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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131I 방사성의약품 제조시설 개선 계획 체계화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약사법의 개정으로 방사성의약품 우수의약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적용이 2018년 부로 전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내의 모든 기존 방사성의약품 

제조업체는 방사성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생산 

시설과 운영 체계를 GMP에 적합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MP 적합판정서

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현재 특이적 소아암 치료용 필수 치료제로 공급이 중단될 경우 

매우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캐리엠이이비지주사액(I-131 mIBG)과 갑상선 질

환 치료에 활용되는 경구용 갑상선 요오드 치료제(방사성요오드화나트륨액, 싸이로캅셀)

를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이들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성동위원소인 I-131을 주원료로 하기

에 이의 취급이 가능한 시설인 하나로 동위원소생산시설 내 Bank-3에서 생산되고 있다.

정부출연 연구원으로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필수 방사성의약품의 안정적/지속적 공

급을 통해 공공복지 및 사회 공공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 생산시설인 Bank-3의 

GMP 적용을 위한 시설개선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운영 체계 등

의 개선을 위해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RIPF Bank-3 내 방사성의약품 생산구역 설계 및 개선 계획 수립

 - Bank-3 개선 계획이 반영된 평면도 작성

- 청정도 및 차압 구분 도면 작성

- 인동선/물동선/폐기물동선 구분 도면 작성

- Interlock/Passbox 및 주요기기 표시 도면 작성

- 핫셀, 호이스트 등 기존 설비와의 간섭사항에 대한 세부 마감 설계

- 상세 시설개선 계획 설정 및 개선에 소요되는 원가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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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MP 기준 적용을 위한 필수 장비 확보

- 청정도 측정을 위한 파티클카운터 구매 및 적격성평가

- 의약품 생산 작업을 위한 Cleanbench 구매 및 적격성평가

- 무균 및 미생물 시험을 위한 배양기 구매 및 적격성평가

3. RI 생산 시설 변경 관련 인허가 획득

- 하나로 안전성분석보고서(SAR) 변경 (원안위)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변경허가 (원안위)

Ⅳ. 연구개발결과 

Bank-3에 GMP를 적용하기 위한 시설 설계를 완료하였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시

방서 및 견적을 확보하고 공사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인허가를 획득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GMP가 적용된 Bank-3 시설을 활용하여 2018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방사성의약품을 생

산하여 공급할 예정이며, 기장로 등 향후 예정된 GMP 적용이 필요한 시설에도 효율적인 시

설 구축을 위해 본 연구결과가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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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Systematization of 131I radiopharmaceutical production facility improvement plan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Since the revision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will apply GMP from 2018, 

all domestic radiopharmaceuticals manufacturers must obtain GMP certification 

by 2017 to continue producing radioactive pharmaceuticals.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is producing I-131 mIBG for the treatment of 

pediatric cancer and I-131 radiopharmaceuticals for the treatment of thyroid 

disease in Bank-3, one of the areas in radioisotope production facility.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must 

contribute to public welfare through the stable supply of essential 

radiopharmaceuticals,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atic plan for 

improving facilities for Bank-3 GMP application.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Design and improvement plan for radiopharmaceutical production area

- Creating a floor plan reflecting the Bank-3 improvement plan

- Prepare cleanliness and differential pressure division drawing

- Drawing for person movement route / stuff movement route / waste 

movement route

- Drawing interlock / Passbox and main device display drawings

- Detailed finishing design of interferences with existing facilities such as hot 

cell and hoist

- Determination of improvement plan and calculation of construction cost

2. Obtain essential equipment for GMP standar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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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tain essential equipment for GMP standard application

- Purchase and qualification of particle-counter for cleanliness measurement

- Purchase and qualification of cleanbench for pharmaceutical production work

- Purchase and qualification of incubator for sterile and microbiological test

3. Obtained license for RI production facility change

- Permission to change SAR of Hanaro

- Permission to change of radioisotope production

Ⅳ. Result of Project

We completed the design of the facility to apply the GMP to Bank-3, secured 

the specifications and estimates for the actual construction, established the 

construction plan, and got the necessary licenses for change of the facility.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Bank-3 facility with GMP will be used to produce and supply 

radiopharmaceutical after 2018,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to 

establish efficient facilities for new facilities requiring G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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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본 보고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자체연구개발사업의 “131I 방사성의약품 제조시설 개선 계획 

체계화”과제에 대한 지난 6개월간 수행한 연구개발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최종 연구보고서이

다. 본 보고서에는 연구과제의 연구기간동안 연구개발로 수행된 하나로 동위원소 생산시설 

Bank-3의 GMP 적용을 위한 체계화된 개선 계획 수립 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 관련 종합연구를 담당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원자력 관련 안전을 유지하고 진보 및 혁신적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방사성의약

품의 생산 공급을 통해 의료적으로 공공복지 및 사회 공공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생산 공급중인 의약품 중 캐리엠아이비지주사액(I-131 mIBG)의 경

우 특이적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제에 해당하지만 생산을 

위한 시설 기준이 까다롭고, 의약품의 특성 상 안정성도 오랜기간 유지되지 않기에 투여일 직

전에 생산되어야 하며, 작업 시 주원료 방사성동위원소(I-131)에 의한 작업자의 피폭이 발생하

기에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유일하게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생산을 수

행하고 있는 기관은 손에 꼽는 의약품이다[1].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생산 중에 있긴 하지만 

몇몇 제약사항에 의해 생산 가능량이 제한되어 있기에 현재 치료를 기다리는 어린 환자들은 

보통 수개월간의 기다림 끝에 치료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국내 의약품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관리에 대한 규제 기준을 국제화

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4년 국제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Scheme, PIC/S)에 가입하였고 가입 시 조건 중 하나가 방사성의약품의 GMP 

적용이었다[2]. 이에 따라 최근에 약사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법령에서는 기존에는 예외 대

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방사성의약품의 경우도 2018년도 부터는 전면적으로 우수의약품제조품

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을 만족하는 의약품만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도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기에 2018년 까지 GMP 적용을 마무리

하지 못할 경우 소아암 환자들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필수 방사성의약품의 공급을 중

단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하는 구역은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 부지 

내 위치한 동위원소생산시설의 Bank-3이며 본 구역은 I-131등 할로겐 동위원소를 취급 가능

한 6개의 핫셀 및 그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완공 후 수십년이 지난 시설이기에 

GMP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만족하도록 개선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고, 원자력안전법 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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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부속건물로써 개선 절차가 쉽지 않은 구역이지만 소아암 환자들의 치료에 혼란을 주지 

않고 필수 방사성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지속공급하기 위해서는 GMP의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

이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Bank-3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GMP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준비 절차에 대한 일정 및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GMP를 도입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 17 -

제2장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

제1절 방사성의약품 생산구역 설계 및 개선계획 수립

제2절 GMP 적용을 위한 필수 장비 확보

제3절 동위원소 생산시설 변경 관련 인허가 획득





- 19 -

제2장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

제1절 방사성의약품 생산구역 설계 및 개선 계획 수립

현재 방사성의약품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위원소생산시설 내 Bank-3 구역을 중점적으

로 개선하고 Bank-3의 공조, 전기, RMS 등 유틸리티를 담당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내용

도 꼼꼼하게 확인하여 법령의 저촉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개선을 통해 GMP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 마련 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상세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작성하여 확보하였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시설팀의 협조를 받아 공사원가 산출 및 합리적인 공사일정을 수립하여 기

존 의약품의 생산에 최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다.

1. 시설 변경계획 수립

- Bank-3 레이아웃 변경

  · Bank-3 내 6개의 핫셀에 대하여 두 구역으로 분리하여 3개 핫셀은 I-131 생산용으로, 

나머지 3개 핫셀은 방사성의약품용으로 활용

  · 방사성의약품 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3개의 핫셀은 각각 I-131 용액, I-131 캡슐, 

I-131 mIBG 생산용 핫셀로 구분

  · 크게 2구역으로 구분된 핫셀에 맞추어 운전구역과 작업구역을 2개의 구역으로 분리

  · 방사성의약품 생산용 핫셀과 연결되는 작업구역의 경우 GMP 기준을 적용하여 탈의실, 

갱의실 공간을 별도의 격실로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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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변경 전 Bank-3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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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변경 후 Bank-3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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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k-3 벽체 판넬 구성 변경

  · GMP 기준을 적용하여 벽체 판넬을 새로 구성. 기존에 설치된 에어샤워 및 패스박스는 

GMP 기준에 맞지 않기에 기존 판넬 벽면과 함께 철거하고 변경되는 레이아웃에 맞게 

작업구역 내부 벽면을 새로 구성함.  

 

그림 3. 변경 전 Bank-3 벽체 판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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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변경 후 Bank-3 벽체 판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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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k-3 문 구성 변경

  · GMP 기준을 적용하여 문을 여닫을 시 공기의 흐름이 공기의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

도록 문의 방향을 맞추어 새로 구성. GMP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오염된 공간의 공기

가 깨끗한 공간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을 동시

에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적인 측면으로는 실간 차압과 문의 여닫는 방향 등을 적절하

게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림 5. 변경 후 Bank-3 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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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k-3 Interlock 설치

  · GMP 기준을 적용하여 전실의 내부, 외부 문이 동시에 열려서 공기의 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Interlock을 구성함. Bank-3에서는 가장 청정하도록 유지되어야 하는 

작업실의 오염을 막기 위해 작업실로 들어가기 전에 위치한 격실인 갱의실과 연결된 두 

개의 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도록 구성함.

 

그림 6. Bank-3 Interlock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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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k-3 천정 판넬 신규 구성

  · 작업구역의 변경된 구획에 따라 공조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천정 판넬을 새로 구성함. 

기존 천정 판넬은 기존에 설치된 필터박스에 맞게 타공 되어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

운 관계로 신규 판넬을 설치하여 변경된 천정의 장비계획도를 만족할 수 있도록 타공하

여 활용함.

 

그림 7. 변경 전 Bank-3 천정 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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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변경 후 Bank-3 천정 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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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k-3 구역별 벽체에 대한 번호 부여 및 상세설계

  · 작업구역의 변경된 구역에 설치되는 벽체에 신규 번호를 부여하여 번호별로 상세 설계 

수행. 벽체별로 번호가 부여되어야 공사 시 판넬의 사이즈에 따라 설치되는 위치가 뒤

바뀔 염려가 없으며 각 벽면에 타공 후 설치될 장비들을 정확하게 설치할 수 있음,

 

그림 9. Bank-3 벽체 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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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Bank-3 벽체별 상세 설계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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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Bank-3 벽체별 상세 설계도-2



- 31 -

그림 12. Bank-3 벽체별 상세 설계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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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k-3 공기 공급을 위한 공조시스템 변경

  · 기존 설비가 노후된 설비이기에 설계 당시 스펙만큼의 성능을 발휘하지는 못할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Bank-3 말단에서 유입되고 있는 풍량을 측정한 결과 개선 후 시설에 

필요한 유입량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으로 기존 노후설비를 신규 공조기로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Bank-3의 요구량에 만족하는 스펙을 지니도록 공조기를 설계하였으며, 각 실

별로 유입되어야 하는 공기량과 환기횟수 등을 설정하고 공기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함.

 

 

그림 13. 변경 전 Bank-3 공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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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변경 후 Bank-3 공기 흐름도



- 34 -

- Bank-3 GMP 구역 내 실내 조건 설정

  · 작업구역 내 실별 기능에 따라 GMP 기준을 적용하여 실내 조건을 설정함. 각 실간 공

기 오염을 막고자 차압을 설정하고, 각 방별로 GMP 기준을 만족하는 청정도를 부여하

여 수행되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계하였음.

그림 15. Bank-3 구역 조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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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k-3 GMP 구역 내 인동선 및 물동선 설정

  · GMP 기준에서 정하는 인동선, 물동선, 폐기물동선은 서로 간의 겹침을 최소화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동선의 겹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품 혹은 작업구역의 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임. 이에 작업구역에 신규로 Pass Box 3기를 설치하여 각각 원료 

인입용, 제품 반출용, 폐기물 반출용으로 활용하여 인동선, 물동선, 폐기물 동선이 

GMP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함.

그림 16. Bank-3 인동선 및 물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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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k-3 장비배치도 설계

  · 공조실 및 Bank-3 각 실별로 바닥, 천정, 벽면에 설치되어야 할 고정형 장비배치도를 

작성하여 GMP 기준에 맞는 시설기준을 확보함. 공조설비인 공조기 및 부대장비, 필터

박스 및 배기 라디에이터그릴 등이 포함되며 벽면에 설치되는 패스박스도 표기함.

그림 17. 변경 전 Bank-3 장비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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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변경 후 Bank-3 장비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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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변경 전 공조실(3층) 장비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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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변경 후 공조실(3층) 장비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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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k-3 덕트라인 조정

  · 작업구역의 배치도가 변경되고 격실이 늘어남에 따라 공조 덕트의 설계변경이 필요하기

에 각 실별로 GMP 기준을 만족하는 공기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필터박스 및 배

기그릴의 위치에 맞게 기존 덕트라인을 변경 설계함.

그림 21. 변경 전 Bank-3 덕트라인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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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변경 후 Bank-3 덕트라인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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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실(3층) 파이프라인 조정

  · 기존 공조기를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될 공조기에 적합하도록 공조실의 파이프라인을 설

계함. 공조기와 함께 기존의 냉동기도 함께 교체될 예정이기에 신규 냉동기와 공조기의 

연결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직각 및 최단거리 설계를 진행함.

그림 23. 변경 전 공조실(3층) 파이프라인 설계도



- 43 -

그림 24. 변경 후 공조실(3층) 파이프라인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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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변경 후 공조실(3층) 파이프라인 설계도 (확대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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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기 및 냉각설비 설계

  · Bank-3에 GMP 적용이 가능한 수준의 공기를 공급해줄 신규 공조기 및 냉각설비를 설

계함. 공조기의 경우 기존에 작동이 어려웠던 습도조절이 가능하도록 하고 외부의 공기

를 흡입하여 Bank-3에 GMP에서 정하는 의약품 작업실에 적절한 온도 및 습도의 공기

를 유입시켜 줄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작업실 청정도 유지를 위해 공조기 내 필터라

인을 구성함. 냉각설비는 공조기에서 요구되는 냉각용량에 맞는 기성품을 구입하여 설

치하도록 설계함.

 

그림 26. 공조기(AHU-01)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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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냉각설비(CDU-01)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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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냉각설비(CDU-02)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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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박스 설계

  · Bank-3의 각 실 내부에 GMP 기준에 적합한 깨끗한 공기를 유입시켜주기 위한 필터박

스를 설계함. 기본적으로 작업에 가까운 구역인 청정도가 규정된 구역은 말단의 헤파필

터를 거친 공기가 유입되어야 하며, 공기의 흐름이 one-through로 와류 없이 자연스

럽게 흐르도록 벽면 하단에 배기용 라디에이터그릴을 구성함. 그 외 작업실과의 간격이 

있는 높은 수준의 청정도를 요구받지 않는 구역에는 천정에 배기구를 설치하여 일반적

인 실험실 수준의 공조가 유지되도록 설계함. 

그림 29. 필터박스(HFB-01)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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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박스 설계

  · Bank-3 내/외부 간 원료, 제품 및 폐기물의 이동을 위한 패스박스를 설계함. 인동선, 

물동선, 폐기물동선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내외부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기기이기에 패스박스의 두 개의 문은 동시에 열리지 않는 인터락 기능을 적용하고 내부 

공간은 이송이 예상되는 내용물의 크기를 반영하여 설계함.

그림 30. 패스박스(PB-01)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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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패스박스(PB-02)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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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셀 하부 커버 설계

  · Bank-3 작업구역과 핫셀 하부공간을 격리하여 청정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핫셀 하

부 커버를 설계함. 핫셀 하부 커버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청정도가 요구되는 작업실에 설

치되기에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구성하여 설계함.

그림 32. 핫셀 하부 커버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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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기 운전 판넬 설계

  · 공조실(3층)에 신규로 설치되는 공조기의 운전을 조작할 수 있는 판넬을 설계함. 동위원

소생산시설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기능을 배치하고 편리하

게 조작할 수 있는 판넬을 구성함. 이와 함께 시설의 기존 공조기 원격 감시 및 운전 

설비에도 신규 설치되는 기기의 감시 및 조작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망에 연결되도록 설

계함.

 

그림 33. 공조기 운전 판넬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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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기 전원 배선도 및 조작도 설계

  · 공조실(3층)에 신규로 설치되는 공조기의 전원 배선도 및 운전 조작도를 시설 여건에 

맞게 설계함.

그림 34. 공조기 전원 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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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공조기 운전 조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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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설비 열람표 작성

  · 본 설계를 통해 신규로 설치가 필요한 주요 설비에 대하여 설치 위치 및 사양 등을 알

기 쉽게 열람표로 작성하여 정리함.

그림 36. 설비 열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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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설계도서 및 시방서 작성

시설 변경계획을 반영하여 공사 발주에 필요한 설계도면 35건과 설계문서, 그리고 시방서를 

작성하였다.

그림 37. 생산된 설계도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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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원가 산출 및 향후 공사일정 수립

생산된 설계도서를 토대로 공사 발주를 위한 공사원가를 산출하였으며 향후 공사일정에 대

하서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시설팀과의 협의를 통해 도출하였다.

그림 38. 공사 발주용 원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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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GMP 기준 적용에 따른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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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공사 일정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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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GMP 적용을 위한 필수 장비 확보

방사성의약품 생산에 GMP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의 시설기준을 만족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GMP 기준에서 의약품 생산에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정해진 규정대로 수행할 수 있

는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과제에 편성된 연구비를 고려해보면 GMP 적용에 필요한 모

든 설비를 구매할 수는 없지만 정해진 금액 내에서 필수적인 구비를 요하는 기기 3종(파티클

카운터, 클린벤치, 배양기)을 구매하여 실사용 전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적격성평가를 

완료하였다. 

1. 파티클카운터 구매 및 적격성평가

파티클카운터는 단위 공간 내 존재하는 공기 중 입자(먼지)의 수를 측정하는 기기이다. 

GMP 기준에서 중요하게 관리되는 작업실별 청정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측정하는 기기로써 환

경 모니터링과정 전반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기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방사성의약품 생산

시설에는 식약처에서 규정하는 청정도 기준 등급 중 가장 청정함을 요하는 A등급부터 기준치

가 완화되는 D 등급까지의 구역이 존재하기에 A~D 구역의 청정도 기준 만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파티클카운터 구비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작업실별로 5분 이내에 청정도를 증

명할 수 있는 성능을 지닌 파티클카운터를 구매하여 적격성 평가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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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파티클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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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파티클카운터 적격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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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린벤치 구매 및 적격성평가

클린벤치는 작업대 내부의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시켜 무균제제인 주사제의 생산과 같은 고

도의 청정함을 요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로 기존에 보유중이었던 클린벤치는 구형 모

델로 GMP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구형 설비의 특성 상 GMP 적용 시 모든 

설비에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적격성평가의 수행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GMP 적용

이 가능한 신규 클린벤치를 구매하였다. 신규로 구매한 클린벤치는 I-131 주사제 생산 작업에

서 방사성동위원소 주입 전 키트 조립과정에서의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대로 활용될 예

정이며 작업 전 적격성평가를 완료하였다. 

그림 43. 클린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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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클린벤치 적격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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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양기 구매 및 적격성평가

배양기는 균을 배양하기 위한 조건을 형성해주는 기기이다. GMP에서 요구하는 측정 사항들

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균이 자라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세균용 배양기와 진균이 자라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진균용 배양기가 필요하다. 세균과 진균을 배양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로 요약되는데 방사성의약품 생산 작업장의 환경 샘플을 확보하여 샘플에 균이 있는지를 확인

하는 미생물한도시험을 수행하기 위함이 첫 번째이며, 두 번째는 생산된 방사성의약품에 혹시

라도 생산과정 중 균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무균시험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세균

과 진균은 각각 배양되기 위한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

는 기기를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본 과제를 통해 세균용 배양기와 진균용 배양기를 각각 구

매하였고 적절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적격성평가를 마무리하였다.

그림 45. 세균용 배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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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세균용 배양기 적격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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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진균용 배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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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진균용 배양기 적격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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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동위원소 생산시설 변경 관련 인허가 획득

동위원소 생산시설 Bank-3의 시설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반되는 인허가 과정을 반드시 거쳐

야 한다. 본 과제를 통해 수행된 인허가는 시설 공사 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하는 사항들로 연

구용원자로인 하나로 부지 내에 위치하는 시설의 특성 상 하나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개정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동위원소 생산허가에 대한 변경 허가를 역시 원자

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기존 시설의 전면 개조가 아닌 최대한 현 상태를 유지

하며 GMP 적용을 위한 최소한의 부분만 개선을 계획하였기에 심사 과정에서 주요 보완 및 

지적사항 없이 변경 승인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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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로 안전성분석보고서(SAR) 변경 수리

하나로 동위원소 생산시설 Bank-3 시설 개선을 위해 도출된 설계결과를 토대로 하나로 안

전성분성보고서의 개정을 신청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 허가를 획득하였다.

그림 49. 하나로 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 수리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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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성동위원소 생산변경허가

하나로 내 동위원소 생산시설 Bank-3 시설 개선을 위해 도출된 설계결과를 토대로 동위원

소 생산허가변경 신청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변경 허가를 획득하였다.

그림 50. 동위원소 생산허가변경 수리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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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동위원소 생산변경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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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목표 달성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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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목표 달성도

제2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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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1절 목표 달성도

  - 방사성의약품 생산 시설 개선 계획 수립

    · 방사성의약품 생산구역 개선 설계 (100%)

    ·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원가 산출 (100%)

    · 시설 개선을 위한 상세 계획 수립 (100%)

  - 의약품 생산을 위한 필수 장비 확보

    · 파티클카운터, 클린벤치, 배양기 구매 및 적격성평가 (100%)

  - 동위원소 생산시설 변경 인허가 획득

    · 하나로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 승인 (100%)

    · 동위원소 생산허가변경 승인 (100%)

제2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방사성의약품 생산 시설 구축

    · 기장로 등 차후 구축이 예정되어 있는 GMP가 적용되는 방사성의약품 생산시설에 대

한 설계 경험의 축적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 구축에 기여

    · 민감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핵종인 I-131이 활용되고 무균제조가 수반되어야만 하는

주사제 생산 과정에 대하여 국내 최초로 GMP 적합 판정을 획득하여 향후 수요량에 

부합하기 위한 생산량 확장을 통해 치료제의 공급 없이는 치료가 어려워 질 수 있는 

소아암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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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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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의 수행을 통해 도출된 설계도서와 시방서, 공사 계획을 토대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시설팀과 협업하여 시설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시설 공사

와 별도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방사성의약품 생산 및 공급체계 전반에 GMP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전문 GMP 컨설팅 업체와 계약하여 문서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사항들이 개선공사를 거쳐 실제로 구현될 경우 한국원자

력연구원 방사성의약품 GMP 적용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

해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만 생산 공급되는 필수 방사성치료제에 생명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희귀 소아암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예외로 적용되던 방사성의약품의 GMP 적용은 국제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직면해있으며, GMP를 적용하는 나라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의약품의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어지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방사성의약품의 

GMP 적용은 법률의 개정에 의해 시작되었기에 필요성에 의한 생산기관의 자발적 움직임에서 

시작되진 않았지만 적용 후에는 국제 시장을 염두에 둔 생산기관의 자발적 노력 및 연구에 의

해 방사성의약품 GMP 관련 기술들을 발전시켜 향후 국제 방사성의약품 시장에서 국내 기관

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R&D 계획에는 방사성의약품 개발에 대한 내용이 빠짐

없이 수행되어지고 있기에 조만간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 사용을 확대시킬 수 있을 방사성의

약품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적용되는 GMP에 의해 방사성의약

품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의 품질 안전성을 국제시장에서 보증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이 갖추어 

진다면, 급성장 중인 국제 방사성의약품 시장에서의 국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롭게 구축이 예정되어 있는 기장연구로 등과 같은 대규모 신규 방사성의약품 

생산시설에도 본 과제를 통해 얻어진 노하우를 활용하여 정해진 GMP 기준을 모두 만족함과 

동시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GMP 기준은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약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방사성의약품 GMP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국제

적으로 일반 의약품의 GMP에서 차용할 수 있는 부분들만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번에 적용하는 GMP 시설기준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여기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입

해 나갈 수 있다면, 향후 방사성의약품 GMP에 대하여 국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선진적 

기술을 가지고 한국형 방사성의약품 GMP를 국제적으로 보급하여 우리의 기술이 국제 표준기

술로 발돋움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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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동위원소를 취급해야하는 특성 상 방사성의약품은 GMP 적용에서 예외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었지

만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에 대한 기술 발전에 힘입어 이제는 방사성의약품에도 GMP를 적용하여 일반 의약

품 수준의 품질기준을 확보해 나가자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약사법의 개정으로 방사성의약품 

GMP 적용이 2018년 부로 전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만 생산

공급 중인 소아암 치료용 필수 방사성의약품 등의 안정 공급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하나로 내의 방사성의약

품 제조시설을 GMP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쳬계화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동위원소생산시설 내에 위치하는 Bank-3라는 I-131의 취급이 가능한 시설에

서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구역을 GMP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만 방사성의약품을 지속적

으로 공급할 수 있다. Bank-3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구획의 변경과 함께 GMP 기준에서 요구하는 작업실 

청정도를 확보하기 위한 공조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기타 GMP 기준들을 만족하기 위한 부대설비의 확충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과제에서는 Bank-3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도서 작성과 공사 착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완수하였다. 이와 함께 GMP 적용 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장비 일부를 구매하고 

적격성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시설 공사 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하는 인허가 획득도 완료하였다. GMP의 

적용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생산되는 방사성의약품의 품질기준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소아암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약을 투여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방사성의약품 GMP 이기에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동 분야에서 국제시장을 대표하는 표준기술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성의약품, 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I-131 캡슐, I-131 용액, 
I-131 엠아이비지 주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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