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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 : 양 자 방출 단층 촬 기의 검교정 선원과 방사성의약품 합성에 이용되는 

Ge-68/Ga-68 generator의 모핵종인 Ge-68의 생산법 개발

2. 연구내용  결과: Ge-68과 Ga-68의 붕괴 방식, Ge-68 생산 조건 등 핵종 특성을 분석하 고, 

국내외 기 에서의 Ge-68 생산  련 연구 황을 악하 다. 녹는 이 29.8℃인 Ga 

속 타겟에 알맞게 Ga2O3를 사용하여 stacked foil 표 을 제작하 고, 50MeV 가속기 빔라

인에 표 이 부착되도록 DN63 규격의 랜지 형식으로 표 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 이를 

이용하여 입사 에 지에 따른 nat.Ga(p,xn)68Ge 핵반응의 단면 , 즉, Ge-68의 여기함수를 

측정하여 DB화 하 다. 한편, Ge-68 분리실험의 선행 모의실험으로서 H2SO4-HCl 용액상

에서 Ga과 Ge의 분리실험과, 8M HCl에서 CCl4 용매추출에 의한 Ga과 Ge의 분리실험을 

수행하 으며, 분리한 각각의 용액을 ICP-AES로 분석하 다. 한, Ga-68 방사성의약품 

개발을 한 사  실험으로 Hematophorphyrin-Ga complex를 합성하 고, DOTA-Ga 

complex 합성 실험도 진행하고 있다.

3.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구축한 핵자료와 실험/분석 기  결과  제작한 조사용 표  장

치를 활용하여 Ge-68/Ga-68 generator 개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써 량 수입하

고 있는 양 자 방출 단층 촬 기의 검정선원을 국산화할 수 있어 련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 Ga-68 표지화합물 개발 연구에 이용할 수 있어 동 원소 이용연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Ge-68의 본격 인 생산은 2-3일 정도의 장시간 

조사가 가능한 류 가속기를 필요로 하며, 이는 30 MeV 류 사이클로트론을 설치 

시험 인 정읍 방사선연구소를 이용하여 Ge-68 생산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Ge-68/Ga-68 generator, 방사성동 원소, 양 자방출단층촬 , 

방사성의약품, stacked foil 표

  어
Ge-68/Ga-68 generator, radioisotope, PET, 

radiopharmaceuticals, stacked foil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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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한 Ge-68 생산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 연구의 목

 양 자 방출 단층 촬 기의 검정  교정 선원이면서 방사성의약품 합성에 이용되고 있는 

Ge-68/Ga-68 generator의 모핵종인 Ge-68의 생산법을 개발하여 핵종의 국산화  동 원소 이

용연구를 활성화함

  2. 연구의 필요성

 Ge-68의 딸핵종인 Ga-68은 핵의학에서 PET 검출기의 검교정 선원으로서 DOTA 유도체, 

bombesin, substance P, neurotensin, CCK 등 여러 peptide들과 기타 분자량이 낮은 화합물의 

pharmacokinetics 측정에 합하여 응용 범 가 매우 넓은 핵종이지만 반감기가 68분으로 짧아 

다루기 쉽지 않다. Ga-68 이용연구 활성화와 함께 사이클로트론을 보유하지 않은 곳에서도 지속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Ge-68/Ga-68 generator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재 

Ge-68/Ga-68 선원은 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 PET 보 이 확 되면서 수입 액은 연간 

약 2억원 이상이며 진 인 증가추세에 있어 Ge-68 생산법 개발  Ge-68/Ga-68 generator 개

발이 시 한 상황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자료수집  검토

Ge-68과 Ga-68의 핵종 특성 분석, 생산에 한 자료 수집  련 기술 검토, 세계 생산 기술 

황 악.

  2. 표  제작

Al disc와 건조시킨 Ga2O3 분말을 이용한 stacked foil 표  제작, Stacked foil 표  장착 조사용 



- ii -

표  장치 설계 제작.

  3. 
nat.
Ga(p,xn) 핵반응 단면  측정

동 원소의 수율  순도와 부 핵반응으로 생성되는 불순핵종의 순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여기

함수 (입사 에 지에 따른 핵반응 단면 의 함수) 측정.

  4. Ge-68 화학 분리 실험

H2SO4-HCl 용액상에서 Ge과 Ga의 분리 실험, 8M HCl에서 CCl4 용매추출에 의한 Ga과 Ge의 

분리 실험, ICP-AES 이용 분리 용액 분석.

  5. Hematophorphyrin-Ga complex 합성

Ga-68 방사성의약품 개발의 사  실험으로서 Hematophorphyrin-Ga complex 합성, 분리 산물 

NMR 분석.

Ⅳ. 연구개발결과

  본 과제는 PET의 검교정 선원이면서 방사성의약품 합성에 이용되고 있는 Ge-68의 생산법을 

개발하여 핵종의 국산화 뿐 아니라 동 원소 이용연구를 활성화 하여, 핵의학 발 으로 인한 국

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원자력의 평화  이용 확 와 동 원소 산업의 발 에 기여하고자 연

구를 진행하 다. Ge-68과 Ga-68의 붕괴 방식과 각 핵종의 방사핵  성질을 분석하 고 핵종의 

특성에 알맞은 생산 조건을 도출하 으며 국내외에서의 Ge-68 생산  련 연구 황을 악하

다. 알루미늄 디스크에 건조시킨 Ga2O3 분말을 사용하여 stacked foil 표 을 제작하 고, 50 

MeV 가속기에 부착되도록 DN63 규격의 랜지 형식으로 조사용 표 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 

이를 이용하여 입사 에 지에 따른 
nat.
Ga(p,xn)

68
Ge 핵반응의 단면 , 즉, Ge-68의 여기함수를 

측정하 으며 확보한 분석 데이터는 DB화하여 근성과 활용성이 용이하도록 하 다. 한편, 

Ge-68 분리실험의 선행 모의실험으로서 H2SO4-HCl 용액상에서 Ga과 Ge의 분리실험을 수행하

고, 8M HCl에서 CCl4 용매추출에 의한 Ga과 Ge의 분리실험도 수행하 으며, 분리한 각각의 

용액은 ICP-AES로 분석하 다. 한, Ga-68 방사성의약품 개발의 사  실험으로 

Hematophorphyrin-Ga complex를 합성하 고 NMR로 확인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에서 구축한 핵자료와 실험 분석 기  결과, 그리고 제작한 표  장치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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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Ge-68/Ga-68 generator 개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써 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양 자 방출 단층 촬 기의 검교정 선원을 국산화할 수 있어 1차 인 외 경제  손실

을 일 수 있고, 련 연구를 활성화하여 산업화를 이룬다면 연쇄 인 경제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 Ga-68 표지화합물 개발 연구에 이용할 수 있어 동 원소 이용연구 활

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Ge-68의 본격 인 생산은 2-3일 정도의 장시간 조사

가 가능한 류 가속기를 필요로 하며, 이는 30 MeV 류 사이클로트론을 설치 시험

인 정읍 방사선연구소를 이용함으로써 Ge-68 생산체제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생

산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기술이 을 통해 사업화로 수익 창출과 산업 발 에 기여할 수 있

고, Ge-68/Ga-68 generator  PET 검정선원의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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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Title

The study on Ge-68 production

II. Object and Necessity of Research

  1. Object

  The Ge-68, a mother nuclide of the Ge-68/Ga-68 generator, is used as an examination and 

correction source of PET scanner and is also used for the radiopharmaceuticals synthesis. 

The goals of this project are the localization of the Ge-68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radioisotope utilization research by developing the Ge-68 production technique.

  2. Necessity of research

  The Ga-68, a daughter nuclide of the Ge-68, is an examination and correction source of 

PET, and can be used to measure the metabolism of a variety of peptides such as the 

DOTA derivative, bombesin, substance P, neurotensin, CCK, and so on. The Ga-68 is also 

suitable to measure the pharmacokinetics of low molecular weighted compounds. The 

application areas of Ga-68 are very wide but the half-life is just 68 minutes and it makes 

the handling of the nuclide not easy. It is required to develop the Ge-68/Ga-68 generator to 

revitalize the Ga-68 utilization research and to make any organizations without cyclotron use 

the nuclide continuously. In addition, the Ge-68 and Ga-68 are thoroughly imported sources 

and the payment is around 200,000,000won per year. Besides, as the PET becomes popular 

the import payment is continuously increased, and it is very urgent that developing the 

Ge-68 production technique and the Ge-68/Ga-68 generator.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Survey and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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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nalysis of the Ge-68/Ga-68 characteristics

- Survey for the Ge-68/Ga-68 production technique and related research

- The research and industrial status of the source production technique

  2. Target design

- Design the stacked foil target using Al disc and dried Ga2O3 powder

- Design the target for the irradiation of stacked foil target

  3. Excitation table of the 
nat.
Ga(p,xn)

- Measurement of the cross section data according to the irradiation energy

  4. Separation and purification of the Ge-68

- Separation and purification of Ge and Ga in the H2SO4-HCl solution

- Separation of Ge and Ga by liquid extraction of CCl4 in 8 M HCl

  5. Synthesis of the Hematophorphyrin-Ga complex

- Synthesis experiment of the Hematophorphyrin-Ga complex as a fundamental of Ga-68 

radiopharmaceuticals development

IV. Result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producing the Ge-68. The Ge-68 is an experiment and 

correction source of PET and is used in radiopharmaceuticals synthesis. The local 

production of the Ge-68 can be possible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radioisotope utilization 

research areas can be accomplished.

  The decay schemes of the Ge-68 and Ga-68 are obtain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uclides are analyzed. The production conditions are also developed, and the domestic and 

overseas status of the art are considered. The stacked foil target is fabricated using the 

Al disc and dried Ga2O3 powder. The irradiation target adjusted to the beam line of the 50 

MeV cyclotron is also designed for the developed stacked foil target. The cross section of 

the nat.Ga(p,xn)68Ge reaction is obtained according to the irradiation energy u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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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d target. The separation and purification experiment of cold Ge and Ga in the 

H2SO4-HCl solution are carried out as a simulation experiment of the radioactive Ge and 

Ga sources. The separation of Ge and Ga by liquid extraction of CCl4 in 8 M HCl is also 

accomplished. And the synthesis experiment of the Hematophorphyrin-Ga complex is 

performed.

V. Plan for Application

  The research for development of the Ge-68/Ga-68 generator will be carried out based 

on the established materials, experimental results, and designed target. The correction 

source, which is thoroughly imported for now, of PET can be localized and it will reduce 

the import payment and revitalize not only the related research areas but also the 

industrial aspects. Besides, the results of this project can be used in Ga-68 labeling and 

can contribute to the radioisotope utilization study.

  The high current accelerator is required to produce the Ge-68 with 2-3 day long 

irradiation. The 30 MeV high current cyclotron installed (and currently in the examination 

process) in the ARTI (Jeongeup) can be used to establish the Ge-68 production system. In 

addition, the production technology can be transferred and commercialized to result in the 

profit cre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e Ge-68/Ga-68 generator and correction 

source of PET can be also ex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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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  측면

    Ge-68은 반감기는 270.8일이고 자포획으로 붕괴하여 Ga-68이 된다. 딸핵종인 Ga-68

은 반감기가 68분이며 양 자 방출 핵종으로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한 방사성동 원소이

다. Ga-68은 핵의학에서 PET 검출기의 교정용 선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peptide와 기타 분자량이 낮은 화합물의 pharmacokinetics 측정에 합하며, Ge-68/ 

Ga-68 generator를 개발한다면 사이클로트론을 보유하지 않은 곳에서도 지속 으로 사용

이 가능하고, DOTA 유도체, bombesin, substance P, neurotensin, CCK 등 많은 peptide 

들이 개발되어 있어 핵의학에서 리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2. 경제  측면

    PET 검정용 선원인 Ge-68/Ga-68 선원은 량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수입 액은 

년간 약 2억원 이상이며 재 국내에 PET 보 의 확 로 진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Ge-68 생산법이 개발되어 PET 검정선원과 Ge-68/Ga-68 generator 개발을 한 

추가 연구가 수행되고 사업화가 이루어진다면 외화 감 뿐 아니라 수출도 기 되는 동

원소이다. 한, Ge-68/Ga-68 generator의 개발로 동 원소 이용연구 활성화와 핵의학 

발 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3. 사회  측면

    Ge-68의 딸핵종인 Ga-68은 PET에 용하기에 이상 인 방사성동 원소로 다양한 방

사성의약품의 개발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핵의학 발 으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원자력의 평화  이용 확 와 동 원소 산업의 발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4. 기술상태의 취약성 

    Ge-68은 일반 으로 100 MeV 정도의 고에 지 양성자와 높은 빔 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산을 하는 기 이 많지 않으며, 생산량도 크지 않다. 국내의 경우, PET 검정용 

선원을 량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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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정량 인 비교는 불가한 상태이다.

제 2  연구개발의 목표  범

1. 연구개발의 목표

    양 자 방출 단층 촬 기의 검교정 선원과 방사성의약품 합성에 이용되는 Ge-68/Ga-68 

generator의 모핵종인 Ge-68의 생산법 개발

2. 연구개발목표의 성격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는 공정개발■     기 타⃞

3. 연구개발의 내용  범

    가. 자료수집  검토

- Ge-68과 Ga-68 핵종 특성 분석

- 국외 Ge-68 생산 황  생산 기술 개발 황 악

- Ge-68 생산법 검토

    나. 핵반응 단면  측정

(1) 조사용 표  설계  제작

   - Al disc와 건조시킨 Ga2O3 분말을 이용한 stacked foil 표  제작

   - Stacked foil 표  장착 조사용 표  장치 설계 제작

(2) 여기함수 측정

   - 동 원소의 수율  순도와 부 핵반응으로 생성되는 불순핵종의 순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입사 에 지에 따른 핵반응 단면 의 함수 (여기함수) 측정

    다. 화학 분리  합성 실험

- H2SO4-HCl 용액상에서 Ge과 Ga의 분리 실험  ICP-AES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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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M HCl에서 CCl4 용매추출에 의한 Ga과 Ge의 분리 실험  ICP-AES 분석

- Ga-68 방사성의약품 개발의 사  실험으로서 Hematophorphyrin-Ga complex 합성 

 NMR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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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내외 기술 개발 황

1. 국외 기술 개발 황

    미국의 경우 DOE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 동 원소 로그램에 의하여 생산하고 있는

데, LANL의 경우 Niobium 캡슐에 천연 Ga 속을 넣어 표 을 제작하고 있으며, 100 

MeV 양성자 빔을 조사하고 생성된 Ge-68은 용매추출과 alumina 컬럼으로 분리한다. 생

산수율은 100 MeV 양성자, 125 μA 빔세기로 5-20 일 조사할 경우 0.5-2 Ci이다. 이외에

도  Ga-Ni alloy (Cyclotron company, Obninsk) 혹은 Ga2O (BNL) 등으로 제작하고 있

으며, 화학처리는 사염화탄소(CCl4)를 이용한 용매추출법으로 분리하고 Alumina 칼럼으

로 최종 정제하는 방법이 리 이용되고 있다.  

    미국의 LANL, BNL을 포함하여 남아 리카의 iThemba는 65-100 MeV 양성자빔을, 카

자흐스탄의 Institute of Nuclear Physics는 30 MeV 양성자 빔을 조사하여 Ge-68을 생산

하고 있다.

    Ge-68/Ga-68 generator는 미국의 SANDERS medical Inc., 독일의 IsoTrack 등에서 제

작하여 공 하고 있으나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사용이 제한 이다. 최근 Ge-68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N-methylglucamine을 이용한 새로운 화학분리법과 generator 흡착제의 개발

에 한 연구가 일본의 나가사키 학 등에서 수행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generator도 개

발되었다.

2. 국내 기술 개발 황

    원자력의학원에서 MC-50과 Cyclone-30 사이클로트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

여 Tl-201, Ga-67, I-123, F-18 등의 방사성동 원소 생산, 표 개발, 표지화합물 합성 

등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방사성동 원소를 일부 공 하고 있다. 한, 방사선연구소와 원

자력의학원에서 류 빔 조사용 고체표 과 PET 동 원소 생산용 액체  기체 표

에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Ge-68의 생산에 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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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기술개발 황 비교

1. 공정단 별 주요 기술(技術)내용  그 기술수 의 분석 결과

    가. 국외의 경우

    사이클로트론에 의한 방사성동 원소 생산은 이미 얻어진 핵반응 자료를 이용하여 표

을 설계 제작하고 여기에 최  가속에 지 범 를 결정하여 표 이 변형되거나 증발

되지 않도록 냉각시키면서 입자를 조사한 후에 표 으로부터 분리하여 품질을 결정한 

후 최종의 제품을 얻는다. 선진국에서는 사이클로트론의 제작에서부터 운 까지 자체 개

발해 왔기 때문에 이 분야의 기술 인력이 충분하고 기술 교류가 활발하여 일반 인 생

산법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다. 동 원소의 생성수율은 핵반응 단면 , 빔 류의 

세기, 표 의 두께, 표 의 농축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핵반응이 선택되면 농축 표 을 

사용하거나 표 의 냉각 능력을 증진시켜 빔 류의 세기를 크게 하거나, 직렬표 을 이

용해 표 의 두께를 확장하여 동 원소 수율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방사성 동 원소의 

량생산을 하여 빔 류가 높은 표 장치를 설치하여 빔수송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여 효율 인 운 을 하고 있다. 표 에 있어서도 천연표 에 비해 수율을 3-5배 정도 

높일 수 있는 농축표 을 사용하고 있으며 농축표  재사용 기술이 확립되어 있어 량

생산  경제  생산이 동시에 수행되고 있다.

    나. 국내의 경우

    1986년부터 20년간의 가속기 핵종 개발 연구로 가속기 핵종생산기술을 개발하 다.  

사이클로트론으로 동 원소를 생산할 때 생산수율은 입자 종류, 입자에 지, 입자속 

도와 매우 한 계가 있다. 입자종류와 입자에 지에 한 생산수율의 변화는 핵반

응의 여기 함수로 표시되며 부분의 핵종은 핵물리 연구에서 계산, 측정되었다. 한, 

입자속 도가 클 경우 표 에 많은 열이 발생하여 표 이 변형 는 증발되어 표  조

사실과 냉각수를 오염시키므로 표 을 후방에서 냉각시킬 수 있는 냉각 표 장치와 

입자속 도를 낮추기 하여 경사 표 을 설계하 다. 더불어 동 원소를 량생산 할 

때 필요한 농축표  이용 기술(농축표  제작  농축표  물질 회수 기술)과 빔 조사 

기술 등을 개발하 다.

2. 기존 공정방법․기술에 한 황 조사․분석

    가. 기술 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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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클로트론으로 방사성 핵종의 개발  량생산 체제 확립은 가속 입자 조사기술, 

방사능 차폐기술, 방사능 물질의 원격조작기술, 동 원소 분리기술등 복합 인 기술이 

필요하다.

    나. 경제 인 평가

    의료용 사이클로트론 핵종은 진단 효과  방사능 피폭 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국내 사용량이 매년 50％ 이상씩 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 추세는 향후 수년간 계

속 지속될 망이다. 따라서 방사성 동 원소 사용량 증가 추세에 비하고 PET 이용

의 활성화를 하여 지속 인 연구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다. 산업기술에 미치는 효과 분석

    사이클로트론 동 원소는 핵의학에 있어 선명한 상  정확한 치에의 투여로 환

자의 방사능 피폭량을 감소시키고, 진단효과와 생체연구에 매우 유용한 양 자방출 단층

촬 에 사용되는 양 자방출 핵종 generator가 개발되면 핵의학 활성화 국민보건 증진

에 기여한다.

기술 분야 국외 국내

표  설계 기술

류 표  장치를 상용화하 으

며 조사 빔 류를 높이기 한 연

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음

표 설계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류 표 장치를 개발하고 있음

기계 가공
정  가공 장비를 확보하고 제작이 

용이함

기계가공 기술의 발 과 경험 축

으로 외국의 수 에 근하고 있음

화학처리 등 

이화학기술

- 다양한 화학처리법과 흡착제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화학분리 자동화 시스템 확립

- 방사성의약품의 GMP 규제

- 화학처리는 습식분석법에 의하여 

수행되므로 외국의 수 과 동일

함

- 화학처리 일부 자동화

- KGMP 유보  (추진단계)

종합  비교
반 으로 동 원소 생산은 외국의 기술 수 과 근 하고 있으나 보유

하고 있는 가속기의 빔에 지가 낮아 생산이 불가능한 동 원소가 있음

Table 1 The comparison of th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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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자료 수집  검토

    Ge-68과 Ga-68의 붕괴도는 Fig. 1과 같으며 각 핵종의 방사핵  성질은 Table 2와 같

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Ga-68은 양 자 방출핵종으로 재 핵의학에서 리 사용

되고 있는 양 자 방출 단층촬 술에 이용이 가능한 핵종이며, 특히 모핵종인 Ge-68은 생

산이 어렵긴 하지만 반감기가 288일로 generator로 사용하면 사이클로트론을 보유하지 않

은 기 에서도 PET 활용이 가능해져  세계 으로 Ge-68의 생산과 딸핵종인 Ga-68을 

이용한 방사성의약품 개발을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Ge-68의 생산은 반감기가 길어 생산수율이 높지 않아 세계 으로 미국의 Brookhaven 

National Lab. 남아 리카공화국의 iThemba 연구소, 카자흐스탄 등 일부 국가에서만 소량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Ge-68의 량생산을 하여 류 사이클로트론을 보유

하고 류 조사가 가능한 표 시스템의 개발이 실히 필용한 상황이다.

Fig. 1 Decay scheme of Ge-68 and Ga-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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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nuclides Halflife Decay modes -ray energy

Ge-68 288 d E.C.  no -rays

Ga-68 68.3 min.
(90%), 

E.C.(10%)

 511(180%), 578(0.03%), 805.9(0.088%),

 1,077.4(3.0%), 1,261.3(0.09%), 1,883.2(0.13%)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Ge-68 and Ga-68

    Ge-68의 량생산(100-1,000 mCi)은 높은 빔 류의 고에 지 양성자 가속기를 보유한 

기 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 는 200 MeV 양성자 가속기를 보유한 BNL과 800 MeV 양

성자가속기를 보유하고 있는 LANL이다.

    BNL은 천연 Ga 표 에 50 uA의 양성자를 장시간 조사하여 
69
Ga(p,2n)

68
Ge 핵반응으로 

Ge-68을 생산하며 1회 생산량은 수백 mCi이다. LANL에서는 RbBr 표 에 200 MeV 양

성자를 조사하여 spallation에 의하여 Ge-68을 생산하고 있으며 1회 생산량은 약 1Ci 정도

이다.

    소형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하여 카자흐스탄과 남아 리카 공화국에서 Ge-68을 생산할 

수 있으나 조사하는 양성자의 빔 류가 작아 1회 생산량은 수십 내지 수백 mCi 정도이다. 

30 MeV 양성자를 이용하여 Ge-68을 생산하는 방법은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Ga 속은 녹는 이 39℃로 매우 낮고 부식성이 강하여 다른 속과 쉽게 

반응하는 성질이 있어 표  제작에 어려움이 있고 Ga2O3나 Ga2O는 열 달이 좋지 않아 

조사하는 양성자 빔 류가 제한 이다.

    재 국내에서도 Ga-68의 이용에 많은 심을 갖고 있지만 수입하여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 Ga-68 표지 방사성의약품 개발에 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표 m.p(℃) 빔 에 지(MeV) 빔 류(uA) Yield(uCi/uA․h)

Ga metal in Nb capsule 39 50-100 27-35

Ga2O3 1,900 55-13 45 45

Ga2O 20-0 80 37

Ga4Ni alloy 900 19.5-0 45 9.2

Ga2Ni alloy (100)

Table 3 Ge-68 production using a low energy prot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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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핵반응 단면  측정

1. Ga2O3를 이용한 stacked foil 표   조사용 표 장치 설계 제작

    Ga 속은 녹는 이 29.8℃로 매우 낮아 표 으로 사용하려면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여 

여기함수 측정을 한 stacked foil 표 은 Ga2O3 분말을 사용하여 제작하 다. 표 은 직

경 20 mm, 내경 10 mm, 두께 0.5 mm의 알루미늄 디스크에 건조시킨 Ga2O3 분말을 압

축 소결하여 제작하 다. 압축 압력은 5 ton/cm
2
으로 하 다. Fig. 2는 표  제작에 사용

한 알루미늄 디스크와 압축 소결용 보조 기구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함수 측정을 하여 제작한 stacked foil 표 을 장착하여 조사하기 하여 Fig. 3

과 같이 조사용 표 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사용하 다. 표 장치는 50 MeV 가속기 빔라

인에 부착되도록 DN63 규격의 랜지 형식으로 하 으며 랜지에 양성자 빔 크기를 

stacked foil의 소결부분에만 조사되도록 원뿔형상의 collimator를 부착하 다. 조사되는 

양성자 빔 류량의 측정을 하여 랜지부와 foil의 고정구 부분은 PEEK 연체를 사

용하여 기 으로 연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 제작하 다.

Fig. 2 Al disc and supplementary parts of the stacked foil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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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schematic of the irradiation target designed for the stacked foil

2. Ge-68 핵반응 단면  측정

    동 원소 생산에 필요한 기  자료  가장 요한 것 의 하나는 여기함수(exitation 

function)이며 이는 입사 에 지에 따른 핵반응 단면 의 함수로 원하는 동 원소의 수율 

 순도와 부 핵반응으로 생성되는 불순핵종의 순도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  

nat.
Ga(p,xn)

68
Ge 핵반응에 한 여기함수 측정은 “stacked-foil" 방법으로 두께 0.5㎜, 외경 

20 mm, 내경 10 mm의 알루미늄 디스크에 건조시킨 Ga2O3 분말을 압축소결하여 제작한 

표  10장을 Fig. 3의 표 장치에 부착시키고 45 MeV 양성자, 0.1 ㎂의 류 세기로 7.5 

시간 조사하여 45 MeV에서 8 MeV 까지의 여기함수를 측정하 다. 각 박막에 한 양성

자 에 지감쇄는 Williamson 등이 계산한 stopping power로 계산하 고, 표 에 집 된 

류의 양은 표 으로부터 나오는 류를 digital current integrator(ORTEC 430)와 

counter timer(ORTEC 776)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조사한 표 의 방사능량과 핵종분석

은 HPGe 검출기(ORTEC GEM series p-type coaxial detector)와 MCA로 분석하 다.  

MCA는 8092 channel로 이루어졌고 channel 당 -선 에 지는 표 선원 

137
Cs(661.62keV)와 

60
Co(1173.21keV)로 보정하 다. HPGe 검출기의 효율(absolute 

efficiency)은 표 선원 
109
Cd, 

57
Co, 

139
Cs, 

203
Hg, 

133
Sn, 

137
Se, 

85
Sr, 

60
Co등을 사용하여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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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의 거리 5, 10, 15, 20㎝에서 측정하 고 그 결과 -선 에 지에 한 HPGe의 

absolute efficiency는 Table 4와 같으며 측정한 absolute efficiency data와 -선 에 지

를 log-log scale에서 7차 다항식으로 least-square fitting을 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keV Contact 5㎝ 10㎝ 15㎝ 20㎝

88.03 0.0856 0.0145 0.0049 0.00245 0.00163

122.06 0.1145 0.0180 0.00647 0.00329 0.00196

165.85 0.1041 0.0160 0.00603 0.00319 0.00179

279.19 0.0684 0.0180 0.00417 0.00210 0.00119

391.69 0.0477 0.00748 0.00268 0.00145 0.000907

513.99 0.0342 0.00523 0.00188

661.62 0.0267 0.00424 0.00161 0.000828 0.000502

898.00 0.0181 0.00328 0.00119 0.000658 0.000402

1173.23 0.0138 0.00246 0.000945 0.000500 0.000308

1332.48 0.0122 0.00218 0.000848 0.000441 0.000271

1836.08 0.0092 0.00169 0.000661 0.000349 0.000204

Table 4 Detector efficiency data depending on -ray energy and distance

Fig. 4 Detector efficiency as a function of -ray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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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후의 Ge-68의 방사능량은 Ga-68의 양 자 소멸방사선(511 keV)을 측정하여 결정

하 고 핵반응단면 (cross section)은 측정한 방사능량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구하 다.

(dps) = ×
 × × ×××

  ×××  

   = current (Ampere)

  = Abogadro's Number (number/mole)

  = density of target material (㎏/㎥)

  = target thickness (m)

    = cross section

  = irradiation time (hr)

  = decay constant (hr-1)

  = molecular weight (g/mole)

  = isotopic abundance of target material

     식에 의하여 계산한 nat.Ga(p,xn)68Ge 핵반응에 한 핵반응 단면 을 Table 5  

Fig. 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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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nergy (MeV) Cross section (mbarn)

1 8.6 2.8

2 16.3 18.4

3 20.7 61.3

4 25.3 130.2

5 29.5 158.5

6 32.7 147.0

7 35.9 109.2

8 39.4 77.9

9 41.8 60.2

10 44.6 47.9

Table 5 Cross section data

Fig. 5 The cross section of 
nat.
Ga(p,xn)

68
Ge nuclear reaction

제 3  화학 분리 합성 실험

1. H2SO4-HCl 용액상에서 Ge과 Ga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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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 표 으로부터 양성자 조사로 생성된 Ge-68을 분리 실험은 방사성동 원소가 아닌 

일반 Ga과 Ge 시약을 이용한 모의시험으로 수행하 으며 1.0g의 Ga2O3와 0.5mg의 GeO2 

혼합시료를 60mL 12M H2SO4 용액 60mL에 넣고 가열한다. 이 용액이 우유빛으로 변하

면 당량의 30% H2O2를 첨가하면서 용액이 완 히 맑아 질 때까지 가열한다. 맑아진 

용액을 식힌 후 10M HCl 용액 2.5mL를 가하고 75mL의 증류수를 가하여 용액을 묽힌다. 

이 용액을 분별 깔때기에 옮긴 후, 75mL의 CCl4를 이용하여 Ge을 유기층으로 추출한다. 

유기층을 분리하여 분별 깔때기에 옮기고 0.05M HCl 용액 100mL로 Ge을 역추출한다. 

이와 같이 분리한 용액은 ICP-AES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용액에 1.5ppm의 Ga이 있는 것을 확인하 고, 이는 첨가한 샘 의 0.02% 이

다. 이때 회수한 용액의 Ge 농도는 4.34ppm으로 Ge의 회수율은 89%이었다. 분리한 Ge

의 정제는 TiO2 칼럼을 이용하 다.

2. 8M HCl에서 CCl4 용매추출에 의한 Ga과 Ge의 분리 실험

    1.87mg GeO2를 34mL H2O에 녹이고 66mL HCl 용액을 가하여 13ppm Ge 용액을 비

하 다. 비한 용액 40mL를 취하고 860mg의 GaCl3와 43.2mg의 Ni(SO4)2를 가하여 

Ga(16mg/mL), Ni(241ppm)과 Ge(13ppm) 8M HCl 용액 40mL를 만들었다. 이 용액에 

40mL CCl4를 가하여 Ge을 유기층으로 용매추출하 고 이 유기층을 분리하여 분별깔때기

에 옮겨 0.05M HCl 용액으로 Ge을 역추출하 다. 분리한 각각의 용액을 ICP-AES로 분

석하 다.

    분석한 결과 최종 역추출한 용액에 Ge, Ni, Ga의 농도는 각각 12.4ppm,  0.24ppm, 

0.65ppm 이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Ge의 회수율은 96.9%이었고 Ni과 Ga은 각각 0.1%, 

4x10-5%가 최종 용액으로 추출되었음을 확인하 다.

3. Hematophorphyrin-Ga complex 합성

    Ga-68 방사성의약품 개발을 한 사  실험으로 Hematophorphyrin-Ga complex를 합

성하 고 합성 scheme은 Fig. 6과 같다.

    50mg Hematophorphyrin을 5mL CH3OH에 녹이고 과량의 GaCl3를 첨가하고 79℃에서 

20시간 동안 reflux 시키고 silica-gel column(300x25mm)에 충진하고 methanol : 

methylene chloride = 1:9 용액을 흘려 분리하 다. 분리 후 수율은 20 이었다.

  분리한 최종 산물은 NMR로 확인하 다. 그 결과 최종 산물은 반응 에 complex (4)가 

생성될 것으로 측하 으나 실제는 complex (2)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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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complex (4)를 합성하기 하여 scheme 2와 같이 protecting group을 도입하여 

합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 DOTA-Ga complex 합성을 진행하고 있다.

Fig. 6 The scheme of Hematophorphyrin-Ga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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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구결과의 목표 달성도

1. 최종 목표

    양 자 방출 단층 촬 기의 검교정 선원과 방사성의약품 합성에 이용되는 Ge-68/Ga-68 

generator의 모핵종인 Ge-68의 생산법 개발

2. 세부 연구 목표별 결과의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Ge-68 생산에 한

자료수집  기술 검토

 - 핵종 특성 분석 자료

 - Ge-68 생산 련 자료  기술

 - 세계 생산 기술 개발 황 악

10 100

Ga 화합물을 이용한

stacked foil 표  제작

 - Ga2O3를 사용한  stacked foil  표  제작

 - Jig 제작
15 100

Ge-68 생산용 표

설계  제작

 - Stacked foil 표  조사를 한 표  장치 설계

 - DN63 규격 한 표  장치 제작
20 100

nat.
Ga(p,xn) 핵반응

단면  측정

 - 입사에 지에 따른 핵반응 단면  측정 자료

 - 거리에 따른 -ray 에 지에 한 HPGe 

absolute efficiency 측정 자료

25 100

Ge-68 분리/정제 

품질 리

 - Cold 상태에서의 Ge, Ga 분리 정제 차  

정제 분석 자료

 - Hematophorphyrin-Ga complex 합성 차  

분석 자료

30 100

총     계 100 100

3. 목표달성도에 한 평가 근거

    - 단기간의 과제기간 동안 표 설계, 제작, 핵반응 단면  측정  화학분리 실험의  과

정을 원활히 수행한 것으로 단된다.   

    - 실험을 통하여 
nat.
Ga(p,xn) 핵반응 단면  측정에 의한 핵자료를 구축하 다. 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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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Ge-68 생산법을 확립하여 동 원소 생산 기술을 향상시켰으며, 향후 

Ge-68/Ga-68 generator 개발 연구가 추가로 수행된다면 동 원소 련연구의 활성화에

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제 2  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PET 촬 기의 검교정 선원이면서 방사성의약품 합성에 리 쓰

이는 Ge-68의 생산법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생산 련 자료 확보와 세계 

기술 황 악 뿐 아니라 핵종의 특성에 알맞게 표  장치를 설계 제작하 고, 이를 이

용하여 여기함수를 측정하 다. 뿐만 아니라 화학 분리 정제  합성 실험 차를 확립하

고 cold 상태에서의 실험도 진행하 다.

    수집한 자료와 검토 결과는 동 원소 이용연구에서 기 자료로 활용가능하며, 설계 제

작한 stacked foil 표  장치는 다루려는 핵종의 특성에 최 으로 표  장치를 제작할 때 

구조 인 부분 뿐 아니라 화학 인 부분에 있어 종합 인 기 자료를 제공한다. 한, 최

의 표  조사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입사 에 지에 따른 핵반응 단면  측정 

데이터는 동 원소의 수율  순도와 부 핵반응으로 생성되는 불순핵종의 순도를 결정하

는데 쓰일 수 있으며 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확립한 Ga와 

Ge의 분리 정제 실험 차는 유사 핵종의 분리 정제 실험에서도 비교  기  자료를 제

공하는 것이며, cold 상태 뿐 아니라 hot 상태의 핵종 분리 정제 실험분야에도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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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기술  측면

    - Ge-68 양산체제 구축을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 취득한 자료는 Ge-68 

생산을 한 기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음

    - Ge-68/Ga-68 generator 개발 연구가 추가로 수행된다면 동 원소 련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고, Ge-68 생산법 개발로 인해 동 원소 생산 기술을 진일보 시킬 수 있음

    - Ge-68의 본격 인 생산은 2-3일 정도의 장시간 조사가 가능한 류 가속기가 필요하

며 재 정읍 방사선연구소에 설치하여 시험 인 30 MeV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하면 생

산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임

    - Ge-68/Ga-68 generator  PET 검정선원 개발을 한 추가 연구 필요하며 재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이를 한 기 실험이 진행 에 있으며, 30 MeV 류 사이클

로트론이 정상 으로 가동되는 2010년부터 연구가 진행될 것임

    - PET 검정 선원의 국산화로 PET 연구 활성화

2. 경제 산업  측면

    - 취  방사성동 원소의 증가  사업화에 의한 수익 창출로 산업 발 에 기여

    - 재 량 수입에 의존하는 PET 검정 선원의 국산화로 수입 체 효과 발생

    - Ge-68/Ga-68 generator  PET 검정선원이 개발되면 해외 수출이 기 됨

    - 모든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기술이 을 통해 사업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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