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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O률.., 룬

L 빼 목

방사성동위웬소 생산 빛 이용연구

II. 연구재낼의 를쩍 뭘 훌요형

D 빵사생동위원소 체법 깨발

P-32는 순수한 p- 방출핵종이며 의료용， 표지화합물 합성용， 유전공학 연

구용 둥으로 널리 사용된다. 근래에 국내에서도 쟁명파학 관련 분야의 연구

가 활발해점에 따라 고품질의 표지용 P-32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거대된

다.

국내에서 연구로 2호률 이용하여 생산되는 P-32는 습식 방법이어서 품질과

양산에 한계성이 았었으므로 고 순도， 고 비방사능， 고 수율 대량생산 방법

개발이 펼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앓S(n，p)32p 핵반웅과 감압중류에 의한 P-32 제법올 깨발하

고자 하였다. 개발된 제법은 일상생산 단계를 거쳐 KMRR사설에서 고품질

의 P-32 대량생산에 적용， P-327t 생명공학， 의료， 연구 부문에 널리 이용될

수 았케 할 것이다.

口 중생짜 초사장비 째발

중성자 죠사장치에는 표척을 제작하여 중성자 조사한 후 핫젤까지 운반하

는데 펼요한 모든 장벼가 포함된다.

임계를 앞둔 다목적연구로는 최대 열출력 30MW로 연구로 2호보다 15배

가량 높고 최대 중성자속도 10배 가까이 높아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표적제

작/중성자쪼사， 운반， 해체 방법 그대로를 적용할 수는 없다. 즉， 중형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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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 다목적연구로를 이용하여 RI를 개발·생산하기 위한 표적 및 조사장비

는 소형 원자로 때와는 현저하께 다르므로 원자로에서의 조사표적의 안전성，

방사능 취급량 및 세기의 증가， 원자로 시셜에 의한 제한사항 풍을 고려하여

여기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여야 한다.

口 방사생의약품 GMP 샤철 깨빨

방사성동위원소(RI)는 의료적으로 이용되며 의료기술발전파 국민복지 구현

에 큰 구실올 하고 있다. 특히 단반감기 RI로써 체내에 투여되거나 제외검사

에 이용되는 것들은 방사성의약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종류도 매우 많다.

방사성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는 다른 특성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나라에는 별도의 제조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최근까지 일반의약품

의 기준에 준하여 관리되어 왔다.

본 연구는 우수방사성의약품 제조관리 가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그 기준에

업각한 청정시설을 KMRR RI 시설 내에 갖추기 위해 수행되었다.

口 방사성표지화합물 깨발

류마티스생 관철염은 난치병중의 하나이며 그 이환율은 전체 인구의 1

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치료법으로서는 약물치료법， 외과척 활막

철제술， 방사선 활막절제술 풍이 알려져 있는데 방사선 활막절제술은 외파척

수술법의 대체방법으로서 과거 15년칸 그 사용빈도가 중가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해에 자체적으로 개발 완료한 l닮Dy-H1vIA의 염상시험

을 지원하기 위해 얼상생산 할 수 있는 체채를 갖추고 새로운 류마티스 관

절염 치료용 디스프로슐-165 및 훌륨-166 금속 응집업자를 개발하고자 하였

다.

口 환경사료의 중생자 방사화 분석기술 깨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환경의 여러 조건들은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

며 환경오염 문제에 대환 정증하는 국내.외적 관심에 비추어 볼 때 대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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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 물 그리고 그외에 동.식물시료 동 여러 환경시료 중의 원소놓도를 측정 ’

하는 것운 환경관측 및 환경오염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중성자방사화분석법은 각종 시료 중의 극미량 원소를 분석하는데 매우 효

과적인 방법으로써 미지사료를 적절히 선택된 시간 동안 원자로의 중성자로

방사화시켜 (n, r) 반웅에 의해 생성된 방사성 핵종들로부터 방출되는 특정

감마선올 측청하여 소량의 사료로부터 극미량의 성분원소들을 동시 청량할

수 있는 Nuc1않r Analytical Techniques(NAT) 중 우선적 분석기술이며 최

근에 고분해능의 고순도 g앉rn없UUIn 반도체 검출기가 연결된 Multichannel

Ana1yzer(MCA)와 personal compu따를 이용함으로써 검출감도와 분석시간

및 자료처리 속도가 현져히 진보되고 있어서 그 활용성이 정증되고 았다.

대량의 환경시료를 신속， 정확하게 비파피 분석할 수 았는 적합한 방법으

로 인식되어 퍼EA를 중심으로 방볍의 표준화 및 분석결과의 상호비교풍 국

제협력 연구가 활발히 추진 중에 었다. 앞으로 이들의 청확， 정밀한 분석법

의 개발 및 자동화로 얼상분석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 r ‘

파는 background monitoring, 역학연구， 오염원의 확인， source-receptor

model 빛 대기의 장기간의 이동현상 구명 둥에 활용될 수 있으며 대기 오염

을 조절할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언 계획을 세우는데 일조 할 것이다.

III. 연구재밟의 내용 및 범뷔

口 방사생동위원소 계법 깨발

핵반용 앓:S(n，p)32p에 의한 생성반웅 및 황표적의 감압충류법에 국환하여

연구하였다. 즉， 연구로 2호 노심외 조사공 (속중성자속 약 5 X lOll n/cm2
.

sec)에서 황표적 25-30g을 조사한 후 5-10 mmHg로 유지되는 감압 증류

장치로 200-300°C로 황표적을 30-50분 증류하였다. 중류용기에 남아 있는

P-32를 0.1 N HCI 70 mL로 1시간 reflux하고 35% H2Ch 10 mL를 넣고 추

가로 30분간 reflux한 다음 12시간 이상 방치한 후 용액을 양이온교환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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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켜 P-32를 제조하였으며 최종제품의 품첼관리를 위해서 핵종 순도，

방사화학적 순도 및 고형물 함량을 측정하였다.

디 중생짜 E조사장벼 깨발

조사창치의 개발 범위는 중성자조사용 caps버e/hg류， capsule/rig의 원자로

내 입 언출 장버류 Ooading/unloa버ng facility) , capsule/rig의 pool내 취급기

구류， 종성자 조사된 capsule올 pool로부터 핫젤까지 운반하기 위한 차혜용

기류， caps띠e 밀봉 및 멸봉검사 장비 둥으로 정하였는데 이러한 장비는 조

사 충 표적의 밀봉상태 유지， 표척의 냉각， 가동 중인 원자로의 안전， 냉각수

오염방지， 다른 장비들파의 간섭 분제를 고려한 작업의 표준화 둥을 염두에

두고 개발 순서에 따라 알관되게 셜계/제작할 필요가 있다.

당해년도에는 열거된 장비의 셜계/채작에 중점을 두어 수행하였으며 추후

수 년간 추가장비 개발·제작， 장비의 성능 검사， 문제점 보완， 성능 개량에

대하여 연구할 예정이다.

口 방샤생의약품 GMP 시절 깨발

선진외국의 방사성의약품 제조관리규정을 조사 연구하였다.

기존건물 내에 청정시설을 셜치할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것야 더 경제척이므로 초기에 책정했던 젤계비는 전용하여 청정설파 일반실

사이에 젤치될 양문개폐형 고압증기멸균기의 설계제작에 사용하였다-

口 방사생표져화합물 째발

1없Dy203 표적불질을 중생자 초사하여 1뚱DyCh 용액을 만든 다음 NaOH

용액과 반웅시켜 1항Dy-HlMA 챔전을 만들고 초음파처리， 여과 고압멸균처리

풍의 과정을 거쳐 입자크기자 1-8 ~m에 속하는 ltnoy-ITh1A 생리식염수 현

탁액올 제조하였다.

디스프로숨 빛 훌융의 질화물을 수소화붕소 나트륨파 반용시켜 금속웅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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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ltEoy-MA 및 1뺨Io-MA를 각각 제조하였으며 이들의 반웅수율， 핵종

순도， 업자크기 및 분포도， 체내외 안정성 둥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口 환정시료의 중생짜 방사화 분석기술 째발

기 기 중성자방사화분석법 (Insσ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NAA)은 자연환경과 작업창 둥에 존재하는 공기 중의 많은 마량원소률 버

파괴 다원소 동시 분석할 수 었는 아주 강력한 기술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존재 농도가 0.1 mg/m3
야하인 대가분진의 다원소분석에 가장 적철한 방법

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방법은 1970년에 Dams et al.파 Zoller et al. 둥에

의해 처음으로 대기분진에 적용되었고 현재 대기분진 시료중 30~40종의 미

량원소를 ppm 이하로 분석할 수 있다. lNAA의 분석결과는 background

monitoring, 역학연구， 오염원의 확인， 대기의 장기간의 ‘이동연구 동에 이용

되며 대기오염을 제어하기 위한 좀 더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이용될 수

었다. 또한 대기분진을 분석하여 각 완소의 농도를 분석한 후 각 원소의 함

량여 버정상적으로 높을때 그 발생완이 무엇인지 추정하는데는 Enrichment

Factor, Receptor Modeling, Chemical Mass Balance Method 또는

Indicative Marker의 상대비 및 특징적인 발생원을 검토해 봄으로써 가능하

다. 이러한 오염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데

이타의 수집이 펼수적이다. 한편 토양은 버인위적인 emission source의 요인

이며 화석연료인 석탄파 석유는 앞으로도 장71 적으로， 사용될 전망이어서 아

들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coalfly ash가 대기오염원이 된다. Soil 및

coalfly ash에는 여러가지 원소들이 다양한 분포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러한 성분 원소들의 함량을 동시 다원소 분석하여 결청하는 일은 환경연구

에서 중요한 일이고 특히 대기분진의 함량분포의 원언을 규명하거나 정확한

함량 분석에 도움올 줄 수가 었다. 이 경우에 정확한 측정데이타 보증을 위

한 프로그랩을 척용한다면 더 확설한 결파를 얻을 수 었으며， 특성이 잘 파

악된 표준불잘들은 분석법의 정확，정멸도를 개량하거나 분석결과를 확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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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써 아주 유용함이 입증되어 있다. 또한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은 고유

의 청확， 정밀도 및 동시 다원소 분석의 앗점 때문에 각종 재료의 성분원소

함량을 확증하거나 표준시료의 균얼성 시험에 자주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

에서는 열중성자를 이용한 방사화 분석법에 의한 환경시료(대기분진)의 성분

원소 함량을 비파괴 정량활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즉， 환경시료의 분

석법 확립을 위하여 두 종류의 환경표준시료(대기분진 NIST SRM 1648,

NIES CRM No.8) 를 이용하여 분석결파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검증하였고

실제 시료를 채집 분석하여 월별 함량분포 및 함량 변화를 알아보았다.

IV. 연구재발 곁파 및 활용에 대환 건의

口 방사생동위원소 체법 째발

P-32 생산을 위한 감압 증류법을 개발하여 고순도의 P-32를 제조하였다.

감압 중류법에 의한 P-32 제법개발 실협을 수행하였으며 그 실협방법파 결

과는 다음파 같다. 중생자 조사된 황 표척을 감압 증류용기내에서 5~10

rnmHg 감압하에 200~30(tC로 가열하면 표적인 황은 30-50분 안에 증류되

었으며 여가에 붉은 산올 넣고 역류시켜 이용교환 수지로 정제하여 약 60

meνbatch의 P-32를 얻었다. 정체과정에서 이온교환수지에 홉착되는 P-32

의 방사능은 전체의 3% 마만이고 홉착되는 불순 핵종은 13lBa, 85Sr, 명Fe，

65Zn, 60C。이 다.

최종제품의 품질관리 결과 핵종순도 99% 이상， 방사화학적 순도 98% 이

상， 고형 성분 함량 1.2 mg/mL 이하로 확인되었다.

개발된 제법을 바탕으로 일상생산이 가능하도확 생산장치 제작 도면을 환

성하고 그 도면에 따라 가열장치 및 구동장치， 관련 초자기구 둥을 제작，

KMRR시셜에서 고품질의 P-32를 대량생산 함으로써 생명공학， 의료， 연구

부문에 P-327t 왕성하게 이용되게 하여 고 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유도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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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중생자 조사장비 깨발

다목적연구로와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기 위한 기

본 시철 중 본 연구에서는 표적제작에서부터 조사된 표적올 핫첼까지 운반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셜계/체착하여 아래와 같이 확보하께 되었다.

1. 표준형 표적용기 및 ng

2. 표적 밀봉기 : 냉간용접 기기， TIG 용접기 및 JIg

3. 표적 밀봉 검사장치 : 기포 검사장치， 헬륨 누출 검출기

4. 표적 업인출용 Mock-up 장비

5. Pool내 표적 및 ng의 해체/이송 장비

- 표적 및 ng 해체용 작업대

- 운반용 납용기

3차년도에는 몇 가지 보완장비 체작과 2차년도에 제작된 장비악 젤치 및

성능시험을 통하여 완전한 충성자 조사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HI 생산 계획

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다.

口 방사생의약품 Gl\IIP 시절 채발

1. 방사성의약품 제조작업용 방사선차혜시설인 핫첼의 구조를 약간 변경시

켜 청청도 깨념을 도입하였다.

2. 약 280L 용량의 GMP 시철용 양푼개폐형 고합증기멸끌기를 절계·제작

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초사해 얼온 개념에 따른 것이며， 더욱 조사연구

하여 현실과 조화된 방사성의약품 GMP 규정이 되도록 그 최적화를 추구혜

나갈 예청아다.

口 방사생표착화합물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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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활막절제술(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용 디스프로슐-165 빛 훌륨-166

금속 웅집입자를 재발하기 위하여 웅집입자의 제조， 수율 및 핵종순도 검정，

체내외 안정성 검사 동와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천연의 Dy(N03h 20 mg을 중성자속이 2 X 1013
n/crn

2
.sec인 조사공내

에서 4시간 초사하여 비방사능이 610 mCi!mg 이고 방사성 핵종순도가

99.9% 이상언 디스프로숨-165 (Dy-I65)를 얻었다.

2. Dy(NOa)3 수용액과 O.2N NaOH에 녹인 수소화붕소나트륨(NaB!L) 용액

을 반웅시켜 정량적인 수율로 금속 웅집입자e~y-MA)를 제조하는 새로운

방법을 확립하였다.

3. Coui따 입자분석기로 조사한 결과 웅집업자는 1-8 Urn에 분포되었고

평균 크기는 2.6 Urn 였다. 이 중에서도 1....3Um에 95% 이상이 접종적으로

분포되는 매우 이장척인 형태를 보여 주었다.

4. ltnny-MA 생리식염수 현탁액율 3'?C에서 24시간 방치하거나 121°C에

서 30분간 고압 멸균하여도 업자의 크기에 큰 변화가 없고 업자로부터의 방

사농 누출율은 거의 무시될 정도로 그 체외안정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5. l~y-MA를 토끼의 무릎관철내에 주사환 다음 F카메라로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주사후 24시간에도 관절외로 누출되는 것은 거의 없어 체내 안

정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6. 1~o-MA의 반용수융， 핵총순도 업자의 크기 및 분포도， 체내외 안정성

둥은 1~-MA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7. 매우 간편한 방법으로 l~y-MA 및 l~o-MA툴 제조할 수 있고 그

업자의 분포영역이 좁으면서도 체내외 안정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 양자 모

두 방사선 활막절제술용 체제로서의 이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았다.

口 환청시료의 중생짜 방사화 분석기술 째발

충성자방사화분석의 정확도와 청멸도의 검증을 위해 두 종류의 환경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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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NIST SRM 1648, NIES CRM No.8)를 분석하였다. 최적 분석조건을

결정하여 NIST SRM 으로부터 43종， NIES CRM 으로부터 zl종의 훤소를

정량하였다. NIS1、 SRM의 분석에서는 ee, Cu, Eu, ill, La, Sb, U , Se을 제

외하고 상대오차가 15% 이내에서 보증값파 잘 일치하였으며 상패표준펀차

는 Au, As, Cu, Hg, In, Mo, Ta, Ti, W를 제외하고 15% 이내의 값으로 보

중값보다 약간 큰 값으로 냐타났다. NIES의 분석온 절대법과 비교법을 함

께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예상대로 절대법보다 벼교법이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상대오차는 3-11% 법위로 Cr, Mo, Sb, Sm, Th을 제외하고 10%

이내에서 보증값과 잘 일치하였고， 상대표준면차는 대부분 15% 이내이었으

며 보중값보다 큰 값을 보였다. 또한 국제공동연구로 실시한 통일시료에 대

한 다국가칸 상호비교에서도 좋은 결파를 얻었다. 오차요인올 핵자료， 중성

자속악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볼 때 일정한 분석조건 하에서 일상분석올 할

경우에는 보증값파의 상대오차를 보청인차로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환경시료

에도 웅용할 수 었을 것이다. 실제 시료의 채집에는 High Volume Sampler

(PMIO 앙pe)와 silica filter를 사용하였고 미리 교정과 blank test를 실시한

후 도시지역파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33종 원소에 대하여 월별로 함량분포

및 변화를 구하였다. 대부분 4, 5월파 2월경에 원소의 농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냈으며 인위적 발생요인에 기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분

석결과로부터 As, Cd, Cr, Hg, zn 둥 중금속의 농도가 도시지역의 시료에서

더 큰 것오로 나타났으며 동철기에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본 분석기술 표준

화와 일상적 환경관측을 위한 체계척인 절차서의 준비를 위해 앞으로도 계

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환경 관측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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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이eet TItle

Stu며es on the Production 뻐d Application of Radioisotopes

II. Objective and Importan빼 of the Project

口 Development of RI Production Process

- Production of P-32 By Means of Distillation Under
Reduced Pressure -

As P-32 is a pure rr emitter, it is popularly used in nuclear medicine,

in preparation of labelled compounds as well as in genetic engineering

research. Recently, in Korea, an increasing demand of P-32 is ex뻗야eel

as the bioscience research has become v하y active.

The P-32 produced so far in Korea using small research reactor

(TRIGA- ill) was purified by applying a wet process and 납lUS hardly

could get large amount with sufficiently high purity and specific activity.

Thus, it urged us to develop a new purification process.

k 단us studY, the nuclear reaction 32S(n,y)32p was adop않d. Product,

P-32, was purified by means of dis비lation of sulfur under reduced

pressure. The process established in present study will be applied to

routine production of ,P-32 using IαffiR.

口 Development of Devices and Tools for Neutron Irradiation

Devices and tools ‘ for neutron irradiation embraces 빠 of those

necessary to use in entire process from the preparation of targets to

transport of the irradiated targets to hot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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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αffiR to be completed. by the end of 1994 will have i양 암1앙mal

output of 30 MW which will be about 15 times higher than that of

TRIGA ill, and the neutron flux in KMRR will be 10 times higher than

TRIGA ill. It means the method of 않rget irradiation in TRIGA ill

reactor can no more be directly applied to KNIRR. As 암le 없rgets and

irradiation devices for KlMRR are to be ut따ly different from those using

in small research reactor, new devices and tools should be urgently

developed to meet the safety criteria in irradiation and handling of

radioactive materials with full reflection of various conditions of reactor

operation 때d others.

口 Development of Regulations for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of Radiophannaceuticals(RPH)

Radioisoto않s are utilized in medicine playing a key role in technical

advancement and human well-being. Those of short-lived ffil어ieal isoto많

compounds are diverse and well known as radiophannaceuticals since

they are often adr띠nistered to human b여y or used for diagnosis 파 인빽.

Even though RPHs have distinct characteristics differing from the general

phannaceuticals, no separate regulations 따e prepared yet in Korea.

The regulations for the general pharmaceuticals were correspondingly

applied to RPH 피II lately. This study was carned out to c아lect

informations about GMP regulations through survey to assist in securing

Korean national regulations on production and control of RHP so that

clean room facilities in Rl b띠l며ng could be installed in accordance with

them.

口 Development of Radio-labelled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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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umatoid arthritis(RA) is one of the disease hard to cure, and its

morbidity rate is es피mated to 1- 3% of the popU}ation. Even though the

뾰atment methods of RA such as medicinal treatment, surgical

, synovectomy, and radiation synovectomy have been reported, radiation

,synovectomy has increasingly b않1 used as an alt많native to surgery

during the last 15 ye따s.

The purpose of 삼Ie present study is to support the routine production

of 뼈Dy hydroxide macroaggregates e6.'1)y-lIMA) already b않n develo야화

last year for the support of cl피IC려 trials,' and to develop new

dysprosium-l65 and holmium-l66 metallic macroaggregates for the

treatment of rheumatoid 없한lritis.

口 Studies on 암Ie Application of Neutron Activation -Analysis

- Development of Analytical Method for Environmental
Samples b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

Environmental conditions are changing rapidly these days in a global

scale. In view of the increasing bo단1 at home and abroad concern

regarding environmental probrems, in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없r

pollution study it is important to measure elemental concentrations in

environmental samples such as 려r， e없단1’ s 다ust， water 없Id other

biological samples, etc. Instrwnental neutron activation 하뻐lysis (INAA)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high PE표fonnance gamma ray counting

system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WI얹ful methods in Nuclear Analytical

Teehr꾀ques， NAT for the non-destmctive 외m버않neaus multi-elements

하뻐lysis of trace lev리 component in various samples. The capability of

rapid and accurate 하뻐lysis of many ’S와npl않 with the help of compu따 and

automation m와，es INAA of wide application. Particularly, It has a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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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tage in analysis of environmental samples such as airborne

P따tic띠ate matters in atmosph앙-e consist of v따ious trace elements. This

method is recommendable and propel the standardization of analytical

techniques int않nationally. In the m껏r future, routine analysis will be

carned out SPE뼈ily with the deVI라opment of rapid, accurate and automatic

없la1ytical methods for these rna따ials. 까1e results can be 따ed either in

und않삶떠'lg bac뼈round monitoring, to conduct epidemi이o밍않1 stu며es， tD

investigate source a야)()rtionment meth며ologies and SOl江ce-receptor rmd려s.

to study long-range transport phenomena, and to establish a more

cost-effective plan to control pollution.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口 Development of RI Production Process

- Production of P-32 By Means of Distillation Under
Reduced Pressure -

The scope of 뻐s study was restricted to the nuclear reaction

32S(n,p)32p and dis벼lation pl江ification of the irradiated product;

After irradiation of 25""30 g sulfur 떠rget under neutron flux of 5xl011

n/cm2.sec 피 research reactor{TRIGA-m), the 없rget was taken out and

p-32 was purified by distillation under redu않d pressure;

It takes 30-50 min for distillation at 200--3(XtC under 5-10 mmHg.

The P-32 left 하ter distillation was leached by dissolving into 70 ml 0.1

N aqueous hydrochloric acid and subsequent reflux for 1 hr. After

additional reflux for 30 minutes using 10 m1 35% aqu∞us hydrogen

야~oxide solution it was allowed to cool for more than 12 hrs. The

solution was fma1ly passed through a cation exchange resin colum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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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nuclidic purity. radiochemical purity and the solid contents of the

fin떠 product were, respectively, checked.

口 Develoπnent of Devices and Tools for Neutron Irradiation

The scope of this project is as followings;

- Target capsules, capsule rigs

- Iρading/unloading device for capsules

- Wor뀔ng table in pool and handling tools

- Container (cask) for transpoπation of irradiated 않rget from service

pool to hot cell

- Capsule sealing device

- Checking instrument for capsule sealing

In design and fabrication of these devices and tools various factors

such as sealing soundnes's, target cooling, reactor safety, prohibition of

contamination, interfaces to other devices, etc. should be fully counted

and standardized in regular sequence.

In present study, emphasis was put on design and fabrication of those

items desαibed above. Additional development of devices would be

necessary es파na파19 the IX엎'ormance check, and supplementary

m여ifications.

口 Development of Regulations for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of Radiopharmaceuticals(RPH)

1. Survey of RPH regulations of advanc려 countries

2. Design and fabrication of two door type autoclave

- Will be installed crossing the wall between clean r，∞m and

normal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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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ld be carried. out by re-allocation of budget, which was

originally to be spent for design of clean rl∞m layout, since one-bound

working of design and construction is much economical than those of

separated practice es야~l려ly when the building is constructed in advance.

口 Development of Radio-labelled Compounds

ltEoY203 was made by the neutron irradiation of 164Dyz03 as a target

rna때als， and then 1닮DyCh solution was prepared by dissolving I&"J)Y20:3

with HCl solution. lany-lllvlA of which particle size of 1~8 ~m in

diarne암 was prepared as a sus맺:nsion in physiological saline by reacting

the lGSnyCh with NaOH solution, and subsequent uItrasonifica피on，

iltration 때d autocIaving.

Dysprosi따n-l65 and hohnium-l66 metallic macroaggregate(l6!Jny-MA,

16탤Io-MA) were prepared by.reacting dysprosium and hoIn피urn nitrates

with sodium borohydride, • res야~tively. Th잉r physical pro야fties such as

reaction yield, radionuclidic purity, particle size distribution, stability in

vitro and vivo were examined

口 Studies on the Application of Neutron Activation Analysis

- Development of Analytical Method for Environmental
Samples b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

The airborne particulate mat따s in air consist of various el앙nents， not

onlyar댐cial but also 없따at ori휠ns. Usually, these concentrations are 1않S

than 0.1 mg/m3
. SO the analytical method for the elements I쩍mres €빠leT

sensitive and precise ones and also should be able to identify the

m띠ti-밍밍nents simultaneously because of cliVi앙"SC elements in the samples.

The instrum얹ltal neutron activation 하펴lysis (INAA) using th없nal neutr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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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nuclear r얹ctor as irradiation source, and 비gh resolution semiconductor

dete따:>rs as measunng eq띠pments， is the most suitable rr웅다100 which

satisfi~ 삼Ie· above mention뼈 req띠rements. INAA for the airborne

parti따ate matter was first develoPE녔 by Dams et 떠. and zoller at 려.m

1970 뻐d up to ppm-ppb level, 30-40 trace elements can be de뾰rmin어

simultaneously , by this rr빼1따 The results 뎌n be used either in

und따a빼ng ba대gro1Uld monitoring, to conduct e미dernioll앵ical stu이es， to

investigate 、source aπ:ortioriment me암1여ologies and s따re-receptor mod려S，

to study long-range transport phenomena, and to establi삶1 a more

cost-effective 찌하I to ’control pollution. Also, employing 삼Ie Enrichrrent

Factor, Receptor Mod바ng， αlerrllCal Mass Balance Meth여. id앙1tification of

려r pollution so따ce can be 떠Tried out For 압us err피sS10n 잉따"ce stu며es，

colI앉;tion of comprehensive 하퍼lytica1 data w퍼 bereq띠red cont뇨lUau허y.

In this study, non-destructive 암1얹n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of

campan밍1t el없웠Its of environmental sample (떠rhome 맹rtic벼ate matter)

has 야~ investigated. Identification of 밍ementa1 analysis for 려rhome

P따ticulate matter samples was also 않rforn빼 afκ~ precision 뻐d a따rracy

are de따n파100 by the two an려yti떠1 results of NIST s없n없.rd reference

rna따ia1 (SR1V1 1648) and N표s s없n없rd reference material (CRM No.8) for

environmental samples analyses. Practical 하rhome partic\괴ates colle않rl

using the high-volume sampler at sub-urban and rural si않s were analyzed

and moll'암l1y variation, distribution for concentration of 러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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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웰I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口 Development of RI Production Process

- Production of P-32 By Means of Dis피llation Under
Reduced Pressure -

Production process of high purity P-32 has been develo]야와 by

applying a distillation purification.

Followings are the experimental res띠ts;

Distillation at 200-300°C under reduced pressure of 5-10 mmHg, could

be finished in 30 .... 50 minutes. F‘ollowing refiu.x of the remained p하t in

the flask and passing 삼rrough a cation exchange resin column, the

purified P-32 could be obtain려 in 60 mCi/bath. The absorbt녔 P-32 to

the resin column was <3%, while impurities absorbed to the resin were

Ba-131, 5r-85, Fe-59, 2n-65, Co-60, etc.

The results of quality check are as followings;

The radionuclidic purity; >99%, radiochemical purity; >98%, solid

contents; <1.2 mg/m1.

The production apparatus will be designed and fabricated in accord

ance with the above experimental results. The high purity P-32 will be

produced in larger scale using KNrn.R and its RI facilities to induce

active utilization in life science, m려icine and research.

口 Development of Devices and Tools for Neutron Irradiation

τ"he following fundamental devices and tools were secured by carrying

out 삽lis study;

1. Target capsule (standard types) and rig

2. Target capsule seal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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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d welder

- TIG welder

- Jig

3. Chec싫ng instrument for capsule sealing

- Bubble checking instrument

- Helium leak detector

4. Mock-up device for 않rget loa띠ng/unloa며ng

5. Transportation cask and rig dismantling tools

- Working table for rig disman디ing in pool

- Target transportation cask.

Development of some other devices as well as setting and

perfonn없ce test w피 be carried out in the second half of 1994 so as to

secure fi퍼 equipments for HI production at KMRR.

디 Development of Regulations for Good Manufacturing
‘ Practice(GMP) of Radiopharmaceuticals(RPH)

1. Slight modification of the original design of hot cells has b였1

proposed in order to introduce basic concept of clean roαn crit많la.

2. A two door type autoclave of 280 liter capacity has 앉컨en well

design려 and fabricated.

These results w망e obtained on the fum ground of clean room

concepts so far developed. However, fur암ler study is necessary to

harmonize GIv.1P regulations with the current situation of RPH and to

pursue eventual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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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Development of Radio-labelled Compounds

1. Irradiation of 20 rng of natural Dy(N03h in a neutron flux of 2 x

1013 n/cm2.sec for 4 hours' gave 5.7 Ci of 165Dy (specific activity, 610

mCi!mg Dy) with high radionuclidic purity (>99.9%).

2. 1tnny-MA was prepared in a quantita디ve yield by reacting the

aqueous solution of 1닮Dy(N03h with sodium borohydride solution in 0.2

N NaOH.

3. CO버따 p뼈de an외yzer exhibited mean particle size of 2.6 Urn

(range 1-8 urn).

4. Even though the lB>ny-MA suspension in saline was stored at 37'C

for 24 hours or autoelaved at 121°C for 30 minutes, 간l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particle size and no leakage problem indicating the

prepared 1tnny-MA is suffici앉ltly stable.

5. In-vivo retention studies wi얹"e carried out by administ얹mg

l흩Dy-MA into the knee joint space of normal rabbits. Gamma camera

analysis showed. high retention in joint space even at 24 hours af따

a따ninistration <>99.9%).

6. The results of 뼈Ho-MA in reaction yield, radionuclidic purity,

particle size distribution, stability in vitro and vivo aPPeared as the same

as that of l&Sny- MA.

7. The ease with which 단Ie 1닮Dy-MA and 1κ봐0-MA can be made in

the narrow size range and their high in-vitro and vivo stability m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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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 attractive agents for radiation synovectomy.

口 Studies on the Application of Neutron Activation Analysis

- Development of Analytical Method for Environmental
Samples b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

m 앙ris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techniques for routine work and

iden뼈cation of precision and accuracy on neutron activation analysis, two

kinds of the standa떠 잃mples of 떠피orne 맹rticulate matter (NIST SRM

1648 and N正S CRM No.8) among the various environmental stan없rd

referen않 materials was analyzed. Under optimum ar떼ytic려 condition

establi꾀어， 43 elements in NIST SRM, z1 elem많Its in N모S CRM were

deten피n어 respectively. From the analysis of NIS1‘ SRM, the analytical

results are well agreed with certified values within 15% of an려ytical

error except ee, Cu, Eu, Hf, La, Sb, Se, U and wi감파1 15% of relative

S때ndard deviation except Au, As, Cu, Hg, In, Mo, Ta, Ti, W as smaller

than c앙tified values. The analysis of NIES CRM was carried out by

both of relative and absolute methods. The analytical results are well

agreed with c많tified values within 10% (range of 3-11%) of analytical

하Tor except Cr, Mo, Sb, Sm, Th. P따ticularly， 하Ie analytic떠 data of

NIES CRM showed sup얹ior results in intercomparison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Accordingly, 삼lese analytical proced따-es will become a

available method for routine analysis of environmental samples and can

be used as a routine comparative 없펴lytical me암뼈 for prac디C려

en찌ronm밍1없l 앓rnples with the correction factor obtain벼 잠αn 갑Ie relative

하ror of two values. Practical samples w많'e colle따:ed at sub-ur뼈n 뻐d

rural region by high volume sampler(PM 10 type sampler) and silica fiber

ilt앙. Calibration of s따npler and bl머1k test of til따 were carried out

and wi얹'e analyzed and man앙l1y v.강iation， distribution for concentrat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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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밍앉1el1ts wi얹'e investigated. Mostly concentrations of elem앉Its were

showed in다'easing in February, A띠1 and May due probably to ar뼈cia!

on휠n Particularly, the conc앙Itrations of heavy 뾰tals as As, cd, Cr, Hg,

Zn, etc. at sub-따b없I region in winter 뚱ason was more higher than those

of rural region.

In addition, this work contributed to environmental monitoring by

rmding out variation 뻐d distribution of some key elements through NAA

of the samples collected in urban and rural sites seasonally by means of

internationally standardized sampling method. The analytical procedures

W피 befuπher m여ified to make NAA as a frrm tool for the rapid and

accurate analysis of airborne particulate matters which is significant for

en찌ronmen때 monitoring and research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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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묵적 및 필요성

쩌I 1 장 서 론

가. 연구개발의 결쩨·사회·기훌적 풍요성

(1) 기술적 측면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을 위해서는 원자로나 가속기 둥 대형시설， 전문인력

풍이 펼요하여 단기적 안목으로 볼 때 투자에 비해 생산성이 적으나 이 분

야기술온 핵연료 주기기술， 방사성폐기물 처리기술， RI 이용기술 둥 원천기

술로써의 가치가 있다. 따라서 고도의 RI 생산기술은 결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RI는 원자로나 가속기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생산될 수 있으며 일부는 핵

분열생성물로부터 분리되기도 한다. 특히， 의료용 RI는 대부분 단반감기의

것으로써 주로 표지화합물 형태로 이용되며 일반적으로 소량의 방사능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케 한다. 최근에는 단일클론항체 동 생물활성물질의 RI

표지화합물을 야용한 악성질환의 진료연구가 매우 활발하다.

KAER1에서는 소형 연구용원자로(TRIGA-IID를 이용하여 1-131, Tc-99m

둥 20 여종의 방사성핵종 생산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며 일상생산 중인것도

많아 야를 기반으로 1994년말 완공될 다목적연구로 (KMRR)에서는 더욱 다

양한.핵종이 고 준위로 생산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중성자 조사장비 동

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 1992년도에는 의료용 RI인 1-131 의 승화법에 의한

양산법을 재발하였으며 1993년도에는 유전공학연구에 많이 이용되는 P-32의

감압승화 정제법을 개발하였다.

한편， 방사성표지화합물의 수요도 많아 이틀을 모두 수압하기도 어려울 뿐

만 아니라 표지화합물 자체도 방사선 분해를 받기 쉬워 활성의 경시적 감소

를 우려하게 되므로 양질의 표지화합물을 편리하게 취득해 이용하려면 자국

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KAERI에서는 이미 Tc-9않n 및 1-131 표지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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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종을 개발·실용화한 실적이 있어서 기반기술이 축적된 상태이다. 그러

나 KlWffi을 이용해 생산하는 RI 품목을 다양화하고 그 이용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표지화합물 제조기술이 더욱 고도로 개발되어야 한다. 1992년도에는

1-123 표지 히퓨란을 t 1993년도에는 관절염치료용 Dy-I65lHo-l66 표지 MA

의 제법을 각각 개발하였다.

(2) 경제·산업적 측면

HI를 이용한 첨단장비의 이용이 늘어냐고 있는 이유는 HI 이용기술이 에

너지 절약형 무공해형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다목적연구로 및 동 RI 시젤을

이용하여 증산 공급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 및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장차 연간 수 십억원 상당액의 외화절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사회 ·문화척 측면

HI를 의료， 산업， 연구 둥에 이용하여 그 혜택을 국민이 고루 받도록 함으

로써 원자력에 대한 국민홍보의 지름길을 마련할 수 았다.

2. 2화년도 주요 연구재받 내용

본 과제는 실질적으로 5개 소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소분야별 연구개

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t j

가. 방사형동위원소 JI법 째발

유전공학 연구용으로 수요가 많온 P-32의 생산방법 개량 연구

- 감압 숭화정체 장치제작

- 감압 송화정제 실험， 회수율 측정

- 정제 생성물의 순도검정

- 원격쪼작화 검토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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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I 쟁산시훌의 훌형짜 호사장바휴 재벌

KMRR에서 사용할 중생자조사용 각종 장비 개발， 셔제품 제작

- Capsule류

- Rig

- 업인출 Tool

- Capsule 멀봉장치 및 밀봉검사 장비

- 작업대 및 해체 Tool류

-HI 운반용 Cask 둥

다. 방사형의약풀 GMP 시혈 'II받

• 선진국의 방사성의약품 G1MP 규정 조사

- 양문개폐형 고압중기멸균기 절계 제작 •

라. 방사형 표지확합톨 '8받

판철염 치료용 MA-Dy-l65 및 MA-Ho-l66 캐발

- 제법 개량개발

- 임상시험
’ ;

마. 환청시료의 훌혈자 방사확 분혁기훌 재받

- 표준시료 분석 및 검중

- 대기 분진시료 분석

- 분석치의 대조 및 실용적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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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2 장

방사성동위월소 쩌l법 개발

- 캄압중류볍애 의한 32p 제조 -

Development of RI Production Process

- Production of P-32 By Means of Distillation
Under Reduced Press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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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I 1 훨 서 혈

32p는 순수한 6- 방출핵종으로 방출에너지는 1.71 MeV 이고 반감기는

14.3일 이며 의료용， 표지화합물 합성용， 유전공학 실험용 풍으로 널리 사용

된다.

앓P를 제조하는 방법은 3.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3~(n ，p)햄핵반웅

파 31P(n, T)앓P 핵반용에 의한 방법이 있다. (n， 1)반웅에 의한 쪼P 제조는 쉬

운 방법이긴 하지만 비방사능이 낮기 때문에 아용하는데 제약이 많아서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방법이 사용되지 않는다. 의약용 및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앓P 생산방법은 일반척으로 32S(n，p)앓P핵반용을 얼으킨 후 중성차

조사된 황으로 부터 32p를 분리하여 얻는 것이다.

이와같은 분리방법은 황의 물리적 화학적 형태에 따라 달라지나 널리 이 ’

용되는 방법은 크게 3 가지로 나눌수 았다.

CD 증류법 : 조사된 황 표적을 질소분위기 가운데 당)(}OC 정도의 온도

에서 종류하는 방법과 1--10 mmHg로 감압하여 180--200°C의 -낮

은온도로 증류한 후 납아 있는 32p를 울궈내어 정제하는 방법1，2)

@ 추출법 : 황 표적에 있는 32p를 물， 강산 및 약산으로 추출하는 방

법3) 인데， 산을 사용하는 경우 황이 다른 화학형으로 바뀌어 추출

물로 추출되는 단점이 있슴.

(3) S띠fates 또는 po!ysulphides 표적을 조사시켜 물에 녹인 후 32p를

홉착이나 공첨법을 아용하여 분리하는 방법4，잉.

현째 우려가 사용하고 있는 습식 추출방법은 소규모의 생산에 유려하나

여러가지 제약이 따른다. 고운 입자상으로 조사된 황을 산이 첨가된 끊는 물

에서 32p를 추출하는 방법 인데 2-octanol을 추출보조사약(wetting agent)으로

사용한다. 이 방법은 조사 표척인 황의 업자크기에 따라 추출 수율이 달라지

고 표적이 조사중에 발열로 언하여 녹거나 굳어 지면 수율이 현저하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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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며 산을 사용하여 추출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유입되어 추가의 정체가 필

요하다.

중류법은 높은 온도에서 종류할 때는 화재의 위험을 줄이기위해서 불활성

가스콜 운반체로 사용하는 법파 감압하여 표적인 황의 발화점보다 낮은 온

도에서 증류하는 법이 었다. 이 방법에서는 시약을 첨가하지 않기 때문에 순

도가 좋은 제품을 얻올 수 었다.

습식 추출방법과 증류법의 장.단첩을 비교하여 정려하면 아래와 같다.

핵반웅 확확쳐핵볍 창 쩔 합‘- 접‘ 버 3L

언 화합물올 조사 • 제조가 • 비방사능이

31P(n,., )32p 하여 용액상태로 쉬움 낮음

만든 후 정제함 • 용도가 제한

됩

용매추출법 : 황 표 • 낮은 온도 • 추가정제 현재 사용

척에 았는 32p를 약 에서 분리 필요 하고 있는

한 산성용액과 보 • 화학처리 • 불순물 유업 방법

조시약을 사용하여 용이 • 고형 잔유물
추출하고 이온교환 • 소규모 생 많음

수지로 정제함 산유리 • 수율어 낮음

• 대량생산이

32S(n,p)32p
어려움

중류법:표적으로 • 고순도 • 화재 위험성 개발증인

사용한 황을 중류 제품 • 장치재작여 방법

하고 남은 앓P를 • 고비방사농 어려움

약한 산성용액으로 제품

울궈낸 후 이온교 • 표지용으로
환수지로 정제함 사용

• 대량생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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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국내에서도 생명공학 의료 연구 부문에서 고품질의 표지용 32p의

요구에 따라 기존 습식 방법이 품질과 양산에 한계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가

술을 바탕으로 고순도， 고비방사능에 높은 수율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증류법

을 개발하여 다목적연구로의 방사성동위원소 시설에서 앓P를 생산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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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I 2 젊 톨 톨

원자로률 이용하여 32p률 생산하는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Target Preparation

Sub파ned Target MaterialSulfur

AI Container

Neutron hradiation
in Reactor

Sublimation Sublimed
Sulfur

Residue (32p)

Addition

Reflux for 1 hr.

Addition
Reflux for 30 min.

Ov，얹nigh

Passing through 삼le

Ion Exchange Resin

Conv많t to [mal
products

Quality Control

• Solid Con않nts

• p따ity

• S뿜cific Activity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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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척 훈비

앓S(n，p)32p 핵반용에는 원소상태의 황를 사용한다. 표적으로 사용되는 황

은 고순도이어야 하므로 증류정제된 황이 사용된다 황 표적을 승화시켜 생

성환 안을 남겨 회수함으로 표척에 존재하는 비숭화성 불순물은 모두 32p와

같이 행동한다. 따라서 표적으로 사용하는 황은 일반적으로 숭화법으로 보

통 2-3회 정제하여 사용하며， 32P를 생산하면서 포접한 황은 추가로 정체

하지 않아도 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표적에 As가 함량 기준치 미만

으로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표적에 존재하는 As가 화학처리할 때

32p와 같이 행동하여 최종제품에 따라 들어가변 인체에 강한 독성을 갖기 때

분이다.

가.표획헝쩨

사약용 황 분말(Merck Art 7892)을 숭화용기에 넣고 120-150°C로 가열

하면 용융상태로 녹는다. 녹은 황이 있는 용기를 진공장치에 연결하여 5

10 rnmHg로 감압한 다음 200-300°C 에서 숭화시킨다. 승화된 황은 옆의

빈 용기에서 살온상태 포는 냉각상태로 포집한다. 2-3회 정제하면 고순도

황을 얻을 수 있다. 정체된 황은 99.99% 이상의 순도여야 한다.

나. 표쩍 체짝

정제된 황을 용융사켜 알루미늄 용기에 직접 녹여 부은 후 냉각하여 멀봉

하거나 분말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표적용기는 내경 24 rom x 길이 110 mm

x 두께 0.5 rom로 최대 장전 공간은 45 cm3이므로 황올 독여서 표적으로 사

용할 경우 이롱상으로 약 90g 까지 가능하므효 질제 생산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분말일 경우 조사량은 훨씬 적올 수 밖에 없으나 초기 개발 실험이므로

기존의 방법대로 표적으로 분말을 사용하여 l회 25-30g의 황을 장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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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간용접으로 밀봉하였으며 밀봉검사는 수행하지 않았다.

2. 훌형짜 호사

제작된 표적을 원자로에서 중성자 조사하면 32S(n ，p)앓P핵반웅이 주로 얼어

냐고 부반웅에 의해서 불순 핵종안 앓P， 35S가 생성된다. 조사기칸은 32p의 반

감기 (tl져 = 14.3일)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2S(n，p)32p핵반웅에 관련환 핵자료는 아래와 같다.

;;~;;;했ζ?;했시;~용 ;; ·鍵y샤J뼈정껴ι짧ιz 魔"

i￥혔eφ생&:섯f&23jQ행ιa~· /xf행b3영:생K화f옛W짧*@*})옳쫓C~기/
f γ.ι ff ·/fJ f ,

、J7/ 황、 뤘 ·魔 ; / ‘

'<짧혔훌짧， "‘’;← ι Jιr ., "<UQ.I..uT ' ’,. ν/.,
~ .... .. .. ~~. ~." _ J

‘、 .... 'o J.. ..

32S(n,p)32p 95% O.않핍(nf) 6) 0.63 14.8 318 345 (n,y)35S
(t1/2 = 86.7d)
(θ = 4.22%)
( σth = 0.26b)

33S(n,p)33p

(tV2 = 24.&:0
(θ == 0.76%)
6 th = 0.OO잃b)

(1 eft = 0.376b)

# 웬자로의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임.

중성자 에너지별 핵반웅 단면적끼은 F않. 1파 같다. 실험에 사용환 표적은

연구로 2호의 노섬외 조사공에서 3주 이상 초사하였다. 원자로의 가동시칸

은 50시간/주 이고 1.5 MW로 운전할 경우 조사공의 속 중성자속은 약

5xl011 nJαI12.sec 이며 설제 조사시간은 120시간 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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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확처리

화학처려방법은 사용된 표척물질에 따라 달라지나 증류법을 사용할 경우

일반척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 표적으로 부터 32p의 분리

- 정제

- 최종 채품요로 변환

황원소를 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황표적과 중성자조사에서 생성된 32p는

반용성이 크기 때문에 조사 또는 가열에 의하여 표척중에서 phosphrous

S버fidesB) 또는 phosphrous oxides9,lO)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었다.

가. 훌 훌훌쩍의 충톨롬

(1) 훌휴당쳐 쩨좌

초자기구로는 황 중류용기， 황 포칩거， 중류-포접 용기 연결판， 냉각트랩，

완충용 트랩， 3 way cock, 냉각기， 이온교환 컬렴， 용액 이송용기 둥이 었다.

황 중류용기와 연결관은 650°C 까지 가열 가능한 180, 120 cm의 beaded

hea암로 감아 0-115 V로 전압을 변화샤킬 수 있는 온도 조절기를 부착하여

증류온도률 조절한다. 초자의 접합 부위는 진공윤 유지하도록 ground joint

를 사용하거나 12 mm 이상의 접합 가공면을 유지하도록 제작한다 (Fig. 2,

3).

감압하기 위하여 로타리 진공펌프를 사용하였으며 진공도는 수은 마노미

터로 측정하고 3 way cock로 감압상태 또는 대기압을 선택할 수 있케 하였

다. 조립하여 진공도를 측정하고 5-10 mmHg이하가 유지되도록 한다.

중류되는 황이 포집기에 전부 잡히지 않고 펌프로 빨려 플어가거나 시스

댐 중간을 막히게 하면 감압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므로 중간에 트랩올 설치

하여 소량의 황를 포접한다. 트랩이 효과적으로 셜치되지 못하면 3 way

cock를 막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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앓P를 울궈내기 위환 reflux용 냉각기는 loop형으로 오염확산을 방지하고

냉각성능도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냉각기를 먼저 고정하고 중류용

기의 위치를 바꾸어 안치하여 reflux 도중 증기가 새어 나가자 않도록 주띄

한다. Reflux가 끝난 용액윤 수동식 감압펌프로 저장용기에 옮겨 이온교환

컬럼으로 흘려준다.

(2) 흥휴장쳐 혈쳐

먼저 증류용거의 위치를 결정하여 안치하고 beaded heater와 온도조절기

에 전원을 연결하여 작동을 시험환다. 받침대를 준비하여 증류 연결관을 고

정하고 연결관의 윗 뚜껑파 증류용기가 멸봉되도록 고정한다. 연결 유리관의

다른쪽 부분은 중류된 황을 받을 수 있도록 수집용기 에 고정 한다. 수집용기

를 지난 기류가 윗 부분으로 통하여 얼음올 사용하는 냉각트랩파 완충작용

을 할 수 있는 트랩을 연결한다. 진공펌프논 오른쪽에 배치시키고 진공호스

로 3-way cock를 연결한다. 갑압측정용 수은마노미터는 트랩의 완쪽에 연결

하고 오른쪽은 진공펌프에 달련 3-way ∞ck와 연결한다.

(3) 충휴혈혐 순서

@ 조사된 30 g의 황 분말을 중류용기로 옮긴다. 이 때 유황 가루가 초자

첩촉면에 떨어지지 않도록 포장하고 작업이 묻나면 제거한다.

<2> Beaded heater의 온도조절기로 서서히 온도를 올려 황을 연노량의 용융

상태로 만든다.

@ 황이 완전히 녹으면 중류장치에 연결하고 beaded heat암에 전원을 넣는

다.

@B잃ded hea따어l 의해서 유리관을 가열하면서 전공펌프로 감압하여 5

10 mmHg 압력을 유지한다. 그 이상의 압력에서는 낮은 온도로 중류할

수 없으므로 샤스탬을 점검하여야 환다.

@ 중류장치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며(200~않삐;OC 사이) 황이 중류되는지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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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다.

@ 수접용기에 붉은잭 황이 중류되기 시작하면 온도를 고정하고 황이 포접

용기 야외의 장소에서 잡혀는지 확언한다. 특하 트랩에 참히지 않고 진

공 콕크에 잡혀 압력을 높이지 않도록 유의한다.

r;[) 30-50i흔간 중류하면 용기에 있는 모돈 황이 종류된다.

g 황이 모두 증류되었는지 확인하고 beaded heater의 전원을 내린다.

@ 전기로가 설온 가까이 되면 펌프를 끄고 실험장치가 상압을 유지하도록

cock를 열어 놓는다.

@ 증류용기의 유리벽에 남아 있는 앓P는 추가의 화학처리 과정올 거친다.

나. 한유톨로 부터 32p톨 물궈댐 (Leaching Out)

조사된 표적에서 황을 중류하고 증류용기에 남은 32p는 유리용기 벽에 홉

착되어 있으므로 산을 챔가하여 울궈내야 한다. 증류용기에 있는 잔유물애

70 mL 0.1 N Hel을 가하고 loop형 condenser률 부착하여 냉각수를 순환시

킨다. 중류용기에 감긴 beaded heater를 가멸하여 l시간 동안 reflux 시킨

후 다시 10 mL 35% HzCh를 넣고 30분 동안 reflux시키고 하루 동안 방치하

여 32p를 울궈낸다.

다. Ion Exchange Res'n훌 톨환 정쩨

울궈낸 용액은 임시 저장 용기로 옮긴후 표적에 존채하여 방사화된 양이

온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용액 상태에서 양이온 교환 수지를 통과시켜 정제

한다.

컬럼은 양이온교환수지 (Bio Had AG50W-X8(H-+); 100-200 mesh)를 증

류수로 충분히 부풀련 다읍 내경 10 nun인 컬럼에 충전시켜 50 mm의 높이

가 되도록 만든다. 이 컬럽을 0.05 M Hel 용액 5 mL로 씻고 32p를 중류용

기로 쭈터 울궈낸 용액을 이동시켜 컬럽에 흘려 정제하여 비이커에 받는다.

컬렴에 남아 있는 32p를 추가로 용출하기 위하여 0.05 M Hel 용액 5 m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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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씻어 원액과 합한다. 이 용액은 최종제품을 Ih32P04의 화학형으로 할 갱

우 추가의 처리를 필요로하지 않으나 의약품으로 사용할 경우 중발시켜 추

가의 처리과청이 훨요하다.

컬럽에 잡힌 양이온올 확인하기 위하여 HPGe 검출기를 부착한 감마선 다

중파고분석기로 스팩트렴을 얻는다 (Fig. 4).

4. 방사눔 혹청

R 햄프를 사용하여 비이커의 용액을 모두 종발시켜 32p의 방사능을 측정

하고 컬럼에 홉착된 앓P의 방사늄도 구하여 32p의 컬럽 잔류 비율을 측정한

다.

방사능은 이온전리함을 사용하거나 6-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온

전리함을 이용할 경우에는 용액을 모두 중발시킨 50 mL 바이커를 이온전리

합(CAPINTEC 10-R)에 넣고 32p에 해당하는 다이알(750)에 고청환 다음 앓

올 얽고 보정하여 (측정값 x 100) 방사능을 측정한다.

6- 측정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시료의 일부를 λ 피뺏으로 취하고 희석하여

211-6 계측기로 계수하고 계측효율로 나눈 다음 전체용액의 부피에 비례하도

록 계산한다.

본 실험에서는 전체 방사능의 측정에 이온전리함을 사용하였고 붕괴율 측

정에는 앓t-P 계측겨룰 사용하였다.

5. 품힐 판리

가. 핵훌 훈도겁청

32p는 순수한 베타 방출체 이므로 반감기 측정을 통하여 핵총올 확언하였

다. 감마선윷 방출하는 불순 핵종을 검출하기 위하여 비이커에 32p용액을 취

하여 중발시킨 후 HPGe 검출기를 장착한 다중봐고분석기로 감마스팩트럽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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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결파는 Fig.5와 같으며 불순핵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방사확확쩍 순.!E 검정11)

최종제품은 0.1 N 염산에 녹아 있는 상태로 주로 ffiP04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순도는 종이 크로마토그라피로 검정하였으며 고정상으로 Whatman

Paper No.1을 붉은 염산으로 세척하여 말린 다음 사용하고 전개액으로

isopropanol : isobutanol : H20 : NILOH = 40 : 20 : 39 : 1 혼합액을 사용

하였다. 원점에 시험액을 접척하여 말련후 전개액에서 2-3시칸 가량 전개하

여 감마， 베타 크로마토그랍 스케너로 크로마토그랍을 얻었다 (Fig. 6).

이 때 f월;32P04어l 해당하는 Rf 값은 0.37 이며 이 피크에서 98% 이상의 방

사능을 나타내었다.

다. 고형훌휩 혹청

용액에 녹아 있는 고형 물질을 검출하기 위하여 1 mL(약 4 mCn를 미리

청량울 마친 소형 유리용기에 붓고 m 램프로 중발시칸 다음 다서 청량하여

고형 물질의 양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고형 물젤의 양은 < 1.2 mg/mL 이

었다.

6. 힐혐곁화 및 :it훨

연구로 2호 노섬외 조사공 (속중성자속 약 5 X lOll n/cm2.sec) 에서 황표

적 25--30 g을 120시간 조사한 후 5--10 mmHg로 유지되는 감압 증류장치

로 200-300°C로 증류하였올 때 30-50분 내에 황표적이 완전허 증류되었다.

증류용기에 남아 있는 32p를 0.1 N Hel 70 rnL로 l시간 reflux하고 35%

뀔~ 10 mL를 넣고 추가로 30분간 reflux한 다뜸 12시간 이상 방치하였다.

방치후 용액을 양이온교환수지에 통과시켜 최종제품을 얻었으며 실험결과와

품질관리 결과를 Table 1, 2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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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파로부터 현재의 시설규모에서 > 60 mCi!batch의 고순도 32p를 생산

할 수 있읍이 확언되었다. 표척에서 생성되는 32p는 거의 청량적으로 회수되

었으며 정채할 때 이온교환수지에 홉착되는 32p는 총량의 <3% 이고 제거되

는 핵종은 131Ba, 85Sr, 5!Fe , 65Zn, 5OCO 이었다.

아 살혐곁파률 일상생산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일정결파치률 얻올 때까

지 10확 정도의 실험이 필요하며 증류장치의 썰치와 중류후 냉각기의 교환

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었는 장치와 가열장치를 개량하여 가능환 한 균

일한 온도를 유지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속충성자속이 높은 다목적연구로

의 노섬조사공(약 2.5 X 1013
nlcm2.sec)을 사용하께 될 경우 약 3 Ci!batch

(25 g S)률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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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3 혐 겹 롤

잃P 생산을 위한 감압 증류법을 개발하여 고순도의 앓P를 제조하였다. 감압

증류법에 의한 32p 제법개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실험방법과 결파는 다

음파 같다. 중성자 조사된 황 표적을 감압 증류용기내에서 5-10 mmHg로

감압하에 200-300°C로 가열하면 표적언 황은 30--50분 안에 증류되고 32p만

남게된다. 여기에 붉은 염산을 넣고 역류시켜 앓P 를 울궈낸 후 이온교환 수

지로 정체하여 약 60 mCilbatch를 얻었으며 이온교환수지에 홉착되는 32p

의 방사능운 전체의 3% 미만이고 여기에 홉착되는 불순 핵종은 131Ba, 85Sr,

폼‘e， 65zn, we。이 다.

최총제품의 품질관리 결과 핵종순도 99% 이상， 방사화학적 순도 98% 이

상， 고형 성분 함량 1.2 mg/mL 이하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방법을 고순

도 잃P의 대량 제조에 척용할 예정이다.

개발된 제법올 바탕으로 일상생산이 가능하도록 생산장치 제작 도면을 완

성하고 그 도변에 따라 가열장치 및 구동장치， 관련 초자기구 둥을 제작，

KMRR시설에서 고품질의 32p를 대량생산 함으로써 생명공학， 의료， 연구 부

문에 32p가 왕성하게 이용되게 하여 고 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현재의 추출법에서 감압증류법으로 바꾸면 고품질의 앓P를 생산할 수 있고

제조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조사표적을 두 배 이상 늘렬 수 있으므로 생산

증대 효파가 있으며 액체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순수한 K 방출

핵종이므로 표적을 개봉하여 다른 곳에서 화학처려할 경우 서셜이나 차폐를

줄얼 수 있으므로 그러한 방법도 고려해 볼 휠요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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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Xπirnental Results of 앓P Production by Means of a
Reduce:년 Pressure Distillation Method

/rtIt￥/ ?:?3Jf微;줬熾훨었*@m/ 2/r/ A繼，썩뤘￠활생흡\.b셀꿇$흥함?옳爛 ;뺏￠rX훨~I핵Ua!했鎭훌(k'-".1)10;' ", " ,쫓혈t훨훨￡/rf /,- /r·, r‘、
, "ι 기 .짧t 짧?l/ 2J .~ ......:.. _...........

l 25 g S .., 120 hr 0.55 mCi 57 mCi

2 30 g S .., 120 hr 1.23 mCi 58.2 mCi

3 30 g S > 120 hr 1.4 mCi 55.7 mCi

# Fast Neutron Flux - 5x1011 n/cm
2

.똥C

• Distillation Conditions : PreSSl끄e 5-10 mmHg,
Processing time 50 min.

• Leaching Out Conditions: 60 min Reflux in 0.1 N HCl +
30 min Reflux in H20z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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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l괴ts of 32p Quality Control

파짧X績뚫뚫셀쌓셜 ~ ... :; γ、 ι￡삼했짧繼~-..:- ..~ :; /;...... ~~:類繼흉활삿、￠ 」 4
fJ?J9“ l rJ/·、ζc::''' ~ ‘ I t f//” ”J2?J ‘ ~~"'-W1etrKJ:}.."." .. 1" - ..;~~ ι::: ..~...t~ i;‘- ·ι、 .. $~;~、 , ' ι2γ!’-·‘ 、 .... ~"7_;;::_~r~ ~7_~y ,_._..~ :r. _-L~-서， ,

Radionuclidic Gamma-ray Spectrometry None
Impurity (MeA with HPGe Detector)

Radioch얹피cal Pa야~ Chromatography H펴P04 fonn >98%
Purity Rf 늑 0.37

Stationary Phase; Whatman No.1

Mabile Phase; isopropanol:
isobutaI101 : 1-끓) : NILOH
= 40 : 20 : 39 : 1 (v/v)

Solid Evaporation of F:피와 Product <1.2 mg/mL

Contents (l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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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자 조사장버 개발

Development of Devices and Tools for Neutron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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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 1 젊;’서 셀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정은 크게 표적제작-중성차 조사-조사표적 운반

및 해체-화학처리 및 가공-품질관리-반출로 구성된다.

중성자 조사장비에는 표척을 제작하여 중생자 조사한 후 찾젤까지 운반하

는데 펼요한 모든 장비가 포함된다. 지금까지 사용한 연구로 1，2호에서는

중성자속이 낮아 조사된 표적의 최종 방사능 준위가 낮고 중성자 조사 중에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엄계를 앞둔 다

목적연구로는 최대 열출력 30 MW로 연구로 2호보다 15배 가량 높고 확대

중성자속도 10배 가까이 높아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표적제작/중성자죠사， 운

반， 해체하는 방법올 그대로 적용해서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이 불가능하다.

즉， 중형 원자로인 다목적연구로를 이용하여 RI를 개발·생산하기 위한 표

적 및 조사장비는 소형 원자로 때와는 현저하게 다르므로 원자로에서의 조

사표척의 안전생， 방사능 취급량 및 세기의 증가， 원자로 시셜에 의한 제한

사항 둥을 고려하여 여가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장비흘 개발하여야 한다. 다

목적연구로는 Open-Tank- In-Pool형으로 표적이 직접 냉각수와 접촉하기 때

푼에 표척말봉이 완전무결해야 하므로 멀봉장비와 멀봉검사 장l:J1 를 구비하

여야 한다. 장비개발에 있어서 pool에 있는 냉각수는 차폐체로 이용되어 표

척 이송， 분려， 납용기 장착 풍 여러가지 방샤션 작업올 용이하게 할 수 있

는 야점이 았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조사장치의 개발 범위는 중성자조사용 caps띠e!더g류， capsule/rig 의 원자로

내 입먼출 장비류 (Ioading/unloa 버ng facility) , caps띠e/rig의 pool내 취급기

구류， 중성자가 조사된 caps띠e을 pool로부터 핫첼까지 운반하기 위한 차폐

용기류， caps띠e 멀봉 및 빌봉검사 장비 둥으로 정하였는데 이러한 장비는

조사 중 표적의 멸봉상태 유지， 표적의 냉각， 가동 중인 원자로의 안전， 뱅각

수 오염방지， 다흔 장버틀파의 간섭 문제를 고려한 작업의 표준화 둥올 염두

에 두고 개발 순서에 따라 일관되게 셜계/제작할 펼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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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에는 열거된 장비의 설계/제작에 중점을 두어 수행하였으며 추

후 수 년칸 추가장바 개발·제작， 장비의 성능 검사， 문제점 보완， 성능 개량

에 대하여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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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2 헐

1. 훌훌훌훨 Capsule 및 빼g 혈계 빼착

본 흩

조사에 관련된 기구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조사공의 크기， 장치의 공동사

용， 작업의 일관성， 사용상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표적조사용기(caps띠e)의 표

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Capsule이 표준화되면 밀봉기 및 빌봉 지그 제작，

업인출 장치 제작， pool 내 표척 취급기구， ng의 셜계， 조사후 운반용기 체작

둥 알련의 작업도 표준화까 가능하고 호환성올 높일 수 었다.

표준 capsule의 채질은 핵반웅 특성， 불리적 흑성， 순도， 가공생， 가격 동을

고려하여 나트륭， 망간，동의 함유량이 적은 고순도 AI로 결청하였다.

표준 capsule로 S, D-type 조사공용 capsule파 HTS용 capsule 2종을 젤

계/채작 하였으며 각각에 대하여 냉칸용접파 TIG 용접용을 별도로 채작하였

으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설계하였다. 셜계된 표준 capsule의 도면은 Fig.

1 ， 2와 같다.

가. 조사꽁 (척경 : 59 mm) , 펴g 몇 HTS올 고려하여 표준 capsule의 크

기를 두가지로 한다.

나. 표준 capsule의 걸이는 3개/rig에 적합하고 S-type 조사공의 곡율

반경을 고려하여 업인출 도중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한 마진올 둔다.

다. 완전 밀봉이 쉽도록 뚜껑의 위치 조절， 마무려 부분의 가공각도， 적

정오차 표기를 설계에 반영한다.

라. 표준화와 작엽의 일관성을 위하여 용첩， 개봉， 운반， 취급 둥에 대한

간섭사항을 미리 점검한다.

마. 추후 디g의 사용올 고려하여 장착 및 분리도 가능하도록 표준

capsule올 철계한다.

바. Caps띠e야 조사공에 원활히 삽압되게 하며 조사중 부동(홈觸)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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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고려환다.

사. 두께는 발열， 내압상숭 동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두께로 한다.

아. 윗부분에 업인출장치에 맞는 체결용 고리를 부착한다.

자. 냉간용접， TIG 용접， LASER 용접， 전자션용접 둥이 가능해야 한다.

차. TIG 용접할 경우 용접열에 의해 팽창되는 내부 공기가 빠져 나갈

수 있는 0.5 mm 내외의 구멍이 필요하다.

Rig는 노섬과 노섬외 조사공에 사용되며 조사장소에 따라 사용여건도 달

라진다. 노섬에서는 조사중 발열량이 커서 강제순환에 의한 냉각이 이루어져

야 하는데 이 때 피g가 냉각수 순환에 영향을 마치게 되므로 셜계조건이 복

캅하므로 중성차속이 낮아 자연대류에 의해서 냉각이 가능한 노심외에서 사

용하는 rIg를 셜계/제작 하였으며 Fig.3과 같다. Rig의 철계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였다.

가. 뚜껑에 부착된 업인출용 gripple은 몸통과 나사로 연결되며 냉각수

가 통파되도록 셜계하였다.

나. Rig는 냉각수가 통과하게 되어 자연대류에 의해 표적에서 발생되는

열을 발산시키며 3개의 밀봉캡슐을 장전할 수 있다.

다. 노섬외 P 조사공에 장착할 수 있으며 조사튜브가 있는 조사공에서

는 사용할 수 없다.

라. 분해와 조립은 써-버스 풀의 작업대에 설치된 전용장비로 한다.

마. 기계적오로 마모되기 전까지는 반복 사용한다.

2. 표쩍 뭘톨기

다목적연구로에서 사용될 알루미늄 조사 capsule은 원자로 냉각수에 잡긴

상태에서 중성자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capsule의 완전 밀봉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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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완전멀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성자 조사가 이루어지면 조사중의

발열과 공기팽창에 의하여 냉각수 및 주변환경에 오염을 유발시커게 되므로

완전 밀봉을 위한 멀봉기 개발이 펼요하다.

알루미늄 용기를 밀봉하는 방법은 TIG 용접， 냉간용접， 마찰 용접， 전자선

용접， 레이저 용접 둥이 었으나 냉간용접법과 TIG 용접법을 우선척으로 개

발하고 기타의 방법들은 추후 개발할 계획이다.

가. 냉간용험 기기

앞에서 결정한 2종의 표준알루미늄 capsule올 기계적인 압력을 사용하여

띨봉하는 장치로서 유압장치， die 및 punch, He chamber, 진공펌프， He 공

급장치와 전체적인 controller로 구성되어 있다.

이 냉간용접가지는 He 분위기에서 표적물철을 내장한 표준조사용기의 몸

체와 뚜껑올 die에 고청사키고 punch를 하강시켜 순칸적으로 5 ton/cm2의

압력을 가하여 기계척으로 밀봉하는데 사용훤다. 압접이 끝난 capsule은 수

압시험장치에서 내압 시험하여 40-50 앓Icm2의 압력에서 건전성이 유지되

어야 환다.

냉칸용접기가의 부분별 셜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받협대

사용압력 5ton의 유압프레스와 He chamber, die set 풍을 지지하는 구조

용 형캉의 용접 구조물이다. 작업원이 받침대 앞에 높얀 의자에 앉아 면안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게 높이， 폭， 깊이가 정해지고， 하중올 충분혀 견딜 수

있는 구조 강도가 유지되게 한다.

(2) Frame

상용압력 5 ton의 유압 프래스의 frame으로 상판에는 hy，따a띠IC cy파Ider

가 직각으로 조립되고 아래판에는 He chamber, die set가 중앙에 셜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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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ton rod의 상하운동이 정-확히 유지되게 수평 상태에서 조립하여 상하가

얼쳐되도록 하며， 적정 작업공간이 유지되게 bolster area를 확보하고， press

하중에 충분한 젤계 강도가 유지되게 구조계싼하여 제작한다.

(3) Hydraulic Power Unit

유압프레스를 사용한 일반회로로 구성하되， 사용압력 5 ton의 출력을 유지

하고 piston 속도는 5 cm/sec를 기준하여 상하로 속도조절이 가능하게 회로

를 구성 한다. Power unit는 받침대 내에 위치하므로 짜임새 있는 구조로

조립하여 그 기농이 유지되게 컬계하며， 소음， 진똥이 적은 구조로 한다.

‘4) Vacuum Line

He chamber 내에 He gas롤 충전하기 전에 진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전공펌프로써， 용량 4.0 m3Jhr 이상， 진공도 5xl0-3
- 5xlO-4 mmHg가 요구

된다. Vacuum line은 He chamber와의 연결을 위해 진공배관， isolation

V려ve， vacu따n guage 동을 셜치한다.

(5) Hydraulic Cylinder

사용압력 5 ton의 구조강도와 300 mID의 stroke을 갖는 cy파lder로써

piston rod와 He chamber 사이에 0-파19얘 의한 기멸구조가 형성되어 die

set의 하강 및 상숭 운동 전달서에 진동이 발생되지 않게 젤계 제작하여 설

치한다.

(6) Die Stud

Die set는 C type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ball bush로 된 제품으로， die

stud, punch 둥의 조립，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7) Die set

냉간용접용 die의 moun마19이 간단한 구조로 되고， press work가 끝난

capsule은 밑으로 빼져서 접어낼 수 있는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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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le

Cold work 용으로 SKD 11 냉간 프레스 금형으로 제작하여 HRC50 이상

의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40 nun capsule과 30 mm capsule용 2 set률 제 작

하며 r die stud위의 mo따1파19은 간단한 방법으로 수행되고 교환될 수 있논

구조로 한다.

(9) Punch

냉간용접의 성돼여부는 합챔이 punch에 았으묘로 punch design이 우수해

야 한다. Machnical bonding 이 형성될 수 있는 pressure piece의 현상에 의

한 접합은 Fig. 4와 같은 punch를 참조하여 제작하면 가놓하고r 2가지의

punch는 die set 상단에 깐단한 나사 조립분해 방법으로 교체할 수 있게 절

계하며， 재질은 die 재질파 갈케 한다.

(10) He Chamber

Die set를 내장하고 piston rod가 상하운동 하며， 전변에 capsule 및 die

punch를 교체할 수 있는 크기의 투시문이 있다. He을 저장할 수 았는 차폐

기능을 갖는 구조로 셜계되어야 하므로 vacuum 파le과 He line이 연결되고

전면의 문과 chamber 몸통은 완벽한 멀폐형 개혜구초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piston rod의 통파부위는 0-마19에 의한 기벌구조이며 r rod의 상하운

동과 He의 멸혜가 확보되도혹 한다.

(11) He Line

He line은 일반용 He 용기에 압력조절기를 부착하여 적정 2차압을 조절하

며， he chamber와 연결된 파le의 자동재혜 밸브는 천공이 진행중언 chamber

에 He을 충전하여 공기흘 희석시키고 He을 가압상태로 공급한다.

(1 2) Contr여 Box

작엽자의 수동작업 범위에 껄치하며 r press work를 위한 hydra띠IC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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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의 작동， 진공펑프의 작동， He의 충전 둥 순차적으로 이룩되는 회로를

구성하여 실증시험하여 확인한다-

(13) 안헌스위쳐

He chamber의 개폐부에 설치하며 작업대상을 die에 없어 놓고 He

chamber의 문를 닫아야만 전기회로가 연결되게 하는 안전스위치이다.

(14) Hydraulic Tester

냉간용접이 끝난 capsule의 압접부위의 강도시험을 위하여， 수동 plunger

pump에 의해 파괴압력까지 수압을 높여 시험하는 장치이며， capsule과

pump 사이에 air vent, flexible hose, 수압계 둥이 연결되는 구조로 셜계한

다.

위 요구에 의하여 완성된 용접기의 개략도면 Fig.5에 냐타냈다.

나. TIG 용협기 및 Jig

표적의 특성상 조사중 기체가 발생하거나 높은 압력이 걸려 생성된 핵종

이 누출될 확융이 높온 경우 냉간용접보다 강한 용접법야 필요하다. 여러가

지 용접법 가운데 이러한 사항을 만족시키고 비용이 적게 들며 용접기술도

비교척 쉬운 용접볍 중의 하나가 TIG 용접이다. 이 방법으로 용접된

capsule은 200kg/cm2 압력에서 건전성을 유지1)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IG 용접은 폴활성 기체인 He 분위기에서 용접봉을 사용하지 않고 모재

자체를 녹여 용접하는 기술이며 알루미늄을 용융시켜 용접할 경우 표변에

산화막아 생성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어서 알루미늄 박판 용접에 이상적

이다.

용접기는 Hitachi에서 생산된 Model 300A AD-GP2를 사용하고 여기에 연

결하여 사용하는 JIg는 국내에서 제작하였다.

구업한 용접기는 3상 220V의 천원을 사용하며 소형 (44kg)으로 위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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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고 용접전류 범위가 AC 10A..... 300A 이어서 알미늄 박판 용접은

물론 stainless steel 용접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용접 torch를 j핑로부

터 분리하여 일반용접도 가능하다. 륙히 말봉용접에 필요한 erator 전류 조

정장치가 부착되어 았으므로 용접 마무려를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용접시

에 착용하는 헬멧(Speed glass shade No.2)은 용접자의 시력보호와 용접

시작점 확인이 수월하도록 명암 자동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용접기에 연결환 JIg는 알루미늄 캡슐을 용접할 때에 용접이 원활히 여루

어질 수 있도록 캡슐을 일정한 위처에 고정하여 회전면차가 2/100 mm 야하

로 유지되게 하며 용접기와 연결하여 용접전류와 회전속도를 조정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셜계해야 한다.

Jig의 구성품에 대한 부분별 젤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Torch 밤향 경E뭘창쳐

Torch 방향조철장치는 얄미늄 캡슐의 형태 및 크기의 차이 때문에 각도

조철이 자유로와야 하며 모재와 전극의 칸극 조절이 용이하게 제작한다. 그

외에 얼반 용접을 하71 위하여서는 torch의 분리 및 고정이 용이하도록 한

다.

(2) 랩훌고청 빛 회현장쳐

캡슐고정 및 회전장치는 본 장치에 가창 중요한 부분으로써 캡슐의 고정

및 분리가 손쉽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공기압에 의한 장치와 만약의 청

우에 대비한 수동고정장치가 부착되어야 하며 다목적연구로에서 사용될 여

러가지 표준캡슐의 고정이 가능하도록 젤계， 제작한다. 회전장치는 회전속도

의 조철이 가능하고 회전편차가 2/100 rnm 야하인 회전장치를 써야만 균얼

한 용접이 어루어질 수 있다.

(3) 각총 쩨어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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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장치에서는 용접 개시 종결 조절장치 He 공급초철장치， crator 조철장

치， 회전속도 조절스윗치 둥이 부착되어야 하며 사용중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중단샤킬 수 았는 장치가 았어야 한다.

(4) 시력 보효장혀

용접중에 방출되는 강한 척외션을 막아주므로써 용접자의 시력을 보호해

주며 용접중에 발생되는 용접봐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작， 부

착되어야 하며 모재의 착，탈샤 불편이 없게 셜계한다.

‘5) 받혐대
받참대는 철구조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명을 조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동이 용이하도록 구름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명단과 페얀토를 철하고 부착된 모든 장치의 가동중에도 흔들립이 없도록

한다. 위 설계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JIg의 개략도면은 Fig.6파 갈다.

3. 표획 뭘를검사 당빼JI팍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표적의 완전밀봉은 원자로의 안전운전 및 냉각

수 오염파 멸접한 관계가 었다. 냉간용접이나 TIG용접에 의해 멀봉된 캡슐

은 에틸렌글리콜 용액내 기포발생 서험， 헬륨 누출시험 둥으로 검사한다.

가. 매월헨글리롤률 사용한 기포 누셀검사

점도가 높고 투명한 에틸렌글리콜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밀봉된 표적의 누

출여부를 검사하며 손쉬운 정성검사법의 하나이며 검출감도는 3xl0-6 atm.

cc/sec 이다.

검사기기는 멀봉표적과 에틸렌글리콜올 넣을 수 있는 투명수지용기， 역류

방지 트랩， 콕크와 전공펌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Fig.7파 같이 제작하였다.

에틸렌글리콜 용액을 사전에 갑압하여 용액 자체의 기포를 제거하고 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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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이 용액에 충분히 잠기도록 한 후 진공시스템을 가동하여 30초 이내에

100 mmHg 이하로 감압한다. 기포의 발생여부로 멀봉여부를 판정하는데，

용액내에 기포가 발생하지 않으면 3x10-6 atm.cc/sec 이상의 누출구멍이 없

는 것으로 판정한다.

나. 빼톨 킬훌기톨 사용환 누훨검사

에틸렌글라콜을 사용한 기포 누셜검사보다 더 높은 멸봉도를 요구하는 경

우에 헬륨 누껄검사기를 사용한다.

검사하고자 하는 부분 한쪽에 헬륨가스를 공급하고 다른 쪽에서 누출되는

밀봉상태 검사용기에누설정도를 측정한다.

진공펌프와 헬륭질량분석기의 연결부분을 만들어 안쪽을 진공으로 유지하면

서 밖에서 헬륨가스를 살포하여 검출기에 검출되는 헬륨의 양으로 별봉도를

검사한다. 그러나 원자로내 충성자 조사용기는 멀봉이 최종작업이 되므로 앞

헬륨을 질량분석기로 검출하여

에서 기술된 방법으로는 검사할 수 없으므로 표척을 멀봉하기 전에 표적내

부에 헬륨올 충전시켜 밀봉하고 이것을 헬륨 누혈검사기에 연결된 진공용기

에 넣고 용기 뚜껑올 닫은 다음 감압， 용기내에서 누출되는 헬륨을 질량분석

기로 검출하여 누설율을 판독한다.

검출기의 사양은 아래와 같다.

-- ’

- 형식 : ASM 181T (ALCATEL)

- 검출 범위 : 미세 영역

- He 검출 감도 : 2.x 10-11 atm.cc/sec

2 X 10-11 .... -10-2 atm.cc/:똥C

일반 영역 10-8 -- 10-1 atm.cc/sec

- 진공 시스탬 : Hybrid pump 130 Lisee

크기 - 직경 150 rom, 길이 250 nun ’

Rotary p파np

서험용 진공용기 :

20 m3 Isec

채질 - SUS

Interface: RS 232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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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업된 장치의 구성도는 Fig.8과 같다.

4. 표혁 윌민훌 장비개뭘

원자로내에 표적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표적을 지지하는 rigY- capsule을

조사공에 업인출 하여야 하므로 원자로에 따라 특별한 장치개발이 요구된다.

다복적연구로는 Open-T없lk-In-Pool형 이므로 조사공에 표적을 입인출하

는 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으나 노심이 수면 아래로 10 m이상 잠겨 있어서

이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완자로 안전 및 여타 작업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근접 수작업은 줍이고 원격조작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한다. 작업자는 방사선

방호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허용 방사선량 이

내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장치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작업이 실패할 경우에 보완책으로 체결/분리를

작업용 pool에서 원격조작으로 가능하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가. 월.°1늄 률과 Ball LockOI 면곁된 업인흩 잠비

캡슐이나 ng를 P 조사공에 넣기 위해 개발된 장비로 조사전에 조사체가

불어 있는 맑ipple파 알루미늄 줄(고리형)에 부착된 b떠1 lock올 풀에서 체결

한 후 조사공으로 이동하여 장전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충성자 조사가 이루

어진다. 중성자 조사가 끝나면 알루미늄 줄을 올려 써-비스 풀로 옮겨 작업

대에서 원격조작장비로 분리한다. B와1 lock은 알루미늄 계열의 합금올 사

용하나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소형 부품은 sus 재질을 사용할 수 았으며 기

계적 고장이 발생하가 전까지는 반복하여 사용한다. 장비의 제작도면은 F핑.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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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웹민흩장바 (Flexible Type)

(1) 업인훌훌 Grlpple 연혈장쳐

입인출 장비의 끝부분에 부착되어 S, D-암pe의 조사튜브를 따라 캡슐이

었는 곳 까지 인도되며 장치내부에 캡슐의 망ipple과 결합되는 것올 알 수

있게 근접감지기를 부착하여 controller의 기판엑 결합여부롤 표시하도록 하

였다. 캡슐은 gripple-ball lock 연결에 의해서 하며 KMRR 조사공의 곡률

에 적웅할 수 있도록 유연한 재질을 사용하였다.

서채품을 개발하여 mock-up 시험중에 었다 (Fig. 10 참조).

(2) 장비받혐대

표척 업인출 장비는 표척과 업인출기를 체결/분려하는 부분， 줄올 감고 위

치를 이동하는 부분， 원격조작 판댈 둥으로 구성되며 제작도면은 Fig. 11에

나타내었다.

체결/분리하는 부분운 압축공기를 여용한 감웅장치와 b떠1 Ieεk으로 구성

되며 특수부분을 제외하고는 충성자조사에 대벼하여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

하였다. 업인출 작업율 할 때논 훤자로 bridge 위에 셜치하고 대기시에는

다른 장소에 보관할 수 았다.

5. Pool내 표척 빛 Rig의 빼체/01훌 훨비의 '8밟

중성자 조사에 의해 방사화된 capsule/rig롤 6m 수섬의 pool에서 해체하

여 capsule올 운반용기에 담거나 방사화된 capsule을 AI ch빠l과 분라하여

운반용기에 담아야 함으로 이를 위한 장비가 펼요하다.

가. 표쩍 뭘 Rig 해체용 작업대 제짝

작업대에서 ng를 해체하여 운반함으로서 취급하기 쉽고 작은 납용기를 사

용하더라도 핫젤까지 훈반할 수 있게 되며 작업대에 여러개의 rigy. 캡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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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Rig용 납용기논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원자로시설내에서 취급하기 어려우

므로 아래와 같은 장구를 사용하여 해체 운반하도록 하며 공간활용을 위하

여 작업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풀 밖으로 꺼낼 수 있도록 인양고리도 부

착한다.

(1) Rig 휘급기구

- rig 해체기구

- ng, 캡슐 둥올 운반용 용기에 장착하는 기구

- 작업대

-ng 보관용 rack

(2) Capsule 혐급기구

- 캡슐로부터 AI chain을 분리하는 기구

- 풀 내 캡슐 취급 (위치고정 일시보관 동) 기구

(3) 훈반용기 (cask) 휘급지구

- Crane 사용 보조기구

- Cask 뚜껑 취급기구

- 기타 안전거구

해체용 작업대의 설계도면은 Fig. 12와 같다.

나. 운반용 납용기 쩨짝

다목적연구로에서 중성자조사에 의해서 생성된 Mo-99, 1-131, Co-60 동을

원자로건물에서 인접한 동위원소 취급시셜까지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차폐 운반용기틀이 필요하다. 이 차폐 운반용기는 방사션원의 세기가 비교적

낮은 방사생 핵종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Fig. 13과 같다. 그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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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난 것처럽 주차폐재는 납을 사용하고， 구조재료는 스태언레스강올 사

용하였다. 내용물언 방사성동위원소는 얄미늄 capsule에 내장되며 이것은

ca찌ty(직경 55 nun, 높이 200 rom)에 장전된다- 용가의 뚜껑은 감마선 차폐 ’

에 충분하도록 납과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만들어졌다. 내부 cavity의 격납

(containment) 유지를 위하여 뚜껑의 하단에 groove룰 만들어 Viton 0-꾀19

을 쓰고 여러개의 bolts로 조여서 밀혜되도록 하였다. 운반용기의 상부 및

하부에는 외부 충격이나 낙하시 운반용기 본체를 보호하기 위해 충격완충체

를 젤치하였다. 내부 cavity의 물올 배수하고 건조시키기 위하여 푸껑에

vent quick conn많tor 2개를 셜치， 용기하단에 drain quick connector를 각각

셜처하였다.

방사성동위원소 운반용이기 때문에 주로 감마션을 차혜할 수 있는 납차혜

재를 선정하고 외부 선량이 기술기준에 부합되도꽉 두께가 110 111111 이쌍 되

도록 하였다.

HI 운반용기의 셜계기준얀 운반대상 내용물의 선원은 착ZJ- 아래와 같으며，

모두 방사능량 A2 값보다 작으므로 이 운반용기는 A형 포장물로 분류2)된

다.

CD RI I : Mo-99 50 Ci *(A2 값 ::: 100 cn
(2) RI II : 1-131 10 Ci (A2 값 ::: 10 cn
CID RI ill : Co-60 1 Ci (A2 값 = 7 CD

φ 기타 RI : <A2 값

* 파기처 고시집 제 85-8호 방사능량 기준치

따라서 방사션원의 방사능 양으로 분류되는 운반용기의 내용물 기준은 국

내 원자력법， 과기처 고시집 제85-8호에 의거하여 A형 포장물로 분류하였고

A형의 기술기준에서 시험조건 중 최대조건으로 중요시되는 1.2 m 자유낙하

조건(운반용기 중량 500kg 이하)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구초적 건전

성과 방사선차폐 해석을 수행하여 운반용기의 방사선량이 기술기준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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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가를 평가한 결과 웅력강도가 구조재료의 허용치보다 역시 훨씬 적게

-나타냈으며， 표면이나 표면으로부터 1 m 떨어진 거리에서의 방사선량율 값

이 허용치보다 훨씬 더 적었으므로 운반용기의 안전성야 입증3)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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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I 3 철 훌훌 톨

다목적연구로와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기 위한 71

본 시켈은 원자로내 조사관련 시셜과 생성된 방사성물질을 가공·화학쳐리

하여 최종제폼을 생산하는 차폐시설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척제작에서부터 조사된 표적을 핫첼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셜계/

제작하여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정 중 원자로에서 수행되는 제반 기본 장비

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별도 파제로 수행하고 있는 가공·화학처리 시설을 확

보하게 되면 망사성동위완소 생산에 관련된 기본시설을 완비하게 되는 생이

다. 이번 과제에서 확보된 장비는 아래와 같다.

1. 표준형 표적용기 및 ng

2. 표적 밀봉기 : 냉간용접 기기， TIG 용접기 빛 JIg

3. 표적 멀봉 검사장치 : 기포 검사장치， 헬륨 누출 검출기

4. 표적 업인출용 Mock-up 장버

5. Pool내 표적 및 펴g의 해체/이송 장비

- 표적 및 ng 혜체용 작업대

- 운반용 납용71

3차년도에는 몇 가지 보완장비 제작파 2차년도에 체작된 장벼를 셜치 및

성능시험올 통하여 다음 사항올 검토하므로써 RI 생산 계획에 차질이 없도

록 할 것이다.

- 셜계 검중 및 작동 시험

- 제작장비 상호간 호환성 점검

- 사셜내 척정위치 선정 첼치 및 성능시험

- 가상사고에 대한 안전생 점검

• 기타 미비사항 보완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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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I 1 훨 서 혈

방사성의약품은 고순도 화학물질을 원자로에서 중성자 조사하여 방사화

환 후 이를 밀폐구조의 납 hot cell 안에서 화학처려하여 얻어진 최종물질을

충전·폐색하는 제조공정을 거쳐 만틀어지며 다음파 같이 얼반 의약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대부분 단반잡기 핵종이어서 빠른 속도로 방사능량이 감쇠되어 의약품으

로의 효력이 저하되므로 신속간펀한 조작이 중요하며 특히 반감기가 수

서찬 이하인 제품은 출하전 관리를 할 수 없다.

2. 자체 방사선으로 인해 세균번식이 어렵다.

3. 무담채 방사성의약품의 사용량은 극미량(l mCi = 수 IJg) 이며， 핵의학적

찬료에서 반복투여는 거의 없으므로 른 부작용이 예상되지 않는다.

4. 방사성물질이므로 그 제조에 있어서 제품의 청정도 유지률 위한 개념과

작업종사차를 보호하기 위환 차혜시셜， 원격조종치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컬 풍 방사선안전관리 개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에 척용하는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를 방사성의약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려가 따르나， 우리나라에는 별도

로 방사성의약품애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선진

국의 GMP 규정에 대해 조사하여 방사성의약품의 GMP 시셜 셜계에 반영

하고자 하였다. 당초에는 연구소에서 자료를 조사하여 개념젤계를 하고

(Fig. 1), 이를 기초로 상세첼계용역윷 와주하려고 했으나 HI 건물내부에

GMP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더 경

제척인 것으로 판단되어 장세절계 및 시공은 차년도에 일괄 발주하는 방향

으로 수정하고， 설계용역비는 GMP 시젤에 셜치하여 멸균파 pass box 역할

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양문재혜형 고합중기멸균기 제작설치버로 전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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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I 2 협

1. 방사철의약폼 GMP 짜료효사

본 몬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각국의 GMP 규정I)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일본2)과

유럽3에서는 방사생의약품의 제조시설에 대해 별도의 규청이 았으나 방사성

의약품의 제죠 작업구역인 hot cell에 대해서는 명확한 세부지침이 없고， 국

제기구인 파EA를 통해 얻은 호주4)의 자료에서는 방사성의약품의 제조에 대

한 별도의 규정이 없이 일반 의약품에 준하여 관리하게 되어 었으냐 무균재

제에 대한 제조공정과 충전·빼색 공정이 우리나라의 규정보다 완화된 조건

으로 규정되어 있는 둥 각 나라마다 GMP 규정야 달랐으며 (Table I) , 일반

의약품과 방사생의약품에 대한 청정도 기준의 차이는 없었다. 방사성의약품

에 대한 GMP 기준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여서 방사성의약품의 세계척 공급

회사의 하냐인 캐나다의 Nordion도 노후된 시설과 GMP 거준의 개청으로

캐나다의 현재 규정을 반족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만

우리나라의 모든 의약품 제조업소는 약국 및 의약품동의 제조업. 수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에 의해 금년 5월부터 GMP에 적합한 제조시설파 운영

시스템올 갖추어 의약품을 생산하게 되어 았으나. 방사성의약품은 그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규정을 책정하여 관리하도록 보건사회부에 건의하여 금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논 약사법 시행규칙에 당 연구소의 안이 채돼되었다.

따라서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선진각국의， 최신 GMP 규정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분석하고， 선진국들의 제조시설 및 운영시스탬을 견학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방사성의약품 GMP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쟁각된다.

2. 납 핫뭘 (C16-~1) 싫계 수정안 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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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반 G~ 시껄에 방사선안전관랴 개념올 넷활이는 것은 시껄설계와

GMP 운영상 큰 차이가 없으므로 청정도 개념없아 방사선안전관리만을.고

려하여 셜계된 방사성의약품의 제조작업 구역인 hot cell은 그 구조 설계변

경이 필요할 것으로 쟁각되었다. 이에따라 hot cell 셜계회사인 현대엔지니어

링과 협의하여 금년 하반기에 설치예정언 납핫셀의 청정도 둥급을 1B

(Class 10，α)(» 로 유지하기 위해 hot cell 외부로부터와 hot cell 상호간의 입

안출장치 및 배수처려 장치에 대해 sealing 요건을 강화하고 내부식성 재료

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납 핫젤의 양쪽옆면에 간이문을 만틀고 간이푼 옆에

shielded unity. biological safety cabinet 둥을 섣치하여 납핫젤내로 물품반

입시 오염을 방지하는 airlock system을 갖추도록 하였다 (Fig. 2).

3. 양룬째혜형 고압흥71멸균기 설빼체학

가.쩨학묵척

본 장벼는 방사성의약품중 주사제 제조사 사용하는 각종 부품 및 소도구，

무굵복， 무균조작에 필요한 물건들을 세척후 바이러스 및 세균 동을 121°C에

서 멸균하여 오염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이다. 청정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은 일반실 쪽에서 반입하여 멸균후 청정실 쪽에서 반출하는 2

door 양R으로 하고 양쪽에서 동시에 d∞r를 열 수 없도록 int앙lock올 셜치

하여 완전무균 작업이 가능하게 제작하였다.

나. 규 력

당 연구소에서 생산할 방사성의약품의 GMP 시젤 용량 둥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은 규격으로 장비를 제작하였다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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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없월없웠r lad효g훌 N

Fluid S않am Steam
Max. Press. 1.5 kg!cm~ 1.5 kg/cm:t

Design Press. 1.5 kg/cm:t 1.5 kg/cm;t

O많rat. Press. 1.2 kg/cm:t 1.5 kg/cm:t

Design Temp. 121'C 12'?C
Operat..Temp. 123.l2°C 123.1:tC
Hydro Test 2.6 kg!c바 2.6 kg/em:t

Air Test No No
X-ray Test OK (100%) OK (20%)
Joint E. 1 0.95
Corrosion AlC o rnm o mm
Volume 0.28 m3 0.08 m~

다. 장쳐벌 셰부사황

(1) Chamber

본 chamber는 멸균물을 주입하여 멸균하는 정치로서 원통형이고 기멀성

이 있어야 하며 내식， 내열성이 커야 한다. 최고 사용합력은 1.2 kg/cm2 이

고 제작후 2.6 kglcm2의 압력에서 수합시험올 시 행하여 이상이 없는 구조여

야 하므로 stainless steel 채질을 사용하였고 설계도면과 용접시험에 대해

에너지 관리공단의 검사를 받은 후 제작하였다.

(2) Jacket

Jacket논 chamber 주위에 밀혜용접하여 설치한다. Jacket에는 chamber와

다룬 S않없n이 공급되므로 운전초기에 ch없nber와 jacket에 동시에 ste없n야

공급되어 빠른시간 안에 chamber 온도가 121°C헤 도달되도록 제작하였다.

Jacket도 수압시험에서 2.6 kg/cm2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므로

S않파less steel 재질을 사용하였고 쩔계도변파 용접시험에 대해 에너지관리

공단의 검사흘 받은 후 제작하였다.

(3)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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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균조작올 하기 위해 본 장비는 2개의 door를 절처하여 일반실의 공기가

무균실로 주입되지 않도록 하였다. Door의 중요한 부분이 압력에 견디어야

하므로 S빼less steel 채질올 사용하였고 설계도면파 구조에 대해 에너지관

려공단의 검사룰 받운 후 제작하였다. 또한 steam leak가 없어야 하므로 무

독성이고 신축성이 좋으며 내 열， 내식성 이 큰 silicon packing을 gasket로 사

용하였다.

(4) steam 공릅 Line

Chamber와 jacket에 양질의 ste없n을 공급하기 위하여 steam main line에

0.2 u의 스탠레스 펴l따률 부착하였고 본 셜비에 부착되어 있는 S않없n 파le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전부 stainless steel I파이프플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5) 천공장쳐

ste없n이 주압되기 전인 운전초기에 내부 chamber의 공기룰 전부 진공

pump로 빨아낸 후 진공상태에서 steam을 주입하여 내부온도가 얼정하게 유

지되꺼l 하고， 멸균작업이 끝나고 냉각시킬 때 더운 공기룰 빨아내어 제거하

여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냉각시킬 수 았도록 진공장치흘 셜치하였다.

(6) Control System

모든 온도 control 장치가 완전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

control system올 도입하였다. Controller에 멸균온도인 121°C가 되었올 때의

펼요시간올 업력해 두면 그 시간반 멸균이 이루어지고 멸균이 끝나면 자동

으로 멈추는 자동화 가농올 갖추어 진공 p따np가 작동되고 steam이 jacket

와 chamber에 주입되면 멸균온도가 자동유지 되다가 끝나면 다시 찬공

pump가 가동되며 각종 자동 V려ve가 잠기도록 체작하였다. 또한 온도 기록

계가 내장되어 기록 및 display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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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온 Cover (Insulation Cover)

고압중기 멸균기는 고온의 열올 발생하므로 에너지 절감 및 열 손실을 최

대한 방지하기 위핵 보온여 펼요하여 보온재 보호용 cover를 셜치하였다.

(8) Safety Valve

안전을 위해 최대압력 13 kg/cm2, 최대온도 245°C의 조건윷 만족하는 제

품을 사용하였다.

(9) Clamp Bar

스탠례스강 채질을 사용하여 선반 및 밀령가공을 한 후 부식방지를 위해

니캘도금을 하였다.

(1 0) Frame

본 장벼의 하중을 고려하여 제작하였고 부식방지를 위해 2회 반복 도장을

하였다.

(1 1) Interlock 장쳐

청정설 문파 일반설 문이 동시에 열리면 오염이 발생되므로 무균실의 오

염올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한쪽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동시에 다른쪽 문

이 열리지 않도록 제작하였다.

(12) Insulation

Glass wool 재질을 사용하여 chamb얹·와 jacket의 보온이 잘 유지되도록

하였다.

(13) Handle

Door의 개폐시 회전이 용이하도록 구동부에 bearing을 셜치하였고 부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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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위해 나켈도금올 하였다.

(14) Door Cover

Door 전변에 셜치하며 외관이 마려하도록 광택 연마처리를 하고 수려시

분해초렵이 용이하도록 셜치하였다.

(15) 를도호혈기

내구성이 좋으며 온도면차의 범위가 +z>c 이하인 제품을 사용하였다.

랴. AI휠 및 검사

본 장비는 랍력용겨 이므로 구조 및 기능이 안전하고 정확하도룩 제작하

기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작공정 중 압력용기 구조검사 몇 압력용기

용접검사률 통하여 장비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됨윤 입증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제작업체의 자격올 열 사용기자재 제조업체로서 KGMP 적격

제약업소에 양문개폐형 고합증기멸끌기를 납품한 설적어 있는 업체로 체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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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3 협 월 롤

방사성의약품의 시설기준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어 정확한 시설셜계가 곤

란하였으므로 선진외국의 최신 GMP 자료를 수집하고 G!v1P 시셜을 견학하

여 우리 실정에 맞는 모탤개발이 사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금년 하

반기에 영국， 캐나다 둥의 시설을 견학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연구소

의 안을 만든 후 보건사회부와 협의하여 확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방사성의

약품 제초시셜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미 건설된

RI 건물 내부에 청정시셜 공사를 하게되므로 기존건물과의 간섭이 예상되며

청정시설의 일부인 핫첼의 건철팀파 전체 청정시셜의 건셜주체가 달라 간

섭요인이 발생할 여지가 많으므로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훨요한 것으

로 생각되었다. 한편 GMP 시설의 일반살파 청정설 사이에 셜치하여 주사제

제조에 쓰어는 무균복 소도구 둥의 멸균에 사용하는 양문개폐형 고합증기멸

균기를 제작하였다. 본 장비는 압력용기이므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작

도면파 압력용기 구조검사 및 용접검사를 필한 후 제작하도록 하였다. 양문

개폐형 고압증기멸균기는 GMP 시설의 일부분으로 멸굵기능과 pass box의

가능을 함께 갖도록 젤치되어야 하므로 GMP 사셜에 대한 상세설계 후 시

공셔 RI 건물 2충에 스팀 전원 둥과 연결시켜 셜치하고 에너지관랴공단의

검사를 필한 후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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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ir Cleanliness for Tenninally Sterilized Products

맘엉due뼈on Fill피g & Sealing
C야m앙y

짧ork lor월 함1virQnIr뾰nt ￦'ark Zone Environment

Korea Class 10，α뻐 Class 10，αm Class 100 Class 10，1αm

Class 100,000
EC Class 10，αm (Use of Class 100 Class 10，α%

closed vessel)

Australia Not S야킹cified Class 10,000 Class 100，α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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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I 5 장

방사성 표지화합물 개발

Development of Radio-labelled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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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I 1 젊 서 웰

방사선 활막절제술(radiation -synovectomy)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있

어서 외과적 활막절제술의 한 대체방법으로서 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

행되어 왔다1-2) 외과적 활막절제술은 일시적으로 2--5년간의 치료효과3-4)를

가져‘올지라도 치료를 위해 기술상의 어려옵 뿐만 아니라 입원 및 회복에

장기간을 요하는 퉁 한계점도 많다5-6)‘ 방사선 활막절제술은 비침습적으로

단순히 0선 방출 핵종이 함유된 콜로이드 또는 입자형태의 체제를‘관절의

활액막낭 안으로 주사만 하면 된다.

지난 수 십년간 흔하게 사용되어 왔던 방사성 핵종으로서는 1앓Au 7) ’ 90y

8), l8딴e 9), 32p lO), l￡Dy ll), 16딴o 12) 둥이 었다. 이들 중에서도 198Au와 90y

의 콜로이드가 유럽을 중심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상대적요로 작

은 업자 크기로 인해 관철외로의 방사능누출 (5 -- 25% )13) 이 문제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 °1 러한 문제캠윤 크기가 1--20 urn 청도언 업자 또논 웅집

압차를 사용함으로써 일부 해결되었다 14) 철의 수산화물 응집입자(F앉TIC

hydro엄de macroaggregates, FHMA)는 1tDny, 166Ho 동의 운반체로서 작용

할 수 있고 자신은 활막조직에 접적되고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

졌다15). FHMA로 표지된 방사성동위원소도 콜로이드에 비하여 상당한 이점

을 가지고 있지만 비방사능여 낮은 장반감기의 핵종인 경우에는 역시 관철

외로의 누출문제 때문에 비효과적이다 16)

최근에는 미소구형업자 (microsphere) 를 운반체로 이용한 보고가 있지만 이

들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17-19) ‘ 뼈의 구성물질이면서 생체적합성

올 띤 hydroxyapatite(HA) 를 이용한 새로운 종류의 운반체가 최근에 보고되

었다20- 22) 동물실험결파 핵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관철외로의 누

출문제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아직 임상결과는 보고된 바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현재까지 슬관철염 치료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사성화

합물들은 1rxny-FHMA11), 1eny-IDvIA23), 웰-silicate 콜로이드강) 둥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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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금속방사성 165Dy 웅집입자eGSr>ysprosium

macroaggregates, l~y_MA) 및 ltxHo 응집 입자(l66Ho-MA)를 각각 제조하

고 업자의 크기분포도， 체내외 안정성 퉁을 평가하여 새로운 관절염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실험을 수행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년도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165Dy-hydroxide macro

aggregates(l닮Dy-HMA)의 임상시험을 한양대학병원 류마티스센터에 의뢰하

여 슬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 대하여 그 안전성 및 치료효과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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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구내용 빛 방법

쩌I 2 질 본 톨

가. 혈혈용 기재

- r-Counter : Well type s다ntilla피on crystal, power supply, scaler 및

파ner 장착 (Canb앉ra)

- l3-<:Ouriter- : E얹rline BC-4

- Freeze dIyer : Vac-stop 장치 및 자동온또 조절장치 장착， Labconco

Model5

- pH Meter : Microprocessor 장착， 며gr않l형 , Orion Re않arch

- Centrifuge : 냉장， 초고속， Sorv려1 RC-5B, Dupont Instruments

一 ulσasonic bath : 45 KHz, 35 W, RKI-20-175 W-l03 T, Ikemoto,

]a야ill

- Autoclave : 1.1 kg/cm2 (l21°C), Passolina, IST-l50, Iuchi, Japan

- Mcroconcentrator : Micrae밍ltricon 30, Arnicon

- Polycarbonate filter : Pore size(l -IO J,Lm), 13 mm diameter, Nuclepore

- Millipore 떠l띠ose filter : 0.45.μm， Nuclepore

- Dysprosium oxide : 99.앉갯9%， Johnson Matthey, Electronics

- Starmous chloride : 99.앉핑%， Al따ich

- Holmium chloride : 99.9%, AI마ich

-So벼urn borohydride ; 98%, Aldrich

- Dysprosiuin mtrate pen없hydrate， 99.9%, Aldrich

나.십험방법

(1) 판훨염 쳐료쯤 165Dy 훌자화합훌 쩨호

{가) Dysprosium oxide (165Dy203)의 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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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물질인 DY20:3 10-115 mg을 폴리에틸렌 튜브에 넣은 다음 기송관 장

치를 이용하여 TRIGA :Mark ill 원자로의 열중성자속이 1.0 X 1013 n/cm2 .sec

인 조사공에서 5분간 조사하였다. 한편으로는 DY20s 5-20 mg을 Ti can에

넣고 이흘 다시 AI can에 넣은 다음 중성자속이 약 3-5 X 1012 n/cm2.sec인

조사공에서 4시간 조사하였다. 조사후 2시간 또는 8시간 냉각시칸 다음 생

성된 핵종을 MCA로 분석하였다.

(나)Oy의 hydroxide macroaggregales C650y-HMA) 쩨초

CD DyCh 저장용액의 제조

- 용액 A: 4.2 n핑 Dy/ml

- 용액 B : 30 mg Dy/ml

상기 1뚱마'20:3 48 mg을 10 ml 유리바이알에 넣고 1 N HCl 0.5 ml를

가한후 가열(8Q°C) 용해시킨 다음 0.2 N NaOH 용액 약 0.5 ml를 가하고 pH

는 3.0, 전체부펴는 10 ml 되도록 조정하였다(용액 A). 용액 B의 경우

1않DY20s 69 mg, 1 N HCl 1 ml, 0.2 N NaOH 약 0.8 ml를 각각 사용하여

상기와 같용 방법으로 만들고 전체 부피가 2ml 되게 조정하였다.

(2) 1않Dy-IDv1A 제조

cj) 방법 A : 0.5 m!의 용액 A를 자석교반기가 들어 있는 10 ml

유리바이알에 옮겨 넣은 다음 5rnl의 생리식염수찰 가하고 교반하였다. 여기

에 2 m!의 0.1 N NaOH 용액을 주사기를 사용하여 빨리 가하였다. 이 때 생

성된 현탁액을 원심분리용 시험관(15 m!)에 옮긴 다음 초음파 세척조에 넣어 l

분간 처리하였다.240 g 정도에서 3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상청액을 따라 버리

고 참전으로 생성된 Dy-때때를 4ml 생리식염수로 재차 현탁시켰다. 여 현

탁액을 10 ml 바이얄에 옮겨 넣고 밀봉한 다음 고압 멸균하였다(121°C ， 30분).

이 바이알을 초음파 세척조에서 재차 1분간 처리하여 재웅집된 엽자를 골고루

분산시켰다. 침전생성은 pH 12 청도에서 가장 많이 일어 났으며 현탁액의 최종

- 113 -



pH늪 10.5-11.0 이었고 Dy의 농도는 0.4 ~0.5 mg Dy/ml로 나타났다.

팅 방법 B: 용액 B 1 ml, 생리식염수 3 ml, 、 0.2 N NaOH 용액

3ml를 각각 사용하여 방법 A와 통일한 절차를 거쳐 제조하였다.

(다) 165Dy-HMA의 크기붐포도 혹청

Davis 동의 방법29)에 따라서 실험하였다. 방법 A에 의해 제조한 Dy-l표l1A

현탁액 0.5 ml를 poly떠rbonate filt많(10 }.lm)를 통해 여과한 다음 생리식염수

2 m!를 flushing 하였다. 필터에 남아 있는 방사능파 여과액 및 세척액을 합한

것의 방사능을 각각 측정한 다음 필터의 방사능을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상기

여파액 및 세척액을 합한 용액중에서 0.5 ml를 취힌 다음 8 μm 훨터를 사용하

여 동얼한 방법으로 실험하였다(이하 연속척으로 1 J,lm 까지). O.45 }.lm 이하는

cell띠ose tilt않를 사용하였다.

방사능의 준위에 따라 낮은 준위의 것은 well scintillation counter를， 높은 준

위의 것은 ionization chamber를 각각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2) 디스프로슐 금속용칩입자 (1650y-MA) 쩌l초

(가} 디스프로율 글혹용접업자 (1640y-MA)의 쩨조

Dy(N03h.5H20 100 mg(O.228 romaO을 0.5 m!의 증류수에 녹인 다음 0.2

N NaOH의 수소화붕소나트륨 용액 (2.5 M) 2 ml를 가하면 수소가 격렬히 발

생하면서 첨전이 생성된다. 이 침전을 2분간 초음파 처리한 다음 원심분리

용 시험관에 옮겨 넣고 2분깐 원심분리하였다. 상충액은 따라 내고 5 m1의

증류수 또는 0.9% NaCl 용액으로 5회 침전을 세척하였다. 4 ml의 0.9%

NaCl 용액에 현탁시킨 다읍 132"C에서 6분 또는 121°C에서 30분간 고압멸란

하였다.

(나) 1640y-MA와 업짜크기 및 분포도 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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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멸균U32°C， 6분) 전후의 164Dy-MA의 업자크기와 그 분포도를

Coulter coun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다) 1650y-MA의 쩨포 및 핵종순도 겁정

표적물질인 Dy(N03h 20 mg올 티타늄 튜브에 넣고 야를 다사 알루미늄캔

에 넣은 다음 중성자속이 2x1013 n/cm2.sec언 원자로의 중성자 조사공에서 4

시간 조사하였다. 조사후 2시간 또는 8시간 방치한 다음 시료의 일부콜 취

하여 생성된 핵종을 multi chanel analyzer로 분석하였다. 166Dy-MA는 나머

지 시료 l닮Dy(N03h 를 사용하여 164Dy-MA의 제조때와 같온 절차를 거쳐

제조하였다.

(라) 1650y-MA의 크기분포도 혹정

Davis의 방법'25)에 따라서 측정하였다. l~y-MA 현탁액 0.5 ml를 poly

carbonate filter (10 Urn)를 통해 여파한 다음 생 리식염수 2ml로 씻어 내렸

다. 필터에 남아 있는 방사능과 여파액 및 세척액을 합한 것의 방사능을 각

각 측정한 다음 필터의 방사능을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상기 여과액 및 세

척액을 합한 용액중에서 0.5 ml를 취한 다음 8 !lrn 펼터를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하였다(이하 연속적으로 l μm 까지). 0.45 urn 이하안 입자일

경우에는 첼룰로즈 펼터를 사용하였다.

(마) 1650y-MA의 채외안정성 검사

165Dy-MA 현탁액을 0.45 Urn 펼터를 사용하여 여과후 0.9%, NaCl로 (5

m1) 여러차례 연속적으로 세척하면서 매회마다 MA에 남아 있는 방사능파

여과액 속의 방사능을 각각 측정 비교하였다. 또한 3TC에서 1-24시간까지

정온유지하면서 일정시간마다 양쪽의 방사능을 뜩청하여 안정성을 조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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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1650Y_삐A의 뼈내안정성 검사

정상토꺼를 대상으로 165Dy-MA 현탁액 0.1 ml(50 mei)를 뒷다리 무릎관

절내에 주사한 다읍 일정한 시간대 별로(1 -24시간까지) 감마카메라를 사용

하여 무릎관첼내에 남아 있는 방사능을 측정하였다. 또한 혈액속의 방샤능

은 감마계측기로 측정하였다.

(3) 흩륨 끔흑옹짐업자 (
166
Ho-MA)의 째조

상기 1닮Dy-MA 제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훌륨 질산화물 또는 염화물과 수

소화 붕소나트륨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2. 연구령과 및 고활

가. 1650y-HMA 체초

입자의 분포도가 1-8 ~m인 양질의 l~y-ITh때를 일장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셜과 장비를 갖추였으며 매주 목요얼 l번씩 제조하여 원자력병원 청

형외과에 공급하였다. 충성자다발속이 2 X 10
13
인 조사공에서 DY20J 70 mg

을 2시간 조사시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 기준으로 전체 5 Ci

정도의 165Dy-HMA를 생산할 수 있었다. 류마티스 솔관철염 환자 l명당 260

mCi를 3시부터 주사한 경우 적어도 12명을 치료할 수 있었다. 치료효과 및

안전성 검증에 대해서는 한양대학병원 류마티스센터에서 자세한 결과를 보

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총 30 예에서 만성

적으로 지속되는 슬관철염 환자(I，ll기)에 대해서 80% 이상이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주사후 무릎관절야 약간 붓는것 외에는 특별한 부작용

은 없었다. 지난 5월 6일 이 결과가 언론매채에 공개된 후 환자틀이 집중적

으로 몰리는 현실이고 6월말 기준으로 원자력병원만 하여도 총 6，때0 여명이

예약 접수되었다. 이를 모두 진단하끼 위해서는 1996년말에나 가능하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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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계속 접수중에 있어 그 숫자는 계속 층가될 전망이다.

나. 디스프로슐 금숙톨칩일자(16SOy-MA) 개발

(1) 디스프로슐 금혹웅칩업자C64Dy-MA)의 체조

일반적으로 금속형태의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속염 또는 산화물을 환

원제로 환원시킴으로써 쉽게 얻을 수 있다. 수소화붕소 나트륨(NaBI-L)은

유기화합물 및 무기 금속이온의 환원제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무기 금속이

온 중에서도 특히 전이금속이온(Co2+ ， Nt2, Fe2+) 또는 백금족 금속이온은 쉽

게 환원된다. 그러나 란타늄계열인 디스프로숨 (Dy) ， 훌륨(Ho) 둥에 관해서

는 별로 보고된 바가 없다.

디스프로슐의 염화물 또는 질화물의 수용액에 O.2N NaOH NaBIL 용액을

가하면 즉시 환원반웅이 격렬히 일어나면서 수소가 동시에 발생하였다. 이

때 우유빛의 침전(1없Dy-MA)이 생기면서 수소발생운 서서히 얼어났다. 이

침전을 증류수로 여러번(5-6번) 세척하여 미반응의 NaBIL를 완전하 제거

하였다. 이 침전을 다시 0.9% NaCl 용액에 현탁사킨 다음 고압가열 멸균하

여 여러가지 특성을 조사하였다.

(2) 1640y-MA의 윌자크기 및 분포도 혹정

고압가열 별굵U32°C， 6분) 직전과 직후의 1없Dy一MA를 Co버ter counter로

조사한 결과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멸균직후의 입자크기(0.7-5 ~m)는

전의 것(1 -6 ~m)에 비해 약간 작아지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결파는 무정형 상태의 응집 금속업자가 멸균과정에서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아 움츠러 들면서 착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업자크기 분포범위

가 oR우 좁게 나타나 크기가 고른 엽자를 선벌하기 위한 더 야상의 조작아

필요없었다.

이것을 다시 업자의 크기에 따른 분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면 Fig. 2에서

- 117 -



보는 바와 같이 멸균 칙후의 경우 1-4 ~m 영역에 95% 이상의 매우 이상적

인 분포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를 기보된 다른 입자크기 분포와 비교해 보면

더욱 확실히 구별환다. 즉， l$Dy-Ff표l1A 26)의 경우 0.2 ~m 이하 2%, 5 ~m

이상이 5%, 0.5 - 5 lJm이 93% , l~y-I표，fA 23)의 경우， 5-12 lJm가 10%, 3

-5 ~m가 85%, 1~~S7 '2:l) 콜로이드의 경우， 10 lJm 이상 17.5%, 5-10 lJm

73%, 1-5 ~m 7%, 0.1-1 lJm 2.5%, l~o-microsphere 17)의 경우 2-13 ~m

사이에서 비교척 골고루 분포되었다 1염Sm-HA 22)의 경우 20-40 ~m가

90%로 비교적 입자가 큰 영역에 분포되었다.

한편 본 연구애서의 I~Y-MA 응집업자수는 멸균전에는 mg 당 6 X 107

개， 멸균후에는 4.6 X 107
개로 각각 나타냈다.

(3) 1650y-MA의 채호 및 핵훌훈도

HX>ny-MA는 비방사성인 천연의 Dy(NOJh를 중성자 조사하여 lffiDy(N~h

를 만든 다음 상기 164Dy-MA와 동알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NaBI!4로 처

리한 다음 완섬분리하고 침전파 상충액의 방사능올 각각 계측하여 비교한

결파 상충액의 방사능은 거의 무시될 정도였고 대부분이 침전(1닮Dy-MA)에

방사능이 분포되었다. 따라서 1닮Dy(N03h로부터 간단히 뼈Dy-MA를 정량

적으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l~y-FHMA의 경우26) 최초의

화학적 수율은 99% 였으나 0.5 ~m 이하의 것을 분리하기 위해 세척파정에

서 PVP과 깥은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최종적으로 평균 70%의 수율을 얻

었다. l~-HMA잃)의 경우는 거의 정량적인 수율을 보여 주었지만 최총적

인 현탁액은 pH가 10.5-1 1.0으로 알카리성을 유지해야만 안정하게 된다.

천연에 존재하는 Dy에는 Dy-l56을 비롯하여 Dy-l64에 이르기까지 7 종

류의 안정동위원소가 었다. 그 중에서도 존재비가 큰 것들은 Dy-162

(25.5%), Dy-163 (24.9%) , Dy-l64 (28.2%)로서 Dy-l64로부터 Dy-l65를 만

플 수 있다. 따라서 Dy(N03h 원료자체에 함유된 불순물과 Dy-l65 외의

안정동위원소를 중성자 조사하면 여러가지 방사성 불순핵종이 생성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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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을 MCA로 분석한 결과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2시간

후의 경우 Dy-165의 생성 량에 대해 Dy-157 (8.4x10-3%), Dy-166 (6.5x10-5

%), Ho-166 (4.5x10-4%), Sm-153 (3.3x 10-5%) 동의 여 러 핵종들이 각각

마량씩 생성되었으며 조사 8시간 후의 결과도 야와 비슷하였다. 결과적으로

Dy-165의 방사성핵총 순도는 99.9% 이상으로 나타나 임상적용에 문제가 없

움을 확인하였다.

Dy(N03h의 양을 0.228 mmol로 고정 시킨 다음 NaB~의 양을 변화시 키 면

서 생성된 업자의 안정성을 방사능이 참전으로부터 상총액으로 이행되는 여

부를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NaBfL 5 mmol 즉

22배로 다량의 NaBIL로 반웅시켜야 금속성 웅집입자가 생성됨을 알 수 있

었다. 이와 같은 결파는 NaB!L 자체가 가수분해되어 수소가 발생되기 때문

에 Dy3+ 이온을 금속의 Dy로 완전히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펼연척인 현상이

라고 할 수 있다.

(4) 1650y-MA 의 크기분포도

1많Dy-MA의 0.9% NaCI 현탁액을 크기가 각각 다른 폴리카보네이트 필터

(10, 8, 5, 3, 1 Ilm)를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여과 및 세척과정을 거친 다음

각각의 방사능을 계측 비교한 결과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 lJ,m

영역에 분포되었으며 1.... 5 Ilm에 95% 이상이 집충적으로 분포되는 이상적인

형태를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기 l&IDy-MA를 Coul않r counter

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방사션 활막절채술(RS)에 이상적인 입자는 세포의 식균작용아 가능토록

충분히 작아야 하지만 그 이전에 관절내로부터 새어나갈 정도는 아니어야만

한다. 따라서 적당한 입자의 크기는 2....5Um인 것으로 보고되었다28)

이상의 결과들로 미루어보아 본 l~y-MA는 지금까지 알려전 여러 종류

의 RS용 제제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크기의 입자분포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lnsny-MA는 그 자체가 금속성 업자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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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얼어나 점점 체외로 배출될지 아니면 체내에서 granulomatous 조직을 이

룰지는 불확실하다. 16.'1>y-FHMA, 165Dy-HMA 동은 분해성 업자이지만

198Au는 금속콜로이드여서 RS 외에도 현재짜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l~y-MA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작된다;

(5) 16SDy_MA의 쳐l외안정성
1많
Dy-MA의 0.9% NaCI 현탁액 (5 mD을 여과와 현탁조작을 되풀이하면

서 침전(Dy-MA)파 여액의 방사능을 비교한 결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리식염수 5 ml씩 6번 즉 30 m1로 세척하여도 세척액에 녹는 성분이

나 콜로이드 형태의 것은 검출되지 않았고 첨전(Dy-MA) 에 100% 방사능이

함유되었다. 포한 생리식염수 현탁액을 37>C로 24서간 유지하면서 일정시간

마다 상충액파 첨전의 방사능올 측정한 결과 침전에 방사능이 그대로 남아

있고 녹아서 상충액으로 이행한 방사능은 무시될 정도였다. 따라서 본

ltxt>y-MA는 165Dy_FHl\1A, l~건)y-HMA에 비하여 체와 안정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이들 수산화물의 형태와는 달리 순수한 금속

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흰다.

(6) 165Dy_MA의 빼내안황철

1ffiDy-MA의 0.9% NaCI 현탁액、 0.1 ro1 (50 mCn를 정상 토끼의 무릎관철

내에 주사한 다음 y-차메라를 사용 일청시간 (0-24시간) 마다 영상을 열고

방사농을 측정하였다. 주사 적후를 기준시점으로 하고 물리적 방사능감쇠

(반감기를 고려)를 보정하여 일정시간마다 관절내에 남아 있는 방사능올 백

분율로 표시하였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사후 2시간(99.9%)， 6시간(99.9%)， 10시간

(99.8%), 24시간(99.7%) 둥으로 거의 대부분이 관절내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나머지 장기 또는 조직으로 새어 나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혈액을

채취하여 'Y-계측기로 계측하여도 방사능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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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l많Dy-MA는 체내 안정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순수 금속웅집 입자야기 때문에 체외에서 뿐만 아나라 체내에서도 매

우 안정하여 방사능이 거의 또는 완전히 감쇠될 때까지 웅집입자 자체는 관

절내에 그대로 홉착되어 있능 것으로 생각된다.

H:i5Dy_FHMA의 경우26) 주사후 간장에 홉수되는 방사능은 5시간 <0.11%),’

24시간 <0.3%) 동 전체적으로 약 1% 정도가 24시간 내에 관철외로 방사능

이 누출되었다 1닮Dy-HMA의 경우껑) 쥐를 대상으로 한 체내 분포도 측정

결과에 의하면 간장에는 주사후 24시간에 0.04 X 10-3 %/g, 1닮Dy-FHMA

(3.7 X 10-3 %/g)26), 90y-silicate (44 x 10-3 %/g) 동으로 나타녔으며 이 중

에서는 165Dy-HMA가 가장 안정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외 최근에 보고된

1~o-microsphere17)’ 163Srn-HA와 l~e-HA껑) 풍파 비교하여도 본

l~y-MA는 체내 안정성이 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RS에서

가장 문제사 되어 왔던 관절외로의 누출로 인한 정상조직의 방사선 손상은

본 ll:i5Dy-MA에서는 거의 없올 것으로 생각된다.

다. 흩륨 급홉용집입자 (166Ho-MA) 개발

(1) 홉륨 픔속옹칩업자 (165Ho-MA) 꽤조

l~Dy-MA 제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l~o-MA를 쉽게 제조할 수 있었

다.

(2) 165Ho-MA의 업자크기 및 분포도 혹정

165Dy-MA와 마찬가지로 고압멸균 직후의 입자크기는 0.7 .... 5 Urn로 패부분

이 1.... 4 Urn 영역애 속하는 매우 이상적인 분포도를 나타내였다.

(3) 166Ho-MA의 제호 및 핵총 순도

천연에는 Ho-1657} 100% 존재하기 때문에 원자로에서 (U，y)반웅을 일으

키면 Ho-166만 생성된다. 따라서 표적 원효물질이 순수하다면 중성자 핵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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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에 의하여 생성되는 것은 순수한 Ho-166 뿐이다.

(4) 166Ho-MA의 채외 안정상

l~y-MA와 마찬가지로 생려식염수 5ml씩 6번 즉 30 m1로 세척하여도

세척액에 녹는 성분이나 콜로이드 형태의 것은 검출되지 않았고 Ho-MA에

100% 방사능이 함유되었다. 또한 1탤fo-MA 현탁액을 3'rC로 6주간 유지하

면서 일주얼마다 상충액과 침전의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첨전에 방사능이

그대로 남아 있고 녹아서 상충액으로 이행한 방사능은 무시될 정도였다. 즉，

본 l~o-MA의 체외 안전성이 165Dy-MA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Table 6).

(5) 166Ho-MA의 채내 안정정

166Ho-MA 1 mCi (0.5 mg)7r 함유된 0.9% NaCl 용액 0.1 m1를 토까 의 무

릎관절에 주사한 후 F카메라를 이용 영상을 얻고 방사능을 측정하였다.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7알야 지나도 관절로부터 새어 나와 다른 장기

또는 조적으로 옮겨 가는 것은 거의 없었다.

3. 곁톨 및 건의사항

방사선 활막절제술(류마티스 관철염 치료)용 디스프로숨-165 빛 훌뭄-166

금속 용집업자졸 개발하기 위하여 웅집업자의 제조 수율 및 핵종술도 검정，

체내외 -'딴정성 검사 동의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가. 천연의 Dy(N03h 20 mg올 중성자속이 2 X 1013 nlcm2.sec인 조사공내

에서 4시간 조사하여 비방사능이 610 mCilmg 이고 방사성 핵종순도가

99.9% 이상인 디스프로슐一 165 (Dy-l65) 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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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y(NOJh 수용액파 0.2 N NaOH에 녹인 수소화붕소나트륨(NaBIL) 용

액을 반웅시켜 정량척인 수율로 금속 웅집업자e닮Dy-MA)를 제조하는

새로운 방법을 확립하였다.

다· Co띠ter 업자분석기로 조사한 결과 웅접입자는 1-6 Ilrn에 분포되었고

평균 크기는 2.6 Ilrn 였다. 이 중에서도 1-3 Ilrn에 95% 야상이 집중

적으로 분포되는 매우 이상적인 형태를 보여 주었다.

라· 1f6Dy-MA 생리식염수 현탁액올 37°C에서 24사간 정온유저 하거나

121°C에서 30분간 고압 멸균하여도 입자의 크기에 큰 변화가 없고 압자

로부터의 방사능 누출율은 거의 무시될 정도로 그 체외안정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마· l~y-MA를 토끼의 무릎관절내에 주사한 다음 y-카메라로 방사능올

측정한 결과 주사후 24시간 경과하여도 관절외로 누출되는 것은 거의

없어 체내 안정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바 1짝Io-MA의 반웅수율， 핵종순도 업자의 크기 및 분포도， 체내외 안정성

풍은 165Dy-MA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사. 매우 간편한 방법으로 1닮Dy-MA 및 l~o-MA를 제조할 수 있고 그

입자의 분포영역이 좁으면서도 체내외 안정성이 모두 높게 냐타나 양자

모두 방사선 활막절제술용 체제로서의 이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123 -



훨 고 문 훤

1. Zukennan, ]D, Sledge, CB et al.: Treatment of rheumatoid 따hri다S

using radiopharmaceuticals. NucL Med. BioI. 14, 211 (1987)

2. Deutsch E, Brodack, }W, Deutsch, 뾰‘ : Radiation synovectomy
revisited. Eur. J. Nucl. Med. 20, 1113 (1993)

3. Geens, S, Clayton, M, Leidholdt, J : Synovectomy and debridement of
the knee in rheumatoid arthritis. J. Bone Joint Surg. 51A : 626 (1969)

4. Talylor, AR, Harbison, }S, Pepler, C : Synovectomy of the knee in
rheumatoid arthritis : Results of surgery. Ann. Rheum. Dis. 31, 159
(1972)

5. C없np， AV : Synovectomy of the knee in rheumatoid arthritis : Range
of motion and quadriceps lag after surgery. Ann. Rheum. Dis. 31 ,
155 (1972)

6. La따in， CA, Desmarchais et aI. : Long-term res띠ts of synovectomy
of the knee in rheumatoid patients. J Bone Joint Sug. 56A, 521
(1974)

7. Ansel, BM, Crook, A et al. : Evaluation of intra-articular colloidal
Au-198 in the treatment of persistent knee effusions. Arm. Rheum.
Dis. 22, 435 (1963)

8. Oka, M, Rekonen, A et al. : Intra-aπIC버ar injection of Y-90 resin
colloid in the treatment of rheumatoid kee joint effusions. Acta
Rheum. Scand. 17, 148 (1971)

9. Delbarre, F, Me따ces ， CJ. et aI. . Dne nouvelle preparation radioactive
pour la synoviorthese : Ie rhenium-l86 colloidal. Nouv. Presse. Merl.
2, 1372 (1973)

10. Winston, MA, Bluestone, R, Cracchiolo, A : Radioisotope synovectomy
with 32p chromic phosphate kine디c stu띠es. J. Nucl. Med. 14, 886
(1973)

11. ~!edge ， CB, Noble, J et aL : Experimental radiation synovectomy by
J~y-fenic hydroxide macroaggregates. Arth. Rheum. 20, 1334 (1977)

- 124 -



12. Chinol, M, Vallabhajosula et al. : e66Ho] Holmium FHMA : a new
agent for radiation synovectomy. J. Nue!. Med. 30 (SuppL), 않6 (1989)
(Abstract)

13. Gumpel, 1M, Beer, TC, Crawley, JCW, F없Tan， REA : Ytσium-90 in
persistent synovitis of the knee - a single centre comparison : the
retention and extra ar디cular spread of four goy radiocolloids. Br.].
Radiol. 48, 377 (1975)

14. Noble, J, Jones, AG et 려. : Leakage of radioactive particle systems
from a synovial joint studied· with a gamma camera : its application
to radiation synovectomy. ]. Bone Joint Surg. 65A, 381 (1983)

15. Muirden, KD, Peace, G, Rogers, K : Clearance of ~e-Iabelled
erythrocytes from normal and inflamed rabbit kn않 joints. Ann.
Rheum. Dis. 28, 630 (1969)

16. Chinol, M, Vallabhajosula et al. : In vivo stability of ferric hydroxide
macroaggregates (FHMA). Is it suitable carrier for radionuclides
used in synovectomy? Nuc!. Med. BioI. 17, 479 (1990)

17. Mumper, RJ, Mills, BJA, Ryouy, Jay M : Polymeric microspheres for
radionuclide synovectomy containing neutron-activated Holmium-166.
]. Nue!. Med. 33, 398 (1992)

18. Ehrh랴t， GJ, Lattimer, JC et a!. : Evaluation of activable degradable
glass 1535m microspheres for radiation synovectomy [abstractJ. ].
Nucl. Med. 32, 945 (1991)

19. Ehrh하t， GJ, Zion, Ie, Jia, W et al. : Microspheres of human s앙urn

albumin labelled by a s야cific linker technology for use in radiation
synovectomy [abstract]. ]. Nucl. Merl. 32, 694 (991)

20. Shortkroff, S, M하1ffiOod， A, Sledge, CB et aI. : Studies on Ho-l66
labelled hydroxyapatite : a new agent for radiation synovectomy. J.
Nuc!. Med. 33, 937 (1992)

21. Brodack, ]W, Chinen, LK et aI. : Studies on the radiolabelling of
hydroxyapatite particles for use as radiation synovectomy agents. J.
Nuc!. Merl. 33, 980 (1992)

22. Chinol, M, Vallabhajosula, S, Goldsmith, 5J et al. : Chemistry and
biological behavior of samarium-l53 and rhenium-186 labelled

- 125 -



hydroxyapatite particles : p야entia} radiopharmaceuticals for radiation
synovectomy. ]. Nuc!. Med. 34, 1536 (1993)

23. McLaren, A, Hetherington, E, et al. : Dysprosiume65Dy) hydroxide
macroaggregates for radiation synovectomy-animal studies. Eur.].
Nuel. Merl. 16, 627 (1990)

24. Spooren, PFMJ, Rasker, JJ, Arens, RPJH : Synovectomy of the knee
with roy. Eur. J. Nuc!. Merl. 10, 441 (1985)

25. Davis, MA, Jones, AG, Trindade, E : A rapid and accurate method
for sizing radiocolloids. J. Nucl. Moo. 15, 923 (1974)

26. Hnatowich, DT, Kramer, RI, Sledge, CB et al. : Dysprosium-165
f얹ic hydroxide macroaggregates for radiation synovectomy. J. Nue!.
Merl. 19, 303 (1978)

27. Venkatesan, PP, Shor따roff， S et 와. : Rhenium heptasulfide a potential
carrier system for radiation synovectomy. Nucl. Moo. BioI. 17, 357
(1990)

28. Noble, J, Jones, AG et 81. . Leakage of radioactive particle systems
from a synovial joint studied with a gamma camera . its'감pplication

to radiation synovectomy. J. Bone Joint Surg [Am]. 65, 381 (1983)

29. Davis, MA et aI., ]. Nuc!. Med. 15, 923 (1974)

- 126 -



Table 1. Radionuclid.ic Impurities in Irradiated Dy(N03h at Two

Hours and Eight Hours after Irradiation·

Nu찌id웠
왔a빼，뼈~ti핵t향 짧1얹 % of 짧lP따i활송s at 휠i합없 짧願S

웠 짧'S~ 8 I했홉iJ

Dy-l65 12 GBe 2.02 GBa
Dy-157 1007226 Bq 8.394E-3% 602822 Bq 2.99E-2%
Dy-166 7820 6.517E-5 7432 3.681E-4
Ho-l66 53799 4.483E-4 6070 2.282E-3
Sm-153 3919 3.266E-5 3않5 1.776E-4
La-140 180 1.500E-6 162 8.024E-6
Na-24 951 7.925E-6 721 3.579E-5
Lu-177 21.8 1.816E-7 21.8 1.079E-6
Yb-169 5.11 4.259E-8 5.11 2.530E-7
Yb-175 61.28 5.106E-7 61.28 3.034E-6
Tb-160 23.64 1.970E-7 23.64 1.0잃E-6

Gd-153 11.9 9.922E-8 11.9 5.891E-7

* Dy(N.0:3h (200 mg) was irradiated for 5 min in a flux of 1.0 x 1013
n/cm"'.sec

Table 2. Effect of the Amount of Sodium Borohydride on Stability
of l~y-MA·

So(훨짧l 했rohY밟ide (2.휩힐tIl used
St홉ibilitY’*

n옳 없ttlφ￥

0.5 1.25 Unstable
2.50 "1.0
3.75 "1.5

2.0 5.00 Stable

* Eighty mg of Dy(N03h <0.228 mmon was reacted with 2.5M
NaBlL solution in 0.2N l'‘‘없‘

*林* Deternrined by r떠ad며ioact히IV띠ity with(lωunst않ab비Ie리) a야r withou따ltμ(앙st않ab비Ie리)
supernatant after washing -with water (5 ml x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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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ticle Size Distribution in Dy-MA·

-F擬OCt힐짧 ‘법ze {따였j ， 훌)ere웠ltai!e’

<10 100
< 8 98
< 5 96
< 3 90
< 1 0.05
< 0.45 0

* Determined by s앉ial filtration through Nuclepore
polycarbonate membrane filters.

Table 4. Effect of Washing Volume and Elapsed Time at 3'rC on
S없bility of 1.1탱Dy-MA- “ J

r행1헬혔짧n훨 함양l빠I뿔 용§in웠1t짧훨t隨힐nia*￠휩tit혈f&it향 E없함se옳 t없re 짧iIfR1a흉d힘lQ.￥홉*￠維tiv훌it.‘y
I앓옳$ ，(짧)， ,. u

5 100 0 100
10 100 l 100
15 100 3 100
20 100 5 100
25 100 10 100
30 100 2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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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ercentage of Administered 165Dy_MA Remaining in

Nonnal Rabbit Knees by Y-Carnera Analysis

1“lme 없r)
합융te훨월tag양

‘ 쫓~abbit 1 Rabbit 2
0 100 100
2 99.9 99.9
6 99.9 99.8
10 99.8 99.8
24 99.7 99.7

Table 6. Effect of Washing Volume and Elapsed Time at 3rC on
Stability of MA-Ho-166

Was훨n훌 "Vol‘ % Radi<l짧.ctivity E없월$펀옳 微lie' g흉 It삶i슐ac찮\it힐

'(n삐} in 짧A-밟0헛훌66 t협g짧없 in MA~월양셔166
5 100 1 100
10 100 2 100

‘15 100 3 100
20 100 4 100
25 100 5 100
30 100 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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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ercentage of Administered 166Ho_MA Remaining in

Normal Rabbit Knees by )'-Camera Analysis

1짧re{끓했홉i
t 휠솥[c;¢월t휩흉양

R훌ib't펴t 1 Rabbit 웠

0 100 100

l 99.9 99.9
2 99.9 99.9
3 99.8 99.8
4 99.8 99.8
7 99.7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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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I 1 절 서 설

우랴가 살고 있는 지구의 대기환경의 여러 조건들은 최근 급격히 변화하

고 있으며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점증하는 국내외적 관심에 비추어 볼 때

생물권내의 대기， 지각， 물 그려고 그외에 동.식물시료 둥 여러 환경시료 중

의 원소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환경관측 및 환경오염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1-14)

중성자방사화분석법은 각종 시료 중의 극미량 원소를 분석하는데 매우 효

과적인 방법으로써 미지시료를 적절히 선택된 시깐 동안 원자로의 중성자로

방사화시켜 (n,r) 반웅에 의해 생성된 방사성 핵종들로부터 방출되는 특청

감마션을 측정하여 소량의 시료로부터 극미량의 성분원소틀을 동시 청량할

수 있는 Nuclear Analytical Techniques(NAT) 중 우선적 분석기술야며 최

근애 고분해능의 고순도 germam따n 반도체 검출기가 연결된 Multichannel

Analyzer(MCA)와 personal computer를 이용함으로써 검출감도와 분석시간

및 자료처리 속도가 현저히 진보되고 있어서 그 활용성이 점증되고 있다.

기 기 중성자방사화분석법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NAA)은 자연환경과 작업장 풍에 존채하는 공기 중의 많은 미량원소플 버

파괴 다원소 동시 분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술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존재 농도가 0.1 mg/m3
이하인 대기분진의 다원소분석에 가장 적절한 방

법으로 알려져 었으며 이 방법은 1970년에 Dams et al.1S)파 Zoller et al.16
)

동에 의해 처음으로 대기분진에 적용되었고 최근에는 대량의 환경시료를 신

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퍼EA를 중심으로

방법의 표준화 및 분석결파의 상호비교풍 국제협력 연구가 활발히 추진 중

에 있기도 하다 17-21) 일반적으로 대기분진 시료중 30-40종의 미량 원소를

ppm 야하로 분석할 수 있다. INAA의 분석결파는 background monitoring,

역학연구， 오염원의 확인， recept아 model 및 대기의 장기간의 이동현상 연구

동에 이용되며 대기오염올 제어하가 위한 좀 더 효과적인 계획올 세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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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훨 수 있다. 또한 대거분진을 분석하여 각 원소의 농도를 분석한 후 각

원소의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을때 그 방출원이 무엇인지 추정하는데는

Enrichment Factor. Receptor model,zn CMB Method23
-

24
), Indicative marker

의 상대비 맞 특정적인 방출원을 검토해 봄으로써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열중성자률 이용한 방사화 분석법에 의한 환경시료 (대기

분진)의 성분원소 함량을 비파피 정량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즉，

환경시료의 분석법 확립을 위하여 두 종류외 환경표준시료 (대가분진 NIST

SRM 1648, NIES CRM No.8 )를 이용하여 분석결과의 청밀도 및 정확도률

검증하고 국가간 상호비교도 함으로써 분석법의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또한 실제 시료를 채집 분석하여 함량분포 및 월별 함량 변화를 구해봄

으로서 환경 연구를 위한 데이타 처랴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

고자 하였다. 본 분석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를 수행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환경 monitoring 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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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2 훨 롤 톰

1. 연구내용 빛 방법

가. 연구의 배곁

(1 ) 환결연구톨 위환 방사화분셉의 웅용

(가) 대기분원의 분석

연구하고자 하는 대기환경에 대한 정보의 파악은 환경연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대기분진 중의 원소조성은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주의깊께 받

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독성원소에 의한 환경오염파 그로인한 생태계의 위협

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생물권의 일부쿄서 대기는 지구상의 인간

및 다른 생물체의 삶과 안위를 위한 모든 상태에 대해 기본적 요소이고 우

리가 살고 있논 대기 환경의 여러 조건들운 날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 문재에 대한 점증하는 국내.외적 관심에 비추어 볼 때 대기， 토양，

물 그라고 그외 여러 환경시료 중의 원소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일이다. 지금까지 이틀 환경시료의 분석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화

학적 처 리과정을 수반하는 분석 법 및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Electrochemical method, Chromatography, Atomic Emission Spectroscopy,

Induced coupled. plasma Spectrometry, X-ray fluoroscence Spectrometry,

Mass Spectrometry 풍 여러가지 기기 분석법을 이용하여 왔으며 최근에눈

극마량 성분 분석을 위해서 더 높은 감도의 분석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들 모든 방법들은 화학척 사전분리， 분해 및 농축 처리 동의 번거롭고 복

잡한 과정이 수반될 뿐만아니라 정량 가능한 원소들도 한정되어 았다. 그러

나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을 이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비와괴적으로 신속，청확하게 분석해낼 수가 있다. 또한 이외에도 다

양한 장점으로 대기 중의 대량의 분진을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분석하여 환

경 관측할 수 있는 강력한 분석기술이다. 그예로 몇가져 방법에 대한 검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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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틀 Table 1에 예시하였다.

대 71분진(air particle, airborne particulate matter 또는 air dust)이 란 대기

(air, aerosol) i!} 불리우는 기체， 액체， 고체의 혼합물 중에서 기체 성분을 뺀

것으로서 직경 10 μm 이하의 홉입 가능 입자가 폐포의 호홉 계통으로 홉

입 됨으로서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중 약 0.1 μm 여하의

업자만 폐포를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언체 보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업자의 크가와 밀도， 입자내 독성 원소의 용해도， 홉입된 공

기 중의 원소 농도， 분진 홉입 속도， 폐의 접적 용량(deposition region

capacity) 및 호홉 계통에서 업자를 제거하는 속도 풍이 있다. 대기분진을

채집 (sampling)하고 분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만일 전체 분진의 농

도가 너무 높다면 이는 공중 보건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것의

혐가를 위해서 분전의 채집은 그 기본이 된다. 또한 분전을 채집하고 원소를

분석하는 것은 대기 이동， 변환 및 집적과정의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다. 분

진을 채집하는 방법과 사용하논 분진채집가는 연구목적과 분석목적 원소에

따라 선택을 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High 또는 Low-volume sampler가

이용되고 High-volume sarnple~-34)의 사용시 이용되는 filter는 불순물이 적

고 압력 강하가 적은 cel1ulose(paper) 형 태가 이용되고， Low-volume

S없npler에는 불순물도 적고 작은 크기의 입자를 채집하는데 효율이 높은

pore 형 태의 nitrocellulose 같은 membrane filter가 쓰인다 35-갱)

안정 동위원소의 핵적 성질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감도와 검출 한계는

원소 마다 크게 틀린다. 예를 들면 AI, As ,- 5b, In, Mn, Set Na, V, 할로겐

원소 및 많은 희토류 원소들은 NAA에 의해 높은 청밀도로 쉽게 검출되지

만 Bi, Ni, Cd, 5 , Pd 풍은 비파괴적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알반적으로

대가분진내 30~40개의 미량원소가 μg 이하로 분석될 수 있다. NAA는 다

원소 분석법이며 비교적 적은 양의 분석 시료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분석 결과는 background monitoring , 역학연구， 오염원의 확인， 대

기의 장기간의 이동연구 둥에 이용되며 대기오염을 채어하기 위한 좀 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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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계획울 세우는데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대기분진울 분석하여 각 원소

의 농도를 분석한 후 각 원소의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을때 그 방출원이

무엇인지 추정하는떼는 Enrichment factorY. Receptor Model, Chemical

Mass Balance Method 또는 다음의 Indicative I\farker의 상대비 및 륙징적

인 방출원을 검토해 봄으로써 가능하다.씹)

/ In짧cative 짧짧ker ch없월cteristic Emission 앙ouree

BrlPb : 차량 석탄연소 : As, Se, S
C1INa : 해수 유류연소 : 희토류， V, Ni ’

VlNi, La!Sm : 유류연소후 잔류물 자동차 : Br, Pb
Se/S : 화석연료의 연소 쓰레기 소각 : Ag, Zn, Sb, Cd

석회석， 콘크리트 : Ca, Mg

토양 : Na, Al, Sc, Si
정련소:희토류원소

져1 련소 : La, Cd, As, Se, S

이러한 오염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데여타

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한편 비인위적인 Emission source의 요인으로 soil

융 분석하는 일과 전력자원 및 일상생활에서 화석연료의 하나인 석탄 및 석

유눈 앞으로도 장기척으로 사용될 전망이며 여뜰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coalfly ash가 대기오염원이 된다는 것운 자명한 얼이다. Soil'뼈) 및 coalfly

ash45，55-57)에는 여러가지 원소들이 다양한 분포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

한 성분 원소들의 함량을 동시 다원소 분석하여 결정하는 일은 환경연구에

서 중요한 일이고 톡히 대기분진의 함량분포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정확한

함량 분석에 도움올 줄 수가 있다. 이 경우에 정확한 품질보증을 위한 프로

그랩올 적용한다면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었으며， 특성이 잘 파악된 표

준물질틀은 분석법의 정확，정밀도를 개량하거나 분석결파를 확증하는 도구로

써 아주 유용함이 업중되어 있다.

(나} 대기분진 분석의 채통적 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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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에는 환경시료를 방사화분석할 때 활용되는 일반적인 분석계통도를

- 나타냈다. 대기분진의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분

석 목적， 시료채취방법 및 준비， 시료조사 조건， 방사능 계측， 데이타 수집

및 계산， 분석오차 산정， 데이타 해석 및 평가 풍에 대한 상세한 셜명이 뒤

따라야 한다. 대기분진을 채집할 경우 특히 S없npling에 주의하여야 한

다 46-51) Sampling은 전 분석과정 중 가장 중요하나 소홀하기가 쉽다. 시료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대기환경을 대표하여야 한다. 즉 시료의 homogeneity가

보증되어야 한다. Sampling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φ Sampling 하는 이유

® Sample의 형태

(ID S없npling 지 정

@ Sample의 크기와 갯수

(5) Sampling 횟수 빛 기간

CID Sampling 장치 및 기술

(1) Sample의 운송 및 보관

® Sampling 기록

또한 대기분진올 채집할 때 대기 ’중의 액체 및 기체 성분과 분리시켜 주

어야 하며， 휘발성이 강한 Hg, Se 풍은 back-up filterY- trap 풍을 사용하여

야 한다. 비끌일성(inhomogeneity)을 극복하고 대기의 실제 평균 상태를 구

현하여야 하는데 비끌일성의 원인오로는 중력에 의한 10 μm 이상 입자의

강하， 바람이나 대기 중의 액체 성분에 의한 씻김， 수분에 의한 고체 입자의

홉수， 고체에 의한 액체나 기체 업자의 홉수에 의한 업자 크기의 증가 둥이

었다. 하지만 이러한 비균일성은 목적에 맞는 채집 장치 및 여과지의 선정，

많은 시료의 정확한 통계 처리에 의해 국복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 분석조건의 설정 및 분석법의 검증을 위하여 두 종류

의 환경 표준시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증값과 비교하였으며 국가간 데

이타의 상호비교도 하였다.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오염 연구의 얼환으로

써 추천된 서료채집절차에 따라 High-volume sampler(PMl0 KIMOT。’

Japan) 를 이용하여 서울의 외곽 지역과 원주지역을 선정하여 월별로 실제

분진시료를 채집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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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삼 험

(1 ) 기기 및 장쳐

- Air Dust Sampler : High volume sampler, KIMUTO, Japan,

Model-121 high volume flow controller, FC-l, 70-1500 + 50

ν'min ， time counter, cyclon, 8"xl0" fIlter holder.

- Filter Paper : High pure silica fiber filter , ADVANTEC TOYO,

QR100, 8"x10" size.

- Automatic Dry Oven and Vaccum Desiccator.

- TRIGA Mark-III Research Reactor. KAERI : PTS & RSR

irradiation system, neutron flux; 1 x 1013 nJcm2s.

- Gamma-ray Spectrometer‘

HP Ge Semiconductor Detector. EG&G ORTEC; GMX series

(3 KeV - 10 MeV), GEM Series (50 KeV - 10 MeV); 25%

relative efficiency, 1.9 KeV resolution at 1332 KeV of GOCo ;

peak to compton ratio ; 45: 1.

• Low Background Pb Shield for Ge Detector, EG&G ORTEC:

411-10 cm thick' low backgound virgin lead, graded Cu & Cd

Liner, 28 x 41 cm cavity ; Pb shielding box(35 x 40 cm, 40

x 45 cm cavity, eu & Cd liner).

• LN2 Automatic Transfer System.

Multichannel Analyser, EG&G ORTEC: 918A MCB; 8K

channel ADC(10/.ls), 8K C data memoη， COUll다ng loss

correc디on ; 919A MCB; 16K channel ADC(7/.l s) , 64K C data

memory, digi않1 Stabilizer MASTRO-IT emulation software.

• Application Software for NAA; Gamma-ray spectrum analysis

software.

- Mll‘~GAM; data acquisition and analysis, on-line, EG&G ORTEC

- OMNIGAM; Advanced data acquistion 때dan머ysis， wide variety

of spectral correction routine, on-line, EG&G ORTEC

- NAAKAERI; Private analysi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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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료채집 및 천처리

표훌시료 : 분석절차의 검증을 위한 비교 표준시료로는 NIST SRM 1648

과 NIES CRM No.8 대기분진 표준시료를 선택 이용하였다. 표준시료는 미

세 분말로서 공급자가 추천한 동일한 방법으로 전처리하여 사용하였다. 즉

따y oven에서 105t 로 8시간 동안 건조시켜 10~100 mg을 취하여 사용하

였다. s따nple vial은 고순도의 polyethylene 제품으로 마 리 spectro grade의

산과 아셰톤으로 세척하여 사용하였으며 불순물의 농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bla따c test를 실시하였다.

실채시료 : 대기분진을 채집하기 위하여 서울 외곽지역과 원주지역을 선정

하였고 추천된 방법에 따라 분진 채집기를 셜치하였다. 시료를 채집하는 동

안의 기용， 습도， 풍향및 풍속， 날씨변화 둥의 기후조건을 정규적으로 기록하

고 채집할 때의 flow rate는 1500土 50 .e l Inin 로 조정하여 24시간 동안 채

집하였다. 분진입자의 크기는 10 Ilrn 이하로 Cyclon에 의해 분류 채집되었

다. Filter는 고순도의 silica fiber 로서 filtering 전 • 후의 압력 강하가 적은

것으로 선택하였으며， 미리 보정을 위한 blank test를 실시하여 불순물의 농

도를 확인하였다. 시기별 농도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집샤기는 매주마다

주야로 하였다. 채집된 시료는 항습상태 (55%R.H.)의 실온(22t)에서 2일이상

보관한 후 얼정한 크기 (25x100mm)로 절단하여 칭량한 후 깨끗한 polyethy

lene vial에 넣어 준비하였다.

(3) 시료조사

시료의 열중성자 조사를 위하여 TRIGA Mark-ill 연구용 원자로의 기존

조사시셜을 사용하였다. 단시간 조사용으로 기송관 (PTS)을， 장시칸 조사용

으로 노외 조사공 (RSR)을 사용하였다. 시료의 조사는 geometry error를

최소로 하기 위해 항상 동일한 기하학적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Au, Cu

그리고 Mn 둥의 neutron flux monitoring용 activation wire (Reactor Exp.

Inc., RIX Activation wire, 99.99% p따ity)를 사용하여 열 및 열외 중성자속

을 monitoring 하였다.

대기분진시료는 미리 설정한 분석조건에 따라 단시간 및 장시간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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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PTS(~t = 1.2 X 1013 n/cm2s)와 RSR(~t = 3.0 X 1012 n/cm2s) 에서 각각

조사시켜 검출조건을 고려하여 적당한 시간으로 냉각하였다. 분석 조건은

예비 실험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화 시켰다.

(4) 방사능 체혹

충성자 조사환 시료는 다음파 같은 계측장치릎 사용하여 방사능 측정 및

1-S야ctrum을 얻었다. 고순도 gennamum 반도체 검출기(EG&G ORTEC,

GMX-25190P) 의 검출부는 외부 방사능의 계수율을 최소로 줄이고 차폐체

및 주변물질과 "/-션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내부벽을 0.1 cm의 카드륨과

동판으로 내장하여 채착한 10 cm 두께의 lead shielding box (75 x 90 x

90 em) 안에 설치하였다. 검출기는 coaxial type으로 25%의 relative

efficiency와 6OCO의 1332 KeV에서 1.9 KeV의 분해능(resolution; FWI표1)을

까지며 Peak to Compton Ratio눈 45:1 이 다. 이 것을 NAA용 application

software가 내장된 personal computer 및 8K-multichannel analyser (EG&G

ORTEC, 919A MCB, Mastro-ll)와 연결하여 방사능 계측 및 차료분석을 위

한 "(-S야ctrometry로 구성하였다. "(-션 에너지 교정 및 geometry에 따른

검출효율의 측정은 NIST에서 검중한 혼합표준선원 (Radioactive Reference

Source, NEN Products Inc., NES-602, 1" diameter disc type)을 사용하였

다. Fig.3에 계측효율 검정곡션을 log-log 그래프로 나타냈다. 계측기의 불

감시간(Dead Time)은 5% 이하로 유지하였으며 decay correction, pile up

correction파 함꺼1 자동으로 보정되게 하였다.많-60)

(5) 패이터 처리

계측 자료로부터 함량 계산에 이용할 핵종의 방사능을 분석조건하에서 열

은 "(-Spectrum 으로부터 신속， 간면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새로 작성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계측조건， 각 핵종과 해당 r어l 너지，

생성 방사능， 각 보정인자， 함량 및 계측오차， 불감시간 그리고 검출한계 동

올 포함한다. 이 에 대한 자세한 data sheet를 Table 2에 수록하였다. 측정

된 방사능 계측수， 즉 peak area는 Covell Method앓)에 의해 구해진 것이다.

함량계산은 직접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사능 생성식을 이용하여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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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W=AMI 률 a NA a £ b [1-e-At1
] e-언 (1)

여기서 W: 성분완소의 무게， g

NA: Avogadro Number, 6.025x1023/mol

A: 계측된 방사능， cps

M: 성분원소의 원자량t g/mol

a: 동위원소 존재율，%

b: 특정 r-선 방출율，%

률 : 열중성자 속밀도t nicm2s

a : 열중성자 홉수 단면적，b강n :=: 10-24cm2

£ : 검출기의 계측효율， cps/dps

ti: 조사시간

λ : 붕괴상수， ln2 I T l!2

td: 조사후 냉각시간

Table 3에는 함량계산에 이용한 핵자료틀을 수룩하였다.않) 표준체를 이용한

함량계산의 경우는 조사 및 계측을 동일한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식(1)애

서 ~t a, NA, a, M 둥은 상수로 놓을 수 있으므로 다음식에 의해 검체시료와

표준체의 방사능을 비교 정량할 수 있고 핵적자료와 불확실성에 의한 오차

를 없앨 수 있다.

Wx = WSTD [ Ax I ASTD (e-λ6
td

)] (2)

여기서 첨자 STD와 X는 표준체와 검체사료를 나타내며 괄호항은 counting

interval에 따라 보정되어야 하는 냉각시간 및 계측시간 이다.

중성자 방사화 분석에서 개별원소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감도는 해당 분석

조건하에서 생성 방사능의 이론값으로부터 구할수 었으며 Table 4와 같다.

그러나 실제 검출한계는 검체시료 중 성분 원소의 종류 및 함량 분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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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핵총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61잭) 또한 미량 성분 원소의

함량올 측정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성 방사능의 계산을

통해서 적절히 선정된 분석조건하에서 검출한계를 계산한다. 얼반적으로 방

사능 측정에서 겁출한계는 Currie의 정의에 따라 다음파 같이 겨1 산한다.닮)

검출한계， Detection limit = (!<Q2 / 2) [1 + {l + (4B 1 KQ2)} l!2] .... (3)

여기서 B는 natural background count rate로 차연 방사능파. scattering 및

electronic noise를 모두 합한 것이 되며 KQ 는 100올 실험에서 허용하는 불

확실도로 나눈 값이다.

2. 연구곁과 및 고활

가. 분씩조건의 훨정

미량의 다원소 동시분석에서는 정량할 시료중의 각종 원소의 농도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중성자속， 조사시설， 시료의 조사시간， 냉각시간， 쩨측시간

풍과 같은 분석 조건의 젤정이 검출한계 및 정확도나 정밀도의 결정에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대기분진시료와 같이 원소의 조성아 다양하고

함량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기기의 조건과 분석조건의 설정에 주의를 기올여

야 한다. Table 5에는 문헌에 보고된 표준시료의 함량분포흘 바탕으로 수차

례의 반복 실험올 통하여 반정량적으로 SIN ratio를 구하여 작성한 정량에

이용한 원소 및 최척의 조사， 냉각， 계측시칸풍 가장 적절한 분석조건을 나

타내었다. Table 6에는 셜정된 분석조건하에서 구한 검출한계를 SIN 비와

함께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검출한계는 시료중의 성분 원소의 종류 및 ’함

량분포에 따라 핵종간 상호 방해작용에 의해 크게 화우된다. 본 실험에서는

Currie의 정의에 따라 정해진 조건하에서 충성자속의 변화， 검출효율， 판련

핵자료， 그리고 실험조작동에 의해 유발되는 계통오차를 포함하여 10%의 불

확실도를 허용할 때의 검출한계를 계산하였다. 미량 성분의 검출한계눈 10-

0.01 ppm 범위로 핵종에 따라 측정된 함량값의 1/2--1/100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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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ilter Blank의 분석

실제 filter에 채집된 대기분진시료를 분석하가 위해서는 대기분진을 채집

하는때 사용하는 filter 내의 불순성분 원소틀꾀 함량을 알아야만 한다

Table 7에 실험에 사용한 filter의 분석결과를 다른 죄Iter 들의 함량과 함께

나타냈다. 이미 알려져 있논 filter 9J- 본 실험에서 사용한 silica filter를 비교

해 볼 때 silica filter가 high volume sampler를 사용할 때 다른 filter 보다

환경연구를 위한 대가분진시료중에서 중요한 의띠를 갖는 As, Cr, Mn, Zn,

Fe 둥의 원소의 함량이 적게 존재하고 있옴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실

험에 사용한 화Iter가 대기분진시료의 분석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고 분석

결과는 실제 채집된 샤료의 함량을 보정하기 위힌·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 표훈시료의 붙석

NIST SRM 1648 표준시료 : 대기분진의 일상 분석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시료를 이용하여 43종 원소틀을 분석 정량하여 보증값과 비교 검토함으

로써 분석절차를 검증하였다. 분석시료의 양은 핵종의 특성에 따라 단시간

조사용으로 5-10mg, 장시간 조사용으로 50-100mg올 취해 깨끗이 세정한

0.5 ml 들이 vial에 넣고 ‘가’ 의 분석조건에 따라 중성차를 조사시킴 후 일

정한 냉각시간을 거쳐 y-션올 측정하였다. Fig. 4과 Fig. 5에는 각각 단수명

핵종파 중장수명 핵종의 y-선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분석측정 결과로부터

관계식에 따라 계산한 성분 원소의 함량 및 상대표준편차 그리고 보증값파

비교하여 구한 상대오차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적어도 5회 이상의 반복

분석에서 상대표준편차는 Au, As, Hg , In, Mo, Ta, Cu, Ti, W를 제외하고

15 % 이내로 얻었으며 문헌값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10%의 방

사능 계측의 통계적 불확실도를 고려할 때 좋은 결과로 평가할 수 었다. 표

준시료의 보증값 및 비보증값과의 상대오차는 Ce, Cu, Eu, Hf, La, Sb, Se,

및 U 둥 몇가지 원소를 제외하고는 15% 이내에서 잘 얼치하였고 특히 비보

증값의 비교에서 큰 편차를 보였다. 특히 Al, Ba, Br, Cr, Cs, K,. Mn, Na， ι

Rb, Th, Ti, V 둥은 5% 이내에서， Ag, As, CI, Fe, W, Zn 둥은 10% 이내

에서 찰 일치하였다.

NIES CRM No.8 표준시료: Table 9에는 또 다른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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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로 27종의 원소에 대한 평균값， 상대표준현차 및 보증값과의 상대오차를

나타내었다. 시료의 준비는 NIST 표준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였으며

NIES 표준시료의 분석은 절대법파 비교법을 함쩨 사용하여 계산하였고 두

결과를 비교 검증하였다. 예상대로 절대법보다 1:'1교법이 더 좋은 결과를 보

였으며 이것은 핵자료， 중성자속의 변화 둥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증값에 대한 상대오차는 3.4 --11%의 오차범위내에서 잘

일치하고 있음을 얄 수 있었고 두방법 모두 Cr, Mo, Se, Sm, Th을 제외하

고 10% 이내에서 보증값과 잘 일치하였다. 반복 분석에 의한 상대표준편차

는 절대법의 경우에는 AI, Ba, Br, Eu, Th, Ti, 비교법의 경우에는 AI, Ba,

CI, Fe, Mn, Na, Th, V, W을 제외하고 15% 이내의 값올 나타냈고 보증값

보다 약간 큰 값을 보였다.

Table 10에는 동일시료에 대한 다국가깐 분석 결과의 평균값 및 농도범위

를 쌍호비교한 결파를 나타냈으며 보증값과의 비교로 볼때 우라의 결과거

보다 좋윤 것염을 알 수 있었다. 오차요인을 핵자료의 불확실성， 중성자속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볼 때 일정한 분석조건 하에서 일상분석을 할 경우에는

보증값파의 상대오차를 보정인자로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환경시료에도 웅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랴. 힐빼 채칩시률의 톨핵

실제 시료의 채접에는 high volume sampler(PMl0 type)~ silica filter흘

사용하였고 미리 교정과 blank test률 실시한 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효

구분하여 월별로 함량분포 및 변화를 조사하였다.

도시지역에서 채집한 실제 대기분진 시료의 분석 : 표준시료를 야용하여

검중한 분석절차에 따라 실제의 대기분진시료를 93년 5월 부터 94년 2월 까

지 월별로 채집한 후 33종의 원소를 분석하여 함량분포 및 변화를 알아보았

으며 그 결과룰 Table 11에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경우 4， 5월 껑과 2월 경

에 원소의 농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각각 황사현상의 영

향과 화석연료의 소비량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방활원이 토양에 의

해 기인되는 AI, Au, Eu, In, La, Sc 풍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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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서 채집한 실제 대기분진시료의 분석 : 농촌 지역인 원주에서

‘93년 7월 부터 11월 까지 채집한 대기분진시료흘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2에 나타내었다. 원소의 농도는 전반적으

로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9, 10월 경에 약간 큰 값을 보였다.

두 지역의 분석결과로 부터 As, Cd, Cr, Hg, Zn 둥 중금속의 농도가 도시

지역의 시료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동절기에 더 큰 차여를 보

였다. 일반적으로 계절별 원소의 농도 변화는 풍향， 풍속， 기온， 습도， 강우，

강셜 둥과 같은 기상학적 조건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최근에는 4, 5월경의

아시아대흡으로 부터 날라오는 황사현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본 분석기술 표준화와 데이터 처리 및 해석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서의

준비， 장기적인 데이타의 축적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환경관측 몇 환경오염 연구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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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13 훨 결톰 ‘ 및 건의사황

1. 협 를

가. 문헌에 보고된 표준시료의 함량분포룰 바탕으로 수차례의 반복 실험

을 통하여 반청량적으로 SIN ratio를 구하여 작성한 정량에 이용한

원소 및 최적의 조사， 냉각， 계측시간풍 가장 적절한 분석조건을 구하

였다.

나. 정해진 조건하에서 중성자속의 변화， 검촬효율， 관련 핵자료， 그리고

실험조작동에 의해 유발되는 계통오차를 포함하여 10%의 불확실도를

허용할 때의 검출한계를 계산하였다. 미량 성분의 검출한계는 10.....

0.01 ppm 범위로 핵종에 따라 측정된 함량값의 1/2-1/100 수준이었

다.

다. 본 실험에 사용한 silica filter가 대기분진시료의 방사화 분석에 효과

적암올 알 수 있었고 분석결과는 실제 채집된 시료의 함량을 보정하

기 위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라. 환경시료 중 대기분진의 분석법 확립을 위하여 두 종류의 표준시료

(NIST SRM 1648, NIES CRM No.8)를 선정하여 NIST 표준사료로

부터 43총의 원소를 NIES 표준시료로부떠 27종의 원소를 분석하여

보증값파 비교하여 분석의 정확， 정밀도를 검증하였다. ‘

NIST 표준시료의 분석결과 상대표준편차는 Au, As, Hg , In, Mo,

Ta, Cu, Ti, W를 제외하고 15% 이내로 얻었으며 문헌값과 유사한

결파를 나타냈다. 이것은 10%의 방사능 계측의 통계적 ‘불확실도를

고려할 ttll 좋은 결파로 평가할 수 있다. 보증값 및 비보중값파의 상

대오차는 Ce, Cu, Eu, Hf, La, Sb, Se 및 U 둥 몇가지 원소를 체외하

고는 15% 이내에서 잘 일치하였고 특히 ul 보증값에서 큰 펀차를 보

였다. 특히 Al, Ba, Br, Cr, Cs, K, Mn, Na, Rb, Th, Ti, V 동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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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서， Ag, As, CI, Fe, W, 2n 동은 10% 이내에서 잘 일치하였다.

NIES 표준사료의 분석은 절대법과 비교법을 함께 사용하여 계산

하였고 두 결과률 비교 검증하였다. 절대법보다 바교법이 더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보증값에 대한 상대오차는 3.4 -11%의 오차범위내

에서 잘 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았었고 두 방법 모두 Cr, Mo, Se,

Sm, Th을 제외하고 10% 이내에서 보증값파 잘 일치하였다. 반복 분

석에 의한 상대표준편차는 절대법의 경우에는 Al, Ba, Br, Eu, Th,

Ti, 비교법의 경우에는 AI, Ba, CI, Fe, Mn, Na, Th, V, W을 제외하

고 15% 이내의 값을 나타냈고 보증값보다 큰 값을 보였다.

마. 실제 시료의 분석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시기별로 채집한 대

기분진시료중 33종의 원소를 분석하여 함량분포 및 변화를 알아보았

다. 도시분진에서 대부분의 경우 4, 5월 경과 2월 경에 원소의 농도

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각각 황사현상의 영향파 화

석연료의 소비량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방출원이 토양에 의

해 지언되는 Al, Au, Eu, In, La, Sc 둥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분진에서 원소의 농도는 전반적으로 큰 변

화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9, 10월 경에 약간 큰 값을 보였다.

두 지역의 분석결과로 부터 As, Cd, Cr, Hg, 2n 둥 중금속의 농도

가 도시지역의 사료셰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동절기에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 시료의 채집 및 분석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척인 연구를 수행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환경 관측의 한 수단으로 이

용될 수 있도록 확립시켜 나갈것이다.

2. 건의사항

중성자방사화분석법은 그 활용면에서 중요한 고감도 분석기술이며 각종

시료 분석에 꼭 필요한 미량 원소 분석법이다. 묶히 현재 활발한 연구가 찬

행되고 있는 챔단 채료과학 분야나 환경과학 분야를 비롯한 여러 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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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극미량 원소 분석에 아주 적합한 방법으로 계속

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과학 분야는 지속척이고 광범위한 데

이타의 수집이 필수적야며 높온 수준의 분석기술은 물롱이고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samp파19파 통계처리 기술이 확립되어야만 효과적으로 환경관측을

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 학자들과의 공동 연구률 활발히

진행하여 방사화 분석을 널리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본 분야(핵분

석기술， NAT)의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IAEA의 지역간 협력사업 (RCA) ，

국체 표준사료 상호비교 연구사업(Intercomparison Runs , AQCS Program),

아시아지역 CRP 사업， 한.소 협력사업동에 적극 참여하여 원자력 기술분야

에 대한 아국의 위상을 정립시키고자 노력하고 었으며 국내에서는 산.학.연

협동연구회를 운영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그 이용도를 극

대화시키기 위한 이용체계 확립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본 분

야의 연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서 연구분야 확대와 대내외 분석

지원사업 (Table 13)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자재 및 연구 인력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이고 척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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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tection Lirnits(ng/m3
)' of V밟ious. Elemel1ts in Aerosols by !NAA,

lPAA and Flame Atomic Absorption S야ctrometry.

Element .J협AA ~ IPAA3 F-AAS
(AI) 10 ! 、 - ‘

Ag 1.2 X 10-2 -
As - 0.2 5
Au 1 X 10-3

‘ -
I'

Ba 2 - ‘

Br 1 30 -
(Ca) 30 30 5 X 10-2

ce 2 X 10-2. 0.4 -
(CD 30 0.4 -
co 8 X 10-3 - -
Cr 0.2 4.5 0.15
Cs . 2 x" 1O-3 - 서 <， 11 ’ ‘

Eu 4 X 10-4 ‘ -=’,-
Fe

、 ‘ l ..- 5
Hg 0.1 --

0.17 ‘ -.

La 2 X 10-2 - -
(Mn) 0.1 ’ - -
(Na) 30 2 X 10-32
Ni ‘ . ‘ 5 X 10-2 0.15

i ‘
Pb - 12

‘Sb 1 X 10-2 0.3 2.5
Sc 1 X 10-3 - -
Se 1.2 X 10-2 . -
Sm 4 X 10-3 - -
댔1 1 X 10-3 - -
Ti .- 、 0.9 4
(V) 2 X 10-2 - -
Zn 0.8

&Zr
2.5 X 10-3 ,

Zr 100-
.

a Irradiation by bremsstrahlung from 35-MeV electr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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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ypical Output Sheet of NAA Quantitative Analysis Program.

End of Irradiation : 1992-12-01 10:25:00
When Counted : 1992-12-07 11:05:16

~ ,Slot #3 Used to Count Sample

Neutron Flux : .1000E+14 n/cm2.sec
Irradiation Time : 615.00 M
Sample Weight : 664.α)()mg

Real T따le (sec) : 2αX>.60 Live Time (sec): 2αXl.OO

Cooling Time : 6.03 Days

짧앙c，l흉훨 혔짧fU£월
J

휩횡홉윷t 휠얄f훌갱‘ i압 짧협C‘- ”μ Et￥R
합짧짧18. ，월J짧
’, , ·않· um . 양{)π* · 잡mit t 향&

Br-82 35.300 H 닮4.3 2171£+03 1190E-04 1792E-Ol 1043£-01 7.54 9.43
Br-82 35.300 H 619.1 2171E+03 1186E-04 1787£-01 1908E-01 4.11 17.24
Br-82 35.300 H 698.3 Z792E+03 1526E-04 2298E-01 3068E-01 5.06 23.26
Br-82 35.300 H 776.5 2189E+03 1196E-04 1802E-Ol 1158E-01 9.53 10.99
Na-24 15.020 H 1368.5 9046E+04 1729E-03 2603E+00 2370E+00 56.00 17.86
Na-24 15.0:때 H 2753.9 6975E+04 1333E-03 2007E+OO 4760E+00 21.50 .00
Au-198 ‘ 2.700 D 411.8 3735E+Ol 1191E-07 1793E-04 1058E-03 .41 83.33
Cr-51 2:7.700 D 320.1 4873E+02 5721E-04 8616E-Ol 751OE-Ol 2.62 12.05
떠d-159 18.560 H 363.6 1422E+05 1875E-02잃낌E+01 1483E+Ol 6.78 8.20
Hg-203 46.500 D 279.2 앓70E+Ol 1177E-04 1773E-01 2038E-01 3.03 17.86
La-I40 40.280 H 1596.5 3251£+01 5때1£-06 7842E-03 3801£-02 10.50 .00
La-l40 40.280 H 487.0 2943E+02 4705E-06 70잃£-03 3011£-02 1.00 .00
Sb-122 2.700 D 564.0 6252E+01 3600E-06 5421E-03 3435E-02 .48 .00
Sc-46 83.830 D 1120.5 웠63E+Ol 2때1£-06 3474E-03 1042E-02 17.00 .00
lSc-46 83.830 D 889.2 1953E+Ol 1520E-06 2290E-03 8781£-03 3.50 .00
Se-75 119.800 D 279.5 1002E+02 1181E-03 1779E+OO 2045E-00 3.03 17.86
Ta-182 115.000 D 1121.3 8358E+01 4않3E-05 6842E-02 2052E-01 17.00 .00
u-z::혔L -2.360 D 228.2 껑55£+02 4758E-06 7166£-03 41없E’02 .44 .00
W-I87 23.900 H 618.4 4996E+04 5644E-04 85ooE-Ol 9071£-01 4.11 17.24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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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clear Data of Elements Analyzed.

뼈@짧꿇t 醫짧짧
Na I염a찮귀짝흉

Mg I휩맹(κY낀Mg
AI 1~~ Al{πreAl
K I인K(n，y)'IlK

Ca l엉'Ca(πr)~Ca
sc )~Sc(때)~Sc

Ti 〓Ti(πreTi
v I'간V(κy)~y
Cr I~Cr(n.r):>lCr
Mn I:펌fu(κJl.~
Fe 1번Fe( n，Y)::Ye

‘ _Co I~Co(따)OVCo

Rb I:햄b(πy뻗Rb
Sr I∞Sr( n.r)이 r
Te E~e(해떤e
Cs 1~~Cs( n:r)l~s
Ha l뽑a(쩨131Ba

I Cl Ij (tHn.r)Jl!tl
La I뱃..a(n，y)~없
ce 1 1'1'~Ce(n，y)I'l ICe

Nd P엠d(h，'d47Nd
Sm I쩍m(찌1않S

Eu I페Eu(따)~!짧l
Gd I~Gd(κy)1맺'Gd

Tb 1l5!1b(n:'d쩍b
Dy I~엠y(따)1염y
Ha ‘ 1학fa(π"(}번fa
Er III맘(π"()WEr

Tm 11~m(따)170Tm
yb F환b(n.~d용b
나 1171월(~"()1πμl

Th l짧월(따)학h

U I짧U.1n，y)mu
(~D)

f표 I~웰If(r\"()~l한f
Ta I 뻐~Ta(n.r)l~a

w P~{따)1:없W

、
홉
’
*
n
”
i

싫
繼μ뺑
織
-
…
熾

m
熾
때
괴
돼
때
왜

m
퍼
U
따
m
얘
괴
때n뼈
잃
않m때
때
않
뼈
페

%
9
m細
뼈M
따
때
a
잃

爛
總f
m패m뼈
뼈
뼈
않
없
때

m않m
때
뼈
때
m
m때
뾰
없
때
짧

M짧m없m뾰m때
댐m없
짧
뾰
짧

앉없f-월Ie

15.0 h

9.51 m
2.31 m
12.5 h
8.75 m
84.0 d
5.80 m
3.75 m
27.8 d
2.58 h
45.0 d
5.26 y

18.68 d
2.9 h
104 d
2.00 y
12.0 d
'57.7 m
40.22 h
32.5 d
11.3 d
47.1 h
12.3 y
18.5 h
72.0 d
2.3 h
'21i7 h
7.5 h
130 d
32d
6.7 d
27d

2.35 d

갱.0 d
1l5d
23.8 h

A월n쌓t

障흡gbi

22.99

24.31
26.98
39.10
40.1뼈

44.96
47.00
50.94
52.0
54.'없

55，잃

58.잃

85.47
87.1없

1V.60
132.91
137.34
35.뼈

138.91
140.12
144.24
150.40
151.96
157.25
158.93
162.50
164.93
167.26
168.93
173.04
174.1J7
232.04

t"，，:짧빠웰y

짧6)

1368 ‘4(여47끼)

낌5닮3.‘.6(5많e)
1014(43)
1π8.9(100)

1524.7(100)
3083(00)
889.4(100)
때(100)

1뼈4.4(100)

때(100)

846.9(99)
1뼈.6(56)

1173.1(100)
1332.50(0)
1076‘6(100)
짧.50(0)

158.8(100)
604.7(98)
124.2(58)
1642(81)
1500.2(96)
145.5{1(0)
531(20)
103.2(28)
앓4(97)

웠.5(100)

댔.6(83)

94.7(100)
80.6(100)
3썼.2(100) ‘

84.3(100)
177(35)
113(6.5)
311.9(80)

짧.여 I 228.2{12.7)

178.49 I 133.1(43)
180.95 I 1221.6(14)
183.85 I 47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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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tection Limits b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at a Flux Density
of 1014 n/cm2.s.

휩et않tion k짧diad짧iti빠Je 꿇-radi밟io월 웰rte

*짧，it (밟 (1 bt) 4훌 쟁V흩eld

10-14 - 10-13 Dy1 Eu\ Dyl

Co Rh·2 ·2 I l Eu1 Mn, Co, Rh*l, Ag‘ .2, In, Sm\ Ho,10-13 - 10-12 , Rh-"', Ag-"', InA, Eu\ Ir
Ret, Jr, Au.

V, Mn, Se*, 8rI, II, Pr, Er* Na, Sc, V, Cu2, Gal, As, Se*’ 8~’

10-12 - 10-11 Pd.
Yb*, HI, Th1 Sb, II, Cs, La, Pr, Er*, Tmt, Yb*,

Lu, Hi, W, Hg, Th1.

Mg, Al, CIt, Ar, Cut, Ga2
’

CI t, Ar, K1

10-11 - 10-10 MGeg‘,
Al, cr, Ar, K" Cr\ NiA,

Nb , Kr.
Cs, Sm, Ho, Lu, Re, Au, U ya, Nb, Ru, Gd\ Tbl’ TI\ Osl, U.

,F*, Na, Ge\ As, Kr, PbI, Sr F*, 륨， Zn, RbI, Sr, Mo, Te\ 8a,
10-10 - 10-9 Ce.

MNdo)
‘

Ru, Pd, Sb, Te1,
T
Balν， La, Nd, Pt, TIll.

, Gd\ W, Os, fig

10-9 10-8 Ne*, SiP, K, Sc, Ti Ni, yll,
Ne*, SiP, Ti, Cd, Sn, Xe, BiP.,Cd, Sn, Xe, Tb', Tm, Ta, pt

10-8 - 10-7 륨 C~. Zn. ce SP, Call, Fe, Zr.

10-7 - 10-6 SIl, Zr, Pbll, Bill PbP

10-6 - 10-5 。·， Cab 0*

* The radionuclides produced from these elements have half-lives ranging
from 1 sec to 1 II따1. Therefore, faτ quantitative detennination, a decay
rate of the order of 100 Bq is necessary and the elements have been
placed in the next group.

~ Only beta-rays, no gamma-rays.

1,2 The percentages of the gamma-transitions are low. Therefore, if the activity
is measured with a gamma-s，맺ctrometer， the detection limits are lower by
the number of orders of magnitude indicated by the su야r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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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ptimum Condition for the Analysis of Environmental Sample.

값radiation ni짧tron flux 없빼e 꿇뼈13쉴on Cooling Counting f깅g않It

삶다필:ty (nA웰('sec) 뺑，행t Time Titre Time d~휩d

PTS 1 X ld3 5-10 n필 2m 10m 300 s Al, Ba, 8r, ea. CI,
Cu, Dy, Eu, 1, In, K,
Mg,Mn,Na, ’TI, V

RSR 3 X 1012 50-100 mg lO h 5-7 d 200ρ s As, Au, Ba, Br, cd,
K, 매， Mo, Na, Sb,
Sm. D, W, Zn

Ag, ee, Cr, Cs, Co,
It ” 1/ 10 h 15-30 d 4001 s Eu, Fe, Hf, Hg, μL

Nd, Rb, Sb, sc, se,
Ta, Th, 엄1， Tm, Yb,
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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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Nuc1없r Properties and Detection Limit of Radioisoto맺 Used.

E훨n훌nt ‘ Is뼈pes -짧짧Ii월 Gus없짧mItif<Ee뾰v}gies I농tre성on 빠nit
S/핸 ratio

(rom)
-

S뼈바-lived 뻐아며훌훌 7 ’- -

AI AI-28 2.24 min 1π8.9 5.6E + 02 52.핍

Ba Ba-l39 83.3 min 165.9 2.1E + 03 0.08
Br Br-SO 17.7 미n 616.2 1.9E + 02 0.72
ca Ca-49 8.72 min 3084.4 1.8E + 04
Cl Cl-38 37.3 min 1642.4, 2167.8 1.2E + 03 11.62
Cu Cu-행 5.1 떠n l(때 1.6E + 03 0.22
Dy 파-165 2.33 hr 94.7 9.6E + 00 0.07

1-128 25.0 min 442.3 l.lE + 02 0.11
h In-116m 416.9, 1007.3 3.6E + 00 0.10
K K-42 1524.7
Mg 빼-'lJ 9.45 찌n 1014.4
Mn Mn-56 2.58 hr 846.7, 1810.7 8BE + 01 10.23
Na Na-24 15.02 hr 1웠.4， 없54.1 1.4E + 03 12.32
Sr Sr-87m 2.81 hr 잃8.4

Ti Ti-51 5.76 min χ~.1 2.4E + 03 0.49
U U-239 23.5 뼈n 74.6
v V-52 ‘ 3.76 r피n l갱4.2 23E + 01 2.57

뼈d빠|뼈 i웰b뼈 .-

As As-76 26.3 hr 많19.1 9.5E + 01 1.54
Au Au-l98 2.7 da 411.8 4.3E - 02 0.03
Ba Ba-131 11.7 da 123.8, 4~.3 1.2E + 03 0.18
Br Br-82 35.3 hr 많4.3， 176.5 9.7E + ol 2.82
cd In-115m 않.5 hr 336.3 4.5E + 02 0.05
Ga Ga-72 14.1 hr 잃4.4， 磁.9

Ge Ge-71 11.03 hr 265.3
Ho Ho-loo 26.8 hr 80.6
K K-42 12.38 hr 1524.7 l .3E + 04 1.20
La La-14O 40.23 hr 빼7.0， 1많}B.2 4.6E + ol 12.28
μl μ}-177 6.7 da a엉.4 1.5E + 00 0.08
Mo Mo-99 00.9 hr 140.5 4.5E + ol 0.03
Na Na-24 15.02 hr l웠.4， 2754.1 4.0E + 03 21.80
Sb Sb-122 2.72 da 564.1 7.2E + 00 3.76
Sm Sm-l53 46.7 hr 103.2 6.0E + 00 0.92
U Np-잃9 2.35 da 깜7.5 2.6E + 00 0.04
w W-U!l 23.9 hr 않5.8 4.9E + 00 0.09
Zn Zn-6!밟1 13.9 hr 438.6 5.6E + 03 0.08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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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려)

월lement 삶빼뼈얄흥 Half-.힐fe
앓mna 압I많없않 I훌앓￡(뼈엽gfn펴limit SA재빼t)，

i썼n. (Kev}

Long케Iv빼 iso빼빼

‘Ag Ag-l1Orn 25200 fI37.7, 잃4.4 5.'π~ + 00 0.44

ce 다~141 32.5 da 145.5 1.6E + 01 0.59

co Co-50 5.26 yr 1173.2, 1332.5 3.4E + 00 6.13

Cr Cr-51 27.72 00 3갯0.1 3.0E + 01 4.26
Cs Cs-134 2.00 yr ’뼈.6 6않~ + 00 0.16
Eu Eu-152 12.3 yr 121.8, 1짜7.9 6.많 -01 5.47

Fe Fe-59 44.6 da 1<m.3, 1291.6 2~웰 +03 26.85
Hi Hf-181 42.4 da 482.2 2짧~ + 00 α55

Hg Hg-203 46.6 da 강9.2 6.ffi +때 0.18
1-131 8.04 da 364.5 1.0E + 01 0.07

μl μJ-l71m 161 da 윈8.5 1되~ + 00 0.00

Nd Nd-147 10.99 da 91.4 6.8E + 01 0.00
Rb Rb‘86 18.7 da 1(176.6 1.8E + 02 0.28

Sb Sb-l24 00.1 da 1001.0 1.8E + 01 25.95
sc Sc-46 ffi.8 da 없엉.4， 1178.0 4.9E- Ol 5.29
se Se-75 118.5 da 264.6 2.9E + 01 0.34

Sn Sn-1l3 11500 391.7
sr Sr-85 64.9 da 514.0
Ta Ta-l82 115 da 1221.4 3되~ + 01 5.10
Th 10-160 72.4 da 힘9.4 1.6E + 00 0.09
Th Pa-Z33 27.0 없 311.9 2.9E + 00 0.71
Tm Tm-170 129 da 84.3 4.4E + 00 OJ11
yb Yb-lffi 31 da 171.0 4.7E + 00 0.09

yb‘ 175 4.19 da 300.3 7.0E + 00 0.16
강1 강1-65 265da 1115.4 1.4E + 02 16.70

zr 강-gj 64da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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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lemental Composition(Blank Value,ng/cm2
) of Various Filter Materials.

C해생ose 않ter
때ass @빼u E았lica Fi꿇쌓

왜繼t 뺑鍵購함 {헬繼魔 繼앓選繼뚫〉 앙b양 월짧 (1'뻐s work)
Ag 2 2 <1.4 -
Al w· 10 12 - 앉ro

As - - 00 1.4 39
Au - - - - O.아용

Ba 당m 100 100 - 20 ’79.1
Be - - 40
Br - - - - 10 3.72
ca 300 zj) 1때 - 않훌뻐 1270
ce - - - - 20 3.18
co 0.2 0.1 1.5 0.58
Cr 2 14 3 00 6 33.1
Cu 3w 40 4 20 00
Dy - - - 1.14
뀔l - - - O.α￡

Fe 85 300 때 4(0) 15ffi 210
Hf - - 4 1.79
Hg 1 0.5 0.6
Ho - - 0.24

- - - - - 1깨

K - - - - fiX) 많힘

La - ‘ 14 1.36
μl - 0.00 α00>
Mg 1!:ID 200 00 - -
Mn 2 2 05 400 40 10.5
Mo - - . - 415
Na - - 12ro> 1346
Nd - - - - 0.17
Ni 25 50 10 00 a
ph - 않m - .
Sb 1 3 0.15 l) 60 0.33
sc - - - - 0.8 O.αl)

Sm - - - - 1.8 1.19
Sn ‘ . 50
1b - . 0.15
Ti 70 5 10 얹m 200 -
까1 - 2 1.41
U - - - - - 1.0
V 0.6 0.00 0‘03 30 2 -
w - - - - 0.8 0.87
yb 0.48
Zn 515 20 . . 25 l(뻐xx) . 10 30.1
zr - - -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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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naly디떠I Results of 퍼rhome P따ticu1ate Matter, NlST SRM 1648 by INAA.

、

임lis Walk.
C많혈(퍼뼈ed압냈V빼re t魔，E휩짧t 뼈.JC뼈g

R없햇~e M짧l 없d， %)
Ag iUl8naMA - 6.55 (6) 9.2
Al,% 2.42 - 3.99 3.47 (15.4) 3.42±0.11 1.5
As

•
I$3%lABAaus

ffi.7 - 146 1따9 U7.5) 115士 10 10.5
Au O.α~ - O.야웹 0‘(li ~)

Ba 610' - 잃4 m.7 U5.9) (견7) 1.0
Br

11
양‘뻐f〔h쳐 441 ‘-뼈 많3.6. (8.5) (많x» 4.7

뎌，% 따88 - 0.845 0.708 (12)
여 R - ffi.l 76.57 (l2.5) 75土7 2.1
〔농

ω

앓$6%E
〔

C0
농

bu
41.4 - 48.6 44.86 <l.94) (55) 18.4

Cl,% O.많깨 - O.fffi 0.479 (16.6) <0.45) 6.4
co 16.8 - ~.5 7.ff2 (5.7) (8)
Cr 짧2 - 412 웠7 (2.9) 403±12 1.5cs 2.6 - 3.6 3.11 (ll.9) (3) 3.7
Cu 459 - 잃3 700 (29.8) 앉13士zl 16.4
Dy 짧업환 2.4 - 4.2 3.25 (l6.8)
Eu α45 - 0.57 0.49 <l0.2) (0.8) 62
Fe,% 3.38 - 3.82 3.00 (4.0) 3.91 土0.1 7.9
Hf

꽤&
빠
m
얘&&lA

4.00 - 4.83 4.34 (5.9) (4.4) 15.5
Hg 2.업 - 4.85 3.67 07.2)

~.1 - 낌.6 23.28 (l2.2) (~) 16.4
m 0.92 - 1.43 1.12 (17.9) (1.0) 12
K,% O.않7 - 1.22 1.(62 (9.2) 1.05±0.01 0.2
La 32.4 - 36.1 34.77 (3.7) (42) 17.2
μl 0.44 - 0.62 0.51 00.5)
Mn 618 - l!야m 845 U5.7) (톨삐〉 1.7
Mo 31.3 - 49.6 37.53 U7.6)
Na,% 0.340 - 0.5~ 0.400 05.2) O.잃5±0.002 4.5
Nd 24.8 - 31.9 Z7.96 (9.4)
Rb 47.0 - 66.1 53.7 <l3.9) (52) 3.3
Sb 47.5 - 58.6 53.13 (9.0) (45) 18.1sc 5.5 - 6.1 5.83 (3.3) (7) 16.7
se 28.5 - 44.6 36.9 OS‘

3) 'lJ土 I 35.9
Sm 4.8 - 5.2 5.005 (4.1) (4.4) 15.5
Ta 5.4 - 10.2 8.44 07.3)
1b - O.댔

Th 6.6 - 8.7 7.73 (7.8) (7.4) 4.4
Ti,% 0.24 - 0.58 0.41 (잃.3) <0.40) 2.5
Trn - 1.53
U 2.9 - 3.6 3.아5 (12) 5.5土 0.1 44.5
v 104 - 173 139 05.9) 140±3 0.7
w g%

염R%N1
3.8 - 6.4 5.3 (19.6) (4.8) 10.4

yb 2.21 - 3.38 3.00 (14)
Zn,% O.혔7 - 0.63 0.433 (6.9) 0.476士0.014 9.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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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뻐ytical Res버앙 of Airborne P따tic버ate Matter, NIES CRM-8 by INAA.

T빠is ￦WIt 않협였ed

뻐빼de
Ab뼈t敏 廳thad Be없협양e M양한뼈 V떠ue， ppm

R따훨e t聽업.없%1i 표휠
없nge

뼈짧1 RE
Me앓l

rsda
% {tsd 앓i % g혔

Ag Ag-llOm (0.20)
AI AI-28 잃빠3740 ￡뼈U8.5) 2.4 21때-빼70 뒀3'2(잃.9) 1.0 3300 6.1
As As-76 1.96-2.62 2.3600.7) 92 2.0-3.6 2.86 (16.8) 10 2.6 7.7
Au Au-l98
Ba Ba-131 49.9-217.5 129.8(44.3) 191-296 244 (21.5)
Br Br-82 38.4-73.5 00.46(21) 7.9 40.7원7.5 55.8 (IS.7) 0.4 (ffi)
ca Ca-49 5710-얹%삐 없27(12.8) 29.4 많% 3.8
ce 다~141 2.5-3.7 3.1 (11.5) 3.1 2.7-3.6 3.17 (103) 2.2 (3.1)
Cl CI-38 l(뼈-1때 1150(11.1) 당X>-I200 뼈 (29)
co Co-OO 3.0-3.5 3.37(4.6) 33 2.9-3.7 3.24 (16.1) 1.8 3.3 9.1
Cr Cr-51 35.6-47.7 41.8(10.5) 255 30.9-38.2 34.4 (7.9) 35 25.5 5.9
Cs Cs-피4 <0.24)
Cu Cu낸끓 1엎3 m 4.5
월1 Eu-l52 0.012-{)，腦 0.02(35) 00 0.04-0.00 O.따8(13.8) 4 0.05
Fe Fe-59 3670-않40 46ffi(I32) '5l아F없x> 48X)(17.3) ‘

Hf Hf-181 0.17-0.21 0.188(8.7)
1-131 1.0-1.32 1.18(10.5) 16.2-24.8 19.04(15) -

K K- 42 1150 7.0
La La-14O 1.13-1.34 1.25(5.7) 42 1.1-1.5 1.37(113) 14 (1.2)

μ)-177 (0.02)
Mg-낌 1010 5.0
Mn-56 65.3-81.3 73.8(7.1) 61.1-74.7 74.03(31) -
Mo-99 8.3-11.2 9.8(14.9) 53 (6.4)
Na-24 1앉양2500 1917{16.4) 0.2 1댔)-2700 1910(19.4) 1때 4.2
Nd-147 -
Co-58 18.5 8.1

Rb Rb-86 (4.6)
Sb Sb-124 5.2’ 7.8 6‘81(12.4 135 5.4-6.5 6.17(6.5) 28 6.0 6.7
sc Sc-46 0.47-0.64 0.542(8.6) 1.4 0.43-0.69 0.56{16.5) 1.8 (0.55)
se Se-75 1.3-1.6 1.51(8.6) 16 0.3)
Sm Sm-l53 0.22-0.27 α2뼈(6.0> 23 0.18‘ Ozl 0.22t13.6) 10 (0.2)
Sr Sr-85 89 3.4
Ta Ta-l82 -
Th Th-1oo
π1 f닙-Z33 O.정-0.54 0.42{I9) ~ 0.22-()，않 0.39(26) 11.4 (0.35)
Ti Ti-51 294-많)2 411(24) ~-600 430(4.3)
V V‘ 52 14-18 16.200.6) 4.7 11.6-24.3 17.46(76) 2.7 17 11
W W-I87 62-8.3 7.2500.3) 5-9.9 7.32(33)
yb Yb-l75 -
~n Zn-ffi 잃4-1140 1α6(1) 3.4 앉50-1260 1103(9.5) 6.1 1040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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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Ana빼calR않벼ts of N표S CRM No.8 SampJe for Intercom맹rison by INAA.

Korea 앓섭fled

앉빼Ja 없훨nesia J짱짧1 빠갱mrs없 T熾I짧회i
뼈Me 짧짧l t쩌짧敏I슐

Ag α168-oZ휠 - - - - - - (0때)

M 많뼈-4421) 4CXX) 않iOO 앓70 앓28-3::잃 잃4←'!l때 앓00 3?00
As 2.00-2.73 3.03-5.0 5.61‘ 2.53-2.74 1.00-2.62 2.36 2.6
Au - 4.5{때b) - - - -
Ba ~.4-933 119 - - 49.9-217.5 129.8
Br 53.2-닮.4 - 58 37.25 - 38.4-73.5 60.46 56
ca 4꿨←않40 - 3700 5452 571()-~ 앓'l7 당ro
〔농 3.23-3.61 3.4-4.6 4.9 - - 2.5-3.7 3.1 (3.1)
CJ 웠-fffl - 793 1081 - II뼈-I&) 1l&l ‘

co 3.01-3.68 2.8-33 3.1 4.6 3.0-3.5 3.'5l 33
Cr Z7.2-31.4 23-44 31.7 ~.8 24'::웠-26.17 35.6-47.7 41.8 25.5
Cs 0.212-0.244 0.49 - 1.2 - - <0.24)
다l - - 57 - - 195.3 m
월1 0.163-0.196 0.2-0.4 0.001 0:킹9 - 0.012-0.때 0.02 0.(1)
Fe 4뒀)-빼70 4700-6100 많혔4 6110 - 3670-않40 4(f뻐 -
Hf 0.148-0.167 0‘ 138 - - 0.17-0.21 0.188 -

- - 3.2 - - 1.0-1앓 1.18 -
K 1170-1400 - - 1200 1212-1294 1100
La 1.아}-1.3> 1.21-2.1 - 1.32 . 1.13-1.34 1.25 (1.2)
μl α0131-0.0173 - - - - (0.02)
Mg 웰-1120 ~ - m - - 1010
Mn 61.6-82.4 67-101 108 71 댔f줬 65.3-81.3 13.8 -
Mo 6.05-6.85 4.1 - - 8.3-11.2 9.8 (6.4)
Na Uffi-ID70 1~Z뼈 1700 1912 - 1600-양j(X) 1917 1앞~

Nd α~-121 - - - -
Ni - 17.6 - - - - 18.5
Rb 3.48-3.72 4.5 5.5 - - - - (4.6)
s - - 2.1 - - - ‘ -
Sb 5.46-5.ffi 5.8-8.8 7.1 6.2 5.73-6.03 5.2-7.8 6.81 6.0
sc O.SE좌。.맘5 0.6 0.9 0.6 - 0.47-0.64 0.542 (0.55)
se - - 1.4 - - 1.3-1.6 1.51 (1.3)
Si - - - - 18076-18542 - -
Sm 0.169-0.100 0.2-0.4

‘
- 0.z79 - 0.22-0.27 α강6 (02)

Sr - - - - 84.04-93.88 - 89
Ta - - 1.26 - -
Th - - - 2.50 - -
πl 0.321-0.375 - 0.38 - - O.앓-Q.54 0.42 이.35)
Ti 짧-419 - 296 낀2 . 웠4-댔 411
v 16.4-18.9 19 14 17.0 16.64-18.69 14-18 16.2 17
w 5.47-5.77 - 5.9 6.17 - 62-8.3 7.25 -
yb O.α)41-0:얹뼈 - ’ - -
Zn 970-1~ 앉양1~ 970 1348 잃4-1140 1αE 1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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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An려y피C머 Res띠.ts of Airborne Particulate Matter with at Sub-urban
Site (ng/m3

) Monthly.

E꿇였휠웠t ~합 June 1벼V Au와‘ Nov. J웰L F빼‘
1'5짧4 7l!:i빠 않웠x) 11않xl 않400 휠했xl 21앉~ a꿨iO

Ag Q여1 - - - - -
Al a껴6 깐g) 앓00 Z310 낌90 장70 2250
As 9.99 3.79 13.9 5.33 5.43 6.fAl 3.04
Au 0.018 O.아E 0.001 aαE O.αxl - O.αB

Ba - - - - -
Br 19.9 7.18 2.49 1.58 16.9 4.19 32.3
ca 180 1~ 1:D 105 140 왔{) 00
cd 6.95 6.56 5.16 - 9.17
ce 0.46 1.00 0.36 0.00 0.35 0.25 0.52
CI 1150 않K) 40.5 κl) 앉:0 710 460
co 0.82 0.64 0.46 1.40 O잃 0.73 0.71
Cr 0.14 0.30 0.01 0.32 1.62 10.2 0.43
Cs O.&> - α'5l - - -
다1 - i - -
Eu 0.04 - 0.00 0‘00 0‘00 0.03 0.04
Fe 2m 110 110 160 00.3 180 220
Hf 0.24 0.16 0.33 0.14 0.18 OJJ7 0.18
Hg 0.79 0.20 - 0.3.> 0.40 0.14 0.42
K ggo 많l) 100 400 았，。 200 400

8.71 2.39 0.00 5.61 1잃 1.34 13.4
In O.<E O.여 0.00 0.00 0.00 0.16
La 0.20 0.17 0.12 0.10 0.12 0.11 0.15
Lu 0.34 0.03 0.02 - O.ffi - -
Mn 26.2 12.9 1.64 15.3 8.00 13.8 18.0
Na 240 180 60 160 160 120 210
Sb 11.8 8.01 2.83 8.86 8.01 2.95 172
Sc O.여 0.00 0.01 0.03 0.<Yl 0.02 0.04
Se 5.59 1.잃 - 2.86 4.43 2.29 10.8
Sm 0.03 0.11 0.04 0.04 0.00 0.(1) 0.07
Th - O.αE 0.02 - 0.00 -
깐1 0.15 0.38 0.15 0:£1 0.00 0.22 0.18
U - 0.29 - - - . -
V 20.5 17.0 3.14 7.00 9.52 29.8
yb 0.00 0.01 0.13 023 0.17
Zn 100 125 45 160 145 ICE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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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Analytical Res띠ts of Airborne 없πicu1ate Matter with at Rural

Si~ (ng/m3
) Monthly.

, .뭘짧빨lt TuJv I ~. At짧us.t 않빼꼈; NoVl없Iber>

、 1.'s웹A 했휩O
、 、

앓륜웹 훌흙n 뿔끓xt 않휠g

Al 1820 2Z10 3320 3160 100삐

Ba 19.7 . 22.6
ca 55.4 125 63.2 65.5 -
Fe - 94.2 93.6
K 118 134 깜8 D) 00.8
Na 20 21 70 70 79.8
As 1.04 1.&5 5.00 17.5 0.75
Au O.α'ffI O.α뼈 O.αx>2 O.α% O.아뼈

Br 1없 4.41 8.36 4.58 1.68
〔닝 - - 2.45 - -
ce 0.19 0.13 0.19 0.26 0.51
Cl 98.4 - 107 133 l)
co 051 0.46 0.91 0.64 0.77
Cr - - 0.38 - 0.02
Iψ 0.09 0.00 0.11 0.00 o.en
당l 0，1αη O.α)9 0.02 0.03 0.01
Hi 0.09 0.13 0.13 0.23 0.10
I훨 i 0.11 0.11 0.04

0.16 0.28 0.39 0.23 0.55
짜1 12A 41했 9.62 16.14 4.13
Sb 0.64 2.65 4.29 8.01 O,Zl
sc 0.015 - 0.021 O.α정 0.014
se - - 2.02 1.30 -
Sm 0.051 0.047 O.αB 0.034 0.045
업1 0.01 O.α)2 O.α)2 0.01 0.01
U 0.01 0.007 O.a51 0.018 0.075
V 2.15 2.84 3.&5 4.96 15.86
Zn 115 36.6 73.1 92.1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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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Result of An외ytic려 S안vices by Neutron Activ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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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t앉흩tion of the 웹J.esti앙ns to' be 없1S~엉vered

Sampling

Sample and standard preparation

Irradiation of samples and standards

II:-R훌'iAA lNAA

Ashing

Dissolution

Chemical separation

Radioactivity measurement of gamma-ray

Data processing

Data evaluation

Data presentation

봐ns￦e화ng the (훌u購io월s，“C짧lclu혈onsand

proPosal홉 f엉r 힐t장tee펴‘0월< of the 훌IIvfrgtI효lent

Fig. 2. General S야leme of activation 없lalysis of 떠rp압tiel파at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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