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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동위원소 생산 및 융합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방사성동위원소는 (Radioisotope, RI) 전 세계적으로 의료, 산업, 농업 및 식품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암 등 질병을 선택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표적

치료제 개발과 같은 첨단연구 분야로 활용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세계 동위원소 시

장은 현재 연간 10% 이상 성장 중이며, 2020년경에 약 20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주요 동위원소 공급 연구로, 동위원소 생산시설의 부족 및 노후화가 심

화됨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사성동위

원소 생산 및 이용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본 단계에서의 연구는 크게 고비방사능 핵종 생산기술, 희귀질환 표적 진단 치

료용 표지화합물 제조기술, 멀티 방사성입자 궤적탐지기술 등과 같은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기술들을 개발한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사성동위원소의 안

정적 공급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생산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신기술 창출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고비방사능 핵종 생산기술 확보

가. 무담체 Ho-166 생산·응용기술 개발

  - 무담체 Ho-166 생산량 평가

  - 무담체 Ho-166 생산 시스템 제작(분리/정제 장비 개발) 및 Ho-166 생산

  - 난치성 질환 치료용 Dy/Ho-166 마이크로입자 제조 

나. 연구로 생산 방사성동위원소 생성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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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로 핵종 생성량 정밀 평가 기술 개발

  - Ti-grade2를 이용한 방사화 저감 캡슐 개발 및 밀봉장치 제작

다. 필수 및 희귀 연구핵종의 생산 및 이용기반 구축

  - 국내 연구용 원자로 이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성량 예측 프로그램 개발 

  - RI 이용자 대상 수요핵종 조사 및 하나로 예상 생성량 평가 

  - 기체 핵종(I-125)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적시스템 개선 

2. 의료·산업 응용기술 개발

가. 희귀질환 표적 진단·치료용 표지화합물 개발

  - 폐 전이암 표적 수용체 발굴 및 표적화 방사성 표지화합물 개발

  - 섬광근접측정법을 이용한 고효율 방사성 체외진단법 개발

  - 혈액종양의 표적 치료를 위한 방사성단백체 개발

나. Fe-57을 이용한 공명분석기술 개발

  - Fe-57 공명 분석기술을 이용한 바이오물질 분석으로 의약품 구조 및 적용 메카니즘 규

명 기술 개발

다. 멀티 방사성입자 궤적탐지기술 개발

  - 고속 멀티포트 MCA 개발

  - 실험실 규모의 수직 교반형 반응기 설계 및 제작

  - 개봉선원을 이용한 방사성입자 제작

  - 전산모사 및 실험을 통한 수직 교반형 반응기 내 방사성 입자 궤적 획득

Ⅳ. 연구개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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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비방사능 핵종 생산기술 확보

가. 무담체 Ho-166 생산·응용기술 개발

  Ho-166은 베타선(Eβmax=1.77 and 1.85 MeV, Iβ=48.7 and 50.0%%, T1/2=26.8h)

과 감마선(Eγ=81 keV, Iγ=6.7%)을 동시에 방출하는 핵종으로서 동시진단치료가 가능하여 

방사성의약품 개발에 있어 중요한 원소이다. 특히, 무담체 Ho-166의 생산은 타겟 표적 원

자에 중성자를 두 번 조사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련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목적을 위해 Dy-164의 표적에 이중중성자포획반응에 대한 수식을 정립하였으며 

Dy-166 및 Ho-166의 최대생산량, 최대생산량 조사시간을 평가하였다. 또한 중성자 조사시

간에 따른 각 동위원소 생산량을 평가할 수 있었다. 

  중성자조사 후 생성된 동위원소는 Dy-164, Dy-166 및 Ho-166이 혼재되어 순수한 

Ho-166을 얻기위한 분리정제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위원소 분리 정제 자동화 장치

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3시간이내 Ho-166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분리 

장치는 분리에 사용되는 용액을 재활용할 수 있어 방사성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중성중자 포획반응으로 생산된 Dy-166은 Ho-166의 어미핵종으로 Dy-166을 활용하

면 생체내발생기 역할의 방사성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Dy/Ho-166 마이크로

입자의 개발을 수행하였다. Dy/Ho-166 마이크로입자는 현재 간암 및 치료제로 활용되는 

Y-90 마이크로입자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이에 따른 기본 실험을 완료 하였다.

나. 연구로 생산 방사성동위원소 생성량 측정

  하나로 또는 향후 기장로 환경에서 생산하는 동위원소 생성량을 activation foil 및 

SAND-II code, MCNPX, CINDER’90 code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

하였다. Activation foil 및 SAND-II code를 이용하여, 동위원소 조사공의 중성자 

spectrum을 측정하고, 측정된 중성자 spectrum을 MCNPX의 선원 항으로 적용하여 조사

캡슐 및 표적 모델에 적용하여, self shielding이 고려된 표적내의 실제 spectrum을 계산

하게 된다. 표적내의 실제 spectrum 계산 값은 CINDER’90 code의 중성자 flux 입력으로 

적용하여 동위원소 생성량을 계산하게 된다. 

  열중성자 대비 고온열중성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환경에서는 기존 알루미늄의 캡슐은 
27Al(n,α)24Na에 의해 방사화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기장로와 같은 고온열중성자 비율이 

높은 환경에서는 기존 캡슐에 비해 방사화가 저감되는 캡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내부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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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을 티타늄 합금(Ti-grade2)으로 선정하고 CINDER’90 code를 통해 선량율을 평가하였

다. 기장로의 조사공 IR0에서 캡슐을 50일 조사 후 공기중에 노출하였을 때를 가정한 경우 

1m 거리의 선량율은 티타늄 합금 캡슐의 선량은 알루미늄 캡슐 선량 대비 조사 직후 

9.72E-3, 1.06시간 후 3.87E-2, 8.5시간 후 1.82E-1 수준으로 나타났다. 선량 평가 결과 

티타늄합금 캡슐은 단시간 cooling이 요구되는 경우 알루미늄용기에 비해 피폭 저감에 유

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성자 조사용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티타늄 용기에 표적을 삽입하

고 밀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 알루미늄용기는 냉간 압접을 하였으나 티타늄 용기는 

can seaming을 적용하였다. 티타늄 용기 밀봉은 일반적인 알루미늄 seaming에 비해 큰 

회전력과 압력이 필요하며, 내부 캡슐의 크기는 직경이 30mm로서 상용 seamer로 봉인할 

수 있는 최소 크기보다 작다. 따라서 상용 밀봉장치를 적용할 수 가 없기 때문에, 티타늄 

용기를 위한 전용 밀봉 장치를 제작하였다.

다. 필수 및 희귀 연구핵종의 생산 및 이용기반 구축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수요 예측을 위한 원자로 이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성량 예측 프로

그램 제작하였다. RI 생성 반응식을 기초로 국내 연구용원자로에 적용 가능한 반응 범위를 

설정하여 Code를 작성하고 LabVIEW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UI를 적용시켜 총 3개의 탭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수요핵종 D/B 구축을 위한 RI 이용자 대상 수요를 조사 하였다. RI를 활용하는 

의료기관, 비파괴 분야 등 산업체를 중심으로 설정된 이용기관 (총 97개 기관)을 대상으로 

KAERI에서 공급 중인 RI에 대한 만족도 및 하나로를 통해 공급받기를 원하는 핵종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I-125 등 6개 핵종에 대한 공급 수요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RI 수요에 대

한 D/B도 구축하였다. 수요조사 결과와 국가 정책과제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함께 분석하

고 여기에 KAERI가 보유한 기술 및 인프라 등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수요핵종 중 생산 필

요 핵종 4종을 (Lu-177, P-33, I-125, Cu-67) 도출하고, 도출된 핵종 중 Lu-177과 

Cu-67에 대한 하나로 생산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한 생산 가능용량 평가결과 도출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체 핵종(I-125)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적시스템을 개선 하였다. 원자로에서

의 생산성 확장이 가능하도록 기체상태 표적물질의 주입 및 회수가 용이한 I-125 표적시스

템을 설계하였다.

2. 의료·산업 응용기술 개발

가. 희귀질환 표적 진단·치료용 표지화합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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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치료제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희귀질환으로서 말기 폐전이암인 악성흉

수에 대한 표적화 기술을 연구하였다. 악성흉수 폐전이암에서 과발현되는 CD55 수용체를 

발굴하였으며, 환자 샘플을 이용하여 과발현 됨을 검증 하고, Lu-177이 표지된 chimeric 

항체를 개발 완료하였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의료적 진단에 활용하기 위하여 섬광근접

측정법을 이용한 고효율 방사성 체외진단법의 활용성을 검증 완료 하였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혈액종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단백체와의 서열선택적 결합

을 위한 킬레이터를 개발하였으며, 혈액종양에 대한 특이수용체로 알려진 CD-20을 선택적

으로 표적화할 수 있는 항체 치료제와의 킬레이터 결합 및 RI 표지 기술을 확립하였다. 또

한, 항체가 갖는 암 등 질환 조직으로의 침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표적능을 확인된 항체 

절편인 Fab에 선택적 접합이 가능한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을 도입하여 직접 Maleimide-킬

레이터 화합물을 접합하거나 이중특성(Bispecific) 형광체 화합물 접합 후 킬레이터를 선택

적으로 결합시킨 킬레이터 접합 Fab-type CD-20 표적 단백체를 확보하였다.

나. Fe-57을 이용한 공명분석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는 Co-57과 Fe-57간의 감마선 공명을 활용한 분광기를 이용하여 철분제 의

약품의 보관 변이등을 평가 하였으며, 보관 변이시 나타나는 Fe 전가가의 변이를 검증 평가

법을 개발하였다. 주요 실적은  뫼스바우어스펙트럼 산란 장치 구축,  철분제 변이 분석 및 

저온 거동 측정, 그리고 뫼스바우어 분광기 활용 대외 분석 서비스로 요약 할 수 있다.

다. 멀티 방사성입자 궤적탐지기술 개발

  방사성입자 궤적탐지기술은 감마선을 방출하는 입자를 추적자로 사용하여 유동 벡터장 등 

유체의 거동 특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인자들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매질 내 전 

영역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방사성입자가 매질 내 전 영역을 모두 지나가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 시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

여 서로 다른 감마선 에너지를 방출하는 두 개 이상의 선원을 기술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원 생성에 원자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는 독자적인 방법의 방사성입자 궤적탐지기술

을 개발하여 원자로의 보유여부, 가동주기, 부대시설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에 비해 보

다 범용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수의 검출기가 감마선 에너지를 구분하여 계측할 수 있는 멀티포트 MCA

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멀티포트 MCA는 20 msec마다 데이터를 획득하도록 하여 방사성 

입자 궤적의 시간 해상도를 최대 20 msec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사성입자 궤적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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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술을 수행할 검사 대상체인 수직 교반형 반응기는 실제 크기의 1/54에 해당하는 실험

실 규모로 재설계 및 제작되었다. 방사성입자 궤적탐지시스템의 구조는 전산모사 기반의 최

적화연구를 통하여 설계되었으며, 방사성 입자는 Ge-68/Ga-68 발생장치로부터 획득한 

Ga-68 선원을 폴리프로필렌 공에 주입하여 제조하였다. 방사성입자 궤적탐지기술 수행을 

통해 획득된 시간별 방사선 계측 값은 선형회귀법을 통해 궤적으로 재구성 되었으며, 이를 

통해 방사성 입자의 궤적을 확보할 수 있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고비방사능 핵종 생산기술 확보

가. 무담체 Ho-166 생산·응용기술 개발

  본 연구 개발은 동위원소 생산에 있어 포괄적 활용이 가능하다. 무담체 Ho-166 이외에

도 신규 무담체 동위원소(Lu-177, Tb-161 등)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여 나아가 신약 개발

에 있어 새로운 동위원소 접목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분리정제 자동화 시스템의 경우 

작업자의 피폭을 저감하는 기능으로 이를 응용하면 표지화합물 제조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

에 응용될 수 있다. 특히 Dy-166의 경우는 신개념 ‘생체 내 발생기(In vivo generator)’의 

역할을 하는 동위원소로 마이크로입자 외 나노화합물, 유무기 화합물에 적용하여 신개념 방

사성의약품 개발에 기여를 할 수 있다. Dy/Ho-166 마이크로입자의 경우는 현재 널리 사용

하는 Y-90 마이크로입자의 대체기술로서 방사색전술(Radioembolization)에 새로운 장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Dy 및 Ho은 다기능성(MRI contrasting agent 기능 + in vivo 분

광영상(cerenkov resonance energy tranfer 활용기술) + Ho-166의 치료 진단 기술) 방

사성의약품 개발에 있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 향후 동시진단치료(Theranostics)의 새로

운 장을 마련할 수 있다. 

나. 연구로 생산 방사성동위원소 생성량 측정

  노심데이터를 이용한 code계산을 바탕으로 3400개 핵종의 chain reaction을 이용한 생

성량 평가기술 확보하여 신규 핵종생산 및 분순물 핵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방사화 저

감 캡슐은 기존 알루미늄 캡슐 대비 4%~18% 수준의 선량 감소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 

반감기 핵종 생산에 활용가능하다. 기장로 같은 고속중성자 비율이 높은 환경에서의 생성량 

평가 및 동위원소 생산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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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수 및 희귀 연구핵종의 생산 및 이용기반 구축

  하나로 재가동에 따른 RI 생산체계 구축에 우선 활용하고, 향후 국가 RI 수급체계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기장로의 RI 생산/공급 체계 구축에도 기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체

계적인 RI 수급 시스템의 확보는 관련 활용 및 연구 분야의 다양화 및 활성화에도 크게 기

여가 가능할 것이다. 

2. 의료·산업 응용기술 개발

가. 희귀질환 표적 진단·치료용 표지화합물 개발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적절한 치료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을 말

하며, 난치성 질환에 포함된다. 질병 발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지식이 제한되어 가족과 사

회의 부담이 막대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 치료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

다.

  희귀질환의 경우, 질환의 희귀성으로 인해 시장을 통한 이익 환수 가능성이 낮다. 민간 

차원의 연구개발과 투자가 어려운 시장 실패의 영역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에서는 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 개발을 정부 주도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

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융합 치료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혈액암, 전이암 등의 난치성 암에 대한 진단·치료용 방사성표지화합물의 지적재산권 확보 

후, 신약 유효성 검증을 위한 타 연구사업 (RI platform 등)을 통한 신약화 연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사성표지화합물 기반 고속·고효율 체외 검사 기술은 방사성 신소재 연구

를 위한 타 연구사업(RI biomics)와 연계하여 진단 검사 키트화 연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나. Fe-57을 이용한 공명분석기술 개발

  본 연구를 통하여 선진국 독점의 뫼스바우어 분석기술을 신규 응용연구 분야로 활성화 할

수 있었다. 감마선공명을 활용한 바이오 적용 분석 신기술 개발로 동위원소활용 기초과학 

및 산업 발전에 기여가 가능할것이며,  의약품 및 화장품 등의 비파괴 검사 기술을 확립하

므로서 제약회사와 향후 Data Base(DB) 구축도 가능하여졌다. 철분제 비타민제 등의 

Ferritin, Ferric hydrous oxide 분석 등으로 신뢰도 높은 성분 표시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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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멀티 방사성입자 궤적탐지기술 개발

  본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된 결과는 공정 내 유동 분석을 통한 공정 설계 및 운영 최적화

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방사성입자 궤적탐지기술에 원자로 생산 선원인 Sc-46이 

사용되었던 반면에, 본 연구는 발생장치 기반의 Ga-68 선원을 이용한 기술 수행 방법을 확

보하여 원자로의 보유여부, 가동주기, 부대시설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

발하고 기술의 범용성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 수행 과정에서 개발된 고속 멀티포트 

MCA는 차후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로 기반으로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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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Radioisotope Production and Application Technology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n this study, we are aimed to develop the essential technologies for the 

development of radioisotope utilization technologies, such as high radionuclide 

production technology, radiopharmaceuticals to treat rare disease, and 

multi-radioactive particle trajectory detection technology. Finally, we will establish 

a mass production system to maintain stable supply of domestic radioisotopes, 

and impro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creation of new 

technologies using the produced radioisotopes.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Development of high radionuclide production technology

1.1. Development of non-carrier Ho-166 production and application technology

  - Evaluation of the yield of non-carrier Ho-166

  - Development of non-carrier Ho-166 production system (separation / ·

purification equipment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Ho-166

  - Manufacture of Dy / Ho-166 microparticles for the treatment of intractable 

diseases

1.2. Development of techniques for accurate calculation of radioisotope 

production in research reactor

  - Evaluation technique of radioisotope production in research reactor

  - Development of Ti-grade2 irradiation inner capsule with low activation and 

capsule seamer

1.3. Establishment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system for essential and rare 

nuclides

  - Development of radioisotope production prediction program for 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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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actor

  - Survey of demanded nuclides for radioisotope users and estimation of 

expected production

 - Improvement of target system to facilitate productivity of gaseous nuclide 

(I-125)

2. Development of medical and industrial application technology  

2.1. Development of a theranostic agent for rare disease

  - Development of a promising theranostic agent for pleural metastatic lung 

cancer

  - Development of effective diagnostic method using scintillation proximity 

measurement 

2.2. Development of resonance analysis technology using Fe-57

  - Development of technology to detect drug structure and mechanism using 

Fe-57 resonance analysis

2.3. Development of multi-radioactive particle trajectory detection technology

  - Development of high-speed multiport MCA

  - Design and manufacture of laboratory-scale vertical agitation type reactor

  - Production of radioactive particles using open source

  - Acquisition of radioactive particle trajectories in a vertical agitation type 

reactor through computer simulation and experiments

Ⅳ. Result of Project

1. Development of high radionuclide production technology

1.1. Development of non-carrier Ho-166 production and application technology

1.2. Development of techniques for accurate calculation of radioisotope 

production in research reactor

1.3. Establishment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system for essential and rare 

nuclides

2. Development of medical and industrial appl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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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Development of a theranostic agent for rare disease 

2.2. Development of resonance analysis technology using Fe-57

2.3. Development of multi-radioactive particle trajectory detection technology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1. Development of high radionuclide production technology

This study can be used in a comprehensive way. The technology can be 

applied not only in the non-carrier Ho-166 but also in other radioisotopes 

(Lu-177, Tb-161, etc.). The automation system can be applied to produce the 

labeled compound. Especially, Dy-166, a.k.a. 'In vivo generator',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ew concept radiopharmaceuticals by applying it to 

nanoparticles and organic compounds. Dy/Ho-166 microparticles can be an 

alternative to the widely used Y-90 microparticles. In addition, Dy and Ho are 

multifunctional theranostic agents (MRI contrasting agent function + in vivo 

spectral imaging technique) + Therapeutic and diagnostic technology of Ho-166).

2. Development of medical and industrial application technology  

It is possible to validate new theranostic agents after secur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radiolabeled compounds for intractable cancers such as blood 

cancer and metastatic cancer. In addition, high-speed and high-efficiency in vitro 

screening technology based on radioactive compounds can be used as a 

diagnostic test kits study in connection with other research projects (RI biomics) 

for radioactive new materials research.

In addition,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can be used to optimize 

process design and operation through in-process flow analysis. This study has 

secured the new method using generator-based Ga-68 source (Until now, Sc-46 

which is produced in nuclear reactor was used for radioactive particle trajectory 

detection technology). We have developed a unique technology that is not 

affected by the facilities, operation cycle, and the versatility. The high-speed 

multi-port MCA can be applied in various future studies and it will improve the 

accuracy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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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의 목적

  방사성동위원소는 (Radioisotope, RI) 전 세계적으로 의료, 산업, 농업 및 식품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암 등 질병을 선택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표적

치료제 개발과 같은 첨단연구 분야로 활용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세계 동위원소 시

장은 현재 연간 10% 이상 성장 중이며, 2020년경에 약 200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주요 동위원소 공급 연구로, 동위원소 생산시설의 부족 및 노후화가 심

화됨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사성동위

원소 생산 및 이용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기술은 종양 표지자 및 신약개발과 이의 검증 평가에 매우 유용한 

기술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분야의 발전으로 새로운 바이오마커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이를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화합물로 개발 시 체내 외 진단 및 치료

를 위한 방사성 신약으로의 개발이 용이하다. 이에 따라 원자로 생산 방사성동위원소와 생

명공학 및 타분야 기술을 접목하여 신규 방사성표지화합물 및 관련 융합기술의 개발이 요구

된다.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술은 시급성을 요하는 대량 생산품목 위주로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해외 선진기술인 치료용 RI 제조기술이나 의료 및 계측기용 선원 등에 대한 연구는 

우선순위에서 미뤄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해외 RT 선진국에서 이미 실용화 수준

까지 개발된 기술도 있고, 상용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수준의 기술도 있다. 더불어 국내 의

료·산업기술의 발전 및 규모 확대에 따라 RI 및 방사선 이용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국

가 경제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국내 대량 상용 RI 생산기술을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화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

인 치료용 및 계측용 밀봉선원 등 고부가 RI 생산기술 개발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분야이

다. 

  산업 분야에서는, 가동 중인 산업설비의 내부 구조물과 공정유체 진단을 위한 방사성동위

원소 표지 신물질을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이용하여 기존의 비파괴검사 기술시장과는 차별

된 신규 기술수요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공정진단 신기술의 연구개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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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본 단계에서의 연구는 크게 고비방사능 핵종 생산기술, 희귀질환 표적 진단 치

료용 표지화합물 제조기술, 멀티 방사성입자 궤적탐지기술 등과 같은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기술들을 개발한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사성동위원소의 안

정적 공급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생산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신기술 창출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방사성동위원소는 방사선 의학 및 산업의 기본물질인 동시에 ‘하나로’와 같은 거대 연구시

설 없이는 제조가 불가능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소재이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민 의료 서

비스 증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물질이다. 국내 및 전 세계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수요의 

지속적 증가 및 적용분야가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는 상항에서 국가 차원의 RI 생산 및 이용

기술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1. 기술적 측면

  원자로 생산 방사성동위원소는 국내 유일의 연구로인 하나로에서 생산되며 사용빈도가 높

은 핵종 위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치료용 RI 제조기술과 치료용방사성의약품 개발과 

관련하여 일부 선진국가에서는 상업화 수준의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도 하나로

를 이용한 치료용 동위원소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주기적 생산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명확한 품질관리기준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 보다는 한 분야에 장기적 투자와 생산시설의 

공간적 여유 확보 및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제도의 개선 등으로 해결 가능하다.

 근 미래에는 부산시 기장군에 동위원소 생산 전용로와 관련 RI 인프라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관련연구자들은 RI 관련 협업연구의 중요성으로 ‘국가 동위원소프로그램(안)’을 만들어 

국가 RI의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원료로 활용되는 의료용 방사성동위

원소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 확보 및 품질보증 체계 도입에 대한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 분야는 기존에는 해외 선진연구를 추격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

며, 국제적 변화에 맞는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가 동위원소프

로그램’을 지탱하며 향후 10년 20년을 대비한 관련 RI 개발 등 기술 선도를 해야 될 것이

라고 사료된다. 하나로에 맞는 RI 생산 평가, 생체내발생기(In vivo generator)동위원소 개

발, Dy/Ho 마이크로입자 개발, 질환 표적 방사성표지화합물, 산업공정 진단용 방사성추적

자 등, 연구기획은 미래들 대비하며 국가 경쟁력을 갖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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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산업적 측면

  지난 10년 동안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하는 암 치료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세계 핵의학 치료시장을 살펴보면 2014년에 약 7.6억 달러정도이며 2020년

에는 11억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시장 성장 요인으로는 인류의 암 발병증가와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 기존 암 치료 부작용에 대비 높은 가용성과 낮은 부장

용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방사성핵종치료요법 (radionuclide therapy, RNT)에 사용되는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은 

크게 알파 방출체, 베타 방출체, 근접치료원으로 세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알파방출체

는 Ac-225/Bi-213, U-230/Th-226, Th-227/Ra-223, Pb-212/Bi-212, 

At-211/Tb-149와 같은 알파 방출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암과 감염성 질병 치료에 적용하고

자 하는 많은 시도가 있다. 현재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에 주로 사용되는 베타 방출체로, 

I-131, Y-90, Sm-153, Lu-177 등의 방사성핵종이 종양 치료에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

다. 이렇게 핵의학 치료 시장은 여러 목적에 맞게 동위원소를 사용하여 새로운 치료용 방사

성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새로운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개발을 통한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새롭게 주목받는 분야는 표적치료분야, 동시 진단치료요법, 알파핵종 이용 치료 등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암을 치료하고 있다. 특히 ‘생체 내 발생기(에너지가 낮은 

어미 핵종)’ 핵종의 경우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활용에 접목하고 있

는 중이다. 생체 내 발생기는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며 질환이나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 향후 치료용 시장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된다. Dy-166/Ho-166은 대표적 생체내발생기 핵종으로 1990년대 해외에서 연구가 되었

지만 의약품개발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으며, MRI agents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핵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틈새연구를 수행하고 발전시

켜 기술선도를 하고자 하며 나아가 국가 경쟁력 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3. 사회 문화적 측면

  방사성동위원소 및 관련기술의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암과 같은 난치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효과적이며 특히 외과적 수술 없이 질병의 진

단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들어 국내에서는 대체 의약품이 없

는 소아암치료제인 I-131 mIBG의 공급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방사성

동위원소의 의료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진되고 있다. 산업분야에서는 안정성 및 제



- 30 -

품의 품질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공학 및 첨단기술 연구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사용되고 있다. 2010년 중반에 이르러서는 달탐사연구에 방사성동위원소의 중요

성이 새로 부각되어 있어 방사성동위원소의 중요성과 관련한 국민의 이해와 수용성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의 개발과 의학적 이용, 산업적 활용

도 증진, 학술적 연구를 위한 동위원소의 개발 등 방사성동위원소 관련연구에 전방위적 연

계를 맺고 있어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전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고비방사능 핵종 생산기술 확보

가. 무담체 Ho-166 생산·응용기술 개발

  - 무담체 Ho-166 생산량 평가 및 무담체 Ho-166 생산

  - 무담체 Ho-166 생산 시스템 제작(분리/정제 장비 개발)

  - 난치성 질환 치료용 Dy/Ho-166 마이크로입자 제조

나. 연구로 생산 방사성동위원소 생성량 측정

  - 연구로 핵종 생성량 정밀 평가 기술 개발

  - 고온 열중성자 비율이 높은 연구로에서 활용 가능한 방사화 저감캡슐 개발

다. 필수 및 희귀 연구핵종의 생산 및 이용기반 구축

  - 국내 연구용 원자로 이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성량 예측 프로그램 개발 

  - RI 이용자 대상 수요핵종 조사 및 하나로 예상 생성량 평가 

  - 기체 핵종(I-125)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적시스템 개선

2. 의료·산업 응용기술 개발

가. 희귀질환 표적 진단·치료용 표지화합물 개발

-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전이암 표적 방사성표지화합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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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방사성 바이오마커 유도체 확보

  · 전이암 대상 전임상용 방사성표지화합물 확보

- 종양 표지자를 이용한 고속·고효율 방사성 체외진단 검사기술 개발

  · 방사성표지화합물 종류에 따른 체외진단 검사법 (2종 이상) 개발

- 혈액종양의 표적 치료를 위한 방사성단백체 개발

  · 진단/치료용 RI 표지용 신규 킬레이터 (4건) 개발 

  · CD20 표적화 효율이 검증된 킬레이터-단백체 접합체 (2건 이상) 개발 

나. Fe-57을 이용한 공명분석기술 개발

- 철분제의 Fe상이 가지는 초미세구조확인을 위하여 자성특성이 살아있는 절대온도에 근접

한 영역에서의 측정으로 고유의 전가가 및 전기 사중극자 값을 분석

- 바이오분자 표준물질(상용)의 초미세자기장, 전기사중극자 및 이성질체값등의 측정으로 바

이오분자 표준 값 구축으로 바이오분석 기반 확보

다. 멀티 방사성입자 궤적탐지기술 개발

  - 고속 멀티포트 MCA 개발

  - 실험실 규모의 수직 교반형 반응기 설계 및 제작

  - 개봉선원을 이용한 방사성입자 제작

  - 전산모사 및 실험을 통한 수직 교반형 반응기 내 방사성 입자 궤적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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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해외 기술개발 현황

  1989년 Mausner가 표적 항체에 표지된 긴 반감기를 갖는 모핵종이 짧은 반감기를 갖는 

딸핵종으로 붕괴되는 것을 언급하며 처음 in vivo generator의 개념 및 용어가 보고되었

다. 이러한 개념은 높은 에너지를 갖는 방사성 핵종이 반감기가 짧아 표적 부위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기존 방사성 치료에서 물리적 한계의 극복을 기대할 수 있게 하였으며, 

붕괴 후 일어나는 모핵종과 딸핵종의 생화학적 작용 변화를 통해 진단 및 치료에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1971년 Jones와 Matthews는 모핵종인 81Rb+(t1/2=4.3 h)이 K+와 유사한 화학적 성

질을 가지고 있어 세포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는데 비해 붕괴 후 생성된 딸핵종 

81mKr(t1/2=13 s)는 세포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혈액을 통해 이동하게 되며 이러한 

81Rb/81mKr in vivo generator system을 통해 조직관류를 확인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

다. 또한 1999년 Lubberink 및 Calonder는 52Fe/52mMn in vivo generator system을 

이용해 생물학적 Fe의 위치를 추적하여 질병 진단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Zn의 추적을 위한 62Zn/62Cu system도 2014년 보고된 바 있다. 이 외에도 긴 반감기를 

갖는 225Ac, 227Th 와 223Ra 등의 모핵종이 높은 LET를 갖고 알파선과 베타선을 방출

하는 221Fr, 217At, 219Ra, 215Po, 211Pb, 211Bi, 207Tl 와 같은 딸핵종으로 붕괴되어 

질병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특히 1994년 Ekaterina에 의해 처음 발표된 166Dy/166Ho in vivo system은 다른 in 

vivo generator 핵종들과 달리 모핵종 Dy와 딸핵종 Ho이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

어 붕괴 후에도 생화학적 성질이 유지되어 다른 조직으로의 이행 없이 표적 부위에서의 효

율적인 방사 치료가 가능하다. 

   Dy, Ho과 같은 희토원소(rare earth elements)는 독특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의해 

영구자석, 초전도체, 형광재료와 같이 석유화학, 광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

며, 생물학적 효과로서 체내 수분조절, 세포분열 촉진, 영양원소 흡수 및 물질대사 활성화 

등의 기능이 있는 저독성 물질이다. 또한 희토원소는 간 기능을 강화시키고 보호하는 효과

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된 바 있다. (특허번호 10-2008-0103714 / Acta Biochimica 

Polonica.; 2000; 47; 1107-1114) 최근에는 악성종양의 간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90Y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물질로써 166Ho이 주목받으며 166Ho이 포함된 마이크로입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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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중성자 방사화에 의한 핵종 생성량 평가 code는 미국의 Los Alamos 연구소, Sandia 

국립연구소 등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연구로를 활용하는 각 기관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들 

code를 활용하고 있다. Activation foil 및 SAND II code의 경우 reactor dosimetry 

그룹 중심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SAND II code는 NAA를 위한 조사공의 중성자 

spectrum 측정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그룹에서는 CINDER’90 code와 연계

하여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기술로 활용하고 있다.

   동위원소 생산 분야에서 유럽의 경우 유럽핵의학회(EANM)에서 RI 요구에 대한 수요조

사를 통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유럽 내 각국의 원자로에서 RI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응용분야의 해외 기술개발 현황이다.

   뫼스비우어분광장치는 2009년 NSAC isotope subcommittee 보고서에 직접적 경제이

윤은 발생하지 않으나 국가차원으로 반드시 개발되어야하는 기술로 명시되었으며, 유·무기 

분자분석, 의약품 분석 및 단백질 Mis-folding의한 질병(Alzheimer, Parkinson 등)의 동

적 메카니즘 연구에 활용 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화학공정 설계 및 구조 변경을 위한 동력학적 연구 분야에 방사성입자 추적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분체공정 개발에 활용, 인도의 경우 세계 최초로 

파일럿 규모의 실험장치를 대상으로 공정유체의 동력학적 특성을 성공적으로 도출하였으

며,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들도 선진기술을 벤치마킹하여 연구개발 중이다. 하지만 원자

로에서 생산되는 Sc-46 선원만을 사용하여 방사성입자 추적기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수행을 위한 원자로 보유가 필수적이다. 

제2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Ho-166 개발과 관련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1990년 초반에 Ho-165의 중성자 조

사를 통해 Ho-166의 생산을 하였다. Ho-166을 이용한 대표적 연구개발 성과로는 우리나

라 신약 제 3호인 밀리칸쥬가 있다. 밀리칸주는 Ho-165 표적에 중성자 조사를 통해 생성

된 Ho-166과 천연 고분자 물질인 키토산을 결합시킨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이다.

  그 밖에 란탄족 동위원소 개발은 2000년 후반에 Lu-176 표적에 중성자 조사를 통한 

Lu-177 생산을 수행하였으며, 2010년 경에는 무담체 Lu-177 생산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가 있다.

  그리고 기장연구로 건설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신개념 치료기술개발 플랫폼 사업 등의 

진행으로 RI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발전적인 기반이 조성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 및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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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입자 이용 궤적탐지기술에 대한 방사성입자 제조기술, 입자위치 복원 알고리즘, 몬

테칼로 전산모사를 이용한 계측시스템 최적화 연구 등을 통하여 기반기술을 확보한 상태이

다. 하지만 해외와 마찬가지로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Sc-46 선원을 이용한 기술만이 수행되

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술 수행 가능시기가 원자로와 동위원소 생산시설의 가동주기에 크

게 영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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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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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고비방사능 핵종 생산기술 확보

1. 무담체 Ho-166 생산·응용기술 개발

(1) 무담체 Ho-166 생산량 평가

166Ho 생산 반응은 Ho-165 표적을 이용한 중성자 포획 생산(직접생산법)과 Dy-164 

표적을 이용한 이중 포획 생산(간접생산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165Ho에 중성자를 조

사하여 166Ho을 생산하는 방법은 165Ho와 혼재된 상태로 낮은 비방사능(specific 

activity)을 갖으며 또한 부반응으로 166mHo(T1/2 = 1.2 x 103 y)이 생성되어 의학

적 이용평가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중중성자 포획반응을 통한 166Ho을 생산에는 

혼재되어 있는 동위원소의 분리과정이 필요하며 대부분이 164Dy이고 미량의 166Dy가 

존재하게 되며 166Dy의 베타붕괴로 166Ho이 생성되는 반응을 거친다. 이때 생성되는 

166Ho은 Dy과 원자번호 1차이밖에 나지 않으며 화학적으로 유사성이 커서 분리가 어

려운점이 문제점이 있지만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통하여 분리가 가능하다. 

- Ho-165 표적을 이용한 중성자 포획 생산법 : 165Ho + n → 166Ho + 

166mHo(미량)

- Dy-164 표적을 이용한 이중 포획 생산법 : 164Dy +2n → 166Dy → 166Ho + 

β-

간접 생산법에 의한 166Ho 생성 반응도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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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중포획반응을 통한 166Ho의 생성 반응

위와 같은 천이도는 제어이론(control theory)에서 활용되는 블록선도와 같은 형태이며, 

상태 방정식(state equation 또는 state space equation) 해법을 이용하여 풀 수 있

다.(Katsuhiko 1999) 상태변수에 의한 표기법은 다음 식1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X는 

상태 변수 x1, x2, x3, x4.. xn등으로 구성된 상태 벡터(state vector), A는 n×n의 

정방행렬인 상태 방정식(state matrix), B는 U는 입력 벡터로 표기가 될 수 있다. 

 식 1 :      (B 와 U 값 0)

              식 2: 

 

Nuclide state variable remark
164Dy x1(t)

number of 
atoms

165mDy x2(t)
165Dy x3(t)
166Dy x4(t)
166Ho x5(t)
165Ho x6(t)

표 1. 상태 벡터의 정의

이때 방사성 핵종의 천이, 중성자 핵반응, 중성자 이중 포획반응과 같은 방사성동위원소

의 외부 유입이 없을 경우 BU 값은 0가 되며 이를 상태 행렬 전체로 표시하면 다음 식 

3으로 표기할 수 있다.

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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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의 상태 방정식의 해는 식 4와 같이 표시되며 여기서 X(0)는 상태벡터의 초기 값 

 는 행렬지수이며 행렬지수의 정의는 식 5와 같이 표기할 수 있다.

              식 4 :        

              식 5 :     

   


    

행렬지수의 정의는 식 5와 같으며 다수의 행렬연산과 factorial연산을 포함하므로 상태

방정식은 행렬지수 함수를 제공하는 matlab, LaBVIEW 등의 상용 수학연산 프로그램

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이때 파라메터는 다음과 같다. 

Symbo

l
value description

φ
1.072E14 

n/㎠ • s

Maximum thermal neutron flux of 

IP5


1) 1,697b

Thermal cross section of 

164Dy(n,γ)165mDy


1) 1,063b

Thermal cross section of 

164Dy(n,γ)165Dy


1) 2,000b

Thermal cross section of 

165mDy(n,γ)166Dy


1) 3,134b

Thermal cross section of 

165Dy(n,γ)166Dy


2) 15.13 Thermal cross section of 166Dy


2) 48.95 Thermal cross section of 166Ho


2) 58.1b

Thermal cross section of 

165Ho(n,γ)166Ho


1) 9.242E-3

Decay constant of 165mDy 

(Th=1.25m)


1) 8.26356E-5 Decay constant of 165Dy (Th=2.33h)


1) 2.3596E-6 Decay constant of 166Dy (Th=3.40d)


1) 7.18168E-6 Decay constant of 166Ho (Th=26.81h)

표 2. 핵반응 데이타

1)De Crte et al. 1997, 2)B. Pritychenko and S.F. Mughabghab 2013

LaBVIEW를 이용하여 초기 값을 x1(0)= 3.10186E20, x2(0)= x3(0)= x4(0)= x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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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6(0)=0로 설정하였을 때 각 원소의 조사시간에 따른 생산량 평가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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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각 원소의 조사 시간에 따른 생산량 평가

이때 166Ho의 생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성자 조사시간을 166Dy의 농도가 최대

가 되는 시간으로 설정하여야한다. 그림 D를 보면 중성자 조사시간에 따라 166Dy의 

원자수가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가 됨을 알 수 있어 이중 포획반응에서 최적의 

조사시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최적의 조사시간은 중성자 플럭스에 의존하며 IP 5 

조사공(1.07E14 n/㎠ s)에서의 166Dy의 원자수가 최대가 되는 시간은 중성자 조사 시

작 후 283시간이 되는 때임. 이에 해당하는 각 동위원소의 생성량은 아래 표 3 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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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 Atoms#
164Dy 2.36855E+20

165mDy 4.65357E+15
165Dy 8.33179E+17
166Dy 1.32651E+17
166Ho 1.04665E+17
165Ho 8.16714E+19

표 3. 조사 후 각 동위원소의 생성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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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ld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한 Dy와 Ho 분리 기술

Dy 및 Ho과 같은 이운한 란탄족은 이온상태가 같은 상태인 +3이며 원자번호가 1 차

이 밖에 없어 분리/정제가 수월하지 않다. 란탄족의 크로마토그래피 분리시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은 양이온교환수지 (Cation exchange resin)와 이온쌍 크로마토그래피

(Ion-pair chromatography)를 사용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온교환수지를 활용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이온교환수지는 Dowex 50(200~ 400 mesh, 35~74 μm), 

AG 50W-X12(53~106 μm)를 이용하나 란탄족 분리 크로마토그래피에 있어서 수지의 

입자크기가 커서 분리 단(plate)이 높아 이온성질이 비슷한 이웃 란탄족 분리에 적합하

지 않다. 이에 충분한 란탄족 분리가 가능한 입자의 크기가 9~10 μm인 양이온교환수

지 Benson- OA를 선택하였다. BP-OA는 양이온교환수지의 반대이온(Counter ion)이 

H+ 형태로 분리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이온을 NH4+ 으로 치환하였다. 

  

그림 3. 양이온 교환 수지의 치환 반응

9~10 μm의 resin을 이용한 란탄의 분리시 내부압력이 2,000 psi이상이 걸리게 되어 

내부압력을 견디는 pump의 사용이 요구된다. 또한 주입부의 경우 별도의 injector를 

활용하여 시료를 주입하였다. 펌프의 구성 사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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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안정 동위원소 Dy/Ho 분리용 LC 시스템 

     

LC 분리를 위한 준비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3 mg Dy과 2 mg Ho이 포함된 0.1 

M HCl 용액 0.5 ml의 Sample을 준비하였으며 용리액으로는 NH4OH로 pH 4.2를 

맞춘 0.1 M HIBA (Hydroisobutric Acid) 제조한 후 30 분간 초음파 분위기로 잔여 

산소 등을 제거하였다. 

LC 펌프를 이용하여 0.1M HIBA용액을 0.8 ml/min의 속도로 1시간 동안 주입하면서 

컬럼 내부를 0.1 M HIBA용액 분위기로 맞춰주었다. 이때 컬럼의 내부압력은 

1,400~1,500 psi이었다. 앞서 제조한 시료를 주입하여 분리를 수행하였다. 분취기

(Fraction collector)의 일회 분취용량은 8 ml이며 이때 소요되는 시간은 각 10분이었

다.  

분취된 용액의 금속이온확인은 원자흡광분광광도계(AA-7000, 동일시마즈)로 수행하였

다. AA를 이용하여 Dy과 Ho의 흡수파장을 확인한 결과 각각 421.07 nm, 410.46 

nm로 나타났다. 이는 각 원소간의 흡광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조작없이 분

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Dy 및 Ho의 각 농도별 검정곡선 확인 결과 r 

값은 각각 0.9993 및 0.9989임을 보였다. 앞서 분획한 분취액에 5ml의 증류수를 첨가

하여 총 부피를 13 ml 정도로 맞추어 각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 Flame mode를 

활용한 AA 측정시 필요한 부피는  5ml 정도로 Ho분석과 Dy 분석을 개별로 시행하므

로 총 10 ml 가 필요)     

Dy 과 Ho의 분리결과 앞서 언급한 용출 순서가 Ho이 먼저 나오며 뒤에 Dy이 뒤따라 

나옴을 알 수 있었다. Ho은 약 95~135분에 걸쳐서 Dy의 경우 165~215분 정도에 걸

쳐서 용출되었으며 총 분리시간은 4 시간정도 소요되었다. 제조한 컬럼 시스템에서의 

Dy과 Ho의 분리능(Rs)을 확인한 결과 1.27로 나타났으며 이로서 두 물질의 간섭이 없

이 분리됨을 알 수 있었다. 

   (분리능 Rs WA WB

tRB  tR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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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안정 동위원소 Dy/Ho의 분리 크로마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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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t 화합물 (166Dy, 165Dy, 166Ho) 분리/정제 시스템 구축

앞선 cold 수행한 실험을 통한 분리 회수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Hot cell 내에서 방사성동위원소와 표적원소의 분리를 수행가능한 자동화 장비

- 양이온교환수지의 입자크기가 9~10 μm정도로 고압(1500 psi 이상) 작동 분리

장비

- 고가의 표적물질(고농축 Dy-164)을 회수하여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반

- 사용된 LC 용리액는 500 ml~1000 ml로 이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방사성폐기

물로 분류되어 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이 존재 →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용매 재활

용 필요

- 언급한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이를 토대로한 시스템의 개략도는 다음과 같다. 중성자 조사가 끝난 Dy/Ho 혼합물을 

녹여 1 ml 미만의 용액으로 제조한 후 주사기펌프를 이용하여 스위칭밸브의 루프에 주

입한다. 스위칭밸브를 전환시켜 컬럼으로 이송한 후 분리를 진행한다. 방사능 검출기로 

확인되는 각 원소의 peak에 따라 선택밸브가 자동으로 전환되어 각각의 원소를 얻게 

된다. 

그림 6. 무담체 Ho-166 분리 및 표적회수 흐름도

방사능 검출기에 수집된 크로마토그램 peak에 따라 선택밸브의 위치가 전환되도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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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되도록 구성하였다. 핵종분리를 위해 각 피크의 구분은 높이문턱값(Threshold) 혹은 

기울기(Slope)에 따라 선택밸브가 전환되도록 하였으며 방사능검출기에서 확인된 값과 

실제 tubing을 이용한 이송통로차에 따른 Dead volume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시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작동 순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 7. 크로마토그램에 따른 선택 밸브의 위치 변환

  1. 첫 번째 peak가 생성되기 전의 용매는 선택밸브의 A로 전환되어 용매 재활용

  2. 첫 번째 peak가 감지될 경우 선택밸브가 자동으로 B로 전환되어 농축 컬럼으

로 이동시킴. 농축 컬럼에 모아진 핵종은 추후 필요에 따라 적은 양의 강산으로 

용출시킬 수 있음 

  3. 사전에 설정된 값(threshold and/or slope) 이하에 해당되는 두 peak 사이의 

용액은 C로 전환되어 방사성 폐수로 분류 처리

  4. 두 번째 peak가 감지되면 D로 전환되어 표적 농축 컬럼에 저장 

  5. E 스위치로의 전환은 농축 컬럼까지 분획된 후의 용매 재활용

  6. 그 밖의 표적농축의 컬럼이 반감기가 긴 어미핵종의 경우 동위원소 발생기로서 

가치가 있으며 이는 표적 농축컬럼을 동위원소 발생기의 메인 컬럼으로 장착시켜 

2~3회에 걸쳐 딸핵종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

RI 분리/ 표적 회수 시스템 구성은 작업자의 피폭영향과 방사능에 의한 기기 영향을 최

소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고려한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3부분으로 구성하였

다(펌프/제어, 밸브/농축, 분리/검출기). 펌프부는 핫셀 혹은 차폐벽 외부에 컴퓨터와 같

이 설치되며 주로 작동 조작과 용매 보충이 편하도록 구성되었다. 밸부/농축부는 스위칭

밸브(주입밸브), 선택밸브, 농축컬럼, 3방향밸브, 연동펌프로 구성되며 후면에 메인보드

(control board)가 배치되게 구성하였다. 보드와 같은 전장을 보호하기 위해 아크릴(β

선 차폐)과 납(γ선 차폐)을 두어 방사능 영향을 최소화하도록하였다. 분리/검출기부분은 

방사성동위원소를 분리하는 과정(3시간 이상 소요)에 주변 메인보드와 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따로 배치하였으며 검출기와 분리부 사이에 차폐를 위한 공간 마련하여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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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작 방지하도록 구성하였다. 아래 그림은 Dy/Ho-166을 분리를 위한 장비의 완성모

습이다. 

그림 8. Dy/Ho 분리정제 시스템 및 구성

자동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언어는 Lab view 2014를 이용하였다. 프로그램구성은 

Detector/counter 제어를 위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및 핵종정제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제작되었다. 분리시스템모습을 그대로 화면구성하여 실제 작업자의 Dy/Ho의 분획작업 

수행에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화면은 Auto Test Sequence, User Manual 

control, Sequence Editor, Counter Chracteristics Curve 총 4화면으로 구성하였

다. 

Auto Test Sequence User control manual

Sequence Editor Counter Characteristics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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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분리 자동화 프로그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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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y/Ho 마이크로입자 제조 기술 ①-선 담지 후 중성자 조사용

선 담지 기술을 이용하여 Dy 마이크로입자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Dy과 PLLA간의 물성

(비극성)을 비슷하게 만들어야 한다. Dy3+ 이온을 극성물질로 이를 표면개질이 필요하

며 이를 해결하기위해 Acetylacetone으로 complex를 만들었다. 그 후 solvent 

evaporation을 이용한 O/W 유화 중합을 통해 Dy-Poly-L-Lactide(PLLA) 고분자 복

합체를 제조하였다. 유화 중합에의한 마이크로입자의 제조는 다음과 같다. 

- 유화 중합 진행 순서 및 기본 원리 -

그림 10. 유화 중합 진행 원리 및 장치

   유화 중합을 통한 마이크로입자 제조의 원리는 Dy와 PLLA가 녹아있는 분

산상(chloroform)이 유화제인 PVA에 의해 연속상에 침투되어 마이셀

(micelle)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진행되는 반응에 의한 것이다.

마이셀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의해 입자가 형성되고, 일정 크기 이상이 

된 입자는 단독으로 입자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입자에 흡수되며 입자 크기

가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입자 형성 반응의 용이한 진행을 위해 기포 발생

기를 이용하여 반응기 내 기포를 주입하였다. 

유화 중합 장치를 통해 Dy-PLLA 마이크로입자 (Dy-PLLA-MS)을 제조하기에 앞서 

Dy3+이온을 비극성화하기 위해 acetylacetone으로 표면 개질된 Dysprosium 

acetylacetonate (Dy-ACAC)을 합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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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합성된 Dy-AcAc의 현미경 이미지

(가)

(나)

(다)

그림 12. 합성된 Dy-ACAC의 구조 분석 데이타

(가) 합성된 Dy-ACAC의 FT-IR spectroscopy, (나) 합성된 Dy-ACAC의 NMR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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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성된 Dy-ACAC의 MALDI-TOF 결과 및 예상 구조

합성된 Dy-ACAC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IR, NMR, Mass를 이용하였다.  FT-IR 

(KBr disk method) 측정 수행 결과 1604.48, 1519.63 cm-1에서 C=O, 1392.35 

cm-1 에서 CH3 등 acetylacetonate로 표면 개질 된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420.41 

cm-1에서 보이는 Dy-O vibration peak를 통해 Dy3+이온과 acetylacetone의 결합

을 확인하였다. NMR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Dy-ACAC는 acetylacetone의 NMR 

peak와 유사하여 확연한 complex 결합의 확인이 어려웠다. 단, Dy3+이온과 결합하지 

않은 oxygen의 전자밀도 차이가 발생하여 chemical shift가 일어나게 된다. 1.26 

ppm에서 보이는 single peak를 통해 Dy-acetylacetone complex 존재를 확인하였

다. 또한 MALDI-TOF를 이용하여 분자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Dy-AcAc는 4 개의 

peak 그룹으로 나눠지며 각 그룹의 분자량 변화를 추적하여 계산함으로써 3 개의 

Dy3+ 이온에 7 개의 acetylacetone이 결합하고 2 개의 H2O를 포함하고 있는 구조임

을 예상하였다.

합성된 Dy-ACAC를 PLLA와 첨가하여 유화중합장치를 통해 마이크로입자를 제조하였

다. 사용된 PLLA의 양을 1.5g으로 고정시킨 후 Dy-AcAc의 양을 변화시켜 Dy- 마이

크로입자의 제조 과정 비교하였다.

순번 PLLA Dy-AcAc

1 1.5g 1g

2 1.5g 0.1g

3 1.5g 0.05g

표 4. 마이크로입자 제조의 Dy-AcAc 반응량

합성 순번 1, 2, 3에 따라 chloroform 37 ml에 PLLA 1.5g과 각 조건에 해당하는 

Dy-AcAc을 녹인 후  2 % 농도의  PVA 연속상 200 ml에 첨가하여 437 rpm으로 87 

시간 동안 교반하여 Dy-PLLA-MS을 제조하였다. 합성된 마이크로입자의 세척은 연속적

으로 DW 35ml로 3회, 0.1M HCl 35ml로 3회, DW 35ml로 3회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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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제조된 Dy-PLLA-MS(순번1)의 현미경(상) 및 SEM 이미지(하)

전자주사현미경(SEM)을 통해 제조된 Dy-PLLA-MS①의 표면을 관찰한 결과 전체적으

로 원형이 일그러지고 눌려진 듯한 형태로 타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며 상대적으

로 크기가 균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표면은 매우 심하게 굴곡이 진 상태로 확

인되는데 이러한 형태는 PLLA 말단의 COO(H), -O(H)의 음전하와 Dy-ACAC가 띄

는 양전하의 결합 세기가 PLLA 단독 중합의 경우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합성 순번 2의 현미경 이미지는 마이크로입자가 평균 37.9 μm 크기를 갖는 원형 형

태의 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전자주사현미경(SEM)을 통해 제조된 Dy-PLLA-MS②의 

표면을 관찰한 결과 Dy-PLLA-MS①과 유사한 굴곡이 진 상태의 표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굴곡진 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아 Dy-ACAC의 양이 증가할수록 마이크로입자 형성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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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제조된 Dy-PLLA-MS(순번2)의 현미경(상) 및 SEM 이미지(하)

합성 순번 3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미경 이미지를 통해 PLLA 단독 마이크로입자

와 유사한 매끈한 표면을 갖고 평균 20 μm의 입자크기가 제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SEM-EDX를 통해 Dy-PLLA-MS③ 표면에 소량의 Dy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SEM 이미지를 통해 대부분 깨끗한 표면의 마이크로입자가 형성되고 드물게 표면이 

거친 마이크로입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마이크로입자의 제조 과정 중 

Dy3+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첨가 되어 중합에 방해를 받은 경우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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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제조된 Dy-PLLA-MS(순번3)의 현미경(상),SEM 이미지(중) 및 EDX(하) 결과

중합 속도 변화에 따른 입자크기의 변화를 아래 표 5에 나타내었다. 

Sample
사용한

PLLA

사용한

Dy-AcAc
PVA 농도

중합 반응 

속도

평균 입자 

크기

4 1.5g 0.05g 1.3% 500 rpm 20 μm

5 1.5g 0.05g 1.3% 400 rpm 27μ m

6 1.5g 0.05g 1.3% 300 rpm 28 μm

표 5. 중합 속도 변화에 따른 입자 크기 차이

중합 반응 속도가 느려질수록 (500rpm->300rpm) 유화제에 의한 입자 분리가 천천

히 발생하고 입자 흡수 및 크기 성장이 활발하게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느린 교반 속

도 반응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반 속도 500, 400 rpm을 

통해 깨끗한 표면을 가진 마이크로입자 입자가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며 균일한 크

기로 형성되지만, 교반 속도 300 rpm을 통해 형성된 입자는 상대적으로 표면이 거친 

입자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입자 크기들의 균일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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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교반 속도에 따라 형성된 입자의 현미경 이미지

Dy 함유량의 계산은 Dy-AcAc의 구조를 Dy3(AcAc)7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Dy 함유량을 계산하였으며 이에 대한 예상 Dy양은 다음과 같다. 

  

Sample
사용한

PLLA

사용한

Dy-AcAc

예상 구조식(Dy3AcAc7)을

 고려한 Dy 함유량 계산

1 1.5g 1g 165mg/1g 마이크로입자

2 1.5g 0.1g 16.5mg/1g 마이크로입자

3 1.5g 0.05g 8.25mg/1g 마이크로입자

표 6. Dy-AcAc 반응량에 따른 1g 마이크로입자의 Dy 함유량 

실측 함량을 측정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구비된  ICP- AES (GBC사, Integra XL)

를 이용하였다. ICP-AES 결과와 이를 통해 계산한 마이크로입자 단위질량(g)당 Dy 

함유량을 아래 표 7에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값은 각각 58mg/g, 4.6mg/g, 3.4mg/g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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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취한량 용액 Dy 농도 Dy 함유량

1 10mg 10ml 580ppmm 58mg/1g 

2 10mg 10ml 4.6ppm 4.6mg/1g

3 10mg 10ml 3.4ppm 3.4mg/1g

표 7. ICP 측정 결과를 통한 Dy 농도 및 1g 마이크로입자 의 Dy 함유량

    이중중성자 포획반응 후 Dy-166의 생성량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각 마이크로입자 

1g당 함유하는 Dy을 가지고 이중중성자 포획반응을 계산한 결과로 입자의 크기와 모

양이 일정한 순번 3의 경우 최적조사 시간 시 277mCi가 예상되었다. 

 

Sampl

e

순번

마이크로입자

내 Dy 함유량

1일 조사 후

Dy-166 

생성량 (Ci)

2일 조사 후

Dy-166 

생성량 (Ci)

1 주일 

조사 후

Dy-166 

생성량 (Ci)

283 시간

조사 후

Dy-166 

생성량 (Ci)

1 58mg/1g 
1.60E16

(1.02Ci)

3.10E16

(1.97Ci)

6.80E16

(4.34Ci)

7.42E16

(4.73Ci)

2 4.6mg/1g
1.27E15

(81mCi)

2.46E15

(156mCi)

5.39E15

(344mCi)

5.88E15

(375mCi)

3 3.4mg/1g
9.39E14

(59mCi)

1.82E15

(115mCi)

3.98E15

(254mCi)

4.35E15

(277mCi)

표 8. 이중 중성자 포획 반응 후 Dy-166의 생성량

선 담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된 마이크로입자(Sample 3)를 폐암 세포인 A 549 

cell, 간암 세포인 HepG 2 cell에 처리하여 24, 48, 72 시간 후 세포의 생존율을 통

해 세포 독성을 평가하였다. 세포는 10% FBS, 1% antibiotic을 포함한 DMEM 

medium를 이용하여 5% CO2를 포함한 37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96 well 

plate에 well 당 5 103개의 세포를 고정하고 24 시간 배양한 뒤, 50/25/12.5/6.25 

mg/mL 농도의 마이크로입자를 처리하였다. 24 시간 배양 후, EZ-CYTOX agent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생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Dyhydrogenase에 의한 환원반응(EZ-CYTOX의 formazan 형성에 

의한 오렌지색 변색반응)을 흡광법으로 측정하였고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viability = Absorbance of sample/Absorbance of contro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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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4 시간 배양 후, 세포 생존율 결과

HepG 2, A 549 cell line 모두 마이크로입자가 처리 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마이

크로입자의 함량이 진할수록 매우 높은 비율로 증가된 생존율 수치를 보이는데, 이러

한 이유는 EZ-CYTOX agent에 의해 형성된 formazan 뿐 아니라 마이크로입자 자

체의 영향으로 흡광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입자의 자체 발생영향을 낮추기 위해 5 103개/well(96 well plate)의 세포

에 4.0/2.0/1.0/0.5로 감소된 농도의 마이크로입자를 처리하여 48, 72 시간 배양 후, 

EZ-CYTOX를 통해 세포 생존율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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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48, 72 시간 배양 후, 세포 생존율 결과

마이크로입자 농도의 감소로 생존율이 마이크로입자 농도에 비례하여 크게 증가하는 

경향은 줄어들었지만, 100-130% 범위의 높은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다. Dysprosium

의 LD50 문헌값 (LD50=585 mg/kg)과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조 된 마

이크로입자는 생체에 대해 독성을 보이지 않는 생체 적합 물질임을 간접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5) Dy/Ho 마이크로입자 제조 기술 ②-제조 된 RI의 후 담지용

키토산(Chitosan)은 새우, 게, 오징어 뼈 등 갑각류에 함유되어 있는 키틴(Chitin)을 

인체 내에 쉽게 흡수될 수 있도록 탈아세틸화 하여 가공한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이다. 

키토산은 생체의 자연적인 치유능력을 활성화하고, 탈콜레스테롤 및 항암 작용 등의 

기능이 있어 의학적 응용 연구에 이용된다. 또한 키토산은 D-glucosamine 단량체가 

β(1,4)결합으로 이루어진 다당류로 수산기(hydroxy group)과 아민기(amine group)

을 가지고 있어 금속 양이온과 배위(coordination)결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3+이

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란탄계열의 원소는 쉽게 키토산 분자와 복합체(대집괴, 

macroaggregate)를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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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W/O 현탁 중합을 이용하여 키토산 마이크로입자를 제조하고, 란탄계

열의 Dy/Ho 이온이 포함된 용액을 처리하여 제조된 키토산 마이크로입자 내로 해당 

원소를 후담지하는 방법을 수행하였다. 키토산 마이크로입자의 제조는 다음과 같다.

- 유화 중합을 이용한 키토산 마이크로입자의 제조 -

그림 19. W/O 현탁 중합을 이용한 키토산 마이크로입자 제조

   유화제와 가교제가 포함된 W/O 현탁 중합 방법을 통해 키토산 마이크로입자를 제조하

였다. 사용된 키토산은 3% 수용액을 이용하였으며, 유화제의 종류와 가교제의 양을 변

화시켜 제조된 마이크로입자의 형태를 비교하였다.

유화제 종류 가교제 양

Chitosan MS-① 2% Tween 80 4.5 mL

Chitosan MS-② 0.1% Span 40 4.5 mL

Chitosan MS-③ 0.1% Span 40 9 mL

표 9. 키토산 마이크로입자 제조를 위한 W/O 중합 반응 조건 

유화제 (2%(v/v) Tween 80 : 3 ml / 0.1%(w/v) Span 40 : 0.15 g)를 파라핀 오일 

150 mL에 첨가하여 유기상 용액을 제조한다. 증류수에 녹아 있는 7.5%(w/v) itaconic 

acid 용액 15 mL에 0.45 g의 키토산을 녹요 3% 키토산 수상용액을 제조한다. 유기상 

용액 150 mL를 1,500 rpm의 속도로 교반한 상태에서 수상 용액을 10분에 걸쳐 첨가

하여 W/O 현탁 에멀젼을 제조한다. 15분 간 교반 후 가교 용액을 10 분에 걸쳐 첨가

한 후 2 시간 30 분 동안 교반하여 마이크로입자를 제조하였다. (침전형성) 제조된 마이

크로입자는 연속적으로 35 ml 헥산(hexane)으로 3회, 35 ml 증류수로 3회 세척하고 

50 ℃에서 5 시간 건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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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제조된 Chitosan-MS①의 현미경 이미지

현미경 이미지를 통해 제조된 Chitosan-MS①의 평균 입자 크기는 54.02 μm이며, 

입자 간의 크기 균일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조건의 반복실험으로 재

현성을 확인한 결과 입자의 표면 경계가 깨끗하게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

였다. 

현미경 이미지를 통해 제조된 Chitosan-MS②의 평균 입자 크기는 물 분산 상태에서 

34.83 μm, 건조 상태에서 16.5 μm이며, 입자 표면이 깨끗하게 분리되어 원형을 이

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화제로 사용된 Span 40은 HLB 6.7의 지용성 유화제로 

수용성 유화제인 Tween 80을 사용한 경우보다 입자의 크기나 모양이 일정히 유지되

었다. 전자주사현미경(SEM)을 통해 제조된 Chitosan-MS②의 표면을 관찰한 결과 전

체적인 형태는 원형을 잘 이루고 있으나, 표면에 상처가 많고 패인 부분이 확인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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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제조된 Chitosan-MS②의 현미경(상) 및 SEM(하)이미지

현미경 이미지를 통해 제조된 Chitosan-MS③의 평균 입자 크기는 물 분산 상태에서 

21.7 μm, 건조 상태에서 11.5 μm이며, 입자 표면이 보다 매끄럽고 일정한 크기를 유

지하였다. 전자주사현미경(SEM)을 통해 제조된 Chitosan-MS③의 표면을 관찰한 결과 

Chitosan-MS②에 비해 매끈하고 깨끗한 표면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용한 가

교제가 2배 이상 많아 입자 형성이 빠르게 일어나 같은 교반 속도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생성된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고, 입자들 간의 접촉에도 표면이 매끈하게 제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2. 제조된 Chitosan-MS③의 현미경(상) 및 SEM(하)이미지

Dy이 포함된 용액을 마이크로입자에 후 담지 시키는 실험에 앞서, 키토산 마이크로입자

의 용액 흡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물에 분산된 마이크로입자의 건조과정을 현미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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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관찰하였다.

그림 23. 제조된 Chitosan-MS②와 Chitosan-MS③의 물 분산 상태 → 건조 상태 

크기 변화

Chitosan-MS ②와 Chitosan-MS ③이 D.W에 분산되어 물을 흡수한 상태에서 건조 

상태로 되는 과정 중 입자 크기 변화를 현미경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평균 입자 크

기의 변화는 Chitosan-MS ②가 물 분산 상태 (34.83 μm) → 건조 상태 (16.5 μm)

로, Chitosan-MS ③이 물 분산 상태 (21.7 μm) → 건조 상태 (11.5 μm)로입자 직경 

약 2배 차이를 확인하였다. 즉, 건조한 Chitosan-MS ②와 Chitosan-MS ③은 약 8배 

부피 증가까지 용매를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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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한 키토산 마이크로 입자 20 mg를 각 e-tube에 넣은 후 각 0.5 M DyCl3·6H2O 

(D.W) / 0.5 M DyCl3·6H2O (Ethanol) / 0.02 M DyxAcAcy·zH2O (Ethanol) 등

의 용액 30 μl씩 첨가하였다. 충분한 시간 (30 분)동안 담지 시킨 후, 증류수 1 ml로 

세척하고 원심분리를 통해 마이크로입자와 상층액을 분리하였다. 상층액 500 μl를 분취

하여 총 5 ml이 되도록 희석(실험군)하였다.  Dy 용액 30 μl에 1 ml의 증류수를 섞은 

뒤, 다시 500 μl를 분취하여 총 5 ml이 되도록 희석(대조군) 하였다. 원자흡광분광광도

계를 이용하여 대조군과 실험군에 포함된 Dy의 함량를 측정하였다.

흡수율  대조군에포함된농도
실험군에포함된농도

× 

그림 24. 마이크로입자 내 Dy 안정 동위원소 흡착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과 같다. 0.02 M DyxAcAcy·zH2O (Ethanol)은 

Chitosan-MS ①,②,③에서 평균 50% 이상의 높은 흡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DyxAcAcy·zH2O (Ethanol)의 용해도가 높지 않아 실제 함유하는 Dy의 양은 미비하다

고 할 수 있다. 0.5 M과 0.0625 M 농도의 DyCl3·6H2O (Ethanol)은 Chitosan-MS 

①,②,③에서 전체적으로 모두 낮은 흡수율을 나타낸다. 0.5 M 농도의 DyCl3·6H2O 

(D.W)의 경우 Chitosan-MS ②,③에서 40-50%의 높은 흡수율을 보이고, 0.0625 M 

농도의 DyCl3·6H2O (D.W)은 평균 60%이상의 흡수율을 보인다. 실제 첨가된 용액의 

농도와 함께 마이크로입자 내로 흡수/흡착된 Dy의 함량(mg Dy/ 1g MS)을 고려하면 

0.5 M DyCl3·6H2O (D.W) 용액이 Chitosan-MS ②,③에서 평균 23.59 mg/ 1g MS

의 높은 함량을 나타내 가장 유리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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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율

Chitosan MS ① Chitosan MS ② Chitosan MS ③



첨가제 2% Tween 80 0.1% Span 40 / GST
0.1% Span 40 / 

GST 2배
0.02 M 

DyxAcAcv·zH2O 

(Ethanol)

46.4% 58.45% 47.3% 31.5% 56.89% 29.67% 67.1% 70.73%

2.56 3.89 2.63 1.74 3.78 1.97 3.72 4.70
0.0625 M 

DyxAcAcv·zH2O 

(Ethanol)

62.73% 39.30% 27.48% 33.93% 29.25% 26.46% 49.30%

9.30 3.78 4.07 5.35 4.62 3.92 7.78
0.5 M

DyCl3·6H2O 

(Ethanol)

34.9% 29.99% 25.3% 19.61% 11.97% 13.2% 19.61%

17.90 16.87 13.00 11.03 6.73 6.79 11.03
0.0625 M

DyCl3·6H2O 

(Ethanol)

40.21% 28.36% 28.00% 28.96% 37.97% 36.43% 43.00%

3.26 2.30 2.27 2.10 2.75 2.95 3.12
0.5 M

DyCl3·6H2O 

(D.W)

29.3% 47.65% 45.9% 45.15% 38.47% 27.2% 54.6% 45.87%

16.15 26.21 25.27 24.83 21.16 15.00 30.06 25.23
0.0625 M

DyCl3·6H2O 

(D.W)

46.85% 60.46% 69.29% 61.54% 48.79% 56.60% 78.41%

3.43 4.42 4.24 3.76 3.57 4.14 4.80

표 10. 키토산 마이크로입자 내 흡수 효율 및 흡수량 평가

 

키토산 마이크로입자 내 흡수량이 가장 많은 0.5 M DyCl3·6H2O (D.W) 용액 조건 하

에서 마이크로입자의 Dy 방출량 평가를 수행하였다. 0.5 M DyCl3·6H2O (D.W) 용액

을 흡수한 Chitosan-MS ② 와 Chitosan-MS ③에 phosphate-buffered- saline 

(PBS, pH 7.4) 또는 Human Serum 1 ml을 첨가하고 180 rpm의 일정한 속도로 연

속 교반하는 조건에서 각 24, 48, 168 시간 경과 후 입자에 흡수된 Dy의 방출량을 확

인하였다. Dy의 측정은 원자흡광분광광도계를 이용하였다. 이때 사용한 마이크로입자는 

제조과정은 동일하지만 단지 건조시 동결건조로 제조한 것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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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Chitosan-MS ②의 Dy 방출량

24 h (1 d) 48 h (2 d) 168 h (7 d)

pH 7.4 

PBS

마이크로입자내 

Dy흡수율
59.29% 62.38% 56.90%

*방출율 5.9% 6.05% 7.10%

Human 

Serum

마이크로입자내 

Dy흡수율
62.56% 63.18% 60.08%

*방출율 12.11% 10.17% 13.49%

표 12. Chitosan-MS ③의 Dy 방출량

24 h (1 d) 48 h (2 d) 168 h (7 d)

pH 7.4 

PBS

마이크로입자내 

Dy흡수율
46.63% 51.46% 53.49%

*방출율 4.91% 4.56% 4.72%

Human 

Serum

마이크로입자내 

Dy흡수율
54.17% 55.28% 55.78%

*방출율 8.41% 6.27% 6.74%

         → *마이크로 입자에 흡수된 Dy 기준 대비 Dy의 방출율

<다> 제조된 Chitosan-MS ②와 Chitosan-MS③의 PBS와 Human Serum에서 

시간에 따른 Dy 방출율

그림 25. Cold 안정 동위원소의 Dy 방출 평가

<가> Chitosan-MS ②의 Dy 방출량, <나> Chitosan-MS ③의 Dy 방출량, 

<다> 제조된 Chitosan-MS ②와 ③의 PBS와 Human Serum에서 시간에 따른 

Dy 방출율

평균 60.73±2.42%의 Dy 용액을 흡수한 Chitosan-MS ②와 평균 52.80±3.3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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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용액을 흡수한 Chitosan-MS ③의 흡수율을 기준으로 방출율을 계산한 결과, PBS

와 Human Serum에서 모두 시간에 따라 급격한 방출율의 상승은 보이지 않고 거의 

유사한 수치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Chitosan-MS ③이 방출율이 

Chitosan-MS ②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Dy를 흡수한 마이크로입자 

Chitosan-MS ②와 Chitosan-MS ③을 방사성의약품으로 활용할 경우 입자로부터 방

출되는 Dy의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다른 장기로 유출되어 표적 장

기 외의 조직에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희박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흡수율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방출율에서 보이는 차이를 통해 Chitosan-MS ③이 Chitosan-MS ② 보

다 의약품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6) 후담지 기술을 이용한 방사성 동위원소 Dy/Ho-166의 마이크로입자 제조

방사성 동위원소 Dy/Ho-166의 Source는 폴란드(polatom)에서 100 mg의 농축 

Dy-164 target의 이중 중성자 조사를 통해 생성되었으며, 연구원 내로 반입하여 실험

에 사용하였다. Dy/Ho-166 Source는 30시간의 이중 중성자 조사를 통해 약 1 Ci의 

radio activity로 생성되었으며, 운송되어지는 과정에서 Decay 되어 연구원내로 약 

744 mCi radio activity(Ho-166)를 나타내었다. 분말표적을 6 M의 HCl을 이용하여 

용해시켜 염화물상태(DyCl3 및 HoCl3)로 만들었으며 건조 후 증류수를 넣어 총 1ml로 

제조하였다.  DyCl3형태의 Dy/Ho-166 Source를 일부 취한 뒤 D.W에 희석하여 

78.8 mCi의 activity로  1 ml를 제조하고 분리 정제 시스템에 도입하여 Dy-166과 

Ho-166의 분리실험을 수행하였다. 분리에 사용한 컬럼은 직경 7.8 mm, 길이 150 

mm이며 분리 용매는 pH 4.2의 0.1 M HIBA 용액을 사용하였다. 이때 사용한 고정상

은 9-10 μm Benson-OA reforming resin이었다. 분리에 사용한 장비는 1차년도에 

제작한 분리시스템을 이용하였다. 

분리를 위해 소요된시간은 총 3.5시간이었으며 Ho-166의 검출은 1시간 경과 후부터 

검출되기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제과정을 거체 얻은 순수한 Ho-166의 양은 

18.26mCi이며 Dy의 activity(Ho-166 으로 측정)은 22.93mCi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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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 분리정제시스템을 통해 분리된 Ho-166과 Dy-166

추출된 Ho-166과 Dy-166을 고온에서 건조하여 6 M HCl을 제거하고 0.1 M HCl과 

D.W로 동일 과정을 거쳐 세척한 뒤 0.2 μm 포어 사이즈의 멤브레인 필터를 통과하

였다. 분리된 Ho-166과 Dy-166은 MCA의 에너지 피크를 통해 핵종 확인을 하였다.

Ho-166과 Dy-166의 MCA spectrum을 보면, 모핵종인 Dy-166은 계속해서 딸핵종

인 Ho-166으로 붕괴되기 때문에 두 핵종의 MCA 에너지 세기가 대부분 겹치고 피크

가 유사한 형태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Dy-166 spectrum에서 Dy-166의 특징 

피크인 371.750 keV, 425.996 keV 에너지 피크의 존재를 통해 Dy-166 핵종 확인

을 하였고, Ho-166 spectrum에서는 Dy-166의 특징 피크가 존재 하지 않는 것을 

통해 Ho-166이 깨끗하게 분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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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 분리정제시스템을 통해 분리된 Ho-166과 Dy-166의 MCA spectrum

안정 동위원소를 이용한 실험의 결과 가장 우수한 흡수 및 방출율은 보인 

Chitosan-MS③ 20 mg에 앞서 준비한 방사성 동위원소 Dy-166 용액 40 μl(0.9 

mCi)를 처리하고 30 분 간 방치하였다. 30분 후, 1 ml의 D.W를 첨가하여 입자에 흡

수되지 않은 Dy-166 용액을 3번 세척하고 원심분리를 통해 마이크로입자 내로 흡착되

지 못한 Dy 용액 상층액과 마이크로입자를 분리하였다. 상층액과 입자의 분리 전·후 

radio activity를 측정하여 마이크로입자 내 흡착된 Dy의 흡착율을 계산하였다.

흡수율  상층액 입자의  
입자의  

× 

Chitosan-MS③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 Dy-166용액의 흡수율은 평균 

53.18±4.94%로 cold 안정 동위원소의 흡수율 실험 결과와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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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activity 분리 후 상층 (A)
분리 후 

마이크로입자 (B)

흡수율 

[B/(A+B)×100]
Sample A 358 μCi 444 μCi 55.36%

Sample B 344 μCi 460 μCi 57.21%

Sample C 377 μCi 482 μCi 56.11%

Sample D 515 μCi 497 μCi 49.11%

Sample E 459 μCi 488 μCi 51.53%

Sample F 431 μCi 506 μCi 54.00%

표 13. Chitosan-MS ③에 대한 Dy-166 흡수율

Dy-166이 흡착된 Chitosan-MS③에 1 ml의 PBS 또는 Human Serumm을 첨가한 

후 24, 96, 168 시간 동안 180 rpm의 일정한 속도로 연속 교반하였다. 각 시간에 따

라 원심 분리를 통해 상층액과 마이크로입자를 분리하고 각각의 radio activity를 측정

하여 Dy-166 방출량을 평가하였다. 

Sample

실험 조건 방사능량

*방출율

[C/(C+D)×100]생리액 시간

분리 후 상층 

(C)

7일 후 일괄 측정

마이크로입자 

(D)

7일 후 일괄 측정

A pH 7.4 

PBS

24 h (1 d) 3.19 μCi 128.4 μCi 2.42%

B 96 h (4 d) 3.41 μCi 128.8 μCi 2.58%

C 168 h (7 d) 3.77 μCi 139.7 μCi 2.63%

D Human 

Serum

24 h (1 d) 15.73 μCi 133.2 μCi 10.56%

E 96 h (4 d) 12.55 μCi 134.0 μCi 8.56%

F 168 h (7 d) 8.73 μCi 140.1 μCi 5.87%

그림 28. 제조된 Chitosan-MS③의 PBS와 Human Serum에서 시간에 따른 Dy-166 

방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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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166 용액을 흡수한 Chitosan-MS ③은 흡수율을 기준으로 방출율을 계산한 결과 

PBS에서 24 시간 후 2.42%, 96 시간 후 2.58% 그리고 168 시간 후 2.63%로 매우 

적은 양의 Dy-166를 방출하고 시간에 따라 방출율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Human Serum에서는 24 시간 후 10.56%, 96 시간 후 8.56% 그리고 168 시간 후 

5.87% 으로 PBS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방출율을 보였다. 또한 Human Serum에서

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일정하지 않은데, 이러한 양상은 안정 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출 

평가 결과와 유사하며 Human Serum에서 짧은 시간 안에 방출 될 수 있는 Dy가 모두 

방출되고, 그 이상의 시간에서는 다시 흡착 또는 방출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

료된다. 결과적으로 Dy-166이 마이크로입자 외로 방출되는 양이 매우 적으므로 target 

site외의 다른 장기로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방사성 의약품으

로써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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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로 생산 방사성동위원소 생성량 측정

(1) 연구로 핵종 생성량 정밀 예측 기술 개발

하나로 또는 향후 기장로 환경에서 생산하는 동위원소 생성량을 activation foil 및 

SAND-II code, MCNPX, CINDER’90 code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

였다. Activation foil 및 SAND-II code를 이용하여, 동위원소 조사공의 중성자 spectrum

을 측정하고, 측정된 중성자 spectrum을 MCNPX의 선원 항으로 입력하고 조사캡슐 및 표적 

모델에 적용하여, self shielding이 고려된 표적내의 실제 spectrum을 계산하게 된다. 표적내

의 실제 spectrum 계산 값은 CINDER’90 code의 중성자 flux 입력으로 적용하여 동위원소 

생성량을 계산하게 된다. 

 

그림 29. Activation foils, SAND II code, MCNPX, CINDER’90이용 평가 절차

조사공 내의 중성자 flux spectrum 측정은 각 에너지 영역에 민감한 activation foil을 선

정하여 중성자 조사후 각각의 방사화된 정도를 측정하여 중성자 spectrum을 역산하는 방식으

로 한다. 조사공의 스펙트럼 측정에 사용되는 foil은 열중성자에서부터 고속 중성자를 측정할 

수 있는 foil을 선택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 열중성자 측정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foil은 

Au-197이나, 생성 핵종인 Au-198가 25,000 barn의 중성자 흡수단면적으로 가지므로 높은 

중성자 flux 환경에서는 fluence detector로 적합하지 않다. 하나로 조사공의 중성자 flux는 

1013~1014 n/㎠-sec 수준이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Au-197로 열중성자 측정하는 것이 어렵

다. 따라서 열중성자 측정을 위해서 Au-197대신 Sc-45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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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Activation foil 목록

Foil 반응 측정 에너지 Cover box

Sc-45 (n,γ) 열중성자 bare

Au-197 (n,γ) 5.20 eV Cadmium

Co-59 (n,γ) 132 eV Cadmium

Cu-63 (n,γ) 580 eV Cadmium

Sc-45 (n,γ) 5000 eV Cadmium

Ni-58 (n,p) 2.8 MeV Cadmium

Al-27 (n,α) 7.2 MeV Cadmium

Sc-45를 포함하여 표와 같이 각각 에너지 대역별로 7개의 foil을 선택하였다. 동일한 foil

에 대해서 카드뮴 박스를 사용하면 열중성자 측정과 고온열중성자(epi-thermal neutron)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열중성자 측정을 위한 Sc-45 foil은 카드뮴 박스 없이 

사용하고, 5000eV의 공명 흡수 값을 보기 위해서는 카드뮴 박스에 넣어서 조사한다. foil 사

용시 비슷한 에너지 대역 측정값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SAND code에서 수렴이 안되는 현

상이 생길 수 있다. 

Foil의 방사능은 감마선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HPGE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방사능 

측정 방법은 efficiency calibration된 photo peak 계수 값을 이용한다. Efficiency 

calibration은 측정 환경에 의한 오류를 보정하는 것으로 random summing correction, 

dead time correction, efficiency vs. energy function curve, source geometry, 

correlated photon summing correction 등이 있다. 측정값은 다음 식에 의해, efficiency 

calibration 값(ε), 측정시간, 조사시간, cooling time, foil의 원자수로 normalization된다. 

 
 

  
     

    



여기서,

는 branching ratio of gamma ray

는 detection efficiency

C는 Net peak of gamma ray spectrum

는 irradiation time

   는 cooling time

   는 measuring time

 는 foil의 원자수이다.

측정된 foil별 방사능(Ai)은 cover를 씌운 것과 씌우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SAND-II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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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input으로 넣는다. SAND II code는 input data를 바탕으로 반복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중성자 spectrum을 계산한다. 다음은 SAND-II code의 입력문과 결과인 spectrum이다. 

SAND-II 계산 결과는 10-10~18 MeV 에너지에 대해 640 그룹의 중성자 spectrum이다. 입

력문에는 반복 계산을 위한 flux초기 값이 필요한데. 이는 MCNP 등을 이용한 계산을 통해 

얻을 수 있다. 

SAND-II code 입력문

0 0 4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cases

 iteration   time integrated

 7 foils pjg

 au197g    1.8020-15  cadmium 4.705-3 

 sc45g     2.3969e-16

 cu63g     2.1968-17    cadmium 4.705-3

 al27a     3.2609-21   cadmium 4.705-3

 ni58p     3.0391-21    cadmium 4.705-3

 sc45g     4.8756e-19   cadmium 4.705-3

 co59g     9.7235-20    cadmium 4.705-3

 spectrum tabular

 59 points

 ener   5.0-9        1.0-8       1.5-8       2.0-8      2.5-8   

 ener   3.0-8        3.5-8       4.2-8       5.0-8      5.8-8      6.7-8    

 ener   8.0-8        1.0-7       1.52-7      2.51-7    4.140-7   6.830-7

 ener   1.125-6     1.855-6     3.059-6   5.043-6   8.315-6  1.371-5

 ener   2.260-5     3.727-5     6.144-5   1.013-4   1.670-4  2.754-4

 ener   4.540-4     7.485-4     1.234-3   2.035-3   2.404-3  2.840-3

 ener   3.355-3     5.531-3     9.119-3   1.503-2   1.989-2  2.554-2

 ener   4.087-2     6.738-2     1.111-1   1.832-01  3.020-1  3.887-1

 ener   4.979-1     6.39279-1  8.2085-1 1.10803+0    

 ener   1.35335+0  1.73774+0  2.2313+0 

 ener   2.86505+0  3.67879+0  4.96585+0  6.065+0 

 ener  1.00+1  

 flux   3.054+14    8.578+14   1.286+15 1.322+15 1.490+15

 flux   1.495+15    1.433+15   1.382+15 1.259+15 1.038+15 8.789+14

 flux   6.949+14    4.341+14   1.122+14  5.298+13 3.232+12 1.117+12

 flux   5.191+11   3.124+11   1.822+11   9.869+10 5.977+10 2.918+10

 flux   2.074+10   1.089+10    6.558+9   3.557+9   1.909+9   1.277+9

 flux   6.578+8    3.623+8      1.776+8    1.391+8   6.943+7 6.784+7

 flux   5.530+7   3.694+7      1.844+7     1.032+7   8.981+6  4.900+6

 flux   3.466+6 1.911+6 8.874+5 5.740+5 2.993+5 1.876+5

 flux   1.247+5  1.222+5  9.427+4 5.680+4 

 flux   5.354+4  5.245+4  4.562+4 

 flux   3.961+4  2.370+4  1.746+4  7.416e+3

 flux   2.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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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it    100

 deviation 5

 discard 3.0

 low end thermal 34.85

 high end fission

 norm 0.010

 plot cards

 smoot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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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SAND II code spectrum result

SAND II code의 계산 결과인 중성자 flux는 표적에 입사되는 flux로서 실제 표적내의 

spectrum은 self-shielding, 표적을 둘러싼 포장상태로 인해 다르게 된다. 표적내의 실제 

spectrum은 조사하는 표적 재료, 형상, 포장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적 방법으로 

계산하기가 어렵다. 표적내의 spectrum 계산은 Monte Carlo code인 MCNPX로 계산되며, 

MCNPX에 표적 재료, 형상, 포장 조건을 적용하여 모델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spectrum의 계산이 가능하다. MCNPX를 이용하여 표적내부에 대한 중성자 flux spectrum

을 구하면, 표적재료의 구성 성분과 함께 CINDER’90 code의 input 값으로 적용하여 동위원

소 생성량을 최종적으로 계산하게 된다. 중성자 반응 단면적이 작은 물질의 경우는 self 

shielding 영향이 크지 않지만 단면적이 큰 물질의 경우 self shielding의 영향이 크기 때문

에 MCNPX를 통한 표적내 spectrum계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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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MCNPX를 이용한 표적내 flux 계산

이러한 code기반의 생성량 예측 자료는 해석적 방법(analytic method)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획득한 중성자 spectrum으로부터 , , , 값 등 (n,γ) reaction rate 

계산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성한다. 여기서 는 2,200m/sec 중성자속, 는 2,200m/sec 

중성자속에 대한 흡수단면적, g는 Westcott g-factor, 는 epithermal neutron flux, 는 

resonance Integral 값이다. 이를 이용하여 동위원소 생성량을 미분 방정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n,γ) reaction rate는 다음 수식과 같이 된다. 다음 그림은 Dy-164를 표적으로 사

용하여 double (n,γ)로 인한 Ho-166생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핵종들을 analytic 계산과 

CINDER’90 code 계산으로 비교한 것이다.

  

고온 열중성자 속:   




- 80 -

그림 32. Dy-164 중성자 조사로 인한 double (n,r)로 인한 Ho-166생성에 대한 analytic 계산과 

CINDER’90 code 계산의 비교

(2) 방사화 저감 캡슐 개발 

기장로는 중성자 속을 높이기 위해 동위원소 조사공이 핵연료 인근에 위치하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조사공에서 열중성자 대비 고온열중성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되고 하나로에서 사

용하던 기존의 알루미늄의 캡슐은 27Al(n,α)24Na에 의한 방사화가 하나로에 비해 증가하게 된

다. Na-24는 반감기가 15.02시간이기 때문에 단 반감기 핵종 생산 시 조사 캡슐의 선량 증

가로 인해 생산 작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기장로 환경에서 기존 캡슐에 비해 방

사화가 저감되는 캡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내부 캡슐의 방사화 저감 재료로 티타늄 합금

(Ti-grade2)을 선정하였다.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중성자 조사 캡슐은 내부 및 외부 캡슐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캡슐은 기존 대로 유지하고 내부 캡슐에 대해서만 

방사화 저감 재료를 적용하였다. 외부 캡슐은 조사 직후 개봉하여, 방사화가 저감된 내부 캡슐

을 이용하여 이후 생산 공정을 적용한다. 

MCNPX 및 Cinder’90 code를 이용하여 기장로 환경에서 기존의 알루미늄 캡슐과 티타늄 

합금 캡슐의 방사화 정도를 비교평가 하였다. 기장로의 조사공 IR0에서 캡슐을 50일 조사 후 

공기중에 노출하였을 때 1m 거리의 선량율은 조사 직후 티타늄 합금 캡슐의 선량은 알루미늄 

합금 캡슐에 비해 조사 직후 9.72E-3, 1.06시간 후 3.87E-2, 8.5시간 후 1.82E-1 수준으로 

나타났다. 티타늄 합금의 초기 선량이 알루미늄에 비해 낮으나 감소가 상대적으로 늦게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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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4시간 이후는 알루미늄 캡슐과 동일 선량이 발생하며 이후 알루미늄 캡슐보다 높은 선량

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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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기존 알루미늄 합금(Al-1050)과 티타늄 합금(Ti-grade2)로 이루어진 내부 캡슐의 방사화 

평가

알루미늄의 선량은 주로 Na-24(반감기 15.2h)에 의해 발생하며 티타늄합금의 경우 초기에

는 Ti-51(반감기 5.76m)의해 발생하고, 이후 Sc-47(반감기 3.35d) 및 Sc-46(반감기 83.8d)

에 의해 선량이 발생한다. 따라서 티타늄합금 캡슐은 30시간 이내의 단시간 cooling이 요구

되는 경우에 한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장 반감기 핵종의 생산은 기존의 알루미늄이 유

리하다.

표 15. 중성자조사 티타늄 합금의 감마선 방출 주요 핵종

직후 64분 경과(1.06h) 512분 경과(8.53h) 2048분 경과(34.1h) 8192분(136.5h)

핵종 방사능(Ci) 핵종 방사능(Ci) 핵종 방사능(Ci) 핵종 방사능(Ci) 핵종 방사능(Ci)

Ti51 5.01E+01 Sc47 3.66E+00 Sc47 3.43E+00 Sc47 2.76E+00 Sc47 1.14E+00

Sc47 3.70E+00 Sc46 3.77E-01 Sc46 3.76E-01 Sc46 3.73E-01 Sc46 3.60E-01

Sc46 3.77E-01 Sc48 2.94E-01 Sc48 2.60E-01 Sc48 1.74E-01 Fe55 5.74E-02

Sc46m 3.46E-01 Fe55 5.76E-02 Fe55 5.76E-02 Fe55 5.76E-02 Sc48 3.41E-02

Sc48 2.98E-01 Fe59 2.37E-02 Fe59 2.36E-02 Fe59 2.32E-02 Fe59 2.17E-02

V52 2.57E-01 Sc49 2.36E-02 Ca45 9.26E-03 Ca45 9.22E-03 Ca45 9.05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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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rade2 내부 캐슐 설계  내부 조사용기는 표적물질을 삽입 후 밀봉하기 위한 과정이 필

요하다. 기존 알루미늄 용기는 표적물질 삽입 후 냉간 압접을 한다. 티타늄의 경우 냉간 압접

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can seaming에 의한 밀봉을 적용하였다. 

그림 34. Seaming test 도면

티타늄 용기 밀봉장치는 일반적인 알루미늄 용기 밀봉장치에 비해 큰 회전력과 압력이 필요

하며, 내부 캡슐의 크기는 직경이 30mm로서 상용 seamer로 봉인할 수 있는 최소 크기보다 

작다. 따라서 상용 밀봉장치를 적용할 수 가 없기 때문에, 다음 그림과 같은 티타늄 용기 밀

봉을 위해 전용 장치를 제작하였다. 

  

그림 35. 캡슐 봉인장치 및 봉인 실험결과

Fe55 5.76E-02 Ti51 2.26E-02 Mn54 2.37E-03 Mn54 2.36E-03 Mn54 2.33E-03

Sc49 5.10E-02 Ca45 9.28E-03 Mn56 7.76E-04 C14 3.06E-04 C14 3.06E-04

Fe59 2.37E-02 Mn56 5.78E-03 C14 3.06E-04 Cr51 1.64E-04 Cr51 1.48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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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수 및 희귀 연구핵종의 생산 및 이용기반 구축

(1) 수요 핵종 D/B 구축을 위한 기반 확보

수요 핵종에 대한 양질의 D/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용자가 원하는 핵종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보유 중인 혹은 보유하게 될 인프라의 생산 능력을 바탕

으로 현실적으로 생산 및 공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생산시설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

사선 관련 업무를 오랜기간 수행한 사람일지라도 각 인프라별로 생산이 가능한 핵종 및 그 생

산량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정확한 예측 결과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처리과정을 거치

도록 설계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파악해야 하지만 이는 일반 이용자들이 활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기에 본 단계를 통해 대략적인 결과 값을 쉽게 확인 가능케 하는 프로그

램을 개발하였다. 

우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RI 생성경로를 아래 그림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며 그에 해당하는 수식을 정리하였다. 

  

그림 36. RI 생성 경로

<N2의 생성량>

   ·  Nt N
N×

N××N

e
N ××te

N×t 

      (σ: 반응단면적, Φ: 중성자속, λ: 붕괴정수)

<Burn-up에 의한 N3 생성량(N2가 중성자조사에 의해 N3로 변환되는 값)>

   · dt

dNt
 N××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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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의 생성량>

   · dt

dDt
 N×N

tD×D
t    

<Self-shielding factor(타겟 유형별 Self-shielding factor을 계산하여 반응식에 적용)> 

   ·  Self shielding factor ×P×Na××V

M×A×expM×A

×P×Na××V


      (M: 원자량, A: 표적 겉면적, P: 표적원자순도, Na: 아보가드로수 V: 표적 체적)

정리한 수식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LabVIEW를 이용하여 프로그램화 하였다.

그림 37. 방사성동위원소 생성량 예측 프로그램 반응식 적용 Code

마지막으로 이용자가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3개의 탭으로 화면을 구성하여 UI 작

업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탭에서는 원자로에서의 조사시간 및 표적 정보를 입력하고 반응유

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결과가 출력되는 창이 포함된다. 예상 생성량 결과는 시간

에 따른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였다. 두 번째 탭에서는 RI 생산에 이용되는 조사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조사공에 대한 중성자속 정보를 확인 가능하며 하나로 및 기장로의 조사공 

선택 및 임의의 중성자속 입력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탭에서는 프로그램에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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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D/B화 되어있는 핵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운 핵종의 추가를 가능케 하고 추가된 

핵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서 선택 가능하게 구성하였다.

그림 38. 프로그램 UI

(2) 수요핵종 D/B 구축을 위한 RI 이용자 대상 수요 조사

하나로를 이용하는 RI 이용기관 (총 97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핵종에 대한 설문조사 수행

하였다. 조사대상 기관은 RI를 활용하는 의료기관과 비파괴 분야 등 산업체를 중심으로 설정

하였으며 추가로 4곳의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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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조사대상 기관 분류

분류 기관 수 비고
의료기관 73 국내 핵의학과 73개소

비파괴 분야 20 호진산업 등 비파괴검사 관련 업체 20개소
연구기관 4 전남대, 동국대, KBSI*, 서울대병원

합계 97

      * KBSI: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분류된 조사대상 기관들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여 KAERI에서 공급 중인 RI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하나로를 통해 공급받기를 원하는 핵종에 대한 조사를 수행

하였으며 그 결과 97개 기관 중 20개 기관 참여하여 20.61%의 참여율을 기록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I-125 등 6개 핵종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7.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수요핵종 및 용도

핵종 용도
Tc-99m (국산화)

방사성의약품 활용Tl-201

Ga-67

I-125 의료기기(진단키트) 활용
Co-60

비파괴검사 선원 활용
Se-75

(3) RI 수요에 대한 D/B 구축

자체 수요조사 결과에 기존 RI 수요 관련 자료를 접목시켜 RI 수요에 대한 D/B를 구축해 

보았다. 기존 RI 수요관련 자료로 국가 정책과제를 통해 학교 및 연구기관 등 연구용 이용자 

그룹을 중심으로 실시된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자로의 경우 향후 5년 

및 10년 이내에 현재 생산기술을 보유 중인 Lu-177을 비롯하여 C-14, Sc-47, P-33, 

Cu-67 등에 대한 연구 및 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자체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와 접목시키고 여기에 하나로 운영 계획을 추가로 반영하여 아래 표와 같이 수

요핵종 중 생산이 필요한 핵종 4종이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표 18. 연구로 생산 수요핵종 도출

핵종 용도 비고
Lu-177 테라노스틱 방사성의약품

P-33 DNA 시퀀싱 등 생명과학 분야 연구
I-125 진단키트, 근접치료 선원 밀봉선원 생산 병행
Cu-67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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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출된 핵종 중 Lu-177과 Cu-67의 하나로에서의 생산가능용량을 프로그램에 입력 

후 평가하여 아래 표 및 그림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9. 주요 수요핵종에 대한 하나로 생산가능용량 평가 결과 

핵종 조사공 생산가능용량

Lu-177
IP 15 17.4 Ci/mg

OR 3 25.5 Ci/mg

Cu-67
IP 15 15 MBq/g

OR 3 136 MBq/g

그림 39. Lu-177/Cu-67 에 대한 하나로 생산 시뮬레이션 (조사공: OR3/IP15)

(4) 기체 핵종(I-125)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적시스템 개선  

기체핵종(I-125)의 경우 기체 형태의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액체 및 고체 형태의 핵종과 비

교하여 생산 및 생산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실제 원자로에서 기체핵종을 

생산할 경우 원하는 만큼의 생산 효율을 얻기가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단계에서는 

원자로에서의 생산성 확장이 가능한 개선된 I-125 표적시스템을 도출하였다.

I-125의 경우 표적물질 Xe-124(농축)의 값이 워낙에 고가이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 있어서 

이의 손실을 최소화 하여야만 한다. 생산 공정에 대한 검토 결과 표적물질을 용기에 주입할 

때 손실되는 양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용수철과 세라믹 볼을 활용한 주

입시스템을 아래 그림과 같이 설계하였다. 설계된 표적용기를 활용하게 되면 표적물질인 

Xe-124의 손실량 감소는 물론이고, 기존에 표적물질 주입 후 밀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압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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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불필요해짐과 동시에 조사 후 용기의 회손 없이 조사된 표적의 회수가 가능하게 되어 

공정이 단순화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40. 개선된 I-125 표적용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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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의료·산업 응용기술 개발

1. 희귀질환 표적 진단·치료용 표지화합물 개발

(1) 악성 흉수 진단·치료를 위한 방사성-면역 항암제 도출  

악성 흉수는 말기암 환자의 통증과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희귀질환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특

히 악성흉수는 폐암, 유방암, 위암, 난소암 및 림프종을 포함한 다양한 종양의 불량한 예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폐암, 그 중에서도 비소세포암은 악성흉수를 일으키는 흉막 전이의 가장 

큰 원인 (37.5%)이다. 현재 악성흉수의 치료를 위해서는 흉강절제술이나 경화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치료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이 크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표적능이 우수한 항암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Pembrolizumab과 같은 표적 면역 항암제는 진행성 폐암에서 효능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효능은 고형 종양으로의 침투의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제한된다. 혈액 종양을 제외한다면, 면

역 항암제는 표적 암세포에 접근하기 위해 고형 조직을 관통해야 한다. Catumaxomab은 악

성 복수의 치료를 위해 유럽 연합에서 승인받은 면역 항암제로 그 효능은 복수액에서 자유롭

게 순환하는 부유 종양 세포에 약물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인한다. 악성 복수와 악성 

흉수에는 부유 종양 세포가 포함되어 있어 고형 조직에 비해, 면역 요법으로 효과적으로 표적

화 될 수 있다. 따라서 표적 면역 항암제는 악성 흉수 진단·치료제로 개발이 가능하다.

게다가 면역 항암제의 효능은 방사성 핵종과의 접합에 의해 향상된다. 방사 면역 치료제인 

Zevalin (90Y-ibritumomab tiuxetan)은 혈액 종양의 치료에 널리 사용된다. 177Lu은 이미

징 및 치료에 유용 할 수있는 γ-방사선 및 β-방사선을 각각 방출하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사성 핵종으로 본 연구에서 이용되었다.

악성흉수 진단·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방사성-면역항암제 도출을 위해서는 폐암, 특히 비소

세포암에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표적 단백질을 찾은 후, 표적에 대한 면역항암제의 개발이 선

행되어야 한다. 다음 그림과 같이 CD55는 면역반응 중 하나인 보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C3 전환 효소를 억제하는 단백질이다. 따라서 CD55를 억제시 세포 사멸 또는 성장 억

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CD55는 폐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난소암, 백혈병 

및 자궁 경부암에서 자주 과발현된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CD55는 방사성-면역항암제 개발

을 위한 표적 단백질이 될 수 있고, 본 연구진은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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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보체 시스템 내에서 CD55의 역할

악성 흉수를 야기하는 폐암, 특히 비소세포암에서 실제 암환자 조직의 경우 CD55가 과발현

되고, 정상조직에서는 발현이 미미한지 여부를 면역조직화학법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다음 

그림과 같이 CD55는 주로 세포막에서 발현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표적 단백질의 세포막

에서의 발현은 접근성을 위해, 효과적인 방사성-면역항암제 도출을 위한 필수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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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인간 폐암 조직에서 CD55의 면역조직화학적 발현 분석

A. i,정상 폐조직 ii, 폐 편평 상피암; iii, 림프절 전이암 (폐 편평상피암으로부터의 전이); iv, 폐 점막 

표피암; v, 폐 편평 세포; vi, 폐 선암; vii, 폐 비소세포암; viii, 기관지폐포암. 

스케일 바 = 100 μm. B. 정상 장기에서 CD55 발현의 면역 조직 화학적 분석. B. i, 비장 ii, 폐; 

iii, 골격근; iv, 신장; v, 직장; vi, 콜론; vii, 위장; viii, 간. 스케일 바 = 100 μm.  

 다음 표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폐암 조직 표본의 68.89% (31/45)에서 CD55가 발현되었

다. 34 개의 비소세포암 검체 중 26 개 (76.47%)가 CD55에 양성이었다. 대조적으로 정상 

조직에서는 CD55 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CD55가 비소세포암에서 

면역 요법의 유망한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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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인간 폐암 조직에서의 CD55의 면역 조직 화학적 분석. 

폐암 종류 양성조직 갯수 총 조직 표본 갯수

강한 양성 중등도 양성 음성

종양조직  18/45 13/45 14/45 31/45   (68.89%)
 

비소세포암   14/34 12/34 8/34 26/34   (76.47%)
 

소세포암    0/2 0/2 2/2 0/2

전이암 4/9 1/9 4/9 5/9

정상조직 1/10 2/10 7/10 3/10 

본 연구에서는 유망한 표적인 CD55에 대한, 새로운 키메라 CD55 특이 단클론 항체를 개

발하였다. 이를 위해 scFv 형태로 파아지에 display되어 있는 항체 library와 고체상에 

conjugation되어 있는 CD55 표적 항원을 배양하였다.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용액으로 

세척 후 산성 용액을 이용하여 CD55 표적 항원과 결합되어 있는 phage를 용출하여 2M 

Tris 용액으로 중화시켰다. 용출된 파아지는 다음 라운드 panning을 위해 대장균에 감염시켜 

밤새 배양하여 증식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네차례 반복하는 panning과정을 진행한 후 400여

개 clone을 screening하여 CD55 표적 항원에 결합하는 clone을 선별하였다. 아래 그림과 

같이 결합 반응은 파지 효소 결합 면역 흡착 분석법 (ELISA)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43. CD55에 대해 시험된 개별 클론에 대한 파지 ELIS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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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된 클론은 대장균으로부터 DNA를 얻어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특히, 3 개의 클론 

(Ab1, Ab14, 및 Ab17)은 반복적으로 분리되었고, 별개의 HCDR3 서열을 함유하였다. 따라

서 선택된 3 개의 scFv 클론을 IgG 형태로 전환시켰다. PCR을 사용하여 각 클론의 중 (VH) 

또는 경쇄 (VL)의 가변 영역을 중쇄 (CH1-3) 및 경쇄 (C 카파)의 인간 불변 영역과 각각 결

합시켰다. 키메라 항체 구조물을 발현 벡터에 클로닝하고 생산을 위해 HEK293F 세포에 형질 

감염시켰다. 정제된 IgG 클론은 파지 ELISA와 동일한 결합 프로파일을 나타내었다. 아래 그

림 A과 같이 Ab1은 Ab14 및 Ab17보다 더 높은 CD55 결합 친화성을 보였다. 특히 Ab1 면

역 항체는 99% 이상의 순도를 아래 그림 B에서와 같이 나타내었다. Ab1 anti-CD55 단일 

클론 항체의 특이성은 CD55 양성 H460 세포 (흉수에서 유래된 비소세포암 세포) 및 CD55 

음성 H69 세포 (소세포암 세포)의 유동 세포 계측법 분석에 의해 다음 그림 C에서 확인되었

다. 폐암 세포주에서의 CD55 발현은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anti-CD55 항체 (ab54595; 

Abcam)로 면역 블로팅하여 확인하였다.

       

그림 44. CD55 특이 단일 클론 항체의 성능

A. ELISA에 의해 분석된 CD55에 대한 3 개의 anti-CD55 항체의 반응성 B. Ab1 anti -CD55 

항체의 SDS-PAGE 분석 C. Ab1 anti-CD55 항체로 염색된 H460 및 H69 세포의 유동 세포 계

측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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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최종 목표인 악성 흉수 진단·치료를 위한 방사성-면역 항암제 도출을 위해 Ab1 

anti-CD55 항체를 DTPA를 이용하여 177Lu으로 방사성 표지하였다 (이후로는
177Lu-anti-CD55 항체로 명명). 0.1 M ammonium acetate buffer pH5.0-pH6.0 조건에

서 DTPA-CD55 항체와 방사성동위원소를 넣고 상온에서 10분간 반응하여 제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TPA-anti-CD55 면역 항암제 1 mg 당 방사성동위원소 177Lu이 2  20 mCi 

반응하였다. 반응 결과는 10 mM sodium citrate buffer를 전개용매로 하는 TLC-SG로 평

가하였으며, 98% 이상의 방사화학적 순도를 가지는 방사성화합물을 다음 그림 B와 같이 제조

하였다. 또한 제조된 방사성화합물은 생리식염수 또는 37℃ 혈청 내에서 7일간 90% 이상의 

방사화학적 순도를 아래 그림 C와 같이 유지하여 안정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177Lu-anti-CD55 항체 결합성은 높은 CD55 발현 (CD55high)을 갖는 H460 폐암 세포, 중

간 정도의 CD55 발현 (CD55mod)을 갖는 H358 세포 및 낮은 CD55 발현을 갖는 H69 세

포를 사용하여 경쟁적 결합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림 D의 결과,  H460 및 H358 세포에 대

한 177Lu-anti-CD55 결합이 CD55 특이적임을 나타내었다. 

그림 45. 177Lu-anti-CD55 항체의 in vitro에서 특성

A. 177Lu의 방사 화학적 순도 B. 177Lu-anti-CD55 항체의 방사 화학적 순도 C. 177Lu-anti-CD55 

항체의 안정성 D. H460, H358, H69 및 WI-38 세포에서 차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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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흉수 진단·치료를 위한 방사성-면역 항암제인 177Lu-anti-CD55 표적 항체의 H460 

흉수 비소세포암 세포에 대한 결합력을 Lindmo 세포 결합 분석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다양

한 농도 (0 - 6.0 X 106 개의 세포)의 H460 세포 (ATCC HTB-177)에 0.074 MBq의 
177Lu-anti-CD55 표적 항체를 넣고, 상온에서 회전 믹서기를 이용하여 잘 섞어 주었다. 1시

간 뒤, 10% FBS을 넣은 RPMI-1640 배지로 3번 세척 후, Wallac 1470 자동 감마 카운터 

(PerkinElmer Life Science)를 사용하여 샘플에 남아 있는 분당 카운트를 분석하였다. 그 결

과, 면역 반응률을 평가하였을 때, 78.9 ± 5.4%의 높은 면역 반응률를 유지하고 있음을 아래 

그림 A에서 확인하였다. 또한, 포화 반응 분석을 이용하여 177Lu-anti-CD55 표적 항체의 

H460 흉수 비소세포암 세포에 대한 결합력을 아래 그림 B에서 평가하였을 때, Kd 값은 

7.149 ± 5.144 nmol/L 이었으며 Bmax 값은 30 ± 7.218 fmol/mg 이었다. 포화 반응 

분석은 3 X 106 개의 H460 세포에 다양한 농도 (0 - 25 nmol/L)의 177Lu-anti-CD55 표

적 항체를 넣은 후, Lindmo 세포 결합 분석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샘플에 남아 있는 분

당 카운트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177Lu-anti-CD55 표적 항체의 결합 및 내재화 후 방사능

의 느린 방출이 그림 C와 D에서 관찰되었다. 

그림 46. 177Lu-anti-CD55 항체 검증

A. Lindmo 세포 결합 분석 B. 포화 반응 분석 C. 내재화 분석 D. 외재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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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177Lu-anti-CD55 표적 항체 클론 항체의 순도, 안정성, 특이적 결합 활성 및 

유입 - 유출이 방사성 동위원소인 177Lu로 표지 한 후에도 유지되므로, 악성 흉수 진단·치료

를 위한 방사성-면역 항암제로써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 도출한 방사성-면역항암제인 177Lu-anti-CD55 항체의 유효성 검증
177Lu-anti-CD55 항체의 생체 내 유효성 검증을 위해 악성 흉수 동물 모델을 확립하였다. 

흉수에서 유래한 폐암 세포인 H460을 흉강 내로 직접 주입하면, 주사 후 10 일에 아래 그림 

A, B와 같이 흉막 전이성 폐암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흉막 전이성 종양이 인접한 폐, 흉벽 

및 뼈에 침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종양은 다음 그림 C에서와 같이 면역 조직 화학 염색으

로 CD55 발현 양성이었다. 아래 그림 D와 같이 정상 조직에서는 CD55 발현이 검출되지 않

아서 치료하기 전에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그림 47. 악성 흉수 동물 모델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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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흉막 전이성 폐암 모델의 종양, 화살표는 전이암 h는 심장 B. 흉막 전이성 폐암 모델의 폐 C. 

흉막 전이 마우스 조직에서 CD55의 면역 조직 화학적 분석 i, 정상 폐조직 ii, H460-유래 종양; 

iii, 폐에 침투한 전이성 종양; iv, 뼈에 침투한 전이성 종양 스케일 바 = 200 μm D. 정상 마우스 

기관에서의 CD55의 면역 조직 화학적 분석. i, 비장. ii, 폐; iii, 심장; iv, 신장; v, 소장; vi, 콜론; 

vii, 위장; viii, 간. 스케일 바 = 200 μm

이와 같이 확립된 악성 흉수 동물 모델을 이용하여, 도출한 방사성-면역항암제인 
177Lu-anti-CD55 항체의 생체 및 종양 분포를 다음 그림 A와 표와 같이 평가하였다. 
177Lu-anti-CD55 항체는 모든 시점에서 종양 조직에서 우세하게 분포하였다. 
177Lu-anti-CD55 항체의 축적은 24 시간 후 종양에서 18.35 ± 3.58 % ID (초기 용량의 

%)/g까지 최고점을 나타냈다. 중요한 점은 177Lu-anti-CD55 항체는 다음 그림 B와 같이 종

양에 축적되었지만 정상 폐 조직에는 축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림 48. 악성 흉수 동물 모델에서의 177Lu-anti-CD55 항체의 생체 및 종양 분포

A. 악성 흉수 동물 모델에서의 177Lu-anti-CD55 항체의 생체 분포.(n = 조건 당 3-6 마리)의 조직

에서 177Lu-anti-CD55의 생체 분포. 결과는 평균 ± SD (오차 막대) B. 악성 흉수 동물 모델에서

의 177Lu-anti-CD55 항체의 정상 폐 및 폐 종양 조직에서 생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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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악성 흉수 동물 모델에서의 177Lu-anti-CD55 항체의 생체 및 종양 분포

Organ 1hr 6hr 24hr 72hr 120hr 168hr
Blood 3.52±1.94 7.48±1.25 8.70±1.09 6.43±0.36 4.50±0.80 4.00±0.18
Liver 1.24±0.54 3.06±0.77 4.84±0.31 4.30±0.95 4.35±1.2 3.68±0.30

Kidney 3.38±0.57 4.89±1.23 6.19±0.78 4.24±1.02 3.91±0.60 2.79±0.04
Spleen 0.92±0.55 3.03±0.34 6.83±3.58 6.46±2.97 7.57±3.91 5.58±1.83

Stomach 0.12±0.09 0.25±0.05 0.64±0.17 0.86±0.19 0.68±0.16 0.62±0.10
Small

Intestine

1.15±0.55 0.60±0.05 0.91±0.14 0.73±0.17 0.72±0.12 0.49±0.02

Large 

Intestine

0.11±0.04 0.92±0.24 0.97±0.22 1.21±0.69 0.72±0.14 1.32±0.59

Muscle 0.08±0.05 0.10±0.04 0.30±0.03 0.47±0.06 0.43±0.11 0.44±0.14
Femur 0.25±0.17 0.59±0.04 1.39±0.51 1.22±0.32 1.32±0.12 1.22±0.18
Tumor 15.92±8.75 14.59±5.10 18.35±3.58 12.22±1.54 12.22±1.10 8.70±0.20

T/B 4.52 1.95 2.11 1.90 2.72 2.18
T/M 199.00 145.90 61.17 26.00 26.00 19.77
T/L 12.84 4.77 3.79 2.84 2.81 2.36
T/K 4.71 2.98 2.96 2.88 3.13 3.12

완전히 인간화 된 anti-CD55 항체와 반복 투여와 같은 최적화된 프로토콜의 개발은 도출

한 방사성-면역항암제인 177Lu-anti-CD55 항체 효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음식물 

섭식 제한은 다음 그림과 같이 177Lu-anti-CD55 항체의 폐암 조직으로의 분포를 10.47 배까

지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섭식 또는 칼로리 제한이 실제 177Lu-anti-CD55 항체의 효능을 향

상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49. 섭식 제한의 177Lu-anti-CD55 항체 생체 분포 영향

실험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해  비 특이적인 177Lu-IgG와 표적 선택적인 
177Lu-anti-CD55 항체의 생체 및 종양 분포를 다음 그림 A에서와 같이 비교하였다. 또한 
177Lu-anti-CD55 항체의 생체 분포를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정상 조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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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Lu-anti-CD55 항체의 최고 수치가 혈액 샘플에서 관찰되었다 (흉강 주입 후 24 시간에 

8.70 ± 1.09 % ID/g). 이 수치는 그림 B에서와 같이 약 18 일 동안 1.49 % ID/g으로 점

차적으로 제거되었으며, 반감기는 183 시간이었다. 총 잔류 방사능은 그림 C와 같이 항체가 

제거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했다. 종양 조직에서 177Lu-anti-CD55의 수준은 그림 D와 같

이 혈액보다 1.9-4.5 배 및 근육보다 19.7-199 배 높았다. SPECT/CT 영상은 그림 E와 같

이 177Lu-anti-CD55 항체의 악성 흉수 동물 모델에서 높은 흡수를 보였다. 24 시간 후 전이

성 폐암군 과 비교하여 대조군 (각각 4.2 % 대 15.3 % ID) 에서 177Lu-anti-CD55 항체의 

흡수 감소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출한 방사성-면역항암제인 177Lu-anti-CD55 항체

가 악성 흉수 동물 모델에서 유효함을 증명하였다. 또한 177Lu-anti-CD55 항체가 진단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그림 50. 177Lu-anti-CD55 항체의 생체 분포 분석 및 이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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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악성 흉수 동물 모델에서 177Lu-IgG 및 177Lu-anti-CD55 항체의 생체 분포 (n = 조건 당 3-6 

마리). 결과는 평균 ± SD (오차 막대) B. 악성 흉수 동물 모델에서의 혈액 내 177Lu-anti-CD55 

항체의 생체 분포 C. 177Lu-anti-CD55를 마우스에 주사한 후 배설 및 잔류 방사능 D. 

177Lu-anti-CD55 항체의 종양 대 혈액 비율 E. 177Lu-anti-CD55 항체의 악성 흉수 동물 모델과 

대조군의 micro SPECT/CT 이미지

최종 목표인 악성 흉수 치료를 위한 방사성-면역 항암제 도출을 위해 177Lu-anti-CD55 항

체의 폐암 세포 침윤 및 전이로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CD55 양성인 경우 비소세포암 

(53.85%, 14/26)과 비교하여 전이성 종양 세포 (80%, 4/5)에서 높은 CD55 발현이 관찰되었

다. 흥미롭게도 그림 A에서와 같이 CD55는 폐 편평 상피 세포암에서 종양이 침투하는 위치

에서 높게 발현되었다. H460 세포를 177Lu-anti-CD55 항체로 처리하면 그림 B, C에서와 같

이 폐암 세포 침윤이 66.23% 감소하고 이동이 61.51%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177Lu-anti-CD55 항체가 폐암 세포의 전이를 차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종양 세포 

생존력을 감소시킴으로써 177Lu-anti-CD55 항체가 전이를 억제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

다.

    

그림 51. 폐암 세포에서의 침윤과 이동에 대한 177Lu-anti-CD55 항체의 효과

A. 폐 편평 세포 암종 (화살표)의 침윤성 전선. 스케일 바 = 50 μm B. IgG, anti-CD55,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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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Lu-anti-CD55 항체로 처리된 H460 세포의 침윤 및 이동 C. 무작위로 선택된 10 개의 영역에

서 세포를 계수하여 침입 및 이동을 정량화. 결과는 평균 ± SEM 

도출한 방사성-면역항암제인 177Lu-anti-CD55 항체의 종양 억제 유효성을 폐암 세포와 악

성 흉수 동물 모델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표지되지 않은 anti-CD55 항체가 H460 세포에

서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데 비효과적 이었던 저농도 (5 및 10 ㎍/㎖)에서도 아래 그림 A와 

같이 177Lu-anti-CD55 항체는 세포 생존능을 각각 26.7 % 및 33.4 % 감소시켰다. 또한, 
177Lu-anti-CD55 항체는 H358 세포 (기관지폐포암, 비소세포암의 일종)의 생존을 억제하는 

반면, 표지되지 않은 anti-CD55 항체는 그림 B에서 보듯이 생존력을 감소시키지 못했다. 초

기 악성 흉수 동물모델에서 H460 폐암 세포로 유도된 전이는 7.4 MBq의 177Lu-anti-CD55 

항체로 처리시 극적으로 감쇠시켰다 (아래 그림 C). 177Lu-anti-CD55 항체로 치료한 마우스

는 대조군에 비해 평균 생존율이 2.15 배나 증가했다 (각각 47.5 대 22 일). 이와 유사하게, 
177Lu-anti-CD55 항체로 처리 한 결과, 아래 그림 D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기 악성 흉수 동

물 모델의 평균 생존율은 대조군에 비해 23 % 증가했다 (각각 27 일 대 22 일). 
177Lu-anti-CD55 항체는 말기보다 초기 악성 흉수 동물 모델에서 더 효과적이었다.

그림 52. 177Lu-anti-CD55 항체의 in vitro 및 in vivo에서의 치료 효능

A. IgG, 177Lu-IgG, α-CD55, 및 177Lu-anti-CD55 항체로 처리 한 후 H460 폐암 세포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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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α-CD55 (μg/ml)는 모든 항체, IgG, 177Lu-IgG, α-CD55, 및 177Lu-anti-CD55 항체의 농

도를 나타냄. 177Lu-anti-CD55 (MBq)는 표시된 농도에서 177Lu-anti-CD55의 방사능 양을 표시 

(n = 3). 결과는 평균 ± SEM (오차 막대) B. IgG, 177Lu-IgG, α-CD55, 및 177Lu-anti-CD55 

항체로 처리 한 후 H358 폐암 세포의 생존능 C. 초기 악성 흉수 동물의 생존율에 대한 

177Lu-anti-CD55 항체의 효과 (각 그룹당 n = 10) D. 말기 악성 흉수 동물의 생존율에 대한 

177Lu-anti-CD55 항체의 효과 (각 그룹당 n = 10)

 

도출한 방사성-면역항암제인 177Lu-anti-CD55 항체의 종양 억제 유효성은 이미 동물 모델

에서 검증되었으므로, 다음으로 177Lu-anti-CD55 항체가 말기 폐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첫째, 우리는 177Lu-anti-CD55 방사성-면역항암제가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체중 감소를 늦추는 것을 아래 그림과 같이 보였다. 본 연구진이 

개발한 방사성-면역항암제는 악액질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사이토카인이나 신경 펩

타이드와 같은 다른 인자를 통해 작용할 수도 있다. 둘째, 도출된 방사성-면역항암제는 생존율

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므로 치료를 위한 물리적 격리가 재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표준 방사성 의약품 치료법에 비해 마우스에 177Lu-anti-CD55 

(7.4 MBq, 20 g)의 투여량을 감소시켰다. 이 용량은 미국 식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지침에 근거하여 일인 당 약 1.77GBq (60 kg)에 해당한다. 대조적으로, 일

인 당 7.4GBq를 신경 내분비 종양 치료를 위한 177Lu-DOTATATE의 임상 표준 용량으로 투

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도출된 방사성-면역항암제인 177Lu-anti-CD55가 독성을 감소시

키는 지 여부에 초점을 두었다. L-라이신과 L-아르기닌은 방사선 펩타이드의 신장 보존을 막

을 수 있고, 독성을 예방할 수 있다. 신장에서 177Lu-anti-CD55 수치가 높지는 않지만 

(2.79-6.19 % ID/g), 잔류 방사능으로 인해 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했다. 특히 

흉관 배액은 혈액 내로의 177Lu-anti-CD55의 흡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림 53. 악성 흉수 동물 모델의 체중 변화에 대한 177Lu-anti-CD55 항체의 효과

IgG, α-CD55, 및 177Lu-anti-CD55 항체로 처리 한 후 체중 변화 (n = 7-10 / ** P <0.01, 

*** P <0.001 vs. α-CD55. Student 's 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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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플라틴은 폐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항암 화학 요법이다. 따라서 
177Lu-anti-CD55가 시스플라틴의 효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가정했다. H460 폐암 세포를 
177Lu-anti-CD55과 시스플라틴 단독으로 처리하면 세포 생존율이 각각 11.5% 및 13.6% 감

소했다. 다음으로 H460 세포를 177Lu-anti-CD55 및 시스플라틴을 함께 처리하면 아래 그림 

A과 같이 세포 생존율이 44.2% 감소하는 상승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H368 폐암 세포에서 
177Lu-anti-CD55 및 시스플라틴의 병용 치료는 47.9%의 세포 생존율 감소를 가져 왔으며, 

이는 또한 아래 그림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

중요한 것은 흉막 전이성 폐암 환자의 표준 치료법인 cisplatin 보다 177Lu-anti-CD55 치

료가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 (아래 그림 C). 병합 치료는 초기 악성 흉수 마우스 (그림 C)

의 중간 생존율이 2.54 배 증가하고 말기 악성 흉수 마우스의 중간 생존율이 대조군 (56 일, 

30.5 및 22 일)에 비해 1.39 배 증가했다 (그림 D). 

그림 54. 177Lu-anti-CD55 항체와 시스플라틴의 in vitro 및 in vivo에서의 병용 투여 효능

그림 55. 177Lu-anti-CD55 항체와 시스플라틴의 in vitro 및 in vivo에서의 병용 투여 효능

폐암 세포에서 시스플라틴과 177Lu-anti-CD55 항체를 병용 투여 시, 항암 효과에 시너지를 



- 104 -

보임에도 불구하고, 악성 흉수 동물 모델은 병합 치료의 효과가 미미하였다. 본 연구진은 이러

한 현상이 말기 폐암 모델에만 한정지어 효과를 평가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하였다. 말기 폐

암은 병용 요법에 취약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시스플라틴이 다양하게 초기-진행성 폐암의 

효과적인 치료법임을 감안할 때, 시스플라틴과 177Lu-anti-CD55 항체 병합 요법은 좀 더 초

기의 폐암 치료에 효과적 일 수 있다.

(3) 혈액종양의 표적 치료를 위한 방사성단백체 개발  

   (가) 방사성동위원소 표지를 위한 킬레이터의 개발

킬레이터는 항체 등과의 접합을 통한 암 등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인 

Pb-212, Bi-213, Th-232 등의 알파 핵종과 Sc-47, Y-90, Sm-153, Ho-166, Lu-177, 

Re-188 등과 같은 베타 방출 핵종을 표지할 수 있으며, 또한 진단을 위한 진단용 방사성 동

위원소인 Sc-44, Ga-68, Zr-89 등의 양전자 방출 핵종과 Ga-67, Tc-99m, In-111 등 같

은 감마 방출 핵종을 표지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항체, 항체 절편, 단백질 등과 같은 단백체 및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티드에 방사

성동위원소 표지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킬레이터의 경우 단백체 내에 존재하는 리신

(Lysine)의 잔기에 존재하는 아민(NH2)과 α-탄소의 아민과 특이적으로 결합 반응하기 쉬운 

관능기(Functional Group)를 갖는 킬레이터를 활용하여 접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아민과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특성을 갖는 Isothiocyanate(NCS)기를 갖으며 금속과의 결합시 

보다더 안정한 배위체를 형성하는 티오에테르(Thioether) 결합을 가지고 있어 금속과 8~9 배

위체로 결합되며 구조적 유연성이 우수한 DTPA 킬레이터를 합성하였다.

그러나, 아민과 반응하는 킬레이터의 경우 단백체 내 선택적인 서열에 접합되는 것이 아니고, 

단백체 내 존재하는 리신(Lysine, K) 등이 갖고 있는 아민(NH2)에 무작위로 결합되어 분자 간 

구조가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표적 선택적 물질의 표적과의 결합 활성이 떨어질 수 있으

며 분자 간에 동일한 활성을 나타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활성부위 또는 활성부위의 

결합을 방해하는 부위에 킬레이터가 결합되는 경우 단백체의 표적능을 상실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나아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더라도 제조된 각 배치(Batch) 또는 바이알 마다 다른 

활성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단백체의 구성성분 중의 하나인 특정 아미노산을 단백체의 활성 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

에 선택적으로 킬레이터를 접합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 할 수 있는 킬레이터가 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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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경우 단백체의 고유 표적능 등의 활성에 대한 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방사성

의약품 개발 분야에서 널리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한 암 등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단백체

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하나인 시스테인(Cysteine, C)을 단백체의 활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위에 화합물을 서열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질을 개발하였다.

그러한 물질에는 말레이미드(Maleimide)기를 보유하고 있는 DTPA 킬레이터 및 수용액상의 

간단한 혼합 반응 조건에서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 물질의 도입하기 위한 

Maleimido-ADIBO 및 ADIBO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Azide가 결합된 킬레이터를 제조하였

다.

     ① NCS-Thioether-DTPA 킬레이터 개발

그림 56. NCS-Thioether-DTPA 킬레이터 합성 Scheme

Ar(g) 하에서 N-Boc 시스테인 메틸에스터(Cysteine methylester, 8 g, 34 mmol), 세슘 카

보네이트(22 g, 68 mmol) 및 아세토니트릴(MeCN, 120 mL)을 포함하는 용액을 얼음물 배

스(ice-water bath)를 이용하여 냉각하였다. 상기 용액을 교반하면서 4-니트로펜닐에틸 브로

마이드(7.82 g, 34 mmol)를 아세토니트릴 (30 mL)에 녹인 용액을 천천히 적가하여 얼음물 

배스(ice-water bath)에서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후 상기 반응 혼합물을 여과종이를 

이용하여 필터하고, 용액을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나아가, EtOAc/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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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하고 분별깔때기를 이용하여 유기층을 추출한 후, 추출한 유기층을 NaHCO3 수용액으로 

씻어내고, 유기층을 무수 Na2SO4패드(Pad)에 통과시켜 남은 수분을 제거한 후, 용매를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나아가, 실리카 겔 플래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Silica-gel Flash Column Chromatography)에 물질을 loading 한 후, 20-40% 

EtOAc/n-Hx)로 분리하여 12 g (흰색 고체형태, 92%)의 Compound-1 을 얻었다. 1H 

NMR (400 MHz, CDCl3) d = 8.16 (d, J = 8.8 Hz, 2H), 7.36 (d, J = 8.8 Hz, 2H), 

5.32 (d, J = 7.2 Hz, 1H), 4.58-4.50 (m, 1H), 3.05-2.92 (m, 4H), 2.86-2.80 (m, 2H), 

1.44 (s, 9H); MS (ESI+) m/z 285.5 [M-Boc]+,407.5[M+Na]+.

THF (80 mL)에 들어있는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5.7 g, 15 mmol) 용액에 THF (20 mL)에 

Compound-1 (9.66 g, 25 mmol)을 녹인 용액을 천천히 적가하여 반응 혼합물을 획득하였

다. 15분 동안 가열하여 환류시킨 후, 실온까지 식혔다. 상기 반응 혼합물에 메탄올(50 mL)을 

15분 동안 천천히 적가한 후, 30분 동안 가열하여 환류시켰다. NH4Cl 수용액을 추가하여 반

응을 종결시키고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감압 하에서 농축하였다.

EtOAc/H2O로 녹이고 분별깔때기를 이용하여 유기층을 추출한 후, 추출한 유기층을 포화 

NH4Cl수용액으로 씻어내고, 무수 Na2SO4패드(Pad)에 통과시켜 남은 수분을 제거한 후, 용매

를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감압 하에서 제거하였다. 실리카 겔 플래시 컬럼 크로마

토그래피(Silica-gel Flash Column Chromatography, 40% EtOAc/n-Hx) 를 수행하여 

8.94 g (노란색 고체형태, 99%)의 Compound-2 를 얻었다. 1H NMR (400 MHz, CDCl3)d 

= 8.16 (d, J = 8.8 Hz, 2H), 7.38 (d, J = 8.8 Hz, 2H), 4.99 (br s, 1H), 3.84-3.68 (m, 

3H), 3.05-2.98 (m, 2H), 2.92-2.70 (m, 2H), 2.70-2.58 (m, 2H), 2.15 (br s, 1H), 

1.45 (s, 9H); MS (ESI+) m/z 257.4 [M-Boc]+,379.3[M+Na]+.

Ar(g) 조건 하에서 잘 건조된 라운드 플라스크(round flask)에 데스마틴 퍼아이오디난

(Dess-Martin periodinane, 8 g, 18.8 mmol)을 칭량(weighing) 하고 디클로로메탄 

(DCM, dichloromethane)(90mL), tert-부탄올(1.6 mL, 16.5 mmol)을 넣고 얼음물 배스로 

냉각하였다. 여기에 디크롤로메탄(20 mL)에 Compound-2 (5.35 g, 15 mmol)를 녹인 용액

을 천천히 적가하여 반응 혼합물을 제조였다. 반응 혼합물을 얼음물 배스 하에서 1시간 동안 

교반 후, Na2S2O3 수용액 (15 mL, 13.3 g/H2O 15mL)을 천천히 적가하여 반응을 종결하였

다. 이어서, NaHCO3수용액을 천천히 넣어가면서 반응액의 pH를 약 7 내지 8로 조절하였다. 

디클로로메탄으로 분별깔때기를 이용하여 유기층을 추출한 후, 무수 Na2SO4패드에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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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수분을 제거한 후, 용매를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감압 하에서 제거하였다. 실

리카 겔 플래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Silica-gel Flash Column Chromatography, 40% 

EtOAc/n-Hx) 를 수행하여 4.62 g (노란색 오일형태, 87%)의 Compound-3 을 얻었다. 1H 

NMR (400 MHz, CDCl3)d = 9.64 (s, 1H), 8.17 (d, J = 8.8 Hz, 2H), 7.37 (d, J = 8.8 

Hz, 2H), 5.41 (br s, 1H), 4.40-4.22 (m, 1H), 3.06-2.94 (m, 4H), 2.92-2.80 (m, 2H), 

1.46 (s, 9H); MS (ESI+) m/z 255.3 [M-Boc]+,377.4[M+Na]+.

Ar(g) 조건 하에서 Compound-3 (4.57 g, 12.9 mmol), N-Boc-트랜스-1,2-디아미노시클로

헥산(2.76 g, 12.9 mmol), 디클로로에탄(90 mL)의 반응 혼합물을 10분간 교반 후, 소듐 트

리아세톡시보로하이드라이드 (3.83 g, 18.1 mmol)을 넣은 후 1 시간 더 교반하였다. 얼음물 

배스로 냉각한 후, NaHCO3수용액을 넣어 반응을 종결하였다. 디클로로메탄(DCM)으로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유기층을 추출한 후, 무수 Na2SO4패드에 통과시켜, 남은 수분을 제거한 

후 용매를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감압 하에서 제거하였다. 실리카 겔 플래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Silica-gel Flash Column Chromatography, 2~5% MeOH/DCM) 를 수행

하여 4.88 g (노란색 오일형태, 69%)의 Compound-4 를 얻었다. 1H NMR (400 MHz, 

CDCl3)d = 8.16 (d, J = 8.8 Hz, 2H), 7.38 (d, J = 8.8 Hz, 2H), 5.04 (br d, 1H), 4.45 

(br s, 1H), 3.71 (br s, 1H), 3.32-3.18 (m, 1H), 3.06-2.94 (m, 2H), 2.92-2.50 (m, 

6H), 2.22-2.10 (m, 1H), 2.08-1.94 (m, 2H), 1.75-1.65 (m, 2H), 1.44 (s, 9H), 1.43 

(s, 9H), 1.35-1.10 (m, 5H); MS (ESI+) m/z 554.3 [M+H]+.

Compound-4 (4.82 g, 8.72 mmol)를 20%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TFA)/디클로로메탄

(DCM) (100 mL, v/v) 용액에서 1시간 동안 교반한 후, 용매를 Rotary Evaporator를 이용

하여 감압 하에서 농축하였다. NaHCO3 수용액으로 pH를 8로 맞춘 후, 분별깔때기를 이용하

여 디클로로메탄(DCM)으로 추출하였다. 유기층을 무수 Na2SO4패드에 통과시켜, 남은 수분을 

제거한 후, 용매를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감압 하에 제거하였다. 이렇게 얻은 반응

물을 Ar(g) 조건 하에서 아세토니트릴(120 mL)에 녹인 후, 포타슘 카보네이트 (9.63 g, 70 

mmol), tert-부틸 브로모아세테이트(7.1 mL, 48 mmol)를 넣은 후, 3일 동안 실온에서 교반

하였다. 여과 필터를 이용하여 생성된 고체를 제거한 후, 용매를 Rotary Evaporator를 이용

하여 감압 하에서 농축하였다. 디클로로메탄(DCM)을 첨가하여 녹이고 분별깔때기를 이용하여 

유기층을 추출하고 무수 Na2SO4패드에 통과시켜 남은 수분을 제거한 후, 용매(디클로로메탄, 

DCM)를 감압 하에서 제거하였다. 아미노 실리카 겔 플래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Am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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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a-gel Flash Column Chromatography, 5% EA/n-Hx)를 수행하여 4.53 g (노란색 오

일형태, 56%)의 Compound-5 를 이성질체 혼합물(isomer mixture)로 얻었다. 1H NMR 

(400 MHz, CDCl3)d = 8.16-8.10 (m, 2H), 7.45-7.39 (m, 2H), 3.64-3.26 (m, 10H), 

3.10-2.50 (m, 12H), 2.10-1.86 (m, 2H), 1.76-1.62 (m, 2H), 1.50-1.38 (m, 45H), 

1.20-1.00 (m, 4H); 13CNMR(100MHz,CDCl3)d = 172.78, 172.05, 171.78, 171.68, 

171.58, 171.56, 171.39, 149.22, 148.91, 148.27, 146.63, 146.56, 129.70, 129.67, 

129.56, 123.82, 123.70, 123.64, 80.57, 80.50, 80.47, 80.40, 80.27, 80.13, 64.56, 

63.43, 62.81, 62.70, 62.62, 61.26, 54.99, 54.12, 53.25, 52.86, 52.76, 52.42, 51.91, 

36.27, 36.21, 35.93, 33.82, 33.71, 33.53, 33.28, 30.63, 29.23, 28.89, 28.47, 28.28, 

28.17, 28.10, 27.16, 26.21, 26.11, 26.00, 25.94, 25.89; MS (ESI+) m/z 924.3 

[M+H]+.

Ar(g) 조건 하에서 메탄올(80 mL) 및 에틸아세테이트(30 mL)에 녹인 Compound-5 (4.53 

g, 4.9 mmol)를 활성 탄소 상의 팔라듐(palladium on activated carbon, 2.61 g, 1.23 

mmol, 10% Pd, wet, Dugussa type)을 넣은 후, H2(g)로 퍼징(purging)하였다. 실온에서 

18시간 교반 후, 셀라이트(celite) 필터한 반응 혼합물의 용매를 Rotary Evaporator를 이용

하여 감압 하에서 농축하였다. 아미노 실리카 겔 플래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Amino 

Silica-gel Flash Column Chromatography, 20~40% EA/n-Hx)를 수행하여 3.16 g (무색

의 오일형태, 72%)의 Compound-6 을 이성질체 혼합물로 얻었다. 1H NMR (400 MHz, 

CDCl3)d = 7.04-6.98 (m, 2H), 6.64-6.58 (m, 2H), 3.70-3.24 (m, 10H), 3.12-2.50 (m, 

12H), 2.10-1.90 (m, 2H), 1.70-1.52 (m, 2H), 1.50-1.38 (m, 45H), 1.20-1.00 (m, 

4H); MS (ESI+) m/z 894.2 [M+H]+.

Compound-6 (3.16 g, 3.53 mmol)을 HCl(150 mL, 6N(aq.))에 녹인 용액을 실온에서 2시

간 동안 교반 후,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감압 하에서 농축하였다. 얼음 물 배스에서 

물(H2O, 30 mL)및 클로로포름(CHCl3, 30 mL)을 넣고 여기에 티오포스겐(479 mL, 6.28 

mmol)을 천천히 넣었다. 실온에서 2시간 동안 교반 후, 물층을 분벽깔데기를 이용하여 분리

하고 이를 디클로로메탄(DCM)으로 닦아낸 후, 물층을 감압 하에서 농축하였다. C18 실리카 

겔 플래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Amino Silica-gel Flash Column Chromatography, 

20~40% acetonitrile/water) 를 수행하여 1.58 g (흰색 고체형태, 66%)의 Compound-7 

을 이성질체 혼합물로 얻었다. MS (ESI+) m/z 655.9 [M+H]+. HPLC 조건: 30 to 10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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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20 min (A: 0.1% TFA in water, B: Acetonitrile), Rt=10.04min.

     ② Maleimide-DTPA 킬레이터 개발

 

그림 57. Maleimide-DTPA 킬레이터 합성 Scheme

잘 건조된 라운드 플라스크(round flask)에 Ar(g) 하에서 데스마틴 퍼아이오디난 

(Dess-Martin periodinane, 6.37 g, 15.0 mmol)을 칭량(weighing)하여 넣고 CH2Cl2(80 

mL), tert-부탄올(1.26 mL, 13.2 mmol)을 넣은 후 얼음물 배스(ice-water bath)로 냉각하

였다. 여기에 εN-Cbz, N-Boc-라이신올(N-Boc-Lys(Cbz)-ol, 4.4 g, 12.0 mmol)을 디클로

로메탄(10 mL)에 녹인 용액을 천천히 적가하였다. 얼음물 배스 하에서 1시간 동안 교반 후, 

Na2S2O3 수용액(15 mL, 13.3 g/H2O 15 mL)을 천천히 적가하여 반응을 종결하였다. 

이어서, NaHCO3 수용액을 천천히 넣어가면서 반응물의 pH를 약 7 내지 8로 조절하였다. 디

클로로메탄(DCM)으로 추출한 후, 유기층을 무수 Na22SO4Pad 에 통과시켜 남은 수분을 제거

한 후, 용매를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실리카 겔 플래시 컬럼 크로마토

그래피(Silica-gel Flash Column Chromatography, 40% EtOAc/n-Hx)를 수행하여 3.14 

g (흰색 고체형태, 72%)의 Compound-1을 얻었다. 1H-NMR (400 MHz, CDCl3) d = 9.57 

(s, 1H), 7.38-7.30 (m, 5H), 5.15 (br s, 1H), 5.09 (s, 2H), 4.80 (br s, 1H), 4.26-4.18 

(m, 1H), 3.28-3.16 (m, 2H), 1.94-1.82 (m, 1H), 1.66-1.48 (m, 3H), 1.44 (s, 9H); MS 

(ESI+) m/z 365.7 [M+H]+, 387.7 [M+Na]+.

Ar(g) 하에서 Compound-1 (3.14 g, 0.55 mmol), N-Boc-트랜스-1,2-디아미노시클로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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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g, 0.55 mmol), 디클로로에탄(60 ml)을 혼합한 반응 혼합물을 10분간 교반 후, 소듐 

트리아세톡시보로하이드라이드(2.56 g, 0.77 mmol)를 넣은 후, 1.5시간 더 교반하였다. 얼음

물 배스로 냉각한 후, NaHCO3 수용액을 넣어 반응을 종결하였다. 

디클로로메탄(DCM)으로 추출한 후, 유기층을 무수 Na22SO4Pad 에 통과시켜 남은 수분을 제

거한 후, 용매를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실리카 겔 플래시 컬럼 크로마

토그래피(Silica-gel Flash Column Chromatography, 2~5% MeOH/CH2Cl2)를 수행하여 

4.56 g (흰색 고체형태, 94%)의 Compound-2 를 얻었다. 1H-NMR (400 MHz, CDCl3) d 

= 7.38-7.30 (m, 5H), 5.08 (s, 2H), 5.20-4.50 (m, 3H), 3.70-3.50 (m, 1H), 3.20-3.05 

(m, 3H), 2.75-2.48 (m, 2H), 2.30-2.10 (m, 1H), 2.10-1.90 (m, 2H), 1.85-1.55 (m, 

7H), 1.55-1.30 (m, 18H), 1.30-1.00 (m, 5H); 13C-NMR (100MHz, CDCl3) d = 156.61, 

156.34, 156.25, 156.12, 136.78, 136.77, 128.62, 128.23, 128.17, 110.13, 79.33, 

79.18, 66.67, 61.79, 60.08, 54.42, 50.44, 50.12, 49.84, 49.41, 40.88, 40.81, 33.42, 

33.08, 32.98, 32.64, 31.95, 31.59, 29.63, 28.59, 28.57, 28.54, 25.05, 25.00, 24.83, 

24.63, 23.08, 22.99; MS (ESI-) m/z 563.8 [M-H]+.

Compound-2 (4.76 g, 8.46 mmol)를 20%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TFA)/디클로로메탄

(DCM) (100 mL, v/v) 용액에서 1시간 동안 교반한 후, 감압 하에서 농축하였다. NaHCO3 

수용액으로 pH를 7 내지 8로 맞춘 후, 디클로로메탄(CH2Cl2)으로 추출하였다. 유기층을 무수 

Na22SO4Pad에 통과시켜, 남은 수분을 제거한 후, 용매를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감

압 하에서 제거하였다. 이렇게 얻은 반응물을 Ar(g) 하에서 아세토니트릴(MeCN, 120 mL)에 

녹인 후, 포타슘 카보네이트 (9.35 g, 67.7 mmol), tert-부틸 브로모아세테이트(6.88 mL, 

46.6 mmol)를 넣은 후, 3일 동안 교반하였다. 필터하여 생성된 고체를 제거한 후, 용매를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감압 하에서 제거하였다. 여기에 물과 디클로로메탄(DCM)으

로 추출한 후, 유기층을 무수 Na22SO4Pad에 통과시켜, 남은 수분을 제거한 후, 용매(디클로

로메탄)를 용매를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감압 하에서 제거하였다. 실리카 겔 플래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Amino Silica-gel Flash Column Chromatography, 2~10% 

MeOH/DCM) 를 수행하여 4.13 g (노란색 오일형태, 52%)의 Compound-3 을 이성질체 혼

합물(isomer mixture)로 얻었다. 1H-NMR (400 MHz, CDCl3) d = 7.38-7.30 (m, 5H), 

5.60-5.50 (m, 1H), 5.08 (s, 2H), 3.60-3.14 (m, 14H), 2.96-2.20 (m, 6H), 2.10-1.50 

(m, 6H), 1.50-1.36 (m, 45H), 1.30-1.00 (m, 5H); MS (ESI-) m/z 934.4 [M-H]+.

Ar(g) 하에서 Compound-3 (4.1 g, 4.39 mmol)을 메탄올(75 mL), 에틸아세테이트(25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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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녹인 후, 활성 탄소 상의 팔라듐(palladium on activated carbon, 2.34 g, 1.1 mmol, 

10% Pd, wet, Dugussa type)을 넣은 후, H2(g)로 퍼징(purging)하였다. 실온에서 18시간 

교반 후, 셀라이트(celite) 필터한 반응 혼합물을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감압 하에서 

제거하였다. 3.5 g (노란색의 오일형태)의 Compound-4 를 얻고 추가의 정제 과정 없이 다

음 단계로 진행하였다. 1H-NMR (400 MHz, CDCl3) d = 3.60-3.14 (m, 10H), 3.00-1.86 

(m, 14H), 1.84-1.50 (m, 4H), 1.50-1.36 (m, 45H), 1.30-1.00 (m, 5H); MS (ESI-) m/z 

800.8 [M-H]+.

Ar(g) 하에서 Compound-4 (2.758 g, 3.45 mmol)를 THF (80 mL)에 녹인 후, 말레산 무

수물(406 mg, 4.14 mmol)을 넣고 40 ℃에서 18시간 교반하였다. Rotary Evaporator를 이

용하여 감압 하에서 농축한 후, 포타슘 아세테이트(805 mg, 13.8 mmol)와 아세트산 무수물

(185 mL)을 넣고 90 ℃에서 1시간 동안 가열 후, 실온에서 18시간 동안 더 교반하고,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감압 하에서 농축하였다. 디클로로메탄(DCM)으로 추출 후, 

NaHCO3  수용액으로 씻어내고 분별깔때기를 이용하여 유기층을 추출한 후 무수 

Na22SO4Pad 에 통과시켜, 남은 수분을 제거한 후, 용매를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감압 하에서 제거하였다. 실리카 겔 플래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Silica-gel Flash Column 

Chromatography, 10% MeOH/DCM) 를 수행하여 649 mg (노란색 오일형태)의 

Compound-5 를 얻었다. 

1H-NMR (400 MHz, CDCl3) d = 6.67 (s, 2H), 3.80-1.00 (m, 31H), 1.52-1.40 (m, 

45H); MS (ESI+) m/z 881.0 [M+2H]+,902.2 [M+Na]+.

Compound-5 (1.18 g)를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TFA)/트리이소프로필실란

(Triisopropylsilane, TIS)/물(100 mL, 95/2.5/2.5(v/v/v))에 녹인 후, 4 시간 동안 실온에

서 교반하였다.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감압 하에서 농축 후, 디에틸에테르를 넣어 

침천된 고체를 필터하였다. 이렇게 얻은 물질을 C-18 실리카 겔 플래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Silica-gel Flash Column Chromatography, 10~15 % acetonitrile/water, 0.1% TFA)를 

수행하여 649 mg의 흰색 고체형태의 Compound-6 을 얻었다. MS (ESI+) m/z 599.7 

[M+H]+. HPLC 조건: 5 to 50% B for 20 min (A : 0.1% TFA in water, B : 

Acetonitrile), Rt = 12.86 min.

     ③ Azide 접합 킬레이터(NODA-Azide & DTPA-Azide)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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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3-EG3)-DTPA[C]의 합성

그림 58. (N3-EG3)-DTPA[C]의 합성 Scheme

Ar(g)하에서 Boc-L-Cys-OMe (8 g, 34 mmol), cessium carbonate (22 g, 68 mmol), 

acetonitrile (120 mL) 용액을 ice-water bath를 이용하여 냉각하였다. 반응혼합물에 

Triethylene glycol-1-methanesulfonate-8-OTBDMS (11.65 g, 34 mmol)을 

acetonitrile (30 mL)에 녹인 용액을 천천히 적가하고 ice-water bath에서 30 분 동안 교반

하였다. 반응혼합물을 필터하고 감압하에서 농축하였다. EtOAc/H2O를 가해 추출을 한 후, 유

기층을 NaHCO3수용액으로 닦아내었다. 용액을 무수 Na2SO4Pad에 통과시켜, 남은 수분을 

제거한 후, 용매를 감압하에서 제거하였다. Silica-gel Flash Column Chromatography 

(20% EtOAc/n-Hx) 를 수행하여 9.66 g (무색의 오일형태, 59%)의 Compound-1 을 얻었

다. 1H-NMR (400 MHz, CDCl3)  d = 5.46 (d, J = 7.2 Hz, 1H), 4.56-4.46 (m, 1H), 

3.76 (s, 3H), 3.80-3.70 (m, 2H), 3.68-3.58 (m, 6H), 3.55 (t, J = 5.2 Hz, 2H), 3.01 

(d, J = 5.2 Hz, 2H), 2.78-2.68 (m, 2H), 1.45 (s, 9H), 0.88 (s, 9H), 0.06 (s, 6H); MS 

(ESI+) m/z 405.6 [M-Boc+Na]+, 503.6 [M+Na]+.

Sodium borohydride (4.55 g, 120 mmol), THF (70 mL) 용액에 Compound-1 (9.66 g, 

20 mmol)을 THF (30 mL)에 녹인 용액을 천천히 적가하였다. 15 분 동안 환류시킨 후, 실

온까지 식혔다. 반응혼합물에 methanol (50 mL)을 15 분 동안 천천히 적가한 후, 30 분 동

안 환류시켰다. NH4Cl수용액으로 반응을 종결시키고, 감압하에서 농착하였다. EtOAc/H2O를 

가해 추출을 한 후, 유기층을 NH4Cl 수용액으로 닦아내었다. 용액을 무수 Na2SO4Pad에 통

과시켜, 남은 수분을 제거한 후, 용매를 감압하에서 제거하였다. Silica-gel Flash Column 

Chromatography (40% EtOAc/n-Hx) 를 수행하여 8.14 g (무색의 오일형태, 89%)의 

Compound-2 을 얻었다. 1H NMR (400 MHz, CDCl3)  d = 5.16 (br s, 1H), 3.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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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4H), 3.72-3.60 (m, 8H), 3.56 (t, J = 5.2 Hz, 2H), 2.84-2.72 (m, 4H), 2.67 (br s, 

1H), 1.45 (s, 9H), 0.88 (s, 9H), 0.06 (s, 6H); MS (ESI+) m/z 377.2 [M-Boc+Na]+, 

476.5 [M+Na]+.

잘 건조된 round flask에 Ar(g)하에서 Dess-Martin periodinane (7 g, 16.5 mmol)을 

weighing하고 DCM(dichloromethane)(80 mL), tert-butanol(1.4 mL, 14.5 mmol)을 넣

고 ice-water bath로 냉각하였다. 여기에 Compound-2 (6 g, 13.2 mmol)을 

dichloromethane (20 mL)에 녹인 용액을 천천히 적가하였다. Ice-water bath하에서 1 시

간 동안 교반 후, Na2S2O3수용액 (100 mL, 13.3 g/H2O 15mL)을 천천히 적가하여 반응을 

종결하였다. 이어서 NaHCO3수용액을 천천히 넣어가면서 반응혼합물의 pH를 약 7~8로 조절

하였다. CH2Cl2으로 추출한 후, 유기층을 무수 Na2SO4Pad에 통과시켜, 남은 수분을 제거한 

후, 용매를 감압하에서 제거하였다. Silica-gel Flash Column Chromatography (20~40% 

EtOAc/n-Hx) 를 수행하여 4.03 g (무색의 오일형태, 68%)의 Compound-3 을 얻었다. 
1H-NMR (400 MHz, CDCl3)  d = 5.63 (br s, 1H), 4.35-4.28 (m, 1H), 3.76 (t, J = 

5.2 Hz, 2H), 3.70-3.60 (m, 6H), 3.56 (t, J = 5.2 Hz, 2H), 3.03 (d, J = 5.2 Hz, 2H), 

2.80-2.70 (m, 2H), 1.45 (s, 9H), 0.88 (s, 9H), 0.06 (s, 6H); MS (ESI+) m/z 375.0 

[M-Boc+Na]+.

Ar(g)하에서 Compound-3 (4 g, 8.86 mmol), N-Boc-trans-1,2-diaminocyclohexane 

(1.89 g, 8.86 mmol), dichloroethane (60 ml)의 반응혼합물을 10분간 교반 후, sodium 

triacetoxyborohydride (2.63 g, 12.4 mmol)을 넣은 후, 1시간 더 교반하였다. Ice-water 

bath로 냉각한 후, NaHCO3수용액을 넣어 반응을 종결하였다. DCM으로 추출한 후, 유기층

을 무수 Na2SO4Pad에 통과시켜, 남은 수분을 제거한 후, 용매를 감압하에서 제거하였다. 

Silica-gel Flash Column Chromatography (2~5% MeOH/DCM) 를 수행하여 5.5 g (노

란색 오일형태, 95%)의 Compound-4 을  isomer mixture로 얻었다. 1H-NMR (400 

MHz, CDCl3)  d = 5.15-5.00 (br d, 1H), 4.60-4.45 (br d, 1H), 3.77 (t, J = 5.2 Hz, 

2H), 3.70-3.60 (m, 6H), 3.55 (t, J = 5.2 Hz, 2H), 3.3-3.18 (m, 1H), 2.90-2.60 (m, 

6H), 2.30-2.10 (m, 1H), 2.10-1.96 (m, 2H), 1.75-1.65 (m, 2H),  1.44 (s, 9H), 0.89 

(s, 9H), 0.06 (s, 6H); 13C-NMR (100MHz, CDCl3) d = 256.32, 156.23, 155.61, 79.32, 

73.14, 72.77, 71.03, 70.97, 70.78, 70.44, 62.82, 61.97, 61.31, 54.57, 48.21, 47.96, 

35.40, 35.01, 33.07, 32.29, 32.25, 31.94, 28.58, 28.56, 28.54, 26.06, 25.05, 25.02, 

24.84, 24.68, 14.49, -5.12; MS (ESI+) m/z 649.0 [M-H]+.

Ar(g)하에서 Compound-4 (5.29 g, 8.14 mmol), triethylamine (1.36 mL, 9.77 mmol)

을 DCM (60 mL)에 녹인 후, di-tert-butyl dicarbonate (1.95 g, 8.95 mmol)을 DCM 

(20 mL)에 녹인 용액을 천천히 적가하였다. 실온에서 3 시간 동안 교반 후, H2O을 넣어 반

응을 종결하였다. 유기층을 무수 Na2SO4Pad에 통과시켜, 남은 수분을 제거한 후, 용매를 감

압하에서 제거하였다. 다시 THF (80 mL)에 녹인 후, tetraammonium fluoride hydrate 

(4.26 g, 16.28 mmol)을 넣고 30분간 교반하였다. 감압하에서 농축한 후, 유기층을 H2O로 

닦아낸 후, 무수 Na2SO4Pad에 통과시켜 남은 수분을 제거한 후, 용매를 감압하에서 제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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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ilica-gel Flash Column Chromatography (2~5% MeOH/DCM) 를 수행하여 4.55 g 

(노란색 오일형태, 88%)의 Compound-5 을 isomer mixture로 얻었다. 1H-NMR (400 

MHz, CDCl3)  d = 6.04 (br s, 0.2 H), 5.45 (d, J = 7.2 Hz, 0.34H), 5.10-4.75 (m, 

1H), 4.40 (br s, 0.3H), 3.92 (br s, 1H), 3.80-3.00 (m, 15H), 2.85-2.50 (m, 5H), 

2.15-1.60 (m, 4H), 1.49 (s, 9H), 1.41 (s, 9H), 1.39 (s, 9H), 1.30-1.10 (m, 4H); 
13C-NMR (100MHz, CDCl3)d =155.67, 155.56, 155.31, 81.23, 80.73, 79.37, 78.98, 

72.62, 71.05, 70.56, 70.53, 70.38, 61.92, 61.87, 53.57, 52.65, 52.03, 35.92, 33.90, 

32.52, 32.40, 32.27, 31.03, 28.57, 28.53, 25.70, 25.06, 24.99; MS (ESI+) m/z 657.5 

[M+Na]+.

Ar(g)하에서 Compound-5 (4.53 g, 7.12 mmol), triethylamine (1.5 mL, 10.7 mmol)을 

DCM (80 mL)에 녹인 후, ice-water bath로 냉각하였다. Methanesulfonyl chloride (0.6 

mL, 7.83 mmol)을 천천히 적가한 후, 실온에서 1시간동안 교반하였다. NaHCO3수용액을 

넣고 DCM으로 추출한 후, 유기층을 무수 Na2SO4Pad에 통과시켜, 남은 수분을 제거한 후, 

용매를 감압하에서 제거하였다. 다시 DMF (80 mL)에 녹인 후, sodium azide (0.7 g, 10.7 

mmol)을 넣은 후, 60도에서 24시간동안 가열하였다. 감압하에서 농축 후, EA에 반응혼합물

을 녹였다. 유기층을 NaHCO3수용액, NH4Cl수용액으로 차례로 닦아낸 후, 유기층을 무수 

Na2SO4Pad에 통과시켜, 남은 수분을 제거한 후, 용매를 감압하에서 제거하였다. Silica-gel 

Flash Column Chromatography (5% MeOH/DCM) 를 수행하여 4.06 g (노란색 오일형

태, 86%)의 Compound-6을 isomer mixture로 얻었다. 1H NMR (400 MHz, CDCl3)  d 

= 6.05 (br s, 0.2 H), 5.45 (d, J = 7.2 Hz, 0.35H), 5.00-4.75 (m, 1H), 4.50-4.30 (m, 

0.64H), 3.92 (br s, 1H), 3.80-3.00 (m, 15H), 2.85-2.40 (m, 5H), 2.15-1.60 (m, 5H), 

1.49 (s, 9H), 1.42 (s, 9H), 1.40 (s, 9H), 1.35-1.10 (m, 3H); MS (ESI+) m/z 682.1 

[M+Na]+.

Compound-6 (4 g, 6.0 mmol)을 20% TFA/DCM (80 mL, v/v)용액에서 1 시간 동안 교

반한 후, 감압하에서 농축하였다. 반응혼합물을 Ar(g)하에서 acetonitrile (100 mL)에 녹인 

후, potassium carbonate (6.7 g, 48.0 mmol), tert-butyl bromoacetate (4.92 mL, 33 

mmol)을 넣은 후, 4일 동안 교반하였다. 필터하여 생성된 고체를 제거한 후, 감압하에서 농

축하였다. DCM으로 추출한 후, 유기층을 무수 Na2SO4Pad에 통과시켜, 남은 수분을 제거한 

후, 용매를 감압하에서 제거하였다. Silica-gel Flash Column Chromatography (5% 

MeOH/DCM) 를 수행하여 1.72 g (노란색 오일형태, 31%)의 Compound 7 을 isomer 

mixture로 얻었다. 1H-NMR (400 MHz, CDCl3)  d = 3.80-2.35 (m, 27H), 2.30-1.60 

(6H),1.50-1.30 (m, 45H), 1.20-0.90 (m, 4H); MS (ESI+) m/z 931.9 [M+H]+953.8 

[M+Na]+.

Compound-7 (1.68 g, 1.8 mmol)을 TFA/TIS/Water (100 mL, 95/2.5/2.5(v/v/v))에 녹

인 후, 4시간동안 실온에서 교반하였다. 감암하에서 농축 후, diethyl ether를 넣어 침천된 

고체를 필터하였다. 이렇게 얻은 crude를 C18 Silica-gel Flash Column Chromatography 

(10~20 % acetonitrile/water, 0.1% TFA)를 수행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고체를 MeO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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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에 녹인 후, diethyl ether를 과량 넣어 침전된 고체를 필터하여 580 mg (흰색 고체형

태, 32%)의 Compound-8 을 isomer mixture로 얻었다. 1H-NMR (400 MHz, MeOH-d4)  

d = 4.16 (d, J = 16.8 Hz, 1H), 3.90-3.45 (m, 20H), 3.39 (t, J = 4.4 Hz, 2H), 

3.30-3.00 (m, 3H), 2.85-2.65 (m, 2H), 2.60-2.10 (m, 3H), 1.90-1.70 (m, 2H), 

1.55-1.25 (m, 4H); MS (ESI+) m/z 651.5 [M+H]+.

       ㉯ NODA-Lys-PEG-N3 의 합성

그림 59. NODA-Lys-PEG-N3의 합성 Scheme

Ice-bath 하에서 L-Lysine(Z)-OH (2.37 g, 8.5 mmol), sodium bromide (3.51 g, 34.2 

mmol)을 HBr solution (1N, 18 mL)에 녹였다. Sodium nitrite (1.23 g, 17.8 mmol)을 

천천히 넣은 후, 2 시간동안 ice-bath 에서 교반하였다. H2SO4 solution(12N, 0.9 mL)을 넣

은 후, 이어서 diethyl ether 를 넣었다. 유기층과 물층을 분리한 후, 물층을 3 번더 diethyl 

ether 로 추출한 후, 유기층을 brine 수용액으로 닦아내었다. 용액을 무수 Na2SO4Pad 에 통

과시켜, 남은 수분을 제거한 후, 용매를 감압하에서 제거하였다. Silica-gel Flash Column 

Chromatography (2% MeOH/DCM) 를 수행하여 1.47 g (노란색의 오일형태, 51%)의 

bromide 물질을 얻었다. 1H-NMR (400MHz, Methanol-d4)  d = 7.45-7.20 (m, 5H), 

5.09 (s, 2H), 4.30-4.20 (m, 1H), 3.20-3.05 (m, 2H), 2.15-1.90 (m, 2H), 1.60-1.30 

(m, 4H); MS (ESI+) m/z 342.3 [M-H]+

Ar(g)하에서 Bromide (600 mg, 1.74 mmol)을 chloroform (6 mL)에 녹인 후, TB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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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t-butyltrichloroacetimidate) (819 mg, 3.75 mmol)을 cyclohexane (6 mL)에 녹인 

용액을 30분동안 천천히 넣었다. 이어서 DMA (diemethylacetamide) (0.7 mL), boron 

trifluoride ethyl etherate (36 uL)를 넣고 24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용매를 감압하에서 제

거 후, Silica-gel Flash Column Chromatography (20% EtOAc/n-Hx) 를 수행하여 465 

mg (무색의 오일형태, 67%)의 Compound-1 을 얻었다. 1H-NMR (400MHz, CDCl3) d = 

7.40-7.25 (m, 5H), 5.09 (s, 2H), 4.77 (s, 1H), 4.15-4.00 (m, 1H), 3.25-3.10 (m, 

2H), 2.10-1.90 (m, 2H), 1.60-1.30 (6H, m), 1.47 (s, 9H); 13C-NMR 100MHz, 

CDCl3)d = 168.89, 156.49, 136.67, 128.66, 128.25, 82.56, 66.78, 47.59, 40.81, 

34.53, 29.39, 27.86, 24.56; MS (ESI+) m/z 299.9 [M-Boc]+, 423.9 [M+Na]+.

Ar(g)하에서 NO2A(tBu) (FC-2123, 482 mg, 1.35 mmol)을 chloroform (10 mL)에 녹인 

후, triethylamine (148 mg, 1.46 mmol)을 넣었다. 여기에 Compound-1 (450 mg, 1.12 

mmol)을 chloroform (4 mL)에 녹인 용액을 천천히 넣고 48 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NaHCO3수용액을 넣고 dichloromethane으로 추출 한 후, 유기층을 무수 Na2SO4Pad에 통

과시켜, 남은 수분을 제거한 후, 용매를 감압하에서 제거하였다. Silica-gel Flash Column 

Chromatography (2%  MeOH/dichloromethane, 1 % triethylamine)를 수행하여 675 

mg (노란색 오일형태, 89%)의 Compound-2를 얻었다. 1H-NMR (400MHz ,CDCl3) d = 

7.40-7.25 (m, 5H), 5.08 (s, 2H), 3.36-2.66 (m, 18H), 1.80-1.46 (m, 6H), 1.44 (s, 

27H);13CNMR(100MHz,CDCl3)d = 172.15, 156.50, 136.75, 128.52, 128.13, 128.08, 

82.09, 81.57, 66.50, 53.52, 40.75, 31.26, 29.77, 29.61, 28.28, 28.15, 28.05, 28.02, 

23.84; MS (ESI+) m/z 677.6 [M+H]+.

잘 건조된 Round flask에 Palladium on carbon (726 mg, 0.34 mmol, 10 wt%, wet)을 

넣고 methanol (15 mL)을 천천히 적가하였다. 여기에 Compound-2 (770 mg, 1.14 

mmol)을 methanol (5 mL)에 녹인 용액을 넣고 H2(g)로 치환하였다. 실온에서 4시간 교반 

후, celite를 이용하여 필터하고 감압하에서 농축하였다. Silica-gel Flash Column 

Chromatography (5%  MeOH/dichloromethane, 1% triethylamine) 를 수행하여 549 

mg (무색 오일형태, 89 %)의 Compound-3 (NODA-Lys) 물질을 얻었다. 1H-NMR 

(400MHz, CDCl3) d = 3.44-3.28 (m, 4H), 3.17 (t, J = 7.6 Hz, 1H), 3.06-2.70 (m, 

15H), 1.78-1.50 (m, 6H), 1.45 (m, 18H), 1.43 (s, 9H);13C-NMR (100MHz, CDCl3) d 

= 173.09, 171.46, 110.15, 81.20, 80.92, 67.52, 59.41, 55.73, 54.77, 53.56, 53.11, 

46.06, 41.13, 29.97, 28.45, 28.35, 23.83; MS (ESI+) m/z 543.3 [M+H]+.

Ar(g)하에서 FC-6012 (298 mg, 0.55 mmol), TBTU (183 mg, 0.66 mmol), HOBt (111 

mg, 0.82 mmol), DIPEA (191uL, 1.1 mmol)을 DMF (9 mL) 녹인 후, 10분간 교반하였

다. 여기에 NODA-Lys (298 mg, 0.55 mmol)을 DMF (3 mL)에 녹인 용액을 넣고 

overnight하였다. 감압하에서 농축한 후, silica-gel Flash Column Chromatography (5%  

MeOH/dichloromethane  -> 5%  MeOH/dichloromethane(1 % triethylamine)를 수행

하여 351 mg (노란색 오일형태, 80%)의 Compound-4 (NODA-Lys-PEG-N3)를 얻었다. 
1H-NMR (400MHz, CDCl3) d = 6.95 (br s, 1H, amide NH), 3.98 (s,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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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2-O-), 3.72-3.64 (m, 14 H, PEG), 3.39 (t, J = 4.8 Hz, 2H, CH2-N3), 

3.33-2.68 (m, 19H), 1.60-1.20 (m, 6H), 1.45 (s, 18H), 1.44 (s, 9H).

   (나) 킬레이터와 생리활성물질 접합체 제조 및 RI 표지 연구

     ① NCS-Thioether-DTPA 킬레이터 접합체 제조 및 RI 표지

       ㉮ NCS-Thioether-DTPA 킬레이터의 RI 표지

20 ㎍의 NCS-Thioether-DTPA 를 아세트산완충액(50 mM, pH 5, 100 ㎕) 에 녹여 바이

알에 담는다. 여기에 50 ㎕의 0.05N HCl 용액에 들어있는 방사성동위원소 Y-90 1 mCi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한 후 실온에서 10 분간 천천히 교반하여 반응시킨다.

표지수율 평가를 위하여 상기 반응 후에 2 ㎕ 용액를 취하여 ITLC-SG 플레이트에 점적하고 

75% 메탄올 용액(Methanolic solution)을 이용하여 전개하였다. 전개된 ITLC-SG 플레이트

를 건조한 후 TLC 스캐너(Scan-RAM, RadioTLC Detector)를 이용하여 표지수율을 확인하

였다.

확인한 결과 98% 이상의 수율로 제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Unlabeled Y-90 ,Rf= 0~0.1; 

Y-90-킬레이터, Rf= 0.8~1.0)

그림 60. NCS-Thioether-DTPA 킬레이터의 RI 표지 결과

       ㉯ NCS-Thioether-DTPA 킬레이터의 농도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NCS-Thioether-DTPA 킬레이터 1000 ㎍ 를 아세트산완충액(50 mM, pH 5, 100㎕) 에 녹

여 바이알에 담는다. 여기에서 일부를 취하여 DTPA 킬레이터 화합물의 량을 각각 0.1, 1, 5, 

10, 50 ㎍ (0.13, 1.3, 6.5, 13, 65 nmol)이 되도록 취한 후에 아세트산완충액(50 mM,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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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을 추가하여 총 용액의 부피를 100 ㎕로 제조하였다. 여기에 50 ㎕의 0.05N HCl 용액에 

들어있는 0.1 mCi 방사성동위원소 Y-90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한 후 실온에서 10 분간 

천천히 교반하여 반응시킨다.

표지수율 평가를 위하여 상기 반응 후에 2 ㎕ 용액를 취하여 ITLC-SG 플레이트에 점적하고 

75% 메탄올 용액(Methanolic solution)을 이용하여 전개하였다. 전개된 ITLC-SG 플레이트

를 건조한 후 TLC 스캐너(Scan-RAM, RadioTLC Detector)를 이용하여 표지수율을 확인하

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 표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22. NCS-Thioether-DTPA 킬레이터 화합물 량에 따른 표지 수율 

NCS-Thioether-DTPA 킬레이터 화합물 량
표지수율(%)

㎍ nmol

0.1 0.13 -

1 1.3 10

5 6.5 95

10 13 98

20 26 98

50 65 98

       ㉰ NCS-Thioether-DTPA 킬레이터와 저분자화합물 접합체 제조 및 RI 표지 

          NCS-Thioether-DTPA 킬레이터와 PSMA 접합체의 제조

100mM PBS 버퍼 (pH 7.4)에 들어 있는 PSMA 유도체 화합물인 [Glu-Urea-Lys(Ahx)] 1 

당량을 기준으로 NCS-Thioether-DTPA 를 1.5 당량으로 실온에서 2 시간 반응시켜 PSMA 

유도체 화합물과 결합된 NCS-Thioether-DTPA 킬레이터-PSMA 접합체를 제조하였다. MS 

(ESI+) m/z 1087.7 [M+H]+ HPLC 조건: 30 to 100% B for 20 min (A: 0.1% TFA in 

water, B: Acetonitrile), Rt=11.94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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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NCS-Thioether-DTPA 킬레이터 PSMA 접합체 제조

          NCS-Thioether-DTPA 킬레이터-PSMA 접합체의 RI 표지

50 ㎍의 NCS-Thioether-DTPA 킬레이터 접합 PSMA 표적 화합물을 아세트산완충액(50 

mM, pH 5, 100 ㎕) 에 녹여 바이알에 담는다. 여기에 50 ㎕의 0.05N HCl 용액에 들어있

는 방사성동위원소 Y-90 0.1 mCi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한 후 실온에서 10 분간 천천히 

교반하여 반응시킨다.

표지수율 평가를 위하여 상기 반응 후에 5 ㎕ 용액를 취하여 ITLC-SG 플레이트에 점적하고 

75% 메탄올 용액(Methanolic solution)을 이용하여 전개하였다. 전개된 ITLC-SG 플레이트

를 건조한 후 TLC 스캐너(Scan-RAM, RadioTLC Detector)를 이용하여 표지수율을 확인하

였다. 확인한 결과 98% 이상의 수율로 제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Unlabeled Y-90 ,Rf= 

0~0.1; Y-90- 킬레이터 접합 PSMA 표적 화합물 접합체, Rf= 0.8~1.0)

     ② Maleimide-DTPA 킬레이터 접합체 제조 및 RI 표지 연구

       ㉮ Maleimide-DTPA 킬레이터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20 ㎍의 Maleimide-DTPA 킬레이터 를 아세트산완충액(50 mM, pH 5, 100 ㎕) 에 녹여 

바이알에 담는다. 여기에 50 ㎕의 0.05N HCl 용액에 들어있는 방사성동위원소 Y-90 1 mCi

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한 후 실온에서 10 분간 천천히 교반하여 반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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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수율 평가를 위하여 상기 반응 후에 2 ㎕ 용액를 취하여 ITLC-SG 플레이트에 점적하고 

75% 메탄올 용액(Methanolic solution)을 이용하여 전개하였다. 전개된 ITLC-SG 플레이트

를 건조한 후 TLC 스캐너(SCAN-RAM, Radio-TLC Detector)를 이용하여 표지수율을 확인

하였다.

확인한 결과 98% 이상의 수율로 제조됨을 확인 확인할 수 있었다(Unlabeled Y-90, Rf= 

0~0.1); Y-90-킬레이터, Rf= 0.8~1.0).

그림 62. Maleimide-DTPA 킬레이터 RI 표지 결과

      ㉯ Maleimide-DTPA 킬레이터의 농도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Maleimide-DTPA 킬레이터 1000 ㎍ 를 아세트산완충액(50 mM, pH 5, 100㎕) 에 녹여 바

이알에 담는다. 여기에서 일부를 취하여 DTPA 킬레이터 화합물의 량을 각각 0.1, 1, 5, 10, 

50 ㎍ (0.11, 1.12, 5.63, 11.3, 56.3 nmol)이 되도록 취한 후에 아세트산완충액(50 mM, 

pH 5)을 추가하여 총용액의 부피를 100 ㎕로 제조하였다. 여기에 50 ㎕의 0.05N HCl 용액

에 들어있는 100  μCi 방사성동위원소 Y-90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한 후 실온에서 10분

간 천천히 교반하여 반응시킨다.

표지수율 평가를 위하여 상기 반응 후에 2 ㎕ 용액를 취하여 ITLC-SG 플레이트에 점적하고 

75% 메탄올 용액(Methanolic solution)을 이용하여 전개하였다. 전개된 ITLC-SG 플레이트

를 건조한 후 TLC 스캐너(Scan-RAM, RadioTLC Detector)를 이용하여 표지수율을 확인하

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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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Maleimide-DTPA 킬레이터 화합물 량에 따른 표지수율 

Maleimide-DTPA 킬레이터 화합물 량 표지수율

(%)㎍ nmol

0.1 0.11 -

1 1.12 5

5 5.63 85

10 11.3 92

20 22.6 98

50 56.3 98

     ㉰ Maleimide-DTPA 킬레이터와 저분자물질 접합체 제조 및 RI 표지

         Maleimide-DTPA 킬레이터와 CCK-2 접합체의 제조

Maleimide-DTPA 킬레이터와 CCK-2를 표적할 수 있는 펩타이드 화합물과 결합된 물질의 

제조하기 위하여 고체 상 지지체를 이용한 펩타이드 제조방법(Solid Phase Peptide 

Synthesis)을 적용하여 먼저 끝단에 시스테인(Cysteine, C) 함유 펩타이드를 제조한다. 

이렇게 제조된 펩타이드를 PBS 등과 같은 염기성 버퍼에 녹인 후 Maleimide-DTPA 킬레이

터를 2 당량 추가하여 실온에서 1 내지 4 시간 반응시켰다. 그 후 반응 용액을 HPLC를 이용

하여 분리 정제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의 접합체를 제조하였다. MS (ESI+) m/z 1627.4 

[M+H]+. HPLC 조건: 5 to 50% B for 20 min (A : 0.1% TFA in water, B : 

Acetonitrile), Rt=14.03 min.

H-Cys[S-Mal-Lys-DTPA(CHX)]-Tyr-D-Nle-Gly-Trp-(N-Me-Nle)-Asp-Phe-NH2

그림 63. Maleimide-DTPA 킬레이터와 CCK-2 접합체



- 122 -

         Maleimide-DTPA 킬레이터 접합 CCK-2 펩타이드의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Maleimide-DTPA 킬레이터와 CCK-2를 표적할 수 있는 펩타이드 화합물의 접합체 (20 ㎍)

를 아세트산완충액(50 mM, pH 5, 100 ㎕) 에 녹여 바이알에 담는다. 여기에 50 ㎕의 

0.05N HCl 용액에 들어있는 방사성동위원소 Y-90 1  mCi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한 후 

실온에서 10 분간 천천히 교반하여 반응시킨다.

표지수율 평가를 위하여 상기 반응 후에 1~2 ㎕ 용액를 취하여 ITLC-SG 플레이트에 점적하

고 75% 메탄올 용액(Methanolic solution)을 이용하여 전개하였다. 전개된 ITLC-SG 플레이

트를 건조한 후 TLC 스캐너(SCAN-RAM, Radio-TLC Detector)를 이용하여 표지수율을 확

인하였다.

확인한 결과 95% 이상의 수율로 제조됨을 확인 확인할 수 있었다.(Unlabeled Y-90, Rf= 

0~0.1; Y-90- 킬레이터-펩타이드 접합체, Rf= 0.8~1.0)

그림 64. Maleimide-DTPA 킬레이터와 CCK-2 접합체의 RI 표지 결과

      ㉱ Maleimide-DTPA 킬레이터와 Annexin V 단백체 접합체 제조 및 RI 표지

         Maleimide-DTPA 킬레이터와 Annexin V 단백체 접합체의 제조

Maleimide-DTPA 킬레이터와 아포토시스(Appotosis)를 확인할 수 있는 Annexin V 단백체

와 결합된 물질의 제조하기 위해, E-Coli를 이용하여 발현시켜 분리하여 6X-히스티딘 표지된

(Histidine tagged) Annexin V 단백체를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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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Annexin V 단백체의 제조

 IMAC(immobilized Metal Affinity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단백체를 분리 하였고, 

분리된 물질의 SDS-PAGE 분석 결과 일부 이황화 (Disulfide) 결합을 갖는 (Annexin-V)2존

재를 확인하였고, 나아가 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HEPES 버퍼(pH 7.5)에 들어있는 이황화(Disulfide)결합을 갖는 (Annexin V)2를 TCEP

를 이용하여 환원(Reducing)한 후 Maleimide-DTPA 킬레이트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2 시간 

또는 4℃ 24시간 이상 반응시켜 접합체를 제조하였다. 10kDa의 분자량 컷오프 필터

(molecular cut-off filter)를 이용하여 초원심분리(Ultra-Centrifuge)하여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Maleimide-DTPA 킬레이트를 제거하였다. 

6X-히스티딘 표지(Histidine tagged) Annexin V 단백체 서열정보와 Maleimide-DTPA 킬

레이트가 결합된 6X-히스티딘 표지(Histidine tagged) Annexin V 단백체에 접합된 위치와 

DTPA 킬레이트가 결합된 6X-히스티딘 표지(Histidine tagged) Annexin V 단백체에 접합

된 물질의 SDS-PAGE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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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Maleimide-DTPA 결합 Annexin V 단백체

6X-히스티딘 표지(Histidine tagged) Annexin V 단백체의 환원된 형태의 경우 시간경과에 

따라 이황화 결합이 발생하여 분자량이 증가하는 반면, Maleimide-DTPA 킬레이트가 결합된 

6X-히스티딘 표지(Histidine tagged) Annexin V 단백체에 접합된 물질은 분자간 이황화결

합을 할 수 없는 형태의 단분자 형태를 갖추고 있어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Maleimide-DTPA 킬레이터 접합 Annexin V 단백체의 RI 표지

100 ㎍의 Maleimide-DTPA 킬레이터 접합 Annexin V 단백체가 들어있는 아세트산완충액

(50 mM, pH 5, 500 ㎕) 을 바이알에 담는다. 여기에 50 ㎕의 0.05N HCl 용액에 들어있는 

방사성동위원소 Y-90 0.1 mCi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한 후 실온에서 10분간 천천히 교

반하여 반응시킨다.

표지수율 평가를 위하여 상기 반응 후에 1~5 ㎕ 용액를 취하여 ITLC-SG 플레이트에 점적하

고 소듐 시트르산용액(50 mM, Sodium Cirtate solution)을 이용하여 전개하였다.

전개된 ITLC-SG 플레이트를 건조한 후 TLC 스캐너(SCAN-RAM, Radio-TLC Detector)를 

이용하여 표지수율을 확인하였다. 확인한 결과 98% 이상의 수율로 제조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Y-90-킬레이터-단백체 접합체, Rf= 0~0.1; Unlabeled Y-90, Rf= 0.8~1.0)

그림 67. Maleimide-DTPA 결합 Annexin V 단백체의 RI 표지 결과

(다) 혈액종양의 표적 치료를 위한 CD20 표적 단백체 개발

     ① CD-20 표적 항체(Full mAb)를 이용한 방사성면역접합체 제조

      ㉮ NCS-Thioether-DTPA와 CD-20 표적 항체(리툭시맙) 접합체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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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kDa 분자량 컷오프 필터(molecular cut-off filter)를 이용하여 항체 치료제 바이알 조성

물로부터 리툭시맙을 분리 및 회수한다. 이때, 100 mM HEPES 버퍼 (pH 7.5) 또는 100 

mM PBS 버퍼 (pH 7.4)로 회수한다. 

리툭시맵 1 당량을 기준으로 NCS-Thioether-DTPA 킬레이터를 4 당량의 양으로 실온에서 

2 시간 또는 4 ℃에서 24 시간 이상 반응시켜 NCS-Thioether-DTPA 킬레이터가 리툭시맙

의 아미노산 서열 중 일부의 리신(Lysine, K) 잔기와 결합하도록 한다. 

이후 30 kDa의 분자량 컷오프 스핀 컬럼 필터(molecular cut-off spin column filter)를 

이용하여 초원심분리(Ultra-Centrifuge)하여 미반응의 NCS-Thioether-DTPA 킬레이터 등을 

제거하고 NCS-Thioether-DTPA 킬레이터 접합 리툭시맙을 50 mM 아세테이트 버퍼(pH 5)

로 회수하였다. 

      ㉯ NCS-Thioether-DTPA 킬레이터와 리툭시맵 접합체의 RI 표지

500 ㎍의 NCS-Thioether-DTPA 킬레이터 접합 리툭시맙이 들어있는 아세트산완충액(50 

mM, pH 5, 500 ㎕) 을 바이알에 담는다. 여기에 50 ㎕의 0.05N HCl 용액에 들어있는 방

사성동위원소 Y-90 1 mCi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한 후 실온에서 10 분간 천천히 교반하

여 반응시킨다.

표지수율 평가를 위하여 상기 반응 후에 2~5 ㎕ 용액를 취하여 ITLC-SG 플레이트에 점적하

고 소듐 시트르산용액(50 mM, Sodium Cirtate solution)을 이용하여 전개하였다.

그림 68. NCS-Thioether-DTPA 킬레이터 접합 리툭시맙 일러스트

전개된 ITLC-SG 플레이트를 건조한 후 TLC 스캐너(Scan-RAM, RadioTLC Detector)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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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표지수율을 확인하였다.

확인한 결과 98% 이상의 수율로 제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Unlabeled Y-90, Rf= 

0.8~1.0; Y-90-NCS-Thioether-DTPA 킬레이터 접합 리툭시맙, Rf= 0~0.1), 나아가, 5일 

경과 후에도 우수한 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지 직후) (5일 경과 후)

그림 69. Y-90-NCS-Thioether-DTPA 킬레이터 접합 리툭시맙

   ② Fab-type CD-20 표적 단백체를 이용한 방사성면역접합체 제조

      ㉮ Fab-type CD-20 표적 단백체 제조

Protein L 정제 방법을 적용한 경우 다량 발현되는 조건에서 Light chain에 대한  분리 어

려움에 따라 분리가 용이하도록 Heavy Chain에 Thrombin cleavage 서열 및 c-Myc tag

을 접합시켜 CD-20 표적이 가능한 Fab 단백체를 제조하였다. 

 실험 조건

   - 실험에 사용된 Cell 

     : 293F (Thermo R79007) 

   - 발현 Vector (H : L) 

     : Heavy chain (pcDNA3.3), 

     : Light chain (pOptiVEC) 

     : 293F  2:1
   - 정제 (Purification) 방법

     :  Protein L  c-Myc 또는     

c-Myc  Protein L 순차 정제 

 적용된 정제 방법

제조 결과, 상기한 실험조건에서 단백체가 원활하게 발현됨을 확인하였다. 정제 과정에서는 

Protein L을 이용한 분리 이후에 이를 c-Myc을 이용하여 정제하는 것이 보다 정제된 

Fab-type CD-20 표적 물질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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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Fab-type CD-20 표적 단백체 제조

제조한 단백체는 Thrombin으로 처리하여 c-Myc를 분리시킨 후 10kDa의 Molecula-cut 

off spin column filter를 이용하여 Ultra-Centrifuge하여 c-Myc을 갖는 펩타이드 물질을 

제거하여 끝단부위에 시스테인(Cysteine, C)을 포함하고 있는 Fab-type CD-20 표적 단백체

를 제조하였다.

      ㉯ Fab-type CD-20 표적 단백체의 형광물질 접합체 제조

         형광물질(Maleimido-Fluorescense-ADIBO)의 제조

단백체의 활성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시스테인에 서열선택적으로 진단 또는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하기 위한 킬레이터를 도입하기 위하여 우선 in vitro 실험 단계에서의 

활성을 손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시스테인과 선택적으로 결합되는 특성이 있는 Maleimide와 

형광체(FITC, TAMRA)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을 개발하였다. 이 화합물에는 형광체 뿐 만아

니라 곧바로 실온, 수용액 조건에서 1시간 이내 반응으로 Azide-레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ADIBO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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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Maleimido-Fluorescense-ADIBO 합성 Scheme 및 물질

   Maleimido-FITC-ADIBO 합성

2-Chlorotrityl chloride resin (200 mg, 0.278 mmol)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Solid phase 

peptide synthesis 방법에 의해 합성하였다. Coupling reagent는 TBTU, HOBt, DIPEA 를 

사용하였고, Fmoc은 20% piperidine/DMF를 사용하여 deprotection하였다. 각 coupling 

반응은 2시간동안 shaking하여 진행하였고, Kaiser test를 통해 반응진행을 확인하였다. 

Resin에서 cleavage는 AcOH/TFE/DCM (5 mL, 3/1/6(v/v/v))을 사용하여 2시간동안 

shaking하였고, 얻어진 crude는 Ether/Hexane (1/1(v/v))로 washing한 후, Compound-1 

(102 mg)을 얻었고 HPLC에서 95.27%의 순도를 보여 추가 정제없이 다음반응에 사용하였

다. ESI-Mass; (+) 751.2[M+1]+, 773.5 [M+Na]+, (-) 749.7 [M-1]+.

Compound-1 (82 mg, 0.11 mmol), TBTU (39 mg, 0.12 mmol), HOBt (16 mg, 0.12 

mmol), DIPEA (57 uL, 0.33 mmol)을 DCM (3 mL), DMF (0.8 mL)에 녹여 activation 

시킨 후, ADIBO-amine.TFA (43 mg, 0.11 mml)을 DCM (1 mL)에 녹인 용액을 1시간동

안 천천히 적가하였다. 실온에서 30분 더 교반 후, 감압하에서 농축하였다. 반응혼합물을 

ethyl acetate에 녹인 후, 1N HCl(aq.), sat. NaHCO3, Brine으로 순서대로 닦아낸 후, 유

기층은 Na2SO4 를 통과하여 건조하였다. Silica-gel column chromatography (3~5% 

Methanol/Dichloromethane)을 수행하여 Compound-2 (55 mg, 50 %)를 white foamy 

solid로서 얻었다.

1H NMR (400 MHz, CDCl3)  d = 7.80-6.80 (m, 8H), 6.68 (s, 2H), 5.20-5.0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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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 4.90-4.10 (m, 4H), 3.90-2.90 (m, 16H), 2.60-2.40 (m, 4H), 2.25-1.50 (m, 

12H), 1.41 (s, 9H), 1.30-1.20 (m, 4H); MS (ESI+) m/z 909.5 [M-Boc]+, 1031.5 

[M+Na]+, (ESI-) m/z 1007.6 [M-H]+.

Compound-2 (31 mg, 31 umol)을 DCM (2.25 mL)에 녹인 후, trifluoroacetic acid 

(0.25 mL)을 넣고 실온에서 20분간 교반 후, 감압하에서 농축하였다. Diethyl ether로 

washing, decantation 후, high-vacuum에서 1시간동안 건조하였다. 

FITC-NCS (12 mg, 10 mmol), DIPEA (60 uL), DMF (1.5 mL)을 넣은 용액에 앞에서 얻

은 amine을 DMF (1 mL)에 녹인 용액을 1시간동안 천천히 적가하였다. 1시간동안 더 교반 

후, 감압하에서 농축하였다. 반응혼합물을 Prep-HPLC를 이용하여 정제하여 11 mg (노란색

의 고체, 28%)로 Maleimido-FITC-ADIBO 를 얻었다. MS (ESI+) m/z 1298.3.

   Maleimido-TAMRA-ADIBO의 합성

Compound-2 (30 mg, 30 umol)을 DCM (2.25 mL)에 녹인 후, trifluoroacetic acid 

(0.25 mL)을 넣고 실온에서 20분간 교반 후, 감압하에서 농축하였다. Diethyl ether로 

washing, decantation 후, high-vacuum에서 1시간동안 건조하였다. 

TAMRA-NHS ester (16 mg, 10 mmol), DIPEA (60 uL), DMF (1.5 mL)을 넣은 용액에 

앞에서 얻은 amine을 DMF (1 mL)에 녹인 용액을 1시간동안 천천히 적가하였다. 1시간동안 

더 교반 후, 감압하에서 농축하였다. 반응혼합물을 Prep-HPLC를 이용하여 정제하여 19 mg 

(보라색의 고체, 39%)로 Maleimido-TAMRA-ADIBO 를 얻었다. MS (ESI+) m/z 1321.7.

         Fab-type CD-20 표적 단백체의 형광물질 접합체 제조 및 세포 활성 평가

Cysteine 함유 Fab에 DMSO에 용해한 Maleimide-Fluorescense-ADIBO를 첨가한 후 실온

에서 1시간 또는 4도 24시간 반응시켰다. 정제를 위하여 10kDa의 Molecula-cut off spin 

column filter를 이용하여 Ultra-Centrifuge하여 반응하지 않은 

Maleimide-Fluorescense-ADIBO를 제거하여 형광체가 결합된 Fab-type CD-20 표적 단백

체를 제조하였다.

제조한 Fab-type CD-20 표적 단백체의 형광물질 접합체를 이용한 세포 활성 평가를 위하여 

CD-20 positive cell 인 Ramos cell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물질을 처리한 그룹에

서의 형광 세기가 증가된을 확인하여 제조된 Fab-type CD-20 표적 단백체의 형광물질 접합

체가 CD-20 positive cell에 선택적으로 결합함을 확인하였다.

      ㉰ Fab-type CD-20 표적 단백체의 DTPA 킬레이터 접합체 제조

시스테인을 함유하는 물질과 Maleimide를 함유하는 화합물은 선택적으로 결합되는 특징을 갖

고 있음에 따라 끝단부위에 시스테인(Cysteine, C)을 포함하고 있는 Fab-type CD-20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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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체에 직접 킬레이터를 도입하기 위하여 PBS 버퍼에 녹인 후 Maleimide-DTPA 킬레이터

를 2 당량 추가하여 실온에서 1 내지 4 시간 반응시키고 10kDa의 Molecula-cut off spin 

column filter를 이용하여 Ultra-Centrifuge하여 반응하지 않은 Maleimide-DTPA 킬레이

터를 제거하여 Fab-type CD-20 표적 단백체의 Maleimide-DTPA 킬레이터 접합체를 제조

하였다.

ADIBO를 함유하는 물질과 Azide를 함유하는 화합물은 수용액상 조건에서 1시간 이내에 선

택적으로 결합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에 따라 앞서 제조된 Fab-type CD-20 표적 단백체

-Maleimide-Fluorescense-ADIBO를 PBS 버퍼에 녹인 후 Azide-DTPA 킬레이터를 2 당량 

추가하여 실온에서 1 시간 반응시키고 10kDa의 Molecula-cut off spin column filter를 

이용하여 Ultra-Centrifuge하여 반응하지 않은 Maleimide-DTPA 킬레이터를 제거하여 

Fab-type CD-20 표적 단백체-Fluorescense-DTPA 단백체를 제조하였다.

Fab-type CD-20 표적 단백체-Fluorescense-DTPA 단백체를 이용하여 CD-20 positive 

cell 인 Ramos cell을 이용하여 세포 활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활성저하가 없음을 확인하였

다. 

상기 제조된 Fab-type CD-20 표적 단백체-DTPA 킬레이터 접합체는 CD-20 양성의 혈액

종양의 표적치료를 위한 물질로써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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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e-57을 이용한 공명분석기술 개발

(1) 뫼스바우어스펙트럼 측정 실온장치 구축

 분석프로그램 및 장치 calibration 

- WinMoss 4.0을 시용하여 Co-57/Rh 선원(RITVERC 50 mCi)에서 공명된 α- 

Fe-57-foil (30 μm)를 분석하여 초미세자기장 (magnetic hyperfine interaction), 

전기사중극자(Electric quadrupole spliting), 이성질체 값 (isomer shift) 값의 오류

가 없도록 장치를 구상하였다.  

<WinMoss 4.0을 시용하여 분석한 α-Fe-57-foil (30 μm) calibration값>

(2) 철분제 성분 분석

 철분제 성분 표준시약 (단일상) 측정

- 철분제는 대부분 Fe2+인 푸르마산철 (Ferrous furmanate)과 글루코산철(Ferrous 

gluconate)이 들어있으면서 리보플라빈, 파리독산염 등의 다른 물질과 섞여 있다. 이

러한 철분제의 분석을 위한 표준 데이터로 시약상태의 순수 푸르마산철과 글루코산철

을 측정하였다. 이성질체 이동(isomer shift, δ)값으로부터 Fe2+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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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 철분제 성분 표준시약(단일상) 측정 스펙트럼 >

 상용 철분제 다이나비정(DynabiTab) 측정

- 철분제 다이나비는 한정에 770 mg분량이며, 푸르마산철이 175 mg, 글루코산이 100 

mg 이다. 여기에 Foilc acid 0.4 mg, Ascorbic acid가 300 mg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Fe2+인 푸르마산철 (Ferrous furmanate)과 글루코산철(Ferrous gluconate)이 

일부 들어있으면서 리보플라빈, 파리독산염 등의 다른 물질과 섞여 있다. 이러한 철분

제의 분석을 위한 표준 데이터로 시약상태의 순수 푸르마산철과 글루코산철을 측정하

였다. 이성질체 이동(isomer shift, δ)값으로부터 Fe2+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상용 철분제 아로나민 씨플러스 측정

- 철분제 아로나민 씨플러스는 아스코르브산이 618.56 mg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칼

슘제 20 mg, 초한토코페롤 50 % 가 40 mg, 산화아연 9.33 md 및 글루코산이 

13.5 mg 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로나민 C+의 이성질체 이동(isomer shift, δ)값으로

부터 Fe2+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73.  <다이나비정 실온 스펙트럼>  그림 74. <아로나민씨플러스정 실온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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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분제 보관변이 측정 

- 다이나비와 아로나민 씨플러스 정을 40~50 ℃사이 온도에서 3주간 보관해 보았다. 실온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Fe3+를 포함하는 성분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새롭

게 형성된 조성은 산화물 상으로 불용성이며, 이는 복용 시 위 점막에 자극과 손상을 주

게 된다.  

그림 75. <다이나비정 보관 변이 스펙트럼> 그림 76. <아로나민씨플러스정 보관 변이 스펙트럼>

- 다이나비와 아로나민 씨플러스 정을 40~50 ℃사이 온도에서 보관하여 변이가 생긴 내용

은 아래 표에서 정리하였다. 스펙트럼의 면적으로 생성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다이나비정은 4 %, 아로나민씨플러스정은 7 %의 변이가 발생하였고 다이나비정은 푸르

마산철에서 변이가 생겼음을 확인하였다.

표 24. < 다이나비 및 아로나민 씨플러스 정의 정상 상태와 보관변이로 3가 철 이온상의 존재비 비교 >

(3) 뫼스바우어스펙트럼 산란 장치 구축

- 장치 구축 : 산란 투과 연동 장치 구축으로 벌크 및 박막시편 측정과 core/surface 

동시측정이 가능하게 된다.

- 장치 calibration : WinMoss 4.0을 시용하여 Co-57/Rh 선원 (RITVERC 12.5 

mCi)에서 공명된 α-Fe-57-foil (30 μm)를 분석하여 초미세자기장(magnetic 

hyperfine interaction), 전기사중극자(Electric quadrupole spliting), 이성질체 값 

(isomer shift) 값의 오류가 없도록 장치를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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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 그림. 뫼스바우어 스펙트럼 산란 장치 구축 >

(4) 철분제 성분 분석

- 상용 철분제 아로나민 씨플러스 측정

· 철분제는 대부분 Fe2+인 푸르마산철 (Ferrous furmanate)과 글루코산철(Ferrous 

gluconate)이 들어있으면서 리보플라빈 등의 다른 물질과 섞여 있다. 이러한 철분제의 

분석을 위한 표준 데이터로 시약상태의 순수 푸르마산철과 글루코산철을 측정하였다. 

이성질체 이동(isomer shift, δ)값으로부터 Fe2+ 상태임을 확인하고 상용 철분제 아로나

민 씨플러스를 측정하였다.

· 철분제 아로나민 씨플러스는 아스코르브산이 618.56mg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칼슘

제 20 mg, 초한토코페롤 50% 가 40 mg, 산화아연 9.33 md 및 글루코산이 13.5 

mg 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로나민 C+의 이성질체 이동(isomer shift, δ)값으로부터 

Fe2+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순수한 글루코산철의 경우 다른 리간드가 존재(isomerism)하여 이를 고려하여 분석함

으로서 상용철분제 분석값의 신뢰도를 높일수 있었다.

그림 78. Ferrous Gluconate의 isomeric고려 분석 (2개상의 F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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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나민 C+분삭에 ferrous gluconate의 isomeric을 첨가함으로서 정확한 ferric상

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정상 보관한  아로나민 C+의 경우 ferric상이 22.73 %이지만 산화가 잘되는 고온 환

경이 아닌 18 ℃ 냉동보관을 3개월 이상 한 경우도 ferric상이 29.13 %까지 증가함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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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9. 아로나민 C+ 실온 측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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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0. 저온 보관변이가 생긴 아로나민 C+ 실온 측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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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나민 C+를 액체헬륨(He) 온도에서 측정하게 되면 초미세자기장 값이 발현되는 리

간드가 존재하게 되어 보다 정확한 성상 분리가 가능해 진다. 액체 헬륨 온도 측정을 

통해서 Ferrous상이 6개의 라인으로 분리가 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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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1. 아로나민 C+ 저온 (4.2 K) 측정 결과 >

< 그림 82. 저온 보관변이가 생긴 아로나민 C+ 저온 (4.2 K) 측정 결과 >

· 글루코산에서 isomeric을 보인 일부는 저온에서도 분리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Ferric상의 경우도 초미세자기장을 갖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저온에서의 측정기간이 다

소 길어져 Ferric상의 증가가 있지만 정상 아로나민 C+의 경우 25.08 % 였으나 보관



- 137 -

변이샘플은 30.77 %까지 ferric상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 Ferric상이 증가하면서 isomeric한 ferrous상이 줄어들어 변이가 생기는 상은 글루콘

산의 isomeric을 보이는 리간드결합에서 발생함을 학인 하였다.

(5) 뫼스바우어스펙트럼 측정서비스 (비정질 및 경정 성상 분석)

  - 총 3건 의뢰에 대한 분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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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멀티 방사성입자 궤적탐지기술 개발   

방사성입자 추적기술은 감마선을 방출하는 입자를 추적자로 사용하여 유동 벡터장 등 유체

의 거동 특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인자들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는 기존 유체 유동 

측정기술의 한계 극복이 가능한 방사선 신기술로 전 세계적으로 전산유체역학과 연계하여 공

정의 반응기 설계 및 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다. 단일 방사성입자를 이용한 추적기술은 일반적

으로 원자로 내에서 중성자 조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Sc-46 선원을 이용하여 수행되며, 

원자로의 보유여부, 가동주기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결국, 방사성입자 추적기술을 보다 범용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등 부대시설에 영향을 받는 선원이 아닌 다른 독자적인 방

법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선원을 통한 기술 구현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규모의 수직 교반형 반응기 내부의 유동 해석을 위하여 방사성입자 

추적기술을 수행하였다. 특히, 원자로 부대시설 보유 여부 및 가동주기에 의존하지 않는 방사

성입자 추적기술을 실현하기 위하여 Ga-68 발생장치 선원을 이용한 방사성입자 제조 방법을 

고안하였다. 반응기 내부에 주입된 방사성입자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은 NaI(Tl) 검출기와 고

속 멀티포트 MCA가 사용되었다.

(1) 고속 멀티포트 MCA 설계 및 제작

기존의 DAQ system은 단일 채널 분석(single channel analysis, SCA)기반으로 두 개 이

상의 감마선 에너지를 분리하여 계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작된 

DAQ System은 MCA기반으로 다양한 선원을 동시에 계측하는데 적합하며, 동시에 36개의 

검출기로부터 데이터 획득이 가능하다. 또한 상용화 제품에 비해 운반에 용이하도록 부피를 

줄이고 MCA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랙(rack)형태로 구성하였다.

아래 그림은 본 연구에서 제작된 DAQ system인 고속 멀티포트 MCA를 나타낸다. 고속 멀

티포트 MCA는 9장의 MCA 보드와 컴퓨터와 통신을 위한 VME(versa module eurocard) 

보드 그리고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power supply로 구성되며,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

하여 USB 3.0을 채용하였다. 또한 동시에 36개의 PMT기반 검출기를 연결하여 매 20 msec 

마다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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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고속 멀티포트 MCA 시스템

그림 84. 제작된 MCA 보드 회로



- 140 -

그림 85. 제작된 MCA 보드 도면

MCA 보드는 위 그림과 같이 4개의 MCA unit과 이를 제어하기 위한 FPGA 

(field-programmable gate array) 그리고 VME 모듈과 통신하기 위한 VME control chip

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MCA unit은 H.V. supply, shaper, gain, ADC (anlog-to-digital 

converter)로 이루어져 있다. 검출기에는 2,000 V까지 작동전압을 공급할 수 있으며, 검출기

로부터 나오는 신호는 아래 그림 과 같이 high-pass filter와 low-pass filter로 구성된 

shaper를 통과하여 가우시안에 근접한 펄스 신호로 바뀐다. 펄스 신호는 gain을 통하여 100

배까지 증폭될 수 있으며, 12 bit 40 MSPS(mega samples per second) ADC를 통하여 아

날로그 신호를 25  ns 간격의 디지털 신호로 바꿔 FPGA로 보낸다.

그림 86. Shaper 구조

FPGA의 논리회로는 VHDL(VHSIC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로 작성하였으며, 아

래 그림 와 같이 구성하였다. FADC에서 나온 디지털 신호는 high-pass filter를 거쳐 

baseline shift가 보정되고, discriminator에서 설정된 threshold와 비교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Peak search & sum logic에서 threshold 값보다 높은 ADC data가 들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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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7개의 ADC data(25 ns/sample×27 sample = 675 ns)의 합이 histogram data 

buffer에 기록된다. Peak sum의 sample 개수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signal to noise가 가

장 좋은 값을 선택하였다. Histogram data buffer는 4 byte의 2048 채널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4개로 구성된다.

그림 87. FPGA logic 블록다이어그램

MCA 제어 및 데이터 획득 프로그램은 아래 표의 하드웨어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LabVIEW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크게 port selection, high voltage 

setting, discrimimnator setting, relative efficiency correction, data acquisition탭으

로 구성되며, 검출기 동작 및 데이터 획득에 필요한 고전압, threshold, 계측시간 등과 같은 

파라메터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counter 모드에서 검출기의 작동전압을 선택할 수 있도록 

36 port 동시에 H.V. plateau curve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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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MCA 라이브러리

내용 내용
0 Quit 52 Get Histogram Buffer Status

1 Connect to server 53 Show Histogram

2 Disconnect 54
Acknowledge readout and move 
histogram read pointer forward

10 Set Voltage Gain 60 Reset Counter

20 Set HV 61 Set Counter Accumulation Time

21 Read HV 62 Get Counter Buffer Status

22 HV Ramp Up 63 Get Counter

23 HV Ramp Down 64
Acknowledge readout and move 
counter read pointer forward

30 Set Threshold (low) 70 Set FADC Delay

31 Set Threshold (high) 71 Arm FADC

40 Start DAQ 72 Send Trigger

41 Stop DAQ 73 Check FADC

50 Reset Histogram 74 View FADC

51 Set Histogram Accumulation Time 75 Show Spectrum

감마선영상계측 실험에서 내부 매질에 의해 산란된 방사선은 그 영상의 화질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주므로 방출 감마선의 photopeak에 해당되는 영역만을 선택적으로 계수하는데 기존

의 SCA 기반의 데이터 획득장치는 한 영역의 감마선만을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된 고

속 멀티포트 MCA 시스템의 경우 검출기 마다 전 에너지 영역에 대한 방사선 신호를 계수할 

수 있다. 

Cs-137

FWHM=7.9

Co-60

그림 88. 2인치 NaI 검출기의 Pulse height spectrum

고속 멀티포트 MCA 시스템에 2인치 NaI 검출기를 연결하여 Cs-137 (662 keV)과 Co-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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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1332 keV)에 대한 에너지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위 그림에 나타내었다. 계측 결과 

Co-60의 두 감마선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었으며, Cs-137의 662keV에 대한 에너지 분해능

은 7.9%로 측정되었다. 이는 상용제품의 7~9%와 유사한 수치이다.

해당 계측시스템은 다중 방사성입자 추적기술뿐만 아니라 multi-source gamma CT, 방사

성추적자 계측기술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기존의 계측 정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실험실 규모의 수직 교반형 반응기 설계 및 제작

수처리 시설의 소화조는 혐기성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을 분해하여 하수 슬러지의 

안정화와 부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반응기이다. 소화조 효율을 향상시킬 방법으로 슬러지 농

축, 소화조 가온, 슬러지가용화, 소화조 등의 방법이 있으며, 그 중 교반은 투입 슬러지와 소

화 슬러지와의 혼합, 탱크 내 온도의 균일화 및 스컴 발생에 의한 유효용량의 감소를 방지하

는 공정으로 소화효율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교반방식은 혼합방식에 따라 크게 가

스교반방식과 기계교반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스교반방식은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

가스를 소화조 하부에 장착된 블로워를 사용하여 내부를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소음이 심하고, 

기계식 대비 동력소비가 높은 단점이 있다. 기계교반방식의 대표적인 방법인 회전식 교반은 

내부 임펠러의 회전운동을 통하여 내부를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초기 시설비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구환경공단과 (주)우진은 저동력, 고효율의 수직형 

교반기를 공동 개발하였다.

수직형 교반은 임펠러의 수직왕복운동을 통하여 유동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기존 교방방식 

대비 소비전력의 최대 90 %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새로운 방식의 교반법이

다. 교반정도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상하부의 슬러지 농도와 온도의 편차는 측정하였지만 

실제 내부 유체의 유동은 pilot scale의 소화조(1/10)를 대상으로 염료 및 ABS입자를 투입하

여 유동을 가시화하는 방법으로 유동 특성을 추정할 뿐이었다. 일반적으로 유동 특성은 전산

유체역학모델의 수치해석, 입자영상유속계 등의 방법으로 측정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교반법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의 검증이 부족하고, 거대한 소화조의 크기 때문에 레이저 산란에 의한 입

자 영상의 획득이 쉽지 않아 유동 패턴을 검증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소화조의 1/54 크기로 수직 교반형 반응기를 아래 그림과 같이 설계 

및 제작하였다. 반응기는 유동측정 방법으로 널리 쓰이는 PIV (particle image velocimetry) 

기술과 비교하기 위하여 투명한 아크릴(Φ 50 cm × 30 cm)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곡면이 있는 

반응기에 대한 PIV 기술 적용시 반응기 의 곡면에 의한 촬영영상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반응기 외부에 수조를 설치하고, 반응기와 수조 사이에 물을 채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수직 교반기는 상하 교반 속도를 최대 1,000 RPM까지 조절할 수 있으며, 회전로터의 반

경을 조절하여 행정거리를 0.5 ~ 5 cm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교반기 샤프트는 5cm 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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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 여러 개로 구성되어 교반기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 임펠러는 직경 4.6 cm 크기의 도

넛 모양이며, 바닥은 평평하여 교반기가 내려올 때 물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며, 윗부분은 안쪽

으로 사선으로 깎아 교반기가 올라갈 때 물이 임펠러 중심으로 물이 빨려 들어오도록 제작하

였다. 

  

그림 89. Lab scale 수직 교반형 반응기(좌) 및 수직 교반기(우)

기존의 DAQ system은 단일 채널 분석(single channel analysis, SCA)기반으로 두 개 이

상의 감마선 에너지를 분리하여 계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작된 

DAQ System은 MCA기반으로 다양한 선원을 동시에 계측하는데 적합하며, 동시에 36개의 

검출기로부터 데이터 획득이 가능하다. 또한 상용화 제품에 비해 운반에 용이하도록 부피를 

줄이고 MCA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랙(rack)형태로 구성하였다.

(3) 공정유동 탐지 시스템의 구조 최적화 연구를 위한 전산모사 수행

공정유동 탐지 시스템은 다수의 검출기로 이루어지며, 이 검출기들을 적절한 수와 구조로 

배열하여 시스템이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공정유동 탐

지 시스템은 검출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입자의 위치를 더욱 정확하게 제공하지만, 현실적

으로 구비할 수 있는 검출기의 수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검사 대상체 내에 구현되는 픽셀 수

를 고려한다면 매우 높은 정확성을 가진 시스템이라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진다. 일반적으로 

공정유동 탐지 시스템의 위치 오차는 검사 대상체 지름의 5% 내외로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

도 이를 목표로 공정유동 탐지 시스템의 재구성 위치 오차가 지름 50 cm의 수중 교반형 반

응기에 대하여 2.5 cm 이내로 나타나도록 구조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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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각형×3단 4각형×3단 5각형×3단

그림 90. MCNP6을 통해 구현된 방사성입자 추적시스템(일부)

공정유동 탐지 시스템의 구조 최적화 연구에는 몬테칼로 전산모사 코드인 MCNP6이 사용

되었으며, 1단에 검출기 3~5개씩 3~4단으로 구성되는 시스템들이 고려되었다. 위 그림은 

MCNP6을 통해 구현된 방사성입자 추적시스템 중 일부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검출기를 각 단마다 엇갈리도록 배치하여 시스템의 검출 영역을 최대화 하였다. 아래 그림은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려된 선원의 위치를 나타낸다. 총 220개 좌표에 위치하는 

선원으로부터 방사성입자 계측시스템 전산모사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재구성하여 시스

템 성능 오차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검출기는 지름 2 inch, 높이 2 inch의 실린더

형 NaI(Tl)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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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시스템 성능 평가를 위해 선정된 선원 좌표

몬테칼로 전산모사에는 실험을 고려하여 511 keV의 감마선을 방출하는 Ga-68을 이용하였

으며, gaussian energy broadening 옵션을 이용하여 실제 검출기의 에너지 분해능을 고려

해 주었다. Ga-68선원은 실제로는 양전자 방출 선원이지만, 방출되자마자 1 cm 이내에서 음

전자와 반응하여 두 개의 511 keV 소멸방사선을 방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전자가 음전자와 

반응하는 거리를 무시하고 미리 지정한 위치에서 감마선이 직접 방출하도록 모사하였다. 

방사성입자를 이용한 3차원 공정유동 탐지기술은 검출기의 방사선 계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방사성입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입자위치 

복원방법이 제안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유동 탐지기술에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선형

회귀 분석법을 이용하여 입자의 위치를 복원하였다. 선형회귀 분석법은 선원-검출기 사이의 

거리와 검출신호의 관계식을 바탕으로 방사성입자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를 검출기에서 계측된 

방사선의 강도로부터 계산하며, 이 계산을 모든 검출기에 대해서 수행하여 방사성입자의 위치

를 예측한다. 단순한 수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선형회귀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서 빠

른 재구성 속도를 보장하기 때문에 구조 최적화 연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선형회귀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통하여 유도되었다. 방사성입자의 위치 (a, b, c)와 검출

기의 위치 (x, y, z) 사이의 거리 r은 

         , (1)

과 같이 나타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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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로 재배열이 가능하며, 는   를 의미한다. 위 수식을 i개의 검출기에 대해 나타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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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되며, 이를 행렬형태로 표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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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여기서 각 행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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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내면, 식 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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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로 표현할 수 있다. 결국 선형회귀법에 의해 선원의 위치  는 

                   (9)

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는 가중 함수 행렬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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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r은 검출기로부터 방사성입자까지의 거리 (r)과 검출기에서 계측된 방사선 강도 (I)의 관계식

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식을 산출하기 위하여 몬테칼로 전산모사 코

드인 MCNP6을 수행하였다. 선원은 동일한 Ga-68을 이용하였다. 관계식을 산출해 내기 위해

서 선원 위치를 섬광체로부터 1 cm ~ 50 cm 만큼 떨어지도록 하였으며 1 cm 간격마다 전

산모사를 수행하였다. 아래 그림은 전산모사 결과와 Orig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관계

식을 보여주며 x축은 계측확률의 역수, y축은 선원-검출기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본 연구

에서는 보다 정확한 관계식 산정을 위하여 계측확률을 기준으로 4구간으로 나누어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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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MCNP6 코드를 이용하여 도출된 선원-검출기간 거리와 계측신호의 관계식

위 그림의 관계식과 선형회귀법의 식 9를 이용하면 선원의 위치 복원이 가능하다. 여러 좌

표에 위치하는 선원으로부터 획득한 전산모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치 복원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아래 그림은 높이 15 cm (z=15)에 해당하는 선원들의 재구성 

위치를 보여주며, 파란색 점은 선원의 원래 좌표, 빨간색 별은 재구성된 좌표를 나타낸다. 그

림에서 볼 수 있듯이 검출기 수가 증가할수록 재구성된 좌표와 원래 좌표의 차이가 감소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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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높이 15 cm에 해당하는 선원의 좌표와 재구성된 좌표의 비교

아래 표는 시스템 구조에 따른 재구성 입자 평균 에러를 나타낸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계측기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에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4각형 4열과 

5각형 3열을 비교할 경우 후자가 검출기 1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에러가 크게 줄어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구조에 따른 에러 감소 현상으로 확인되며, 동시에 오차 

목표인 5 cm 이내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5각형 3열을 최적화된 구조로 결정하였다.

표 26. 시스템 구조에 따른 재구성 입자 평균 오차

3각형 4각형 5각형

3열 4열 3열 4열 3열 4열

검출기 수 9 12 12 16 15 20

평균 오차

[cm]
5.66 4.63 4.45 3.42 2.32 2.16

(4) 방사성입자 위치복원 연구 수행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방사성입자 추적기술 실험을 수행하고, 

반응기 내부의 유동 해석을 위해 위치복원을 수행하였다. 검사대상체에는 실험실 규모의 수직

교반형 반응기가 사용되었으며, 방사성입자 계측시스템은 구조 최적화 연구를 기반으로 구성

되었다. 또한 검출기를 통해 검출되는 신호는 고속 멀티포트 MCA를 통해 처리되었다.

 방사성입자 추적기술에는 일반적으로 Sc-46이 포함된 방사성입자를 사용한다. 이는 Sc-46

이 가지는 열중성자 흡수단면적, 방출 감마선 에너지, 반감기, 물리적 특성 등이 실험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다. 방사성입자 추적기술은 방사성입자가 유체와 함께 검사대상체 내부 모든 

영역을 적어도 한번 씩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험시간이 수일~수달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

하며 이를 고려한 적당한 반감기의 방사성입자가 필수적이다. Sc-46선원은 83.8일의 반감기

를 가지며, 이는 실험 시간 및 실험 후 처리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적합하다. 또한 검사

대상체 내부에 존재하는 유체를 투과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Sc-46이 방출하는 

감마선의 에너지는 889 keV와 1,120 keV로 유체를 투과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Sc-46이 

원자로내 중성자 조사를 통해 제조할 수 있는 선원이기 때문에 열중성자 흡수단면적이 높을수

록 제조하기 용이한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방사성입자 추적기술에 Sc-46이 가지는 장점이 두

드러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행된 방사성입자 추적기술 연구에서는 모두 Sc-46을 사용하였으

며, 이에 대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Sc-46 선원이 중성자 조사 선원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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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방사성입자 추적기술은 원자로 및 부대시설을 보유한 연구시설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특권

이 되었다.

그림 94. 방사성입자 추적기술에 사용된 Ge-68/Ga-68 발생장치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 유무 및 가동주기로부터 독립적인 방사성입자 추적기술을 시

도하기 위하여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Ge-68/Ga-68 발생장치 기반의 방사성입자 제조를 

제안하고 활용하였다. Ge-68/Ga-68 발생장치는 구매하여 보유하는 동안은 Ga-68을 지속적

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로로부터 독립적인 방사성입자를 제조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Ga-68은 511 keV의 감마선을 방출하고, 반감기가 약 68분으로 다소 짧은 반감기가 단점이

지만 이는 실험의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다만 Sc-46이 고체로 존재하는 반

면에 발생장치로부터 획득한 Ga-68은 액체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밀봉시킬 수 있는 

매질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캡슐, 하이드로겔, 석고, 페인트 볼, 폴리프로필렌 공 등을 이

용하여 Ga-68 용액 포집을 시도하였으며, 폴리프로필렌 공이 가장 효과적으로 용액을 밀봉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폴리프로필렌 공은 수조 등의 액체 보온 및 증발 비산방지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양한 지름을 가지고 있으나, 방사성입자 추적기술에 사용되는 방사성입자

는 크기가 작을수록 높은 정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래그림과 같이 가장 작은 지름 1 cm의 

폴리프로필렌 공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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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방사성입자 추적기술에 사용된 지름 1 cm의 폴리프로필렌 공

지름 1 cm의 폴리프로필렌 공은 내부에 액체를 주입할 수 있는 부피가 약 0.25 ml이다. 

반면에 Ga-68 용출 용액은 부피 5 ml, 방사능 1.25 mCi로 이를 폴리프로필렌 공에 주입하

게 되면 방사능 약 0.03 mCi의 방사성입자가 제조되기 때문에 Ga-68 용출용액을 NaCl 기

법을 통해 농축한뒤 폴리프로필렌 공에 주입하도록 하였다. NaCl 기법의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Ga-68 용출 용액을 활성화된 So3 카트리지에 통과시켜서 Ga-68 이온이 카트리지에 

포집되도록 한다. Ga-68 이온이 포함된 카트리지에는 5 M의 NaCl 용액을 통과시켜서 NaCl 

용액에 Ga-68 이온이 포집되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부피 5 ml의 0.05 M HCl에 포함되

어있는 1.25 mCi의 Ga-68은 부피 0.5 ml의 5 M NaCl로 이동하게 되어, 결국 방사능을 유

지한 채 부피 1/10로의 농축이 가능하였다. 이렇게 농출된 Ga-68 용액을 폴리프로필렌 공에 

주입하여 방사능 0.65 mCi의 지름 1 cm 방사성 입자를 획득하였다.

그림 96. 방사성입자 추적기술에 사용된 방사성 입자 제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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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 선원-계측기간 거리와 계측신호의 관계식을 도출하기 위한 아크릴수조 모사실험장치

방사성입자 추적기술의 재구성에 활용하기 위한 선원-계측기간 거리와 계측신호의 관계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위 그림의 아크릴수조 모사실험장치를 제작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사실

험장치의 크기는 폭 20 cm, 길이 100 cm, 높이 17 cm, 아크릴 두께 1 cm (수직교반형 반

응기와 동일)이며, 내부에 물을 채우고 방사성입자의 위치를 2 cm 간격으로 조절하며 계측신

호를 측정하였다. 검출기는 방사성입자 추적기술에 사용되는 높이 2 inch, 지름 2 inch의 실

린더형 NaI(Tl)이 사용되었으며, 계측신호 처리에는 아래 그림의 고속 멀티포트 MCA가 사용

되었다. 방사선 계측시에는 에너지 윈도우를 적용하지 않지 않고 전 영역 계측을 수행하였다. 

이는 MCA가 고방사능의 선원을 검출할 때 신호처리가 가능한 한계 방사선 계측 수를 넘어 

방사선 계측 에너지 스펙트럼이 변형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에너지 윈도우를 적용하게 될 

경우, 에너지 스펙트럼의 변형으로 인해 원하는 에너지(일반적으로 광전피크)가 아닌 산란감마

선만을 검출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영역 계측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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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 방사선 계측신호 처리를 위한 고속 멀티포트 MCA

아크릴수조 모사실험장치를 이용한 관계식 획득 실험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고 방사능

으로 인해 선원-계측기간 거리가 4 cm 이하인 경우에 계측신호 포화상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관계식 fitting 시에는 선원-계측기간 거리가 6 cm 이상인 경우만을 고려하였다. 관계식은 방

사성 선원 1 uCi에 해당되도록 방사능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그림 99. 선원-계측기간 거리와 계측신호의 관계식을 위한 실험 결과(좌) 및 관계식(우)

방사성입자 추적기술을 위한 시스템은 아래그림과 같이 기존에 수행된 최적화 연구를 바탕

으로 구성되었다. 높이 2 inch, 지름 2 inch의 실린더형 NaI(Tl) 검출기를 15개 사용하였으

며, 이를 한 단에 5개씩 총 3단으로 배치하였다. 실험 시에 수직교반기를 300 rpm으로 작동 

시켰으며, 방사성 입자를 주입하고 1초 간격으로 계측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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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0. 방사성입자 추적기술을 위한 시스템 구성

획득된 계측데이터는 선형회귀법을 기반으로 입자 위치 재구성이 수행되었다. 아래 그림은 

방사성입자 추적기술을 통해 재구성된 50초간의 입자 궤적을 나타낸다.

그림 101. 방사성입자 추적기술을 통해 재구성된 50초간의 입자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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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1절 목표 달성도
 

1. 고비방사능 핵종 생산기술 확보

가. 무담체 Ho-166 생산·응용기술 개발

  - 무담체 166Ho 생산량 평가 및 무담체 Ho-166 생산

    · 이중중성자 포획반응 평가(100%)

    · 무담체 Ho-166 생산(100%)

  - 무담체 166Ho 생산 시스템 제작(분리/정제 장비 개발)

    · 무담체 Ho-166 분리장치 제작(100%)

  - 난치성 질환 치료용 Dy/Ho-166 마이크로입자 모델 확보

    · Dy/Ho-166 마이크로입자(100%)

    · Dy/Ho-166 마이크로입자(Dy/Ho-166의 후담지를 위한 전구체 확보(100%)

    · Dy-마이크로 입자의 세포 내 안정성 확인(100%)

    · 후담지 마이크로입자의 in vitro 안정성 확인(100%)

나. 연구로 생산 방사성동위원소 생성량 측정

  - 연구로 핵종 생성량 정밀 평가 기술 개발

    · Activation foils 및 SAND II code를 이용한 조사공 중성자 선속 분석(100%)

    · MCNPX-CINDER’90 code 연계 계산을 통한 동위원소 생성량 정밀평가(100%)

    · Ni-63, Ho-166 생산 기술 지원(100%)

  - 방사화 저감 캡슐 개발

    · Al 캡슐 및 Ti-grade2 capsule 방사화 비교 평가(100%)

    · Ti-grade2 capsule 캡슐 설계(100%)

    · Ti-grade2 capsule 봉인기 제작(100%)

다. 필수 및 희귀 연구핵종의 생산 및 이용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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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연구용 원자로 이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성량 예측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 (100%)

  - RI 이용자 대상 수요핵종 조사 및 하나로 예상 생성량 평가 

    · 이용자 대상 수요조사 수행 (100%)

    · 하나로에서의 주요 RI에 대한 예상 생성량 평가 (100%)

  - 기체 핵종(I-125)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적시스템 개선 

    · 신규 표적시스템 설계 (100%)

2. 의료·산업 응용기술 개발

가. 희귀질환 표적 진단·치료용 표지화합물 개발

  - 신규 전이암 표적수용체 도출 및 고효율 방사성 체외진단법 개발(100%)

  - 전이암 표적 방사성표지화합물 제조 및 간암 진단용 고효율 방사성체외진단법 개발

(100%)

  - 전이암 표적물질의 진단 치료효능 평가 및 고효율 방사성체외진단법 활용연구(100%)

  - 혈액종양의 표적 치료를 위한 CD20 표적화 효율이 검증된 방사성단백체 개발(100%)

나. Fe-57을 이용한 공명분석기술 개발

  - 바이오분자 표준물질(상용)의 초미세자기장, 전기사중극자 및 이성질체값등의 측정으로 

바이오분자의 표준 값 구축으로 바이오분석 기반 확보(100%)

다. 멀티 방사성입자 궤적탐지기술 개발

  - 고속 멀티포트 MCA 개발(100%)

  - 실험실 규모의 수직 교반형 반응기 설계 및 제작(100%)

  - 개봉선원을 이용한 방사성입자 제작(100%)

  - 전산모사 및 실험을 통한 수직 교반형 반응기 내 방사성 입자 궤적 획득 (100%)

제2절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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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비방사능 핵종 생산기술 확보

가. 무담체 Ho-166 생산·응용기술 개발

   -  동위원소생산 분야

     · 란탄계열 동위원소 중 치료용동위원소 개발과 관련하여 기획/개발/상용화 계획 마련

의 계기

     · 자동화 장비 개발을 통해 작업자의 피폭 최소화에 기여하며, 분리/정제를 위한 시간 

절감의 효과 

     · 방사성폐기물 절감을 위한 시약의 재활용 기회 제공 등

   -  방사성의약품 제조 분야

     · 치료용 방사성의약품개발에 있어 무담체 핵종 사용 기회 부여와 획일화된 동위원소

이외의 신규동위원소 사용에 따른 연구 활성화 (무담체 Ho-166)

     · ‘생체 내 발생기’ 개념의 동위원소 활용으로인한 방사성의약품 제조시장의 블루오션 

기회 제공(Dy-166/Ho-166 pair)

     ·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Y-90 마이크로입자’의 대체기술로 해외 시장 기술 선점 기

회 마련

   -  다기능치료 의약품 분야

     · 란탄핵종 중 Dy 및 Ho의 경우 MRI contrasting agent로 활용되고 있어 의약품 

제조에 있어 다기능성 부여 (MRI 및 SPECT 진단 + 치료)

     · 란탄족 동위원소에서 방출하는 베타선 활용하여 cerenkov resonance energy 

transfer 기능을 같는 분광영상학에 기여

나. 연구로 생산 방사성동위원소 생성량 측정

   -  동위원소생산 분야

     · 신규핵종 생산시 생성량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고온열중성자, 고속중성자 

등에 의한 불순물 핵종 생성량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생성량 정밀 평가 기술 확보를 통하여 향후 신규 핵종 생산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

실성을 제거하고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음

   -  신형 원자로에서 활용

     · 기장로와 같은 신형 원자로는 고온열중성자 비율이 하나로 보다 높아 열중성자에 의

한 반응외에 고온열중성자에 의한 반응, (n,γ)reaction 이외의 반응 등이 많이 발생

하게되어 목표 물질의 생성량 변동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던 불순물 핵종이 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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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음. 

     · 생성량 정밀 평가기술을 통하여 기장로와 같은 새로운 동위원소 생산 환경에서도  

정밀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어, 동위원소 생산 품질을 높일 수 있음

     · 기장로와 같은 고온열중성자 환경에서 티타늄 캡슐을 사용하게 되면 조사 직후 캡슐

의 방사화가 알루미늄 캡슐에 비해 현저히 낮아져 작업자의 피폭 최소화하여 생산효

율을 높일 수 있음

다. 필수 및 희귀 연구핵종의 생산 및 이용기반 구축

  -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분야

     · 수요핵종에 대한 D/B 구축으로 신규 핵종 개발 계획 수립에 기여

     · 표적시스템 개발을 통한 기체핵종 생산 효율 증대에 기여

  -  방사성 동위원소 활용 연구 분야

     · 필요 핵종 수급체계 마련으로 방사성동위원소 활용 연구 활성화에 기여

2. 의료·산업 응용기술 개발

가. 희귀질환 표적 진단·치료용 표지화합물 개발

  - 종양 표적능이 우수한 방사성표지화합물은 향후 방사성신약 개발 분야에 활용될 예정

     · 확보된 방사성표지화합물 합성 및 유효성 평가 기술들은 종양의 성장과정에서 특이

적으로 발현되는 수용체의 탐색을 통하여 새로운 방사성 신약 도출 또는 표적물질의 

유효성을 평가를 위해 기여될 것이다.

나. Fe-57을 이용한 공명분석기술 개발

  - 감마선공명을 활용한 바이오 적용 분석 신기술 개발로 동위원소활용 기초과학 및 산업 

발전에 기여가 가능하다.  

  - 의약품 및 화장품 등의 비파괴 검사 기술 확립으로 제약회사와 DB구축 등을 추진함으

로서 철분제 비타민제 등의 Ferritin, Ferric hydrous oxide 조성의 명확한 값을 표시

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다. 멀티 방사성입자 궤적탐지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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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로시설에 의존하지 않는 동위원소 발생장치 기반의 방사성입자 궤적탐지기술 구현

  - 공정 내 방사성입자 궤적탐지기술개발을 통한 공정 설계 및 운영 최적화 기여

  - 다채널 고속 멀티포트 MCA 개발을 통한 동위원소 활용연구 정확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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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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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의료·산업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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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1절 고비방사능 핵종 생산기술 확보

1. 무담체 Ho-166 생산·응용기술 개발

  본 연구 개발은 동위원소 생산에 있어 포괄적 활용이 가능하다. 무담체 Ho-166 이외에

도 신규 무담체 동위원소(Lu-177, Tb-161 등)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여 나아가 신약 개발

에 있어 새로운 동위원소 접목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분리정제 자동화 시스템의 경우 

작업자의 피폭을 저감하는 기능으로 이를 응용하면 표지화합물 제조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

에 응용될 수 있다. 특히 Dy-166의 경우는 신개념 ‘생체 내 발생기(In vivo generator)’의 

역할을 하는 동위원소로 마이크로입자 외 나노화합물, 유무기 화합물에 적용하여 신개념 방

사성의약품 개발에 기여를 할 수 있다. Dy/Ho-166 마이크로입자의 경우는 현재 널리 사용

하는 Y-90 마이크로입자의 대체기술로서 방사색전술(Radioembolization)에 새로운 장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Dy 및 Ho은 다기능성(MRI contrasting agent 기능 + in vivo 분

광영상(cerenkov resonance energy tranfer 활용기술) + Ho-166의 치료 진단 기술) 방

사성의약품 개발에 있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 향후 동시진단치료(Theranostics)의 새로

운 장을 마련할 수 있다. 

2. 연구로 생산 방사성동위원소 생성량 측정

  신규핵종 생산시 생성량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고온열중성자, 고속중성자 등에 의

한 불순물 핵종 생성량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로 인해 향후 신

규 핵종 생산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기

장로와 같은 신형 원자로는 고온 열중성자 비율이 하나로 보다 높아 열중성자에 의한 반응 

외에 고온열중성자에 의한 반응, (n,γ)reaction 이외의 반응 등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방사

성 동위원소의 생성량 변동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던 불순물 핵종이 다량 발생할 수 있다. 

생성량 정밀 평가기술을 통하여 기장로와 같은 새로운 동위원소 생산 환경에서도 생성량 및 

동반 생성핵종 에 대해 정밀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어, 동위원소 생산 품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본 과제에서 개발한 방사화 저감 캡슐은 기장로와 같은 고온열중성자 환경에서 

사용하게 되면 조사후 캡슐의 방사화가 알루미늄 캡슐에 비해 현저히 낮아져 작업자의 피폭 

최소화에 기여하여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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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수 및 희귀 연구핵종의 생산 및 이용기반 구축

  이번 단계에서 수행된 국가 RI 생산 및 공급체계의 체계화를 위한 성과들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재개하는 하나로를 활용한 RI 생산체계 구축에 활용이 가능하며, 하나로

에서의 경험을 더한 체계화된 시스템은 현재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국가 RI 수급체

계에서 생산 인프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기장로의 RI 생산/공급 체계 구축에도 활용

될 것이다. 이와 함께 RI 활용 및 연구분야에도 다양한 RI 제공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쳬계를 구축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다양화 및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의료·산업 응용기술 개발

1. 희귀질환 표적 진단·치료용 표지화합물 개발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적절한 치료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을 말

하며, 난치성 질환에 포함된다. 질병 발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지식이 제한되어 가족과 사

회의 부담이 막대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 치료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

다.

  희귀질환의 경우, 질환의 희귀성으로 인해 시장을 통한 이익 환수 가능성이 낮다. 민간 

차원의 연구개발과 투자가 어려운 시장 실패의 영역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에서는 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 개발을 정부 주도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

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융합 치료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혈액암, 전이암 등의 난치성 암에 대한 진단·치료용 방사성표지화합물의 지적재산권 확보 

후, 신약 유효성 검증을 위한 타 연구사업 (RI platform 등)을 통한 신약화 연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사성표지화합물 기반 고속·고효율 체외 검사 기술은 방사성 신소재 연구

를 위한 타 연구사업(RI biomics)와 연계하여 진단 검사 키트화 연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확립된 기술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진단·치료제 개발 등을 

포함한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바이오, 나노 등과의 기술 접목을 통한 새로운 융합기술 개발

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 의료적 활용성 평가, 밀봉선원의 실증 및 방사성

진단·치료제 후보물질의 임상적용 타당성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기관

과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타 출연연, 

대학, 산업체와 기술을 교류함으로써 동반 발전을 통한 신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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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IAEA를 통한 다자간 혹은 양국간(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등) 협력 체계 구축을 통

한 기술교류 확대 및 공동 협력 추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향후, 본 연구개발결과를 바탕으

로 방사성동위원소의 의료적 활용이 가능한 실용기술이 도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우수 연

구 성과의 확산을 통하여 고부가 가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2. Fe-57을 이용한 공명분석기술 개발

  본 연구를 위하여 구축한 장치를 활용하여 대외 측정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원내 표준

물 센터와 연계하여 user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때문에 향후, 측정료 등의 수익도 

가능할 것이며, 바이오 및 지질, 문화재 분석 등의 공공활용에 기여 할 수 있다.

3. 멀티 방사성입자 궤적탐지기술 개발

  기존의 공정유체 추적기술은 일반적으로 Eulerian 접근 방법에 의존하여 왔으나, 설비의 

고도 설계와 가동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공정의 가동 중에 입체적으로 공정내부 상황에 관한 

정량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는 Lagrangian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방사성 단일입자 궤적 

추적기술은 Lagrangian 모델에 대한 유일한 3차원적인 실증적 검증기술이 될 수 있다. 단

일 입자 추적기술은 투과력이 높은 감마선을 이용한 공정유체 추적기술의 개발로 기존 기술

과는 차별화된 기술수요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유/석유화학 산업 

등 거대 장치설비의 규모가 매우 큰 국내의 경우 공정의 원료는 물론 설비의 중요부품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주요 경제기반으로서 그 기여도가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비의 진단 및 설계에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일 입자 궤적기술을 이

용하여 얻은 자료가 고가 거대설비의 효율향상은 물론 유지비용 절감에 큰 기여를 할 것이

다. 

  또한, 연구로의 동위원소 생산설비와 무관하게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동위원소 발생장치 

기반의 방사성입자 궤적탐지기술 수행 방법을 개발하여 기술의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개

발된 다채널 고속 MCA를 이용하여 동위원소 공학응용계측 연구 분야의 신뢰성의 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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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1절 고비방사능 핵종 생산기술 확보

제2절 의료·산업 응용기술 개발

 



 



- 173 -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1절 고비방사능 핵종 생산기술 확보

    in vivo generator에 대한 최신 리뷰 논문에서는 다양한 진단 및 치료용 동위원소를 

이용한 in vivo generator의 연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핵종 Dy-166을 DTPA, 

EDRM과 같은 킬레이트제에 결합하여 인체 내 주입함으로써 in vivo generator로써의 

가능성이 발표된 이래로 166Dy/166Ho in vivo generator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정보

가 발표되고 있다. 

    또한, 딸핵종인 Ho-166이 포함된 Poly-L-Lactic acid(PLLA) 마이크로입자를 제조하

는 기존 연구로 선담지 마이크로입자 제조 연구가 있으며, Dy와 Ho이 포함된 희토원소

의 무독성 및 생물효과를 증명하는 연구로 희토원소의 새로운 응용 가능성이 확보되고 있

다.

   

제2절 의료·산업 응용기술 개발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연합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에서 이용하는 주요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에는 90Y, 177Lu, 188Re 등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미국과 유럽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이 파악되었다.

    미국의 경우, 베타방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기술 적용을 넘어 알파방출체 

(213Bi)를 이용한 항암치료 전임상 단계까지 연구를 진행시킨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213Bi발생기 제조에 필요한 기본 원료인 228Th의 제고가 부족하여 임상실험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하지만 DOE에서 228Th가 포함된 핵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228Th의 확보가 가능해 의료산업계에서 국가에 이 방사성동위원소를 확보해 줄 것

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유럽의 경우, 치료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함에 있어 보다 자유로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즉, 방사성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일지라도 의사의 제량에 따라 

치료에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이 

유럽주도로 개발되고 있으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식약청에 많은 수의 등록신청

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 주목할 점은 기존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치료용 방사성동위

원소뿐만 아니라 68Ga과 같은 사이클로트론 혹은 가속기에서 생산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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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치료기술이 차세대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치료용 방

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기술 개발에는 이들 방사성동위원소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져야 함에 유럽연합국가에서는 러시아와 폴란드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특히 폴란드의 경우 러시아에서 원료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입하여 처리함으로써 상

당한 수준의 부가이득을 창출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방사성동위원소의 공급이 원활하

고 병원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환경 하에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임상에 적용함으로써 이 분

야가 산업화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방사성동위원소의 원활한 생

산과 보다 자유로운 임상적용을 보장할 경우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 국산 방사성치료제

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사선의 공학응용연구와 관련하여 IAEA 주도로 방사선 계측기술을 이용한 오염물 확

산 및 침전물 이동 연구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며,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이 참여하여 방사성추적자 기술과 CFD 모델링 융합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캐

나다에서는 다상 유동 모사를 위한 개수로를 대상으로 medical CT를 이용하여 침전물의 

밀도분포를 측정하고, 동시에 stereo PIV를 이용하여 유체의 속도장을 측정하여 수치해석

모델 검증 연구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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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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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연구장비의 구축 및 활용 결과

보안사항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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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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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치 이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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