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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re are difficulties in operating brachtherapy machine in the radiotherapy department because of 

increasing the source price with decreasing nuclear reactor in the world. The development and technical features 

of the Ir-192 HDR sources (4.5 mm, 1.1 mm in diameter) in Korea were described in this report. We expect 

that this report will be helpful for hospitals to make the long-term plan for operating and managing HDR 

brachytherapy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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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각종 종양의 치료에는 외과  수술, 약물을 이용한 화학

요법 그리고 방사선치료가 주로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기술을 병용하여 사용한다. 이  방사선치료는 외부

방사선을 이용한 원격치료와 방사선원을 병소에 직  근

시키는 근 치료로 분류될 수 있다. 근 치료는 정상조직

에는 방사선의 향을 최소화하면서 병소에 다량의 방사선

을 조사할 수 있어 몇몇 종양의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 치료는 1898년 큐리 부처가 방사성 라듐을 발견한 

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 으나 기에는 의료진의 방사선 

피폭을 피할 수 없는 단 이 있어 쇠퇴하다가 1980년 에 

원격 후 장  체계(Remote After Loading System, RALS)가 

개발되어 활발한 용이 가능해졌다. 재, Ir-192나 Co-60

을 활용한 근 치료기는, 세계 으로 약 1,500  이상이 보

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약 40여 의 근 치료

기를 이용하여 연간 약 1,400여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이 외에도 립선암 등의 치료에는 I-125, Pd-103 선원

을 병소에 구 삽입하는 방식의 근 치료기술 한 리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을 심으로 매우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0년  후반, 하나로와 동 원소 생산시설

의 완공과 더불어 근 치료 선원의 개발이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1-3) 재 하나로에서 생산하는 Ir-192 선원은 직

경 4 mm와 1.1 mm의 두 종류이다. 직경 4 mm인  

Ir-192 선원은 약 37 GBq (10 Ci)의 방사능을 가지며 1998

년에 개발되었으며, 1999년부터 국내 병원에 공 하고 있

다. 직경 1.1 mm 선원은 약 37 GBq의 방사능을 가지

며, 1997년에 개발에 착수하여 2006년 특수형방사성물질설

계승인 획득으로 개발이 완료되었고, 2010년 국내 기업에 

제조 기술을 이 하여 국내  해외에 상용공 을 시작하

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국산 선원의 활발한 사용을 

기 하면서 재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추진한 선원

의 개발과 상용화 과정에 하여 기술하 다.

Ir-192 HDR 선원

1. 4 mm HDR 선원

  이 선원은 Buchler 근 치료기에 용하기 해 개발되

었다. 이 장비는 원래 Co-60 선원을 사용하는 장비이지만, 

당시 Co-60 선원의 공 이 원활하지 못하 기 때문에 

Ir-192를 체용 선원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 선원은 Fig. 1

과 같이 Ir-192 디스크와 이를 하고 있는 선원캡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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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sign (a) and photograph (b) of Ir-192 HDR source (4 mm in diameter).

Fig. 2. (a) Drawing of the source 

and (b) measurement of diameter 

of the source (1.1 mm in dia-

meter).

결스 링 그리고 장치와의 연결부인 커넥터로 구성되어 있

다. 선원캡슐  커넥터는 STS-316L 재질이고 연결 스 링

은 STS-304 재질로 제작하 다. 방사능 코어는 연구용 하

나로에서 성자 조사를 통하여 제작한 이리듐 디스크(직

경 2.5 mm, 두께 0.25 mm)를 10장 층하여 제작하 다. 

이 선원의 기기 용성 시험은 1998년 국내병원(계명  동

산의료원)에서 실시되었으며, 1999년부터 국내기업(호진산

업)에 제조기술을 이 하여 상용화한 후 재 국내 병원 2

곳에 공 하고 있다.

  1) 1 mm HDR 선원: 재 국내에서는 40여 의 강내조

사용 원격 치료 장비가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부분 

방사능 세기가 약 37 GBq (10 Ci)인 선원을 사용하고 

있다. 재 Ir-192 선원은 74.2일의 비교  짧은 반감기를 

갖기 때문에 3∼6개월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하므로 외국에

서 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때 선원 단가는 약 

10,000 USD에 이른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1997년에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는 고선량률 강내 치료용 장비에 장착될 

수 있는 Ir-192  소선원의 개발을 시작하 으며, 먼  

기존 장비에 호환이 가능하도록 선원과 와이어를 설계하

고 이 를 활용한  용 과 생산 장치를 개발하 다. 

제작된 캡슐에 해 ISO (국제표 화기구)  원자력안

원회기술부 고시에 따른 안 성 시험을 통과하 고, 

2006년 선원 안 성에 한 KOLAS (한국인정기구) 인

증서와 특수형방사성물질 설계승인을 획득하 다. 제작 완

료된 선원 시제품에 해 국내 병원(아주 학교병원, 원

학교병원)에서 기존 치료 장비와의 호환성과 선량특성 

 구동 안 성 시험 등 임상 시험을 실시하 다.4,5) 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선원의 운송을 한 운반용기를 

개발하여 법 기 을 만족하는 운송수단을 확보하 다. 선

원 개발 후 이와 같은 실용화  상용화를 가속시킨 끝에 



Kwang Jae Son and Dong Hyeok Jeong：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Ir-192 Brachytherapy Source in Korea

- 328 -

Table 1. Optimal welding conditions for integrating Ir-192 

capsule using Nd-YAG pulse laser.

Flow rate of 

helium (l/min)

Input 

voltage (V)

Pulse 

width (ms)

Pulse 

frequency (Hz)

3∼4 280 10 8

Fig. 3. Microscopic images of welding connection cap and capsule (a), and cable and cap (b).

Fig. 4. Semi-automatic source fabrication system, (a) source connection system, (b) laser welding system.

2010년에 핵 산업(주)에 생산기술을 이 하게 되었으며, 

최 로 국내병원에 상용으로 공 하 고 국을 통한 인도 

수출에 성공한바 있다.

  개발한 1.1 mm 선원의 구조는 Fig. 2와 같다. 이 그림에

서 보인바와 같이 선원 어셈블리는 원통형 Ir-192 펠렛(직

경 0.6 mm, 길이 3.5 mm)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캡

슐(직경 1.1 mm, 길이 6 mm)에 되어 있다. 캡슐의 한

쪽 끝단은 유연한 스테인리스 스틸 이블과 용 되어 있

고 이블의 반 쪽 끝단은 장비와 고정할 수 있도록 커넥

터와 용 되어 있다. 용 은 Nd-YAG 펄스 이 로 수행

되며 다양한 시도로부터 결정된 조건은 Table 1과 같다. 

한 용  후 Fig. 3과 같이 단면검사를 통하여 합부의 건

성을 확인하도록 하 다. 

  Ir-192 선원은 그 크기가 작고 방사능이 높기 때문에 선

원의 조립  취 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용  공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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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ource testing by reference from ISO-2919 and KOREA regulation

Fig. 6. Photos of transportation container for HDR source.

자동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소에서는 이  용

기, 선원 이블의 단  용 장치, 선원캡슐 용 장치,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된 Fig. 4와 같은 반자동 조립 시스템

을 개발하 다. 

2. 선원의 품질검사

  개발된 Ir-192 선원의 실용화를 해서 ISO 기   원자

력안 법에 따라 다양한 시험이 수행되었다. ISO-2919 

(C53211)6) 기 에 따라 온도, 외부압력, 충격시험, 설 등

에 한 검사가 수행되었으며, ISO-99787) 기 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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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ource test results for (a) wire flexibility, (b) step size, and (c) dose distribution (upper) and cell survival.

설율 측정이 수행되었다. 한 원자력안 원회 고시 

2012-49호8)에 따라 특수형방사성물질에 한 성능 시험 기

인 충격, 타격, 굽힘  열시험이 수행된바 있다. Fig. 5는 

이러한 시험 장면을 보여 다.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최종

으로 KOLAS 인증서  특수형방사성물질 설계 승인(승

인번호 ROK/003/S-96)을 획득하 다.

  선원의 개발 후에도 선원의 안 한 수송을 해서 용 

운반용기의 제작이 필요하다. 본 연구소에서는 해외 수출

을 고려한 운반용기를 설계하 고, 우라늄(DU)을 차폐체로 

활용하여 용기 무게를 임으로써 운반 효율을 높 다. 

Fig. 6는 제작된 Ir-192 선원의 운반용기를 보여 다. 이와 

같이 제작된 운반용기는 원자력안 원회고시 2012-49호 

 IAEA Safety Series No. TS-R-1：2000, US 10 CFR Part 

71：1994에 따른 안 성 시험을 실시하여 KOLAS 인증서

를 획득하 다.8,9)

3. 임상 시험  방사능 평가

  개발된 선원에 한 임상 시험은 주요 치료 장비인 뉴

클 트론(Nucletron)과 감마메드(GammamMed)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4,5) 임상 시험은 선원과 장비의 하드웨어  

호환성 검사, 선량분포 검사 그리고 세포 실험 검사로 구성

되었다. Fig. 7은 이와 같은 시험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

다. 이 그림에서 (a)는 다른 선원과의 비교를 통한 선원의 

유연성 검사, (b)는 Fletcher-suit 어 리커이터를 이용한 스

텝 정확성 검사 형태를 보여 다. (c)는 선량분포의 검사와 

방사선량에 따른 세포 생존 실험을 수행하는 형태를 보여

다. 이 때 선량분포 검사는 기존의 치료계획장비에 개발

된 선원에 한 정보를 입력하여 기존의 수입 선원과 비교

하여 동일한 분포를 가지는지 확인하는 차로 수행되었

다. 이러한 시험들에 한 보다 상세한 차와 시험 결과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보고서 KAERI RR-2349 (2002)10)를 통하

여 참조할 수 있다. 

  개발된 Ir-192 선원에 한 방사능 평가는 실제 코어의 

방사능이 아닌 캡슐을 포함한 겉보기 방사능(Apparent ac-

tivity)에 하여 평가된다. 본 연구소에서는 Ir-192 용 홀

더를 장착한 우물형 리함(HDR-1000 plus, Standard Imaging 

Inc, USA)와 동일 제작사의 MAX-400 기계 기계를 사

용하여 측정을 수행하고 있다. Fig. 8는 측정에 사용되는 

리함과 기계를 보여 다.

  본 연구소에서 실제 측정은 핫셀(Hot-cell)에서 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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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Well type ionization chamber and electrometer for 

measurement of source activity.

Table 2. Comparison of measured activity between HDR- 

1000 plus and PTW well-type chamber.

Number of 

measurement

Well type chamber
Difference

HDR-1000 plus PTW-chamber

1

2

3

3.326 Ci

3.241 Ci

3.178 Ci

3.381 Ci

3.323 Ci

3.249 Ci

−1.7%

−2.5%

−2.1%

기(Manipulator)로 선원을 우물형 리함에 삽입하는 방법으

로 측정한다. 우물형 리함의 내부는 주변공기와 열평형

에 도달하는데 5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므로 리함과 련 기기들을 측정 하루 에 설치한다. 이 

때 우물형 리함은 바닥에서 최소 50 cm 이상 떨어진 곳

에 설치하며, 연결선을 이용하여 기계와 연결한 후 약 1

시간 동안 워 업(Warming up)을 실시한 후 측정을 수행한

다. 본 측정 방법은 한 학병원에서 평가한바 있는데, 개

발한 선원을 감마메드 장비(GammaMed 12i, Germany)에 장

착하고 본 연구소의 리함(HDR-1000 plus)과 병원의 리

함(PTW-우물형 리함)으로 각각 측정하여 결과를 비교하

다. 그 결과 본 연구소에서 측정한 겉보기 방사능 값이 

약 1.7∼2.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아직 국내에 

Ir-192 선원에 한 표 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 으로 이 차이에 한 해석은 어렵다.11) 재 수입 선원

의 경우에 제조사에서 방사능 오차를 ±5%로 평가하고 있

으며, 미국 의학물리학회 보고서 TG-43에서는 방사능 오차

를 ±3% 이내로 권고하고 있다.12) 국내의 한 연구에서 의료

기 들의 수입 선원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최  −2.8%까

지 오차를 보인바 있다.13) 재의 방사능 측정 방법은 국내

의 의료기 에서 수행하는 측정 결과와 유사한 오차 범

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 지만 의료기 에서 국산 선원

을 사용하는 경우에 선원을 측정하고 차이를 확인후 사용

해야 함은 정도 리의 측면에서 필수 이다. 이는 재 수

입 선원의 경우에도 선원을 교체하는 경우에 의학물리학자

에 의하여 측정후 오차를 평가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

일하다. 추후 Ir-192에 한 표 이 확립될 때까지 본 연구

소에서도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한 노력을 해야 할 것

으로 본다.

고찰  결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두 종류의 고선량율 근 치료

용 선원을 개발하 으며 재 국내 기업체에 기술 이 을 

통해 국내외에 공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 된 근 치

료기가 해외 제품인 계로 의료기 에서 선원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발된 선원의 국내

외 보  확 와 시장 개척을 해서는 국내 고유 모델의 

근 치료기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원에서는 재 국내 

고유모델의 근 치료기, 치료계획 소 트웨어  용 

HDR 선원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소에서 재까지 수행된 선원의 개발과 각종 시

험  제품화 과정으로부터 얻은 요한 교훈은 의료기

은 제품의 소비자이지만 동시에 개발자로서 요한 역할이 

있다는 이다. 즉, 제품의 개발에 있어 의료기 의 연구 

지원이 필수 으로 필요하다는 이다. 

  재  세계 인 원자로의 감축이 진행되고 있어 선원

의 공 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한 세계  융 기로 인하여 고가형 의료기기 시장의 

침체도 상된다. 따라서 순수한 국내 기술로 치료기 시스

템을 개발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

다고 생각하며 시장 진입과 확보가 모두 용이할 것으로 본

다. 한 제품의 세계화를 해서는 재와 같은 모방형 기

술 개발보다 창조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시장 진입과 

로 개척을 해서는 단일보다 일체형 기술개발이 필요하

다. 즉, 선원과 장비가 기존과 차별화되어야 하며 한 단

일 기업에서 공 해야 한다는 이다. 따라서 국내 기술에 

의해 일체형 치료 시스템 개발을 해서는 연구소와 의료

기   기업의 공동 연구가 필수 이라고 보며, 정부차원

의 심과 지속  지원이 요하다 할 수 있다.

  본 기술보고서에서는 개발과 기술이 이 완료된 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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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근접치료용 Ir-192 선원의 개발 및 실용화 동향

*한국원자력연구원 동 원소기술개발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센터

손 재*ㆍ정동 †

최근  세계 인 원자로 시설의 감축으로 인한 수입 치료용 동 원소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의료기 에서 근 치료

기 운 에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생산한 두 종류 Ir-192 선원(직경 4.5 mm와 1.1 mm)의 개발 과정

과 기술 동향 하여 제시하 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근 치료기를 운 하는 의료기 에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심단어: Ir-192 선원, 근 치료, 동 원소

료용 Ir-192 선원에 하여 기술하 는데, 이외에도 안구질

환 치료용 P-32 베타선원의 생산 기술을 완료하 고, 립

선암 치료용 I-125 소형 선원의 경우에는 재 량생

산 체제를 구축하여 상용 공 을 비하고 있다. 이러한 선

원들에 한 연구 결과는 추후 보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원자력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선원의 개발과 응

용  시험과 장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될 것이다. 앞으로 의학물리학 분야의 많은 심을 바라며, 

특히 환자 치료에 있어 장비의 성능과 품질 리에 역할을 

다하는 의학물리학자들의 리한 자문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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