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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의료용 동위원소 요소기술 개발

II.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ARGUS 원자로 및 그로부터 Mo-99 및 Sr-89를 회

수/정제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용 동위원소 전용로(MIP; Medical 

Isotope Producer) 개념을 검토한 바 있다. MIP의 국내 건설 사업에 대한 논

의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MIP 건설 여부와는 별개로 국가 기반기술 

확보 차원에서 MIP 관련 요소기술을 더 연구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이 연구

를 추진하 다. 

  이 연구의 목적은 수용액핵연료 원자로에서 의료용 동위원소 Mo-99 및 

Sr-89를 생산하는 기술을 실험적으로 검증, 개선하고 요소기술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흡착제 성능평가 방법론과 생산품 품질분석 방법론 습

득 및 개선 등 우리 연구자들의 실험능력 배양, 향후 공정 개선 및 원자로 

설계 개선 방안 도출 등 부차적인 목적이 있다. 실제로 검증의 초점은 화학 

공정에 맞추어져 있고 원자로 기술 자체는 검증의 대상이 아니다. 

 

III. 연구 범위 및 내용 

  1. 선행 특허 분석

  러시아 연구자들이 개발자이지만 특허권은 미국 TCI사가 갖고 있는 

Mo-99 및 Sr-89 생산 공정 등에 관한 특허들의 내용과 중국 및 일본에 진

출 여부를 조사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 다. 

  2. 의료용 동위원소 회수/정제 요소기술 검증 및 개선  

  러시아 Kurchatov 연구소(KI)의 ARGUS 원자로 및 핫셀 시설에서 우리나

라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한러 공동 실험으로 진행한다. 실험 항목은 크게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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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GUS 핵연료(즉, HEU 조건)에서의 Mo-99 회수/정제 

 • ARGUS 원자로 공동(空洞)에서 Sr-89 회수/정제

 • 저농축 핵연료에서 Mo-99 회수/정제 (LEU 핵연료 제조 및 특성 조사 

포함) 

  생산품의 품질 분석은 KAERI (및 국내 기관), KI, 외국의 별도 기관에서 

각각 수행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3. 검증 실험을 위한 보조 계산 

  화공학적 모델을 이용한 Sr-89 생산량 평가, 연소에 따른 핵연료 내 악티

나이드 조성 변화 등을 계산하여, 원자로 운전 방식과 운전 시간 등 실험 조

건을 결정하는 데 참고한다. 

IV. 연구 결과 

  1. 선행 특허 분석 

  미국 TCI사가 갖고 있는 네 가지 관련 특허 현황을 조사하고 변리사의 

legal opinion을 구하 다. ARGUS형 수용액 핵연료 원자로를 이용한 Mo-99 

및 Sr-89 생산기술 특허의 중국, 일본 진입 여부 및 중국, 일본, 미국에서 판

매시의 이들 특허에 대한 대처 방안에 관한 법률적 해석에 관한 것이다.

  중국에서 TCI사의 Mo-99 및 Sr-89 생산기술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으므

로 특허 침해의 우려는 없으나, 일본의 경우 아직 TCI사의 Mo-99 생산 관

련 특허가 권리화 될 여지가 남아있다. 그럴 경우 MIP로 생산한 Mo-99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TCI와 실시권 계약을 맺거나 회피 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피 설계는 특허를 받은 공정의 단계나 조건을 

“생략”하여야 하며 “변경”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변경이 아니라면 균등론에 

따라서 특허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2. 의료용 동위원소 회수/정제 요소기술 검증 및 개선  

    가. 실험 계획

  Mo-99 생산 실험으로 HEU 및 LEU 핵연료로부터 Mo-99를 회수/정제하

는 두 종류의 실험이 계획되었다. HEU 실험은 기존 ARGUS 원자로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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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LEU 실험은 따로 제조한 LEU 수용액핵연료를 넣은 앰풀을 ARGUS 

반사체 역에서 중성자 조사한 후 그로부터 회수/정제한다. HEU에서 

Mo-99 생산 실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실험 횟수: 3 회 

 • 실험 조건

- 원자로 운전: 100 kW·hour (20 kW로 5 시간) 

- Mo 흡착제: 기존 KI 흡착제 사용. 3회중 1회는 KAERI 개발

흡착제를 정제 공정에 사용함. 

 • KI가 선적할 샘플 개수: 총 12 개

- 분석 기관별 2 개 (α 방출 불순물 분석용, β 및 γ 분석용) 

   × 2 개 기관 (KAERI, JAERI) × 3 회 실험 

 • 생산 Mo-99 샘플 제원 (1 개)

- 방사능량: 선적 시점에 50 mCi 이상 

- 화학적 형태: Na2MoO4 

- 운송 용기: TPC1A-20 (Type A 용기)

  LEU 사용 실험을 위해 이중 원통 앰풀에 넣을 핵연료의 농축도는 20%, 

U 농도는 350 g/L로서 HEU인 경우 81 g/L 보다 훨씬 농도가 짙다. 상대적

으로 actinide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도 기존의 Mo 회수/정제 공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는 것이 이 LEU로부터 Mo 생산 실험이다. HEU 사용 실험

과 다른 점은 생산되는 Mo-99의 양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앰풀 내 LEU로

부터 회수/정제한 Mo-99 샘플의 방사능량은 선적 시점에서 1 mCi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어 β  방출 불순물의 분석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Sr-89 생산 실험에서는 예전에 수행한 실험에서 문제가 되었던 metal 

ceramic filter의 효율과 고방사능 불순물 처리 문제 등을 면 하게 평가한다. 

생산될 Sr-89 샘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방사능량: 선적 시점에 50 µCi 이상 

- 화학적 순도: 95%

- 부피: 20 ml 이하

- 화학적 형태: SrCl2 

- 운송 용기: Type A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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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품질 분석

  Sr-89는 핵분열 생성물중 기체 성분을 포집하여 선택적으로 회수할 수 있

으므로 주요 불순물 핵종은 Cs, Ba, Ce 등의 기체상 γ 방출체들로 국한된다. 

그러나 Mo-99의 경우에는 모든 방사성 핵분열 물질이 불순물 핵종으로 존

재할 수 있으며 특히 actinide α 방출체 혼입이 가능하므로 Sr-89의 경우보

다 불순물 관리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필요한 동위원소 이외의 다른 방사성 

원소들의 잔류 기준치로 미국 약전을 따른다. 

  정제 대상인 Mo-99, I-131, Ru-103, Sr-89, Sr-90 등의 핵적 특성과 α, β, 

γ 각각의 측정 방법과 측정 기기 등을 고찰하 다. γ 측정은 한국원자력연구

소, 미량의 α, β 측정에는 서울대 기초과학 공동기기원이 가장 적합한 것으

로 보인다. 

  3. 검증 실험을 위한 보조 계산 

  ARGUS에서 Sr-89 생산 용량을 화공학적인 모델로 평가한 결과, 1회 실

험에서 최대 3.3 mCi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기체 수송 속도를 

빨리 할수록, 그리고 감쇠 탱크의 부피를 작게 할수록 회수율이 좋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정제도와의 관련성 등 더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한편, 핵연료 연소에 따른 악티나이드 핵종의 질량과 방사능 양의 변화를 

계산하 다. 악티나이드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생성되는 α 붕괴 핵종은 

U-235, -236, -238, Np-237, Pu-238, -239, -240, Am-241 등이고, U-237, 

Np-239, Pu-241 등은 주요 β  선원이다. 

  핵연료의 연소에 따라 ARGUS 및 MIP의 핵연료의 조성을 계산한 값을 

비교하면 역시 MIP 경우에 Pu 생성량이 훨씬 많다. 그러나 연소가 진행되더

라도 여전히 전체 악티나이드에서 U이 차지하는 양은 압도적이어서, MIP의 

경우처럼 U 농도가 상대적으로 짙은 환경에서 Mo 흡착제의 성능을 검증하

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방사능량의 관점에서 보면, ARGUS에서 

상당히 연소가 진행된 시점에도 알파 방사능의 대부분은 U 핵종에 기인하지

만 MIP에서는 불과 30 일 이후에 벌써 Pu-239의 기여가 더 커진다는 점이

다. 따라서 LEU를 사용할 경우 Mo 흡착제의 Pu 제거 성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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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활용방안 

  러시아와 공동 실험을 통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의 깊이에 한계가 

있는 등의 이유로 실증적 실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MIP 연

구를 재개한다면 이 연구 중에 기획한 검증실험 방안과 선행특허 분석을 바

탕으로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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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Key Technology for the Medical Isotope Production 

II. Objectiv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is to experimentally verify and enhance key technologies for 
the medical isotope production from a solution fuel reactor. Mo-99 and Sr-89 
recovery/purification processes that the Kurchatov Institute, Russia, has proposed 
are the subjects of the verification. In addition, experiencing detailed experiments, 
KAERI staffs are expected to acquire knowledge and informat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MIP, the Medical Isotope Producer that is based on a 
solution reactor. 
 
III. Work Scope and Contents
   Experimental verification of chemical processes is the substance of the 
Project. The work also includes survey of US patents relevant to the MIP 
technology, and calculation analyses on the isotope production capacity and on 
the actinide composition of burnt fuel.  
   The experiments planed are i) a series of Mo-99 recovery/purification 
experiments from the ARGUS reactor which uses high enriched uranium (HEU) 
fuel, ii) a series of the same experiments but from the low enriched uranium 
(LEU) solution target, and iii) a demonstration of the mechanism of Sr-89 
delivery from the air medium in the reactor vessel. Three organizations will 
independently analyze radioactive impurities in the products.
   Meanwhile, estimation of Sr-89 production capacity by model calculations and 
prediction of actinide compositions in HEU and LEU solution fuels will help in 
determining the reactor operation conditions such as the operation time.
 
IV. Results 
    1. Survey of Patents 
    The US company TCI, Inc. holds four Russian-invented patents regarding 
Mo-99 and Sr-89 production in ARGUS type reactor. The survey and legalistic 
interpretation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infringe the patents in case of 
exporting medical isotopes produced at the MIP to Japan and the US so far as 



- 8 -

the MIP adopts the concept of the Russian ARGUS and recovery/purification 
process. The export to China would not infringe the patents.  
    Eliminating, not minor changing, step(s) or condition(s) of patented processes 
would help to avoid the patent infringement.

    2. Experimental Verification of Mo-99 and Sr-89 Production Processes     
    As the first activity, the outline of the Mo-99 production experiment from 
the ARGUS fuel (i.e., HEU solution fuel, 81 g-of-U/L) is summarized below. 
    • Number of experiments: 3 campaigns
    • Experiment conditions
      - reactor operation time: 100 kW-hr
      - Mo adsorber: Ti-based inorganic adsorber (KI adsorber) in both Mo 

recovery and purification processes, and nano alumina fiber (KAERI 
adsorber) in purification process 

    • Mo-99 sample specification
      - number of samples: 12 (2 off-shore analyzers, 2 samples for γ/β 

measurement and α measurement, and 3 campaigns) 
      - radioactivity: 50 mCi (each sample, at the time of shipment)
      - chemical form and volume: Na2MoO4, less than 20 ml 
      - container for the transportation: TPC1A-20 (Type A container) 

    For the Mo experiment from LEU fuel, the fuel solution of 20% enriched, 
350 g-of-U/L is prepared. The experiment will show the efficiency of the Mo 
adsorber for such a high density of U condition. The ampoule filled with LEU 
fuel is irradiated at the graphite reflector region outside the ARGUS reactor 
vessel. The amount of radioactivity is limited to 1 mCi at the time of shipment, 
which seems to be not sufficient for the measurement of β emitting impurities. 
    The Sr-89 production experiment concerns the efficiency of metal ceramic 
filters and treatment of highly radioactive impurities. The specification of Sr-89 
sample is summarized as: 
    • Sr-89 sample specification
      - radioactivity: 50 µCi (each sample, at the time of shipment)
      - chemical form and volume: SrCl2, less than 20 ml
      - container for the transportation: TPC1A-20 (Type A container) 
     
    The β emitters such as Cs, Ba, Ce isotopes, and Sr-90 consist of the 
impurities in the Sr-89 samples, while many α, β, and γ emitters consis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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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urities in Mo-99. KAERI is ready to measure γ and an affiliation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selected to measure α and β.    

    3. Supplement calculations
    The gas dynamic model calculations showed that the recovery efficiency of 
Sr-89 increases for higher gas flow rate and smaller decay tank. This result is 
somewhat inconsistent with KI's experience. It is necessary to study a relation- 
ship between the recovery efficiency and degree of purification.
    The amount of each actinide in the burnt fuel was calculated using 
ORIGEN2 code. As it was expected, Pu-239 build-up in the LEU fuel is much 
larger than that in the HEU fuel in terms of both mass and alpha radioactivity. 
However, the most contribution to the total actinide mass came from the 
uranium isotopes due to so large initial loading. Then the Mo adsorber should 
be efficient not only for the high alpha activity condition due to Pu-239 build-up 
in LEU fuel but also for high U density condition.

V. Proposal for Applications 
   Because of a difficulty in the KAERI-KI full-time co-experiments at KI labs 
as well as a different idea between two parties about the depth of background 
information to be provided to KAERI, the experiment plan was not executed. 
However, the experiment plan established and other surveys performed during 
this project will be helpful for an efficient MIP work, if pursued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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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방사선 기술 (RT; Radiation Technology) 진흥 정책의 수립, 추진과 더불어 국내

에 의료용 동위원소 전용로 건설이 논의되면서, 러시아 쿠르챠토프 연구소(Russian 

Research Center "Kurchatov Institute"; 이하 KI)가 개발한 수용액핵연료 원자로 

ARGUS 및 그로부터 Mo-99 및 Sr-89를 회수/정제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의

료용 동위원소 전용로(MIP; Medical Isotope Producer) 개념을 검토하기 시작하

다.[1] 비록 경제성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2] MIP의 국내 건설 사업에 

대한 논의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기술성 관점에서는 현재 러시아 기술의 기

술성이 상당 부분 입증되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 다.[3] 이 평가에 따라, MIP 

건설 여부와는 별개로, 국가 기반기술 확보라는 차원에서 RT 연구사업의 하나로서 

MIP 관련 요소기술을 더 연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사실 수용액핵연료 원자로에

서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한다는 개념은 러시아의 전유물이 아니고 중국도 최근 

거의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4] 또 러시아 개발 기술

이라고는 해도 미국이 상당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제3절 참조) 그 개념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러시아 ARGUS 원자로 시설을 이용한 Mo-99 및 Sr-89 생산 기술의 기술성이 

인정된다고는 해도 현재의 러시아 제안 개념을 우리나라에서 MIP로 구현하는 데는 

몇 가지 요소기술에 대해 추가적인 검증 및 개선이 필요하다.[3] 즉, ARGUS의 

90% 농축도 핵연료 대신 MIP는 20% 미만을 사용해야 하므로 노심 설계가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Mo-99 회수/정제 계통 및 공정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또한 원자로 

출력 증강에 따른 설계 변경, 다중방어 개념 구현을 위한 원자로측 시설 추가 및 

보완 등도 뒤따라야 한다. Sr-89 회수/정제 공정 경우는 ARGUS에서도 아직 완료

된 것이 아니고 임시 실험 수준이기 때문에 회수 loop의 최적화 설계와 Sr 흡착제 

및 필터 연구 등이 더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앞서 수행한 기술성 조사 과제에서 제시한 요소기술 검증 방

안에 따라, 수용액핵연료 원자로에서 의료용 동위원소 Mo-99 및 Sr-89를 생산하는 

기술을 실험적으로 검증, 개선하고 요소기술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또한, 흡착제 성

능평가 방법론과 생산품 품질분석 방법론 습득 및 개선 등 우리 연구자들의 실험능

력 배양, 향후 공정 개선 및 원자로 설계 개선 방안 도출 등 부차적인 목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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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검증의 초점은 화학 공정에 맞추어져 있고 원자로 기술 자체는 검증의 대상

이 아니다. MIP를 건설할 경우 원자로 분야에 대해서는 앞의 기술성 조사 연구에서 

설계 개선 방향과 고려 사항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제 2 절 연구 수행 현황 

  1. 실험 계획

  우리나라는 수용액핵연료 경험과 시설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 KI의 기존 시설에서 

공동 실험을 추진하 다. Mo-99 회수/정제 공정의 성능을 실증하는 데 실제 시설

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데, Sr-89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즉, 기체동력학적인 관

점에서 Sr-89를 포함한 fission gas들의 거동 특성을 좀 더 면 히 이해하는 데는 

실제 방사성 물질을 쓰지 않고도 비슷한 조건의 mock-up loop를 구성하여 실험하

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mock-up을 만들어 기체동력학 실

험을 수행하는 것은 범위 밖이다. 

  실험 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3장 참조)

 • KI의 ARGUS 원자로 및 핫셀 시설에서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한러 

공동 실험으로 진행한다. KI는 실험 절차 등에 대하여 우리 참여자들에게 설명 

자료, orientation 등을 제공한다. 

 • 실험 항목은 크게 다음과 같다.

- ARGUS 핵연료(즉, HEU 조건)에서의 Mo-99 회수/정제, KI 흡착제 사용

- ARGUS 핵연료에서의 Mo-99 회수/정제, KAERI 흡착제 사용

- ARGUS 원자로 공동(空洞)에서 Sr-89 회수/정제

- LEU 핵연료 제조 및 ARGUS 노내 조사후 Mo-99 회수/정제 

 • 원칙적으로 모든 실험 기자재는 KI가 준비한다. 다만 KAERI가 개발한 Mo 흡

착제 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에는 KI의 요구 사양에 맞추어 KAERI가 흡착제를 

제작, 제공한다. 

 • 생산품의 품질 분석은 KAERI (및 국내 기관), KI, 외국의 별도 기관에서 각각 

수행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2. 현황

  이 연구는 당초 2 년(실제로는 19 개월)을 예정한 연구이고 이 보고서는 1차년도 

(7 개월) 보고서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위에서 기술한 실증적 실험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2차년도 연구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 다. 그 이유로 러시아와 공동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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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음 기대와 달리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과 국내에서 MIP 관련 연구에 대한 공

감대가 형성되지 못하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동 실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KAERI와 KI 사이의 협상에서 문제가 된 부분

은 KI가 제공할 자료의 종류와 깊이, KAERI 연구진의 실험 참여 방법, 두 가지이

다. KAERI는 공동 수행 실험에 직접 관련된 항목(실험설비 설명, 실험절차, 결과 

등)뿐만 아니라 기존의 흡착제 특성 연구결과 및 핵연료 제조 방법 등을 포함한 기

본 자료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 으나 KI는 황산우라늄 수용액 핵연료의 특성과 제

조 방법, Mo 흡착제 성형 방법과 흡착제 샘플, LEU 핵연료 조사용 앰풀의 설계 등

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 다. 물론 자기들의 기술을 보호하

려는 적극적인 의도도 있을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KI의 연구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과의 계약상의 제약을 그 이유로 추측할 수도 있다.(제3절 참조) 

한편 KAERI는 KAERI 연구원들이 전체 실험에 참여(또는 원자로 운전 같이 별도

의 면허가 필요한 경우는 참관)하는 “공동” 실험을 수행하고 KI측은 실험 이전에 

orientation, 실험 중에는 상시 통역 및 기술 설명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 으나, KI

는 KAERI 연구원들의 전면적 실험 참여는 불가하고1) 그 대신video를 이용한 실험 

과정 관찰과 토의를 제안하 다. 

  수용액핵연료 제조 및 특성 자료와 Mo 흡착제 성능평가 자료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전자는 저농축 핵연료를 사용할 경우의 기술성을 검증, 개선한다

는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후자는 선행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흡착제를 개발

한다는 RFP 내용을 만족하기 위해서 불가결한 것이다. 또한, 상당한 수준의 공동 

실험을 위하여 우리 연구진의 러시아 파견을 강화하라는 것이 과제 선정시의 요구

사항이었음에 비추어, 당초의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 다. 

1) 협상 초기에 KI 측은 공동실험 방안 및 상세 프로그램 문건까지 작성하여 제시하는 등 

공동실험을 수용하는 자세이었고, 다만, 우리 연구원들의 참여 때문에 부가되는 경비(실

험절차 교육, 설명 자료 작성, 통역 등)에 대해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러

시아 정부(Federal Agency of Security)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공동"실험이 곤란해졌는

데, 2005년 2월경에 바뀐 새 지침에서는, 전체 방문 기간의 길고 짧음과 무관하게 1 회 

방문 기간 중 주요 시설 방문은 누적하여 3 일 이하로 제한한다고 한다. 이 지침은 KI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타 연구소(예를 들어 RIAR)에도 적용하고 있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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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관련국 동향  

  1. 러시아-미국 협력 현황 [5∼7]

  KI의 ARGUS 시설에서 Mo-99 및 Sr-89를 생산하는 연구에 대한 러시아와 미국

의 협력은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쪽의 관련 기관은 Argonne 

National Lab.과 TCI(Technical Commercialization International, Inc.)라는 사설 회

사이다. 연구비 지원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02년도 TCI의 연

구비 지원 내역[7]에 따르면, IPP(Initiatives for Proliferation Prevention)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ANL을 통한 지원 (Mo-99 생산 연구; 58 만 달러),  KI 직접 지원(100 

kW LEU 원자로; 약 77만 달러), CRDF(Civilian Research and Development 

Foundation)를 통한 지원 (Sr-89 loop 연구; 15 만 달러), ISTC(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를 통한 지원 (Sr-89 거동 연구; 5 만 달러) 등 다

양하다.2)  이 밖에도 업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KI와 DOE 사이의 직접

적인 특별 계약도 있다고 한다. 

  러시아-미국의 협력에서 기술적으로는 KI와 ANL 사이의 협력이 중심이 되고 

있다.3) 1999 년 가을부터 3 년간 IP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한 KI의 연구는 

있는 그대로 고농축 수용액핵연료에서 Mo를 생산하는 연구이었고, 그 후 약 2 

년에 걸쳐 저농축 핵연료를 사용하는 100 kW 원자로와 Sr-89 생산 loop를 

연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KI와 공동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려는 기술의 상당 부분을 이미 

KI에서 실험을 수행하 거나 계획 중이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것과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실험의 결과를 직접 분석하는 등 주도적으로 기술의 작동 여부를 

검증할 뿐만 아니라, 실험의 실제 과정과 실험에 사용된 핵연료, 흡착제 관련 

자료도 충실히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 ANL의 fission Mo 연구진은 

우리와 KI 사이의 공동 실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으로 KI가 우리에게 

기술을 누출할 것을 우려하면서 KI 측에 기술 단속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5,6] KI도 미국 측에 대하여 기존 러시아-미국의 계약을 충실히 따를 

2) TCI가 지원하 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정부 (DOE 및 국무부)가 자금원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DOE가 IPP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거나 국무부가 CRDF 출연금을 내

면서 집행을 TCI에 맡기는 방식인 듯 하다. KI의 실무 책인자인 Pavshook의 설명으로

는, 4 년 전까지는 TCI가 KI에 직접 돈을 주었으나 더 이상 TCI가 KI에 직접 돈을 주

지는 않는다고 한다. 

3) 당초 MIPR 프로젝트를 우리나라에 제안한 IPPE는 러-미의 실제적 협력에서는 빠져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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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하고 있다.[6] 따라서 기존 러시아 KI와 미국의 TCI/ANL/ DOE 사이의 

협력은 우리의 검증 실험 계획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2. 중국의 MIPR 프로젝트 현황[4] 

  2004 년 12 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삼국의 방사성 동위원소 협회 연차 

회의에서 중국은 MIPR(Medical Isotope Production Reactor) 프로젝트를 소개한 바 

있다. 이 때 발표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시설 개요

   - MIPR 구성: 원자로 2 기 및 Mo-99, I-131, Sr-89 생산 시설

  - 원자로 형식 및 출력: 수용액 핵연료 원자로, 200 kW 

  - 핵연료 조성: 질산 우라늄 수용액 핵연료, UO2(NO3)2

- 핵연료 농축도: 90% 및 19.5% (90% 핵연료에 대해 실험 계획 중)

- 노심 부피 및 핵연료 장전량: 100 L, U-235 4 kg 이하 

- 연간 생산 용량: Mo-99 100 kCi, I-131 20 kCi, Sr-89 400 Ci

  • 프로젝트 개요

- 추진 기관: Nuclear Power Institute of China (NPIC)

- 착수 시점: 1997 년 

- 연구비: 지금까지 천만 달러

- 인적 구성: 연구원 30 인, 엔지니어 60 인, 설계자 50 인

- 현재 상황: 중국 정부의 승인 획득하 음. 

      예비 부지 및 환경 평가, 예비 안전성 분석 보고서 작성 중 

- 착공 및 완공: 2005 년 착공4), 2008 년 완공

- MIPR 엔지니어링 및 운  회사 설립 준비 중: CNNC 포함 중국내 몇 개 

기관은 출자 약속함. 한국 및 일본의 참여 희망 (약 3,000 만 달러 예상)

  • 연구 분야 및 현재 수준 

- 동위원소 회수/정제: 개발 완료 (Mo-99 회수/정제 공정은 중국 특허 획

득, I-131 및 Sr-89 회수/정제 공정은 중국 및 국제 특허 출원 중)

- 핵연료 정제 (핵연료 사용 연한 20 년): 예비 연구 완료  

- 기체 순환 loop의 설계 및 실험: 수소 제거 실험 수행 중 

- 원자로 설계 및 임계 실험: 90% 농축도 핵연료에 대한 임계실험 준비 중

- 열수력 설계 및 실험: 열수력 mock-up 실험 준비 중

- 원자로 구조 설계 및 기계적 특성 실험: SS 204L 사용, Flow Induced 

4) 2005년 6월 현재 아직 착공하 다는 정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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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bration 실험 준비 중

- SS 304L 부식 실험: 수행 중 

- MIPR 예비(preliminary) 설계: 완료

- 원자로 동특성 해석: (주로 노심에서 기포 발생 관련) 완료

- 부지 및 환경 평가, 예비 안전성 분석: 완료  

  이상과 같이 중국은 지난 8 년 동안 MIPR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들의 주장

대로라면, 모든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수/정제 시험 성

적표라든가 논문 등이 입수된 바 없어서 기술 수준을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MIPR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서도 다른 경로로 입수되고 있는 정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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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 특허 조사

제 1 절 TCI사 특허 현황

   1. US 5,910,971

    -특허명: Method and apparatus for the production and extraction of Mo-99

    -발명자: Nikolai N. Ponomarev-Stepnoy, Vladimir A. Pavshook, Grigoriy F. 

Bebikh, Vladimir Ye. Khvostionov, Peter S. Trukhlyaev, Ivan K. 

Shevetsov

    -출원인: TCI Incorporated, Albuquerque, N.M., USA

    -출원일자: 1998년 2월 23일

    -등록일자: 1999년 6월 8일 

  러시아 쿠르차토프 연구소 소유의 Argus type reactor를 이용한 Mo-99 생산 방

법 및 장치에 관한 기본특허로서 청구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 내지 100 킬로와트 정격의 균질용액 핵반응로를 준비하는 단계;

핵반응로 속에서 균질핵분열물질로서 우라닐설페이트 용액을 이용하는 단계;

핵반응로를 가동하여 우라닐 설페이트 용액 내에 Mo-99를 포함하는 핵분열

생성물을 생성하는 단계;

핵반응로를 정지하고 냉각시키는 단계;

핵반응로의 상부로부터 열교환기를 통해 우라닐 설페이트 용액을 펌프하여 

우라닐 설페이트 용액을 30℃ 미만으로 냉각시키는 단계;

냉각된 우라닐 설페이트 용액을 Mo-99의 선택적 흡수를 위한 흡착제를 함

유하는 컬럼으로 통과시키고 흡수되지 않은 우라닐 설페이트를 반응로 바닥

으로 되돌려보내는 단계로서, 실질적으로 모든 우라닐 설페이트 용액이 흡착

제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되는 단계;

물을 흡착제 컬럼으로 통과시켜 우라닐 설페이트 용액의 농도를 유지시키는 

단계(여기에서 물은 반응로의 운전 도중에 발생하는 수소와 산소를 재결합시

켜 만들어진다); 및

질산을 흡착제를 통해 통과시켜 흡착제로부터 Mo-99를 추출하고 결과 용액

을 별도의 용기에 모으는 단계

를 포함하는 핵반응로에서 생성되는 핵분열 생성물로부터 Mo-99를 수집하

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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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US 5,962,597

    -특허명: Solid polymer sorbent for Mo-99 extraction and its method of 

production

    -발명자: Nikolai N. Ponomarev-Stepnoy, Vladimir A. Pavshook, Grigoriy F. 

Bebikh, Vladimir Ye. Khvostionov, Peter S. Trukhlyaev, Ivan K. 

Shevetsov, Yelena L. Vandysh

    -출원인; TCI Incorporated, Albuquerque, N.M., USA

    -출원일자; 1998년 2월 6일

    -등록일자; 1999년 10월 5일 

  US 5910971의 Argus type reactor를 이용한 Mo-99 생산에 쓰이는 유기 흡착제 

(composite ether of maleic anhydride copolymer and α-benzoin-oxime)에 관한 특

허로서, 특허 US 5910971의 종속항에 이 내용이 있음을 감안하면, 본 특허의 내용

은 US 5910971 특허의 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3. US 6,337,055

    -특허명; Inorganic sorbent for Mo-99 extraction from irradiated uranium 

solutions and its method of use

    -발명자; N. D. Betenekov, E. I. Denisov, T. A. Nedobukh, L. M. Sharygin

    -출원인; TCI Incorporated, Albuquerque, N.M., USA

    -출원일자; 2000년 1월 21일

    -등록일자; 2002년 1월 8일 

  무기 흡착제(hydrated titanium dioxide 및 5-40 mol% zirconium hydroxide)를 

이용한 Argus type reactor를 이용한 Mo-99 생산방법으로 청구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라닐 설페이트 균질용액형 원자로의 핵분열부산물로부터 Mo-99를 흡착

하는 데 이용되는 조성물로서, 5-40 mol%의 zirconium hydroxide를 함유하

는 hydrated titanium dioxide로 구성되며, 약 0.1-2.0mm 크기의 펠렛 형태

이고 비표면적이 100-350 m
2
/g이고, 기계적 강도가 적어도 15 MPa인 조성물”

“5-40 mol%의 zirconium hydroxide를 함유하는 hydrated titanium dioxide

로 구성되며, 약 0.1-2.0 mm 크기의 펠렛 형태이고 비표면적이 100-350 

m
2
/g인 무기 흡착제를 함유하는 컬럼에 우라닐 설페이트 용액을 펌핑하여 

무기 흡착제에 Mo-99를 충분히 흡착시키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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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제 컬럼에 압축공기를 펌핑하여 잔류 원자로 용액을 제거하는 단계;

흡착제 컬럼에 증류수를 펌핑하여 잔류 원자로 용액을 제거하는 단계;

농도가 약 0.1M인 황산용액으로 컬럼을 씻어내어 미량의 수산화 우라늄 석

출물을 제거하는 단계;

농도가 약 1.0M인 질산용액으로 흡착제 컬럼을 씻어내어 흡착제로부터 미

량의 우라늄을 탈착시키는 단계; 및

상기 컬럼에 농도가 약 3-5M인 암모니아 용액을 통과시켜 흡착제로부터 

Mo-99를 탈착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우라닐 설페이트 균질 용액형 원자로의 핵분열 생성물로부터 

Mo-99의 흡착방법”

   4. US 6,456,680

    -특허명; Method of Sr-89 radioisotope production

    -발명자; S. S. Abalin, Y. I. Vereschagin, G. Y. Gregoriev, V. A. Pavshook, 

N. N. Ponomarev-Stepnoy, V. E. Khvostionov, D. Yu. Chuvilin

    -출원인; TCI Incorporated, Albuquerque, N.M., USA

    -출원일자; 2000년 3월 29일

    -등록일자; 2002년 9월 24일

  Argus type reactor를 이용한 Kr-89로부터 Sr-89 생산방법으로 청구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라닐 설페이트 수용액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로로부터 Sr-89를 회수

하는 방법에 있어,

불활성 기체 핵분열 물질이 생성되고 수용액연료 상층부에 모이며 이들 중

에 크립톤과 루비듐으로 구성된 핵분열 생성 기체가 존재하며,

이들을 펌프를 통하여 지연관으로 이송하되 지연관에서 약 10분간 지체함

으로써 Kr-90이 붕괴되어 제거되며,

다시 이 기체들은 1차 필터 장치를 거침으로써 루비듐과 1차 지연관에서 

Kr-90의 붕괴로부터 생성된 Sr-90의 침전물을 걸러주고,

2차 지연관으로 주입된 기체는 다시 약 30분간 체류하면서 Kr-89가 Sr-89

로 붕괴되면서 침전되고,

다시 기체가 2차 필터를 거침으로써 잔존하는 루비듐과 Sr-89 입자가 제

거된 후 원자로로 순환되는 방법으로 2차 지 관 및 필터에 남아있는 

Sr-89를 산으로 세척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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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Legal Opinion

  본 절은 ARGUS형 수용액 핵연료 원자로를 이용한 Mo-99 및 Sr-89 생산기술 

특허의 중국, 일본 진입 여부 및 중국, 일본, 미국에서 판매시의 이들 특허에 대한 

대처 방안에 관한 법률적 해석에 관한 것이다.

   1. TCI사 특허권의 범위 해석

① US 5,910,971

Argus type reactor를 이용한 Mo-99 생산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기본특허로서 

흐름도와 장치도는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ARGUS형 원자로를 이용한 Mo-99 생산 방법

② US 5,962,597

①의 Argus type reactor를 이용한 Mo-99 생산에 쓰이는 유기 흡착제

(composite ether of maleic anhydride copolymer and α-benzoin-oxime). ① 

특허의 종속항에 이 내용이 있음을 감안하면, ② 특허의 내용은 ① 특허의 내

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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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US 6,337,055

무기 흡착제(hydrated titanium dioxide 및 5-40 mol% zirconium hydroxide)를 

이용한 Argus type reactor를 이용한 Mo-99 생산방법.

④ US 6,456,680

Argus type reactor를 이용한 Kr으로부터 Sr-89 생산방법으로 그 개념도는 그

림 2.2와 같다..

    

1. ARGUS Reactor, 2. Hydrogen treatment loop, 3. Valve 1, 4. Primary holding tank
5. Pump, 6. Primary filter, 7. Secondary holding tube, 8. Secondary filter, 9. Valve 2
10. Inclined reflux tube, 11. Condenser

그림 2.2. ARGUS형 원자로를 이용한 Sr-89 생산 방법

    2. 중국 내 특허 조사 및 대응방안

  중국에는 TCI사의 상기 네 건 특허가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우선권 주장을 통한 출원의 법정진입기한을 고려하면, 중국에는 이들 특허가 진입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TCI사의 상기 네 건 특허에 관한 

기술을 채용하여 실시하더라도 특허침해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한다.

  한편, 중국의 NPIC(Nuclear Power Institute of China)는 독자적인 MIPR 프로젝

트를 통하여 특허를 다수 출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조사 결과, NPIC 소유의 

특허는 약 60건이 공개되었으나, 공개된 건 가운데는 Mo-99, Sr-89, I-131 생산에 

관련된 특허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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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본 내 TCI의 특허 존재 여부 및 대응방안

  일본에는 TCI사의 상기 네 건 특허 가운데 ①, ③ 특허가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

었으나 두 특허 모두 아직 심사청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심사청구 기한이 아래 표 

2.1과 같이 남아 있는 바, 실제로 권리화될 지는 더 기다려 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②, ④ 특허는 진입기한이 경과하 으므로, 일본에는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결론지을 수 있다.

표 2.1. 일본에서의 TCI사 특허 출원 현황

항목 ① 특허 ③ 특허

내용 요약
Mo-99 생산방법 및 장치

(미국 특허와 동일)

무기 흡착제 및

이를 이용한 Mo-99 

생산방법

일본 출원번호

(출원일)

2000-544295

(2000.8.15)

2001-553218

(2002.7.3)

일본 공개번호

(공개일)

2002-512358

(2002.4.23)

2003-529517

(2003.10.7)

심사청구 여부 아직 미청구 아직 미청구

심사청구 기한 2006. 2. 22 2007. 2. 11

따라서 일본에서의 경우는 ①, ③ 특허의 등록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 

  가. ①, ③ 특허가 특허 등록되지 않는 경우

  ①, ③ 특허에 대해 심사청구 되지 않거나, 심사청구 되더라도 거절되는 경우에는 

TCI사의 상기 네 건 특허에 관한 기술을 채용하여 실시하더라도 특허침해의 우려

는 없다.

  나. ①, ③ 특허가 특허 등록되는 경우

  그 권리 범위와 대응방안은 각각 다음의 경우로 집약된다. 먼저 TCI사의 권리 범

위는 다음과 같다. 

  ① 특허에 의해서 Mo-99 생산방법 및 장치에 관한 권리가 확보됨.

  ② 특허 기술은 명시적으로 일본에 진입하지는 않았으나, ① 특허의 종속 청구항

에 의해 이미 유기 흡착제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고 있음.

  ③ 특허에 의해서 무기 흡착제 및 이를 이용한 Mo-99 생산방법에 관한 권리가 

확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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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Mo-99 생산방법 및 장치, 유기 흡착제, 무기 흡착제에 대한 권리를 TCI

사가 독점하게 된다. 이 경우에 ①, ②, ③ 특허의 기술을 채용하여 실시하기 위해

서는 TCI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게 

된다. 이 경우의 대응 방안은 i) TCI사와 실시권 계약을 하거나 ii) 회피 설계를 하

는 방안이 있다. 

  TCI사 특허의 권리범위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으로는 청구항 범위를 벗어나는 회

피기술을 설계하여 실시하면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각 특허의 경우별로  

회피 설계 방안을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특허의 경우

“20 내지 100 킬로와트 정격의 균질용액 핵반응로를 준비하는 단계;

핵반응로 속에서 균질핵분열물질로서 우라닐 설페이트 용액을 이용하는 단계;

핵반응로를 가동하여 우라닐 설페이트 용액 내에 Mo-99를 포함하는 핵분열

생성물을 생성하는 단계;

핵반응로를 정지하고 냉각시키는 단계;

핵반응로의 상부로부터 열교환기를 통해 우라닐 설페이트 용액을 펌프하여 

우라닐 설페이트 용액을 30℃ 미만으로 냉각시키는 단계;

냉각된 우라닐 설페이트 용액을 Mo-99의 선택적 흡수를 위한 흡착제를 함유

하는 컬럼으로 통과시키고 흡수되지 않은 우라닐 설페이트를 반응로 바닥으

로 되돌려 보내는 단계로서, 실질적으로 모든 우라닐 설페이트 용액이 흡착제

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되는 단계;

물을 흡착제 컬럼으로 통과시켜 우라닐 설페이트 용액의 농도를 유지시키는 

단계(여기에서 물은 반응로의 운전 도중에 발생하는 수소와 산소를 재결합시

켜 만들어진다); 및

질산을 흡착제를 통해 통과시켜 흡착제로부터 Mo-99를 추출하고 결과 용액

을 별도의 용기에 모으는 단계

를 포함하는 핵반응로에서 생성되는 핵분열 생성물로부터 Mo-99를 수집하는 

방법” 

등을 청구범위로 하는 본 특허에 있어, 만일, 이 여러 단계 및 각 단계에서의 모든 

한정조건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① 특허를 이용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들 단계와 

조건을 모두 채용하는 한, 부가단계나 부가조건이 있더라도 ① 특허를 이용하고 있

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부가단계나 부가조건이 있는 기술은 ① 특허를 

이용한 기술이라는 의미에서 소위 □□이용발명□□이라 지칭한다. 예컨대, 이들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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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채용하는 한, 흡착제로서 유기 흡착제를 이용하든, 무기 흡착제를 이용하든, 

① 특허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들 단계와 조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본 특허의 이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이들 단계와 조건 가운데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갈린

다.

  먼저, 이들 단계와 조건 가운데 특허의 핵심기술로 판단될 수 있는 본질적인 사

항을 변경하도록 설계한다면 본 특허의 이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의 

핵심기술로 판단되지 않는 비본질적인 사항만을 변경하도록 설계하고 또 그러한 설

계에 의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균등론’이라는 법리에 의거, 비록 변경된 

설계이지만 특허기술의 균등 범위에 있다 하여 특허침해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비본질적인 사항이란 공지기술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부수적인 반응 조건 등이 될 

수 있겠다.

  ③ 특허의 경우

“우라닐 설페이트 균질용액형 원자로의 핵분열부산물로부터 Mo-99를 흡착하

는 데 이용되는 조성물로서, 5-40 mol%의 zirconium hydroxide를 함유하는 

hydrated titanium dioxide로 구성되며, 약 0.1-2.0mm 크기의 펠렛 형태이고 

비표면적이 100-350m2/g이고, 기계적 강도가 적어도 15MPa인 조성물.”

“5-40 mol%의 zirconium hydroxide를 함유하는 hydrated titanium dioxide로 

구성되며, 약 0.1-2.0mm 크기의 펠렛 형태이고 비표면적이 100-350m2/g인 

무기 흡착제를 함유하는 컬럼에 우라닐 설페이트 용액을 펌핑하여 무기 흡착

제에 Mo-99를 충분히 흡착시키는 단계;

흡착제 컬럼에 압축공기를 펌핑하여 잔류 원자로 용액을 제거하는 단계;

흡착제 컬럼에 증류수를 펌핑하여 잔류 원자로 용액을 제거하는 단계;

농도가 약 0.1M인 황산용액으로 컬럼을 씻어내어 미량의 수산화 우라늄 석출

물을 제거하는 단계;

농도가 약 1.0M인 질산용액으로 흡착제 컬럼을 씻어내어 흡착제로부터 미량

의 우라늄을 탈착시키는 단계; 및

상기 컬럼에 농도가 약 3-5M인 암모니아 용액을 통과시켜 흡착제로부터 

Mo-99를 탈착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우라닐 설페이트 균질 용액형 원자로의 핵분열 생성물로부터 

Mo-99의 흡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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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구범위로 하는 본 특허에 있어, 이 청구항은 ① 특허의 방법과는 다소 다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무기 흡착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① 특허의 방법에 

따를 수도 있고, ③ 특허의 청구항 방법에 따를 수도 있다.

  무기 흡착제를 이용하여 ① 특허 방법에 따라 Mo-99를 생산하는 방법은 이미 ① 

특허가 커버하고 있는 범위이고, 따라서 ① 특허에 대한 대응방안이 그대로 적용된

다.

  한편, 청구항 1의 무기 흡착제를 이용하여 ③ 특허의 청구항 3 방법에 따라 

Mo-99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법리가 적용되어 모든 단계와 반응조

건을 채용하는 경우라면 청구항 3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되고, 생략 또는 변경을 

가하는 경우는 청구항 3의 권리범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4. 법리해석 요약

  중국에는 TCI사의 특허가 진입하지 않았으므로, 중국에서 TCI사의 Mo-99 및 

Sr-89 생산기술 특허를 실시하더라도 특허침해의 우려는 없다.

  일본에는 ①, ③ 특허만 진입하 고, ②, ④ 특허는 진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TCI

사의 Sr-89 생산기술은 실시하더라도 특허침해의 우려가 없다. 다만, ①, ③ 특허가 

실제로 권리화될 지는 앞으로 2~3년을 더 기다려 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만일 ①, 

③ 특허가 특허권으로 최종 등록된다면, TCI사는 Mo-99 생산방법 및 장치, 유기 

흡착제, 무기 흡착제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TCI사와 실시권 

계약을 맺거나, TCI사의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벗어나는 회피설계를 하여야 한다.   

  회피설계의 경우에는 부가단계나 부가조건을 채용하는 것만으로는 특허권 침해를 

벗어날 수 없고, 단계나 조건을 생략, 변경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단, 단계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본 특허에서 핵심기술로 판단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

여야 하며, 공지기술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부수적인 반응 조건만을 변경하여 본 특

허와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면 균등론에 의거, 특허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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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계획

    
제 1 절 실험 항목 

  1. 개요

  ARGUS 시설에서 실험적으로 검증된 Mo-99 및 Sr-89 생산 공정이 MIP에서도 

그대로 유효하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ARGUS가 90%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데 비

해 MIP는 19.5% 정도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MI 회수/정

제 공정 관점에서 가장 큰 차이이고, MIP의 출력이 50 kW로서 ARGUS 20 kW보

다 높다는 차이도 있다. 따라서 선행 기술성 평가 연구[3]에서는 저농축 우라늄 핵

연료 사용시 Mo-99 생산 공정을 실험적으로 검증할 것과 Sr-89 생산 공정도 전체 

실험 과정을 면 히 검토하여 기술성을 검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저농축 핵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는 초기 우라늄 농도가 높아져야 하

고 악티나이드 생성량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즉, 저농축인 만큼 핵적으로 더욱 많은 

양의 우라늄이 필요하고 (MIP uranium 장전량 10 kg vs. ARGUS 1.8 kg), 또한 

U-238 양의 증대에 따라 Pu-239 등 알파 방출 actinide 생성량이 크게 늘어난다. 

따라서 Mo 흡착제가 ARGUS 조건에서처럼 성능을 유지하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검증 결과에 따라서는 정제 횟수를 늘리거나 흡착제를 개선하는 등 전체적인 공정 

개선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한편, 실증적인 실험을 통하여 Mo 및 Sr 회수/정제 공정의 성능을 검증한다는 목

적과 더불어, 흡착제 성능평가 방법론과 생산품 품질분석 방법론 습득 및 개선 등 

우리 연구자들의 실험능력 배양, 향후 공정 개선 및 원자로 설계 개선 방안 도출 

등 부차적인 목적이 있다. 

  실험 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Kurchatov 연구소(KI)의 ARGUS 원자로 및 핫셀 시설에서 KAERI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한러 공동 실험으로 진행한다. 원자로 운전 같이 별도의 자격/면허가 

필요한 경우 우리 연구진은 참관에 그친다. 이 밖의 조건에서도 실제 우리의 참

여가 곤란한 경우, KI측은 전체 실험 과정을 녹화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시청 

및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5) 

5) 러시아 국내의 규제 정책 변화 때문에 우리 연구진이 실험에 공동 참여할 기회가 크게 제한되

었다. 즉, 2005년 2월 경 러시아 Federal Security Agency는 외국인의 민감 실험시설 출입을 

1 회 (term) 방문에 총 3 일 이하로 제한하 다. 1 회 방문이라 함은 전체 기간에 관계없이 

한 번의 방문 허가를 의미한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제약은 KI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RIAR 

같은 다른 기관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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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는 실험 절차 등에 대하여 우리 참여자들에게 설명 자료, orientation 등을 

제공한다. 

 • 실험 항목은 크게 다음과 같다.

- ARGUS 핵연료(즉, HEU 조건)에서의 Mo-99 회수/정제, KI 흡착제 사용

- ARGUS 핵연료에서의 Mo-99 회수/정제, KAERI 흡착제 사용

- ARGUS 원자로 공동에서 Sr-89 회수/정제

- LEU 핵연료 제조 및 ARGUS 노내 조사후 Mo-99 회수/정제 

 • 원칙적으로 모든 실험 기자재는 KI가 준비한다. 다만 KAERI가 개발한 Mo 흡

착제 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에는 KI의 요구 사양에 맞추어 KAERI가 흡착제를 

제작, 제공한다. 

 • 생산품의 품질 분석은 KAERI (및 국내 기관), KI, 외국의 별도 기관에서 각각 

수행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6)  

 

  2. Mo-99 생산 실험 

    가. ARGUS 핵연료로부터 회수/정제 실험

  KI는 이미 (HEU를 사용하는) ARGUS 원자로 핵연료로부터 Mo-99 회수/정제 

실험을 소규모 및 대규모로 수행한 바 있다.[4.2] 따라서 HEU 핵연료에 대해서 수

행하려는 이 실험은 우리 연구진이 Mo 생산 공정, QC 절차, 불순물 분석 절차 등

을 우선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HEU 핵연료로부터 Mo-99 생산 실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실험 횟수: 3 회 

 • 실험 조건

- 원자로 운전: 100 kW·.hour (20 kW로 5 시간) 

- 회수/정제 loop: pipeline, pump 등 기존 장치들을 배열하여 구성

- Mo 흡착제: 기존 KI 공정 사용 흡착제 사용. 3회중 1회는 KAERI 개발 

흡착제를 정제 공정에 사용함. 

 • KI가 선적할 샘플 개수: 총 12 개

- 분석 기관별 2 개 (alpha 방출 불순물 분석, beta 분석) × 2 개 기관 

(KAERI, JAERI) × 3 회 실험 

6) 외국 기관으로 일본 JAERI의 NUCEF 부서를 접촉하 다. 이 부서는 역시 수용

액핵연료를 사용하는 STACY/TRACY 경험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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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 Mo-99 샘플 제원 (1 개)

- 방사능량: 선적 시점에 50 mCi 이상 

- 부피: 20 ml 이하

- 화학적 형태: Na2MoO4 

- 운송 용기: TPC1A-20 (Type A 용기로서 18 Ci 이하의 항공운송용)

  각 샘플의 방사능량 50 mCi는 운송 도중의 붕괴를 고려하여 충분히 크게 잡은 

양이다. 

  흡착제 등 자재가 준비 완료된 때부터, 원자로 운전, Mo 회수/정제를 거쳐 분석 

을 끝내는 시점까지 약 3 개월을 예상하 다. 

    나.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로부터 회수/정제 실험 

  저농축 핵연료 실험을 위한 앰풀(ampoule) 조사 방법은, 현재 90% 고농축 우라늄

을 사용하고 있는 ARGUS 원자로에서 20% 정도의 저농축 우라늄으로부터 Mo을 

회수/정제하는 실험을 수행하는 방안으로 고안한 것이다.7) 즉, 저농축 수용액 핵연

료를 앰풀에 담아 일종의 표적으로 만들어 중성자 조사한 후 여기서 Mo을 회수/정

제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은 “표적”을 따로 조사한다는 면에서 기존의 fission Mo 

방법과 개념상 같지만 실제 Mo 회수/정제 공정은 훨씬 단순한 것이다. 

  이중 원통인 앰풀에 넣을 핵연료의 농축도는 20%, U 농도는 350 g/L로서 HEU

인 경우 81 g/L 보다 훨씬 농도가 짙다. 실제 상황에서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경우 장기간의 핵연료 연소에 따라 actinide 생성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

지만, 이 실험에서 그러한 조건을 만들기가 곤란하다. 인위적으로 U에 Pu 및 minor 

actinide를 더한 칵테일을 만들어 앰풀에 넣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제조에 어

려움이 있고, 어려움에 비해 실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상대적으로 actinide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도 기존의 Mo 회수/정제 

공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는 것이 이 LEU로부터 Mo 생산 실험인데, Pu 및 

minor actinide가 아니더라도 이미 U 농도가 매우 높아서 실험 목적에 부합하는 것

이다. Pu이나 minor actinide 흡착 특성과 U 흡착 특성이 같지는 않겠지만 U 농도 

및 절대량에 있어서 LEU 경우가 열악한 조건이므로8) 이 조건에서 Mo 흡착제가 

제 성능을 보인다면 실제 LEU 원자로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실험 횟수나 선적 샘플의 개수 등 실험의 실제에서 HEU 사용 실험과 다른 점은 

생산되는 Mo-99의 양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앰풀 내 LEU로부터 회수/정제한 

7) KI는 2007년 이후 ARGUS의 핵연료 자체를 LEU로 교체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8) HEU 경우보다 농도는 4 배가 넘고, LEU 원자로를 구성할 경우 전체 U 장전량은 5 배 이상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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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99 샘플의 방사능량은 선적 시점에서 1 mCi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알파 방

출 불순물의 측정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beta 방출 불순물의 측정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앰풀의 용량을 늘리는 설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LEU 실험에서 사용할 Mo 흡착제는, 같은 Thermoxide 카테고리의 흡착제

이기는 하지만, HEU 실험의 흡착제에서 다소 변형된 것을 사용한다.9)  

  앰풀의 설계 개선 및 제작, LEU 제조 등 준비에 3 개월, 원자로 운전과 Mo 회수

/정제 및 최종 분석에 3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3. Sr-89 생산 실험 

  KI는 ARGUS 원자로에서 Sr-89 생산실험을 여러 차례 수행한 경험이 있다.[8] 

그러나 그 때 사용한 Sr-89 회수 loop은 기존의 설비와 pipeline을 재배열하여 임시

로 구성한 것이어서 Sr-89 생산량도 적고10) 원리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

고 있다. 

  이 실험에서는 기존과 같은 배열의 loop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앞의 실험에서 문

제가 되었던 metal ceramic filter의 효율과 고방사능 불순물 처리 문제 등을 면 하

게 평가한다. 이로써 앞으로 Sr 회수 전용 loop를 만들 때11) 최적화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얻는다. 우리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그 동안 Sr-89 생산 공정이 원리적

인 수준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므로 이 기회에 직접 실험도 확인하

고 그간 러시아측 제공 자료들의 신빙성을 확인한다는 의미도 있다. 

   Sr-89 생산 실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실험 횟수는 1회이다. 

 • 실험 조건

- 원자로 운전: 20 kW로 20 분 운전 등 (제2절 2항 실험 절차 참조) 

- 회수/정제 loop: Mo 생산 loop을 재배열하여 구성

 • Sr-89 샘플 제원 

- 방사능량: 선적 시점에 50 microCi 이상 

- 부피: 20 ml 이하

- 화학적 형태: SrCl2 

- 운송 용기: Type A 용기

  Sr 흡착제, filter 등의 준비와 loop 재배열 등 준비 작업에 2 개월, 실험 및 분석

에 1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9) HEU 실험에서 KAERI가 개발한 흡착제의 성능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LEU 실험에서도 사용

을 고려할 수 있다.

10) Full scale 생산으로도 100 mCi 정도이고 실험적 생산량은 수 십 micro Ci 수준이다. 

11) 2005년 또는 2006년까지 Sr 생산 전용 loop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재원은 미국 DOE의 

IPP(Initiatives for Proliferation Prevention)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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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KAERI 개발 흡착제 성능 평가

  앞에서 기술한 대로 KAERI가 개발한 알루미나 흡착제를 Mo-99 “정제” 공정에

서 사용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HEU 및 LEU 경우 각각 3회 실험 중에서 각 1회 사

용하기로 하는데, 수용액핵연료를 직접 접촉하는 “회수” 단계에서 사용하기에는 아

직 흡착 특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제 공정에서만 사용한다. 

  KAERI가 개발중인 흡착제는 Al2O3 또는 AlO(OH)의 화학식을 갖는 직경 2∼3 

nm, 길이 수백 nm인 나노 섬유이다. 이 나노 섬유는 비표면적(specific surface 

area)이 약 400 cm
2
/g 이상으로 매우 높은 값을 갖고, 이를 특징으로 하여 단위 무

게당 흡착할 수 있는 양이 매우 많다. 

  나노 알루미나 섬유는 많은 구조분야 및 기능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되며 그 시장규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시화된 활용 분야는 방사

성 동위원소 흡착제이며 이 분야 이외에 음용수 필터, 비소를 포함한 중금속 제거 

필터,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그 외 환경오염물질 제거용 필터 등이다. 

  일반적으로 특성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비표면적, 형상, 물리적 

특성 평가와 흡착능 시험 평가이다. 공동 실험을 통하여 평가하려는 것은 흡착능 

평가로서, Kurchatov 연구소의 Mo 흡착 컬럼 크기 및 형상에 맞게 bulk type으

로 제작하여 가져다 끼우면 되도록 계획하 다. 

   5. 실험 결과물

  실험 결과물은 품질 분석용 샘플들과 실험 보고서이다. 보고서의 기술 범위에 대

해서는 대체로 KI와 합의에 이르 으나 항목별 깊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았다. KI

는 특히 황산우라늄 수용액 핵연료의 특성과 제조 방법, Mo 흡착제 성형 방법과 

흡착제 샘플, 앰풀의 설계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 다. 

  다음은 우리가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자료 목록이다. 

  • General Description on the Argus Reactor

  - Design philosophy (especially safety philosophy), General Design 

Criteria (GDC)

  - System descriptions on the reactor system including fuel specification 

(enrichment, volume, density, etc.); reactor protection system including 

safety features; reactor cooling system; hydrogen recombination 

system; instrumentation and control; auxiliary system (for chemical 

process);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 and so on 

- Operation method and conditions such as operation pressure, inlet and 

outlet temperatures of coolant, fuel temperatur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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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ysics parameters 

  . static parameters such as neutron flux level and distribution, neutron 

spectrum, reactivity worths of control rods, reactivity coefficients 

(power, temperature, and void) 

  . dynamic parameters such as effective neutron lifetime and delayed 

neutron fraction 

  . parameters for fuel management such as cycle length and fuel 

discharge burn-up 

  • Reactor Operation for the Experiments

  - Layout /configuration of systems/equipment during the experiments

  - Operation procedure 

- Operation conditions such as operation period, power, pre- and 

post-experiment treatments 

  • Fuel

  - Aqueous UO2SO4 fuel specification and manufacturing method 

- Temperature vs. solubility

- QC/QA-related radiochemical analysis items and methods

- Compositions (particularly, TRU and fission products) vs. fuel burn-up 

- Additional information specific to the LEU fuel

  . description on the ampoule for the LEU fuel irradiation

  . method simulating the fuel burn-up (i.e. Pu build up)

  . composition of irradiated LEU fuel

 • Sorbents for Mo and Sr-89 

  - Manufacturing and pre-treatment methods of sorbents

  -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 Vendor sheet for procurement  

 • Recovery and Purification of Mo and Sr-89

- Description of equipment and devices 

  . functional requirements

  . design, manufacturing, and installation

  . operation method and conditions of each unit process, etc. 

- Experiment method including the procedure 

- Mass balance among steps of adsorption and desorption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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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is method of impurities of chemicals and D.F. of radioactivities 

which are under consideration in the US Pharmacopeia 25/NF20

  - QC/QA-related radiochemical analysis items and methods

  - Results of the analysis

  - Treatment and storage of spent fuel discharged from the reactor 

 • Waste

  - Waste varieties (kinds of nuclides and phase) and generation rates

  - Waste treatment and storage/dispos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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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절차

1. 시설 및 장비

  가. 원자로 시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로(Medical Isotope Producer; MIP)는 

두 기의 소형 원자로와 하나의 공용 동위원소 취급 시설로 구성된다. 이 구성은 러

시아의  Kurchatov 연구소에서 제안한 것과 같으며, 현재 Kurchatov 연구소의 

ARGUS 원자로를 기준으로 개선점을 반 한 MIP의 기술 특성들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MIP 원자로 시설의 주요 계통은 그림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자로 계통, 원자

로 냉각계통, 수소 재결합 계통, 동위원소 추출 계통 등이 있다. 

  원자로는 20% 이하의 저농축 황산 우라늄을 물에 녹인 수용액핵연료를 사용한다. 

이 수용액은 핵연료이면서 동시에 핵분열생성물로서 유용한 동위원소들이 생성되는 

표적 역할을 수행한다. 원자로의 열출력은 50 kW로 정하 는데 이는 보통의 동위

원소 생산로 출력의 1/200 ∼ 1/2000 수준에 불과하다. 50 kW 용량이면 한 원자로

에서 주당 500 Ci(6-day reference)의 Mo-99을 생산할 수 있다. 반응도 계수가 음

의 방향으로 매우 강하므로 출력 폭주에 대해서 고유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원자

로 계통은 그림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원자로 제어 계통과 원자로 보호 계통을 

포함한다.

  원자로 냉각계통은 폐쇄 회로로서 외부에 열 싱크를 둔다.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해 원자로 용기 안에 나선형으로 배관된 열교환기를 수용액핵연료

에 잠기도록 설치한다. 원자로 냉각재로 증류수를 사용한다. 

  수소 재결합 계통은 전기 히터와 촉매 재생기, 응축기로 구성된다. 수용액 원자로

에서는 수용액의 방사 분해(radiolysis) 때문에 ~20 l/hr․kW의 율로 산소와 수소의 

혼합 기체가 발생하며, 안전성을 위해 이들을 재결합하여야 한다. ARGUS의 현재 

계통은 자연 순환 방식이지만 MIP에서는 강제 순환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 루프

의 입구는 원자로 용기 상부의 수증기-공기 공간에 연결되어 있으며 응축된 물은 

원자로 상부 공간으로 되돌아 온다. 

  수용액핵연료가 원자로와 Mo 흡착 컬럼 사이의 루프를 순환하여 흐르는 동안 핵

연료 안에서 생성되어 섞여있는 Mo-99가 컬럼에 흡착된다. 흡착이 모두 끝난 후 

Mo을 용리(溶離)하는데, 핫셀에서 용리하거나, Mo 추출 계통에 용리 루프까지 원

자로 시설에 직접 붙여 놓고 거기서 용리하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전자

는 Mo 추출 계통에서 흡착 컬럼 또는 컬럼 카트리지를 물리적으로 빼내어 핫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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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 후 용리하는 방법이다. 후자는 그림의 8, 9번에서 보인 것과 같이 용리 루프를 

붙여서 용리한 후 Mo 용액을 핫셀로 가지고 가서 후속 정제 과정을 거치는 방안이

다. 

Reactor System                 Catalytic Regeneration System

1: Reactor                           10: Heater

                                     11: Catalytic Regenerator

Reactor Cooling System              12: Heat Exchanger

2: Heat Exchanger

3: Coolant Reservoir                 Sr-89 Extraction System

4: Pump                             13: Non-Gaseous FPs Trap

                                     14: Delaying Line

Mo-99 Extraction System             15,18: Rb and Sr Filters

5: Heat Exchanger                  16: Gas Pump

6: Pump                              17: Sr-89 Precipitation Device

7: Mo Adsorption Column             19: Eluting Acid Tank

8: Eluting Solution Tank              20: To subsequent radio-

9: Mo Receiving Tank                     chemical processing

그림 3.1 MIP 계통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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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Kr-89 같은 기체 상태의 동위원소는 원자로 용기의 공동에 모이게 되는데, 

이 기체를 빼내어 필요한 동위원소를 추출한다.[8]  물론 이들 기체 추출 계통에서 

추출한 동위원소도 처리 시설에서 후속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원자로 운전 압력과 온도, 구조물 재질과 크기, 핵연료 재장전 주기 등등 원자로 

시설 에 대하여 러시아에서 제안한 사양은 참고문헌 9, 10 등에서 볼 수 있으며, 현

재 열출력 20 kW인 ARGUS 원자로를 출력 증강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

하다.

• 원자로 냉각계통

  현재 노심에 coil 형태로 배관을 가진 현재 개념의 냉각계통은 핵연료(또는 노심) 

부피 1 리터당 2 kW까지 냉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출력 증강의 경우 그 성

능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 수소재생계통

  수소 생성량은 출력에 비례하여 증가하는데 50 kW일 때 시간당 400 ℓ의 기체

(수소, 산소, 기체 FP 포함)가 발생한다. ARGUS에 설치된 수소 재생계통은 

catalytic recombination (또는 regeneration)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펌프 같은 능

동적 부품이 없으며, chimney 효과를 이용하여 원자로 용기 상부에서 기체를 

recombiner로 끌어올린다. 정상운전 상태에서 원자로 용기 상부의 기체 압력은 0.5 

kg/cm
2
, 핵연료 부분은 0.9 kg/cm

2
이다. 원자로 start-up 때 노심 상부 압력을 낮추

기 위해 펌프를 운전한다. 출력이 커서 기체 생성량이 많으면 기체를 끌어올리는 

데 chimney 효과만으로는 안되고 펌프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다른 대안으로서, 이 

계통의 높이를 크게 높임으로써 chimney 효과를 크게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recombiner와 응축기 사이의 높이 차이는 2.5 m이다.

  한편, 수소 재결합 때 발생하는 열로 recombiner 온도가 300 ℃에 이르는데, 100 

kW 출력이 되면 600 ℃ 정도가 되어 폭발의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냉각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노심에서 기체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으로서, Cu
++
를 액체 핵연료에 섞어 넣어서 

수소가 생기자마자 재결합시키는 방안이 있으나 이 경우 노심 운전 온도가 300 ℃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ARGUS의 운전 온도는 100 ℃ 이하이므로 대안이 될 수 없

다. 

• 원자로 제어계통

  원자로 제어계통의 설계 개선 역시 주로 기체 생성량의 증가에 대응하는 설계 개

선이다. 기체의 생성량이 증가할수록 기포계수의 절대값이 증가한다. 50 kW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기포계수 절대값과 기포의 양, 즉 출력은 비례 관계가 있으나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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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출력이 되면 예측이 어려우며, 따라서 원자로 제어에 문제가 예상된다. 이 문제

의 해결을 위해서는 원자로 부피를 늘리고 제어봉의 개수도 늘리는 방안이 있다.

  나. 회수/정제 시설

    (1) Mo-99 회수/정제 시설

  고농축 우라늄 동위원소 수용액 핵연료를 사용하여 ARGUS 원자로에서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을 위하여 러시아 Kurchatov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한 공정에 대하여 

기술한다. ARGUS 원자로를 이용한 Mo-99 회수/정제 공정에 대한 시스템과 운전 

개념 그리고 관련 기술 명세와 검증 규모 등은 다음과 같다.[8, 11]

  ARGUS 액체 연료 원자로 시설의 Mo-99 회수/정제 부속 설비는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나누어 Mo 회수부와 제1차 및 2차 정제부로 구성되어 있다.

  ARGUS 원자로는 compartment 1에 위치하고 Mo 회수부는 compartment 2에 위

치하는데 두 공간은 인접하여 있고 차폐 벽으로 나뉘어 있다. Compartment 2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공정 장치와 원격 운전 및 차폐용 부속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

- 공정 장치: TiO2/ZrOH 흡착제가 충전된 선택적 Mo 흡착 회수관, ARGUS 원자

로로부터 irradiated uranyl sulfate 액체 핵연료를 회수관으로 이송하

기 위한 gear pump, 밸브 및 배관

- 부속 장비: Mo 흡착 회수관을 공정으로부터 인출하기 위한 원격 장비, 인출한 회

수관을 수납하는 차폐 용기, 차폐 용기를 운반할 cart와 주행 rail, 

cart 출입을 위한 개폐구 및 철제 shield door

  기어 펌프를 이용하여 compartment 1과 2 사이의 차폐 벽을 통과하여 연결된 배

관을 통해 Mo 회수관으로 ARGUS 원자로로부터 액체 핵연료를 이송/순환시키며 

다음과 같은 운전 조건과 방법으로 Mo-99 회수를 위한 작업에 임한다. 다음은 몇 

가지 공정 특성 자료이다. 

- 핵연료 이송 속도: 2 ℓ/h (핵연료 부피는 20 ℓ)

- 핵연료 이송 장치: Gear pump

- TiO2-ZrOH 무기 흡착제 충전부피: 100 ㎖ (10 cmH x 3.6 cmID) 

- Mo 흡착 종료후, 수소재생 계통의 응축기에 모인 증류수 1 ℓ로 흡착제 세척 

- Gear pump를 역회전시켜 원자로 용기 상부 공간에 있는 기체를 회수관으로 순

환시킴으로써 회수관 내 잔류 용액을 원자로 내부로 최대한 회수

- 우라늄 손실량: 1 gU/column 이하

- 흡착제 수명: 5 차례 campaign 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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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ARGUS 원자로의 Mo-99 회수/정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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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흡착제에 의한 액체 핵연료 내의 Mo 회수 작업이 끝나면 원격 장비를 이용

하여 무기 흡착제가 충전된 회수관을 공정 배관으로부터 인출한 후, 하단에 있는 

수납 차폐 용기로 이송후 운반용 cart를 구동시켜 compartment 2 외부로 반출한다.

  반출한 차폐 용기 내의 회수관을 크레인과 차량을 이용하여 별도 건물에 있는 

hot cell로 옮기고, 여기에서 1차 및 2차 Mo-99 정제 과정을 거친 후, 고안된 용기

에 분배한다.

  제1, 2 정제 시설을 위하여 준비된 각 hot cell은 β/γ hot cell이며 제1 정제 시설

이 설치된 hot cell은 MS manipulator와 lead 창이 각각 2 조가 있고, 크기는 전면 

내부 길이가 약 6 m, 내부 폭이 약 2.5 m이다. 제2 정제 시설이 설치된 clean hot 

cell에는 1 조의 MS manipulator와 lead 창이 있고, 제1 정제 시설 공간의 1/2이고 

두 hot cell은 penetration hole이 있는 차폐 벽으로 구별되어 있다.

  제1 정제 시설에는 Mo 회수관으로부터 Mo을 용리해 내는 장치와 그 용리액의 

pH를 1로 맞추기 위한 make-up 탱크, 1차 정제를 위한 1차 Mo 흡착/용리 컬럼, 

그 용리액을 다시 pH 1로 조정하기 위한 또 다른 make-up 탱크, 세척액과 

raffinate를 저장하는 액체 방사성 폐기물 수집 탱크, 액체 방사성 폐기물 수집 탱크

에서 발생될 수 있는 기체 방사성 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활성탄 컬럼과 알칼리 수

용액 탱크 등이 갖추어져 있다.

    (2) Sr-89 회수/정제 시설

  의료용 동위원소로 사용되는 Sr-89의 회수/정제 기술은 생성 경로에 지배받는다. 

이를테면 Sr-89는 안정 동위 원소 Y-89의 (n, p)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반응식 

(1)과 우라늄의 핵분열로부터 생성된 Br-89의 붕괴에 의하여 생성되는 경로 식 (2)

에 의한 두 가지 경로로 생성될 수 있다. 

      Y-89 + n → Sr-89 + p                                              (1)

      Br-89(4.6s)→Kr-89(3.2min)→Rb-89(15.6min)→Sr-89(50.5d)→Y-89       (2)

  스트론튬의 회수 가능 방법 중의 하나는 이트륨 산화물(Y2O3) 고체 표적을 고속 

중성자 원자로에 넣어 반응식 (1)에 의해 Sr-89를 생성시킨 다음 무기 산 용액에 

표적을 용해시키고 추출제를 이용한 용매추출 방법으로 Sr-89를 회수/정제하는 방

법이 가능하고, 다른 한 방법으로는 붕괴 경로 식 (2)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불활성 

기체인 크립톤의 반감기 차와 기체의 흐름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 있겠다.

   Sr-89를 생산하는 다른 한 방법으로 러시아의 Kurchatov 연구소에서는 ARGUS 

원자로 내부의 상부 기체상(gas phase)을 구성하고 있는 조성물로부터 우라늄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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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 생성물과 이의 자연 붕괴에 의해 생성된 불활성 기체인 Kr-89와 Kr-90의 반

감기 차를 이용하여 Sr-89를 최종적으로 회수/정제해 내는 방법을 개발하 다.

  수용액 핵연료 내에서 우라늄의 핵분열 생성물로서 Br-89 및 Br-90으로 생성된 

브롬 동위원소가 베타 붕괴에 의해 불활성 기체인 Kr-89와 Kr-90으로 변하는 순간 

기포를 형성하고 상승하여 원자로 상부의 기체상으로 기타 핵분열 생성 기체와 함

께 모이게 된다.

  Sr-89를 회수/정제하는 본 기술의 분석에 있어서는 Sr-89와 Sr-90의 생성 경로

와 붕괴 소요 시간이 기본을 이루고 있으므로 아래에 Br-89 및 Br-89의 붕괴 사슬

에 대해서 소개한다. 

Br-89              Kr-89              Rb-89              Sr-89              Y-89
             4.6s                     3.2m                   15.6m                 50.5d

Br-90              Kr-90              Rb-90              Sr-90              Y-90              Zr-90
             1.9s                     32.3s                   2.6m                   29.1y                 61.4h

1128s

188.3s

 

그림 3.3. 질량수 89 및 90 원소들의 붕괴 사슬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위원소 Kr-89가 Rb-89(MP 38.9℃, BP 688℃)를 

거쳐 Sr-89(MP 768℃, BP 1,380℃)가 되기까지에는 1,128초가 소요되고 Kr-90의 

경우에는 188.3초가 소요됨으로써 약 6배의 시차를 나타낸다. ARGUS 시스템에서 

이러한 시차를 이용하여 Sr-89를 회수/정제하는 방법은 미국 TCI사와 공동으로 연

구하여 미국 특허 USP 6,456,680로 등록한 기술로서 다음과 같다.

  그림 3.4와 같이 ARGUS 원자로의 배기 순환 계통에 기체의 체류시간을 달리하

는 두 개의 원주형 공간과 그 후면에 배치된 스테인레스 강 소결체 다중 필터를 두

어 Sr-90을 제거한 채 궁극적으로 Sr-89만 분리해내는 방법이다. 그림에 나타낸 바

와 같이 ARGUS 원자로의 상부에 기체 순환관을 설치하되 1, 2차의 기체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체류관과 여과기를 차례로 설치하여 앞의 체류관과 여과기에서는 

Sr-90을 그리고 뒤의 체류관과 여과기에서는 Sr-89를 회수하는 개념이다. 1차 기체 

체류관의 내부 직경과 길이는 이곳에서의 기체 흐름이 층류흐름을 형성하면서 10분

간의 체류시간이 주어지도록 설계하고 Sr-89를 회수하기 위한 2차 체류관에서는 



- 45 -

기체의 체류시간으로 30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2차 체류관에 침전된 

Sr-89의 최종 회수는 산 용액을 주입하여 용해시켜 내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

나 본 방법을 기체의 유체 역학 거동이나 기체 혼합 특성 관점에서 재조명하면 

Sr-89의 회수율과 정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

한 조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From / to uranyl sulfate 
aqueous nuclear reactor 

Water trap

Inclined line condenser

Kr-90 decay tank Kr-89 decay tank
Valve SS Filter

Gas pump

SS Filter

Valve

 

그림 3.4 Kurchatov 연구소의 Sr-89 생산을 위한 기체 loop

  다. 저농축 핵연료로부터 Mo-99 회수/정제 실험용 앰풀 

  저농축 핵연료 실험을 위한 ampoule 조사 방법은, 현재 90% 고농축 우라늄을 사

용하고 있는 ARGUS 원자로에서 20% 정도의 저농축 우라늄으로부터 Mo을 회수/

정제하는 실험을 수행하는 방안으로 고안한 것이다. 저농축 수용액 핵연료를 

ampoule에 담아 중성자 조사한 후 여기서 Mo을 회수/정제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

은 “표적”을 따로 조사한다는 면에서 기존의 fission Mo 방법과 개념상 같지만 실

제 Mo 회수/정제 공정은 훨씬 단순한 것이다. 

  이 실험의 중성자 조사 방법과 앰풀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중성자 조사 위치: 저농축 핵연료를 담은 ampoule을 원자로 용기 바깥쪽 흑연 

반사체의 중성자 조사공에서 조사. 열중성자속의 크기는 약 1.E+11 #/cm
2
sec에 

이름. 

 • Ampoule 사양

- 내부통 직경 40 mm, 외부통 직경 70 mm, 통 길이 100 mm인 이중 원통

- 내부 통과 외부 통 사이에 물을 채워 냉각

- 재질: Al 또는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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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poule 설계 요건

- 목표 Mo-99 생산량: 100 mCi (조사 직후)

- 내부 수소 농도 3% 이하 

- 자체 heat sink에 의한 냉각 제공 

- 기  유지 

- 방사선 차폐 제공  

 • 저농축 핵연료 사양 

- 우라늄 농축도: 20%

- 수용액중 우라늄 농도: 350 g/L

- ampoule당 수용액핵연료 부피: 약 40 cc

  라. 시설 및 핫셀의 장비

    (1) 원격조작 장치

  핫셀 내 공정의 운전 및 공정간의 물질 이동, 장치의 유지 보수 등의 작업이 원

격조작 장치에 의해 수행된다. 원격조작을 요하는 작업의 특성은 크게 4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 정상적인 공정 운전을 위한 작업 수행

- 공정간 일상적인 물질의 이동을 위한 작업

- 공정운전 중 발생한 경미한 고장에 대한 유지 보수 작업

- 공정장치의 이동 등 중량물 취급을 요하는 유지 보수 작업

  이상의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핫셀에 설치될 수 있

는 원격조작 장치로 MSM(Master Slave Manipulator)와 In-Cell Crane으로 분류하

여 고려할 수 있다.

      (가) MSM(Master Slave Manipulator)

  MSM은 정상적인 공정 운전을 위한 작업과 공정 운전 중 발생하는 비교적 가벼

운 취급용량의 유지 보수 작업과 핫셀 내 전구 교체 작업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MSM의 취급용량은 작업자의 작업성을 고려하여 5∼10 kg 정도의 취급용량이 

바람직하며, 핫셀 내부의 크기를 고려하여 전체 지역의 coverage 확보가 가능한 모

델을 선정하여야 하며,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용도에 맞는 hook, tong and jaw, 

impact wrench 등과 같은 전용 공구들이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 외에 고려되어야 할 원격조작장치의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차폐셀 내부 작업구역의 활동범위를 완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Wall Tube는 최대한 높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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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를 위하여 Slave arm을 인출할 때에도 씰링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 Master arm의 핸들이 돌출되어 있는 차폐창과 간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In-Cell Crane

  In-Cell crane은 MSM의 취급용량을 초과하는 무거운 물체를 다우는 작업의 수

행을 위하여 설치되며, 일산적인 물질의 이동을 위한 작업과 공정장치의 유지 보수, 

취급 및 이동 등의 작업 수행을 위해 설치된다. 이들 작업에서 취급되는 공정 물질

의 무게는 20∼30 kg 정도로 예상되며, 이동 루트가 일정하도록 In-cell crane에 전

용 tool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핫셀의 차폐창

  차폐창의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정상운전 및 보수를 위한 적정 시야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차폐창 어셈블리는 차폐셀 벽과의 틈새를 통한 방사선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텝을 만들고 적절한 씰링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차폐유리 및 스틸 하우징은 핫셀 벽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차폐능을 가져야 하

며, 특히 사선방향의 차폐를 위하여 하우징이 보강되어야 한다.

- 차폐창 어셈블리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지지구조물을 차폐셀 외부에 설치하여

야 하며, 보수를 위한 탈착이 가능해야 한다.

- 차폐창이 차폐셀 내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차폐창의 납유리는 고준위 방사성 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방사선에 의해 취

하되어 손상을 입게 되며, 이 경우 노란색을 띄게 되고 빛의 투과율도 감소하게 

되므로 내방사선 재료인 무착색 납유리를 사용되도록 한다.

    (3) 핫셀의 Air flow 및 환기 설비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시설과 같은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고려할 수 있

는 위험은 방사성 물질의 오염과 오염확산으로 인한 작업종사자와 외부 환경에 대

한 피폭 가능성으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설 내에서의 공기의 흐

름에 대한 설계기준의 설정이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구역은 방사성물질을 취급시설의 오염 가능성 또는 허용 정도

에 따라 세계 각국이 표 3.1과 같이 4 개 구역으로 구분 관리한다.

  차폐시설 내 공기의 흐름은 오염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청정지역 또는 오염 잠재

력이 낮은 구역으로부터 오염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공기의 흐름이 유지되도록 

환기설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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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방사선 구역의 구분

Area 구분 구    역

Zone 4

(Red zone)

 Hot cell 또는 glove box 내부

 (정상운전 상태에서 모든 access 차단)

Zone 3

(Amber zone)

 공정장치의 조작 및 유지, 보수 지역

 (오염지역, hot cell open 시에 오염 가능)

Zone 2

(Green zone)

 일반 작업구역, 실험실

 (정상운전 상태에서 비오염구역)

Zone 1

(White zone)
 일반 사무실 (청정 구역)

  이러한 공기의 흐름은 환기설비의 설계에서 구역별 환기량 및 정압의 조절에 의

해 오염 잠재력이 높은 지역일수록 부압의 정도가 크게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가능

하며 일반적으로 아래 표 3.2에 표기된 기준으로 설계된다.

표 3.2. 핫셀 구역의 환기 계통 설계 기준 

Area 구분 구    역 부 압

Zone 4

(Red zone)

- Hot cell : 20∼40 회/시간

- Wet glove box : 15 회/시간

- Dry glove box : 6 회/시간

25∼50 mmAq

8∼25 mmAq

Zone 3

(Amber zone)
15 ∼ 20 회/시간 10 ∼ 30 mmAq

Zone 2

(Green zone)
12 회/시간 2.5 mmAq

Zone 1

(White zone)
일반 건물 (3∼5 회/시간) 기준 Ambient

  핫셀 내의 급기 및 배기 방식은 순환흐름 방식과 once-through 흐름 방식이 있

다. 방사성 물질이 존재하는 지역이나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once-through 흐름 방식을 적용하여 방사능 오염물질의 축적으로 인한 시설 내 오

염도 상승을 방지하고, 순환흐름 방식은 냉,난방이 필요한 지역에 에너지 절약을 위

하여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도 공기정화 설비에서 처리 후에 

순환시키게 된다. 그러나 핫셀 내부는 일반적으로 작업자가 상주하지 않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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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once-through 흐름 방식을 적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실험 절차

    가. Mo-99 회수/정제 공정

  Mo 회수부에서는 gear pump를 이용하여 compartment 1과 2 사이의 차폐 벽을 

통과하여 연결된 배관을 통해 Mo 회수관으로 원자로로부터 액체 핵연료를 이송/순

환시켜 Mo을 회수한다. 

  무기 흡착제에 의한 수용액 핵연료 내의 Mo 회수 작업이 끝나면 회수관을 공정 

배관에서 인출하여 이를 하단에 있는 수납 차폐 용기로 이송하고 운반용 cart를 구

동시켜 compartment 2 외부로 반출한다.

  반출한 차폐 용기 내의 회수관을 별도 건물의 hot cell로 옮기고, 여기에서 1차 및 

2차 Mo-99 정제 과정을 거친 후, 고안된 용기에 분배한다. 

  회수, 1차 정제, 2차 정제 공정별 운전 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Mo 회수 공정

  • 핵연료 이송 속도 : 2 L/h

  • 핵연료 이송 장치 : gear pump

  • TiO2/ZrOH 무기 흡착제 충전부피 : 100 mL (10 cmH x 3.6 cmID)

  • Mo 흡착 종료 후, 수소재생 계통의 응축기에 모인 증류수 1 L로 흡착제 세척

  • Gear pump를 역회전시켜 원자로 용기 상부 공간에 있는 기체를 회수관으로 

순환시킴으로써 회수관 내 잔류 용액을 원자로 내부로 최대한 회수

  • 흡착제는 5 차례 campaign 후 교체

  제1차 정제 공정

  • 1차 정제용 Mo 흡착관 유효 부피 : 약 100 mL

  • 사용 흡착제 : TiO2-ZrOH

  • 액체 주입 속도 : 10 mL/cm
2
 min

  • 용리액 총 주입량 : 흡착관 부피의 2∼3 배

  • 세척액 및 pH 조절 용액 : 0.1M H2SO4

  • 용리액 : 1M NaOH

  제2차 정제 공정

  • 2차 정제용 Mo 흡착관 부피 : 1차 정제 컬럼의 1/4

  • 사용 흡착제 : TiO2-ZrOH (1차 정제와 같음)

  • 액체 주입 속도 : 10 mL/cm
2
 min (1차 정제와 같음)

  • 용리액 총 주입량 : 흡착관 부피의 2∼3 배 (1차 정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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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척액 : 0.1M H2SO4 (1차 정제와 같음)

  • 용리액 : 1M NaOH (1차 정제와 같음)

  • 최종 Mo-99 회수율 : 최대 80 % 기대

  
  나. Sr-89 회수/정제 공정

  수용액 핵연료 원자로를 가동시켜 얻은 기체 핵분열생성물을 1차 체류관으로 펌

핑하여 10분간 체류시킨 후 1차 여과기로 통과시킴으로써 Sr-90을 제거하고, 잔존 

기체를 2차 체류관에서 30분간 체류시킨 후 2차 여과기로 통과시키고, 2차 체류관 

및 여과기에서 Sr-89를 산으로 세척하여 회수한다.

  운전 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원자로 상부의 기체층 숙성 시간 : 5∼6 분

  • 제1차 기체 체류관에서의 체류시간 : 10 분

  • 제2차 기체 체류관에서의 체류시간 : 30 분

  • 기체 유량 : 2 L/min

  • 2∼3일간 방치 후 염산으로 세척하고 크로마토그래픽 관으로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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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생산품 품질 분석

  1. 불순물 핵종과 품질 기준

  수용액 핵연료를 이용하여 핵분열 생성물로부터 필요한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과

정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점은 모든 핵분열 생성물들이 수용액 내에 혼재하므로 적

절한 정제/회수 과정을 통하여 필요한 동위원소 이외의 다른 방사성 원소들의 잔류

를 적절한 기준치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Sr-89는 핵분열 생성물중 기체 성분을 

포집하여 선택적으로 회수할 수 있으므로 주요 불순물 핵종은 Cs, Ba, Ce 등의 기

체상 감마 방출체들로 국한된다. 그러나 Mo-99의 경우에는 모든 방사성 핵분열 물

질이 불순물 핵종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actinide 계열의 α  방출체 혼입이 가

능하므로 Sr-89의 경우보다 불순물 관리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Kurchatov 자료에 

의하면 현재 90% 농축 HEU 수용 핵연료를 사용하는 ARGUS 원자로에서 full 

process campaign(총 7일, 5일 운전, 1일 냉각, 1일 분리 처리)후 2차 정제된 

Mo-99에 대한 주요 불순물 핵종들의 방사능비는 필요한 품질 기준을 만족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과제에서 제안하고 있는 20% 농축 LEU를 

사용하게 될 경우 U-238의 증가로 인한 alpha 방출체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

고, HEU 사용시와 동일한 정제/회수 공정을 거칠 경우 불순물 농도가 기준을 초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필요하다. ARGUS를 이용하여 HEU 

및 LEU 수용 핵연료로부터 실제 제품을 생상한 후에 이에 대한 방사성 핵종 분석

을 통해 불순물 함량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20%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출력 20 kW 원자로의 열중성자속을 2.71×10
12
 n/

㎠sec로 가정한 후 ORIGEN-2 전산 코드를 이용하여 actinide 계열 원소들과 그 밖

의 핵분열 생성물 잔류 함량을 평가하 고 그 결과를 표 3.3에 정리하 다. 표에서 

음 으로 표시된 부분은 각각의 계산 결과를 Mo-99 함량으로 표준화 한 것으로 

Mo-99의 회수/정제 과정에서 관리해야 할 대상들로서 대부분 정제 과정에서 분리

할 수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의료용 주사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여타 불순물로서의 방사성 

핵종들에 대한 잔류 기준은 미국 약전(藥典, USP)을 근거로 하고 있다. 2002년 1월 

이후 유효한 USP25/NF20(The Pharmacopoeia of the United States Twenty-fifth 

Revision, and the National Formulary, Twentieth Edition)[1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사제 동위원소 화합물인 
89
SrCl2 (Strontium chloride)와 Mo-99로부터 얻어지는 

Na
99m
Tc04 (Sodium pertechnetate)에 대한 특징과 방사성 핵종 불순물 허용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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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Mo-99 생산 과정의 회수/정제 대상 중요 원소 및 함량

H He

Li Be B C N O F Ne

Na Mg Al Si P S Cl Ar

K Ca Sc Ti V Cr Mn Fe Co Ni Cu
Zn
-

9.024E-4

Ga
-

4.995E-3

Ge
2.951E-4
3.270E-2

As
3.547E-4
1.009E-1

Se
2.200E-2
3.112E-1

Br
1.106E-2
7.111E-1

Kr
1.859E-1
1.251E+0

Rb
1.486E-1
1.698E+0

Sr
7.145E-1
1.975E+0

Y
3.205E-1
2.529E+0

Zr
1.459E+0
1.531E+0

Mo
1.0
1.0

Tc
6.699E-2
9.872E-1

Ru
7.614E-1
8.749E-2

Rh
3.587E-2
8.215E-2

Pd
3.542E-2
1.277E-2

Ag
3.544E-3
1.324E-2

Cd
5.079E-3
1.022E-2

In
3.321E-4
2.993E-2

Sn
1.655E-2
2.142E-1

Tc
6.699E-2
9.872E-1

Sb
2.137E-2
5.997E-1

Te
3.963E-1
1.285E+0

I
5.204E-1
1.615E+0

Xe
1.319E+0
1.532E+0

Cs
6.945E-1
1.553E+0

Ba
8.982E-1
1.688E+0

La
5.189E-1
1.656E+0

Hf Ta W Re Os Ir Pt Au Hg 씨 Pb Bi Po At Rn

Fr Ra Ac Rf Db Sg Bh Hs Mt

Ce
1.419E+0
7.802E-1

Pr
2.120E-1
7.029E-1

Nd
7.914E-1
1.178E-1

Pm
8.691E-2
5.634E-2

Sm
6.947E-2
6.236E-3

Eu
7.668E-3
6.652E-4

Gd
8.474E-4

-
Tb Dy Ho Er Tm Yb Lu

Th
3.336E-6

-

Pa
1.256E-6

-

U
2.685E+6
4.012E-1

Np
6.783E-1
1.047E-1

Pu
2.208E-1
4.347E-9

Am Cm Bk Cf Es Fm Md No Lr

주) 사용 단위 : 상부 수치(g/g-Mo), 하부 수치(Ci/C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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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89
SrCl2

Sr-89는 50.0 day의 반감기로 β 붕괴하여 안정핵인 Y-89로 되며 이 중 0.01%가 meta 

stable 상태인 Y-89m을 거쳐 붕괴하는데, 이 때 반감기 16 sec로 0.909 MeV의 γ 선을 동반한

다.  따라서 Sr-89가 방출되는 방사선은 거의 대부분  β 선으로 최대 에너지는 1.489 MeV이

다. 
89
SrCl2를 이용한 주사제에 대한 여타 방사성 핵종에 제한 기준은 γ  선을 방출하는 모든 방

사성 핵종들의 총 γ 방사능만으로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 모든 γ  방출 핵종의 총 γ  방사능 ≤ 10 mCi/mCi of Sr-89  

  나. Na
99m
TcO4

  USP에서는 Mo-99에 대한 불순물 허용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대신 딸 핵종인 Tc-99m

에서의 허용치로 제한하고 있다. Mo-99는 β 붕괴에 의하여 Tc-99m으로 변환한 후 다시 안정

핵인 Tc-99가 된다. 반감기는 66.0 hour이며, 이 때 0.0406 MeV, 0.3664 MeV, 0.7395 MeV, 

0.7779 MeV 등의 에너지를 가진 γ 선을 동반한다. Tc-99m의 반감기는 6.02 hour로 내부 전환

에 의하여 0.1405 MeV의 γ  선을 방출하며 Tc-99로 붕괴한다. Tc-99m을 사용하는 주사제에 

대한 불순물 방사성 핵종의 제한 규정은 모핵종인 Mo-99m을 얻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

하고 있다. 즉, Mo 표적을 직접 중성자에 조사시키는 경우와 핵분열 물질로부터 직접 Mo-99

을 회수하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수용 핵연료를 이용하는 후자에 대한 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

다. 

• Mo-99 : ≤ 0.15 mCi/mCi Tc-99m   

• 모든 γ  방출 불순물 핵종의 총 γ  방사능 : ≤ 0.5 mCi/mCi of Tc-99m 

• I-131 : ≤ 0.05 mCi/mCi Tc-99m    

• Ru-103 : ≤ 0.05 mCi/mCi Tc-99m 

• Sr-89 : ≤ 0.0006 mCi/mCi Tc-99m 

• Sr-90 : ≤ 0.00006 mCi/mCi Tc-99m 

• 기타 α  및 β 방출체 : ≤ 0.01 %

  2. 불순물의 방사능 특성

  본 과제 수행 기간 동안 방사성 불순물 원소의 정량적 분석을 위하여 ARGUS 원자로에서 

Sr-89 및 Mo-99의 시험 생산을 계획하 다. 현재로서는 ARGUS 원자로에서 HEU 수용 핵연

료의 사용만이 가능하므로 LEU 수용 핵연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료를 제작하여 ARGUS의 

irradiation thimble에서 중성자에 조사시킨 후 이로부터 동위원소를 회수/정제하는 방법을 이

용하기로 하 고, 이 때 사용할 조사 캡슐의 제작상의 어려움으로 Sr-89의 생산은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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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99의 생산만을 포함하기로 하 다. 대신 HEU 핵연료로부터는 Sr-89 및 Mo-99 모두를 생

산할 계획이다. 따라서 국내로 반입하여 불순물 분석에 사용할 시험 생산품은 HEU로부터 얻

은 Sr-89 및 Mo-99 그리고 LEU로부터 얻은 Mo-99이며, 이들의 방사능은 정제 완료 시점에

서 Sr-89가 50 mCi, 그리고 Mo-99가 각각 50 mCi(HEU)와 5 mCi(LEU) 정도가 예상된다.

다성분으로 구성된 원액은 2 차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위의 표 3.4에서 보인 핵종들은 대부

분 걸러지고 잔류 핵종의 정량적 분석에는 USP의 기준에 따라 Mo-99, I-131, Ru-103 등 γ  방

출체, Sr-89 및 Sr-90 등 β  방출체에 대한 개별 방사능과 총 α, 총 β, 그리고 총 γ 방사능의 

측정이 필요하다. 개별 방사능 측정이 필요한 주요 핵종의 특성을 표 3.4에 정리하 다.

표 3.4. 개별 방사능 측정 대상 핵종의 핵적 특성 

핵종 반감기 주요 에너지(MeV) 및 방출비(%) 비고

γ 측정

Mo-99 66.0 h 
 0.0406( 1.15)  0.1811( 6.06)  0.3664( 1.19) 

 0.7395(12.19)  0.7779( 4.32)

γ 에너지I-131 8.04 d 
 0.0802( 2.62)  0.2843( 6.06)  0.3645(81.20)  

 0.6370( 7.27)  0.7229( 1.80)

Ru-103 39.35 d
 0.0533( 0.38)  0.4438( 0.32)  0.4971(90.10) 

 0.5570( 0.82)  0.6103( 5.59)

β 측정
Sr-89 50.5 d  1.489 (99.99) 최대

β-에너지Sr-90 29.12 y  0.546 (100)

  측정 시료가 모든 형태의 방사선을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핵종에 대한 방사능 측정 시 

다른 핵종으로 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α 및 β는 투과력이 매우 약

해 시료 용기에 의해 모두 차단될 수 있으므로 γ 측정에서는 별 향을 끼치지 못한다. 반대로 

α  및 β  측정 시에는 γ 방사선의 상호 작용으로 인한 2 차 방사선의 향으로 측정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국내로 반입될 시료들의 주 핵종인 Sr-90 및 Mo-99의 방사능이 매

우 작은 양이므로 불순물 핵종의 방사능도 상대적으로 극히 낮은 준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반입에 앞서 이들에 대한 측정 가능 여부를 ORIGEN-2 전산코드에 의한 계산 결과를 이

용하여 Mo-99 경우에 대하여 평가하 다.  

  ORIGEN 계산 결과로부터 90% 농축 새핵연료 수용액에 대하여 20 kW로 5일 운전한 후에 

Mo-99을 비롯한 여타 핵종의 총 방사능 존재량과 이들의 정제 후에도 잔존하게 될 것으로 예

상되는 불순물 핵종들의 방사능을 정리하면 표 3.5와 같다. 표에서 5 일 운전 후 방사능은 원

자로 운전 종료 후 잔존하는 총 방사능량이며, 2 일 냉각 후 방사능은 1일의 냉각 시간과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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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제 처리 기간을 모두 냉각 시간으로 처리한 결과이다. 또한 잔류 방사능은 Kurchatov가 

제시한 Mo-99의 회수율(70%)과 정제 후 잔류하는 각 핵종별 Mo-99에 대한 방사능비를 참조

하여 계산한 값이다. 한편 예상 방사능은 국내 반입을 위한 시료로서 50 mCi의 Mo-99의 방사

능에 대하여 표준한 한 값으로서 주요 측정 대상이 되는 γ 및 β 방출체들은 Mo 흡착제에 대

한 흡착률은 매우 낮아 10
-7
 - 10

-9
 정도로 대부분 제거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ARGUS에서

의 시험 생산으로 50 mCi의 Mo-99을 추출할 경우 여기에는 I-131이 130 pCi, Ru-103이 2,000 

pCi, Sr-89 및 Sr-90이 각각 26 pCi, 10 pCi 정도 불순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5. ARGUS 5일 운전 후 방사능 변화 (HEU, 20 kW)

핵 종 반감기
방사능 (Ci)

회수율
예상 

방사능5일 운전 후 2일 냉각 후 잔류방사능

Mo-99 66 h 573 346 242 0.7 50 mCi

I-131 8.04 d 154 130 6.4E-7 5E-9 132 pCi

Ru-103 39.35 d 47 46 9.0E-6 2E-7 2 nCi

Sr-89 50.5 d 57 55 1.3E-7 2E-9 26 pCi

Sr-90 29.12 y 0.4 0.4 5.0E-8 1E-7 10 pCi

  핵종 판별과 방사능 측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될 것으로 생각되는 Mo-99와 I-131 및 

Ru-103 등 γ 방출체에 대하여 측정상 문제가 될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실제 측정에 있

어서 결과의 정확성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가 γ 선 방출비이다. 앞의 표 3.4

에서 보듯이 I-131의 경우 붕괴당 약 0.8 개가 방출되는 364.5 keV 에너지의 γ 선이 주요 측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Ru-103의 경우는 방출비가 90%인 497.1 keV의 γ 선이다. 그러나 Mo-99

이 366.4 keV, 739.5 keV 및 777.9 keV 등의 에너지를 갖는 γ 선을 방출하므로 I-131 및 

Ru-103의 주 γ  선은 모두 이 범위에 놓이거나 매우 근접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 초기에는 

Mo-99가 시료의 방사선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다른 핵종으로부터의 γ  선은 Mo-99에 

의한 γ 선 계수에 묻혀 판독이 불가능하게 된다. 혹 구분이 가능한 경우라도 강한 Mo-99의 γ 

선 방사능에 의한 Compton background의 향에 의해 정확한 방사능 측정이 어렵게 될 수 있

다. 다행히 I-131 및 Ru-103 모두 Mo-99에 비하여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Mo-99가 충

분히 붕괴하여 방사능이 감쇄할 때 까지 기다린 후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짧은 

반감기를 갖는 I-131은 역시 과도한 방사능 감쇄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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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는 Mo-99 초기 방사능을 50 mCi로 하 을 때 Mo-99을 포함하여 I-131 및 Ru-103

의 시간 경과에 따른  방사능 변화를 비교한 것으로 Sr-89 및 Sr-90의 방사능 변화도 함께 나

타내었다. γ  선의 방출비 이외에 실제의 계측 과정에서 중요시 되는 또 다른 요인이 계측기의 

효율이다. 계측기 효율은 γ 선 에너지에 따라 변하며 이러한 효율을 고려할 수 있도록 현재 자

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순도 반도체 계측기인 HPGe(Li) 계측기의 사용을 가정하여 실제 

측정에서 얻을 수 있는 계수율을 예상하 다. 그림 3.6은 Mo-99과 I-131 그리고 Ru-103의 주

요 γ 선 계측에서 기대되는 계수율 변화를 측정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계측기와 시

료 사이의 거리에 따라 계측 효율이 변하고, 동일한 거리에 대해서도 계측기 마다 효율이 다르

지만 HPGe(Li) 계측기의 경우 Mo-99의 739 keV 또는 778 keV γ  에너지에 대한 효율은 

I-131의 364.5 keV 그리고 Ru-103의 497.1 keV γ  에너지에 대한 효율보다 40 % 정도 높다. 

그림의 결과는 739 keV의 Mo-99 γ 선에 대한 효율을 100 %로 하 을 때 I-131과 Ru-103의 

주 γ 선의 상대적인 계측 효율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그림 3.7은 그림 3.6에 보인 I-131과 

Ru-103의 계수율을 Mo-99의 계수율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Ru-103은 약 60 일 경과

한 후 Mo-99의 계수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이나 I-131의 경우에는 100 일 정도 

지난 후에도 Mo-99 계수율의 5%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감기가 약 40 일로 

I-131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Ru-103은 붕괴 속도가 늦어 100 일 정도 지연할 경우 Mo-99의 

방사능이 초기 50 mCi에서 0.5 pCi로 1/10
11 
감소하는 반면 Ru-103의 방사능은 약 1/10 정도 

감소하여 0.5 pCi 정도가 된다. 기본적으로 낮은 Ru-103의 방사능으로 매우 긴 시간 측정이 

예상되지만 100 일 이상 충분히 기다린 후에는 Mo-99에 의한 향을 줄여 측정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I-131의 경우에는 초기 방사능이 Ru-103보다 작고 방사능 붕괴도 빠르므로 너무 

긴 시간동안 냉각할 경우에는 계측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 따라서 Mo-99로 인한 계측기 불감 

시간(dead time) 효과가 고려되지 않는 정도까지 냉각시킨 후 수 일 간격으로 여러 회에 걸쳐

서 적절한 계측 조건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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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 주요 핵종의 방사능 변화 (초기 Mo-99 50 mCi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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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 시간에 따른 Mo-99, Ru-103, I-131의 계수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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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 Ru-103 및 I-131의 Mo-99 대비 계수율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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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nide 계열의 α 방출 핵종을 제외하면 다른 γ 방출 및 β  방출 불순물 핵종들의 Mo-99에 

대한 생성 비율은 핵연료 농축도와 무관하게 일정하다. 따라서 20% 농축 LEU 수용 핵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절대방사능 크기만 다를 뿐 앞에서의 HEU에서와 같은 동일한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LEU로부터 생산한 Ru-103이나 I-131의 측정은 함께 존재하는 α  방사능

의 크기에 관계없이 앞에서와 동일한 방법의 측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시험 생산량이 5 mCi로 

HEU 경우의 1/10로 줄어들므로 보다 긴 계측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효율이 높은 

계측기의 이용이 필요하다. 근래에 1 pCi 이하의 극 저준위 α 및 β  방사능 측정이 가능한 장

비들을 갖추고 있는 실험실들이 많으므로 이들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3. 분석 장비 및 방법

모든 종류의 방사선 검출기는 입사하는 방사선과 검출물질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전류 

또는 빛 등의 관측 가능한 2차 효과를 측정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이러한 2차 효과로는 여기, 

전리 형광 또는 화학 작용 등이 있으며 이들 효과를 이용한 방사선 α, β 및 γ 선 측정에 사용

되는 검출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gas-flow proportional counter

• low background beat 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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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 alpha spectrophotometer

• gamma spectrophotometer

• ionization chamber

• solid state silicon surface barrier detector

• high purity germanium detector

• sodium iodide(Tl) detector

    가. γ  선 측정 장비

   γ  선 검출기로 널리 사용되는 것이 고순도 Germanium 검출기(HPGe detector)이다. 특히 

에너지 분해능이 뛰어나 다중파고분석기(multi channel analyzer)와 병행 사용하여 핵종 판별에 

사용된다. 한꺼번에 분석해야 할 핵종이 많지 않고 방사능 준위가 낮아 보다 높은 효율의 측정

이 필요할 경우에는 sodium iodide(Tl) detector를 사용할 수도 있다.  

    나. α  및 β 선 측정 장비

저준위의 베타 및 알파 방사능 측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측정 장비로서 low background 

gas flow counter가 있다. 이 장치는 측정 매질로서 isopropyl alcohol vapour를 첨가한 argon 

gas를 측정 매질로 하는 gas flow type의 GM 계수기나 비례 계수기(proportional counter)를 

사용한다. 시료의 방사선 측정을 위한 main counter이외에 background 측정을 위한 guard 

counter로 조합되어 있으며 비교적 높은 계측 효율을 나타내어 장비에 따라 다르지만 알파의 

경우 0.05 cpm, 그리고 베타의 경우 1 cpm 이하의 극저 준위 방사능 측정도  가능하다. GM 

계수기나 비례 계수기를 사용하므로 핵종 판별을 위한 에너지 분광이 어렵지만 낮은 

background와 높은 효율로 인하여 총 베타 및 알파 방사선 측정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α  또는 β 붕괴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하여 방사능을 측정하는 액체섬광계수기 (LSC, 

Liquid Scintillation Counter)를 사용하면 β 방사선의 에너지 스펙트럼과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고, 여기에 α  / β  discriminator을 상용하면 α 방사능의 분리 측정도 가능하다.

  

Kurchatov의 자료에 의하면 HEU 수용 핵연료를 사용한 Sr-89 및 Mo-99 생산품의 방사성 

핵종 불순물 농도는 USP 품질 기준 만족하고 있으며, LEU를 사용할 경우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불순물 핵종 분석 방법 및 이용 장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 방법 및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 수행 동안에 

ARGUS에서의 시험 생산을 위한 실험에 참여하는 계획이 포함되었으며 이 기간을 통하여 

ARGUS 측의 분석 과정에 대하여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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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분석 이외에도 Sr-89 및 Mo-99 등의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품의 방사성 불순물 핵종 

농도 분석에 대해 부족한 국내 경험을 키우고 또한 ARGUS에서 제시하는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등을 목적으로 소내 뿐만 아니라 한국지질자원연구소 및 서울대학교의 기초과학 공동 기

기원에서 분석도 의뢰하 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주로 γ  방사능 측정 관련 업무를 그리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γ 방사능을 비롯해 α  및 β 방사능 측정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측정해야 할 방사능 준위가 매우 낮고 간섭 방사선원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

에 정 한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의 측정 결과 및 절차를 바탕으로 적절한 

측정 장비의 선택이나 시료 처리 방법 그리고 측정 시점 및 측정 시간 등의 결정과 같은 시료

의 특성을 파악하여 분석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기관 이외에도 가능

하면 많은 중복 측정을 통해 다양한 결과를 얻을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연구소 

또는 대학 실험실 등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의뢰는 실제 생산될 상품의 양에 따

라 결정될 것이다.

현재 소내에서 자체적으로 매우 높은 정 도로 측정이 가능한 항목은 핵종별 γ  방사능과 총 

γ  방사능이다. 그 밖에 α  및 β 방사능의 측정 설비를 갖춘 연구실도 있으나 설비의 활용 목적

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경우와 같은 측정에는 부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화 분석 연구실은 

오랫동안 γ 방사능 분광을 이용한 미량 원소 분석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러한 연구를 위

한 성능이 우수한 검출기 및 다중 파고 분석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 그림 3.8은 방사화 분석 

연구실의 계측 설비를 나타낸 것으로 γ  방사능 검출기의 제원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 Detector  : HPGe Coaxial Detector (model : GEM35)

• Crystal Size : 57.0 mm(j) ×  29.6 mm(H)

• Resolution(FWHM)  : 1.85 keV (at 1.33 MeV)

• Peak-to-Compton Ratio (Co-60) : 62:1

• Relative Efficiency : 35 % (at 1.33 MeV)

한국지질자원연구소의 지하수자원연구실에서도 γ  방사능 측정에 의한 미량 핵종 분석 업무

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자연방사성 핵종 및 환경방사성 핵종을 이용한 환경 또는 지하수 

오염 연구를 위한 α 및 β  방사선 측정도 수행하고 있다. γ  방사선 분석 장비는 소내의 방사화

분석연구실의 장비와 유사하며, α  및 β 측정을 위하여 액체섬광계수기를 운용하고 있다. 2005

년 하반기에는 새로 극저준위(Very Low) α  및 β 측정용 액체섬광계수기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Mo-99의 α 및 β 방출 불순물 측정을 의뢰하 다. Sr-89와 Mo-99의 γ 방출 핵종 분석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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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원자력연구소 방사화분석연구실의 γ 방사선 측정 설비

서울대학교의 기초과학 공동기기원은 초저준위(Super Low) 액체섬광계수기(LSC; Liquid 

Scintillation Counter)를 사용하여 0.1 pCi 이하의 매우 낮은 α 및 β 측정이 가능하다. 그 

밖에 total α 방사능 측정을 위한 별도의 α 계수기도 함께 운용하고 있어 특히 Μο−99의 α 

불순물 분석에 유리하다. 각 측정 장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α 계수기 (그림 3.9)

   - Detector : A450-20 Alpha PIPS detector

   - Energy resolution : ≤ 20 keV (FHWM)

   - Efficiency : > 25 % (계측기와 선원 사이 거리 10 mm 이하)

   - Background :  < 0.01 cpm (3 MeV 이상 에너지)

• Supper low level LSC (그림 3.10)

   - Model : Tri-Carb3170TR/SL

   - Counting Mode : Mormal/High Sensitive/Ultral Low Level/Super Low Level/  

   - Alpha/Beta discriminator

   - Time-Resolved Liquid Scintillation Counting

   - Patented Bismuth Germanium Oxide(BGO) detector guard counting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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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α 계수기

그림 3.10. Supper Low Level 액체섬광계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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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보조 계산

제 1 절 Sr-89 생산량 평가

  1. Sr-89 회수 개념과 러시아의 경험 

  러시아 쿠르차토프 연구소(KI) 연구진이 발표한 미국특허 USP 6456680에서 발췌

한 ARGUS 원자로의 기체상에서 Sr-89를 회수하기 위한 개념도는 제2장의 그림 

2.2와 같다. 본 개념도를 설정하게 된 논리적 배경에는 역시 앞서 그림 3.3에 보인 

일련의 방사성 붕괴 사슬이 있다. 이 그림들을 편의상 여기서 다시 제시한다. 

1. ARGUS Reactor, 2. Hydrogen treatment loop, 3. Valve 1, 4. Primary holding tank
5. Pump, 6. Primary filter, 7. Secondary holding tube, 8. Secondary filter, 9. Valve 2
10. Inclined reflux tube, 11. Condenser

그림 2.2. ARGUS Type Reactor를 이용한 Sr-89 생산 방법 

         

Br-89              Kr-89              Rb-89              Sr-89              Y-89
             4.6s                     3.2m                   15.6m                 50.5d

Br-90              Kr-90              Rb-90              Sr-90              Y-90              Zr-90
             1.9s                     32.3s                   2.6m                   29.1y                 61.4h

1128s

188.3s

 

그림 3.3. 질량수 89 및 90 원소들의 붕괴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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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 USP 6456680에서는 Sr-89를 회수하기 위하여 그림 2.2의 시스템 운전 

방식으로 다음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90% HEU UO2SO4 용액 22 L(pH 1, 73.2 gU235/L, 81.3gU/L(84.6gU/L))가 

담겨 있는 수용액 원자로 ARGUS를 5x10
11
 neutrons/cm

2
/sec의 열중성자 속 도

의 조건에서 20 kW 열출력으로 20 분간 운전,

  둘째, 원자로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5∼6분간 기체층 숙성,

  셋째, 밸브 3과 9를 열고 펌프 5를 작동시켜 기체층을 순환시키되 다음의 조건이 

형성되도록 장치를 구성하고 Sr-89 회수 공정을 운전,  

     - 기체 유량; 2 L/min

     - 1차 지연 탱크(Sr-90 포집관)에서의 체류시간 10 분

     - 2차 지연 탱크(Sr-89 포집관)에서의 체류시간 30 분

   넷째, 2차 지연 탱크를 2-3일간 방치한 후 Hydrochloric acid로 탱크 내부를 세

척하여 침적되어 있는 Sr-89 동위원소를 녹여낸 후 본 용액을 별도로 준비된 크로

마토그래피 관으로 이송하여 Cs-137, Ba-140, La-140 등과 같은 불순물들을 2차 

정제함으로써 동위원소 불순물인 Sr-90의 함량이 5x10
-4
%미만을 유지하는 최종 정

제물을 얻을 수 있었고 기체유량 150 L/h의 연속운전과 연간 250 일 가동을 기준으

로 했을 때 기체 채취 1회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Sr-89 연간 생산량을 추산하

면 최대 1 Ci/kW/y가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 모델 계산 결과

  그림 2.2를 근간으로 ARGUS에서의 Sr-89 동위원소 생산 실험값에 대한 화공학

적 모델[3]에 의한 이론적 검증 계산을 수행한 결과를 표 4.1 및 4.2에 정리하 다. 

러시아 측에서 발표한 실험값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모델의 적용을 MIP 조

건까지 확장 계산한 결과 50 kWt 급에서 연간 약 50 Ci의 Sr-89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모델 분석 결과, 기체의 수송속도는 빠르게 할수록 좋고 감쇄탱크의 부피는 

작게 할수록 높은 회수율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러시

아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 중, 충분한 도관의 길이를 부여하고 감쇄탱크 내에서의 

기체의 흐름을 층류흐름이 유지되도록 장치 직경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과는 상충되

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상적 기체 흐름과 장치를 배경으로 할 때에는 높은 기체 유속을 유지하면서 

Plug Flow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회수율 및 정제도 측면에서 가장 효율

적인 방법이라는데 의의가 없다 하겠으나 실제 기체의 이러한 이상적 흐름 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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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KI 연구진이 주장한 이상 흐름에 가까운 층류 흐름을 운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 전제는 저속 유량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회수

율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표 4.1. Sr-89 생산용량 평가

조 건 Sr-89 생산용량

ARGUS 

실험값

 -농축도: 90% HEU

 -핵연료: UO2SO4 aqueous fuel

 -출력: 20 kWt
 -campaign당 운전시간: 1 hr

 -연간 운전일: 250 일

 최대 1 Ci/kW/y

(최대 20 Ci/y)

ARGUS

계산값

 -농축도: 90% HEU

 -핵연료: UO2SO4 aqueous fuel

 -출력: 20 kWt
 -연간 campaign수: 6,000 회

 -연간 운전일: 250 일

최대 3.31 mCi/Campaign

(최대 20 Ci/y)

MIP

계산값

 -농축도: 20% HEU

 -핵연료: UO2SO4 aqueous fuel

 -출력: 50 kWt
 -연간 campaign수: 6,000 회

 -연간 운전일: 250 일

최대 8.29 mCi/Campaign

(최대 49.7 C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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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핵연료 조성 계산 

 
  핵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경우 생산된 Mo-99의 불순물 함량에 큰 향

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예를 들어 13] 이 계산을 통하여 MIP에서 LEU 핵

연료를 사용할 경우 Mo 흡착제의 성능을 두 가지 관점에서 검증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LEU 사용시 상대적으로 초기 U 장전량이 많은데 따라 높은 U 농도 환경

에서의 성능 및 상대적으로 높은 U-238 함량에 기인하는 높은 Pu 농도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라 각종  minor actinide 핵종들의 생성과 소멸을 

추적 계산한 결과를 정리하 다. 이 계산은 이미 보고된 바 있으나[3] 이 과제의 주

요 연구 항목인 저농축 핵연료 사용시 Mo-99 회수/정제 공정의 성능과 관련된 중

요 자료이므로 다시 인용하는 것이다. 한편, 역시 기술성 조사 수행 중에 격자 계산 

코드인 WIMS와 일반적인 연소계산 코드인 ORIGEN 계산 결과를 상호 비교한 결

과, 장기간에 이르는 연소 경우에 대해 WIMS의 계산 결과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1. 연소 계산 방법 

  ORIGEN2 코드는 무차원 코드이므로 초기 핵연료의 조건과 노심의 출력 혹은 중

성자 선속 도를 지정하여 연소도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계산에서는 출력을 

기준으로 연소도 계산을 수행하 다. ORIGEN2 코드에는 수용액 원자로에 대한 핵

자료 라이브러리가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계산에서는 수용액 원자로가 열

중성자로임을 고려하여 가압경수로용 라이브러리인 PWRUS.lib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출력을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가동 초기에는 차이가 나지 않을 것

이 분명하나, 가동시간이 긴 경우에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핵연료의 악티나이드 조성 

  러시아 수용액 원자로 ARGUS는 UO2SO4 수용액 핵연료를 사용한다. 우라늄의 

총량은 1.788 kg으로, U-235와 U-238이 각각 1.61 kg 및 0.178 kg이다. 이를 핵연

료 초기조건으로 가정하고 20 kW 출력으로 가동한다고 가정하여 가동시간에 따른 

주요한 악티나이드 핵종의 질량과 방사능 준위의 변화를 계산하 다. MIP 노심에는 

20 wt% UO2SO4 수용액 핵연료를 가정하 고, 우라늄 총량이 10 kg, U-235와 

U-238이 각각 2 kg과 8 kg 장전되며 출력은 50 kW이다. 

  악티나이드 핵종의 질량과 방사능 양을 각각 표 4.2와 4.3에 제시하 다. U, Np, 

Pu 동위원소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생성되는 알파 붕괴 핵종은 U-235,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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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Np-237, Pu-238, -239, -240, Am-241 등이다. ARGUS 핵연료의 조성과 MIP 

핵연료의 조성을 표 4.2에서 연소에 따라 비교하면 역시 MIP 경우에 Pu 생성량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소가 진행되더라도 여전히 전체 악티나이드

에서 U이 차지하는 양은 압도적이어서, MIP의 경우처럼 U 농도가 상대적으로 짙

은 환경에서 Mo 흡착제의 성능을 검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U-237, Np-239, Pu-241 등은 주요 베타 선원인데 이들의 반감기는 수 일

(U-237 6.75 d, Np-239 2.36 d)에서 기껏 14.4년 (Pu-241)으로 알파 붕괴 핵종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생성량은 많지 않아도 전체 방사능량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크

다. 연소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표 4.3에서 보인 것처럼 총방사능량의 거의 전량이 

U-237과 Np-239의 베타 방사능이다. 알파 방사능만 볼 때 MIP에서 ARGUS 원자

로 대비 초기에는 두 배 정도에서 1 년 후 약 20 배, 5 년 후에는 80 배까지 느는 

등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는데 이는 MIP에서 LEU를 쓰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ARGUS에서 상당히 연소가 진행된 

시점에도 알파 방사능의 대부분은 U 핵종에 기인하지만 MIP에서는 불과 30 일 이

후에 벌써 Pu-239의 기여가 더 커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LEU를 사용할 경우 Mo 

흡착제의 Pu 제거 성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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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연소별 악티나이드 생성량 (g)

연소 기간

장전    30 일    100 일   1 년     3 년    5 년   10 년  

 ARGUS (농축도 90%, 출력 20 kW)

U-234     0.00E+00 1.34E-05 4.45E-05 1.62E-04 4.87E-04 8.11E-04 1.62E-03

U-235     1.61E+03 1.61E+03 1.61E+03 1.60E+03 1.58E+03 1.57E+03 1.52E+03

U-236     0.00E+00 1.20E-01 3.98E-01 1.45E+00 4.36E+00 7.27E+00 1.45E+01

U-238     1.78E+02 1.78E+02 1.78E+02 1.78E+02 1.78E+02 1.78E+02 1.78E+02

Np-237   0.00E+00 3.05E-06 2.63E-05 2.93E-04 2.49E-03 6.86E-03 2.76E-02

Pu-238    0.00E+00 1.19E-10 3.93E-09 1.50E-07 3.70E-06 1.69E-05 1.36E-04

Pu-239    0.00E+00 5.00E-04 1.82E-03 6.80E-03 2.05E-02 3.41E-02 6.77E-02

Pu-240    0.00E+00 6.45E-08 7.58E-07 1.03E-05 9.27E-05 2.58E-04 1.03E-03

Pu-241    0.00E+00 1.75E-11 6.69E-10 3.29E-08 8.74E-07 3.98E-06 3.04E-05

Am-241   0.00E+00 1.76E-14 2.20E-12 3.96E-10 3.17E-08 2.40E-07 3.69E-06

Actinide 
total 1.79E+03 1.79E+03 1.79E+03 1.78E+03 1.77E+03 1.75E+03 1.71E+03

 MIP (농축도 20%, 출력 50 kW)

U-234     0.00E+00 7.61E-05 2.54E-04 9.25E-04 2.76E-03 4.58E-03 9.21E-03

U-235     2.00E+03 2.00E+03 1.99E+03 1.98E+03 1.93E+03 1.89E+03 1.77E+03

U-236     0.00E+00 3.51E-01 1.17E+00 4.26E+00 1.27E+01 2.11E+01 4.19E+01

U-238     8.00E+03 8.00E+03 8.00E+03 8.00E+03 8.00E+03 7.99E+03 7.98E+03

Np-237   0.00E+00 4.40E-04 2.09E-03 1.08E-02 5.45E-02 1.28E-01 4.42E-01

Pu-238    0.00E+00 8.63E-08 1.77E-06 3.20E-05 4.41E-04 1.65E-03 1.13E-02

Pu-239    0.00E+00 1.03E-01 3.74E-01 1.39E+00 4.06E+00 6.59E+00 1.23E+01

Pu-240    0.00E+00 6.09E-05 7.14E-04 9.56E-03 8.33E-02 2.23E-01 8.14E-01

Pu-241    0.00E+00 7.57E-08 2.89E-06 1.41E-04 3.61E-03 1.59E-02 1.12E-01

Am-241   0.00E+00 7.64E-11 9.49E-09 1.69E-06 1.31E-04 9.58E-04 1.35E-02

Actinide 
total 1.00E+04 1.00E+04 1.00E+04 9.98E+03 9.94E+03 9.91E+03 9.81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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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연소별 악티나이드 방사능량 (Ci)

          
연소기간

장전 30 일    100 일   1 년    3 년  5 년  10 년  

 ARGUS (농축도 90%, 출력 20 kW)

U-235     
U-236     
U-238     
Pu-238    
Pu-239    
Pu-240    
Am-241   

3.48E-03
0.00E+00
5.99E-05
0.00E+00
0.00E+00
0.00E+00
0.00E+00

3.48E-03
7.73E-06
5.99E-05
2.03E-09
3.11E-05
1.47E-08
6.04E-14

3.48E-03
2.58E-05
5.99E-05
6.73E-08
1.13E-04
1.73E-07
7.54E-12

3.46E-03
9.41E-05
5.99E-05
2.57E-06
4.23E-04
2.34E-06
1.36E-09

3.42E-03
2.82E-04
5.99E-05
6.33E-05
1.27E-03
2.11E-05
1.09E-07

3.38E-03
4.70E-04
5.99E-05
2.89E-04
2.12E-03
5.87E-05
8.24E-07

3.29E-03
9.39E-04
5.98E-05
2.32E-03
4.21E-03
2.35E-04
1.27E-05

alpha 
sum 3.54E-03 3.58E-03 3.67E-03 4.04E-03 5.12E-03 6.38E-03 1.11E-02

U-237
Np-239   
Pu-241    

0.00E+00
0.00E+00
0.00E+00

1.50E+01
1.48E+01
1.80E-09

1.52E+01
1.49E+01
6.89E-08

1.61E+01
1.49E+01
3.39E-06

1.86E+01
1.50E+01
9.01E-05

2.11E+01
1.52E+01
4.10E-04

2.76E+01
1.55E+01
3.14E-03

beta sum 0.00E+00 2.98E+01 3.01E+01 3.10E+01 3.36E+01 3.63E+01 4.30E+01

total 3.54E-03 2.98E+01 3.01E+01 3.10E+01 3.36E+01 3.63E+01 4.31E+01

 MIP (농축도 20%, 출력 50 kW)

U-235     
U-238     
Pu-238    
Pu-239    
Pu-240    
Am-241   

4.33E-03
2.69E-03
0.00E+00
0.00E+00
0.00E+00
0.00E+00

4.32E-03
2.69E-03
1.48E-06
6.41E-03
1.39E-05
2.62E-10

4.31E-03
2.69E-03
3.02E-05
2.32E-02
1.63E-04
3.26E-08

4.28E-03
2.69E-03
5.48E-04
8.61E-02
2.18E-03
5.81E-06

4.18E-03
2.69E-03
7.54E-03
2.53E-01
1.90E-02
4.50E-04

4.08E-03
2.69E-03
2.83E-02
4.10E-01
5.09E-02
3.29E-03

3.83E-03
2.69E-03
1.94E-01
7.63E-01
1.86E-01
4.63E-02

alpha 
sum 7.02E-03 1.34E-02 3.04E-02 9.58E-02 2.87E-01 4.99E-01 1.20E+00

U-237
Np-239   
Pu-241    

0.00E+00
0.00E+00
0.00E+00

3.08E+03
3.06E+03
7.80E-06

3.09E+03
3.07E+03
2.98E-04

3.11E+03
3.08E+03
1.45E-02

3.18E+03
3.12E+03
3.72E-01

3.28E+03
3.18E+03
1.64E+00

3.48E+03
3.30E+03
1.15E+01

beta sum 0.00E+00 6.14E+03 6.15E+03 6.19E+03 6.30E+03 6.46E+03 6.78E+03

total 7.02E-03 6.14E+03 6.15E+03 6.19E+03 6.30E+03 6.46E+03 6.78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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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수용액핵연료를 사용하는 균질 원자로의 핵연료에서 의료용 동위원소 Mo-99 및 

Sr-89를 생산하는 방법의 기술성을 검증하고 개선을 모색하는 실험적 연구를 추진

하 다. ARGUS의 90% 농축도 핵연료 대신 MIP는 20% 미만을 사용해야 하므로 

노심 설계가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동위원소 회수/정제 계통 및 공정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또한 ARGUS 대비 원자로 출력도 증강되므로 그에 따른 설계 개선과 다

중방어 개념 구현을 위한 원자로측 시설 추가 및 보완 등도 뒤따라야 한다. Sr-89 

회수/정제 공정 경우는 ARGUS에서도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고 임시 실험 수준이

기 때문에 회수 loop의 최적화 설계와 Sr 흡착제 연구 등이 더 필요하다.

  러시아 제안 개념을 우리나라에서 MIP로 구현하는 것을 상정하고 Kurchatov 연

구소의 ARGUS 시설에서 한러 공동 실험을 추진하 다. 실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ARGUS 핵연료(즉, HEU 조건)에서의 Mo-99 회수/정제, KI 흡착제 사용

 • ARGUS 핵연료에서의 Mo-99 회수/정제, KAERI 흡착제 사용

 • ARGUS 원자로 공동(空洞)에서 Sr-89 회수/정제

 • LEU 핵연료 제조 및 ARGUS 노내 조사후 Mo-99 회수/정제 

  생산품의 품질 분석은 KAERI (및 국내 기관), KI, 외국의 별도 기관에서 각각 수

행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한편, 선행 특허 분석 결과, 중국에서 TCI사의 Mo-99 및 Sr-89 생산기술 특허를 

실시하는 데 특허 침해의 우려는 없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아직 TCI사의 Mo-99 

생산 관련 특허가 권리화될 여지가 남아있다. 그럴 경우 MIP로 생산한 Mo-99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TCI와 실시권 계약을 맺거나 회피 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피 설계는 특허를 받은 공정의 단계나 조건을 “생략”하여야 

하며 “변경”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변경이 아니라면 균등론에 따라서 특허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와 공동 실험을 통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의 깊이에 한계가 있는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실증적 실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2차년도 연구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MIP 연구를 재개한다면 이 연구 중에 기획한 검증실험 

방안과 선행특허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 러시아 연구비 지원이나 중국의 MIPR 프로젝트 등으로 미루어 수용액핵

연료 사용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로 개념이 실용화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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