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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방사성 팻치/필름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방사성 물질을 팻치/필름 형태로 하여 피
부에 접착시켜 직접 피부에 방사선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 방사성 팻치/필름은 안정 핵종을 함유하는 다양
한 형태의 안정 팻치/필름을 만든 다음 중성자 조사하여 제조하는 것으로서 각종 암 및 피부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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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방사성 팻치/필름 및 그의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 본 발명에 의해 제조한 
166
Ho-방사성 팻치.

제2도 본 발명의 방사성 팻치에 의한 종양 치유의 효과.

1) 치료전 백서에서 피부암이 발생된 모습.

2) 
166
Ho-방사성 팻치를 피부암 부위에 부착한 모습.

3) 치료 일주일 후 피부암이 소실된 모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환자에게 방사선을 조사하기 위한 새로운 제형의 방사성 팻치/필름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본 발명은 방사성 핵종을 환자의 피부 또는 점막에 접착하여 피부 또는 점막에 
직접 방사선을 조사함에 의해 병소를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제형의 방사성 팻치/필름에 관한 
것으로서, 방사성 팻치는 안정 핵종의 입자를 접착성 기제와 섞어 지지제에 얇게 도포하여 제조한 팻치를 
라미네이션하여 밀봉한 후 원자로에서 중성자 조사하여 제조하고, 방사성 필름은 안정 핵종의 용액과 기
제 용액을 혼합하여 얇은 막을 만든 후 건조시켜 제조한 필름을 라미네이션하여 밀봉한 후 원자로에서 방
사선 조사하여 제조한다.

방사선 치료 방법에는 방사성 물질을 병소에 주입하여 병소내에서 방사선을 발생시킴으로써 병소를 제거
하는 내부 방사선 치료법과 인체 밖에서 방사선을 조사하여 병소를 치료하는 외부 방사선 치료법이 있다.

현재 시행되어 오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치료방법에서는 내부 방사선 치료법의 경우 정맥주사, 동맥
주사, 강내 투여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고 있으며, 외부 방사선 치료법의 경우에는 특
수 장비를 통해 체외에서 방사선을 조사하고 있다.

내부 방사선 치료법의 경우, 주입된 방사성 물질이 병소에서 유출되는 경우 혈류를 통해 전신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특히 방사선에 약한 골수조직에 축적되는 경우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악성 종양의 경우, 대부분 외부에서 방사선을 조사하는 
외부 방사선 치료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외부 방사선 치료법에서는 외부에서 방사선을 조사하기 때문에 투과력이 센 방사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병소 뿐만 아니라 주변 정상조직의 피폭이 문제가 되고, 또한 방사선 조사를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며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

이에 본 발명자는 손쉽게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발명하였으니, 즉 방사성 물질을 팻
치/필름 형태로 만듬으로써 병소에 방사선을 선택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손쉽게 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방사선 치료용 방사성 팻치/필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발명의 방사성 팻치는 
안정핵종의 입자를 기제와 섞어 지지제에 도포하여 제조한 팻치를 라미네이션하여 밀봉한 후 원자로에서 
중성자 조사하여 제조하고, 본 발명의 방사성 필름은 안정핵종 용액과 기제 용액을 혼합하여 얇은 막을 
만든 후 건조시켜 제조한 필름을 라미네이션하여 밀봉한 후 원자로에서 중성자 조사하여 제조한다.

또한 본 발명은 방사성 팻치/필름을 외부방사선 치료제로 사용하는 용도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팻치/필름을 피부 또는 점막에 접착하여 피부 또는 점막에 방사선을 직접 조사함에 의해 병소를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병소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팻치/필름의 모양과 크기를 조절하여 주변 정상조직에 영향없
이 병소에만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성 팻치/필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발명은 입자의 량과 방사능을 조절함에 의해 방사선 조사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사성 팻치를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방사성  팻치/필름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피부질환을  들  수  있다. 
이하, 피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피부질환용 방사성 팻치/필름에 대해 상술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발명
의 방사성 팻치/필름은 피부질환 외에 각종 암등 여러 질환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피부암은 장년 또는 노년층에 많이 발생하며, 태양광선, 공해물질, 발암물질, 방사선 등에의 노출, 만성 
피부궤양, 화상 등에 의해 유발된다. 인종, 개인 및 국가에 따라 발생율이 크게 다르지만 대개 백인종에
게 많아서, 캐나다의 경우 10만 명당 39명의 피부암 발생율이 보고되고 있다. 피부암은 인체에서 발생하
는 악성 종양중 가장 흔한 종양 중의 하나로서 이의 치료는 국소소각, 방사선 치료 혹은 수술적 제거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피부암의 경우, 수술하기 어려운 부위에 암이 발생하거나 다발성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 요법이 불가능하고, 수술 요법이 가능하더라도 수술후 피부 이식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수술 요법보다는 주로 방사선 요법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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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치료방법에 있어서는 전체 조사 선량, 분할 조사, 조사 범위 그리고 조사선의 성질 등이 치료 결
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악성피부 종양에 있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저선량의 X-선, 고전압의 (megavoltage) 전자선 혹은 γ-선
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조사선량은 3,500∼7,000 rad가 적당량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 전
체 조사 선량을 200∼350 rad씩 분할하여 약 4∼6주간에 걸쳐 치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분
할하여 4∼6주에 걸쳐 전체 조사 선량을 조사하는 것은 강한 X-선, 전자선 혹은 γ-선 등에 의한 주변 조
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방사선 조사는 치료 효과가 비교적 좋아 자주 이용되고 있
는데, 단점은 투과력이 강한 방사선을 사용하므로 인접 장기 특히 뼈나 연골 등의 손상이 우려되고, 분할 
조사하므로 치료 기간이 길고, 입원하여야 하며, 고가의 장비를 통해 조사해야 하므로 매우 번거롭다는 
점이다.

이에 본 발명자들은 상기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발명을 하게 되었다. 즉 강력한 에너지(1.4∼
2.2MeV)의 β-선 또는 γ-선을 방출할 수 있는 안전 핵종의 입자를 기제와 혼합하여 지지제에 얇게 도포
하여 제조한 팻치를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라미네이션하여 밀봉한 후 원자로에서 중성자 조사하여 방사성 
팻치를 만들었다.

또한 β-선 또는 γ-선을 방출할 수 있는 안정핵종 용액과 기제 용액을 혼합하여 얇은 막을 만든 후 건조
시켜 제조한 필름을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라미네이션하여 밀봉한 후 원자로에서 중성자 조사하여 방사성 
필름을 만들었다.

이러한 피부 질환용 방사성 팻치/필름은 다음과 같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X-선, 전자선, γ
-선을 이용하는 방사선 치료방법과는 달리 β-선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투과력이 작아 주변장기 특히 뼈
나 골수에 대해 방사선 조사의 염려가 없고, 주변조직까지 방사선이 투과되지 못하므로 1회에 적정 조사
선량인 5,000∼10,000 rad를 한꺼번에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종래 4∼6주 정도 걸리던 시술 기간을 1
회 1∼2시간으로 줄일 수 있게 되어 치료 기간이 매우 짧고 통원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반감기가 1∼3시간으로 비교적 짧으므로 쉽게 붕괴되어 소실될 수 있다.

또한, 다발성 피부암의 경우 동시에 여러 곳을 치료할 수 있고 환부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팻치/필름의 
모양과 크기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으므로 수술하기 어려운 부위나 또는 넓은 부위 등을 치료할 수 있다. 
그 외에 치료질환의 종류나 목적에 따라 필요한 방사선량이 다른데, 이때 팻치/필름의 방사능은 팻치/필
름의 면적과 입자량에 비례하므로, 팻치/필름의 입자량을 조절함으로써 필요량의 방사능을 포함한 제제를 
쉽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모양을 조절하여 정확히 병변 부위만을 조사하고 정상 부위에 접착되는 팻치/필름 부위는 알루미늄
막 등으로 차단함으로써 정상부위의 손상을 막을 수 있어 기존 방사선 치료에서 우려되었던 연골이나 골 
파괴 또는 다른 장기에의 피폭 등의 부작용이 없다.

또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신체가 겹쳐지는 부분에는 알루미늄막 등으로 한쪽면이 차단된 팻치/필름을 
사용함으로써 정상부위의 피폭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방사성 팻치는 단층 또는 다층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본 발명의 방사성 필름은 얇게 
펴서 사용하거나 말아서 관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그 적용 범위가 넓다.

이하 본 발명의 방사성 팻치/필름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본 발명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는 테이프 형태의 방사성 팻치/필름에 관한 것이다.

일반의 팻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것이 요망된다. 팻치 제제에 있어서는, 이물질의 
침투 방지 작용을 하는 조직을 가진 피부를 통해 약물을 투여하기 때문에 약리 성분의 체내 흡수율을 높
이는 것이 중요하여 흡수촉진제를 기제물질에 혼입해야 한다. 그리고 약물이 기제물질, 흡수촉진제 등에 
의해 변화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약물에 따라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기제물질, 흡수촉진제 등의 
선택이 중요하다. 또한, 접착성 기제층이 일정기간 동안 피부에 접촉되기 때문에 피부의 신진대사가 방해
를 받아 홍반, 수종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테이프를 떼어낼 때 접착성 기제 물질이 피부에 남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사성 팻치/필름의 경우 첫째 약물주입이 목적이 아니고 방사선 조사가 목적이므로 약물 흡수를 
촉진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흡수촉진제 등이 필요없고, 방사성 동위원소가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이므로 방
사성 물질이 기제와 화학변화를 일으켜도 조사선량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팻치 또는 필름에 사용될 
수 있는 기제에 제한이 없어 종래 사용되어 온 공지의 기제를 대부분 사용할 수 있고, 반감기가 짧은 방
사성 물질을 사용하므로 짧은 시간이 지난 후 방사선을 거의 방출하지 않게 되므로, 주변의 방사성 오염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본  발명에서  이용될  수  있는  기제에는  우레탄  계열,  아크릴  계열,  클로로프렌  계열,  PVA(Polyvinyl 
alcohol) 계열, PVC(Polyvinyl chloride) 계열, 나일론 계열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팻치 제조
에 사용되는 모든 접착성 기제가 사용될 수 있다.

방사성 핵종과 기제의 혼합비는 중량비로 1∼30%가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자면 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1∼
30%되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방사성 팻치/필름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성 핵종은 α-선 방출 핵종, β-선 방출 핵종, γ-선 
방출 핵종 등 치료용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핵종이면 모두 가능하며, 치료목적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다.

특히, 피부질환 치료용 방사성 팻치/필름에는 β-선 방출 핵종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β-선
을 방출하는 동위원소는 국소부위에만 손상을 주고 그 밖의 조직에는 손상이 없는 것이 큰 장점이다. β-
선은 투과력이 약하여 피부암 밑의 정상 조직에는 β-선이 도달하지 못하므로 정상 조직의 방사선의 피폭
을 막을 수 있는 우수한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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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들의 실험 결과 
166

Ho 방사성 팻치/필름을 사용한 경우, 과다 선량 조사시에도 최대 8mm의 정도
의 조직만 손상되었고, 그 이하의 연부조직이나 뼈에는 전혀 손상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피부암의 깊이가 깊은 경우에는 γ-선 방출 핵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피부질환 치료에 사용되

는 γ-선 방출 핵종에는 
192
Ir가 있다.

β-선을 방출하는 핵종에는 
198
Au, 

90
Y, 

186
Re, 

32
P, 

169
Er, 

166
Ho, 

153
Sm, 

165
Dy 등이 있으며, 치료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198
Au는 β-선과 함께 다량의 γ-선도 방출되며 2.7일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 

32
P와 

90
Y는 순수한 β-선 

방출 핵종으로 γ-선은 방출하지 않으며, 비교적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

란탄계열의 
165

Dy, 
166

Ho, 
153

Sm, 
169

Er의 방사성 핵종은 반감기가 비교적 짧을 뿐만 아니라 약한 에너지의 
γ-선을 동시에 방출하는 β-선 핵종으로서 이들 각각에 해당하는 안정핵종은 대부분 중성자흡수 단면적
이 크기 때문에 원자로에서 중성자 조사하여 쉽게 방사성 핵종으로 제조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이하 방사성 팻치의 제조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안정 핵종을 입자상태로 만들어 기제와 혼합한 후 지지제에 도포하여 팻치를 만들어 라미네이션하여 밀봉
한 후, 이 팻치를 원자로에서 중성자 조사하여 방사성 팻치를 제조할 수 있다. 또는 접착성 테이프에 안
정 핵종의 입자를 도포하여 팻치를 만들어 라미네이션하여 밀봉한 후, 이 팻치를 원자로에서 중성자 조사
하여 방사성 팻치를 제조할 수 있다.

이때 안정핵종의 입자의 크기는 1∼10㎛가 바람직하며, 다음과 같은 공지의 방법에 의해 제조할 수 있다. 
165
Ho(NO3)3·5H2O 또는 

165
HoCl3을 물에 녹인 후 수소화붕소나트륨과 수산화나트륨을 가하여 생성된 침전을 

초음파 분쇄하여 안정핵종의 입자를 제조한다. 이외에 
164
Dy(NO3)3 또는 

164
DyCl3을 이용하여 안정핵종의 입

자를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지제는 종이, 직포, 금속이나 플라스틱 필름 또는 라미네이트를 포함하여, 
이외의 팻치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지지제가 사용가능하다.

이하, 방사성 필름의 제조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안정핵종의 용액과 기제를 용매에 녹인 용액을 혼합하여 얇은 막을 만든 후 건조시켜 필름을 만들고 라미
네이션하여 밀봉한 후, 이 필름을 원자로에서 중성자 조사하여 방사성 필름을 제조할 수 있다.

방사성 필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안정핵종의 화합물은, 방사성핵종의 화합물로서 가용성인 것은 모두 

가능하며, 특히 
164
Dy(NO3)3 또는 

165
Ho(NO  3)3가 바람직하다.

방사성 필름에 사용되는 기제로는, 신축성이 있어서 피부에 부착후에도 신축성이 있는 기제가 좋다. 본 
발명의 방사성 필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기제로는 우레탄 계열, 아크릴 계열, 클로로프렌계열, PVA계
열, 나일론 계열 등이 있다.

방사성 필름 제조에서는 기제를 용매에 녹여서 사용한다. 이때 사용되는 용매는 기제를 녹일 수 있는 유
기용매는  모두  가능하며,  특히  디메틸포름아마이드(Demethyl  Formamide)  또는 테트라하이드로퓨란

(Tetrahydrofuran)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방사성 팻치/필름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밀봉제로는 폴리에틸렌, 셀룰로오즈, 에스테르, 
폴리설폰 등이 있다. 가장 바람직하기는 폴리에틸렌 또는 그 유도체이다.

방사성 팻치와 방사성 필름은 성능이나 효과면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그 제조방법에만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방사성 팻치는 안정핵종의 입자와 기제를 혼합하여 지지제에 도포하여 제조한 팻치를 폴리에틸
렌 필름으로 라미네이션하여 밀봉한 후 중성자 조사하여 제조하고, 방사성 필름은 가용성 안정핵종 용액
과 기제 용액을 혼합하여 건조시켜 얻은 필름을 폴리에틸렌 필름등으로 라미네이션하여 밀봉한 후 중성자 
조사하여 제조한다. 본 발명에서는 안정성 핵종의 팻치/필름을 만든 다음 원자로에서 중성자 조사하여 방
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팻치/필름을 만든다. 이러한 후방사능화(Post-irradiation)  방법은 작업자들의 
피폭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방사성 팻치/필름을 이용한 치료 방법에서는, 종양부위에 50,000 rad 정도가 조사되도록 하는 것이 좋으
며 방사선 흡수선량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D = A Σ Φi(rk ←rh)Δi

Δi = 2.13 NiEi.g.rad/μCi.hr

여기서 D : 총 흡수선량 (g.rad)

A : 직접방사능 (μ Ci)

Δ : 평형 흡수선량

Ni : 붕괴당 방출입자

Ei : 붕괴 평균 에너지

Φi (rk←rh) = 1, β 입자

위 공식을 이용함에 있어 흡수 선량은 조직의 부피와 무게에 따라 결정됨으로 조사 부위의 무게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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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식을 이용한다.

V = πr
2
h

여기서 r은 팻치/필름의 반지름이다.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한다.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을 예시하는 것일뿐 본 발명의 내용이 실시예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165
Ho-방사성 팻치의 제조

1) 
165
Ho-입자 (

165
Ho-MA ; 

165
Ho-Macroaggregate)의 제조

165
Ho(NO3)3·5H2O 또는 

165
HoCl3, 60mg을 0.4ml의 증류수에 녹인 다음 0.2 N NaOH 2ml에 NaBH4 0.2mg을 녹인 

용액을 가하면 수소가 격렬히 발생하면서 침전이 생성되었다. 이 침전을 2분간 초음파 분쇄하여 1∼5㎛의 
크기로 만들었다. 다음 원심분리하고 5ml 증류수로 5번 세척하였다. 5ml 아세톤으로 2번 세척한 후 실온
에서 건조하였다.

2) 
165
Ho-팻치의 제조

실시예 1의 1)에서 제조한 
165
Ho-입자를 무게비로 10%가 되게 접착제(우레탄 계열, 아크릴 계열, 클로로프

렌 계열, 폴리비닐알코올 계열, 폴리비닐클로라이드 계열, 나일론 계열)와 잘 혼합한 다음, 한지 등의 얇
은 종이 한쪽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직경 1cm의 원형 팻치를 제조하였다. 이 팻치를 폴리에틸렌 필름으
로 양면 모두 라미네이션시켜 상기 입자가 필름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였다.

3) 
166
Ho-방사성 팻치의 제조

실시예 1의 2)에서 제조한 Ho-165 팻치를 표적물질로 하여 중성자속이 1×10
13
∼1×10

14
n/㎠·sec인 원자로

에서 조사시켜 4∼6mCi의 방사성 팻치를 얻었다.

[실시예 2]

165
Dy-방사성 팻치의 제조

1) 
164
Dy 응집입자(

164
Dy-Macroaggregate)의 제조

164
Dy(NO3)3 또는 

164
DyCl3 화합물을 실시예 1의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제조하였다.

2) 
164
Dy-팻치의 제조

실시예 2의 1)에서 제조한 
164
Dy 응집원자를 실시예 1의 2)와 동일한 방법으로처리하여 제조하였다.

3) 
165
Dy-방사성 팻치의 제조

실시예 2의 2)에서 제조한 
164
Dy-팻치를 실시예 1의 3)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제조하였다.

[실시예 3]

90
Y-방사성 팻치의 제조

89
Y2O3 미세분말을 실시예 1의 2), 3)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제조하였다.

[실시예 4]

32
P-방사성 팻치의 제조

적린 (
31
P)미세 분말을 실시예 1의 2), 3)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제조하였다.

[실시예 5]

192
Ir-방사성 팻치의 제조

191
IrCl4 또는 

191
Ir(Ⅳ) 화합물을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제조하였다.

[실시예 6]

166
Ho-방사성 필름의 제조

1) 
165
Ho-필름의 제조

DMF(Dimethyl Formamide) (2ml)와 THF(Tetrahydrofuran) (10ml)를 1 : 5 비율로 섞은 용액에 총 용액의 
10% (w/v)에 해당하는 양의 폴리우레탄(1.2g)을 넣어 격렬히 흔들어 녹이고, 여기에 총 용액의 10%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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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165
Ho(NO3)3·5H  2O(1.2g)를 넣어 완전히 녹였다. 70㎠ 크기의 바닥이 평평한 유리접시를 수평계에 

올려 놓고 주사기로 이 용액 3ml를 취하여 유리접시에 고르게 가해 1㎠당 순수한 Ho이 1.6mg이 포함되게 
하였다. 상온에서 1시간 가량 두어 묽은 용액이 뿌옇게 건조되면 80℃ 오븐에서 3시간 정도 건조시켰다. 

건조가 끝난 후 바늘과 핀셋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유리접시 위에 얇게 형성된 
165
Ho-폴리우레탄 막을 떼

내고, 이것을 보러(borer)를 이용하여 직경 1cm의 원형으로 잘라 내어 원형 팻치를 제조하였다. 이 팻치
를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양면 모두 라미네이션시켰다.

2) 
166
Ho-방사성 필름의 제조

실시예 6의 1)에 의해 제조한 순수한 Ho 1.2mg을 포함하는 직경 1cm인 Ho-165 필름을 각각 표적물질로 하

여 중성자속이 1×10
13
∼1×10

14
n/㎠·sec인 원자로에서 조사시켜 각각 4∼6mCi의 방사성 필름을 얻었다.

[실시예 7]

165
Dy 방사성 필름의 제조

1) 
164
Dy(NO3)3를 실시예 6의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제조하였다.

2) 
165
Dy-방사성 필름의 제조

실시예 7의 1)에서 얻은 
164
Dy-필름을 실시예 6의 2)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제조하였다.

[실시예 8]

방사성 팻치/필름의 안정성 조사

각각의 방사성 팻치/필름을 물이 담긴 비이커에 넣고 자석교반기로 세차게 저어 주면서 일정시간 마다 물
속의 방사능을 계측기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팻치/필름 외부로 새어 나오는 입자 또는 방사능은 전혀 검
출되지 않았다.

[실시예 9]

방사성 팻치/필름의 치료 효과에 대한 실험

1) 동물실험

백서 10마리에 대해, 12-o-tetradecanoy-13-acetate를 0.1ml의 아세톤에 녹인 다음 일주일에 2번씩 도포
하고 2'-(4-nitrophenoxy) oxirane을 아세톤에 녹여 1주일에 한번씩 35주간 도포하여 직경 3∼5mm정도 크
기의  피부암을  유발시켰다.  3마리에서는  편평상피암이  발생되었고,  7마리에서는  각질 극세포종

(keratoacanthoma)이 발생되었다. 종양의 크기는 4∼8mm이고 두께는 3∼4mm이었다.

0.6mCi의 홀뮴 166 방사성 팻치(직경 0.5cm)를 환부에 1∼2시간 동안 부착하여 7,000∼8,000 rad의 선량
을 조사하였다. 이때 실제 종양의 흡수선량을 TLD로 측정한 결과 45 정도가 됨으로 실제 종양에 집적된 
선량은 약 3,500 rad 정도였다. 1주, 4주, 7주후에 희생시켜 환부를 병리조직 검사하였다. 병리조직 검사
는 H-E 염색을 통하여 종양조직의 소실, 상피세포의 재생 및 과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인접 조직의 손상
정도를 알아 보았다. 조사 1주후 종양이 소실되었고, β선의 장점인 주변 정상조직의 보호 효과가 뚜렷하
였다. 인근 주변에 방사선에 의한 피부염이 발생하였으나 7주후에는 피부염이 모두 자연 치유되었고 조직
검사상 종양이 완전 소실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과다선량의 조사시 최대 8mm정도의 조직만 손상되었고 그 
이하의 연부조직과 뼈조직에는 전혀 손상이 없었다.

2) 임상실험

목에 편평 상피암(squamous cell carcinoma)를 갖고 있는 환자와 코에 암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166

Ho 방
사성 필름(9-15mCi 포함)을 30∼45분간 부착하였다. 그 결과 1주일 후 종양이 소실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
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방사성 팻치/필름은 새로운 형태의 방사선조사 제제로서, 시술시 고가의 장
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용이 간편하고, 1회 조사로 치료가 가능하여 치료기간이 짧고, 수술요법으로 치
료될 수 없는 부위나 다발성 질환에도 치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단거리에서 방사성을 조사하는 것이
므로 투과력이 약한 β-선 방출 핵종을 사용함으로써, 주변조직의 피해 없이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는 획
기적인 제제이다.

또한, 제조방법에 있어서도 제제를 다 만든 후 방사선 방출 동위원소를 제조하므로 작업자들의 피폭을 최
소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사성 팻치/필름은 각종 암의 치료에 효과적이며 특히 β-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경우, 피부암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다.

피부암이 깊은 경우에는 γ-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를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1회 조사선량은 질병의 종류 또는 상태에 따라 다르며, 보통 5,000∼10,000 rad가 바람직하다. 조사선량
이 5,000∼10,000 rad 또는 9∼15mCi가 되도록 조절한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는 팻치/필름을 환부에 30분
∼3시간 정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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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방사성 핵종으로 
153
Sm, 

165
Dy, 

166
Ho, 

32
P, 

90
Y 및 

169
Er 중에서 선택되는 β-선 방출핵종 또는 γ-선 방출핵

종인 
192
Ir이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용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팻치/필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치료용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핵종의 입자와 기제가 혼합된 층, 이것을 지지하는 지
지층 그리고 라미네이트층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성 팻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치료용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핵종과 기제가 혼합된 층과 라미네이트층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성 필름.

청구항 4 

1) 안정 핵종의 입자를 기제와 혼합한 후 지지제에 도포하여 팻치를 제조하는 단계.

2) 팻치를 얇은 막으로 라미네이션하여 밀봉하는 단계.

3) 밀봉된 팻치를 원자로에서 중선자 조사하여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팻치를 제조하는 단계.

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항의 방사성 팻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안정핵종의 입자는 
165

Ho  화합물의 입자, 
164

Dy  화합물의 입자, 
89
Y2O 3  입자, 

31
P  입자, 

191
Ir 화합물의 입자로 구성되는 군에서 선택되어지고, 안정핵종의 입자의 크기는 1∼10㎛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사성 팻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6 

1) 안정핵종의 용액과 기제를 용매에 녹인 용액을 혼합하여 얇은 막을 만든 후 건조시켜 필름을 만드는 
단계.

2) 필름을 얇은 막으로 라미네이션하여 밀봉하는 단계.

3) 밀봉된 필름을 원자로에서 중성자 조사하여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필름을 제조하는 단계로 구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성 필름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안정핵종의 용액은 
165
Ho(NO3)3, 또는 

164
Dy(NO  3)3를 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성 필

름의 제조방법.

청구항 8 

제4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라미네이션하는 막은 폴리에틸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성 팻치 필름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1항의 방사성 팻치/필름의 암 치료제로서의 용도.

청구항 10 

제1항의 방사성 팻치/필름의 각종 피부암, 무좀, 켈로이드(Keloid)를 포함하는 피부 질환 치료제로서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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