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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한 연구용원자로 외에 러시아에 
89
Sr을 생산할 수 있는 2개의 고속중성

자 연구로가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아르헨티나, 캐나다, 헝가리, 러시아 등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들을 

생산하는데 이용된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주요 방사성동위원소는 
60
Co이다. 

그외에 캐나다에서 트리튬(
3
H)이 중수로의 냉각제로 사용되는 중수로부터 생산된다.

2. 가속기

일반적으로, 가속기들은 중성자 결손 동위원소 즉 양전자 방출 동위원소를 얻는

데 이용된다. 

가.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전용 가속기

전세계적으로 200여기 이상의 가속기가 의료용 목적으로 요구되는 방사성동위원

소를 생산전용으로 운 되고 있다. 여기에는 170여기에 달하는 PET용 동위원소를 

생산하는데 사용되고 PET 시스템이 갖추어진 시설에서 운 되고 있다.

○ 의료적 목적 동위원소 생산 싸이클로트론

 전세계적으로 의학적 이용을 위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에 사용되는 약 60여기

의 싸이클로트론이 20여개국에서 운전되고 있다. 이들 사이클로트론에서 생산되는 

주 동위원소는 
201
Tl이며 다른 것으로는 

123
I, 
67
Ga, 

111
In, 

57
Co와 

103
Pd 등이 있다.

<표 2-5> 의료적 목적 동위원소 생산 싸이클로트론 지역분포

지    역
장  비  수

합   계 사  유 공  공

유    럽 14 12 2

북    미 26 26 0

  아시아‧태평양 16 6 10

기    타 3 0 3

전체 59 4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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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으로, 이러한 싸이클로트론의 대부분은 일부의 회사에서 건설하고 있으며, 

약 75%는 사유회사에서 운 되고 있으며, 5개 회사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소유하고 

있다. 단지 일부국가에서만이 공공기관에서 시설을 운 하고 있다.

○ 양전자 방출 단층촬 (PET)용 동위원소 생산 가속기

양전자 방출 단층촬 을 위한 싸이클로트론 생산 동위원소는 PET 센터와 동일 

시설에 건설되고 운 된다. 싸이클로트론은 PET 카메라에 사용되는 동위원소들의 

짧은 반감기를 고려하여 PET시설에 인접하게 된다. 이들, 사이클로트론 생산되고 

PET 카메라의 운 에 필요한 주 방사성동위원소들은 
11
C, 

13
N, 

15
O와 

18
F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활용되는 싸이클로트론은 167여기가 있으며,  지역

적으로는 유럽 59기, 북미 62기, 아시아‧태평양 45기, 기타지역에서 1기가 운 되고 

있다. 매년 10∼15개의 양전자 방출 단층촬 을 위한 싸이클로트론이 지어지고 있

으며 이러한 추세는 몇 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 비전용 가속기

○ 고에너지 가속기

180에서 800MeV사이의 에너지 수준으로 운 되고 있는 4개의 고에너지 가속기

가 있으며, 이들은 주로 
67
Cu, 

64
Cu와 

82
Sr을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2기는 미국에서 

운 중이고 1기는 캐나다, 그리고 1기는 스위스에서 운전중이다. 

 주로 연구활동에 사용되지만 25~130MeV의 범위의 싸이클로트론들도 동위원소

를 생산한다.

<표 2-6> 동위원소 생산 중에너지 가속기의 지역적 분포

지     역 (국  가) 기 수

유   럽 (벨기에,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8

아 시 아 (인  도) 2

아프리카 (남아공) 1

전         체 11



- 11 -

3. 방사성동위원소 분리

□ 핵분열 생성물에서의 분리

핵분열생성물에서의 분리에 의한 생산되는 가장 중요한 동위원소는 매년 세계적

으로 3천만 핵의학적 적용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99m
Tc 제너레이터의 제조에 

사용되는 
99
Mo이다. 오늘날의 기술은 높은 비방사능의 

99
Mo을 요구하므로, 

99
Mo의 

생산은 적은 양의 
235
U을 연구용원자로에서 조사하여 얻은 분열생성물로부터 분리

에 의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다. 핵분열생성물로부터 대량으로 
99
Mo을 생산하는 시

설은 세계적으로 5기가 벨기에, 캐나다,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운 중에 

있다.  
99
Mo 생산을 위한 새로운 대규모 시설이 미국에 지어져 검사중에 있다.

핫셀을 갖추고 있는 7개 시설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조사된 연료로부터 
137
Cs와 

87
Kf를 생산하고 있으며, 러시아 5기, 인도 1기 및 미국 1기가 운 되고 있다. 최근

에 미국에서는 
90
Y(핵분열 생성물에 포함되어 있는 

90
Sr로부터)의 생산이 관심이 증

가되고 있다.

핵분열물질로부터 동위원소의 분리를 하는 시설은 필수적으로 국가에 의해 소유

되고 운 되며, 다양한 종류의 중heavy 방사성동위원소들을 생산한다.

<표 2-7> 초우란원소와 알파방출체 생산시설의 지역적 분포

지역(국가) 시 설 주 생산 동위원소

서유럽(독일, 국) 2
244
Cm, 

241
Am, 

243
Am, 

213
Bi, 

225
Ac

동유럽 & FSU(러시아) 4
243
Am, 

244
Cm, 

235
U, 

236
U, 

252
Cf

북아메리카(미국) 3

225
Ac, 

241
Am, 

243
Am, 

249
Bk, 

235
U, 

236
U, 

238
U, 

239
Pu, 

240
Pu, 

241
Pu, 

252
Cf

전체 9

알파방출동위원소 특별히 
225
Ac/

213
Bi와 

212
Bi 체계에 대한 요구는 아마도 유망한 

적용으로 이용되므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이러한 생산은 존재하는 연구

용 원자로의 유용성에은 필요하지 않으나 출발물질의 유용성에 의해 제한된다. 
225
Ac/

213
Bi의 경우, 출발물질인 

229
Th를 

233
U에서 혹은 

226
Ra의 조사에 의해 생성된 

것을 공급받는데 이것들이 제한 요소이다. 
212
Bi 체계를 위해서는 부모방사성동위원

소 인 
228
Th(

232
U)의 공급이 목적 동위원소의 유용성을 결정하게 된다. 저들 2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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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원료 물질의 제한된 양은 현재는 유용하나 추가적인 양의 공급에 대한 미래의 

안정성 보증이 필요할 것이다.

4. 주요 동위원소 생산

가. Co-60 생산공급

전세계의 Co-60 선원의 시설용량은 약200MCi에 달하며, 이중 약 100MCi로 50% 

정도를 이용하고 있다. Co-60 선원의 수요는 년간 5~10%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이러한 수요증가의 불규칙성은 조사시설의 신설 유무에 딸 크게 변하기 

때문이다. 현재 Co-60 시설용량은 약200개소에서 250MCi 정도이며 반감기 및 신설 

조사시설을 고려할 때 년간 약 40MCi의 선원 대체가 필요하다. 세계시장의 공급은 

주로 MDS Nordion사가 수요의 약 80%를 담당하고 국의 REVISS사가 약 15% 정

도를 담당하고 있다.

나. Mo-99 생산 공급

Mo-99는 세계 의료진단용 동위원소 수요의 약 80% 차지하며 γ-camera에 

detection이 용이하고 짧은 반감기(6.02 hr)를 가잠과 동시에 다양한 산화가(-1∼+7)

를 갖고있어 진단 용도별 다양한 표지화합물 사용 가능한 
99m
Tc의 유일한 모방사성

동위원소 으로 
99
Mo가 β-decay에 의해 

99m
Tc이 생성되고 Isomeric Transition에 의

해 
99
Tc를 거쳐 안정한 방사성동위원소 인 

99
Ru로 된다.

현재 동 방사성동위원소 에 대한 전세계 수요는 약 6000Ci/주에 달하나 그 증가

추세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표 2-8> Mo-99 수요량 변화 추이

                                                     (단위 : Ci/주)

1998 2000 2005 2010

Mo-99 수요량 6,000 7,000 10,700 30,000

Mo-99는 천연 Mo-98(농축도 24%이내)을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하여 (n, γ) 반응

시켜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으나 생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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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Mo-99이 낮은 비방사능을 갖는 약점이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생산방법은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U-235의 중성자에 의한 핵분열에 의하여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비싼 단점이 있으나 고 비방사능을 갖는 Mo-99를 생산

할 수 있다.

현재 Tc-99m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Mo-99는 캐나다의 Nordion사가 전세계 

공급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주로 유럽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벨기에 방

사성동위원소국립연구소(IRE), 네델란드의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마란크롯

트사에 공급을 주로하는 마란크롯트사 시설,  남아공의 AEC 및 아시아의 인도네시

아 원자력청 관련회사에서 공급되고 있다.

○ 캐나다

캐나다 원자력공사(AECL)의 원자로 (NRU)에서 우라늄 표적을 頗射하고 AECL 

부지에 있는 화학처리 시설에서 분리한 Mo-99를 오타와 교외에 있는 노르디온

(Nordion)사 시설로 운반해서 정제 세분하여 출하하고 있다. 현재 NRU원자로는 40

년 이상이나 경과해서 2000년 이후 폐지될 예정이다. 2000년 이후는 새로운 

MAPLE형 원자로 2기를 건설하고, 새롭게 화학처리 시설도 정비하여 지금 이상으

로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할 계획이다(MAPLE계획). MAPLE 1호는 1999년 말까지 

완성, 2호로는 그 1년 후에 완성 예정이다.

○ 미국

현재는 생산하지 않고 있다. 국내 수요의 반은 캐나다 노르디온(Nordion)사에서, 

나머지 반은 마린크롯트사가 네덜란드의 시설에서 생산한 것이다. 이들의 공급중단

에 대처하기 위해 DOE(에너지부) 샌드아의 연구용 원자로(SCRR)에서 몰리브덴 99

를 제조하는 시설과 체제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벨기에

IRE(벨기에 방사성원소 국립연구소)는 벨기에 원자로 (BR-2), 네덜란드에 있는 

EC의 원자로 (HFR), 프랑스의 원자로(OSIRIS)에서 우라늄 타겟을 조사해서 생산하

고 있다. 주로 유럽에 공급하고 있고 여력도 있는데 일본의 전수요를 채울 정도는 

아니다. 

○ 네덜란드

페텐 소재의 EC 원자로(HFR)를 주로 하고, BR-2 등도 이용해도 생산하고 있는

데 마린크롯트사의 자사용으로 생산해서 유럽 및 북미 마린크롯트사의 수요를 충당

하고 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AEC(남아프리카 원자력 공사)의 생산능력은 2,000Ci 정도이다. 30년 이상 경과된 

원자로 1기로 대체로는 없다. 매주 연중 생산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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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P. T. BATAN(인도네시아 원자력청 관련회사)이 생산할 수 있을 때엔 주 400Ci 

정도 외국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원자로는 아직 새로운 1기만을 매주 연중 생

산은 어렵다. 

3) Ir-192 생산 공급

Ir-192는 산업용 및 의료용 선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비파괴 검사용 선원의 

90%를 차지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파괴검사용 Ir-192는 현재 

전량 수입되고 있으나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선원 제법개발이 완료되어 과기부에 

인허가만 남겨둔 상태이어서 곧 국산으로 대체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사용량

은 약 7.5만Ci/년(1996년 기준)으로  이며 이는 전세계 소비량의 15~20%를 차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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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원자로 및 가속기를 이용한 주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Reactor produced

radioisotopes

Accelerator produced

radioisotopes

High energy accelerator

produced radioisotopes

H-3 C-11 Al-26

C-14 N-13 Mg-28

P-32 O-15 Si-32

P-32 F-18 Cu-67

S-35 Na-22 Sr-82

Cr-51 Co-57 Gd-148

Fe-59 Ga-67 Hf-172

Co-60 Rb-81 Pb-200

Cu-64 Pd-103

Sr-89 In-111

Y-90 I-123

Mo-99 Tl-201

I-125

I-131

Xe-133

Sm-153

Gd-159

Re-186

W-188

Ir-192

Au-198

Tl-204

Cf-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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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동위원소 이용분야별 현황 및 전망

방사성동위원소는 의료, 산업, 농업, 식품처리 및 연구개발 분야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이용되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직접적 이용분야는 주로 의료적 이용이 주

류를 이루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Co-60를 이용한 조사 및 방사선 처리, 비파괴 검

사, 안정동위원소의 활용분야이다.

1. 의료적 이용

가. 개요

방사성의약품은 의료분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의 주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는 감마카메라를 이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에너지를 상화함

으로써 질병을 진단/치료하는 데 이용된다. 또 다른 하나는 가속기를 이용하여 생

산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을 이용하여 양성자 단층촬 장치(PET)를 이용하여 진단하

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진단/치료는 매년 상당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방사

성 의약품은 크게 진단용 및 치료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으로

는 현재 100여종의 방사성의약품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중 70% 이상이 Tc-99m을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진단용의 경우 완전히 성장한 상태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년5% 내외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0> 국제 Fission Mo 수요 추이

1996년 2000년 2004년 2010년

수요량 30만 Ci 35만 Ci 60만 Ci 150만 Ci

규 모(백만불) 78 91 156 390

Mo-99 시장 가격 : 260불/Ci(1998년 기준)

반면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은 현재 매우 미미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방사성의약품 개발이 완료될 경우 그 증가세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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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용되고 있는 진단용 및 치료용을 합한 방사성의약품의 시장 규모는 20억

불 규모에 달하며 이중 Tc-99m, Ga-67, Kr-81m, In-111, I-123, I-131, Xe-133 등이 

방출하는 감마에너지를 이용한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이 10억불에 달한다. 이러한 증

가세는 매년 약5%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치료용의 경우는 대부분이 개발단계에 있는 실정이며 현재는 주로 I-131, Sr-89, 

Sm-153, P-32 등을 이용한 일부 의약품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방사성의약품 이용의 지역적 분배 규모는 미국(48%), 아시아/태평양

(22%), 유럽(16%), 기타(1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1> 방사성의약품 시장 규모

                                                           (백만불)

구 분
미   국 세  계

(추정치)진단용 치료용 합  계

1996   531   48   579   1,206

2001   869  440  1,309  2,618

2010  3,303 1,587  4,980  9,960

2020 16,400 6,014 22,414 44,828

1996년의 경우 미국이 48%, 이후는 50%로 산정한 것임

질병 진단을 위하여 이용되는 진단장비의 개발에 따라 경쟁 관계에 있으나 새로

운 방사성의약품의 개발 및  새로운 적용방법의 개발로 인하여 그 신장세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표 2-12> 진단 이미지 종류에 따른 시장 규모(미국)

구분 분포(%)

X-ray 35

Ultrasound 24

Computed Tomography 20

Nuclear Medicine 13

Magnetic Resonance Image(MRI)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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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이중 원자로

를 이용하여 생산 되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ꋮ Molybdenum-99 : Used as a parent in the production of technetium-99m, 

the most widely used isotope in nuclear medicine.

ꋮ Technetium-99m : Used in scintigraphy to image the brain, lungs, liver, 

spleen, thyroid, kidney, bladder, skeleton, blood pool and blood flow dynamics, 

bone marrow, salivary and lachrymal glands, infection, and in several specialized 

medical studies.

ꋮ Iodine-125 : Used to evaluate glomerular filtration rate of kidneys and to 

diagnose deep-vein thrombosis in the leg. It is also widely used in 

radioimmunoassays and as an X-ray source for bone-density measurements.

ꋮ Iodine-131 : Widely used in functional imaging and therapeutic 

applications for overactive and underactive thyroid problems, carcinomas and 

their secondaries, diagnosis of abnormal liver function, renal blood flow, and 

urinary tract obstruction.

나.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

방사성의약품은 화학구조내에 방사능을 가진 동위원소를 포함하는 물질로서 질

병을 진단하거나 치료를 위하여 직접인체에 투여하기에 적당한 화학물질의 형태를 

하고있다.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성물질의 면과 의약품이라는 두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

로 일반의약품과는 다른 특수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방사성의약품을 취급하기 위

해서는 구조와 설비를 원자력법, 약사법, 대한약전, 방사성의약품 기준 등에 적합하

도록 갖추어야 하며 병원에서 사용할 때로 의료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핵의학에 이용되는 방사성의약품의 이상적인 특징은 검사 또는 치료목적에 부합

하는 물질이면서 검출하기에 적합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환자에게 방사성 피폭을 

적게 하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품이어야 한다. 또한 검사 종료 후에도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 이상적인 체내 상용 방사성의약품의 조건

   - 쉽게 이용이 가능할 것

   - 가격이 저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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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하고자하는 대사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생리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 화학적인 독성이 없을 것

   - 방사성방사성동위원소 은 감마선만 방출하고 하전입자를 방출하지 않을 것

   - 감마선 에너지는 카메라 상을 얻을 수 있는 적당한 에너지를 가질 것(일

반적으로 100∼200keV)

   -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사선량이 낮을 것

   - 유효반감기가 검사 소요시간과 비슷할 것

1) 진단 목적 이용

체내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성동위원소가 가진 추적자(tracer)로서의 성질을 

이용한다.

체내에 투여된 방사성의약품은 특정기관, 장기 등을 형태학적으로 진단하거나 기

능을 측정하고 혈액, 뇌 척수액과 같은 체액의 양이나 통과시간을 측정하거나 각 

기관에서 물질이 섭취되는 정도와 소실되는 비율, 대사율 등을 측정하는데도 사용

된다. 이는 인체내에 투입되어 특정장기에 모이고 여기서 방출되는 감마선에 대한 

핵 상을 얻는다.

전세계적으로 8500여개 병원에서 핵의학부를 운 하고 있으며 감마카메라를 이

용하여 심장, 뇌, 간, 간담도, 골격 등을 진단하기 위하여 20,000여대의 감마카메라

를 운 하고 있다.

현재의 시장규모는 약10억불에 달하며 신장세는 약5%/년으로 70% 이상은 연구

용원자로에서 생산되는 Mo-99를 이용한 방사성동위원소 인 Tc-99m를 이용하고 있

다. 

(그림 2-1) 연간 Mo-99 수요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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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머지는 가속기 생산 방사성동위원소 인 Ga-67, Kr-81m, In-111, I-123, 

Tl-201와 원자로를 이용한 생산 방사성동위원소 인 I-131, Xe-133 등이 이용되고 있

다.

<표 2-13> 감마에너지를 이용한 진단 목적 주요 동위원소

Organs Isotopes Disease investigated

 Lung  81m
Kr, 

99m
Tc, 

133
Xe  Embolisms, breathing disorders

 Bone  99m
Tc  Tumours, infection, bone fracture

 Thyroid  99m
Tc, 

123
I, 
131
I  Hyper/hypothyroidism, tumours

 Kidney  99m
Tc, 

111
In, 

131
I  Renal Function

 Brain  99mTc, 123I, 133Xe
 Embolisms, blood flow, tumours,

 neurological

 Liver, pancreas  99mTc, 
111
In  Tumours

 Abdomen  67
Ga, 

99m
Tc,  Tumours

 Blood  111
In, 

99m
Tc,

 Infection, blood volume and 

circulation

 Heart  82
Rb, 

99m
Tc, 

201
Tl  Myocardial function and viability

 All  67
Ga, 

99m
Tc, 

111
In, 

201
Tl  Tumors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은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중 미

국(47%), 아시아/태평양(26.4%), 유럽(19.5%), 라틴아메리카(2.5%), 기타(4.6%) 등에 

달한다. 이중 가장큰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매년 

10~15%에 달한다. 이 지역의 시장 규모는 1996년 기준으로 298백만불로 전체 수요

의 26.4%에 달한다. 

□ 양전자 방출 단층촬 기(PET)

전세계적으로 약 180개 PET 센터에서 250여기의 PET 카메라가 운 되고 있으

며, 카메라들은 암의 진단이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매년 시장규모

는 1억불에 달하며 년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성장율은 PET의 

임상에서의 장점이 인식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임상용 PET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사성의약품은 
18
F에 표지된 FDG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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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체내에서 일반 포도당과 비슷한 경로를 나타낸다. 약 90% 정도의 PET 사용에서

이 FDG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용은 특별히 암세포들의 대사를 검출해내는 

데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PET 상은 현재 생산시설로부터 근접한 곳에서의 이용을 필요로 하는 짧은 반

감기의 동위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동위원소의 활용을 위해서는 사용시설

이 생산시설로부터 2시간 이내 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약 

70%의 자체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며 단지 30%의 PET 센터만이 다른 곳

으로부터 동위원소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 PET의 임상 적용의 증가와 더불어 전용생산 사이클로트론에서의 상용 공

급이 호주, 유럽, 일본과 미국에서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64
Cu, 

86
Y, 

124
I 등의 다른 PET 동위원소들은 잠재적 진단제 및 질병의 표식자로

의 개발이 진행중이다. 

□ 골 도 측정

골 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방사선 센터에서 사용된다. 약 500 개의 센

터에서 
125
I, 
153
Gd, 

241
Am이 선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분야에서의 수요는 X-ray 

튜브로 데체되는 경향이 있어 감소하고 있으며 단지 현존하는 기계들에서만 아직 

이용중이다. 이들 선원은 2개의 유럽회사를 포함하는 3개의 사유기업에서 공급한다.

□ 위 궤양 진단

14
C로 표지된 요소는 위궤양의 원인인 헬리코벡터 필로리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

식자로 사용된다. 이러한 기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mass spectrometry와 결

합된 안정 동위원소인 
13
C를 이용하는 대체적용과 같은 경쟁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제품은 초기에 호주의 과학자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개인 회사에

서 상용화되었다.

□ 방사면역분석

체외검사는 혈중이나 뇨 중에 존재하는 생리적 활성물질이나 투여된 약제 등의 

정량검사에 사용된다. 인체에 투여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게 미치는 방사성피폭을 

고려할 필요도 없고, 취급하는 방사능도 매우 낮다.

어떤물질 및 이에 특이하게 결합하는 결합체가 반응하는 반응계에서 방사성동위

원소를 표지시킨 물질을 첨가시켜 경쟁반응을 일으키고, 이 방사성동위원소 표지물

질이 결합되는 비율을 측정하여 원래의 물질의 량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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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 방사면역측정(RIA)이라 하고, 생리활성물질과 생

체내 수용체의 결합반응을 이용한 것을 방사수용체측정(RRA)라 한다.

방사면역측정은 면역학, 의학 및 생화학에서 아주 적은 량의 효소, 호르몬, 스테

로이드와 비타민과 같은 생리 물질을 혈액, 뇨, 타액 혹은 다른 체액으로부터 정량

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다. 방사면역분석은 당뇨, 갑성선이상, 고혈압과 생식

계 이상을 진단을 돕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방사면역분석은 측정을 위해 방사성물질로 표지된 물질에 포함된 방사성동위원

소와 이 물질의 항체를 필요로 한다. 방사면역분석은 높은 특이성은 면역단백들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방법의 높은 감수성은 개선된 장비들과 더불어 이들 제품

의 매우 낮은 농도의 검출도 가능하게 한다. 전형적으로 방사면역 검사는 
3
H, 

57
Co

와 
125
I와 같은 동위원소들로 표지된 면역단백들을 이용한다.

세계적으로 체외 진단인 방사면역 검사는 매년 약 3억 5천만 달러 정도가 활용

되나, 방사성동위원소가 화학발광이나, 형광 혹은 효소를 이용한 방법과 같은 대체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대체되고 있어 시장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는 않다.

2) 치료목적 이용

가)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이러한 범주에는 외부방사선 치료에 이용되는 봉선원 형태의 방사성동위원소

는 방사성의약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치료용으로 이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는 반감

기가 짧은 베타선 방출 방사성동위원소 이 이용된다.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치료

는 방사성의약품을 병소에 집적시켜서 치료하는 것으로 방사능이 표적내에서 방출

되어 정상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방사성의약품에 의한 내부조사는 표지화합물의 생리적, 생화학적 기능을 이용하

여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에 정상조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조사하

는 것이다.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치료는 작은 용적의 병소에서 치료가 효과적이며 큰 종

양의 경우는 가능한 한 먼저 수술로 제거한 후 남은 병소에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하

여 치료하는 것이 좋으며, 단 한번의 종양치사량의 투여로는 정상조직의 피폭을 증

가시킬 수 있으므로 반복치료가 효과적이다.

대개의 방사성의약품에 의한 종양조직내의 방사선 조사는 외부조사보다 균일하

지 않으며 방사성의약품에 의한 표적내 흡수선량은 치료에 의한 변화로 다를 수 있

다. 방사성의약품의 흡수선량은 조직에 섭취된 방사능 량과 체류시간에 의하여 결

정된다. 방사성의약품의 표적 집적은 화합물의 화학적 성질, 운반기전, 및 체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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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결정되며 투여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치료는 조직내에서의 생물학적 반감기를 고려하여 적당

한 반감기를 갖는 방사성동위원소 을 이용하여야 한다.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의 선

택에는 방사성핵종의 물리적 성질 즉 방출입자의 종류, 에너지, 방출속도, 물리적반

감기 등과 표적내 집적에 관계되는 화학적 성질인 안전성, 비방사능, pH 등이 고려

되어야 한다. 

치료에 이용되는 방사성 핵종은 주로 베타선 방출방사성동위원소 을 이용한다.

<표 2-14>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베타선방출방사성동위원소의 성질

핵종 반감기 에너지(MeV) 비정(mm)

Y-90 2.67 일 2.28 12

Ho-166   26.9 시간 1.84 9.0

P-32 14.3 일 1.71 8.7

Sr-89 50.5 일 1.49 8.0

Dy-165   2.33 시간 1.29 6.4

Re-186 3.77 일 1.08 5.0

Re-188   17.0 시간 2.11 10.8

Au-198 2.70 일 0.96 4.4

Sm-153 1.95 일 0.81 3.0

I-131 8.04 일 0.61 2.4

Er-169 9.40 일 0.34 1.0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은 갑상선 질환, 활막염 및 각종 암치료를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현재는 주로 I-131, P-32, Y-90, Er-169 등이 이용되고 있으나 다양한 치료용 

핵종을 이용한 방사성 의약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그 범위는 증가할 것이다.

또한 방사성의약품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미국의 경우 2001

년에는 4.4억불, 2010년에는 16억불, 2020년에는 6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전 세계 시장의 규모도 1997년에 미국이 약4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후는 약 

50% 정도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전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남



- 24 -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경제 규모가 증가하고 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전망이 

다소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은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질병을 

취료할 수 있어 치료경비 절감은 물론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치료의 

장점은 환자의 고통을 절감시키고, 총비용의 절감,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하

고 치료시간 및 횟수를 줄일 수 있어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치료용 목적의 방사성의약품은 현재 주로 개발단계에 있으나 비용효과적이

며 치료효과가 우수함에 따라 시장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특히 관상동맥 협착성 질환 치료, 난치성 질환 치료 목적의 방사성의약품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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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질환에 따른 치료용 목적 연구 개발 현황

Disease Radioisotope

 Bone pain palliation Sr-89, Sm-153, Sn-117, Re-186, Ra-223, P-32, Sc-47

 Bladder Cancer Ta-182

 Brain Tumor Cf-252, Sm-153, Y-90, Au-198, Ir-192, I-131

 Breast Cancer Re-186, Y-90, Y-91, Ir-192, Re-188, P-32

 Cervical Cancer Cf-252

 Colon Cancer Y-91

 Colorectal Tumors Y-90, Cu-64

 Gastrointestinal Adenocarcinoma Y-90

 Heart Disease Ir-192, P-32, Lu-177

 Hemophilia Dy-165, Ho-166, P-32

 Hodgkin's Disease Y-90, Y-91, I-131

 Hyperthyroidism I-131

 Leukemia Y-90, Y-91, I-131, P-32, Sm-153, In-111, Bi-213

 Liver Cancer I-131, Y-90

 Lymphoma I-131, Y-90, Y-91

 Melanoma Cf-252, I-131

 Multiple Myeloma Sr-89

 Non-Hodgkin's Disease I-131, Y-90, Y-91

 Optical Tumors Sm-145, P-32

 Ovarian Cancer Re-188, Ir-192, Y-90, Au-198, P-32

 Pancreatic Cancer P-32

 Polycythaemia Rubra vera P-32

 Prostate Cancer
Re-186, I-125, Ir-192, Pd-103, I-131, Au-198, Sr-89, 

P-32

 Pulmonary Fibrosis Ga-64

 Rheumatoid Arthritis
P-32, Dy-165, Ho-166, Re-186, Sm153, Er-169, 

Au-199 W-188, Y-90

 Small-Cell Lung Cancer Y-90, Y-91

 Thyroid Cancer I-131, Re-188, I-125

 Uterine Cancer Ir-192,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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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봉선원을 이용한 치료

○ 원격조작 Co-60 치료

전세계적으로 암 세포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Co-60 원격조작 치료를 위하여 

1300여개 기관에서 1500여기가 운 되고 있으며, 매년 약 70여기의 새로운 장비가 

설치되고 있다. 이는 시장규모로는 Co-60 선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3,500만불

에 해당하나 전자 가속기로 대체되고 있어 그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방사선 근접치료

방사선근접치료(Brachytherapy)는 내부 방사선원을ㄹ 종양내 혹은 근접지역에 방

사성물질을 위치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전세계적으로 3000여 기관에서 매

년 수십만건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매년 10% 이상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방사선 근법치료에 사용되는 선원은 와이어, 캡슐 혹은 Seed 타입으로 종양내에 

직접 주입하거나 Catheter를 이용하여 몸 안으로 주입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때때로 이러한 방법은 종양을 외과적 수술방법으로 제거한 후 남아있는 종양세

포를 괴사시키기 위하여 적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사선근접치료에 이용되는 주요 

방사성동위원소는 Pd-103, I-125, Cs-137, Ir-192 등이 이용된다.

방사선근접치료 장치는 저선량을 환부에 가하는 방법(LDR : low dose rate)과 

고선량을 적용하는 방법(HDR : high dose rate)으로 분류할 수 있다. HDR은 일반

적으로 일정한 치료효과를 거둘수 있는 시간까지만 위치시키고 제저하는 반면 LDR

은 적어도 수일 혹은 일부 암의 경우 구히 삽입하고 있다.

HDR은 일반적으로 방사선원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환부까지 위치시키며 치료가 

끝난후 방사성물질이 체내에 남지않는 장점이 있다. 

LDR용 I-125 및 Pd-103 Seed를 삽입하는 방법이 초기 전립선암의 치료에 매우 

효과적임이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LDR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Pd-103 동위원소 생산 전용 가속기 및 연구용원자로

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1999년에 57000명의 환자가 LDR 

치료를 받았으며 이는 140백만불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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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적 이용

동위원소의 산업적 이용은 핵계측장비, 조사 및 방사선 처리, 추적자 이용, 비파

괴 검사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Co-60를 이용

한 조사 및 방사선 처리로 기존 시설용량은 50개국 200여 조사시설에서 이용되고 

있는 방사선원 총량은 250MCi 규모에 달하며, 선원의 수요는 매년 약 10% 정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식품조사의 경우에는 매년 26개국에서 약 50만톤의 식품이 상업적으로 방

사선 조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는 비파괴 검사 분야로서 2천만불 규모로 

90% 이상이 Ir-192를 선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동위원소의 산업분야 이용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많은 종류의 동위원소를 

이용한다. 그리고 이용되는 동위원소의 형태는 봉 선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러나 각각의세부 이용 분야는 적은 양의 방사능을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시

장은 소규모에 불과하다.

그러나 방사선 처리 및 industrial radiography 등과 같이 상당량의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시장도 있다. 특히 공업용 안정 동위원소는 원자력발전

소나 레이저 산업에 대규모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 중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계측기에 동위원소를 

사용하여 공정제어 및 분석 등에 사용하는 분야(핵계측, 또는 방사계측 제어) 와 비

파괴 검사 분야가 있다. 이러한 분야에 사용되는 방사선원은 알파 및 베타, 중성자, 

X-선 및 감마선 방출제로서 선원의 강도는 1mCi-100Ci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

하다. 동위원소를 이용한 공정제어 분야는 산업분야의 대표로서 많은 회사가 다양

한 종류의 기자재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방사선처리는 높은 강도의 감마선원을 사용하여 전형적인 선원의 강도는 1MCi

로서 대단히 높다. 방사선 처리는 동위원소가 이용되는 대표적인 산업분야이다. 그

러나 이와 관련된 최종 사용자 및 기기 제작자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

방사성 추적자는 주로 베타 및 감사 선원으로서 봉하지 않은 채 다양한 형태

의 화학적, 물리적 형태로 변형하여 사용한다. 주요 사용분야로서는 화학반응, 플랜

트의 공정 및 농학 등에서의 질량 전달, 수문학, 해양학, 석유 및 개스의 채굴, 폐기

물 저장소 등 다양하며 사용하는 사람도 많으나 경제적인 중요성은 계측 및 방사선 

처리에 비해 작다.

핵계측과 비파괴검사, 그리고 방사선 처리 등과 관련된 중요 이슈는 봉선원을 

다루는 회사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Am-241, Cf-252와 같은 알파 방

출체 및 Cs-137, Sr-90/Y-90과 같은 핵분열 생성물을 취급하는 회사의 수는 매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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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편이다. 또 어떤 생산 시설들에서는 국제적인 안전조처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 

방사선 안전문제가 따르는 경우가 있다.

가. 핵계측 및 제어

1) On-line control system

이는 프로세스 제어 또는 측정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것이며 주요 응용

분야로는 물리량을 측정, 온라인 분석기기, 오염측정 그리고 보안시설 등이 있다.

○ 물리량 측정

감사선 흡수측정계를 사용하여 도, 질량, 수위 등에 대해 온라인으로 비접촉, 

비파괴 측정을 한다. 대표적인 선원으로는 Cs-137, Co-60, Am-241 등의 봉 선원

이 있다. 그러나 실용 면에서 radar와 같은 비전리 방사선을 이용하는 기술과 경쟁

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요는 감소추세에 있다.

또 Kr-85, Am-241, Pm-141, Sr-90/Y-90, Cs-137등을 이용하여 제지, 플라스틱, 고

무, 철강분야의 두께 측정을 사용한다. 이 분야에서의 수요는 안정적이나 X-선 등과 

같은 기술과 경쟁상태에 있다.

전자회로, 귀금속 피막, electrical contacts 등과 같은 비교적 얇은 두께의 측정분

야에는  Tl-204, Pm-147, Sr-90/Y-90, 또는 C-14 등의 봉선원에 의한 beta back 

scattering을 이용하고 있으며 수요는 안정적이다.

○ 온라인 성분 분석기기

정유공장, 발전소, 화학공장 등에서 Am-241을 사용하여 유황함유량 등을 분석하

며 시장은 안정적이다.

또 (n,γ)반응을 이용하여, 광석, 원광, 시멘트 등에 대한 온라인 성분분석을 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사용되는 동위원소는 Cf-252로서 제작회

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오염측정기기

베타입자 흡수를 사용하여 대기오염을 측정하며 사용되는 원소로는 C-14와 

Pm-147등이 있다.

○ 보안장치

Cf-252의 (n,γ)반응을 이용하여 폭발물이나 마약류의 검색에 이용한다. 이 시스

템의 신뢰도는 매우 높아 각국의 정부기관 등에 의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

나 관련 전문 제작회사의 수는 매우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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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boratory or portable systems

이 분야에 대한 수요는 안정적이다. X-선 형광 분석기는 광산이나 산업 플랜트에

서 광석의 분석, 합금의 성분분석 등에 사용되며 관련 원소로는 Fe-55, Cd-109, 

Am-241, Co-57 등이 있다. 

농경 및 토목공학과 관련한 토양 습도와 도의 현장 측정에 사용되는 썬서는 

중성자 감속 또는 감마선 감쇠를 이용한다. 중성자 선원으로서는 Am-241 + Be, 또

느 Cf-252를 사용하며 감마 선원으로는 Cs-137를 사용한다. 그리고 석유시추 회사에

서도 도, 암반, 공극도, 암반의 수분 및 오일 함유분 측정 등에 이 방법을 사용한

다.

3) Smoke detector

Smoke detector는 극장, 병원,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사용된다. 이 계측기는 매

우 많이 사용되고 있어 동위원소를 이용한 계측기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수백만개의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용 사용원소는 

Am-241 이다.

나. 방사선 조사 및 방사선 처리

방사선 조사 및 방사선 처리는 고방사능의 동위원소가 사용되는 주요분야이다.

방사선 처리는 세 개의 응용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의료장비 및 식품

포장의 멸균으로서 이 분야는 지금까지 Co-60의 가장 중요한 이용분야가 되고 있

다. 두 번째는 식품조사로서 현재 처리된 식품의 대부분은 건조상태(양념류, 건조야

채류)이거나 냉동상태(육류, 어류)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cracking, 중합과 같은 플

라스틱가공이다. 기타 슬럿지 조사 등도 있으나 경제적인 중요성은 없는 상태이다.

전세계적으로 약 180개의 감마선 조사시설이 있다. 이 중 일부는 살균 전용으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살균을 위주로 하나 식품조사 및 플라스틱 가공처리에도 사용된

다.

사용되는 동위원소로는 드물게 Cs-137도 있으나 방사선 처리에서 실제적으로 사

용되는 동위원소는 저방사능 Co-60이다. Co-60을 사용하는 감마선 조사시설은 기술

적인 조작이 용이하고 봉조작이 간단하여 산업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감마선 조사기는 Bremstrahlung X-ray를 이용하는 전자 가속기와 경쟁상태에 있

다. 실제로 현재 Co-60을 사용하는 감마선 조사기는 주로 의료기기 살균 및 식품조



- 30 -

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반면 플라스틱 가공처리에는 가속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방사선 멸균의 수요는 소폭이나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체기술은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현재까지 방사선 멸균법이 지배적이다. 반면 비용면에서는 방사선 멸균법

이 대체기술보다 불리한 처지에 있다.

방사선 식품조사는 매우 큰 잠재시장을 갖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방사선 처리 

되는 식품양은 50만톤/연 규모이다. 만일 방사선 조사기술이 널리 보급되면 Co-60

에 대한 수요는 현재의 공급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WHO 및 IAEA에서는 

이미 안정성을 검증, 공표하 으나 소비자의 거부반응이 계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의 단기간 내에 수요가 급증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앞으로 방사선 조사분야는 가속기의 기술 발달 및 저렴한 비용 등에 의하여 가

속기와의 심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 가속기는 전원을 차단하면 방사선이 방출되지 

않으므로 일반에 대한 수용성에서 방사선 조사보다도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

실이다.

다. 방사성 추적자

추적자는 베타, 또는 감마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를 이용한 추적가능 물질로서 

화학공정, 광석분쇄, 수처리 등과 같은 프로세스 거동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파악하

는 데 이용된다.

주요 이용분야로는 화학반응의 지시자, 산업플랜트(화학, 섬유, 광업, 금속, 제지, 

수처리, 폐기물처리 등)의 물질전달 연구, 강, 만, 해안, 폐기물 처리장, 지열원 등에

서의 오염물질 거동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사용되는 핵종은 매우 다양하나 절대

량이 적어 시장의 중요도는 그다지 크지 않다.

라. 비파괴 검사

비파괴 검사는 석유 및 가스, 보일러 제작, 주조 및 토목공사, 항공 자동차 산업 

등에서의 ,gamma radiography에 사용된다. 비파괴 검사의 90%이상이 Ir-192를 사

용하며 기타 Co-60과 Yb-169, Cs-137도 사용된다. 수요는 안정적이다.

마. 산업적 이용에 관한 기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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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252과 같은 동위원소는 원자로의 중성자원으로 사용된다. 현재 사용되는 원자

로는 50기 이상(연구로, 동력로, 선박용 전부 포함)이며 Cf-252공급업체는 5군데이

다.

동위원소를 이용한 전지는 우주 산업에 이용되고 있다. 주로 Pu-239를 사용하며 

러시아와 미국만이 취급하고 있다.

모든 보건물리용 방사선계측기에는 보정용 선원이 필요하다. 사용되는 핵종은 저

방사능으로서 그 종류는 매우 광범위하다. 계측기 제조회사, 병원의 핵의학 센터, 

연구소, 교육기관, 핵연료 제작회사 및 발전소 등이 주요 사용자가 된다.

이외에 제지, 플라스틱, 자기 테이프 공장 등에서는 정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Po-210을 사용하기도 한다.

바. 안정 동위원소

산업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안정 동위원소의 시장 규모는 연간 3,000만불로서 

다른 동위원소에 비해 그 규모가 크다.

의료분야 및 생물학분야에서 이용되는 안정 동위원소에 비해 산업용 안정 동위

원소는 저순도로서 대량 및 낮은 가격이 요구된다. 따라서 산업용 안정 동위원소의 

생산에는 중핵 동위원소의 경우 가스 확산법이, 그리고 경핵 동위원소의 경우에는 

증류법이 사용되고 있다.

안정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분야에서는 원자력 발전과 레이져 산업분야가 포함된

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중성자 흡수물질로서 B-10을, 그리고 냉각수 PH조절용으

로 Li-7을 사용한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는 Co-67, Zn-64를 첨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안정 동위원소의 소용랑은 연간 수 톤이 되고 있다.

레이져 산업계에서는 짝수 번호의 Cd동위원소를 이용하여 HeCd 레이져를 제작

하며 여기에는 연간 수 Kg의 Cd 동위원소가 사용된다.

이밖에도 반도체의 열전도도 향상, 조명, 폭발물 추적자 등에도 안정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 과학/연구목적 이용

주 이용분야는 의료분야 연구를 위하여 투입되고 있으며 시장을 형성할 정도의 

규모는 이루고 있지는 않은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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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iomedical research

자동 방사선 상을 이용하여 핵산과 표지 단백질 등을 추적하는 일들은 형광 

기술과 같은 대체기술의 등장에 의해 감소되고 있다. 현재 10개의 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P-32, P-33, I-125, C-14, H-3 등과 같은 동위원소들이 사용된다. 이중 특히 

I-125는 생물학 연구에서의 진단용 kit에 사용되며 C-14 및 H-3는 분자생물학, 제약

공정의 독물질 검사, 살충제 효과 조사 등에 사용된다. 한편 Biomedical 분야에서의 

안정 동위원소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나. Materials research

Co-57, Sn-119m, Te-125m, Sm-151 등은 뫼스바 spectroscopy에 사용된다. 전체적

인 수요는 작지만 안정적이며 공급업체는 수개에 불과하다. 또 Na-22는 재료과학 

연구에서 양성자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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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우리나라의 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

제 1 절  우리나라의 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현황

1. 개관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원자로를 이용하는 기술을 집중 육성하여 원자력발

전 기술의 자립을 달성하 으나 방사선 및 동위원소 이용분야는 원자력발전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대형 연구로를 이용하여 중성자에 의한 고비방사능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기술을 고도로 발전시켜 세계 시장을 상대로 상용생산 및 판매를 수

행하고 있다. 또한 핵의학 기술분야의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첨

단 의료기기의 개발, 진단용 및 치료용 방사성 표지화합물, 방사성의약품 등 핵의학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동위원소의 이용 역은 산업 발전과 더불어 확대되고 있으며 공업, 

의료, 환경, 농업, 식품 및 과학기술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이 확대‧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용 기관 또한 1995년 1000여개를 넘어서 2000년말 현

재 1571 기관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의료적 이용, 식품저장 및 비파괴검사 분야에서

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산업적 이용분야는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하나로 및 원자력병원의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하여 방사성동

위원소를 생산하고 있으나 국내 소요 방사성동위원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나로는 중성자 빔 이용연구, 재료조사 시험, 동위원소 생산 등 연구로의 주요

이용분야를 감당할 수 있는 다목적 연구로로서 개방 수조형의 열출력 30MW으로 

고품위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난치성 질환의 진료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붕소 중

성자 포획법에 의한 뇌종양 치료기술개발 및 방사선 치료용 기구 개발, 첨단 신소

재, 핵자료 및 복합재료 등의 개발촉진을 위한 중성자 분광 및 중성자 투과 검사기

술개발, 방사화 분석에 의한 다용도 극미량 원소 분석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새로운 방사성의약품의 개발, 산업 및 치료용 목적의 새로운 

방사선원의 개발, 특정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의약품의 일상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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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 연구소는 원자력분야의 균형발전, 국민이해 및 지지확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핵의학, 식품/생명과학 및 산업 분야에서 원자력의 이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큰 방사성동위원소 및 관련기기/장

비의 국산화 공급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RI 이용정책

현재는 1992년부터 수행된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이 착수된 이래 원자력

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금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아 방사선 

및 RI 이용분야 연구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2000년에는 전체 연구개발 중장기 예

산의 174억원으로 총 연구비의 15.2%가 책정되어 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원자력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방사선 및 방사

성동위원소 이용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1995년부터 부문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부분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원자력 계획의 종합

적인 점검을 통한 원자력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21세기 초 원자력 기술선진국

으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목적으로 1997년에는 국가차원의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을 마련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평화적 목적으로 안전하게 원자력을 이용하여 국가경제 기술발전 

인류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원자력연구개발을 통한 

원자로 기술 및 핵비확산성 핵연료 주기 수립, 농업‧공업‧의학 분야에서의 원자력

의 이용을 확대하여 원자력 기초연구를 활성화는 물론 국민 복지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위원소관련 연구개발은 원자력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기초과학은 물론 산업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응용분야를 확대 적용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추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더한층 

강화된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1997∼2006년)을 통한 농‧공‧산업 및 의료 분

야를 포괄적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기술개발이 추진되게 되었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은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고도화를 통하여, 원자력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원자력기술 이용의 다

변화를 도모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세부적인 목표로 

첫째,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관련 기반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실용화함

으로써 원자력발전분야와 더불어 균형적인 발전 도모을 도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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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이용산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이

를 위한 투자확대와 인력 확보 등 이용기반을 확충하여 이를 이용하며,

셋째,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환경 및 생명과학 관련 연구의 활성화

로 첨단과학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게 하고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며,

넷째,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을 국민이 안심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국

민이해를 확보하고 방사선 안전관리 및 방호제도의 합리화하는 것이다.

3. RI 사용기관 현황

우리나라에서 방사선의 용은 1913년 X-선 발생장치를 의료목적으로 동비한 것이 

효시가 된다. 이후 그 이용분야는 이학, 농학, 산업분야로 확대되어, 방사선사용의 

인허가 제도가 제정된 1969년 당신 허가된 2개기관에서 1997년 말에는 무려 1,394

개 기관으로 증가하 다.

현재 방사선을 이용하기 위하여 RI 물질 또는 방사선 발생 장치나 RI생산 장비

의 사용기관은 1998년 말 현재 1,394개 기관으로 1985년과 비교할 때 10여년 동안 

약 3배 증가하 으며, 지난해 1,315개 기관보다 5.7%가 증가하 다. 과거 수년간 연

평균 6~10%의 꾸준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RI 등 이용 업체 인력은 1998년 현재 23,737여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4.2%증가 

하 으며, 이 중 원자력 관련 인력은 9,499여명으로 지나 수년간 10%가량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이용기관 수의 66.2%를 점유

하고 있는 산업기고나은 1997년 800개 기관에서 1998년 950개 기관으로 전년대비 

15.8%의 증가를 보 다. 교육․연구기관 1997년 339개에 기관에서 424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의료기관은 1997년에 111개 기관에서 1998년에 는1개 기관이 늘어났다.

RI등의 이용기관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의 수도권 지역이 45%로 가장 높으

며, 부산, 경상지역이 26%, 대전, 충청지역이 16%, 그리고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 

순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발생 장치도 서울․경기 지역이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경상 지역이 30%, 대전․충청 지역이 19%, 기타 전라, 강원, 제주 지역순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 RI이용 현황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은 85년도 124,627Ci, 36.1억원 규모에서 매년 10%내외의 상

승을 지속하여 97년에 298,401Ci를 이용하 으나 98년도에는 경제불황의 여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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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19Ci를 이용, 전년대비 약 42%감소하 다. 그러나 연말에 환율상승 및 이에 따

른 일부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수입금액은 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내 생

산이 차지하는 것은 불과 0.02%인 323Ci로 95년 4월에 준공된 연구용 원자로(하나

로)가 97년데도 국산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국내 RI이용량은 1998년 현재 약 175,000Ci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용 기관별로 RI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그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곳은 교육 및 연구기

관으로 101,554Ci를 사용하여 전체58%를 차지하 으나, 금액 면으로 보면 의료기관

이 RI가 수량은 적어도 제품의 단가가 비싸 총 수입 금액 361억원의 60%인 216억

원 가량을 차지하 다.

4. 국내 RI 이용 분야

가. 공업분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는 의료, 농업, 공업 등 현대의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공업적 이용은 방사선 조사기술, 추적자기술, 

응용계측기술, 비파괴검사기술 등으로 대별되는 매우 다양한 기술로서, 정유 화학, 

고분자, 전자, 철강, 건설, 시멘트, 제지 등 대부분의 공업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공

해의 추적 및 처리 등에도 활용될 수 있어, 공업기술력 향상과 환경보존을 통한 국

민의 삶의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우리 나라에는 약 800개 산업기관에서 약 3,000개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약 

1,100기의 방사선발생장치가 생산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나. 비파괴검사분야

30여 개에 달하는 비파괴 검사 전문업체들의 대부분의 검사 업무는 국내 건설중

인 각종 시설물 특히 천연가스 공급 배관망, 수화력 및 원자력발전소의 각종 배관, 

해상플랜트들의 구조물들의 구조물에 대한 방사선 투과 검사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 공급 배관망의 경우, ‘97년도에는 서해안권의 집중적인 배관망 

설치에 따라 배관 용접부의 건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

다.

다. 방사선 조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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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는 고분자 가공 및 개질, 방사선 경화, 멸균, 배연 처리 등에 광범위

하게 응용되고 있는데, 방사선으로는 γ-선과 전자선이 주로 이용된다.

γ-선원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Co-60 과 Cs-137 이다. 이 중에서 Co-60은 

봉상, 판상 등, 각종 형태의 선원이 시판되고 있다. Co-60의 주요 공급원은 캐나다

의 AECL이며 세계시장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Cs-137선원은 미국의 재처리 

시설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용되고 있다. Cs-137은 반감기가 길다는 특징이 있지만 

현재 생산되는 Cs-137 캡슐의 치수가 커서 취급하기 어렵고, Cs-137은 염화물로 만

들어져 수용성이기 때문에 수중보관에 대한 신뢰성 면에서 불리하다.

1960년 초에 이온 주입에 의한 반도체 불순물 원소 도입법이 개발되어 대성공을 

이룬 후 이온빔 기술은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하 다. 이것이 최근의 이온법 기

술의 발전에 기초가 되었다. 1970년대부터 반도체이외의 분야에 대한 이온 주입기

술 연구가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이온원, 가속기, 진공기술, 주입기술 등의 복합기술

인 이온조사나 이온주입 기술이 급속히 진보하고 있으며, 또한 이온빔 주입의 응용

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자선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고선량률을 얻을 수 있어 γ

-선원이 주로 사용되던 방사선 조사 분야를 대체해 가면서 최근 이용이 급격히 늘

어나고 있다.

의료용품의 살균소독 수단으로 열이나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과산화수소 등에 의

한 화학적 살균이 예전부터 행해져 왔다. 그러나 열에 의한 방법은 멸균 대상물에 

따라 내열성의 문제 등 적용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대량의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등의 난점이 있으며, 에틸렌옥사이드와 같은 화학적 살균은 독성 잔류물이 인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점차 방사선 멸균법으로 바뀌고 있다. 

방사선 멸균에 사용되는 방사선으로는 γ-선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에

는 의약품등의 멸균에 전자선도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75년 UNDP 자금으

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 100kCi Co-60조사시설을 설치한 이래 방사선 멸균 시범사업

을 수행해오다가 1987년 민간 멸균시설이 설치되면서 현재 연구소의 멸균시설은 연

구용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국내 제약 및 의료용품 산업에 있어서 방사선 멸균은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는 

소모성 진료기구와 진단용 기구들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열멸균이나 가스훈

증법을 적용할 수 없는 일부 품목들에 한하여 이용되고 있는데, 최근 연간 처리물

량은 약 1,200여톤에 달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 의료용구 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소모성 진료기구들 중 가장 많은 사용하고 있는 재질이니 폴리 프로필렌이 방사선

에 의해 물질적인 성질이 변하여 이들 재질로 구성된 제품에는 방사선 멸균을 이용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방사선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구성된 의료용품에 한하여 제

한적으로 이용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도 방사선에 견딜 수 있는 

플라스틱이 개발되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초기에는 실험실 규모의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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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이 재질을 생산하 으나, 현재는 대규모 공정시설이 준공되고 대량생산 

체제로 진입하여 국내 수요량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방사선 플라스틱 원료

를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있다.

고분자 가공에 이용되는 방사선 선원은 γ-선이나 전자선이 주로 이용되었으나 

전자선이 에너지 효율이 높고 고선량률을 얻을 수 있어 전자선가속시의 이용이 급

속히 확대되고 있다. 전자선을 이용하여 전선 피복재의 가교, 타이어 고무의 가교, 

열 수축성 재료, 발포 폴리올레핀 등에 사용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LG전선(주)에

서 가교전선 및 열수축성 튜브 가공목적으로 3대의 가속기를 운 하고 있으며, 그

밖에 경신(주), 대원전선(주)에서 각각 1대의전자선가속기를 같은 목적으로 운 하고 

있다. 이들 가교전선은 상당한 고온에서도 견디기 때문에 항공기,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배선용으로 사용된다. 전자선 가속기에 의한 전선의 피복 가교법은 종래의 화

학 가교법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비교우위성을 갖고 있지만 피복

재가 두꺼울 때 조사된 전자의 적립으로 일어나는 균열 현상 등 해결되지 않은 문

제도 있어 가는 전선에만 적용된다.

한편, 방사선을 수정이나 토파스, 진주 등 특정 보석에 조사하면 원래 색깔보다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무색의 백수정에 γ-선을 쪼여 흑살색의 연수정으로 만들 

수 있으며, 무색 토파스를 청색으로, 보통의 천연진주를 흑진주로 만들 수 있다. 국

내에서 상업적으로는 그린피아 기술(주)에서 처리하고 있다.

전자선은 γ-선에 비하여 투과력이 낮기 때문에 얇은 시료의 조사나 표면처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고에너지 전자선가속기나 X-ray converter등

을 부착한 전자선가속기가 멸균에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감마선과 경쟁관계를 유

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프랑스에서 항공기용 복합재료의 경화에 전자선가

속가 상용으로 이용되기 시작하 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전자선가속기는 γ-선에 

비하여 고선량률 조사가 가능하다. 전자선가속기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일본의 

Nissan Hivoltage사와 미국의 Dynamitron사가 양분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삼성중공업(주) 중앙연구소가 러시아의 INP와 합작으로 91년 

11월부터 산업용 전자가속기의 국산화 개발에 착수하여 94년 8월 국내 최초로 

1MeV40kW급 전자가속기 개발을 완료한 이래, 2MeV80kW급까지 5개 모델로 기종

을 확대하 다. 개발된 가속기는 한일전선(주)에 설치되어 내열전선 제조에 사용되

고 있다.

라. 방사성동위원소 추적자 분야

방사성 추적자 기술의 공업적 이용은 정유, 화학, 철강, 시멘트, 제지 등 장치 산

업 분양와 건설, 전자등 대부분의 공업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평가 및 공해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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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도 활용될 수 있어, 국가 공업기술력 향상과 환경 보존을 통한 국민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추적자로 사용하여 산업시설의 공정 특성을 파악하고 공정을 

최적화하는데 활용하며, 누설, 막힘 등 각종 고장을 시설 가동의 중단 없이 진단하

고, 환경 공해 물질의 거동 추적 및 환경 향 평가를 위한 중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 추적자 기술에 관한 연구와 국내 산업계에 대한 지원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의 국가 추적자그룹(National Tracer Group)이 맡아 수행하고 있다. 이 추적자그룹

은 산업 현장의 각종 상황을 모사하여 실험실 내에서 여러 추적자 실험을 실시 할 

수 있는 Flow Rig를 개발하여, ‘96년도에 몽골, 인도네시아, 미얀마 및 방 라데시

에 우리 나라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이 장치를 건설하고 이의 사용법을 전수한 바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요청에 의해 스리랑카에도 동일한 기술을 전수하 다. 

마. 농업․식품 분야

식품 산업의 고도화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고부가가치의 가공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식품 원료의 안정 공급, 위생적 제품 생산, 효율적 제조 공정, 안전한 저

장․유통기술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식품 가공․저장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용되어

온 온열처리, 냉장․냉동, 화학 약품처리 등은 처리효과․처리비용․안전성․환경공

해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세계적으로 사용이 점차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 산업에 있어서 원자력 기술의 이용은 방사성동위원소로부터 또는 기계적으

로 발생되는 방사선 에너지를 식품의 위생화와 안전 저장, 가공 식품의 안전성 향

상, 식품의 제조 공정 개선 등 여러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술 집약적 분야

의 하나이다.

식품 조사는 현재 식품 공업에 이용되고 있는 어떠한 저장․가공 방법보다도 국

제적으로 50여년 동안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있고, 그 결과 식품 조사 기술은 80년

대에 접어들면서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뒷받침과 세계보건기구(WTO), 국제원자력

기구(IAEA), 국제식량농업기구(FAO)등의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보건당국(FDA)의 주

도에 의해 실용화 기반 마련을 위하 제2의 출발을 시작했다.

최근 식품 조사와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은 38개국에서 200여종의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허가했고, 이 중 25개국이 상업적 규모로 본 기술을 실용화하고 있다. 또한 

1996년 현재 세계적으로 식품조사에 활용되고 있는 조사 시설은 50여기 이상에 이

르며,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계획인 조사 시설도 약 20여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식품조사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국도 약초 향신료에 대한 ethylene oxide훈증 처

리를 91년 1월 1일자로 종료시키고, 91년 2월 13일 이후부터 과실류․채소류․곡

류․구근류․향신료․조미료․생선․어피류 및 닭고기를 허용선량까지 조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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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허가하면서 조사식품의 수출입을 허용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구이 

가금육의 미생물 억제를 위해 방사선 처리를 승인하 고, 2년후 미국 농무성 식품

안전검사부에서도 가금육에 대하여 식인성 질병 예방을 위하여 1.5~3kGy의 상업적 

조사를 승인하 다. 플로리다의 식품조사시설에서는 92년 1월부터 양파, 딸기, 토마

토, 오렌지 주스, 버섯 등의 신선농산물을 대상으로 상업적 조사가 계속되어 조사식

품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리노이에서는 93년 9월부터 가금육에 대한 상업적 

조사가 시작되어, 감마선이 조사된 닭고기가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게 판매되고 있다.

그밖에 일본에서는 연간 15,000톤 이상의 감자가 감마선 조사되어 생감자로 유통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매년 수십만 톤의 곡류가 전자선으로 살충되고 있으

며, 그 외 연간 1만톤 이상의 식품을 조사하는 주용 국가는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

화국, 벨기에, 프랑스, 중국 등이 있다.

국내의 방사선 조사식품에 관한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지금까지 20년 가

까이 수행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기술지원한 중소기업에 의해 87년 6월 

경기도 여주에 상업적 다목적용 방사선 조사시설을 준공, 현재 가동 중에 있다. 또

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된 조사식품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당국으로부

터 1987, 1991 및 1995년 등 3차례에 걸쳐 총 13개 식품품목군의 방사선 조사가 승

인되어 현재 일부 식품류의 상업적 방사선 조사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 허가 

품목이 건강보조식품 원료와 기초 향신료 및 가공원료 등 일부 식품산업에 편중되

어 있고, 화학살균제나 가열 생산을 적용할 수 없으나 방사선처리는 허가된 식품에 

한하여 수출용 가공식품 생산업체나 가공원료의 미생물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HACCP 도입업체에 납품하는 일부 가공원료 업체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

이다. 아직까지는 식품산업 전체를 볼 때, 방사선 조사의 산업적 활성화 수준은 미

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91년 7월 1일, 건조식품에 .대한 ethylene oxide 훈증처리가 

금지된 이후, 방사선 멸균 시설을 이용하는 업체의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바. 의학분야

소득증대에 따른 국민 복지와 삶의 질의 향상이 커다란 국민욕구로 대두하게 되

었으며, 이는 곧 의료수요의 증가로 나타났다. 도한 의료관련기술의 향상으로 질병

진단방법이 다향해지고 있고, 질병의 다양화로 인해 의료수요는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질병의 조기진단, 예후 추정 및 치료경과 평가에 아주 중요한 원자력 

응용 의학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방사성 핵종은 크게 가속기 핵종과 원자로 핵종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그 핵적 

특성은 상호 보완적이다. 즉 가속기 핵종은 주로 전자포획이나 양전자 방출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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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핵의학분야에서진단용 핵종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 원자로 핵종은 

방사능 피폭이 큰 α-, β-선 방출로 붕괴하므로 치료용 핵종으로 사용하고 있다. 

5. 동위원소 생산 및 활용 역사

우리나라에서 방사성동위원소가 개발․생산되기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연구가 

고조되던 1950년대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1962년에 우리 나라 최초의 열 출력 

100 ㎾인 연구용 원자로 TRIGA-Ⅱ(정상출력 100kW)가 완공되고, 원격조작설비

(process unit) 5기가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초기에는 비교적 생산이 용이한 몇 가지만을 개발하여 무상으로 공급하 으나 

1968년 보건사회부로부터 방사성의약품 제조, 공급허가를 받음으로써 의료용 방사

성동위원소에 대해서는 방사성의약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하 다.

갑상선 질환 진단용 I-131(NaI), 간 질환 진단용 Au-198 (Au 콜로이드), 순환기 

진단용 Fe-55/59(FeCl3), 산업용 방사성추적자 Na-24(Na2CO3), Br-82(NH4Br), 생명과

학 연구용 P-32(Na3PO4), S-35(H2SO4) 등을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핵반응이 연구

되어 생산과 연계시키는 한편, 무담체 Ag-111, Au-199, Na-24, Fe-59 등의 제법도 

시도되어 실험실 규모의 생산은 가능하 으나 일상 생산․공급 규모로 발전시키지

는 못하 다.  특히, 1967년부터 1971년 사이에 3차에 걸쳐 IAEA 전문가의 기술지

원을 받으면서 각종 질환 진단용에 널리 쓰이는 Tc-99m(NaTcO4)의 생산․개발에 

주력하 다.

1971년에는 간 질환 진단용 
99m
Tc2S7 콜로이드를, 1972년에는 폐 질환 진단용 

99m
Tc-Fe-MAA와 

99m
Tc -Fe-ascorbate 등을 각각 개발하여 이용기관에 공급하 다.

또한 1972년에는 2㎿급 연구용 원자로(TRIGA Mark-Ⅲ)의 가동을 전후하여 그 

부대 시설로서 2기의 콘크리트 핫셀(hot cell)과 10기의 원격조작설비의 설치에 의해 

고 준위 방사성물질 취급이 가능해졌다.  

비파괴검사용 Ir-192 선원은 원통형 Ir표적을 연구로의 노심부에서 조사하여 1973

년 말부터 생산, 판매하기 시작하 으나 선진외국의 높은 중성자속 도의 원자로

를 이용하여 생산된 것보다 비방사능이 낮았기 때문에 1975년에는 좀더 비방사능이 

높은 Ir-192 선원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통형 조사표적 (조사과녁) 대신에 얇은 Ir 원

판표적(두께 : 0.3 ㎜) 여러 개를 照射, 이를 중첩하여 선원을 만드는데 성공한 이후 

그 제조 공급이 더 활발해 졌다.

1971년 Tc-99m 화합물 다양화 계획에 따라 골격질환 진단용 
99m
Tc-포스포네이트

의 제조방법을 확립, 공급하기에 이르 다. 1978년에는 처음으로 Ci 규모의 Na-24를 

경남 양산군 고이에 위치한 원전의 증기발생기 습분동반시험용으로 제조,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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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생제인 블레오마이신의 Tc-99m 표지반응물을 얻는 데에도 성공하 고, Tc-99m

을 부산 소재 병원에까지 공급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 다.

1979년도에는 Tc-99m 이용기관 수를 더욱 늘려 부산, 광주, 청주 등으로 확산시

켰는데 이는 중성자 조사로 생성된 Mo-99로부터 이용자가 직접 Tc-99m을 추출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추출형 Tc-99m 발생기 의 개발에 의한 성과 다.

1980년대 초반에는 이미 확립된 방사성동위원소 핵종의 효과적 제조를 위한 개

량, 특히 고 준위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취급과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한 

제법개선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추출형 Tc-99m 발생기를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 고, I-131 생산 방법은 종래의 증류법에서 승화법으로 개

량하여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토록 하 으며 방사성동위원소 제조를 위한 중

성자 조사 시료용기는 외주에 의해 레이저 용접법으로 봉토록 함으로서 생성 방

사성동위원소의 중성자 조사 중 누설가능성을 제거하는 등 안전성을 높 다.

1980년대 중반이후로는 핵연료 조사시편 해체작업, 중성자 조사의뢰시료 등 소내 

의뢰 방사선작업과 비파괴검사용 Ir-192 선원의 교체나 γ선 투사기 수리 등 외부의

뢰 방사선작업 수가 증가되었다.  또한 Ir-192나 Co-60의 고 비방사능 대량 제조는 

당시 여건 하에서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치료용 방사선원인 Ir 씨-드나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게이지(gauge)용 Co-60 소형선원 등을 생산, 이용기관에 공급해 사용토록 

하 다.

우리나라의 동위원소 연구개발이 본격전인 전기를 마련한 계기는 원자력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2년 착수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면서 

부터이다. 

1995년에는 1980년대 후반이후부터 다목적 연구용원자로인 30 ㎿급 하나로의 가

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서울 공릉동에서의 소형 연구로 이용시대를 마감

하 다.

하나로의 가동을 전후하여 방사성동위원소 개발․생산시설(RIPF) 대부분이 완공

되었다. 동 시설은 4기의 콘크리트 핫셀, 17기의 납핫셀을 갖춘 4개의 Bank 및 조

사표적 저장을 위한 5.7m 깊이의 수조가 설치 되어 있다. 

첫 번째 Bank에 설치한 4기의 콘크리트 핫셀은 NDT를 위한 Ir-192 및 Co-60의 

선원을 생산하고 있으며, Bank II는 P-32, Mo-99, Cr-51 등과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

를 생산 취급 및 연구목적에 이용되고 있다. Bank III는 KGMP 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된 6기의 납 핫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I-131 용액, I-131 캡슐, Tc-99m 생산 및 
131
I-MIBG 

166
Ho-CHICO 등과 같은 표지화합물 합성 등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있다. Bank IV에는 3개의 핫셀을 갖춘 Tc-99m 발생기 생산을 위한 장치

들이 설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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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6년도에 방사성의약품 개발생산용 청정시설을 완성하 다.

1992년 9월부터 시작된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RI 생산

용 조사용기, 운반용기, 중성자 조사 캡슐 입․인출 장비 등 여러 가지 장비가 개

발, 제작되었으며, 청정시설도 독자적 개념설계로 개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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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하나로」를 이용한 RI 개발․생산 관련 주요시설

구   분 명     칭 규          격 갯수 주 요 용 도

노내

수직조사공 등

․노심내 조사공

  (OR)
 - 내경 60 ㎜ 4

방사선원/특수 RI

생산표적 조사

․반사체 역

  조사공 (IP)
 - 내경 60 ㎜ 17

일반 RI 생산표적

조사

․수력이송장치

  (HTS)
 - 내경 100 ㎜ 1 단수명 RI 표적조사

캡슐․리그

입․인출

시설/장비

․유도관

  (guide tube)

 - S형, Φ52, L6000 ㎜, IP공

 - T형, Φ52, L1700 ㎜, IP공

5

5

조사표적 입․인출 유

도

․캡슐․리그

  입․인출장치

 (loadimg/unloading

  device)

 - 표준형, L14.5m, Al : 1060,

    ball lock 메카니즘, 수동

 - 반자동 전자감응식, sensor

   부착 : Φ38 L 180 ㎜

2

1
조사표적 입․인출

․조사캡슐, 내피
 - Al : 1050, ID 20 OD 22

   L112 ㎜, 냉간용접용
200 일반 RI 표적조사

․조사캡슐, 외피

 - Al : 1050, Φ28, L 150㎜,

   HTS용, TIG/EB 용접용

 - Φ38, L 180 ㎜, IP 공용

   TIG/EB 용접용

200
단반감기 RI 표적 조

사

․TIG 용접기/

  용접상자

 - Hitachi, WD 300AD/box,

   10-3 torr 유지
각 1

He 봉입 후 표적

캡슐 봉

․캡슐 리그
 - Al : 1050, IP 공용 Φ40,

   L 747 ㎜
5

표적 캡슐 3개 동시조

사

․ He 누설 검출기
 - Alcatel ASM 181T, 챔버

   내경 x 깊이 50 x 250 ㎜
1 캡슐 봉상태 검사

캡슐리그해체운

반장비

․수중작업대
 - 가로 x 세로 1100 x 900 ㎜

   tilting holder/rig rack 부착
1

푸울 내 캡슐 탈착, 

리그 해체

․이동 캐스크

 - A형, Φ400 x H630 ㎜,

   Pb 460 ㎏ Mo-99 〈50 Ci

 - B형, Φ477 x H644 ㎜,

   Pb 644 ㎏, Ir-192 〈5 kCi

4

4

Mo-99 생산표적

운반 등, Ir-192

생산표적 운반 등

화학처리

공정 장비

․핫셀

 - 중량 콘크리트 길이, 폭, 높이

   = 2.8x2.5x4.5m, 납유리부착

   = 4.3x2.5x4.5, Co-60 : 5만Ci

 - 납, 길이x폭 = 1.56x1.36 m,

    Mo-99 60 Ci

3

1

17

Ir-192, Co-60 생산

I-131, Tc-99m 등

분리, 정제

․RI 저장푸울  - 가로x세로x깊이4.5x3x6m 1 Co-60 선원저장

방사성의약품시

설 (KGMP)
․청정시설

 - Class 10,000 49평

 - Class 100,000 30평
79평 방사성의약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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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방사성동위원소 및 표지화합물 개발․생산

1.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시설

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동위원소 생산시설 현황 

1995년 하나로 연구용원자로를 이용하여 많은 양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하나로는 열출력 30MW로 최대 중성자속은 5×10
14
 에 달한다. 1995년 2월 

첫임계에 도달하 으며 현재는 24MW의 열출력으로 운전되고 있다.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조사공은 4개의 OR, 17개의 IP 및 1개의 HTS로 구성된 

22개가 있다.

또한 하나로에서 조사시킨 조사표적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 동위원소 생산시설

(RIPF)은 1997년에 완공되었다. 이 시설에는 최신 manipulator를 갖추고 있는 4개의 

핫셀 bank가 있으며 첫 번째 bank는 조사표적물 저장을 위해 4개의 콘크리트 핫셀

을 가지고 있으며 비파괴검사용 선원 제작을 위해 반자동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두 번째 Bank는 2개의  manipulator가 갖추어진 11개의 납핫셀이 있으며 다양한 

동위원소 생산을 위해 사용된다.

세 번째 bank에는 GMP에 의거한 
131
I, 
166
Ho, 

99m
Tc과 같은 의학용 동위원소 생

산을 위해 6개의 납핫셀이 설치되어 있다. 네번째 bank에는 2003년 
99m
Tc generator 

생산을 위해 5개의 핫셀이 갖추어질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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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하나로를 이용한 동위원소 생산

Present

(2000)         

1st Phase

('00-'03)

2nd Phase

('04-'08)

 Processed RI

  -Medical 

 

 

  -Research 

 I-131, Tc-99m, 

 Ho-166, Dy-165 

 

 S-35, P-32,

 Cr-51, Kr-79

 

 Sr-89, Sm-153,

 Re-186, Ru-106

 P-33, I-125

 

 Mo-99(fission),

 Y-90

 C-14, H-3,

 Ba-140, Nb-95

 Sealed source 

  - Industrial

      

  

  - Standard/

    Reference

 Ir-192, Co-60  Yb-169, Tm-170, 

 Se-75 

 

 Mn-54, Eu-152

 Cs-137, Sr-90,

 Cf-252

 Cs-137, Sb-125,

 Pm-147, Tl-204

나. 가속기를 이용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우리나라에서 싸이클로트론에 의해 RI 가 생산되기 사작한 것은 원자력병원에 

MC-50가 설치되면서 부터이다.

원자력병원에서 생산되는 핵종은 Ga-67, Tl-201, I-123, In-111 등이며 거의 대부

분을 자체소비하고 일부를 타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한편 1995년에는 PET 이용을 위해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등에서도 반감기가 

비교적 짧은 양전자방출핵종인 F-18, O-15, N-13, C-11 등을 주로생산하는 Baby 

Cycrotron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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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싸이클로트론  이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공급(1999년도)

핵 종 화학형 방사능(mCi)

   Tl-201

   Ga-67

   I-123

   [123I]mIBG

   [
18
F]DG

   TlCl

   Ga-citrate

   Na
123
I

   [123I]mIBG
  18
FDG

      11,492

       4,384

       1,245

         523

       1,283

합  계       18,927

2.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원 개발

  서울 공릉동 소재 방사성의약품 시설로부터의 이전허가는 1997년 6월에 보건

복지부로부터 받았으며 방사성의약품 청정시설을 포함한 「하나로」RI 시설의 사용

허가는 1997년 6월과 1998년 8월 등 2차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

터 취득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다.

  한편, 주요 원자로 이용 생산 대상 핵종인 P-32, Cr-51, Mo-99(Tc-99m), I-131, 

Co-60, Ir-192 등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여러 핫셀 안에 간편, 반자동조작이 가능하

도록 특수 제작한 화학처리, 분리, 정제 장치들을 각각 개발 설치하 다.  특히 

Co-60, Ir-192 등 선원의 자동분류, 계측 및 용접장치는 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반 하여 제작되었다.

  또한 RI 생산용 중성자 조사표적은 노심부(outer core)에 위치한 OR 조사공에

서 조사할 경우 중성자 속 도가 〉2x10
14
n/㎠․sec에 이르러 Mo-99, Ir-192, Cr-51 

등 고품위 RI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 `96∼`98년 OR 조사공을 이용하기 위한 

리그 (rig)도 개발하 으며 시험 사용단계를 거쳐 `99년 후반기부터 사용할 예정이

다.  시설/장비 개발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국내 발명특허도 취득하 다.

  이미 1992∼`93년에 걸쳐 I-131의 대량 생산용 건식 증류장치를 만들고 이를 

이용한 정제법을 개발함으로써 정제시간 단축, 방사선 피폭량 감축,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이 이루어져 효과적으로 I-131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1997

년 기준으로 연간 수요량은 약 270 Ci인데 연구소의 생산용량은 이를 상회하므로 

동남아에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실제로 1998년 11월 일본에 

대한 수출협의가 있었고, 이미 수차에 걸쳐 시제품을 발송한 바 있다.

  1996∼`97년 I-131 캡슐 반자동 제조장치를 개발하여 건식 증류법으로 생산된 

고 순도, 고 방사능 농도의 I-131을 흡수제 (Na2HPO4)에 흡착시키고 캡슐을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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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자동화함으로서 I-131 캡슐 생산이 가능해져 1977년 기준, 국내 I-131 수요의 

70%인 캡슐을 전량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한편, 90년대 초반 P-32의 생산법도 개량되었다.  
32
S(n,p)

32
P 반응으로 생성된 

32
P를 

32
S로부터 분리함에 있어서 분리효과를 높이고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미 반응 표적물질인 
32
S를 감압증류해 내는 방법을 개발하 다.

  또한 1996년을 전후하여 산화크롬 농축표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51
Cr 제법을 

개발하 다.  이에 따라 생성한 Na2
51
CrO4 기준, 85% 이상의 높은 회수율로 고 순

도의 
51
Cr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피션 몰리(fission moly) 생산에 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도 90년대 

초반부터 수행되었고 이후 중장기 원자력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다. 조사

표적 개념설계, 피션 몰리 분리를 위한 벤조인옥심(benzoin oxime) 침전공정과 

DEHPA 용매추출 공정(IPP공정)의 비교분석, 6만Ci/년 생산기준일 경우의 방사성폐

기물 발생량 예측, α,γ 핫셀의 확보방안, 「하나로」운전 중 표적(과녁)의 장전․

인출을 위한 기술적 방안, 고농축 우라늄(HEU) 구득방안, 몇 가지 가정 하에서의 

경제성 등 여러 인자들이 검토되었다.  한편, 저농축 우라늄(LEU) 표적을 이용하는 

방안과 몰리브덴산 지르코늄 (zirconium molybdate), 젤형(gel type), Tc-99m 발생기 

기술도 추적․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90년대 초 일본정부가 제안하여 이루어진 아세아 원자력 협력

계획에 의거 수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원자로 이용 RI 생산 개발 웍샵

에 참석하 고 한국과학재단의 두뇌유치활용계획에 의거 우즈베크 공화국의 INP로

부터 전문가를 초청 활용하 다.

  하나로를 이용해 근접치료용 Ir-192 씨-드(seed)를 생산하기 위해 HTS 조사공

에 표적 40∼50개를 조사하여 1∼50 mCi/씨-드 인 선원을 생산할 수 있었으며 리

본형태의 선원도 개발하 다.  또한 「하나로」와 콘크리트 핫셀을 이용하여 초점

이 작고 비방사능이 높은 Ir-192 비파괴검사용 선원을 연간 5∼10만 Ci 규모로 생

산․공급하기 위하여 자동화공정을 개발함으로써 자체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선

원 어쎔블리 (assembly)를 제작하기 위해 호진산업기연(주)와 공동연구를 수행하

으며 동 기술을 1999년 초에 호진산업 측에 이전하 다.  선원 어쎔블리의 인허가

를 위한 제반 시험절차서가 작성되었으며 KINS에 인허가를 신청 중이다.

근래의 방사성동위원소 일상 생산 공급량은 생산장소 이전준비에 따른 업무의 

중복, RI 운송체제의 변동, 「하나로」의 특성시험을 위한 시험가동 등으로 이전을 

전후한 수년간 생산 공급량의 신장세를 유지하지 못하 다. 그러나 1998년 이후 

I-131의 생산․공급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기 시작하 으며 곧 Ir-192 선원 생산이 

상용화될 단계에 이르 으므로 머지않아 생산량이 급신장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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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상 생산 공급

 

  하나로와 방사성동위원소생산시설을 사용하여 국내 이용자에게 의료용 및 산

업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 공급하 다.

  갑상선 질환의 진단 치료에 사용되는 I-131은 주당 50Ci 이상 생산공급이 가능

하도록 생산 장치를 2대로 증설하고 치료용 I-131 캡슐도 국산화하여  원료에서 완

제품까지 일괄 생산할 수 있게되어 국내 시장에 주당 3Ci 정도 공급하고 있으며 세

계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 다.

  Tc-99m은 서울에서 대전으로 생산 장소를 옮김에 따라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

단되었으나 국내 외환시장 위기에 따라 가격 상승으로 기존의 용매추출법에 의해 

서울 지역에서의 생산을 재개하 고 서울지역의 시설폐쇄로 대전에서 공급하게 되

었으며 공급업체의 적극적인 국산화 의지로  주당 5Ci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용매추출장치를 사용한 용액형태의 Mo-99를 매주 부산메리놀 병원에 공급하고 있

다.  그 외에 Ir-192 치료용 선원, 원전의 습분동반율 측정을 위한 Na-24, 게이지용 

Co-60, 기타 추적자용 핵종을  사용자에게 공급하 다. 

 

<표 3-4> 일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판매(1999년도)

분  류 핵 종(화학형) 방사능(mCi)

I-131 용액  NaI 115,119

I-131 캡슐 NaI 37,800

Tc-99m Tc-99m(NaTcO4) 257,610

Mo-99 Mo-99(MoO3) 9,400

Ir-192 Seed Ir-192 Seed 9,674

Co-60 Co-60 502

총   계 430,105

나. 생산된 방사성동위원소의 활용

  방사성동위원소(RI)의 이용범위와 이용기술은 급속도로 발전되어 1998년에는 우

리나라에서 RI 사용량은 174kCi에 이른다. 방사성동위원소로부터 나오는 방사선을 일

반적으로 혐오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되는 이유는 방사성동위원소

가 갖는 고유특성 때문이다. 

  고유특성 중 대표적인 것은 미량이면서도 강한 투과력을 갖는 방사선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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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하여 그것을 검출할 수 있게 하거나 물질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방사성동위원소가 거의 질량을 갖지 않는 에너지원임을 뜻하며 그것이 산업, 의료, 과

학연구 등에 뚜렷한 기여를 하는 이유이다. 1999년 현재 1571개 RI 이용업체에서 방사

선비파괴검사, RI 게이지, 산업용 방사성추적자, 체내투여진단 및 치료, 체외이용진단, 

체외 방사선조사치료, 방사선멸균, 방사선식품조사, 방사선유전공학연구 등 여러가지 

형태로 이용되면서 산업기술발전과 생산성향상, 공해방지, 산업안전, 의료기술발전과 

복지구현, 식량증산과 식품보전, 기초과학발전 등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방사선은 그 고유의 특성과 장점으로 인하여 다른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자

생력을 갖고 있어 산업발전과 더불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 역은 지속

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료용 동위원소 및 방사성의약품은 국민보건 향상과 직결되어 있으며 대부분 

방사선원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사용되며 진단용에 사용되는  단.반

감기의 핵종들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요구된다.  

다. 연구개발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에 따른 제 1단계(1992-1996)에

서는『하나로』가 건설중에는 관련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과 관련장비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생산량이나 비방사능이 높아지므로 방사성물질오염이나 작업피폭

도 염두에 두어 시설 및 장비보완과 제법자동화도 연구하 다. 제 1단계 연구에서는 

산업용 Ir-192의 대량생산을 위한 장비개발,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시설보완설치, 

RI 생산장치 자동화 등이 이루어졌다.  제 2단계(1997-1999) 연구에서는 중형 연구로를 

이용해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국내 수요가 많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것만을 우선 개발

하도록 하 으며  산업적 비파괴검사용 Ir-192의 양산기술, 다수요 RI들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기구, 장비 등의 발전적 보완개발, 방사성의약품 생산을 위한 우수의약품시

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 다.  또한 기체표적과 농축표적을 사용한 고품

위 동위원소 생산기술과 치료용 방사선원 제작 뿐 아니라 방사성동위원소 관련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게이지용 방사선원, 산업용 방사선원 및 RI 센서 개발 분야도 적극적

으로 개발하고 있다. RI 관련 연구개발은  원자력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기초과학

은 물론 산업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응용분야를 확대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과기부에서 

수립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받아 수행되고 있다.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에 따른 장기적인 연구개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하나로’ 및 입자가속기를 사용한 RI 생산기술 확보

    ○ RI 생산시설 및 취급장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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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 생산 자동화 기술 확보

    ○ 핵분열 생성물로부터의 유용 RI 분리기술 확보

    ○ 상용 RI의 대량생산 체계 구축

    ○ RI 이용 장비의 제작기술 확립 및 국산화

 

1) RI 제조법 개발

□ 건식증류법에 의한 I-131 양산법 개발 

I-131의 대량생산을 위하여 건식증류법을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습식증류법을 대체

하 다. 실험결과 건식증류법은 화학처리 시간이 짧고 수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표적

의 조사량을 늘이고 액체폐기물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이 밝혀졌다. 건식증류장

치를 제작하여 하나로의 동위원소 생산용 핫셀에 설치하여 I-131 동위원소를 일상 생

산 공급하고 있다.

□ 감압증류법에 의한 고순도 P-32 제법 개발

감압증류법에 의한 P-32 제법을 개발하 다. 중성자 조사된 황 표적을 감압 증류용

기내에 넣어 증류한 후 잔유물에 소량의 염산을 넣어 P-32를 녹이고 그것을 재차 이

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최종제품을 얻었다. 품질관리 결과 방사성핵종순도 

99% 이상, 방사화학적 순도 98% 이상, 고형 성분 함량 1.2 mg/ml 이하 다.

□ 농축표적을 사용한 Cr-51 제법 개발 

하나로를 이용한 Cr-51 대량제조방법으로 산화크롬 농축표적을 이용하는 방법을 

최적방법으로 채택하 다. 일련의 제조실험을 수행한 결과 Cr-51이 85 %이상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하 으며 이 방법에 따라  대량제조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Cr-51 제조를 위한 기초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 방사성핵종순도는 99.99%이상, 회

수율은 평균 80%, 최대 90%정도의 제품을 하나로에서 양산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실제 생산을 위하여 표적의 화학처리, 용액이송, 침전여과등에 필요한 최적공정

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생산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  

□ 유기용매를 사용한 Tc-99m 자동추출장치 

Mo-99로부터  유기용매를 사용하여 Tc-99m을 추출하는 장치를 개발하 다. 공

정자동화를 위하여 용액이송은 공압을 이용한 진공장치를 사용하 고 모든 공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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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분은 I/O 보드를 사용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변경이 가능

하도록 하 다. 추출용액의 층분리를 위해 백금선과 전기전도도 측정용 보드를 사

용한 센서를 개발하 다. Mo-99로부터 Tc-99m의 추출율은 90% 이상이었다. 개발된 

장치는 용매추출에 의한 대량생산이 용이하고, 작업시간도 단축할 수 있으며 제어

프로그램은 유사한 화학처리장치에도 이용할 수 있어 기타 용매추출 방법을 이용한 

핵종 생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I-125 제법개발

천연 Xe 가스를 이용하여 I-125 제조를 위한 자료 조사 및 기초 실험을 수행하

다. Xe 포집용 석 용기 및 포집장치를 제작하여 0.1g의 Xe을 중성자 조사시킨 후 

알카리 수용액으로 회수하고 양이온 수지를 통과시켜 정제하 다. 생성량은 예상 

치의 85% 정도 으며, 핵종순도는 99.9% 이상이었다. 원자로에 설치될 I-125 생산용 

순환식 루프 조사장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원자로 밖에서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시

험용 순환식 루프 조사장치를 설계/제작하 다. 

□ Sr-89 제법개발

조사된 Y2O3 표적으로부터 Sr-89 제조를 위하여 n-옥탄올에 용해된 DCH18C6을 

사용하여 질산 매개체로부터 스트론튬을 추출하 다. 스트론튬의 분배계수를 결정

하기 위하여 추적자로 Sr-85를 이용하 고 용질의 농도는 방사선 분석법에 의해 측

정하 다. 대량의 이트륨이 존재하더라도 고농도의 질산용액에서는 이트륨이 스트

론튬의 추출에 향을 주지 않았으며 추출율이 90 % 정도 다. 

2) 원자로를 이용한 RI 생산기술 개발 및 공정자동화

□ 중성자조사용 표적설계 제작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정 중 원자로에 투입되는 중성자 조사표적들을 제작하

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도 확보하 다. IP(Irradiation Pipe) 및 HTS (Hydraulic 

Transfer System)용 표적을 내부표적용기와 외부표적용기로 나누어 설계, 제작한 후 

봉 시험하여 완성시키는 조사표적 제조기술을 확보하 다. 완성된 표적은 하나로

에서  1995년 이후로 현재까지 조사중 누출이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된적이 

없이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적제조 과정에서 제작된 기기와 확보된 기술은 

다음과 같다.

o IP 및 HTS용 내부조사용기의 냉간용접기술(Cold Welding)과 장비 확보



- 53 -

o He 충전 용접장비 제작 

o 조사용기 봉시험법으로 기포발생 시험법과 He 누설 시험법을 확립 및 관련

장비 제작

o 표적 내압시험용 수압기 제작

□ Ir-192 선원 자동생산장치 개발 

하나로를 이용하여 비파괴검사용 Ir-192 방사선원 제조법을 개발하 다. 선원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조사표적을 개발하고, 하나로에서의 중성자 조사조건등을 확립하여 

향후 비파괴검사용 Ir-192 방사선원의 대량, 일상 생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Ir-192 방사선원의 일상생산에서 작업시간 단축과 작업능률 향상, 작업자의 방사선 피

폭감소를 위해서 하나로에서 조사된 조사용기의 절단부터 Ir 표적 분류, 방사능 측정, 

선원캡슐에의 장전 및 봉용접과정까지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생산장치를 개발

하 다. 이에 따라 하나로의 높은 중성자속 도를 이용하여 고 비방사능 Ir-192 선원

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 다.

□ 봉용접 장치 개발

Ir-192, Co-60 방사선원의 봉용접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용접 장비로 직경 

3mm 이상의 선원을 용접할 수 있는 TIG 용접기와 직경 1mm 정도의 소선원을 용

접할 수 있는 레이저 용접기를 설치하고 선원의 모양이나 크기에 무관하게 원통형 

선원을 고정하여 용접할 수 있도록 취급기구를 개발하 다. 용접한 대상물의 표면

과 연마한 단면을 검사할 수 있는 광학현미경, He 누설검사 장비, 기포누설 검사장

비도 갖추었다. 선원 크기별, 재료별로 용접조건을 달리한 용접선원의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선원별 최적 용접조건을 확립하 다. 현재 핫셀에 설치하여 직경 3 - 

5mm의 치료용 Ir-192 선원과 게이지용 Co-60 선원을 제작 공급하는데 사용되고 있

다

3) RI 생산시설 및 취급장비 확보

□ A 및 B-type 표적운반용 차폐용기제작 

조사된 표적을 작업수조에서 RI 생산용 핫셀까지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KRI-A1, KRI-B2, HTS 조사표적운반용기를 각각 4조씩 제작하 다. 각각의 운반용

기는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하여 제작 중 품질검사와 제작검

사를 받은 후 과학기술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다. 현재 RI의 일상 생산,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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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하나로-RIPF(Radioisotope Production Facility) 시설간 RI의 운반에 활용되고 

있다.

□ 취급장비 개발

표적의 작업수조 투입 과정부터 조사된 표적을 핫셀까지 운반하여 개봉하기까지

에 필요한 장비를 설계 제작하 으며 여기에 관련된 기술도 확보하 다. 

IP(Irradiation Pipe) 조사공에 설치된 유도관을 이용하여 표적을 장전, 인출할 수 있

는 Ball lock system 및 진공 흡입식 입인출 장비를 개발하여 원자로 가동 중에도 

중성자조사가 가능하도록 하 다. 조사된 시료를 원자로 작업수조에서 안전하게 취

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비들을 개발하 다. 

o 표적조사용 Rig 설계 및 제작

o 써어비스풀 내 작업용 테이블 및 취급장비 제작

o 표적 장전, 인출용 장비 개발

o 원격 조사표적 절단기 제작

그 외에 원자로 수조에서 작업수조 간에 대량의 조사표적을 옮겨 일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조사표적 이동 바구니 등의 취급기구도 제작하 다.  

□ OR 조사공에 사용할 Rig 제작

하나로의 노심 역의 높은 중성자속을 이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기 위

하여 노심 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사장비를 개발하 다. 외부 노심조사용 표적

장치로 OR(Outer Region) Rig의 표적설계, 발열량 계산, 안전성 검토 등을 수행하

고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열유동시험, 진동시험 및 내구성 시험을 수행한 

후 하나로에서의 조사안전성을 검증하 다. 이 시험결과를 반 하여 OR Rig 40 set

를 제작하여 하나로 OR 조사공에서 장전시험을 거친 후 1999년부터 하나로 OR 조

사공에서 I-131, Ir-192, Mo-99 생산 및 속중성자 조사실험에 활용되고 있다.  

□ IR Rig 개발

하나로의 내부 노심에서 RI를 생산할 수 있는 조사장비로서 내부 노심 역에 사

용될 IR(Inner Region) Rig의 개념설계, 발열량계산, 안전성검토를 마치고 시험용 

Rig를 제작(5 set)하여 진동 및 열유동 특성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결과를 반 하여 

보완한 후 완제품을 제작할 예정이다. IR Rig가 개발 완료되면 농축표적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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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가가치의 RI 및 높은 열중성자속 및 속중성자속을 필요로 하는 특수용도 RI의 

제조 및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방사선원어셈블리 및 운반용기 개발

□ Ir-192 방사선원 어셈블리 개발

Ir-192 선원 어셈블리를 개발하고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과기부고시 및 

IAEA 안전규정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낙하시험, 타격시험, 가열시험을 수행하고 각

각의 시험편에 대하여 누설시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 IAEA 안전규정에서 규정한 

누설기준인 2 kBq이하의 봉기준을 유지함을 확인하 다. 성능시험결과를 토대로 

특수형방사성물질 인허가획득에 필요한 성능시험계획서, 안전성분석 보고서,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고 인허가를 신청하 으며 현재 심의 중에 있다. 산

업용 방사선원 어셈블리개발은 산업체와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여 산업체에 제조기

술을 이전하 다.  

□ 감손우라늄을 사용한 Ir-192 산업용 방사선원 운반용기 개발 

Ir-192 선원 어셈블리의 조사장치와 운송용기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감손우라

늄(Depleted Uranium)용기 개발을 위하여 재료특성, 차폐재료의 가공법을 조사하고 

용기의 기본설계와 구조설계를 수행하여 안전성 및 경제적으로 최적화된 운반용기

의 기본구조를 결정하 다. 운반용기의 감마선 차폐재로 DU를 선정하 으며 전산

코드를 이용하여 차폐해석을 수행하여 약 4.2 cm 두께일 때 운반용기의 표면선량률

이 200 mR/h 이하가 됨을 검증하고 DU의 열해석 및 구조해석도 수행하여 운반용

기의 안전성을 평가하 다.  DU의 진공용해주조 기술 및 최적용해공정 조건을 개

발하여 DU 차폐체 시제품(10set)을 제작하고 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이 결과를 바

탕으로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설계승인을 과학기술부에 신청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

다.

5) 치료용 방사선원 제작기술

□ 소형 봉선원 개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근접치료용 Ir-192 HDR(High Dose Rate) 소형방사선원(직

경 1.1mm, 길이 5.2mm)의 봉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용접방법, 봉성능 검사방법, 

용접부위 품질검사방법 및 용접용 취급기구 제작기술을 개발하 다. 레이저용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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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채택한 소형방사선원의 봉용접조건 및 용접품질검사방법을 확립하 으며 소

형선원의 정 한 자동 봉용접이 가능한 레이저용접시스템 및 용접용 취급기구를 

개발, 제작하 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직접 취급하는 부분은 PLC를 사용하여 공정의 

정 한 반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1회에 12개까지 자동조립이 가능하도록 

하 다. 모의선원을 이용한 용접실험 및 용접부위단면 검사, 용접완료선원의 직진도 

검사 등의 품질검사를 수행하여 최적의 봉용접조건을 확립한 결과 용접 성공율이  

85%이상에 도달하 다. 

□ 강내조사선원 개발

국내에 보급된 Co-60을 사용한 원격강내조사용 치료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직경 

4mm의 치료용 Ir-192 선원을 개발하여 상용선원의 공급이 중단된 Co-60 치료선원

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를 위하여 Co-60선원과 동일한 규격으로 Ir-192 선

원을 설계 제작하 으며 국내병원에 위탁하여 치료에 활용하기 위한 선량평가등을 

수행하 다. 개발한 선원은 현재 국내 한 병원의 치료방사선과에 공급되어 실제 환

자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1999년 이후로 지금까지 4회 째 선원을 공급하여 1500건 

이상의 치료 성적을 기록중이다. 기존의 Co-60 선원을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치료 

시간이 1/10 이하로 단축되어(이전의 약 1 시간에서 현재는 약 5 분) 환자 고통의 

감소, 고가의 RALS의 이용 효율 증가 등 많은 장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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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ission Moly-99 생산 기술 개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활용 증대를 위하여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중 상업

적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Fission 
99
Mo/

99m
Tc 제조기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가. Fission Mo-99 국내 제조공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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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적의 제조

Mo-99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1단계로서 우라늄을 하나로에서 조사하여야 하며 

우라늄은 표적의 형태로 하나로에 장전된다. 사용되는 우라늄의 화학적 형태의 조

건은 조사 동안 분해되여 가스상의 물질을 발생하지 않아야하며 조사 후 Mo-99를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서는 

금속우라늄(U), 산화물(UO2 또는 U3O8) 및 질화물(UN) 등으로서 앞으로의 연구 개

발에도 이와 같은 화합물의 형태에 국한 하기로 하 다. 우라늄의 농축도에 따라서 

생성되는 Mo의 양은 이론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공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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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고농축 우라늄이 사용이 유리하다고 알려저 있다.

- 저 농축의 우라늄의 경우 전체적인 우라늄의 양이 많아 원자로에서 조사하기 

위하여 더 많은 양의 조사공간 및 장치가 필요하다.

- 저 농축 우라늄의 경우 더 많은 
238
U를 원자로에 장전하므로 더 많은 양의 Pu

가 생성되며 이의 분리 정제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저 있다.

- 저 농축의 우라늄의 경우 Mo 분리 후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다.

따라서 오스트랄리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하여 Mo-99를 

제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Argonne National Lab.(ANL)이 RERTR 프로그

람의 일환으로 저농축 우라늄(20% 미만)을 이용한 Mo-99 제조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세계의 각국도 가능하면 저농축 우라늄의 사용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상업적

으로 채택되기에는 아직은 위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 다.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

는 경제적인 Mo-99 제조 공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고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표적의 

제조를 연구하고 있으며, 저농축 우라늄의 사용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는 것이 입증

되면 변경 사용을 위하여 저농축 우라늄의 사용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1)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 반경방향으로 기하학적 자기 차폐 효과가 매우 크므

로 표적의 두께가 두꺼우면 중성자 입장에서 안쪽에 위치한 우라늄과 핵분열을 이

르킬 확율은 더욱 더 감소함으로 효율적인 우라늄의 이용관점에서 표적의 연료물질

의 두께는 가능한 한 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열수력적 측면에서도 두께가 두

꺼우면 표적의 열전달 면적 당 생성열이 많아 하나로에서의 열적 제한 조건을 만족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따라서 현재 입증된 표적 중에서 공학적으로 가장 

연료 물질의 두께를 적게 할 수 있는 튜브 내면에 전기.전착(electro-deposition)하는 

방법을 채택 다음과 같은 구조의 표적을 개발하고 있다.   

             
31.75 mm

outer clad (SUS)

Uranium oxide

0.76

He filling

이와 같은 구조로 위 전산 체계를 이용하여 Mo-99의 생성율 및 하나로에서의 

적용성을 평가하면 다음 표와 같다.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로내에서 조사

되는 동안의 표적의 특성은 허용치 안에서 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될 수 있

는 최대의 Mo-99의 생산량은 표적의 길이가 제한되기 때문에 또 하나로가 open 



- 59 -

pool 형태의 원자로이기 때문에 표적에서의 온도에 따라서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length

(cm)

thickness

(μm)

U-loading

g/target

yield

(Ci/g-U)

production

(Ci/year)

reactivity

worth

(% Δρ)

Max. SHF

(MW/m
2
)

50 15 5.06 29.64 4,091 0.097 0.843

40 15 4.04 31.93 3,521 0.105 0.823

30 25 5.05 29.80 4,377 0.235 1.293

20 25 3.37 31.88 3,115 0.003 1.286

이러한 표적을 제작하기 위하여 stainless steel tube 내면에 우라늄 산화물을 

electro-deposition하는 장치를 만들어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제조의 타당성

을 입증하 다. 전해액은 uranyl nitrate, ammonium oxalate, ammonium nitrate의 

혼합용액으로 하 으며 전극은 graphite와 stainless steel로 하 다. 이러한 공정 중 

생성된 우FI늄 산화물과 기질 사이의 부착력을 높게하는 것이 공정 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질이 되는 stainless steel의 표면 처리가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2) 저농축 우라늄의 사용

저 농축 우라늄의 경우에는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보다 원자로내에서 중성자에 

의하여 분열되는 U-235의 농도가 적으므로 우라늄물질의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할 

수 있으므로 그림과 같이 직경이 서로 다른 두개의 관 사이에 연료 분말을 충진하

는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표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표적은 제조하기 용이하

며 표적의 양쪽에서 냉각되므로 열수력적 안전성 측면에서 설계 제한 요건을 만족

하는 설계안의 구성시 자유도가 높다.  

31.75

1.4

SUS CLADDING

URANIUM COPMPOUND

ZIRCALOY CLADDING

COOLING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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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ing

ratio

(1:9)

axial

length

(cm)

outer clad radius

(cm)

fuel

thickness

(cm)

inner clad radius

(cm)

U

loading

(g/t)OS IS OS IS

1:9 40 1.5875 1.5115 1.4 1.3715 1.3215 20.58

위와 같은 구조의 표적을 하나로에 장전하 을 경우 Mo-99 의 생성 수율 둥 표

적의 조사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것으로 보면 아직 표적의 표면 온도가 매우 여유

가 있으며 reactivity worth도 여유가 있음으로 좀 더 적절한 값을 찾는 것이 필요

하나 매우 여유있게 표적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eactivity 
worth
  (% Δρ)

maximum SHF
(MW/m

2
)

max. Temp. of clad 
surface (

o
C)

production rate

OS IS yield (Ci/g)
production 
(Ci/y)

- 0.0291 0.796 97.4 53.5 6.882 4462

다. Mo-99 분리 정제

 1) α-Benzoinoxime에 의한  molybdenum의 침전 분리

α-benzoinoxime의 첨가방법을 회분식 및 반회분식 등으로 변화시켜 다성분계

(Rb, Cs, Sr, Ba, Mo, Zr, Te, Ru, Y, Ce, Pr, Nd, Sm)로 구성된 모의용액에 함유된 

Mo의 침전거동 및 기타 원소들로부터의 정제율을 조사하고, 후속 정제공정에 방해

작용을 일으키는 화합물인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된 침전물을 용해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α-Benzoinoxime의 첨가방법에 따라 Mo의 침전율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Mo의 정제율 측면에서는 반응방법을 반회분식으로 한 경우가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0.4 N NaOH로 5분간 침전물을 용해한 결과 Mo은 97.5% 용해되어 

과산화수소를 첨가한 경우와 거의 비슷하 으며, 첨가된 과산화수소는 α

-benzoinoxime 재침전물의 용해속도를 가속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의용액 내 함유된 기타 원소들 중 Zr과 Ru만이 각각 1.3, 7.7% 함유되어 

Mo의 정제율 측면에서도 유리하 다. 이 같이 Mo을 선택적으로 용해함으로써 후

속 은 함침 활성탄 흡착공정에 들어가는 용해액 내 유기물의 양을 약 50% 정도 줄

일 수 있었다.

2) α-Benzoinoxime에 의한  molybdenum침전물의 생성 특성

Mo을 α-benzoinoxime을 사용하여 침전반응 시킬 때 생성되는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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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zoinoxime-Mo 침전물의 특성을 SEM, FTIR, TG/DTA와 XRD를 사용하여 조사

하 다. 모의용액은 질산농도 1 M, 50ppm Mo로 구성하 으며, 0.4 N NaOH에 용

해된 2 wt%의 α-benzoinoxime용액을 첨가하여 침전물을 제조하 다. 생성된 침전

물은 a-benzoinoxime-Mo 침전과 Mo의 침전율을 높여주기 위하여 과잉으로 첨가된 

a-benzoinoxime의 재침전물로 구성되며 이 중 α-benzoinoxime-Mo 침전은 과산화

수소수를 첨가하지 않은 0.4 N NaOH 용액으로  5분 내에 용해되어 기존 공정을 

개선할 수 있었다. FTIR과 TG-DTA 결과로부터 Mo과 α-benzoinoxime은 두 분자

의 α-benzoinoxime과 한 분자의 MoO2
+2
 이온이 반응하여 α-benzoinoxime-Mo침

전물을 생성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α-benzoinoxime-Mo침전물은 무정형으로 

나타났다.

단위공정 최적공정조건 Mo 회수율//정제율

표적용해공정

‧ 황산 농도: 1.5 ∼ 2 N

‧ 질산량: 이론양의 3∼5배
‧ 반응온도: 95 ℃

Benzoin Oxime

침전공정

‧ Mo용액 산도: 황산 1∼1.5N
‧ BO/Mo 무게비: 20 ∼ 25배

≥ 95% // 95%

Activated Carbon

흡착공정

‧ AC loading량: 12 g

‧ Mo용액 유량(체류시간):
    40cc/min이하 (8분 이상)

≥ 97%

잔류TOC ≤ 5ppm

Alumina(Al2O3)

흡착공정

‧ Alumina loading량: 33 g

‧ 흡착유량(체류시간): 25∼30
           cc/min (25∼30분)
‧ 탈착유량(체류시간): 8.5∼10

           cc/min (35∼40분)

≥ 90% // 95%

             (그림 3-1) Mo 분리.정제 종합공정 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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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99m
Tc-generator 제조 기술 개발

99m
Tc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우로서전 진

단제의 약 80%를 이루고 있으며 동위원소 Mo-99의 베타붕괴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

이 유일한 제조법이다. 이것은 단독으로 또는 본 연구소에서도 개발하고 있는 표지

화합물에 표지시켜 여러가지 조직의 암 유무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반감

기가 약 6시간으로서 진단제로서 사용에는 여유가 있으나 짧은 시간에 붕괴되어 없

어짐으로 진단시 피폭양이 매우 긴소하여 동일 목적의 I-131 또는 Au-198에 비하여 

피폭량이 10%에 지나지 않는다. 
99m
Tc는 붕괴가 아닌 단순한 transition에 의하여 

Tc-99로 변하고 이때 발생하는 감마선이 140 KeV의 단순 스펙트럼으로서 인체 조

직의 투과성은 높은 반면, 산란성이 적어 비교적 깨끗한 상을 얻을 수 있어 진단

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또 Tc가 화학적으로 매우 다양한 산화 상태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표지화합물의 사용이 가능하여 지며 따라서 새로운 방사성 의약품으로의 개

발이 기대된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사용량이 많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치는 변하

지 않을 것이다.

Mo-99는 시간에 따라서 소멸되며 이 양에 비례하여 Tc-99m이 생성되며 생성되

는 Tc-99m의 양은 23시간에 최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하루에 한번씩 병원에

서 최대의 효율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generator로서의 최적의 조건을 가지게 

된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방사성 의약품으로서 사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Tc-99m으

로서 항상 같이 존재하는 곳으로부터 순수하게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

이 Tc-99m을 순수하게 Mo-99로부터 용이하게 병원에서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기구를 generator라고 말하며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알루미나를 

사용한 chromatogrphy형 generator이다. 이의 원리는 그림과 같이 몰리브데늄은 수

용액에서 MoO-24 이온으로 존재하며 이는 알루미나에 쉽게 흡착된다.  이것이 시간

에 지남에 따라서 테크네튬으로 바뀌면 TcO-4  로 되고 이것은 알루미나에 흡착되지 

못하고 독립된 이온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후에 식염수를 흘러보내면 Mo는 그대로 

알루미나에 부착되어 존재하게 되고 Tc는 식염수와 함께 밖으로 배출될 수 있는 것

이다.  

            

Al O Al OAl O Al O
Al O Al OAl O Al

MoO4

TcO4
-

Alu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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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generator의 제조기술을 원자력연구소에서 오래전부터 연구 개발하여 왔

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과정은 알루미나에 Mo를 흡착 시키는 과정으로서 연구 개

발 결과 다음과 같은 최적의 운전 조건을 확립하기도 하 다. 

알루미나 loading

Conditioning

Mo loading

세척

Sealing 

멸균

pH, 부피 조정

Shielding

measure
pH, volume, Mo

column, alumina, etc
99Mo 용액

measure
Mo ActivityGenerator

rubber

packing

alumina

rubber

흡착. Mo 89 µg

알루미나양  1 gram

pH 2.4

농도 17.8 ppm

부피 5 ml

운전조건 실험치

이와 같이 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2002년부터 국내 수요의 

공급는 물론 일부 수출을 목표로 시설 설치를 포함하는 생산 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시설은 현재 한국원자력 연구소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시설 

(RIPF)내에 설치될 것이다.  설치될 시설로서는 방사성 물질인 Mo-99 및 Tc-99m를 

취급하기 위한 납차폐시설, generator 제조시설 및 이것이 방사성 의약품으로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준에 적합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 및 

품질 검사 관리 시설로 이루어 질 것이다.

4. 방사성 표지화합물 개발

1961년부터 시작된 C-14 표지화합물의 소규모 합성법 연구를 통해 얻어진 표지

화합물들은 비교적 간단한 유기산류 으며 주로 소내 생물학연구실 연구자들에게 

제공되었다.  1965년 스티렌-
14
C 단량체가 합성되어 중합반응 연구를 위해 자체적으

로 이용되었으며 1966년에는 동위원소 교환법에 의하여 항암성 물질로 알려진 

5-bromouracil-
82
Br의 합성법을 확립하여 의료적 연구를 위해 공급하는 한편, 1966년

부터 `70년 사이에 7∼8종의 I-131 표지화합물들을 합성하여 보급하기 시작하 다.

특히 이들 I-131 표지화합물들은 의료에 쓰이는 방사성의약품이어서 그 품질관리 

연구가 꾸준히 추진된 결과 1972년부터 신장질환 진단용 히퓨란 (Hippuran)-
131
I, 간

질환 진단용 로즈벵갈 (Rose Bengal)-
131
I, 혈장량 측정 및 태반 진단용 리-사 

(RIHSA)-
131
I 등을 국내 의료기관에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되었다.

한편,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까지는 단수명 동위원소인 Tc-99m의 의료적 이

용가치가 크게 인정됨에 따라 그 표지화합물 제조연구에 주력하 다.  I-131 표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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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물과 함께 Tc-99m 표지화합물 제조공급 품목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한편, 체외 진

단(in-vitro diagnosis)용 방사면역측정 킷트의 국내 수요 증가에 대비, 장기적인 개

발계획을 수립하고 1차적으로 당뇨병 진단용 인슐린 방사면역측정 킷트를 개발하여 

국내에 보급하 다.

1975∼`79년에는 IAEA와의 연구계약으로 HCG, FSH 등 여성호르몬의 방사면역

측정 킷트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1978년에는 한국과학재단 연구비로 

인슐린의 효소법에 의한 I-125 표지반응이 연구되었다.  또한 이 무렵부터 갑상선 

호르몬인 T3 및 T4 방사면역측정 킷트도 개발하여 국내보급을 시도하 다.

80년대 초반에는 주로 Tc-99m 즉석표지 킷트를 개발하여 그 실용화를 위해 노력

하 다.  특히 골격질환 진단용 MDP-
99m
Tc, 간질환 진단용 파이테이트 

(phytate)-
99m
Tc 등의 수요증가에 따라 그 제조공급량도 늘려 이들 품목의 국내수요 

60%를 연구소 제품으로 충당하기에 이르 다.

80년대 후반에는 간․담도계 진단용 디시다 (DISIDA)-
99m
Tc의 개발 보급에 노력

하는 한편, 간암치료용 리피오돌 (lipiodol)-
131
I도 개발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하

다.  또한 다목적 연구로인 KMRR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화합물 시설의 설계․건

조를 위한 기본자료 및 장기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동 건설사업을 적극 지원하 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걸쳐 방사성의약품 제조이용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활발해 지면서 단반감기 양전자 방출 또는 γ방출 RI들(
11
C, 

13
N, 

15
O, 

18
F, 

99m
Tc, 

67
Ga, 

201
Tl, 

123
I 등) 및 그 표지 방사성의약품은 주로 체내 투여에 의한 진단

목적에, 원자로 이용생산 β
-
방출 핵종들(

131
I, 
32
P, 

89
Sr, 

165
Dy, 

166
Ho, 

153
Sm 등)의 방

사성의약품들은 주로 치료용으로 개발하여 이용하려는 추세가 뚜렷해졌다.  연구소

의 표지화합물 연구팀은 「하나로」를 이용해 쉽게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165
Dy 및 

166
Ho의 표지화합물 개발을 시도하게 되었다.

1992∼93년도의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에 따른 일련의 반복된 실험을 거

치면서 이들 동위원소의 거 응집입자 (macroaggregate)들을 만들고 그 입자크기 조

절, 체내 안정성 등이 연구되었다.

한양대학교 류마티스 센터(Rheumatis Center) 및 원자력병원과 공동연구를 수행, 

1994년 말까지 240여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을 치료한 결과 이들 거 응집체 

(
165
Dy-HMA, 

166
Ho-MA)를 사용하는 방사성 활막절제술 (radiation synovectomy)의 

임상적 치료 효과가 뚜렷함을 확인하 고 난치성 류마티스 치료를 위한 획기적인 

방사성의약품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165
Dy-HMA 이외에 그 제법이 더욱 간편한 

165
Dy-MA나 

166
Ho-MA의 개발

에 이어 
166
Ho-MA를 필름에 도포한 다음 필름으로 외막처리하여 얇은 판 모양의 

봉선원 즉, 강한 β
-
선을 방출하여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데에 쓸 수 있는 

166
Ho 

팻취 (patch)를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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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하나로」가동을 전후하여 표지화합물 연구팀은 무독, 생체 친화성, 생

체내 분해성 천연 중합물인 키틴을 가수분해하여 얻게 되는 키토산 (chitosan)과 원

자로에서 쉽게 생산될 수 있는 β
-
 방출 핵종인 

166
Ho의 착화합물인 

166
Ho-CHICO를 

개발하 다.

한편, 
166
Ho 뿐만 아니라 다른 천이원소(transition elements) RI인 

153
Sm, 

165
Dy, 

169
Er 등을 이용한 착물(complex)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핵종 특성에 부

합되는 치료용도 개발도 기대된다.  

가. 방사성의약품의 일상 생산 공급

원자력연구소에 있는 방사성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I-131, Ho-166, Tc-99m

을 이용한 진단용 및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표 3-5> 방사성표지화합물 제조공급(1999년도)

방사성동위원소 공급량

(mCi, Vial)핵종 화학형

 131
I

 Hippuran         11mCi

 M I B G      3,074mCi

RIHSA          4mCi

소    계      3,089mCi

166
Ho  CHICO     57,670mCi    

 99mTc

 Phytate 1,880

 MDP 3,800

 DISIDA 3,505

 DTPA 1,220

 Tin 1,200

 PYP    82

 HSA   70

 MAA  335

 ASC 452

 DMSA 810

소   계  13,354Vial

총   계    60,759mCi, 13,354V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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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연구성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92년도부터는 치료에 적합한 베타선에너지를 방출하는 핵종

을 대상으로 치료용 방사성표지화합물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에 부합하는 핵종중 「하나로」를 이용하여 쉽게 생산할 수 있는 
166
Ho은 94%의 베

타선(평균 0.61 MeV, 최대 1.766 MeV(48%), 1.855 MeV(51%))과 6%의 감마선(0.081 

MeV(6.24%), 1.379 MeV(0.93%))을 방출하여, 감마카메라로 상을 얻을 수 있어 체

외에서 추적할 수 있고 반감기가 26.8 시간으로 비교적 짧으며 베타선의 침투깊이

가 평균 2.2 mm로서 주위 정상조직으로의 불필요한 조사 및 시술자가 받는 피폭을 

줄일 수 있다. 

1) 내부 방사선 치료용 
166
Ho-CHICO 개발

현재 국내에서 간암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비수술적인 방법은 작은 간암의 

경피치료법으로 에타놀주입법, hot saline 주입법, 극초단파 및 고주파 소작술 등이 

있으며 진행성인 큰 간암에서는 동맥화학색전술, 방사선에 의한 치료 방법 등이 있

다. 

약물 치료시 항암제를 경구 또는 정맥 투여 할 경우 약물이 일단 혈류를 통해 전

신에 퍼졌다가 병소에 도달하게 되므로 병소에는 미량만이 집적된다. 따라서 병소에 

적정량을 집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약물을 투여해야 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방사선에 의한 치료 방법에는 인체 밖에서 방사선을 조사하여 병소를 치료하는 외

부 방사선 치료법과 방사선 물질을 병소에 직접 주입하여 제거하는 내부 방사선 치료

법이 있다. 종래에는 외부 방사선 치료 방법이 주로 이용되어 왔는데, 이 경우 방사선

을 외부에서 조사하므로 내부의 병소에 방사선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투과력이 강한 

방사선을 이용해야 하므로 주변 정상조직 또는 인체의 다른 장기가 피폭되어 손상되

는 문제점이 초래되었다. 이에 방사성 물질을 병소 조직이나 기관에 직접 투여하여 병

소만을 방사선 조사할 수 있는 내부방사선치료법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내부방사

선치료법이 이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에는 각종 암과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있으

며 그 효율성이 뛰어나서 점점 응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간암은 성인 남자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악성 종양으로 예후가 극히 불량하

여 치료를 받지 않으면 6 개월 이내에 사망한다. 수술적인 방법으로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이 최선이지만 병원에 내 원하는 환자의 20%만이 수술에 의한 치료가 가능한 실

정에 있다. 근래 간동맥 화학 색전술, 경피에탄올 주입법, 외부방사선 치료법 등 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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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인 치료방법이 개발 적용됨으로써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내지는 생존율이 현저히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비수술적 치료방법은 치료시 환자의 고통, 많은 재발 및 

완치를 기대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간암 치료법의 개발이 중

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내에 방사능 물질을 투여하여 방사

선에 의해 종양만을 괴사하고 주위 조직이나 기관에는 장해가 없는 방사성 동위원소 

제제가 이용되기 시작하 다. 널리 시행되고 있는 방법으로서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거나 표지되어 있는 미세입자를 간동맥에 직접 주입하는 간동맥 치료법이 있다. 이

것은 간의 정상 세포는 간정맥에서 80% 이상의 양분을 취하는 반면 간암세포는 주

로 간동맥에서 양분을 취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간동맥에 방사성 물질을 투여한 

것이다. 

내부 방사선 치료법에 주로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들은 연부 조직 침투가 작으

며 고 에너지를 방출하여 선택적으로 암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로 평가되어지는 
131
I, 
90
Y, 

198
Au 등이 임상적으로 간암 치료에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은 고 에너지

의 γ-선도 동시에 방출하거나, 교질 상태로 사용하는 것으로 입자가 작아 방사성 물

질인 동위원소가 누출되어 보편화 되지 못하 다.

내부 방사선 치료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방사성 물질이 주입된 부위에서 누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방사성 핵종을 체내 또는 체외에서 핵종과의 높은 친화력, 투여 후 투

여한 부위에 고른 분포, 주변 조직에의 향 최소화, 생체내 반감기가 핵종의 반감기

보다 길어 방사선 붕괴가 거의 완료된 후 입자가 조직 내에서 자연 분해되는 담체

(carrier)와 결합시켜 사용하여 핵종 및 담체 분해물질이 체외로 배설될 수 있어야 한

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시 다양한 항류마티스 제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활막염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활막절제술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 활막절제술은 외과적 

활막절제술과 방사선 활막절제술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방사선 활막절제술은 비교적 빠

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입원기간이 단축되고,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없다는 장점

이 있다. 방사선 활막절제술시 사용된 
90
Y, 

198
Au은 교질 형태로 방사성 동위원소의 누

출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강한  
165
Dy-FHMA(

165
Dysprosium Ferric 

Hydroxide Macroaggregates)이 개발되어 미국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제작법이 복잡하

고 철분이 축적된다는 문제가 있다.

원자력연구소는 
165
Dy-FHMA와는 달리 수산화철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철분 축적

이 없고 제작이 간편한 
165
Dy-HMA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슬관절염에 대한 치료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하 다. 그러나 이들 
165
Dy-FHMA와 

165
Dy-HMA의 경우 

165
Dy의 반감기가 2.3시간으로 비교적 짧아 원거리

의 병원에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감기가 

보다 긴 
166
Ho을 이용한 표지화합물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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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금까지 알려진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의 단점을 보완하고 이상적인 특

성을 지닌 새로운 제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쉽게 다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166
Ho과 천

연의 폴리머 중에서 무독성, 생체친화성, 생체분해성의 특징을 가진 키토산(chitosan)

을 이용하여 
166
Ho-CHICO를 개발 하 다. 

166
Ho-CHICO는 동물실험을 거쳐 경피주

사에 의한 소간암치료의 임상시험을 시행하 고, 류마티스 슬괄절염 치료에 대한 

장기간의 안전성 및 효과연구를 수행하 다.

166
Ho-CHICO는 현재까지 진행성 간암의 경우 약 150건, 소간암의 경우 약 300건

의 임상실험을 수행하여 임상 후기 Ⅱ상이 2000년 7월 종료되었으며 2001년 상반기

에 간암치료제로서 국산 신약으로 등록될 것이다. 

(그림 3-2) 간암의 치료 전후 상

낭성뇌종양 및 복강내 전이암에 대한 임상은 각각 40건, 50건을 수행하여 치료효

과가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3) 낭성 뇌종양 치료 전 후 상

또한 류마티스 슬 활막염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 실험에서는 65%이상의 

병세 호전이 나타났으며, 활막절제술의 경우 71% 이상 호전되었으며 관절강 밖으로

의 누출은 미미하며 특이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앞으로는 병소에 직접 주사

AngioC T

치료 전 치료 전치료 후 치료 후

치료 전 치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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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치료가 가능한 직장암, 신장암 등으로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

다.

166
Ho-CHICO는 외과 수술의 대체법으로 입원 또는 통원 기간이 대폭단축할 수 

있으며, 구토, 통증, 발열 등의 특별한 부작용이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악성 

및 양성의 난치성 질환에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다. 

2) 피부암 치료용 
166
Ho-Patch 개발

오존층 파괴로 인한 자외선의 과다 피폭 등으로 피부질환, 특히 피부암의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피부암은 인체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 중 가장 흔한 종양으로 

이의 치료에는 국소소각, 방사선 치료 혹은 수술적 제거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

다. 그러나 피부암의 경우, 수술하기 어려운 부위에 암이 발생하거나 다발성으로 발현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 요법이 불가능하고 수술요법이 가능하더라도 

수술 후 피부이식이 쉽지 않은 관계로 수술 요법보다는 방사선 요법이 시행되고 있다. 

방사선 조사는 치료효과가 비교적 좋아 자주 이용되고 있는데, 단점은 투과력이 강

한 방사선을 사용하므로 인접 장기 특히 뼈나 연골 등의 손상이 우려되고, 분할 조사

하므로 치료기간이 길고 입원하여야 하며, 고가의 장비를 통해 조사해야 하므로 매우 

번거롭다는 점이다.

적절한 반감기와 방사능을 갖는 방사성 물질을 필름형태로 피부에 일정시간 동

안 부착시켜 치료부위만을 방사능에 노출시켜 치료효율을 높이고 기타 정상조직의 

방사선 피폭에 의한 부작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춘 이상적인 피부암 치료

제인 피부 부착형 
166
Ho-Patch를 개발하 다.

166
Ho-Patch는 안정핵종(

165
Ho) 제제를 용매에 녹여 얇게 도포 한 후 원자로에서 중

성자 조사하여 생산한다. 이러한 팻취는 기존의 X-선, 전자선, γ-선을 이용하는 방사

선 치료법과는 달리 β-선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투과력이 작아 주변장기 특히 뼈나 

골수에 대해 방사선 조사의 염려가 없고, 주변조직까지 방사선이 투과하지 못하므로 1 

회에 적정 조사선량을 한번에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종래 4∼6 주 정도 걸리던 시

술 기간을 1 회 1∼2 시간으로 줄일 수 있어 치료기간이 매우 짧고 통원기간을 크게 

166Ho impregnated PU film Covering polyester film 
(scotchpackTM 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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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반감기가 비교적 짧으므로 쉽게 붕괴되어 소실될 수 있다. 

또한, 다발성 피부암의 경우 동시에 여러 곳을 치료할 수 있고 환부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팻취의 모양과 크기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으므로 수술하기 어려운 부위, 또는 

넓은 부위 등을 치료할 수 있다. 

현재까지 15 명의 피부암환자 30 부위의 병소를 대상으로 
166
Ho-Patch를 환부에 

치료하고 최대 3 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모든 예에서 종양괴사를 보 으며, 과

다 선량 조사시에도 최대 8 mm의 정도의 조직만 손상되었고, 그 이하의 연부조직

이나 뼈에는 전혀 손상이 없었다. 특이할 사항은 기존 외부 방사선으로는 불가능하

고 수술치료로도 매우 어려운 1인이 15 군데의 병변을 갖고 있는 경우를 모두 성공

적으로 치료하 는데 이는 
166
Ho-Patch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4) 
166
Ho-Patch를 이용한 피부암 치료전, 3개월 후 사진

3) 식도암 치료용 
166
Ho-Stent 개발

식도암은 종양자체 혹은 주위조직의 침범으로 인한 식도 내강의 협착으로 음식

물 섭취가 곤란하고 이에 따른 양결핍, 면역력 약화등으로 생존율이 매우 낮은 

악성종양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드물지 않은 암으로 식도암 환자의 90%는 연하곤란

을 호소한다. 또한 환자의 약 50%는 절제가 불가능하여 보존적 수술, 방사선 혹은 

항암 약물치료, 스텐트 장치술 등의 치료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치료

방법을 이용한 경우,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내구수명이 짧

아 적당치 못하다. 현재까지 여러 종류의 stent가 개발되어 식도의 좁아진 부위에 

이를 삽입하여 물리적으로 내강을 넓혀주는 시술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순 금속 

Squmous cell carcinoma Bowen‘s disease

actinic keratosis basal cell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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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nt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양의 크기가 커지고 암침윤이 계속되면 다시 식도 내

강이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선 동위원소 
166
Ho을 피복시킨 자가 팽창성 스텐트를 식도암 환

자에서 설치하 을 때 환자의 연하곤란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고 관내 방사

선치료효과로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 및 스텐트 설치시 오는 합병증 중의 하나인 

종양의 과도성장을 지연시켜 스텐트의 장기적 개통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166
Ho-Stent를 만들기 위하여 우선 코팅장치를 개발하 으며, 

166
Ho-Stent는 방사성 

핵종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방사성 슬리브와 금속 stent로 구성된 일종의 어셈블

리로서 병소에 균일한 방사선을 방출함으로써 효과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166
Ho-Stent를 이용하여 황견을 대상으로 식도부위에 삽입한 결과 

166
Ho으로 

방사선에 의한 식도점막의 파괴를 관찰하여 실제환자에 적용할 경우 표층부위의 종

양을 제거할 수 있고 식도 내강을 넓혀줄 수 있는 가능성을 얻었다.

 
166
Ho-Stent는 풍선도자 이후 평활근세포의 증식, 혈관내 증식, 재협착을 줄이기 

위하여 관상동맥의 내강 방사선조사 뿐만 아니라 기타 간․담도계 등의 질환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관상동맥의 재협착 치료를 위한 Ho-166 방사선 치료

□ 
166
Ho-Liquid filled Balloon 개발

협착성 심혈관 질환은 혈관내에 콜레스테롤과 불용성 칼슘 등이 축적되어 혈관

내경을 좁게 만드는 질환으로 급성 혈관폐색이나 합병증의 유발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관상동맥에 협착성 질환이 있을 경우 이의 치료방법으로 경피적 관동맥 

확장성형술(PTCA)이 널리 시행되며 재협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풍선도자를 고에너

지 β-선 방출선원으로 채우거나 방사성 stent를 구적으로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용액상태의 
32
P, 

89
Sr, 

90
Y, 

165
Dy, 

166
Ho, 

186
Re, 

198
Au 등의 β-선 방출 방사성

화합물들을 풍선에 직접 주입할 경우에 풍선 손상에 의한 방사능 누출로 인한 체내

의 다른 장기나 골수로의 흡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Ho(NO3)3을 액체선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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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풍선도자에 적용한 관상동맥 재협착 방지연구를 수행하여 그 효과가 우수함

을 증명하 다. 그러나 풍선 파열시 방사능 누출이 매우 느리게 일어나며 체내에 

오래 머무르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풍선파열시 방사능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88
Re의 경우 

188
Re-DTPA, 

188
Re-MAG3를 액체선원으로 사용하며 시술중 풍선 파열시 신장과 뇨

를 거쳐 빠르게 체외로 배설될 수 있도록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188
Re

은 중성자속이 10
15 
이상되는

 
원자로에 의해서만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사용을 위해서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188
W/

188
Re generator만을 이용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하나로」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166
Ho의 풍선도자 액체선

원으로의 
166
Ho-DTPA를 개발하 다.

이렇게 개발된 
166
Ho-DTPA에 대하여 풍선파열시 체내 거동을 규명하기 위하여 

토끼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체외로의 유출이 빠른 것을 알 수 있었다. 

□ 
166
Ho-Coated Balloon 개발 

액체선원을 기존의 풍선도자에 사용할 때 감마선원의 경우 수백 mCi, 베타선의 

경우 10-100 mCi의 방사능이 요구되므로 환자와 의료진의 방사선에 대한 안전문제

가 제기된다.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방사선량의 분포가 PTCA를 시행한 

166Ho-DTPA

토끼에 166Ho-DTPA 정맥주사 후 얻어진 감마 카메라 영상 (좌)과 시간 방사능 곡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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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에 국한되고 정상혈관과 심장에는 적은 양이 조사되어야 하며 치료시간이 수분 

이내로서 치료에 의한 혈전이나 다른 관상동맥의 합병증이 없어야 한다. 

기존의 풍선도자를 고에너지 β-선 방출선원으로 채우는 대신에 그 표면을 방사

성 동위원소 
166
Ho으로 coating하는 새로운 형태의 풍선을 개발하 다. 이는 액체선

원을 이용할 경우 정상혈관에 대한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고 터졌을 경우 액체선원

으로부터 방사선이 과도하게 피폭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166
Ho-coated balloon의 두께는 10∼20 μm 정도이며 전자현미경으로 폴리머 matrix 

내에 
165
Ho(NO3)3‧5H2O의 분포도를 확인한 결과 폴리머 matrix 내에 균일하게 분산

되어 있으므로 이들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도 균일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풍선에 물리적으로 코팅하는 것이므로 코팅된 표면으로부터의 방사성물

질의 유출과 코팅 표면이 벗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풍선 표면과의 접

착력이 강한 물질을 사용하여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166
Ho-coated balloon의 문제점이 완전히 제거된다면 액체선원을 사용할 때 보다 

훨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166
Ho-coated balloon을 이용하여 액체선원과 

같은 선량으로 치료할 경우 요구되는 방사성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환자 및 

시술자의 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림 3-5) 
166
Ho-DTPA와 

166
Ho-coated balloon의 흡수선량 비교

166Ho-coated ball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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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방사선의 공업적 이용분야

1. 방사성 추적자 응용기술 개발

가. 연혁 및 소개

방사성동위원소(RI)추적자가 우리 나라 산업현장에서 처음 이용된 것은 1964년 

충주비료공장 요소 반응탑에서의 
14
CO2를 이용한 혼합특성연구 실험이었다. 이 후 

1966년의 기흥 저수지에서의 누수검사, 강원탄광 및 상동탄광에서의 갱내 침수경로 

추적, 1967∼1969년에 건설부와 합동으로 수행된 방사성 초자사(
60
Co)를 이용한 삼

척항, 묵호항 및 일만에서의 표사이동 조사 등의 이용사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부터는 추적자기술 개발상의 특이한 진전이나 이용 사례는 없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연구소는 아․태지역 국가간협정(RCA)의 하나인 방사성동위

원소․방사선의 산업적 이용을 위한 IAEA/RCA/UNDP사업의 방사성추적자 이용

기술 및 핵공학적 조정장치(NCS; nucleonic control systems) 소분야과제에 참여하

면서부터 추적자관련 연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소 내에 추적자

팀이 구성되었고. IAEA/RCA/UNDP사업 계획에 따라 전문가와 장비를 IAEA로부

터 지원받아 쌍룡양회(주) 동해공장의 시멘트원료 예비 소성로 4기에 대해 원료 체

재시간분포 측정에 관한 시범을 실시함으로써 방사성추적자 이용기술 개발 및 보급

을 위한 업무가 재개되었다.

1989년부터 용접봉 분체 혼합기의 혼합속도 측정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추적

자실험용 물순환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유속 측정, 체재시간분포 측정 등 기반기술

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1992년까지 계속되었으나, 이 분야를 전담할 인력이 없어 

산업현장에서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었다. 

1993년도부터 1996년까지는 원자력개발 중장기과제인 ‘방사선 가공기술 개발연

구’과제의 한 분야로 연구개발이 이어져 증류탑 검사장치 및 데이터 기록장치를 설

계하고, 체재시간분포 분석프로그램을 제작하 으며, 산업현장의 각종시설에서 일어

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모사하여 체제시간 분포, 유속, 혼합, by-pass 등 다양한 추

적자 실험등 실시할 수 있는 추적자 실험용 모의플랜트를 이용한 각종 기반기술 연

구를 수행하 다. 또 삼성중공업 중앙연구소 및 한국수자원연구소로부터 각각 배연 

처리용 방사선조사용기 및 수처리시설의 최적화를 위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체재

시간분포, 유속측정 등 여러 가지 추적자 실험을 실시하 다. 산업현장에서는 호주

의 Tracerco사와 협력하여 액체 질소/산소 생산공장의 증류탑 검사 실험과 정유공

장의 RFCC 성능검사를 위한 대규모 추적자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우리 연구소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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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팀 독자적으로도 화학공장에서 고속(약300km/h)의 기체 유속측정실험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기도 하 다.

1996년 4월 및 6월 2회에 걸쳐 각각 2주간씩 14개 RCA회원국 추적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훈련을 겸한 UNDP/IAEA/RCA 국제회의를 개최하 다. 이 행사에 우리 

추적자팀이 개발한  체제시간분포분석 프로그램 및 추적자 실험용 모의플랜트가 주

된 훈련 내용으로 활용되었다. 이 행사 후 IAEA를 통한 RCA회원국의 요청에 의해 

인도네시아, 방 라데시, 몽골, 스리랑카, 미얀마 등에 우리 추적자 전문가 1인을 파

견하여 각국에 추적자 실험용 모의플랜트를 설치해 주고 그 사용법을 전수하 다.

1997년에 시작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에서는 추적자기술이 응용계측

기술과 함께 독립된 과제로 수행되어 연구개발 및 산업현장 적용이 비교적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 주요활동

1) Column Scanning System

방사선원 및 검출기의 이동이 컴퓨터에 의해 콘트롤되고, 계측데이터도 자동 기

록되어 모니터에 즉시 그래프로 나타나므로 현장에서 바로 증류탑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자동 증류탑 검사장비 제작하 다. 기존의 장치에 비해 현장에서의 작업성

과, 재현성을 향상시켰고,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이용한 첫 번째 현장 시범으로 (주)SK에서 Fuel Gas Absorber Column과 

p-Xylene Finishing Column에 대하여 증류탑 검사기술을 이용한 실험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 다. 

2) Multi-channel Data Acquisition System

다수의 방사선검출기를 사용하여 추적자실험을 실시할 때에 사용하기 위해, 24개

의 방사선검출기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동시에 기록할 수 있는 Data Acquisition 

System을 설계 제작하 다. 이 장치는 PC에서 원하는 counting time을 지정할 수 

있으며, 24개중 임의로 선택한 4개의 방사선검출기의 데이터를 실험 중 모니터에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 실험진행상황이나 실험대상의 문제점을 즉석에서 파악할 

수 있다.

3) 엔진 Piston Ring의 회전 운동 추적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운전중인 자동차엔진내부에서 피스톤링의 회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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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적하기 위한 실험이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실시되었다. 원자력병원의 50MeV 

cyclotron으로 양성자를 조사한 링을 엔진에 장작하고 외부에 설치된 2개의 방사선

검출기로 피스톤 ring-gap의 위치와 회전방향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어서 엔진 가동 중에 두 개의 피스톤 링의 회전운동을 동시 측정하는 추적자 

기술을 개발하 다. 톱링과 세컨링에 각각 
60
Co 및 

192
Ir를 삽입한 후 수소엔진에 장

착하고. 이 두 동위원소를 구분하여 계측할 수 있는 세 개의 방사선계측기를 엔진 

주위에 배치하여 링갭의 위치를 추적하 다. 실험의 결과는 링갭의 위치와 엔진오

일 소모량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데 이용되었다.

4) RTD 측정

하수종말처리장 소화조 성능저하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46
Sc을 추적자로 사용

하여 체재시간분포 측정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결과 짧은 슬러지의 평균체재시간, 

소화조 내부에 존재하는 상당량의 퇴적물, 부적절한 혼합특성 등이 문제점으로 판

명되었다.

기존 MS-DOS운 체제에서 GW-BASIC으로 만들어졌던 체제시간분포 분석프로

그램을 MS-Windows 95/98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MS-Visualbasic을 이용하여 만들

었으며, 동시에 데이터 입력방식, 데이터 오류 수정, 방사성동위원소 반감기의 

Database화, 실행속도 등을 개선하 다.

5) Leak Detection System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지하에 매립된 송유관, 송수관 등의 누설을 탐지하기 

위한 Detection Pig를 설계 제작하 다. 이를 위해 직류 5V전압을 입력하여 교류 

300V를 출력할 수 있는 Trans와 Coil등의 소자 및 최고 2000V까지 가변 직류 증폭

하여 출력할 수 있는 고전압발생회로, Count Rate부, Count 단위 시간 설정부, 리

모트 ON/OFF수신부 등을 개발하 다.

6) 지하수 유동 추적

직경 약 120cm인 두 개의 우물에서 동위원소추적자를 이용하여 지하수의 흐름

방향 및 속도를  측정하 다. 동위원소 투입 후 교반하면서 방사선 계측치의 감소 

속도를 관찰함으로서 지하수에 의한 우물물의 교환 속도를 측정하 다. 또 우물의 

벽에 설치한 6개의 방사선계측기에 의해 측정된 동위원소 농도의 희석속도의 차이

로부터 대략적인 지하수 흐름 방향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저장탱크 내부 유류의 Level 측정을 위한 Neutron Backsca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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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ge, pipe 내부 부식물의 퇴적 또는 막힘을 검사할 수 있는 Pipe Scanning 장비, 

부품의 마모도를 측정할 수 있는 Thin Layer Activation Technique의 개발 등 다양

한 산업관련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사성 추적자 이용기술 개발을 진행하여 왔

다.

다. 주요연구성과

본 과제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추적자로 이용한 산업생산시설, 환경관련시설 등에

서의 시설의 가동 또는 정지 중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방

사성 추적자 응용 관련기술 및 제반장비를 개발하고 현장 적용 실험을 통한 개선작

업을 거쳐 산업체에 지원하는데 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의 하천 및 해양 확산 경

로 추적, 해사의 이동 추적 등 환경 향평가 측면에서의 방사성 추적자 응용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1) 공정 진단 (Process Diagnostics) 

시설의 내부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는 

행위로서 그 결과는 전체 공정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결함을 찾아내

어 시설의 보수/유지 및 공정 효율 최적화를 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로 사용된다. 방사성동위원소 추적자를 이용한 진단실험은 on-line으로 수행되기 때

문에 실험대상 시설의 공정에는 거의 아무런 장애를 가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실험결과는 현장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공정에 임의의 변화를 주고 그 

향을 확인하는 경우 추가 시간소요 없이 수행될 수 있다.

□ Column Scanning

생산 현장의 column에 이상이 생긴 경우, 내부에서 어떤 현상이 생겼는지 알아

야 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어느 종류의 문제이건 공정 가동을 중지하거나 

제품 생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우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이다.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록 비용도 그만큼 적게 든다.

방사성추적자 기술은 공정에 장애를 주지 않고 내부의 문제점이나 이상현상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Column scanning 과정을 자동화하여 계측결과의 반복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방

사성동위원소로부터 조작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column scanner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능을 개선하고 장치를 더욱 단순화시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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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청할 예정에 있다. 또한 이미 산업현장에서 현장 적용 능력을 시험해 본 바, 

결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림 3-6) Automatic Column Scanner의 선원 구동장치 및 계측기 구동장치

(그림 3-7) Automatic Column Scanner의 제어/계측 장치

□ Level and Interface Measurement

산업시설용 액체 저장용기의 정확한 수위 및 다른 두 액체의 접촉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공정 제어 및 조사 등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이다. 이는 구 

설치된 수위 측정장치로 계측되나, 교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큰 

손실을 입기도 한다.

수위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중성자 후방산란 계측기는 선원으로부터 방출된 중

성자가 원자량이 작은 수소 등과 충돌하여 산란되어 에너지를 잃고 열중성자가 나

오는데 이를 계측하는 원리이다. 즉, 물질 내에 존재하는 수소의 양에 따라 계측되

는 열중성자의 양이 다르게 방출되어 이로부터 두 액체(hydrocarbons, aqueous 

liquid, petrochemicals)의 접촉면을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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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Neutron Backscattering Gauge 시제품

현재, 본 연구과제에서는 중성자 후방산란 게이지를 자체 설계하여 시제품을 제

작하여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다. 높은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설계 단계부터 Monte 

Carlo Code를 이용하여 계측 결과를 simulation을 하고, 소형화를 통한 휴대 편리

성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있다.

□ Pipe Scanning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파이프 내부의 이물질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

게 측정하는 기술로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고체 퇴적물 또는 막힘 현상에 대한 on-line 계측.

․ 기체 수송관 내의 액체 carry over에 대한 계측.

․ 동일한 수송관 내의 이상(two phase)의 존재 및 양 확인.

(그림 3-9) 자체 제작한 Pipe Scanning 장비



- 80 -

측정대상 시설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방사선원과 계측기의 정렬

(alignment) 유지를 견고하게 구성하여 계측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pipe 

scan을 위한 장비를 CsI crystal과 photodiode를 사용하여 소형 경량화 하 다.

□ Leak Testing

방사성동위원소 추적자 기술을 이용한 leakage 탐사기술은 기존의 방법에 비하

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장 작업자에게 공정 가동 중단시간을 최소화

하고 시설 보수 계획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높은 신뢰도의 결과를 제공한다. 

□ Flowrate Measurement

산업공정에서는 다양한 물질의 유속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추적자 

기술은 이러한 유속 측정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이

용될 수 있다.

․ 기 설치된 유량계의 보정

․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flow line의 유속 측정

․ pipe network에서의 flow distribution 및 mass balance 측정

․ 누설되는 양의 측정

․ 펌프 및 터빈의 효율 측정

․ 배관 내 퇴적물 측정

․ 누설되는 밸브 확인

이 기술의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 공정에 아무런 향을 주지 않음

․ 실험 대상에 연결되어 있는 기존의 공정을 추적자 투입을 위하여 사용

․ 현장에서 유속의 변화 및 평균 유속을 측정

․ 높은 측정 정확도

□ Residence Time Distribution Studies

반응 용기 등의 시스템 내부를 흐르는 물질의 체재시간 또는 체재시간분포 측정

을 함으로서 시스템의 설계 특성과 실제 운전 중 특성은 물론 시스템의 

malfunction, 시스템 내부의 channeling, bypassing, leakage, blockage 또는 퇴적물 

축적 현상 등을 진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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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RTD 측정 실험을 위한 장비 개발뿐 아니라 계측된 데이터를 수학적 모

델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혼합특성과 시스템의 이상상태 진단 등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 Fluid Catalyst Cracking Units Studies

정유공장에서 원유를 가공하여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는 FCCU는 거대한 

규모의 장치로서 운전조건을 최적화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생산성 향상과 운전비용 

절감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킨다.

(그림 3-10) RFCCU in SK

FCCU 내부에서 물질의 거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는 일은 매우 어렵거나 불

가능한 일이지만, 내부 물질 자체를 방사성동위원소 추적자로 사용하면 시스템 외

부에 설치한 방사선계측기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그 거동을 추적할 수 있다. 

□ Computation Fluid Dynamics

동력학 지배방정식 (Dynamic Governing Equation)을 계산하여 연구대상 시스템

에 대한 동력학적인 흐름의 simulation을 통하여 시스템 내부의 현상에 대하여 계

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으로 이해된다. 당초 방사성추적자를 이용한 

Residence Time Distribution Measurement Technique는 이러한 CFD 계산 결과의 

검증(validation) 기법으로 응용되어 상호간의 관계를 맺게 되었으나, 현재는 RTD 

실험결과를 이용한 CFD code의 Feedback 개선작업을 통하여 CFD simulation 결과

의 정확도를 높이고 그 CFD 계산 결과로부터 RTD 실험만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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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대상 시스템 내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예상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가고 있

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RTD 실험으로부터 system의 dead volume의 존재 유무와 

그 부피비 등은 알아낼 수 있으나, 그 위치와 system의 운전에 따른 dead volume

의 형성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RTD을 이용한 validation/feedback 과정을 통한 

CFD 계산 결과로부터 visualization 시킬 수 있다. 현재 RTD와 CFD의 연계를 시도

하고 있으며, 그 이해를 높이는 한편 자체적인 CFD 이용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Thin Layer Activation

박막 방사화 기술(Thin Layer Activation)은 자동차 부품 연구, 정유/화학 공정 

산업시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마모 또는 부식을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

는 기술로서 입자 가속기로부터 방출되는 고 에너지의 입자선을 이용하여 마모나 

부식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부품의 표면을 방사화를 통하여 부품의 표면에 방

사성추적자의 매우 얇은 층을 형성시켜 부품의 사용중 방사화된 표면의 방사성 동

위원소 층으로부터 방출되는 신호의 변화를 계측하여 부식이나 마모에 의한 표면의 

손실 정도를 on-line으로 측정할 수 있다.

실제 실험에서 측정되는 것은 방사성 동위원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의 양이므

로 이를 마모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마모량과의 상관 관계를 구해야 하는데, 

Sheet film method, Physical method가 이용된다. 

(그림 3-11) 자동차 엔진부품 (Tappet Shim, Cam)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방사화 장치

2) 하천 및 해양에서의 오염물질 및 해사 이동 추적

해안의 모래유실, 연안 항로의 심도유지 등을 위해 해사이동 추적기술 및 준설물 

투기위치 평가기술 등이 이용되고, 하천이나 해양에서의 공해물질 및 침적물의 추

적기술, 하천유량 측정기술 등이 환경보존을 위한 중요 정보를 알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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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해사 이동 추적 실험용 Sled

위와 같은 해양 및 하천에서의 실험을 위해서는 정확한 계측 지점을 알기 위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을 이용하고 수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 추적자를 계

측하기 위한 방수 계측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두 장비의 data를 실시간으로 통

합시켜 컴퓨터 등에 기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등이 필요하다. 현재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장비들과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실제 실험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2. 방사선이용 고기능성재료 제조기술개발

 

가. 개관

1960년 말에 감마선을 이용하여 단량체의 중합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이 국내

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관련기술로서 처음이었으며 그후 wood/plastic 

composite, mortar/plastic composite을 연구하 고, 1975년 국내 처음으로 원자력연

구소에 전자선가속기(300KeV, 25mA)가 설치된 이후 코팅재의 경화 연구, 기업과의 

협동연구로 가교전선의 기술을 개발하 다. 1980년도에는 원자력발전소용 이온교환

수지의 합성 및 평가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 고, 그 후 내방사선성 PVC 수지 배합, 

열수축성 PVC 튜브 등을 연구하 다.

1990년 초, 원자력중장기과제가 시작되면서 방사선 그라프트기술을 이용한 흡착

제제조기술, 생체적합성재료제조기술, 고분자재료의 내방사선성 향상기술 개발 등에 

연구를 수행하 다. 

나. 주요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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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선에 의한 유해가스 흡착제 제조

오래 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탈취제로서는 활성탄이나 제올라이트 등의 무기물이 

주류이지만 암모니아 가스, 황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가스에 대한 흡착력은 

극히 낮다. 또한 종래 흡착제는 입상이기 때문에 성형가공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흡착표면적이 큰 필터 등의 중요성이 요구되게 되었다. 

방사선 그라프트중합은 가공이 용이한 직포, 부직포, 합성지 등의 기존소재의 특

성을 손상하지 않고, 이온이나 탈취성분의 흡착 기능을 도입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 연구팀은 기존 섬유에 방사선을 조사하고 여기에 스틸렌이나 아크릴산 등의 단

량체를 그라프트반응시키고 관능기를 도입하여 섬유상 유해가스 흡착제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 

2) 인공고관절 제조

초고분자량의 폴리에틸렌은 인공고관절 이식술에서 비구컵으로써 또한 인공무릎

관절 이식술에서 티비아(tibia)부분의 아티큘라 플레이트의 재료로 널리 쓰이고 있

다.  인공 고관절 이식술이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대퇴골에 인공고관절 

기구(hip prosthesis)를 이식하고 골반(pelvis)쪽에 비구컵을 이식하여 두 부분을 서

로 고정시키는 시술이다.  이 때에 인공고관절기구를 대퇴골에 고정할 때 PMMA 

골시멘트가 사용된다. 이 수술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중에 한 원인은 인공고관절 

기구와 비구컵의 무균성 루스닝(aseptic loosening)이다.  이 두 부분은 서로 연결되

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루스닝(loosening)이 오면 다른 한쪽의 루스닝을 초

래한다.  따라서 아세테뷸라 컵 쪽의 루스닝을 막기 위해 컵의 뒷면에 음각을 파서

유해가스 흡착제 제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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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oving)  골시멘트(bone cement)와 기계적 고정(mechanical interlocking)을 유도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방법이나 비구컵의 재질인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은 아주 소

수성이기 때문에 골시멘트와의 접착력이 거의 없어 루스닝의 원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표면에 극성인 단량체, 예로서 메틸메타크

릴레이트을 방사선으로 그라프트 중합시켜 표면처리함으로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

렌과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접착제와의 접착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

다. 

인공관절의 재료로 이용되는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을 압축가공 후 즉시 급냉한 다음 질소나 진공중에서 

방사선조사(irradiation)하여 가교결합을 극대화하 다.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의 방

사선 가교 기술로  인공고관절 비구컵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3) 혈액적합성 고분자재료

여러 종류의 고분자 필름의 생체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름을 방사선 조

사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관능기를 도입한 후, 단백질 흡착, 혈소판 점착 등을 통하

여 생체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단백질 흡착량은 표면처리후 현격히 감소하 고, 또

한 혈소판 흡착도 월등히 감소하 다. 이러한 기술을 상용의 혈액투석막에 적용시

킨 결과에서도 혈액적합성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었다. 

방사선 그라프트에 의한 표면처리로 고분자재료에 단백질 흡착이 적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면 혈액투석막, oxigernator 및 콘텍트렌즈 등에 효과적으

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을 컨텍트 렌즈에 적용한 결과 단백질 점착

을 현격히 줄일 수 있었다.

인공 고관절 세트

(Long Term)

감염치료용 인공 고관절 세트

(PROSTALA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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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속이온흡착용 중공사막제조

중공사막은 미세한 기공이 3차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공성여과막이며 미립자

나 세균의 분리성능이 우수하고, 압력에 대하여 견디는 힘이 강하며 소형으로도 처

리능력이 우수한 특징을 갖고 있다. 기존의 중공사막은 물리적인 여과능은 우수하

지만 용존 금속이온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온교환탑과 함께 이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하여, 중공사막에 이온교환기능을 부여함으로서 이온교환탑이 불필요

하게 되어 정 전자공업, 원자력산업 등의 수처리프렌트에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다. 또한 유해 중금속인 납, 우라늄 이온 등을 선택적으로 제

거할 수 있는 새로운 중공사막을 합성하는데 성공하 다. 예를 들어  IDA가 도입된 

중공사막은 고농도의 칼슘과 나트륨 이온이 공존해 있어도 공존해있지 않은 상태와 

같이 항상 일정한 량의 Pb
2+
을 흡착하는 것으로 보아 선택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혈액 적합성이 향상된 투석막

금속이온 흡착용 중공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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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플라스틱 깁스 제조 기술

플라스틱이 방사선에 의해서 가교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열수축성 플라스틱 깁스

를 제조하 다.

6) 전지용 격막제조기술 개발

폴리에틸렌 필름에 방사선조사한 다음 아크릴산으로 그라프트반응시켜 전도성이 

우수한 전지용 격막을 합성하 다. 전기전도도는 그라프트율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

졌으며, 그라프트율이 약 100%일 때 10 Ωcm 으며, 전지용 격막으로서 적합한 성

능을 가졌다.

7) 운드드레싱용 하이드로젤 제조기술개발 

다량의 삼출액(exudate) 흡수가 가능하고, 상처에 장시간 수분을 유지시킬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감염으로부터 상처를 보호할 수 있으며, 투명하여 상처 치료의 진

행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화상치료용 드레싱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

    플라스틱 깁스    →     열에의한 수축     →         완성

방사선 가교에 의한 고분자 합성 Hydro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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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이용 수처리 기술 개발

가. 주요 연구수행 분야

방사선을 이용하여 수질환경보존기술, 대기오염방지기술, 폐기물재활용기술 등을 

연구 개발하여 산업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지구환경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

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니생물 이용 

악취 및 VOC 제거기술개발과 하수슬러지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여 산업체에 기술

이전하 다.

․수질환경보존기술 : 하수재활용기술개발, 오염지하수 음용수화, 원전 세탁폐액

처리 기술개발, 토양오염 복원기술개발, 해양오염퇴적물 처리기술개발, 각종산업폐 

수처리 기술개발 

․대기오염방지기술 : Dioxine, VOCs 제거 기술개발 

․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 :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 및 사료화 기술개발을 통한 

재활용

1) 하수처리수를 이용한 공업용수 생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를 방사선을  이용하여 재처

리 함으로써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수처리의 기반기술을 연구하고 소규모 시범시설을 설치 운 하고 

있다.

시범시설은 모래여과장치, TiO2 담체를 충전시킨 방사선 조사장치와 이온교환장

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개월간의 운전을 통하여 시범시설의 운 인자들을 최적화 

하 다.  

□ 시범시설 운

한 시간 처리용량 1톤의 규모로 조사량 3 kGy하에서 하수처리수를 방사선 처리

하 다. 첨가제로는 담체형 TiO2를 사용하 으며, 조사실내부의 공기를 폭기하 다. 

이 공기는 1 -2 mg/min의 오존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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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Storage tanks for raw and treated water 

(그림 3-14) A pilot plant outside irradiation hot cell 

(그림 3-15)  Reactor and irradiation facilities inside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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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A sand filter for suspended solids removal before irradiation

(그림 3-17) Cation & anion exchangers for inorganic ions removal after irradiation

(그림 3-18) A process control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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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Comparison of water quality before and after treatment of           

      secondary effluent by pilot plant

BOD

(ppm)

COD

(ppm)

Color

(ADMI)

Total Colonies

(CFU/ml)

T-N

(ppm)

T-P

(ppm)

처리전 16-20 17-28 18-24 4,700 15.4 3.8

처리후 <5 <5 <5 <50 <5 <2

□ 활용분야

하수처리수로부터 공업용수를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처리 공정은, 이온교환장치를 제거 할 경우, 하수처리수로부터 농업용수를 생산

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하수처리수를 하천의 유지용수로 재 이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방사선을 이

용한 수처리의 장점을 충분히 입증시킨다면, 본 기술은 위 목적을 위하여 적용될 

수 있다. 

2) 오염지하수 정화기술 개발

오염지하수를 정화하여 음용수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지하수처리의 기반기술을 연구하고 소규모 시범시설 개발을 목표로 한국원자력연구

소, 한국과학기술원, 충남대학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의 결과로 국내 물수요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

되고 있으나 가용지표수량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에 공업용수, 농업용수, 온천수, 약

수 및 생활용수로서의 지하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산업폐수와 

생활하수 등으로 인한 지표수의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상수원

으로서 지하수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국내의 연간 강수량은 1,267억m
3
인 데 반해 

지하수 부존량은 연간 강우량의 12배에 해당하는 15,440억m
3
이며 안전하게 개발하

고 이용할 수 있는 양은 총 지표수 이용량과 거의 대등한 228억m
3
이다. 그러나 

1994년 이전까지 지하수 자원 보호 및 보존에 관련된 법률이 전무한 상황에서 무분

별한 개발은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야기시키고 있다.

   지하수의 정화에는 크게 원위치(in-situ)와 비원위치(ex-situ) 정화방법이 있으

며, 오염지하수의 처리에는 생물학적 및 물리ּ화학적 처리기술이 있다. 동 연구에서

는 비원위치에서 물리ּ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지하수를 정화 또는 복원하고자 한

다. 질산성 질소와 무기 중금속들의 제거에는 흡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기존

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한 새로운 흡착제의 개발이 시급하다. 다량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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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에 존재하고 있는 미량의 염소계유기화합물의 제거를 위해서는 새로운 고도산

화법의 개발이 필요하며, 최근의 대안으로는 강력한 산화력을 지닌 라디칼을 효율

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사선이용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표 3-7> Comparison on the treatment of groundwater between               

conventional and radiation technique 

Air 

Stripping

Biological

Treatment

UV

O3, H2O2

Radiation

Treatment

적용범위
휘발성

유기물 제거

생분해 

유기물 제거

유기물

제거

유기물

일부 무기물

제거 및 멸균

적용방법 비원위치 원위치 비원위치 비원위치

장점
-VOC 제거 우수

-저비용

-저비용

-환경친화적
-유기물 분해 우수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 

일괄 처리

-미생물멸균 및 색도제

거동시 가능

-처리시간 단축

단점
-가스 후처리 필요

-후처리시비용상승

-고난도 유지 관리

-처리효과 불명확

-장시간 처리 

-고비용
-대국민 이해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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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방사선 생명과학 기술 개발

1. 방사선 이용 육종 연구

가. 개요

방사선 이용 육종연구팀은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문제 확보와 아울러 농업생산성

을 높일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신품종 육종은 물론 국민의 식생활 개선, 국민정서 

함양을 위한 새로운 유전자원의 창생과 방사선을 이용한 광범위한 육종기술을 확립

과 안정을 바탕으로 돌연변이 육종기술 분야에서 방사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

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전문팀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적극 주력

하고 있다.세계의 곡물 생산량은 30여년 간 녹색혁명이라는 명제를 세우고 세계 각 

국에서 노력한 결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의 증가로 많이 늘어났으나 세계적인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사막의 확대화, 세계 각 지역의 화학 비료 과다사용과 방목으로 인

한 지력의 약화, 선진국의 농약 사용규제와 휴경면적 확대 등으로 농업 생산량의 

증가는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문제는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이며 식량 해결문제는 밝지 못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식량공급 부족으로 기아에 당면하고 있는 인구는 약 8억 명으로 추산하

고 있으며, 우리의 북쪽 땅에도 식량공급 부족으로 절대 양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농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우리의 농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대외적으로 농산물의 WTO체제의 수입개방에 따라 국제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농업생산물의 유지 관리는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도시의 확대로 경지면적의 축소와 농촌 인구의 감소, 농민의 소

득저하는 농업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국제화 시대

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품종과 새

로운 식물 자원 개발에 따른 고부가가치의 신품종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돌연변이 육종에 의하여 육성된 신품종은 2,000여 품종에 이르고 있으

며 직접 품종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각종 돌연변이 개체들도 내병성, 내충성, 특정 

물질에 대한 내성, 화색, 단간, 왜성 등의 특수한 성질을 가진 새로운 유전자원을 

공급하여 교배 모본으로 활용하므로서 교배 육종의 폭을 넓혀주어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는 데 공헌하 다.

국내에서도 방사선을 이용한 식물의 돌연변이 육종 연구에서 벼, 보리, 콩, 참깨, 

무궁화등에서 신품종을 만들어 농민들에게 보급하여 식량 증산과 국민의 식생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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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국민 정서 함양에 많은 공헌을 하 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유전자원의 창생에 큰 몫을 할 것으며 방사선 유전자원 개

발 및 방사선 이용 육종연구의 광범위한 이용확대를 위한 연구의 개발이 절실히 요

청되고 있다.

나. 연구성과물

국내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법에 의하여 개발

된 품종은 벼의 양10호 , “원평벼”, “원광벼”, “원미벼”, “흑선찰벼”, 보리의 방사

6호 , 콩의 KEX-2 와 방사콩 ,참깨의 안산깨 , “ 수원깨”, “양백깨”, “90일 참깨” 

등이 있으며 무궁화에서는 “백설 , 원농9호 , 원농11호 가 개발되었으며 이들

은 농가에 보급되어 많은 농가 수익을 올리는 데 기여를 하 다.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법과 조직배양기술을 접목하여 감자, 고구마의 형질전환을 위한 기내 육종 연

구가 수행중이며 이외에도 여러 식물체들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을 조사중에 있다. 

벼, 콩, 들깨 등의 돌연변이 후대에서 얻은 850여 우수계통을 선발하여 특성 평가 

시험을 실시중에 있다.    

1) 무궁화 돌연변이 품종 개발

방사선을 이용한 육종 기술적용 대상으로 나라꽃인 무궁화의 꽃색, 꽃잎의 크기 

및 모양, 잎과 나무의 형태를 현재 재배되고 있는 무궁화보다 더 아름답고 우아하

며 관상가치가 높은 형질의 변이체를 개발하여 육성 보급중에 있다.

2) 벼 돌연변이 품종 개발 

방사선을 이용하여 벼를 대상으로 조숙, 단간, 다수성, 내병성 및 질적 형질이 개

량된 돌연변이 신품종인 원평벼(원농 1호), 원광벼(원농 3호), 원미벼(원농 5호), 흑

산찰벼(원농 10호) 등 4 품종을 개발하여 국가품종 등록을 마치고 농가에 보급하

다.

아래 4품종은 농촌진흥청 존자관리소 국가품종목록등재 및 국가품종보호권(식물

특허)을 1998년 3월 6일 출원하여 2000년 3월 9일 국가품종목록등재를 필하 고, 동

년 4월 25일 국가품종보호권이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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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방사선 돌연변이 신품종 형질 특성

품 종 명

( 원 품 종 )

원평벼(원농1호)

[ 화 성 벼 ]
화 성 벼

원관벼(원농3호)

[ 섬 진 벼 ]
섬 진 벼

출수기(월․일) 7.26∼7.30 8.10∼8.16 8.10∼8.14 8.21∼8.26

간    장 (㎝) 62∼74 83∼94 74∼84 86∼95

수    장 (㎝) 19∼21 19∼23 20∼23 19∼24

주당수수 (개) 18∼22 17∼21 18∼22 18∼22

수당립수 (개) 75∼98 72∼95 86∼98 70∼85

천  립  중(g) 20∼23 21∼24 20∼23 21∼23

등  숙  율(%) 84∼94 74∼86 85∼93 80∼90

수 량 (㎏/10a) 153∼636 490∼622 520∼650 500∼630

개량된   형질

극조생종, 단간, 

내도복,

복합 내병성,

미질 원품종과 

같음

중생종, 중간장,

복합내병성, 다수성,

미질 백색투명

(심, 복백제거)

품 종 명

( 원 품 종 )

원미벼(원농5호)

[ 추 청 벼 ]
추 청 벼

흑선찰벼(원농10호)

[ 상 해 향 혈 나 ]
상 해 향 혈 나

출수기(월․일) 8.4∼8.8 8.18∼8.26 7.29∼8.5 8.25∼8.30

간    장 (㎝) 75∼84 83∼94 70∼76 75∼85

수    장 (㎝) 19∼21 17∼21 20∼23 18∼22

주당수수 (개) 18∼22 17∼22 18∼21 16∼20

수당립수 (개) 78∼96 63∼72 75∼93 60∼75

천  립  중(g) 21∼24 19∼23 22∼25 20∼23

등  숙  율(%) 78∼92 82∼96 70∼80 55∼70

수 량 (㎏/10a) 515∼658 500∼620 480∼600 430∼520

개량된   형질

조생종,

약간 단간화, 

다수성, 미질

원품종과 같음

조생종, 단간, 

내도복, 

다수성, 향흑찰미

2. 방사선이용 생물활성 증진

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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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부족한 식량자원의 생산증대를 위해서는 공정개선 기술 개발과 함께 

고선량 방사선을 이용한 변이유발에 의한 품종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방사

선 조사에 의한 식물체 유전자 구조변화를 유발시키지 않는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생물활성 촉진기술의 개발은 생물자원의 생산성 향상으로 식량공급의 안정화와 식

물의 환경재해 저항성 증가에 의한 비료와 농약 사용의 감소로 환경오염을 방지하

며 유전물질을 활성화하여 질병저항성과 치료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도 필수적 요

소가 될 것이며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이 발전분야 뿐만아니라 생명과학 관련분야에

도 상당한  이용 효과가 있으며 고선량 방사선과는 정반대인 저선량 방사선의 생물

에 대한 유익효과를 개발함으로서 원자력기술의 균형적발전과 원자력산업의 국민 

이해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나. 주요 연구성과

○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식물 종자발아와 초기생육 촉진 및  작물의 수량 증가

효과 확인 

○ 묵은 작물종자의 발아율 증가효과 확인

○ 저선량 조사 작물의 생육시기별 무기양분 흡수 변화 조사

○ 저선량 조사한 작물의 후대 생육과 수량 검정

○ 저선량조사한 고추와 대두의 산성비 내성과 역병 저항성 증진 확인

○ 저선량 조사한 발아종자의 생리활성 물질 변화 분석

○ 저선량 조사 식물의 후속 고선량 내성 조사

○ 방사선 유도성 항산화물질과 단백질 및 효소 탐색 및 분석

○ 방사선 내성 형질전환 식물 기내 유기  

3. 방사선이용 생물자원유용화

가. 개요

산업구조의 개편속에서 인구중가에 따른 식량 수확량은 종자개량 등 여러 방법

의 개발 및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작지와 농업인력의 감소에 따라 줄어들 위기에 있

다. 



- 97 -

기존의 화학합성농약은 대부분 유기인 제제의 난분해성 물질로 단기간의 농산물 

증산에는 도움을 주나 토양에 잔류하여 토양의 오염을 야기하고 토양내 유용 양

원의 생물학적 최적 이용비율 및 분해능을 변화시켜 일차적으로는 토양내에 존재하

는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여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유용 양원 및 에너지원의 

mineralization에 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미생물이나 미생물의 생산 물질을 이용한 미생물제제의 개발 및 농업에

의 이용은 시대적 흐름이며, 21세기를 주도할 생명과학산업 분야의 한 축을 형성한

다. 본 연구진은 방사선을 이용한 생물페자원의 재이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돌연변이를 이용한 유용한 폐자원 분해균주 개발 및 응용기술을 확립하

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농작물의 재배시 문제되는 병원성 유해곰팡이를 효과적으

로 방제할 수 있는 방사선을 이용한 미생물제제의 개발로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이를 통한 환경오염원의 분해 등의 부가적 기능 뿐만 아니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평화적 방사선이용의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나. 연구개발

o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방사선처리 기술/최적 균주 확보

o 방사선 조사공정을 통한 농약대체용 및 환경정화용 미생물제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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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홍보전략 수립 및 기술전시회 개최

제 1 절  홍보전략 수립

1. 기본 방향

원자력국제협력의 가장큰 무대인 IAEA와의 원자력 기술협력강화 및 IAEA 회원

국들을 대상으로한 우리나라의 동위원소 및 방사선 응용연구 분야 연구개발 현황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기술분야 우리나라 위상을 보여줌과 동시에 동 분야 공동

연구 협력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기술수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

정하 다.

이미 여러국가에서 수행하는 즉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이 협력대상 항목으로 결부

되지 않는 것은 가급적이면 제외하고자 노력하 으며, 기본 골격을 우리나라의 동

위원소 생산 및 이용분야 발전과 미래 역할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동위원소 생산 및 방사선 이용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국제

원자력계에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분야와 함께 IAEA 혹은 회원국들에 우리나라와의 

동위원소분야 협력을 이끌 수 있도록 협력추진 가능 분야를 우선적으로 구성하

다.

또한 기술전시회 준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전시회 추진 실무그룹

을 구성하여 운 하 다.

이는 상호간의 교류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각분야에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업무

의 중복 및 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전반에 대한 연구개

발 현황 및 활용 현황을 단기간에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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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기술전시회 추진 실무 조직 편성

기술전시회 과제책임자 자문가

기술전시회 주관
- 기술전시회 자문 

및 종합검토

동위원소

생산‧이용

방사선 

공업적 이용

방사선

식품공학

방사선

생명과학
홍보협력

- 관련분야 내용 선정 및 검토

- 상물 시나리오 선정 및 Conti(안) 작성

- 상물 구성 협조(관련기관 촬 시 동행)

- 촬  관련 업체 및 기관 선정

- 판넬 구성

 

Video 팀 Panel 팀 Brochure 팀 행사팀

한국파견팀 Vienna 팀

2. 전시방법

우리나라의 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분야의 성공사례 및 연구개발 현황을 주축

으로하고 IAEA와의 기술협력 현황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메시지 전달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테마별로 그룹을 설정하여 적절한 상구

성을 통한 Multi-Cube 상물을 제작하 다. 

Multi-Cube 상물은 비디오 및 CD로 제작되어 각 참가자들에 배포하 다. 

또한 시각적인 이미지 개선 및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일부 주요성과에 대해

서는 Panel을 통하여 소개하 다.

특정분야의 연구개발 현황을 보여주어 IAEA 혹은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는 leaflet을 작성 배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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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물(Multi-Cube용) 구성 내용

○ 우리나라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개발의 초창기부터의 발자취

를 소개하고 하나로를 이용하여 국내 동위원소 수요의 상당량을 공급할 수 있게 되

기까지의 발전상 소개

○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로 생산된 홀뮴-166 방사성의약품의 개발 결과로서 간

암 치료에 우수한 효능을 보인 홀뮴 키토산 복합제, 피부암 치료 패치 타입의 홀뮴, 

관상 동맥의 협착증 치료를 위한 홀뮴 밸룬(Balloon)의 성공 사례

○ 중점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중인 Fission Moly와 Tc-99m generator 생산기

술 개발에도 각별한 노력과 저속 중성자를 이용한 첨단 뇌종양 치료 기술개발 의지 

표명

○ 방사선 이용분야에서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식품에 대하여 방사선 조사, 농

작물의 돌연변이 유전육종을 위한 방사선 기술의 이용과 함께 깨끗한 환경을 만들

기 위한 방사선 및 전사선 이용 수처리 기술개발 및 추적자 이용, 인공고관절을 포

함한 방사선 이용 고분자 재료 개발 등을 보여줌

○ 지역내 IAEA 회원국간의 협력은 방사선 이용 기술의 증진에 커다란 기여를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축적한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개도국과 공유노력을 기울일 

것을 표명함

나. 판넬 전시 내용

판넬은 16개로 구성되었으며 Multi-Cube Screen 좌우에 배치하여 설치하 다. 

○ IAEA 및 우리나라와 원자력 협력을 상징적으로 표현

○ 자체 설계한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 납 핫셀에서의 Manipulator 운전 

○ 연구소 생산 방사성의약품 제조

○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

○ 내부방사선 치료용 
166
Ho-CHICO 개발

○ 봉 선원 제조장치(Ir-192)

○ I-131 치료용 용액 및 캡슐 제조 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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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 이용기술 개발

○ 싸이클로트론 성능향상 기술개발

○ 정위적 방사선 분할 치료용 시스템 개발

○ 방사선 조사시설 운전

○ 방사선이용 환경처리 기술

   - 방사선이용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 생산 소규모 시범시설

   - 하수처리수의 방사선 조사

○ 방사선이용 기능성 재료개발

   - 인공고관절 제조기술

   - 고분자 스위치 제조기술

○ 방사선 이용 육종 연구

   - 농작물 품종개량

   - 무궁화 화색 돌연 변이 품종 개발

다. Leaflet 제작

○ 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분야 소개 Leaflet 4종 제작

   - 동위원소 및 방사성의약품 생산 및 연구개발 분야

   - 방사성동위원소 추적자 이용

   - 방사선을 이용한 수처리 및 고분자 재료 개발

   - 방사선 식품조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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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술전시회 개최

1. 개요

우리나라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IAEA와의 원자력 기술협력강화 및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수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분야 발

전과 미래 역할을 부각시키는 홍보 상물 및 전시회 패널로 구성된 기술전시회를 

IAEA 제44차 총회기간중 Austria  Center Vienna  (AVC) 2층 특별전시실에서 개

최하 다.  

새천년 첫해에 개최된 제44차 총회 및 제29차 RCA 총회를 기념하여 열린 이번 

전시회는 우리나라의 동분야 위상을 국제원자력계에 적극 홍보하고, IAEA 회원국

들에 우리나라와의 동위원소분야 협력을 이끌 수 있도록 협력추진 가능 분야 위주

로 구성되어져 우리나라의 동위원소 생산 및 방사선 이용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보

여주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4회에 걸쳐 IAEA 총회시 기술전시회를 개최하 다. 그 첫 

번째 전시회는 제41차 IAEA 총회시 IAEA 설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나라의 원

자력 산업발전에 기여한 IAEA 기술협력사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구성 되었었다. 

두 번째 전시회는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 설치한 3가지 다른 종류의 원자로인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KSNP), 30 MWt급 연구용원자로인 

HANARO와 해수담수화를 위하여 현재 원자력연구소가 개발중인 330 MWt급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SMART)에 관한 내용을를 Pannel을 

통하여 전시하 다.

세 번째 전시회부터는 전시효과를 극대화하고 IAEA 직원 및 각국 참가자들에게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각인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홍보용 상물을 제작 시연하 다.

세 번째 전시회는 “Better Partnership for a New Millennium”이라는 주제로 개

발도상국간 기술협력증진을 목표로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원자로 핵연료 및 주기

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하여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제44차 총회에서 최근에 개최된 제4차 기술전시회는 그 관점을 IAEA 회원국 전

체가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시 내용물로 제작되었으며 이는 인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에 관한 내용이었다.

제44차 총회에 열린 기술전시회에는 IAEA 사무총장 Dr. El Baradei, 주요간부 

및 주요국 수석대표와 서정욱 과학기술부장관, 장인순 원자력연구소장 등 우리나라 

총회 참가자들이 참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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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전시 내용

전시물은 “Pillars for Quality of Life”라는 주제로하에 Multi-Cube 상물과 

Panel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이용분야을 소개하 다.

전시물에서는 우리나라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개발의 초창기부터

의 발자취를 소개하고 하나로를 이용하여 국내 동위원소 수요의 상당량을 공급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경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로 생산된 홀뮴-166 방사성의약품의 개발 결과로서 

간암 치료에 우수한 효능을 보인 홀뮴 키토산 복합제, 피부암 치료 패치 타입의 홀

뮴, 관상 동맥의 협착층 치료를 위한 홀뮴 밸룬(Balloon)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중점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중인 Fission Moly와 Tc-99m 제

너레이터 생산기술 개발에도 각별한 노력과 저속 중성자를 이용한 첨단 뇌종양 치

료 기술개발 의지를 표명하 다.

방사선 이용분야에서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식품에 대하여 방사선 조사, 농작

물의 돌연변이 유전육종을 위한 방사선 기술의 이용과 함께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사선 및 전사선 이용 수처리 기술개발 및 추적자 이용, 인공고관절을 포함

한 방사선 이용 고분자 재료 개발 등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내 IAEA 회원국간의 협력은 방사선 이용 기술의 증진에 커다

란 기여를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축적한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IAEA 여러 개도

국과 공유노력을 기울일 것을 표명하 다.

3. 기술전시회 설명회 및 전시회 기념행사 개최

제44차 총회 및 제29차 RCA 총회에 참가한 주요국 수석대표 및 IAEA 사무총

장, 주요간부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홍보와 함께 상호 협

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하여 설명회 및 기념행사를 개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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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전시회 상물 상 장면

(그림 4-2) 전시회 기념 서명 장면

맨왼쪽부터 (장인순 소장, 서정욱 장관, El Baradei IAEA 사무총장,

전풍일 IAEA 원자력발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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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효과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그 동안 축적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

용분야의 연구개발 기술과 경험을 전세계 정책 주도층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

다.

특히 이번 기술전시회는 참가한 각국의 대표자들이 우리나라의 동 분야 발전을 

이룩한 것에 치하하 으며 체코,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국가들은 국제공동연구 추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 다.

2000년 12월부터는 간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 홀륨-166 치료제의 체코 및 

유럽지역 상품화를 위한 공동협력을 수행하기로 하 다. 

기술전시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분야 발전상을 

전 회원국에 보여줌과 동시에 특정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가능성을 파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에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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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의 활용

1. Multi-cube 상물 및 Leaflet 활용 

Multi-cube 상물은 국문 및 문본으로 제작하여 각각 CD 형태로 전환하여 

국내/외에 우리나라의 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기술분야 연구개발 결과 홍보를 통한 

기술수출 및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Multi-cube 상물 및 Leaflet을 원자력연수원에 제공하여 원자력연수원이 

개최하는 Workshop, Training Course 등을 포함한 국제회의 및 국내과정 개최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원자력연수관 건립이 완료되면 다양한 국제과정 및 연

수훈련이 자주 이루어지게 되어 그 횟수의 증가에 따른 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분야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또한 동위원소 활용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국내 홍보시 에도 활용할 수 있어 원

자력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판넬 활용

2000. 11.10~14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FNCA 각료급 회담시 전시회를 개최하

여 좋은 반응을 보 으며 아시아 지역국가들의 우리나라의 동 분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하 다.

앞으로는 제작된 판넬을 원자력연수원에 상설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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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탁기관 계 약 번 호

초    록

우리나라의 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분야 기술 홍보를 위해서 우선 전세계적인 이용동향과 우리나라의 연
구개발 성과 및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 다. 

이에 따라 기술전시회 개최를 통한 우리나라 연구개발 수준을 보여줌과 동시에 회원국과의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협력추진 가능 분야를 우선적으로 구성하여 비디오 상물, 판넬 등을 제작하 다.

Multi-Cube 상물은 우리나라의 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분야의 성공사례 및 연구개발 현황을 주축으
로하고 IAEA와의 기술협력 현황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시지 전달 효과 극
대화를 위하여 테마별로 그룹을 설정하 다. Multi-Cube 상물은 비디오 및 CD로 제작되어 기술전시회 
참가자들에 배포하 다. 

또한 시각적인 이미지 개선 및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일부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Panel을 통하여 소
개하 으며, 동위원소 및 방사성의약품 생산 및 연구개발, 방사성동위원소 추적자 이용, 방사선을 이용한 
수처리 및 고분자 재료 개발 및 방사선 식품조사 이용의 에 관한 4종의 leaflet을 작성 배포하 다.

우리나라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IAEA와의 원자력 기술협력강화 및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수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분야 발전과 미래 역할을 부각시키는 홍보 상물 및 
전시회 패널로 구성된 기술전시회를 IAEA 제44차 총회기간중 Austria  Center Vienna(ACV) 2층 특별전시
실에서 개최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작된 Multi-cube 상물은 국문 및 문본으로 제작하여 각각 CD 형태로 전환하여 
국내/외에 우리나라의 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기술분야 연구개발 결과 홍보를 통한 기술수출 및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Multi-cube 상물 및 Leaflet을 원자력연수원에 제공하여 원자력연수원이 개최하는 Workshop, 
Training Course 등을 포함한 국제회의 및 국내과정 개최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원자력연수관 건립이 완료되면 다양한 국제과정 및 연수훈련이 자주 이루어지
게 되어 그 횟수의 증가에 따른 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분야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
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또한 동위원소 활용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국내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어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0. 11.10~14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FNCA 각료급 회담시 판넬 전시회를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보
으며 아시아 지역국가들의 우리나라의 동 분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하 다.

앞으로는 제작된 판넬을 원자력연수원에 상설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주제명 키워드 (10단어 이내)

  국제원자력기구,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기술전시회, 원자력이용,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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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IAEA Technical Exhibition, it was required to analyze the all the informations from the 

researches which has been done till recently related to the applications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s.  

A few aspects drawn from the analysis were made and it was able to represent  the scopes and the 

prospects regarding the applications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s developed in Korea at the IAEA 

Technical Exhibition. Exhibition was mainly focus into the RI production, utilization in medical, 

engineering and agricultural fields and irradiation of food products. Exhibition representing Korea were 

readily prepared under the entitled name of "Pillars for Quality of Life", Multi-cube and Panel 

presentation at the same time. IAEA Technical Exhibition was held from September 18 to 21, 2000. 

Exhibition was successfully proceeded and presentation led to get the attention from IAEA Member 

Counturies including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bout Korea's recent development on 

improving quality of human life using radiation and radioisotopes.

The outcome of IAEA Technical Exhibition prepared by based on the successful experiences and 

activity related to the subjects was primarily on the elucid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Multi-cube and Panel presentation expressed fully and effectively the 

scopes of the researches recently undergone in Korea and the efforts put into the technical development 

on radiation and radioisotopes application. In addition, other important research results were provided 

by Leaflet and those were about Radioisotope Production , Application of Radioisotope Tracers , 

Wastewater Treatment by Irradiation and Food Irradiation . 

All the exhibition materials including Compact Diskette were prepared in English for the IAEA 

Technical Exhibition held in Austria Center Vienna during the 44th IAEA General Conference.  The 

reported informations and materials should be employed to the other objectives like presentation at the 

training course and workshop, Conferences, and Symposium. 

Furthermore, it would be mostly beneficial for making people to understand the positive role of 

researches involving the application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s in the area of Life-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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