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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I. 제목

   RT 진흥 종합 계획의 세부 실천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차「원자력 진흥종합계획」(2002∼2006)이 국가 계획으로 확정되면서 현재 

원자력 연간 매출의 약 10%인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기술(RT) 이용 부문을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30%로 확대하는 구체적 실천 계획인 “제2차 방사선 및 방사

성 동위원소 이용 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RT이용

의 기술개발, 산업활성화,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 진흥 종합 계획에서 제시된 부문

별 계획의 세부 실천 방안 수립과 각 부문별 계획추진에 필요한 인력, 예산, 기간, 

핵심 추진내용 및 추진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RT 진흥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방사선 등의 이용에 대한 정책과 각종 시책의 체계적인 지침

을 마련하기 위하여도 본 연구의 수행은 필요하다.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RT 이용기술의 개발 분야는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을 이용하는 의학,  

공업, 농업 및 생명 공학적 이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방사선 발생 장치와 선진

국들이 역점을 두어 개발하는 IT, BT, NT 등과 연계되는 기술개발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대단히 넓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내용과 범위를 RT 기술 개발  

계획의 수립과 산업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등의 세부 실천 방안 수립에 중점을  

두었고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RT 기술개발계획수립

      - 개발분야 : 방사선 등의 의학, 공업, 농업, 생명공학 이용기술, 기반기술,

                  첨단기술의 요소기술, 방사성동위원소생산 및 방사선 발생장치

                  개발 등

      - 계획수립 : 분야별 개발 목표, 개발 내용, 연구비 규모, 개발일정, 경제적․

                   기술적 효과 등 세부 계획 수립

     o 산업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세부 방안 수립

      - 산업활성화 대상기술 지원 및 산․학․연 협조체제 구축

      - 전문인력 양성 및 제도개선의 구체적 추진내용과 방법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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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RT 이용 현황을 보면 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난치병 치료와 진단, 

식품 조사, 비파괴검사 등으로 이용하는 부문과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의료

용 RI를 생산하여 사용하는 기술과 전선 및 타이어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재질을 개

선하여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는 곳에 방사선 이용기술이 많이 이용되고 있

다. 앞으로 RT이용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일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1. RT 전문연구기관 및 산업단지 구축

      o 현재 추진 중인「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건설사업과 권역별 Cyclotron   

         센터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o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양성자가속기 건조사업, CNS 연구시설 구축사업, 

      o 기술개발을 통한 인력양성

        - 산업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시설 건조 사업에 참여하는 실무 교육․  

          훈련

        - 특수/전문강좌는 필요에 따라 연합대학원에서 과정실시

      o RT 이용 기술개발 및 연구인력 보충

    

   2. RI 생산전용로 건조 사업 검토․추진과 RI 분배 및 운송망 구축

      o 권역별 Cyclotron센터 및 RI 생산전용로 건조로 국내․외 RI분배/운송망을  

        구축

      o RI 분배 및 운송망 구축과 더불어 RI 폐기물 중앙집하소 설치 전담 기관   

        선정 

   

   3. RT 관련업체의 문제점 및 건의체계 구축

      o 관련 정부기관/연구소, 민간연구소/협회, 필요하면 기업 실무자로 조직을  

        구성하고 산업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점 도출 및 건의

   4. 방사선 이용에 대한 범 부처차원에서 홍보 조직구성 및 체계 구축

      o 방사선 이용에 대한 홍보를 지역적인 차원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상

      o 방사선 이용 홍보조직 구성 및 program 확립

        - 홍보 재원 및 계획은 산업체와 공동으로 수립 

        - 정기적으로 방사선 이용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인터넷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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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Practical Programs for the RT Promotion Plan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Study
   The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Promotion Plan for Utiliz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has been revised to be the national nuclear 
development program for the year 2002 to 2006. The revised program suggests to 
promote Radiation Technology(RT) from 10%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s utilization 
in  the yaer-sail of nuclear energy in Korea to 30% of that by 2010. In order to 
promote industrial capabilities to achieve the goal has been in turn set up the 2nd 
Promotion Plan for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which entails practical 
programs for technical development, industry supporting strategies, manpower 
development and reformation of institutional requirements. This study, therefore, purposes 
to establish detail programs including requirements of budget, manpower and durations 
of the respective programs,  methods and contents of important works to be carried out 
through the programs. The study is necessary to put through the Plan efficiently and to 
systematically prepare guidelines and institutions upon the nation's policy in nuclear 
energy utiliz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III. Work Scope
    Applications of radiation technologies are so broad and involve medical therapies to 
treat cancers and vicious tumors by radiation or radioisotopes, industrial applications to 
increase the quality of products, agricultural uses to cultivate strong and better crops for 
more products, and the radioisotope production and accelerator technologies are 
connected in developing the national technologies, namely IT, BT, and NT. The scope 
of the study thus is somewhat limited to the followings:

    o Radiation Technology Development
      - Fields developed : radiation applications in medical, industrial, agricultural, life  
        and basic science, frontier technologies, radioisotopes production, 
        and accelerators.
      - Establishment of development programs : final R&D targets, contents, sizes of  
        R&D expense, time schedules, technology vs economic studies, and other      
        details of the respective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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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Detail Programs of Industrialization and infrastructure
       - Support the technologies and industry-university-research institute cooperation   
         for industrialization.
       - Suggest contents and methods in detail to be carried out man-power          
         development and reformation of institutions. 

IV Results and Recommendations
    The present state of RT utilizations in Korea is categorized into radioisotope 
applications to treat incurable diseases, food irradiation, and nondestructive test, and 
radiation applications by radiation generators such as cyclotrons to produce short 
half-life radioisotopes for medical uses and electron accelerators to make better products 
of cables and radial tiers. In order to activate more utilizations of RT, the followings 
should be carried out:

 1. Establishment of RT Research Institute and RT Industrial Complex
   o Establishment of the tentatively named 「Radiation Science & Technology         
      Research Center」and 'Cyclotron Center' in four provinces should be effectively   
      carried out as scheduled.  
   o Successful pursuing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proton accelerator for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CNS research facility.
   o Radiation area workers training participating the RT projects
     - Participation and training of university graduates to the on-going and planned    
       RT projects
     - Classes for special skills and experts to radiation could be designed at the      
       Consociated Graduate School, being established by joining national research     
       organizations,  if necessary.  
   o Secure minimum number of R&D man power for RT devlopment

 2. Review design & construction of RI production reactor and construct distribution    
    and transportation of RIs 
   o Constructions of distribution lines and  a central depository site with the          
      establishment of Cyclotron Centers and RI production reactor
   o Designation, as early as possible, of the organization to handle the constructions   
     of the distribution lines and the central depositor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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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to appeal RT industries' concerns
   o An organization composed of governmental officials, researchers from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or private research institutes, representatives from          
      associations and RT industries should be formed to define the issues to  promote  
      radiation uses.   

 4. Establishment of Pan-ministry PR Organization for Radiation Uses
   o Transact radiation utilizations with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treatment of      
      radioactive wastes from uses of nuclear energy as a national issue rather than a  
      provincial issue.
   
   o Establishment of a PR organization for radiation utilization
     - fund raising and program set-up for PR with RT industries,
     - report periodically utilizations of radiations to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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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국가 산업의 동력인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 기술과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에서 방출하는 방사선을 이용하

는 방사선 기술(RT : Radiation Technology)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전력 생산을 위한 부존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전력 생산

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여 지난 수년동안 필요한 전체전력의 약 40%를 원자력으

로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원자력 발전의 점유율도 증가될 것이다. 원자력발전 관련 

산업기술도 국제적인 수준으로서 원자력 발전뿐 아니라 해수담수화, 수소 생산용 

원자로 등 미래 원자로도 선진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제적인 규모도 또한 매우 크다. 

한편, 방사선 기술의 이용은 원자로나 가속기를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생

산․이용하는 것과 이러한 시설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직접 이용하는 기술로 구분

하거나, 또는 의학, 공업, 농업 등 이용되는 분야로 나누어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 RT이용은 1962년 TRIGA Mk-II원자로를 가동하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여 병충해와 혹독한 기후에서 성장이 빠른 농산물 품종들을 개발하여 왔다. 

방사선이용 분야로서는 연구로에서 중성자를 조사시킨 표본들을 분석하여 성분구성

을 연구하는 방사화 분석 기술이 개발되어 산업에 활용되었다. 지금은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대단위 방사선 조사시설, 입자가속기 등 연구 시설들을 사용하여 핵

의학 및 공업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공급, 공업 제품의 품질 향상, 식품 조사 등

에 적용하는 기술들을 폭 넓게 연구․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은 기술 개발뿐 아니라 산업적인 경제 규모도 원자력 발전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
.  

참고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1997년에 실시한 일본의 RT

이용에 대한 조사와 이를 미국과 비교하여 경제성을 정리한 자료
2,3,4,5)
를 살펴보면, 

미국은 전력 생산과 RT이용 비율이 25%와 75이고, 일본은 47%와 53%이다. 세부

적으로는 두 나라 모두 산업이 발달한 국가로서 공업적 이용이 전체의 50% 이상이

고 의학적 이용에 이어 농학적 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미국의 경우에는 공업

적 이용과 의학적 이용이 거의 같은 수준인데 비하여 일본은 의학적 이용이 공업적 

이용의 25% 수준이다. 농업적 이용의 경우 미국은 전체의 13% 정도에 이르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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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적다. 이 조사에서 두 나라 RT 이용의 경제적 가치

를 추정할 때 공업 및 농업 생산품은 방사선을 이용한 최종생산품으로 시장에서 판

매되는 가격을 적용하 고, 의학적 이용 역시 방사선을 이용하여 치료한 후 병원에

서 청구한 금액 등 최종 결과의 부가가치를 합한 것이다. 전기에너지 역시 전력 회

사에서 1년 동안 원자력으로 발전한 전기를 판매한 가격이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원자력 발전에 비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이 미국의 경우 훨씬 많고 

일본의 경우는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방사선 이용 연구 및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이미 확보하여 잘 활용

되고 있는 연구용원자로, 방사광가속기, 레이저발생장치와 더불어 앞으로 건설될 양

성자가속기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가과학기술로 추진되고 있는 IT, BT, NT

와 연계하여 RT 이용 연구를 수행하는 방안도 조사되었다.
6)
 이 조사에서는 가속기

분야, 플라즈마분야, 중성자이용분야, 핵융합 연구분야와 더불어 우리나라 기술이 

취약한 방사선 검출 및 측정 기술을 포함하여 6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들

을 웤샆(workshop)과 세미나(seminar)를 통하여 종합하 고, 방사선을 이용하는 기

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시설 이용 및 수행되는 연구 내용에 대한 DB구축 등을 제안

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에너지 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

하고 원자력기술의 선진화를 위하여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02∼2006)이 

2001년 7월에 있었던 제 251차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었

다. 제2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추진해야하는 부문 11개 중에 

RT 분야의 비중을 현재 원자력 발전 및 이용의 연간 매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수준을 30%로 확대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향후 5년간

(2002년∼2005년)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다. 이를 위하여 “제2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종합계획”(RT 종합계획)
7)
이 수립되었으며,   

이 RT 종합계획은 관련 기술개발, 산업활성화, 안전관리,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과 

RT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2차「원자력 진흥종합계획」의 원자력 진흥 및 RT분야의 이용 확대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서는 “원자력시설방호 및 방사능방재법” 제정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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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출하고 있고, “방사성 동위원소이용 진흥법”은 국회를 통과하여 2002년 12월 

26일 공포되어 2003년 7월부터 발효될 것이다. 또한 이 진흥법의 시행령도 과학기

술부에서 마련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끝난 후 19조로 

구성된 시행령은 2003년 2월까지 관계부처에 의견을 조회하고 입법을 예고하여 3월

에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03년 4월 또는 5월에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후 공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법들이 제정․발효됨으로서 방사선이용 

관련단체, 협회 및 공제조합의 설립이 가능하여 본격적으로 방사선을 이용하고 기

술도 개발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 RT이용 증진을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서는 「첨단 방사선 이용연구 센

터」건설 사업과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의 기본 시설인 Cyclotron을 권역별로 설치

하는「권역별 Cyclotron 센터」구축 사업이 있다. Cyclotron은 현재 국내 기술로 제

작할 가능하다. 암, 뇌 질환, 심장질환 등을 진단하는 기기에 사용하는 반감기가 짧

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Cyclotron은 수도권에만 설치되어 있다. 때문에 권역

별로 지방에 Cyclotron을 설치함으로서 짧은 반감기의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하고 분

배하여 지방에 있는 환자들이 첨단 의학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뿐 아니

라 전국적으로 방사선의학발전을 균형적으로 이룰 수 있다. 이 계획은 2003년 초 

“권역별 Cyclotron 센터” 구축계획을 확정한 후 유치기관을 공모하여 추진할 계획

이다
8)
.   

RT 종합계획에서는 기술개발, 산업활성화,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의 세부 실천방

안을 제시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부문별 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

력, 예산, 기간과 핵심적으로 추진해야하는 내용과 수단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노력하 다. 이러한 계획수립은 2010년까지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의 연간 총 매출

에서 RT분야를 30%로 올리는 목표를 원활히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

다. 본 과제의 연구내용으로서는 RT 기술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방사선 등의 의

학, 공업, 농업, 생명공학 이용기술, 기반기술, 첨단기술의 요소기술,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방사선 발생장치 개발 등에 대하여 개발 목표 및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비 

규모, 개발 일정, 경제적․기술적 효과 등에 대하여도 세부계획을 정리하 다. 

그러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을 이용하는 RT분야는 의학적, 공업적, 농업적 

등으로 나뉘어서 적용되는 분야가 매우 넓고 부문별로 단위 산업의 경제규모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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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세하며, 산업체 수도 2002년 현재 2,000여 개로서 대단히 많다. 때문에 

RT분야를 2010년까지 원자력 이용의 연간 매출의 3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앞으

로 몇 개의 RT 산업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기술(RT)현황을 2장에서 기술하고 

RT이용의 진흥에 대한 사항과 세부실천계획을 3장에 정리하 으며, 4장에 결론과 

건의 사항을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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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방사선 기술 (RT, Radiation Technology)현황

제 1절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 기술

     지난 반세기 동안 방사성동위원소(RI)이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의료, 공업, 환경, 식품, 농업, 생명공학, 환경관리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산업 발전 및 생활 수준 향상과 더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선진

국에서는 원자력 에너지 이용이 성숙기에 들어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을 활발히 추진

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59년 의료적 이용을 시작으로 2002년말 현재 2000여개의 기관

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산업 규모는 국내 총생

산(GDP)대비 0.03%(이는 연간 원자력 총 매출의 약 10%에 해당)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에서 소요되는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 치료기기, 방사선 계측기기,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이용 분석기기 등도 대부분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RI를 이용한 국내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실패함으로서 이 분야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산업적 파급효과와 국민의 삶의 질 향

상이 상당 부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래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야가 국내 전체 원자력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매출액 기준 10%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증대

하기 위하여 관련산업을 국가 중점사업으로 육성하려는 목표를 제시하 다.

1. 국내 생산 및 이용 현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은 연구로 이용의 중요한 한 분야로서 1963년부터 1973년까

지 10년 간은 TRIGA-Mark II, 1974년부터 1995년까지 21년 간은 TRIGA-Mark III

를 각각 이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공급해 왔으며 국내 핵의학 및 관련 산

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소형 연구로의 한계점과 노후화로 인해 이용

효율성이 감소됨에 따라 새로운 중형급 다목적연구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4년 

‘하나로’의 건설에 착수, 10년 간의 건설 기간을 거쳐 1995년 2월 8일 첫 임계에  

도달하 고, 2003년 3월 현재 24 MW 열출력으로 운전중에 있다.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부대시설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의 주요시설인 콘크리트핫셀 4기, 납핫셀 

17기, 우수의약품 생산용 청정시설인 KGMP 등이 완성되어 1998년에 사용 허가를 

얻게됨에 따라 이 시설을 이용한 본격적 연구개발에 들어감과 동시에 이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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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다수요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준비와 아울러 고부가가치의 방사성동위

원소의 분리․정제․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가속기를 이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기술도 원자력병원에 

MC-50 싸이클로트론이 1986년도에 설치되어 방사성동위원소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1989년부터 부분적으로 생산을 시작하 다. 1991년 Ga-67과 Tl-201의 보급을 시작

으로 I-123과 PET용 18FDG도 생산되고 있다. 그 외에 In-111, Cr-51, Co-57 등의 

핵종은 국내 수요가 많지 않고 hot-cell이 부족한 관계로 일상 생산은 하지 않고 있

다. 2000년 동위원소 생산용 가속기 개발을 위한 prototype 1MeV 가속기 제작을 

완료하 고, 2001년에는 PET(양전자 단층촬 기) 핵종 생산전용 13MeV 가속기 개

발 완료하 다. 우리나라도 자체 싸이클로트론을 보유하고 있는 6개의 PET 센터와 

앞으로 PET만을 보유하게 될 병원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 분야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방사성동위원소 대량생산용 대전류 음이온 가속기인 Cyclone 30의 설치

가 완료되었으며 2003년에는 시험 생산에 들어 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연구용 원자로 및 가속기 제작기술 보유국으로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은 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하나로’와 원자력병원의 MC-50 싸이클로트론 및 

국내 병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형 싸이클로트론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2001년에

는 28,162Ci(14.3억원)의 방사성동위원소를 공급하 다. 전체 공급면에서 보면 국내

수요 방사성동위원소의 95% 이상인 219,721Ci(2,469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단순한 방사성동위원소가 아닌 다종 다양한 제품이어서 국내에서 필요한 방사성동

위원소 전부를 국산화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량

이 많은 Tc-99m 발생기는 국내 산업체가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생산 시설을 설치

하고 있으며, Co-60 같은 대량선원은 외국업체가 공동으로 생산할 것을 제의해오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일부 방사성동위원소 제조기술(Tc-99m, I-131 등)과 산업용 

Ir-192 선원은 외국으로 수출되기도 하 다.

국내 방사선 이용 기관은 2002년 12월 현재 1,992개로 산업, 연구, 의료기관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사선의 의료 이용분야는 세계 10위권 이내에 

들며, 연간 30만 건 이상의 상진단과 700만 건 이상의 체외진단이 수행되고 있다.  

2000년도 기준으로 국내의 핵의학 관련 의료기관은 125개소이며, 감마카메라 수는 

SPECT가 가능한 128대를 포함하여 총 194대이다. 국내에는 현재 방사선 관련 의료 

및 산업용 장비가 3,000여 개 이상이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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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생산 및 이용 현황

1930년대 싸이클로트론이 발명되어 가속기를 이용한 핵종 개발이 인공 핵종의 

주류를 이루어 왔고 가속기 특성상 다양성은 있으나 대량생산은 어려웠다.  미국의 

시카고대학에 최초의 원자로가 가동된 후부터 가속기에 의존하던 인공핵종 생산이 

연구용 원자로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되었으나 연구용 원자로가 방사성동위

원소 생산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의 일이다. 1950년대

부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계획으로 전력 생산 부분과 더불어 방사성동위원소 생

산에 대한 연구도 급속히 진전되어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 고, 그 이용분야도 

의료, 연구, 산업, 농업, 우주개발 등 다방면으로 넓어지고 활성화 된 결과, 현재 선

진국은 일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은 물론 대선원 제조기술, 핵분열생성물 분리기술, 

특수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대량 생산 품목은 기업체가 전담하고 

소량의 고부가가치 품목은 연구소 수준에서 생산하고 있다.

대부분의 방사성동위원소는 연구용 원자로에서 조사되어 생산되는데 세계적으로 

680 여기의 연구용 원자로가 가동되고 왔으며 이 중 300 여기가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 다. 가속기에서 생산되는 방사성동위원소 핵종은 주로 싸이클로트론에 의

하여 생산되는데 세계적으로 200 여대 중 약 130대가 생산용으로 운 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80여기의 연구용 원자로가 가동 중에 있지만 이중 약 75기

만 RI 생산에 이용되고 있다. 표 1은 RI를 생산하고 있는 연구용 원자로의 지역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RI를 생산하는 연구용 원자로의 지역적 분포

  지역(국가)
                  원자로 수

< 5 MW 5 to 30 MW > 30 MW 합계

  OECD 유럽 5 8 4 17

  OECD 북아메리카 2 2 3 7

  OECD 태평양 1 4 1 6

  동유럽/러시아 1 11 4 16

  아시아/중동 7 7 3 17

  아프리카/남아메리카 4 6 0 10

          계 20 38 15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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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기는 주로 양성자 충격에 의해 중성자 결핍핵종을 생산하는데 사용되고 있

으며 양전자 방출핵종 (F-18, C-11, N-13, O-15 등)이 주 대상이 되고 있다. 기타 

SPECT에 이용되고 있는 I-123, Tl-201, In-111이 주요 γ선 방출 핵종에 속한다. 

표 2와 3은 의료용 RI를 생산하고 있는 싸이클로트론의 지역 분포와 PET 싸이클로

트론의 분포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표 2. 의료용 RI 생산전용 싸이클로트론의 지역적 분포

지역(국가)
         싸이클로트론 수

계 민간 공공

OECD 유럽 13 12 1

OECD 북아메리카 26 26 0

OECD 태평양지역 8 6 2

동유럽/러시아 연방 1 0 1

아시아/중동 8 0 8

아프리카/남아메리카 3 0 3

계 59 44 15

표 3. PET용 싸이클로트론의 지역적 분포

지역(국가) 싸이클로트론 수

OECD 유럽 56

OECD 북아메리카 62

OECD 태평양지역 33

동유럽/러시아 연방 3

아시아/중동 12

아프리카/남아메리카 1

계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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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원자로, 가속기 등 입자 조사시설이 초기에는 국립연구기관에 설치되어 

선진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한 후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상용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후진국은 국립연구기관이 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RI 

생산과 관련된 방사성물질 취급기술, 화학 처리 기술 및 자동화 기술 등을 모체로 

재처리기술과 방사성폐기물 처리기술을 개발하 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그 전 단계로 RI 생산관련 고난도 기술을 개발하여 그 기술과 양성된 인

력을 활용하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로 개발되어 대량생산되고 있는 품목은 발전로에서 생산되는 

Co-60 방사선 조사선원, 핵분열생성물로부터 생산되는 Mo-99를 바탕으로 한 의료

용 Tc-99m 발생장치, 농축표적을 사용한 고부가치 핵종(I-125, P-33, Cr-51 등), 

핵분열생성물로부터 분리된 핵종(예: Cs-137, Pm-147, Mo-99, Xe-133, Sr-90 등)

이다. 이 핵종들은 방사능측정용 표준선원, 진단 및 치료, 비파괴검사, 자동제어 및 

계측장비, 방사선 조사시설, RI전지, 추적자 등 다방면에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RI

를 이용한 암치료법에 커다란 진전이 있으므로 치료용 RI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추측된다. 전 세계적으로 핵의학용 RI 시장규모는 년 20억불에 달하며, 그 중 주된 

RI는 Tc-99m(60%), Tl-201(20%), 나머지 I-123, Xe-133, In-111, Ga-67이 차지하

고 있다. 8,200여 핵의학과에서 감마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정치는 

20,000여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ET용 핵종은 F-18, C-11, N-13, O-15로 

그 중 90% 시장을 F-18이 차지하고 있으며, 150개 PET 센터에서 200여 PET 카메

라를 사용하고 있다. 2001년 기준 미국 시장규모 만도 9,370만불로 매년 약 30-40% 

이상씩 급신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4. 의료용 RI 이용현황(세계)                (단위 : 백만불)

구 분
미   국 세  계

(추정치)진단용 치료용 합  계

1996년   531   48   579   1,206

2001년   882  55  937  1,952

2010년  2,440  97  2,537  5,285

  시장규모 : 미국(48%), 아시아‧태평양(22%), 유럽(16%)

      * 진단용 의약품 연간 성장률 :  9.8%(추정치)

      * PET 진단용 의약품 연간 성장률 :  27.9%(추정치)

      * 치료용 의약품 연간 성장률 :  6.3%(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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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괴검사 분야에서는 상이 선명하고 초점이 작은 방사선원을 생산하고 이

용장비인 projector도 생산하여 발전소, 건축물, 선박, 화학플랜트 등의 품질검사에 

활용하며, Ir-192, Yb-169, Co-60, Cs-137 등이 재료의 특성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

되고 있다. 비파괴검사에 사용되는 Ir 표적, 운반용기, 선원 어셈블리 등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개발되어 있고 선원제조 및 용접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다. 규제기관

의 인증을 받은 운반용 차폐용기 제작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RALS, teletherapy 등

의료용 장비와 NDT용 장비, 게이지용 선원, RI 열원 등이 개발되어 있다. 장비나 

치료기의 원만한 운 을 위하여 방사선원 관련 응용 S/W나 dosimetry 제작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고 정 기기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기, RI 이용 계측기 및 

센서의 기능 향상 및 다양화 등 RI장비의 고급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외에 

방사선원을 이용해 두께, 도, 수위조절, 기타 성분측정 장비를 제작하여 공장자동

화에 널리 사용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고준위 방사선원, 각종 표준선원, 핵분열생성물로부터 분리한 RI, 

다종 다양한 표지화합물 등이 개발되어 실용화 단계에 진입하 으며, 이와 관련된 

고난도 기술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성자조사는 국가기관의 연구용 원자로에서 

이루어지므로 원료물질은 비교적 싼값에 공급되고 의약품, 산업용, 연구용, 추적자

용 등에 사용되는 최종 제품은 생산 시설을 갖춘 개인회사나 전문 유통기관을 통하

여 공급함으로써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멸균용 Co-60 선원의 수요가 

늘어감에 MDS Nordion과 AEA Technology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Co-60 원료 확보를 위해 한국, 아르헨티나, 러시아의 중수로형 발전로 및 러시아의 

대형 연구용 원자로에서 중성자 조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신규 공급업체도 

나타나고 있다.

제 2절. 방사선 이용 기술 

1. 추적자 기술

추적자란 관심 대상인 어떤 물질이 어떤 시스템 내에서 이동하는 경로와 속도 

등 이동특성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물질로서 추적 대상물질과 

물리 화학적 거동은 같아야 하면서도 대상물질과 구별하여 측정이 가능한 물질을 

말한다. 방사성동위원소는 염료나 화학물질 등 다른 종류의 추적자에 비해 여러 가

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투과력이 높은 감마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추적

자로 사용하므로 용기의 바깥쪽에서도 내부에서의 거동을 방사선검출기를 사용하여 

on-line으로 쉽게 추적할 수 있다. 또 대상물질 자체를 원자로에서 중성자를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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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방사화하거나, 대상물질과 성질이 비슷한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화합물을 추적자

로 사용하므로 그 거동이 대상물질과 동일하게 하거나 거의 유사하게 할 수 있다.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제강 등 대부분의 현대적 산업생산시설은 반응기, 

가열로, 열 교환기, 혼합기, 침전기, 증류탑 등 다양한 종류의 단위 설비와 이들 사

이를 연결하는 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부에는 기체, 액체, 고체 또는 이들

의 혼합물이 유동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의 어떤 부분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유체의 흐름이 왜곡되고, 이것은 바로 생산성의 감소나, 위험성의 증가, 제품의 품

질 저하 등을 가져오게 한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설을 최적의 상

태로 유지하는 것이 모든 시설 운  및 관리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된다. 

시설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우선 문제점의 원인이나 시설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

하여야 한다. 그 원인이 부적절한 온도, 압력, 농도 또는 혼합율 등일 수도 있고, 부

적절한 유속, 체재시간 및 그 분포 등이 될 수도 있다. 앞의 내용들은 각종 계측기

에 의해 쉽게 파악될 수 있으나, 내부 유체의 흐름과 관련되는 후자들의 경우 일반

적인 방법으로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방사성동위원

소 추적자를 이용하면 시설 내 유체의 거동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방사성 추

적자 및 봉선원을 이용하여 각종 시스템의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기술들

은  다음과 같다.

- 생산설비, 하천 등에서의 유속측정

- 반응기 내에서의 원료 체재시간분포측정

- 복잡한 형상을 한 용기의 부피측정

- 지하 매설 파이프, 열 교환기 등에서의 누설탐사

- 혼합기의 원료 혼합도 및 적정 혼합시간 측정

- 금속의 마모 및 부식 속도의 on-line 측정

- 증류탑 진단기술

- 파이프 막힘 위치 탐사

- 바다 모래의 이동 방향 및 속도측정

- 공해물질 추적

1) 기술개발 및 이용현황

선진국에서는 추적자기술의 산업적 이용 기반기술과 주요 이론은 이미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상용화되어 있다. 공업적으로는 유속측정과 증류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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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이 기술들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업체도 있으

며, 누설 탐사기술, 유로 막힘 탐사기술, 체재시간분포 측정기술, 부피 측정기술 등

도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 혼합도, 마모/부식 측정기술, 산업용 CT 

등은 원자력연구기관이 기술을 확보하여 산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일

찍이 환경분야 추적자기술도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근래에 환경문제에 관심

이 높아지면서 이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지금은 컴퓨터를 이

용한 고속 데이터처리 및 분석법의 개발 등을 통해 기술의 한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추적자 실험결과 해석을 위해 CFD를 활용하는 하는 기법과 산업 또는 환

경 시스템의 컴퓨터 모델의 실증을 위한 추적자 이용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방사성동위원소 추적자가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처음 이용된 것은 1964년 충주

비료 요소 반응탑 내에서의 14C를 이용한 혼합특성연구 실험이었다. 이 후 1960년

대 말까지 저수지에서의 누수검사, 탄광에서의 갱내 침수경로 추적, 항만에서의 표

사 이동 조사 등 몇 몇 이용사례가 있었으나, 추적자기술을 전담할 인력이 확보되

지 못했고, 산업계의 이 기술에 대한 인식도 낮았던 관계로 1970년대 초부터는 추

적자기술 연구 및 이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추적자 연구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80년대 후반 한국원자력연구소가 IAEA/RCA/UNDP사업의 추적자이용기술 과제

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국제협력사업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추적

자그룹이 구성되었으며, 시멘트플랜트에서의 원료 체재시간분포 측정실험이 IAEA

로부터 전문가와 장비를 지원 받아 실시되었다. 이 후 IAEA를 통한 훈련과 추적자

실험용 모의장치를 설계․제작하여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이어 졌고, 

분체 혼합속도 측정, 체재시간분포 및 유속측정 등 몇 가지 추적자실험이 실시되었

다. 그러나 전담인력과 연구비를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적자기술 연구가 시작된 

것은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방사성추적자의 산업적 이

용․연구 과제가 시작된 1997년부터이다.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추적자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 

현장에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다. 추적자 실험에 필요한 기반 기술 및 

각종 장비와 software를 개발하 고, 이를 이용하여 산업생산시설 및 환경처리시설

의 진단 및 최적화를 위한 방사성추적자기술 시범실험을 실시함으로서 국내 산업계

에 추적자기술이 보급․활용되도록 하 다.  

방사성동위원소 추적자의 생산 및 취급기술 등 추적자 실험에 필요한 기반기술

과 증류탑 자동검사장비, 중성자 후방산란 게이지, 파이프 침적물 탐사장비, 추적자

용 방사선계측장비, 다중계수처리시스템, 각종 추적자 주입기, 방사성추적자 운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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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치/방사선 통합기록시스템 등 많은 추적자 실험장비가 개발되었다. 이들은 산

업현장의 각종 추적자 실험에 요긴하게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IAEA를 통

해 외국에 수출되었다. 추적자용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방사선계

측장비와 다중계수처리시스템은 파키스탄 및 베트남에 수출하 고, 100m 높이의 증

류탑도 자동으로 검사할 수 있는 감마스캔장비는 태국에 1기를 수출하 으며, 파키

스탄에도 수출을 추진중이다. 이외에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추적자실험용 

모의플랜트를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5개국에 설치해 주었으며, 추적자실험결과 

분석에 사용되는 체재시간분포 분석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전 RCA 회원국에 보급하

다. 

이와 같은 기반기술과 장비를 이용하여 국내의 석유화학, 자동차, 환경 등 여러 

산업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추적자 실험을 수행하 다. SK(주), 

LG-Caltex(주) 등 국내 대표적 정유공장 및 화학공장에서 많은 증류탑, 반응기, 열

교환기, 파이프라인 등 여러 종류의 시설을 진단하기 위한 추적자실험을 실시하여 

시설의 최적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다. 현대자동차 연구소, SK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피스톤링의 거동추적, 박막방사화(TLA)를 이용한 마모측정기술 등을 개

발 활용하여 엔진개발에 활용하 다. 또, 대전 및 부산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럿지 소

화조 성능 진단실험을 다수 실시하 고, CFD 모델링 기술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

하기 위해 침전조 및 혼화조의 진단을 위한 추적자기술도 개발 중에 있다. 이 외에

도 많은 산업현장에서의 시범실험이 실시되었으며, 최근에는 하천 CFD 모델 검증

을 위한 추적자실험도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추적자기술 연구 및 시범실험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산업공정을 최적화함으로서, 제품의 원가절감, 품질향상 

및 환경공해 발생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2) 문제점 및 해결방안

추적자활용에 대한 기술개발 노력에 의해 일부 주요 추적자기술이 확보되고 시

범실험을 통해 산업계에도 기술이 전파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추적자기술은 선진

국에 비해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선진국이 이미 20-30

년 동안 기술을 개발해 온 데 비해 우리나라의 이 분야연구개발 기간은 이제 겨우 

5년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기간 중에도 투입 연구인력은 2-3명으로 인적, 물적 투

자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인력과 연구투자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인 기술개발을 지속

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기술의 상용화 전까지는 추적자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을 산업계에 확산시키고, 국내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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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술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므로 최소한 산업적 이용분야에 10명, 환

경 이용분야에 5명 정도의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훈련되어야 한다.

우리 추적자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다른 하

나의 원인은 산업현장에서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들의 사용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다수의 산업현장 

기술진들은 시설의 안전 및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꺼리는,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것도 추적자기술의 산업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문제점도 계속적인 시범실험을 통한 산업계의 경험축적과 기술홍보 및 교

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산업계에서의 수요가 가장 많

으면서도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증류탑 검사기술과 같은 봉

선원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산업계와의 접촉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산업계에 추적자기술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소개하고 시범적인 

추적자 실험을 통해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추적자기술의 발전 및 확산이 예전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 기술이 3D 기술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추적자 실험을 위해서는 방사

성동위원소를 다루어야하므로 방사선 피폭과 산업현장에서의 작업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고, 연구실에서의 활동에 비해 현장상황은 깨끗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사

능오염의 가능성도 있다. 현장에서 납으로 만들어진 무거운 차폐체와 방사성동위원

소 운반용기 등을 다루어야 하며 높은 곳,  덥거나 추운 곳, 위험성이 높은 장소 등

에 접근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험장비를 제

작 활용할 수 있어야하고, 복잡한 데이터의 분석도 필요하며, 방사능 사용에 따른 

인허가업무와 안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추적자기술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3D 문제의 해결 또는 완화가 매우 중요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실험자의 방사선 피폭

을 줄이고, 현장에서의 장시간 단순작업을 없애기 위해서는 실험장비의 자동화가 

필요하다. 무게에서 오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장비를 소형․경량화 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데이터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필요

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개발은 여러 현장에서의 많은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상당한 연구개발비와 인력 및 시간이 투자되어야 한다.

산업적 추적자기술을 그 실험규모가 커서 많은 특수 실험장비가 필요하고, 기술

의 종류와 적용 분야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방사성동위원소 및 추적자에 대한 폭넓

은 전문지식과 방사성물질 사용에 따른 인허가도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생산시

설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필요한 특정 추적자기술을 개개의 산업체가 각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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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경제적이지도 못하다.

각 나라마다 원자력연구기관이나 전문용역업체가 이 추적자기술을 확보하여 산

업체에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방사성동위원소 추

적자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현장 시범실험을 통해 국내산업계에 기술을 소개․전파

시키며,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추적자기술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 및 환경분야 추적자이용기술은 현장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며, 어떤 경우는 매우 긴 실험기간이 필요하므로, 외국으로부터 기술

을 제공받기는 부적합하다. 국내산업을 지원하여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는 국내에 자생력 있는 추적자기술 지원팀이 육성되어야 한다.

방사성추적자기술을 이용하는 산업공정분석능력의 고급화로 정유, 화학, 시멘트 

등 장치산업의 설계, 건설 및 운전기술의 획기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환경 분

야 추적자기술은 환경모델의 검증으로 환경모델의 정확성 향상 및 환경관리기술 고

급화를 기할 수 있다. 때문에 정유, 화학, 시멘트 등 장치산업이 발달된 우리나라 

산업계의 잠재적 추적자기술수요는 매우 크다. 이러한 장치산업은 물론 환경보존 

기술발전을 위해서도, 선진국에 비해 약 20년 늦게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어 이제 

막 기초기반을 구축한 우리나라의 추적자기술은 아직도 많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기술이 산업계로 확산되고 보급되기 위해서는 연

구개발과 함께 산업계 사용자들에게 이 기술을 알리기 위한 추적자 시범실험 등 다

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식품조사 기술

방사선을 이용하여 식품 등을 조사하는 산업체는 현재 국내에는 두 곳이 있으며, 

각종 산업분야에서의 방사선 조사․이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국제

협약에 의하여 식품, 위생용품, 의료용품 등에 대한 화학훈증제의 사용이 조만간 전

면 금지될 예정인 바, 화학훈증제의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방사선 조사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선 이용산업의 주요 기반시설은 

감마선 조사시설, 전자선 조사시설, 이온빔 조사시설 등이며, 이용 가능한 주요 산

업분야는 크게 다음과 같다. 

  - 식품 및 농산물 관련 산업,

  - 공중보건산물 및 수출입 검역관련 산업,

  - 고분자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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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산업,

  - 기타 반도체, 박막 등 공업적 이용분야.

1) 식품 및 농산물 관련 산업에서 방사선이용

식품산업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이용은 3가지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해충 및 부패유기체의 생육억제로 식량자원의 장기 안전저장이 가능하다. 

20세기 초반에 세계 인구는 15억이었으나 현재 50억을 넘어서고 있으며, 21세기에

는 60억에 도달될 것으로 추정되고 국내 인구도 2010년대에는 6천만명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국내․외 자료에 의하여 전망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2000년대 지구의 인

구”라는 보고서에서 2000년대의 지역별 곡물수급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불균

형이 심화되어 식량문제는 심각한 무기화 시대로 변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

라서,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의 증산은 불가피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세

계 식량 증산량은 농지면적 및 목야지의 확장, 품종개량, 경 기술의 향상, 어획방

법의 과학화 등 직접수단에 의해 년 평균 약 2.4%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 고작이

다. 그러나 식량자원의 수확후 저장, 유통동안 손실되는 양은 10∼50%에 달한다고 

국제기구(FAO, WHO 등)에서 발표하고 있어, 10%의 직접증산이 어려운 현 상황에

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식량의 저장방법을 개선함으로써 10∼30%이상의 간접증산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로 병원성 미생물 사멸로 더욱 안전한 식품생산과 식품 매개성 질병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식품에 기인된 질병, 특히 E. coli O157:H7, 

Listeria, Salmonella, Campylobacter 등 병원성 세균과 기생충(Toxoplasma, 

Trichinella 등)오염이 인류건강에 가장 큰 위협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 생산성이 크

게 저하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 방사선 조사는 원료식품, 특히 동물

성 원료식품에 대단히 넓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오염되어 있는 병원성 유기체를 

사멸시키므로 공중보건상 가장 중요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로 식품의 방사선 조사는 식량자원의 해충사멸 및 공중보건상 국제식량교역

에 있어서의 검역관리기술로써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가 간 식량교역은 세계

경제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며, 그 시장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각 국은 국제교

역에 있어서 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중보건법과 검역관리를 엄격히 다루고 있

다. 그러므로 식량교역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수출입 식품의 안전성, 즉 생물

학적 및 화학적 측면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는 것이며, 서로 상이한 무역국

들의 규정을 포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식품가공 기술의 개발과 이용은 모든 국

가들의 희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세계 각 국에서 식품에 사용되는 보존제나 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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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가 유해성분의 생성 및 잔류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다. 또한 식품 및 농산물의 해충사멸을 위해 세계적으로 광

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methyl bromide(MBr) 훈증처리는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

질로서 몬트리올 협약 결과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UN환경위원회는 방사선조사기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2) 의료․제약․화장품 등 공중 보건산업에서의 이용

최근 방부제나 보존료 등과 같은 화학적 첨가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위해성 논란

이 식품뿐 아니라 제약이나 화장품에서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식품업계는 물론 

제약이나 화장품업계에서도 무방부제 제품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품

은 물론 제약이나 화장품에 널리 사용되는 소르빈산 칼륨, 프로피온산 나트륨 그리

고 안식향산 등과 같은 보존용 화학방부제들은 중추신경마비나 발암성 등의 부작용

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그 사용량

을 줄이거나 천연 첨가물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량을 

줄일 경우 원하는 방부력을 갖지 못하는가 하면 천연 첨가물 역시 그 자연독이나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이 의심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중

의 하나로서 감마선 멸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최초 의료용품의 방사선조사는 1956년 미국에서 전자가속기로부터 발생되는 전

자선을 이용하여 수술용 봉합사를 멸균하면서 시작되어 Co-60 감마선 선원이 개발

되면서 대량의 멸균처리가 상업적 규모로 실시되었다. 최초의 상업화는 1962년 

Jonhson & Jonhson사가 Co-60 감마선 조사시설을 설치하여 자사의 의료제품을 멸

균처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뒤 1967년에는 의료제품에 대한 방사선 멸균지침

(IAEA Recommended Code of Practice for Radiosterilization)이 만들어 졌고 1974

년과 1975년에 다시 개정되었다. 1970년대 초 미국의 Isomedix사와 Gammastar사가 

설립․운 되면서 의료제품의 방사선멸균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축

적되기 시작하 다.

일본의 경우에는 1970년에 처음으로 주사바늘, 일회용주사기, 1972년에는 수술용 

장갑, 1973년에는 수액셋트 등의 감마선 멸균이 허가되어 그 적용대상은 현재 약 

200여 품목에 달하며, 현재 7개 감마선 조사회사와 3개의 전자선 조사회사가 자사 

및 일반수요에 대해 상업적으로 방사선멸균사업을 행하고 있다.

의료제품의 방사선 멸균기술에 대한 공식적인 법규 및 기술지침은 1988년 

AAMI(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ation)에서 개정된 

감마선 멸균지침(Guideline for Gamma Sterilization)이 1991년 10월 미국 



- 26 -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에 의해 승인되면서 1995년에는 이들 

지침이 공식기준(ISO 11137, 1995)으로 등록되었다. 이 기준에는 멸균에 대한 보증

수준이 의료제품별로 구분되고 멸균된 제품의 초기 오염수(Bioburden)에 따라 멸균

보증수준(SAL : Sterility Assurance Lavel)에 맞는 선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ISO 기준에 의해 과거 25 kGy 이상으로 멸균하는 기술은 현재에는 제품별 초기 

오염도에 따라 계산되는 멸균보증수준(SAL)의 개념을 도입하여 일정한 흡수선량

(kGy)을 제한하지 않고 멸균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공중보건산물의 위생화 수단으로 ethylene oxide(EO) gas 멸균이 지금까지 대부

분 사용되고 있으나 인체에 대한 안전성 문제, 즉 멸균처리 후 잔류독성으로 홍반, 

부종, 용혈반응은 물론 발암성 물질이 생성되는 등 인체보건에 미치는 악 향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식품산업에서는 선진국은 물론 국내도 1991년 

7월 1일자로 사용을 전면 금지하 다. 그러나 의료용품의 경우는 아직도 EO gas 

멸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O gas는 국제암연구소(IARC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가 발암물질 1등급으로 재분류하 고, 미국 식품

의약품국(FDA)과 환경보호국(EPA)에서도 그 심각성을 표명하여 엄격히 규제하게 

되었다. 전자선의 이용도 현재는 감마선의 10%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매년 증가경

향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의료용품 멸균시장에서 방사선 멸균 이용율은 1973년

에  2% 정도에 지나지 않든 것이 최근에는 50% 이상으로 급성장하게 되었으며 점

차적으로 EO gas처리를 대체해나가 2000년에는 70% 이상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세계적으로 약 50개국에서 200여기 정도의 방사선조사시설이 의료 및 

식품산업에서 이용되고 있고, 최근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방사선조사시설의 건설

을 확대하여 자사제품의 멸균(In-house sterilization) 및 제 3자 계약멸균(Contract 

sterilization) 시설로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의료용품 산업에서 

방사선조사기술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이용이 증가하면서 화장품 산업에서도 흥

미 있는 기술로 받아들여져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화장품의 원료인 활석(운

모), bentonite, 전분 등과 화장용품 등이 이미 성공적으로 방사선조사에 의해 위생

화 되어지고 있으며, 일부 완제품도 방사선이 조사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의약품 제조분야에서는 국제적으로 의약품의 품질보장 및 안전

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Quality Control에 그치지 않고 Product Assurance 및 

Product Confidence에도 충분히 배려한 의약품을 제조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소위 

WHO-GMP, ISO를 기준으로 하는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 개념을 도입한 

과학적인 품질보증 시스템의 구축과 그 확립 및 조직적인 운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제약산업에서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GMP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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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Practice)가 도입되어 약효 또는 기준성분의 함유량, 물리․화학적으

로 성질이 다른 물질의 유무, 미생물 및 해충오염의 유무 등에 관한 품질보증이 요

구되고 있다.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에 의한 대표적 사고 예로서는 1966년 스웨덴에

서 갑상선치료약에 Salmonella균이 오염되어 수백 명의 감염환자가 발생하 고, 이

와 유사한 예로서 국외 의료잡지에 안연고나 세정제 등의 미생물 오염에 의한 사고 

예가 100여 건 정도 보고되어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미생물에 오염된 근육이완제

가 제대로 멸균처리되지 않고 인체에 투여되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 다.

국내 제약산업에서 특히 생약 및 한방약재의 미생물 오염 대책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문제점이다. 생약원료(식물, 동물장기 및 분비물 등)의 미생물 

오염은 생산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시료 1 g당 생균수가 103 - 107개에 달하고 

있어 적절한 위생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이용되고 있는 방법들은 앞의 식품산업에서 언급된 것들로서 사

용에 많은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새로운 위생화 방법으로 방사선조사기술의 이

용․연구가 특히 일본에서 현재 활발히 수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

소에서 연구되고 있다. 

선진국의 방사선멸균에 대한 법규 및 기술지침을 보면 자국의 약전(藥典)에 “일

반적으로 최소 25 kGy선량으로 조사될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 보다 낮은 선량으

로 멸균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미국 약전,  USP).” 또는 “방사선 멸균법이 의료

용구 등에 바로 실용화되어 있지만 방사선으로 조사된 의약품은 안전성이 보증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안전성과 이차적으로 생기는 부생성물에 대한 확인이 

병행되어 연구되어야 한다(일본 약전, 국 약전, 호주 약전).” 라고 기재되어 있어 

방사선 멸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의약품 품질에 대한 엄격한 보증관리가 보완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의료, 제약산업에서 가공원료의 안정공

급과 위생적 제품생산, 효율적 제조공정 및 안전한 저장․유통기술의 확보를 위해 

방사선 멸균기술의 이용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관계당국의 법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용품 및 의약품 수출시장에서 방사선 멸균법의 도

입은 WTO 체제를 맞아 점차 높아져 가는 무역장벽인 Technical Barrier on 

Trade(TBT)와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SPS) 협정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이다. 

 

3) 무균 포장지 및 용기 생산 산업에 이용  

가공 편의식품의 급격한 발달과 식품산업에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의 도입과 더불어 식품공정중 무균 포장공정은 가장 중요한 단계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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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특히, 초기에 투입되는 원료의 위생화 처리 못지 않게 공정중에 사용되

는 용기 및 포장지도 무균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 일반적으로 식품 가공업자나 포장필름 생산업자는 포장필름의 연신공정이 고온

에서 이루어지므로 무균상태일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연신공정이나 사출공정 등에서 발생된 이온화 정전기로 필름의 냉각과정 

중에 주위 낙하균이나 공중 부유균이 포장지에 부착되어 미생물의 오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일부 업체에서는 흔히 자외선 조사에 의한 살균공정을 이용하고 있지만 

아포형성 세균이나 효모 및 곰팡이들은 그 저항성이 크기 때문에 완전 무균상태로 

멸균되기는 어렵다.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필름내부에 고착된 아포는 

물론 곰팡이 포자까지 완전 사멸이 가능하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식품포장재의 멸균에 있어서 감마

선 조사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일부 포장재료 생산업체에서는 

일본과 기술제휴로 감마선 멸균된 무균 포장필름을 간편한 조리식품이나 연포장제

품 및 유제품 생산업체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포장업체의 위생에 대한 

인식변화와 식품업체의 무균포장 라인의 증설 등으로 식품포장지에 대한 감마선 멸

균시장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내 이용사례로는 인공씨감자 조직배양용기 

멸균으로 국내 최초로 인공씨감자 개발에 있어서 가장 곤란을 겪었던 부분이 조직

배양시 배양용기에서 배양되는 씨감자 조직의 괴사로 배양이 곤란하다는 문제 다. 

조직배양 중에 발생되는 조직괴사현상에 고심하던 연구원들은 배양용기를 멸균하면

서 잔류된 멸균가스인 EO gas의 독성이 원인임을 발견하고, 그 대체방법으로 독성

물질의 잔류가 전혀 없는 감마선 조사방법으로 멸균된 용기를 선택함으로써 씨감자

의 인공배양기술이 성공하게 되었다. 

수술시 절개부분을 봉합하는 실(봉합사) 등과 같은 수술재료들과 살아있는 독성

실험이나 미생물 또는 세포조직배양 등에 사용되는 실험재료들의 멸균에 있어서도 

이미 구미 선진국에서는 EO gas 멸균에서 감마선 멸균으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

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독성학적으로 중요하고 정 한 실험이나 외

과적 수술에 있어서 멸균가스의 잔류독성 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 실험의 외적인 오차나 수술후 봉합부위의 조직괴사 등과 같은 심각한 우려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잠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

한 대안으로 감마선 멸균의 적용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단위 방사선 조사산업

에서 필요한 연구개발은 물론 상업적 이용품목들에 대한 산업적 적용시험 및 기술

개발을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하여 실행함으로써 앞으로 많은 분야에 감마선 조사기

술의 이용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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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입 검역물품 및 기타 공산품의 품질 보증에 이용

미생물이나 해충의 오염이 쉽게 되는 천연섬유소재나 면직류 소재들로 만든 인

형이나 완구류 그리고 목각 제품들은 국제무역이 증가됨에 따라 이들에 오염된 해

충란과 세균 및 곰팡이류에 대한 검역처리에 있어서 감마선 조사기술이 이용되고 

있다. 이들 제품에 오염된 해충이나 균들은 그동안 훈증약품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검역통관이 가능했으나 현재 검역기술의 발달과 날로 까다로워지고 있는 위생기준

의 설정으로 검역통관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것은 제품의 집부

분이나 조직 내부에 고착된 충란 및 미생물에 대해 약품이 침투되지 않아 사멸되지 

않는 shadow effect때문이며, 감마선 조사기술은 이러한 shadow effect가 없기 때문

에 폐 포장 상태에서 완전 사멸이 가능하다. 더욱이 그 동안 아무런 규제 없이 

사용하여 오던 검역용 화학훈증제인 Mbr가 후진국은 2015년, OECD에 가입된 선진

국은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감마선 

살충 및 멸균기술이 더욱 확대되어 이용될 전망이다. 

고문서나 목각 문화재의 원형 장기 보존과 각종 기념 타임캡슐 수장 물품에도 

감마선 멸균 기술이 이용된다. 현재 이집트나 프랑스 등에서는 고문서나 목재 골동

품 등의 해충이나 곰팡이 제거를 위해 감마선 조사기술이 이용되고 있으나 우리나

라에서는 약품의 훈증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고문서와 같은 서적류를 적

재상태에서 훈증하는 할 경우 그 훈증가스가 서적내부까지 침투가 어려워 심층부의 

충란 제거가 어렵고, 심지어 살아 있는 성충이 비오염 지역인 서책사이의 내부로 

이동하여 오히려 서책내부의 서식처 마련으로 인한 파손이나 오염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감마선 조사는 서책을 봉하여 적재된 상태로 완전 살균/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타임캡슐의 기념 수장물품은 장기보존을 위해 멸균/멸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국내에서는 1994년 서울정도 600년을 기념하여 타임캡슐에 수장된 600점의 물품과 

두산타워 건물의 기공을 기념한 타임캡슐 등에 대해 감마선 조사기술이 이용되기도 

하 다.    

5)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가. 국내 현황 및 전망

   ① 국내 현황

       국내에서 식품의 감마선 조사는 1960년 초 원자력연구소에서 연구목적의 

감마선 조사연구가 시작되면서 식품은 물론 제약이나 의료용구 등 공중보건산물에 

대한 감마선 조사기술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1970년대에는 선진 각 국에서 감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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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의한 식품의 산업화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식품관련학자들에 의

해 감마선 조사식품의 산업적 이용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국내 산업화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국가연구기관의 주도로 마침내 1987년 농

수산물유통공사의 자금을 지원 받아 최초의 상업용 감마선 조사시설이 가동되게 되

었다. 당시의 감마선 조사처리는 주로 발아식품(감자, 양파, 마늘, 밤)의 발아방지와 

숙도지연(버섯)을 목적으로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조사처리를 하기 위해 조사시설로 

식품을 운송해야 하는 물류비 부담과 별도의 저장시설을 운 하여야 하는 등의 어

려움으로 냉장보존법보다 1/300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활성화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대 

국민 홍보나 이용자의 교육 없이 감자나 양파 등의 식품에 감마선 조사마크가 부착

되어 시판될 때 감당해야할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들의 거부감과 반발을 하나의 기업

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 뒤 감마선 조사시설은 주로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멸균용으로 이용되었다.

한편, 국내 식품산업에서 살균제로 널리 쓰이던 EO gas 훈증제가 강력한 발암물

질이 생성되며, 식품 중에 잔류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세계보건기구는 EO gas 훈

증제 사용금지를 강력히 권고하여 국내에서도 1991년 식품에 있어 EO gas의 사용

이 금지되었다. 이와 더불어 WHO에서는 그 대체 방법으로 감마선 조사기술을 다

른 어떤 방법보다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모든 식품의 감마선 조사를 허가하면서 

그 기술이 세계 각 국에서 승인되고 감마선 조사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될 수 있도

록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여 각 국에 배포하 다. 이러한 전환기를 맞이하여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식품처리기술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당국의 

점차 엄격한 위생관리체계로 어려움을 겪던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에서는 새롭고 안

전한 살균방법을 갈구하던 중 감마선 조사의 국제적인 승인과 장점을 인식하고 폭

넓게 이용하기를 희망하 다.

그러나 국내 감마선 조사처리 기준이 일부 원료품목에 국한되어 있고, 제품운송

에 따르는 물류비와 조사처리 비용이 원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감마선 조사

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이 의문시되어 대부분 식품업체가 감마선 조사처리의 이용을 

꺼리게 되었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식품원료의 미생

물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생산업체에 납품하는 일부 원료가공업체와 화학

살균제나 가열 살균을 할 수 없는 수출용 가공식품(인삼 및 효소제품)들을 생산하

는 수출업체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국

내에서 감마선 조사산업은 이미 10년이 경과하 으나 아직도 대 국민 홍보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산업적 활성화는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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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본 기술의 연구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지금까지 20여 년 간 수행

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기술 지원한 민간기업에 의해 1987년부터 상업적 

다목적용으로 방사선을 조사한다. 현재 식품산업에서 방사선 처리는 화학살균제나 

가열살균을 적용할 수 없는 제품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히 수출

용 가공식품 생산업체나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 

중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가공원료의 미생물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업체에 

납품하는 일부 식품가공원료 생산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식품의 연간 방

사선 처리량은 약 2,000여 톤 정도이다. 

   ② 전망

      위생적 품질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가공식품의 대량생산체제에서 현

실적으로 분말 및 건조식품과 수출용 가공식품에 적합한 살균, 살충 방법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국내/외 식품산업에서 식품조사처리기술의 요구는 점차 증가되고 있다. 

기존 검역관리 및 저곡 해충 방제에 훈증제로 사용하고 있는 methyl bromide 등이 

오존층 파괴물질로 규정되어 몬트리올 환경협약에 의해 개발도상국은 2005년까지 

20%감축하고 2015년 전면 금지키로 하 으며, 선진국의 경우 1999년 25%, 2001년 

50%, 2003년 70%, 2005년 전면 금지키로 하여 그 대체방법으로 감마선조사의 이용

이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그 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살균제나 방부제로 널리 쓰이고 있는 물질들이 인체 보건학적인 측면에서 

신경장애는 물론 발암성까지 일으키므로 그 이용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대

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으로 방부제 첨가된 식품은 점차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는 실

정이다. 특히 분말상태의 원료나 가공식품과 냉동․냉장식품은 살균처리에 있어 현

재의 방법으로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살균처리 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

라서 무균공정이나 무방부제 제품생산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방법으로 감마선 조

사처리방법이 선택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로 판단된다. 

나. 국외 현황

    ‘90년대 초반부터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결과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WHO/IAEA/ FAO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 보건당국(FDA 등)이 주도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 및 공중보건산물의 저장, 가공, 유통 및 위생화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

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방사선 식

품․생명공학 연구개발과 관련산업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2002년 현재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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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40개국에서 식품 방사선조사를 허가하고 활용하고 있으며, 42개국에서 234

기의 상업용 감마선 조사시설을 가동 중에 있다. 최근 UR/GATT에서는 국제식량

교역의 검역분쟁을 해결하고 식품의 위생화 방법으로 방사선조사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 고, UN 환경위원회에서도 환경 친화적 기술로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 

EU Committee에서는 2002년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관련된 현재까지

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하고 “방사선조사식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공식 발

표하면서 방사선조사식품의 안전성을 재검증한 것을 계기로 EU는 물론 전 세계적

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EU를 중심으로 소비자 수용성 증진을 위하여 방사선조사식품의 검지기술

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고 일부 방법들은 실증단계에 도달했으며, 선진국/국제기구에

서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검역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세계 42개국 200개 

이상의 시설에서 230여종의 식품에 조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수 개의 조사시

설이 건설 중이며, 세계적으로 가동중인 감마선시설은 표 5와 같다.

          표 5.  세계적으로 가동 중인 감마선 조사시설

국가명 시설

중국 54

국 7

브라질
★

4

덴마크 3

카나다 3

호주 2

벨기에 2

칠레 1

불가리아 1

체코 1

방 라데시 1

이집트 1

크로아티아 1

오스트리아 1

아르헨티나 1

국가명 시설

일본★★ 14

독일 11

프랑스 6

이탈리아 6

말레이시아 5

인도 4

아일랜드 4

인도네시아 2

이스라엘 2

헝가리 2

한국
★

1(1)

멕시코 2

네덜란드 1

그리스 1

이란 1

국가명 시설

미국 55

러시아 7

남아프리카 5

스웨덴 3

스리랑카 2

스위스 2

태국 2

싱가포르 2

스코틀랜드 1

사우디아라비아 1

노르웨이 1

파키스탄 1

스페인 1

페루 1

대만 1

※ ★ 는 감마선 조사시설 1기,  ★★ 는  2기 추가 공사중

※ 본 자료는 1998년 5월 카나다 Nordion Co. 제공된 자료로 IAEA 미보고업체

는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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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적 실용화 전망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학 보존제를 비롯하여 훈증제 등의 발암물질 잔류독

성과 오존층 파괴와 같은 환경상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

로 WHO/FAO/IAEA 등의 각종 국제기구에서는 감마선 조사기술을 지금까지 인류

가 사용하 던 그 어떤 식품보존방법보다도 우수한 기술로 평가․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980년에 모든 식품에 대한 감마선 처리를 승인

하고 세계 각 국 정부로 하여금 감마선 조사기술을 적극 활용토록 추천․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감마선 조사기술이 주로 선진국과 수출 주도국에서 활발하게 이용

되고 있는데, 현재 대다수의 국가들은 자국내 식품에 대한 감마선 조사시설의 대외

적인 공개를 꺼리고 그 처리품목 현황도 일부만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세계 각 국의 감마선 조사허용 품목이 달라 국제무역에 있어서 통상 마

찰이 빗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조사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이 낮은 국가에서 감

마선 조사식품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오늘날 

국제무역에 있어 모든 식품에 대하여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의 감마선 조사기준이 권고에 머무르지 않고 OECD가입국에 대해 강제적으

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 감마선 조사기술의 이용은 소비자 

홍보교육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구촌시대를 맞이하여 

각 국의 조사식품에 대한 국제무역과 각 국의 소비자 이해가 증진되면서 소비자의 

거부감은 점차 해소되리라 생각된다. 향후 세계 각 국에서는 자국내 보건 위생환경

의 향상과 수출주도품목의 경제적인 장점과 이익에 관련된 중요한 식품산업기술로

서 감마선 조사기술의 이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산업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식품위생기술로 평가되어 이용될 전망이다.

의료용품을 포함한 공중보건산물의 경우에도 방사선조사시설을 보유한 대부분의 

국가가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의료용구, 의약품, 화장품 등의 경우 미국, 벨

기에,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중국, 호주, 인도, 인도네

시아, 이스라엘, 남아연방, 멕시코, 크로아티아 등 세계 42개국 200개 이상의 조사시

설에서 본 기술이 이용되고 국가별 허가 품목은 표 6과 같다. 이와 같이 식품 및 

공중보건관련 산업에 있어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실용화가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

고 있는 것은 그 안전성과 경제성 및 기술적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방사선 조사시설을 이용하는 업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위생적 품질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가공식품의 대량생산 체제에서 현실적으로 

분말 및 건조 식품과 수출용 가공식품에 적합한 살균, 살충 방법이 미비한 상황이

므로, 국내외의 식품산업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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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라 하겠다. 

표 6. 식품조사 허가 국가 및 목적별 허가품목수

허 가 국 목적별 허가품목 허 가 국 목적별 허가품목

아르헨티나 13 멕   시  코 102

방 라데시 21 네 델 란 드 19

벨  기  에 11 노 르 웨 이 3

브  라  질 27 파 키 스 탄 87

이  집  트 4 필   리  핀 3

캐  나  다 7 폴   란  드 5

칠      레 20 남아프리카공화국 89

중      국 23 스   페  인 2

쿠      바 18 시   리  아 20

체      코 2 태       국 25

덴  마  크 2 터  어   키 92

핀  란  드 2        국 43

프  랑  스 41 우 루 과 이 1

헝  가  리 13 미       국 47

인      도 23 배   트  남 8

인도네시아 22 유       고 23

이      란 1 일       본 1

이 스 라 엘 47 한       국 15

이 탈 리 아 6 러시아연방 52

코스타리카 12 우쿠라이나 47

크로아티아 72 가      나 172

  

WHO/FAO/IAEA, 

CODEX
모든 식품허가

 (2000년 5월 발간 IAEA 제공자료)

6) 방사선 이용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

현대의 산업구조는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복잡한 연결고리를 이루

고 있어 각 단계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증폭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다면 전문 연구센터의 설립과 더불어 조성될 RT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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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적으로 예측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보고에서는 현재 가동 

중인 방사선조사시설의 연간 처리물량과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전체 물량 중 

일부의 생산이 해당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가정아래 1차적인 매출액과 고용효과를 

산출해 보았다.

 

① 총 생산액

구  분 산출근거
총 생산액

(백만원/년)

조사시설

운전

① 감마선 조사시설

capa(Ton/일)×가동일수(일/년)×처리단가(원/Ton)

× 가동율

=100×200×400,000×0.7

② 전자선 조사시설

capa(Ton/일)×가동일수(일/년)×처리단가(원/Ton)

× 가동율

=10×200×1,000,000×0.8

5,600(A)

1,600(B)

조사대상

제품생산

① 감마선 조사 제품

capa(kg/일)×가동일수(일/년)×가동율×조사대상제

품 평균판매단가(원/kg)×지역내 업체생산율 

=100,000×200×0.7×50,000×0.35

② 전자선 조사 제품

capa(kg/일)×가동일수(일/년)×가동율×조사대상제

품 평균판매단가(원/kg)×지역내 업체생산율

=10,000×200×0.8×100,000×0.35

245,000(C)

56,000(D)

합 계    308,20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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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효과

구  분 산출근거
고용인원

(인/년)

조사시설

운전

① 감마선 조사시설

시설운  총 매출액(억원)/1.5(인당생산성=억원/인)

=56억원(A)/1

② 전자선 조사시설

시설운  총 매출액(억원)/1.5(인당생산성=억원/인)

=16억원(B)/1

56

16

조사대상

제품생산

① 감마선 조사 제품

제품 총 생산액(억원)/2(인당생산성=억원/인)

=2,450억원(C)/1.5

② 전자선 조사 제품

제품 총 생산액(억원)/2(인당생산성=억원/인)

=560억원(D)/1.5

1,633

373

합 계 2,07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사선조사시설 자체의 생산성은 크지 않다. 방사선조

사시설은 일종의 서비스 제공이며, 방사선조사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다. 

방사선조사시설의 생산력은 방사선조사를 필요로 하는 제품의 생산에서 발생한다. 

위의 결과는 방사선조사 대상 제품의 35% 만을 생산한다는 가정 하에서도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생산성과 2,000명 이상의 고용증대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장 단시간 이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이다. 그러나 

이는 연구소의 연구효과, 부가가치가 높은 기타의 방사선이용 및 RI 분야를 제외한 

것이며, 방사선조사 제품의 평균 단가도 50,000원/kg 수준으로 낮게 책정한 결과이

다. 따라서, 방사선을 이용하는 연구분야의 확대,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RI 분야

의 활성화 등이 점진적으로 추진된다면 그 생산성은 연간 수 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3. 방사선을 이용한 재료 개발 기술

1) 가교 전선

국내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재료의 개질기술은 1975년도에 전자선(High 

Voltage Engering corporation)이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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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과언이 아니다. 도입 초기에는  목재-플라스틱 복합체, 콩크리트-폴리머 복합

체, 섬유류 등의 방사선가공 등에서 기술개발성과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산업여건 

제약 때문에 산업화와 연결되지 못했다. 1980년에 본격적인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

하여 전선의 가교기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기반기술을 토대로 금성

전선(현 LG전선)에서 상용가속기를 이용하여 1985년부터 가교전선을 생산하기 시작

하 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LG전선(주)에서 가교전선 및 열 수축성 튜브 가공목적

으로 5대의 가속기를 운 하고 있으며, 그밖에 경신(주), 대원전선(주)에서 각각 1대

의 전자선가속기를 같은 목적으로 운 하고 있다. 이들 가교전선은 상당한 고온에

서도 견디기 때문에 항공기,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배선용으로 사용된다. 전자선 

가속기에 의한 전선의 피복가교법은 종래의 화학가교법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경제

적인 면에서도 비교우위성을 갖고 있지만 피복재가 두꺼울 때 조사된 전자의 적립

으로 일어나는 균열현상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어 가는 전선에만 적용된다. 

2) 열 수축성 튜브
열가소성 중합체에 탄성기억효과를 부여하는 방법은 폴리에틸렌이나 PVC 등을 

조사한 후 이들 중합체의 결정이 용융하는 온도이상으로 가열하고 연신하여 실온으

로 냉각함으로서 변형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며, 다시 융점이상의 온도로 가

열하면 연신전의 원형대로 변형이 회복되는 탄성기억효과를 나타낸다.  탄성기억효

과의 특징을 나타내는 열 수축제품은 전선의 termination 및 결합, 제진화를 위한 

절연피복재, 배관용접부의 부식방지, 식품포장 등에 이용되며, 최근에는 통신관의 

연결조인트 등 두께(wall thickness)가 두꺼운 열 수축관에도 사용된다. 전자선은 조

사선량이 크지만 전자선의 투과력은 낮다. 반면, 감마선은 조사선량은 낮지만 투과

력은 크기 때문에 두꺼운 제품을 조사하기 적합하다. 

 

3) 타이어 가교

방사선에 의한 고무의 가교중 대표적 분야는 타이어고무시이트의 precuring이다. 

타이어는 고무시이트를 중첩시켜 가열하고 가황하여 만드는데 미리 고무시이트를 

전자선으로 약간 가교시킴으로서  green strength가 높고 성형시 형상이나 칫수가 

그대로 유지되어 사용하는 고무량을 줄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한

국타이어(주)에서 2대의 전자선가속기를 운 하고 있다.

4) 폴리올레핀계 가교폼

폴리올레핀과 발포제를 혼합하고 시이트상으로 만든 다음, 이것을 방사선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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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가교시킨 다음 발포제의 분해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발포올레핀폼을 얻을 수 

있다. 종래의 화학가교법은 가교와 동시에 발포를 시키기 때문에 제작시 온도제어

가 어려운데 반하여, 이 방법은 가교와 발포의 공정이 별도이고 생성된 기포도 독

립된 셀을 형성하기 때문에 충격흡수성 및 단열성이 우수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

자선 가교법을 이용한 폴리올레핀폼을 보화학(주)과 통일공업(주)에서 각각 전자

선가속기를 가동하여 주로 자동차의 단열재용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동차산

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가교폼의 수요는 확대될 전망이

다. 앞으로 내염성이 강화된 가교폼의 개발이 추진되어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5) 방사선 경화

도막의 방사선 경화는 열, 자외선 및 전자선으로 나뉘어 지며, 국내 잉크, 도막의 

경화는 주로 열이나 자외선이 이용되고 있다. 열 경화성 도료는 용재를 대량사용하

기 때문에 심각한 공해문제를 야기하는데 반하여 자외선이나 전자선 경화법은 순간

적으로 중합경화되기 때문에 공해나 자원절약면에서 유리하다. 자외선법은 시설비

가 저렴하나 안료첨가량이 많거나 도막이 두꺼우면 자외선이 투과하기 힘들기 때문

에 경화하기 어렵다. 또한 자외선 감광제가 첨가되기 때문에 전자선 코팅도료보다 

비싼편이다. 반면, 전자선 경화법의 특징은 경화속도가 빠르고 도막의 두께가 두꺼

워도 경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전자선 가속기의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기술보급이 

빠르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실용화된 것은 강판, 석고보드, 칩보드의 도장, 자기테

이프 및 플로피디스크의 경화에 이용되고 있다.

잉크의 경화분야로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1기의 전자선가속기가 한국테트라팩(주)

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유팩을 인쇄한 후 전자선으로 경화시키는데 경화속도가 빠

르기 때문에 잉크가 내부로 침투하기 전에 경화되는 특징이 있어서 우유 속으로 잉

크성분이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앞으로 잉크, 도막의 분야에 방사선의 이용

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속기의 개발이 요구된다. 

플로피디스크, 자기테이프 등의 자기정보기록재료의 제조에 전자선 경화법을 적

용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경부터이다. 일반적인 공정으로서는 도포, 배향, 건조, 카

렌다, 방사선 조사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TDK가 1986년 전자선 경화방식

으로 3.5인치 고 도형 프로피디스크를 개시하기 시작하 다. 2000만회 패스-드랙 

내구성, 고온에서도 탄성률저하가 적고 60℃에서 작동이 가능한 고품질의 제품이 

제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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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분자 스위치

일반적으로 전자제품의 과전류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퓨즈는 과전류가 흘 을 때 

1회용 보호소자로서 동작하기 때문에 제품의 재 동작을 위해서는 퓨즈의 교체가 불

가피하다. 또한 퓨즈는 스위치를 켜고 끄는 과정이나 순간적으로 plug를 잘못 연결

하여 발생하는 surge전류에 의해서도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재료에 과전류가 흐르

면 재료 자체의 온도가 상승하여 전류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인 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PTC)를 이용한 고분자 스위치는 부품의 교체 없이 반 구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고분자재료에 카본블랙이나 도전성 금속물질

을 충전하면 우수한 PTC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최근에는 휴대

용 전화기, 컴퓨터 등이 급격히 보급되면서 가볍고 가공성이 좋은 PTC도전성고분

자재료의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PTC도전성 고분자재료기술에 대한 시장 

선점을 위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최근 수년간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미

국이 고분자 스위치 세계시장을  90%이상 점유하고 있다. 국내 전자산업 시장이 점

차 확대되고 있고, 또한 통신기기, 전자 제품에 고분자 스위치의 채택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상 작동 상태에서 전류가 PTC장치를 통과할 때 PTC고분자 조성물은 상온에

서는 저항이 낮아야 되지만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과전류를 

신속히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환점에서는 높은 저항을 나타내야 한다. 

카본블랙, 그라파이트 등과 같은 전도성 물질을 고분자(주로 폴리에틸렌)에 혼합하

여 제조한 PTC 재료는 임계온도이하에서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서서히 저항이 

상승하지만 임계온도이상이 되면 급작스럽게 저항이 상승한다. 그 이유는 저온에서

는 충전한 카본블랙이 서로 착하여 낮은 저항을 나타내고 있지만 임계온도이상으

로 상승하면 카본블랙과 고분자와의 열팽창계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카본블랙 입

자간에 간격을 벌려 놓게 되어 저항이 크게 상승한다.  

단순히 전도성 충전재(카본블랙)를 고분자에 혼합하여 제조한 PTC재료는 반복

적인 가열/냉각 조작에 의해서 재현성이 저하하고 융점이상에서 저항이 다시 감소

하는 현상인 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NTC)가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러한 NTC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방사선 가교처리가 필수적이다. 열가소성 고분자

를 방사선에 가교하게 되면 열 경화성으로 변하게 되며, 이러한 가교구조에 의해 

외부의 열적, 크립 저항성(creep resistance)이 향상되어 카본블랙이 가교된 고분자

구조에 강하게 붙어있어 용융점이상의 온도에서도 카본블랙의 움직임을 억제시킴으

로서 NTC현상을 제거할 수 있다. 

고분자 스위치를 제조하기 위한 혼합기술, 방사선 가교기술, 충전재 종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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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 산화방지제 첨가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현재는 국내 기업체에

서 제품 생산에 들어갔다. 

7) 내방사선성 평가 

발전소의 제어계통에 사용되는 전선/케이블은 내방사선성, 내열성이 약한 유기물

인 고분자 절연체로 피복되어 있어 이들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원전재료의 내환경 즉 내열 및 내방사선성 EQ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어 

선진국에서는 실용화되어 있고 원전의 안전성 향상 및 수명연장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전재료의 수명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 특히, 제어 

계통의 전선과 케이블은 원자로 시설의 동맥이며, 신경이라고 말 할 수 있을 만큼 

원자로의 안정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케이블, 박킹, 도료, 충전재 등의 유기재료에 대한 내방사선평가의 방사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고 열 열화는 민간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다.

8) 전자선가속기 생산

전자선은 γ-선에 비하여 투과력이 낮기 때문에 얇은 시료의 조사나 표면처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X-ray converter 등을 부착하여 멸균, 항공기

용 복합재료의 경화에 상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

는 전자가속기 현황과 용도는 표 7과 같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전자선 가속기는 

γ-선에 비하여 고선량률조사가 가능하다. 전자선가속기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Nissin Hivoltage사와 미국의 Dynamitron사가 양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994년

부터 삼성중공업(주)이 러시아의 INP와 합작으로 가속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내수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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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내 가속기 현황

회사 가속기 대수 가속기 

제조회사

가속기 전압

 (kV)

가속기 전류

(mA)

용 도 기 타

 LG전선(주) 5 NHV

“

“

Eb Tech 

“

750

1000

750

2,000

1,000

65

100

65

50

100

가교전선

열수축성튜브

정온전선

경신(주) 1 “ 1,000 100 가교전선

열수축튜브

대원전선(주) 1 RDI 1000 65 "

동양전선(주) 1 Eb Tech 1,200 80 가교전선

진 테크 1 INP 700 40 튜브 제조

보화학(주) 1 NHV

"

Eb Tech

500

1,000

1,000

65

65

100

polyolefin

foam

통일산업(주) 1 NHV 800 65 polyolefin

foam

한국타이어(주) 3 “ 500 50 고무시이트의

예비가교 

세라텍(주) 1 Eb Tech 1,000 40 고분자 스위치

대구염색공단 1 Eb Tech 1,000 40 시범사업

Eb Tech(주) 2 Eb Tech 1,000

“

40

“

연구

한국원자력

연구소

1 High Voltage 

Co.

300 25 "

4. 플라즈마 이용기술   

플라즈마라는 고체, 액체, 기체와는 전혀 물성이 다른 제 4의 상태라고 일컬어지

며, 공간 내에 국부적으로는 이온과 전자로 나누어져 존재하고 전체적으로는 중성

을 유지하는 준 중성상태의 집단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 이 공간에는 전하와 같이 

중성의 기체 원자 또는 분자 등이 공존할 수 있다. 플라즈마는 우주공간, 태양의 표

면, 북극의 오로라와 같이 자연적으로도 존재하며, 실험실적으로는 D.C., A.C., 

E-Beam, Laser, R.F., Micro-wave, Shock wave, heating gas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D.C.의 전기장 하에 놓인 전자는 양극을 향하여 이동하며, 전위차

가 높을수록 큰 가속도를 얻게 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높은 운동에너지를 가진 전

자가 중성의 원자 또는 분자와 충돌하게 되면 중성의 원자는 최외각 전자를 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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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온과 전자로 전리된 상태 즉 플라즈마 상태를 나타낸다. 전기장이 존재하는 조

건에서 이러한 현상은 쉽게 일어나므로 하전입자가 풍부한 플라즈마 상태를 갖게된

다. 

플라즈마는 단위공간 내에 존재하는 전하의 도와, 하전입자들이 다시 원래의 

중성상태로 환원되면서 단위공간에 발산하는 온도에 따라 핵융합에 사용되는 초고

온의 fusion plasma와 방사성폐기물의 소각이나 유리화 공정 등에 이용하는 20,00

0∼30,000℃의 thermal plasma, 그리고 플라즈마 화학반응에 주로 응용하는 실온의 

cold plasma로 구분한다.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공정기술은,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이용하여 다양

한 종류의 이온, 전자, 중성입자를 함유하는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이들 입자의 

물리적․화학적․열적 성질을 이용하여 대상 계통 또는 재료와 물리․화학․열적으

로 공정반응시켜 원하는 공학적 및 산업적 응용을 확보하는 기술을 말한다. 플라즈

마 공정기술을 통하여 기존 공정의 대체 또는 개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불가능하

게 여겨져 온 새로운 분야의 과학기술적, 산업적 응용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플라즈마 기술은 19세기 말부터 흑연전극을 통한 플라즈마 열을 이용하여 금속 

제품생산, 공기로부터 질소비료 제조 등에 응용되면서 산업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

다.  70년대부터 플라즈마를 응용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절단, 용접, 용

사, 금속야금, 초미립자 합성, 광원 등의 분야에서도 활용되면서 화학/화공 응용연구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공정분야는 재료과

학, 물성학, 우주물리학 등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반도체 공정

에의 응용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원자력분야의 경우 플라즈마 코팅, 플라즈마 스프레이를 이용한 신소재 합성을 

통하여 터빈 부신을 막기 위한 연구, 플라즈마 표면 처리를 이용한 피복관 프레팅 

마모 방지 등의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플라즈마를 이용한 폐기물의 소각 

및 관리 공정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실용화되고 있다.

국내의 플라즈마 이용 원자력분야 응용연구는 초보적인 단계이기는 하지만 다양

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원자력환경기술원의 유리화 공정 연구가 좋은 예이고 

기타 분야에도 플라즈마 응용연구의 잠재적 가능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다.

플라즈마 공정기술은 발생시킨 플라즈마의 농도 및 이온이나 전자의 운동에너지 

크기에 따라 크게 열 플라즈마와 저온 플라즈마 기술로 분류하며 이 플라즈마 공정

기술의 대상은 아래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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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자력 분야: 핵연료 재료의 처리, 제염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

               동위원소/화학원소 분리, 표면경화 등

 o 반도체 분야: 실리콘웨이퍼 식각, 박막 성장, 스퍼터링, PDP 등

 o 금속 재료 분야: 금속용융, 표면 경화, 코팅, 스프레이, 나노 분말 합성 등

 o 환경공학 분야: 멸균, 공해물질 분해, 오염제거 등으로 플라즈마 공정 기술을 

원자력에 응요한 연구사례를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저온플라즈마 이용 

CF4/O2 RF 플라즈마를 이용한 plutonium etching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결

과 Pu와 CF4/O2 RF 플라즈마의 반응 생성물은 PuF6로 확인되었으며, 플라즈마를 

이용한 Pu와 PuO2의 식각 반응을 실증하 다.
9)
 TRU, fission products, corrosion 

products에 대한 플라즈마 제염 연구를 수행되고 있으며, 고압의 CO gas와 저진공 

CF4/O2 RF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제염대상물질을 carbonyl 혹은 fluoric compounds 

형태로 기화시켰다. 플라즈마 반응을 이용했을 경우 제염 효율이 핵종에 따라 80∼

100%에 달하는 결과를 얻었다
10)
. 

TRU 제염을 목적으로 수행하 던 CF4/O2 RF 플라즈마와 이산화우라늄의 식각 

반응실험에서 제염율을 향상시키고자 종래의 CF4/O2 플라즈마 기체에 N2 기체를 

첨가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으며 종전 보다 2배 이상의 

효율을 확보하 다
11)
. 한편, CF4/O2 RF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TRU, F.P., C.P.에 대

한 제염 공정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 다. 원자력발전소 해체시 주요 오염 핵

종에 대한 연구 결과 실제 제염 공정에 적용이 가능한 반응 공정을 도출하 다
12)
.

  

2) 고온 플라즈마 적용 

DC plasma jet를 이용하여 이산화우라늄의 불화 반응을 시도하 다. 고온 플라

즈마 조건에서 이산우라늄의 불화반응에는 실패하 지만, 플라즈마 기술을 도입하

여 내열성 물질을 증기화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13)
. 방사성 폐기물의 유리화 기술 개

발을 위해 40 kW급 transferred arc plasma 용융로를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 으며, 

Cs의 경우 조건에 따라 25∼75wt%의 감용 효과를 볼 수 있었다
14)
. Arc plasma 

furnace를 이용하여 다양한 공정 변수에 대한 저준위 방사성 잡고체 폐기물의 감용 

실험도 수행하 다
15)
. 500kW급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하여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열분해 및 유리화 연구를 수행하 으며,
16)
 플라즈마 용융 기술을 응용하여 강철, 비

산재, 목재 등의 방사성 잡고체 폐기물의 처리연구도 수행하 다
17)
.



- 44 -

Cs의 증기화 거동 연구를 위해 60 kW급 DC transfer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잡고

체 융용실험을 수행하 다
18)
. 그리고 플라즈마 열분해와 유리화를 이용한 방사성/기

타 폐기물 처리 현황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논의되었고
19)
 100 kW급 플라즈마 

용융 처리 실험 설비를 사용, 용융 시 chamber 내부를 산화성, 불활성 및 경원성의 

분위기로 하거나 금속성, 불연성, 가연성, 난연성 폐기물의 조성을 변화시켜 가며 

그들의 각각의 조건으로 일괄 용융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20)
. 

저 준위 방사성 잡고체 폐기물의 용융처리에 있어서는 Cs을 용융 고화체 중에 

일정 비율 이상 포착할 필요가 있다. Cs 포착율에 대한 용재 구성(SiO2, CaO, 

Al2O3, FeO), 용재 중량, 가열 분위기, 가열 시간의 향 등을 조사했다
21)
. Arc 

plasma 가열을 이용해 depleted zirconium alloy 재료, 금속 및 불연성의 잡고체 폐

기물을 용융 처리한 경우의 TRU 핵종의 거동을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

다
22)
. 특히, 방사성 폐기물의 감용 처리 연구를 위해 저준위 잡고체 폐기물에 대한 

고온 플라즈마 연구를 수행하 고
23)
 사용후핵연료의 cladding hull의 감용을 위해 

플라즈마 융용 및 고화실험도 수행되었다
24)
.

3) 제염기술에 플라즈마 응용 

일본전력중앙연구소에서는 arc plasma를 이용한 제염 기술을 신기술로 분류하여 

감용/제염 기술을 개발중이다. 현재 100kW급 플라즈마 융용 처리 시설을 운용중이

며, arc 플라즈마를 원자력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중이다. 또한, 

일본 Kaken Co.에서는 다양한 플라즈마 기체를 이용하여 carbonyl 혹은 fluoric 반

응을 일으켜 TRU, CP, FP에 대한 제염 연구하고 있다. Mitsubishi Materials 

Corporation은 실증 규모의 플라즈마 융용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방사

성폐기물 처리 연구중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대

만원자력연구소(INER)에서는 플라즈마 소각로를 건설하여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유리화시키고 있다.

4) 핵연료 주기기술 응용 

러시아 Kurchatov 연구소에서는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UF6로부터 uranium과 

fluorine을 분리해내는 기술을 개발하 으며
25)
, CO glow discharge를 이용하여 탄소 

동위원소를 분리하는 공정을 일본 동경공대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26)
.

사용후 핵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과거 PUREX, Tandem 혹은 

Plutonium recycle program 등의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이와 같은 기존의 처리방

식은 습식공정이므로 다량의 폐기물, 특히 2차 폐기물이 많이 발생 및 핵확산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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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와 같은 분야에 플라즈마의 높은 화학적 

반응성 및 열적 특성을 응용할 경우 건식공정으로 수행할 수 있어 부수적으로 발생

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고 처리속도도 높일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물성

을 변화를 위한 산화-환원 공정을 포함한 핵연료 재료의 건식처리, 사용후핵연료 

분말에 포함되어 있는 장반감기 핵종의 선별적 분리․제거, 피복관의 수소취화 특

성연구를 위한 수소이온 implantation 혹은 이를 이용한 사용후핵연료의 탈피복, 플

라즈마 스퍼트링 및 에칭공정을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피복관 내면의 TRU 등 핵물

질 제거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플라즈마 용융기술에 의한 피복관의 

감용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피복관 내면에 고착된 부식 생성

물, 핵분열 생성물 및 초우라늄 원소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반도체 플라

즈마 에칭기술과 플라즈마 스프트링 기술을 병행하여 피복관 내면 약 15㎛ 정도를 

제거하면 GTCC이하의 폐기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후 50년 정도 후에는 금속재

료로 원자력분야에 재활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성이 매우 높다. 표 8은 플라즈마에 

의해 발생시킨 반응성이 높은 carbonyl (CO-)기 및 Fluoride (F-)기를 이용하여 피

복관 내면에 고착되어 있는 부식생성물, 핵분열생성물 및 초우라늄 원소 (TRU) 등

을 제거하는 기체공정 반응식이다.

표 8.  플라즈마발생 기체공정반응식

대상 물질 공정반응식

 부식 생성물
Co, Ni, Cr, Mn Mn, Fe + CO → Co2(CO)8, Ni(CO)4,  Cr(CO)6, 

Mn2(CO)10, Fe(CO)5 ↑

핵분열 생성물

Mo, Tc, Ru, Rh, etc + CO → Mo(CO)6, Tc2(CO)10,             

                          Ru(CO)5, Rh2(CO)6 ↑

Mo, Re(Tc), W, Ru + F2, HF, O2F2, ClF3 → MoF6, ReF6,      

                      ReF6(TcF6), WF6, RuF5-6 ↑

초우라늄 원소 U, Np Pu + F2, HF, O2F2, ClF3 → UF6, NpF6, PuF6 ↑

  이러한 건식 처리공정은 2차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기존의 습식방법에 

의한 처리공정의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방사성폐

기물 처리에도 크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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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RT 기술 이용 진흥에 대한 세부 실천 계획

제 1절. 산업활성화

1.  RT 전문 연구기관 및 산업단지 조성 

가. 전문연구단지 조성

 방사선 기술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운 과 그곳

에서 생산되는 첨단 기술을 산업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문연구기관

의 운 은 국가방사선이용진흥법에 의해 현재 건설되고 있는 「첨단방사선이용연구

센터」가 설립되므로 기술개발은 이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둘째, RT 관련 산업단지의 조성은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센터 주변에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RT 산업단지 조성은 특정 지역을 설정하

여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입주 희망 기업에 분양하는 방식의 인위적인 단지 조성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크며 그 성공 가능성도 낮다. 때문에 지자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기업 유치에 실패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예는 허다하다. 충남 당

진군의 석문공단, 전남 암의 대불공단 등은 350만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하 으나 

공사의 중단, 입주기업 유치 실패 등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연구센터가 구

축되고 있는 전북지역의 RT 산업은 시장상황에 따른 점진적인 육성정책을 기반으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연구센터의 정상적인 운  이후 기업체의 지역 내 유

입을 지켜본 다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군이 형성되었을 때에 이를 산업단지화하

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RT 산업은 방사선을 이용한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각 산업 분야에 따라 다양한 인프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업들

은 지역의 제반 요소 평가, 경제성 등의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다. 연구

센터 설립 이후의 1차 입주 기업은 중소형의 단일품목 생산기업이 될 것이고 점차 

기술집약형의 벤처기업과 민간연구소를 포함한 중기업 이상의 기업이 입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적으로 입주 가능한 각 분야의 주요 기업군은 다음과 같다. 

  ① 식품 및 농산물 관련 산업

   ▶ 분말 및 건조 농수산물 생산업체

   ▶ 육가공제품 생산업체

   ▶ 기능성식품 원료 및 완제품 생산업체

   ▶ 특수식품 (군용 비상식량, 무균식, 환자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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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위생용품 산업

   ▶ 일회용 식음료 용기 생산업체

   ▶ 식품 포장재 생산업체

   ▶ 유아용 기저귀 및 유야용품, 생리대 등 위생용품 생산업체

  ③ 의료용품 산업

   ▶ 주사기, 수액세트, 봉합사 등 멸균 의료용품 생산업체

  ④ 실험용품 산업

   ▶ 일회용 멸균 실험용품 생산업체

   ▶ 무균 실험동물 사료 생산업체

   ▶ 미생물 배양 및 검출 배지 생산업체

  ⑤ 화장품 관련 산업

   ▶ 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 생산업체

  ⑥ 의약품 산업

   ▶ 의약품, 진단시약, 멸균수액 등 의약품 생산업체

   ▶ 생약추출물 등 의약소재 생산업체

   ▶ 단반감기 RI 의약품 생산업체

  ⑦ 고분자 산업

   ▶ 고분자 플라스틱 가교 및 중합제품 생산업체

   ▶ 고분자 제품 개질 관련 업체

  ⑧ 기타 반도체, 박막 등 공업적 이용분야

   ▶ 반도체, 박막 등 나노가공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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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T 산업 단지 조성시 고려 사항

 최근 들어 경인지역의 경제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그에 따라 지방경제의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계, 선박, 섬유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산업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남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현재 연구센터가 건설 

중인 전북지역은 전국 총생산의 3.4% 만을 생산하고 있어 도 단위의 지자체 가운데

는 제주, 강원 다음으로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대비로 보면 거의 최하

위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방경제 침체의 본질을 미래형 산업의 발달이 미

진한데서 찾고 있다. 현재 첨단기술이 연계된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생명공학, 나

노, 전자통신, 정보, 문화 등)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RT 산업을 주도할 연구센터가 전북지역에 유

치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따라서, 그리고 각 지역단체 등은 연구센터의 입주

를 기회로 관련 미래형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건설사업 내용 요약

 (1)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01 ∼ 2005년

     o 사업비 : 477억원(자체재원 60억원 포함)

     o 부지 : 전북 정읍시 신정동 1266의 약 13.8만평

 (2) 주요시설

     o 본관 및 방사선연구시설 약 2,000평

     o 감마선 조사시설

        - 연구용 2기 : 고준위 100만 Ci, 저준위 1만 Ci

        - 상업용 1기 : 고준위 100만 Ci를 민자로 유치

     o 시험농장 및 감마온실

     o 10MeV 전자가속기, 300KeV 이온빔조사시설, 30MeV급 Cyclotron, 

       실험동물 사육실

 (3) 주요기능

     o 암 진단 및 치료용 표지화합물개발 등 의료산업기술개발

     o 대규모 화학공장 진단기술개발 등 공업기술개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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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방사선 추적자를 이용하는 대기 및 하천 오염 추적에 사용되는 기술     

          개발로 환경산업 육성

     o 비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방사선을 이용하는 식량 및 공중 보건 제품의   

          위생화 기술개발

     o 방사선을 이용하는 위생처리 식품생산 및 신제품 개발과 공급

     o 방사선에 강한 재료를 개발하여 우주 항공산업 및 원자력 이용에 활용

     o 부가가치가 높은 중금속 흡수 회수제를 개발하여 자원산업에 기여

     o 가교기술을 이용하는 고분자재료, 세라믹 등 신소재개발

 (4) 추진현황 

     o 2001. 2.:과학기술부에서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설립 계획보고

     o 2001. 5 ∼ 현재 : 70여 회의 공개토론회 및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o 2001. 8. : 건설기본계획 수립 (약 13.8만평)

     o 2001. 8∼10. : 전북 정읍시 보상계획공고 및 감정평가 실시

     o 2001. 11. : 과학기술부에서 센터설립사업 시행계획 정부고시

     o 2002. 1. : 전북 도청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

     o 2002. 12 ∼ 현재 : 건설 1차 공사

     o 2003. 2. ∼ 현재 : 부지 100필지 중 92필지 매입 

 

 (5) 추진계획

     o 2003년 :

       - 부지조성공사 완료, 본관동 및 연구동 기본시설과 인프라구축

       - 주요 방사선조사시설 설계 및 시험농장 이전

     o 2004년 :

       - 주요 방사선조사시설 설치 및 연구원 이주

     o 2005년 :

       - 방사선조사시설 설치 완료 및 부대시설 완공, 연구착수

       - RT관련 산업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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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연차별 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01 ‘02 ‘03 ‘04 ‘05 총사업비

금액 8,000 6,700 7,000 18,636 7,415 47,751

           

2. 권역별 Cyclotron 센터 구축

우리나라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할 수 있는 Cyclotron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

기관은 서울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다. PET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도 선

진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 각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에서도 방사

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치료가 증가함에 따라 Cycltron을 외국에서 도입하려는 움

직임도 있다. 정부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혜택을 전 국민으로 확산하고 원자력

이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로 Cyclotron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 다. 

즉, PET 핵종 생산시설을 권역별로 분산하여 설치함으로서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전국적으로 의료혜택을 받게 함으로서 지역 간 격

차를 해소하고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Cyclotron을 설계․제작하고 운 해 본 경험이 충분함으로 국가사업

으로 권역별 Cyclotron센터를 구축하여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공

급하는 체제를 운 할 수 있는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4개 지역의 권역별 Cyclotron

센터구축사업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목적

     o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이용과 방사선치료를 전국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30MeV급 Cyclotron 제작기술을 개발하고 권역별로 선정된 4개 지역에   

          공급하여 방사선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방사선 센터를 구축  

          하는데 있음.

 (2) 사업내용

     o 30MeV Cyclotron개발

     o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취급하는 납 핫셀 10기, 산업용 방사성동위   

          원소를 취급하는 콘크리트 핫셀 4기, 방사성의약품 생산용 GMP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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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설치 

     o 30MeV 이온빔 수송 및 진단시스템 개발

     o 이온빔 계측 및 이용기술개발

 (3) 소요사업비

     o 13MeV Cyclotron 4기 제작 : 약 30억원

     o 30MeV Cyclotron 부품제작(magnet, RFC외부 이온원 등) : 20억원

     o 차폐시설설계 및 제작/설치 : 10억원   

     

                                                            (단위 : 백만원)

연도 ‘02 ‘03 ‘04 ‘05 ‘06 총사업비

금액 - 3,000 3,000 - - 6,000*

    * : 유치기관의 matching fund 포함

 (4) 기대효과

    o Cyclotron으로 생산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이 국내시장을 80% 점유할  

         경우 연간 약 40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음.

    o 다양한 종류의 Cyclotron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음.

    o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PET를 지방으로 확산하여 방사성 의학품의 혜택을  

         통한 ‘삶의 질’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민홍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 방사성동위원소 분배센터 및 유통체계구축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Cyclone-30, MC-50 및 부대 방사성동위원소생산 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국내․외에 공급함으

로서 안정적 RI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수출입 및 분배 등 유통체계를 확립한다. 장

기적으로 RI 생산을 다양화할 수 있는 원자로 및 가속기를 개발(RI생산전용로, 대

형 양성자가속기, 대전류 음이온싸이클로트론,  PET핵종 생산용 싸이클로트론 등)

하고 이를 사용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한국원자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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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병원,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PET 소유병원 등에 이 시설들을 확보하도록 

지원함으로서 RI 수급문제 조절 등이 원만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동

남아 지역국가의 RI생산․공급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

여 우선적으로 국내 RI를 분배하고 유통하는 운송망구축과 RI폐기물 중앙집하소를 

설치하여 운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조속히 선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 RI 분배센터 및 유통체계구축사업

 o RI폐기물 중앙집하소 설치 : 약 200억원

   - 주요설비 : 소각․압축시설

 o 운송망 전담구축 및 운용에 대한 제도협의 

 o 운송망 전담관리기관 지정

나. 분배센터 및 운송망 구축에 고려사항

 o 한정된 시장을 효율적으로 유통하도록 system구축

 o 권역별 Cyclotron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설치․운  

제 2절. 기술 개발

1. 의료 및 산업용 RI생산

가. 기술개발 현황

 기존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시설을 최대로 활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하고 상업적인 생산․분배 등을 통하여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방사선 

및 동위원소 이용관련 시설, 인력 및 장비를 집중적으로 확충하여 시설이용의 상승

효과를 극대화한다. 기술개발분야에서는 방사선 이용분야에서 공통으로 응용할 수 

있는 전체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기반기술을 우선적으로 육성한다. 

산업, 의료, 연구분야에 다양하게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는 방사

선이용분야의 기본 물질이므로 국내의 안정된 공급과 가격유지를 위하여 국가 차원

의 기술개발과 유지가 필수적이다.  현재 RI 생산 자급율 5%에서 2010년에는 25%

로 늘리고 해외 수출도 추진하기 위하여 하나로, Cyclone-30, MC-50 및 부대 동위

원소 생산 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의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대량생산 후 국내외에 

공급하도록 한다. 개발여건이 좋은 핵종부터 생산․공급한다. 즉 국내 수요 공급과 

아울러 해외수출 가능성을 고려한  상용공급 전략이 필요하므로  대량생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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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성, 제품의 특성, 그리고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핵종을 선정한다.  상업성은 다

시 제품의 측면과 생산의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제품의 측면에서 보았

을 때 우선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동위원소 수요의 절대량이 커야하며 아울러 그 

단가가 상업성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높아야 한다. 한편 생산의 측면에서는 생

산을 위해 제반 시설의 단순성과 투자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구속조건은 

몇 개의 동위원소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되는 동위원소의 핵

적 특성으로 안정된 반감기는 포장 및 운송의 문제와 직결되며 특히 신뢰성 있는 

운송망과 배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격감될 수 

있다. 공익성으로서 특히 의료용 동위원소 및 과학연구에서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이

다. 이와 같은 공익성 문제는 정량화하기 어려운 항목으로서 공익성이 상업성에 우

선하는가에 대하여서는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동위원소에 대한 

국내 수요가 안정적인 수입선에 의해 충당될 수 있으며 또한 수출품목 대상에서 제

외할 경우 이들 원소의 생산은 전략적 생산 품목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 것이

다. 상업성이 있는 동위원소로는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Mo-99/Tc-99m, I-125, 

Ir-192, I-131, Cr-51, Y-90, Sr-89, Ho-166, Sm-153, Re-188 와 싸이클로트론에서 

생산되는 Tl-201, Ga-67, F-18, I-123, In-111 등이 될 것이다. 공급규모가 큰 핵종

의 상용제조 시설(Fission moly,  Tc-99m 발생기, 대단위조사용  Co-60 선원, PET 

핵종 등)을 우선적으로 구축한다.

◦ 의료 및 산업용 동위원소 운반용기를 개발

   - 방사성동위원소의 원재료로 쓰이는 안정동위원소 및 산업용/의료용 안정동  

        위원소의 효율적인 공급 및 국가적 자립도를 위한 안정동위원소 분리생산  

        기술(레이저 및 플라즈마 분리법,  분리막 확산법)을 개발한다.

◦ 첨단 핵의학 분야 기술 발전을 위한 방사성 의약품 개발

◦ 상용 방사성동위원소 양산체제 구축

◦ 고부가가치 방사성동위원소 제조기술 및 조사기술 개발

◦ 방사성의약품 생산 체제 구축

◦ Fission Mo 생산 관련 기술 개발 

◦ 의료 및 산업용 동위원소 운반용기 개발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용 다수요 안정 동위원소 생산기술 개발 

◦ 기타 대단위 조사용 Co-60 생산사업 추진.



- 54 -

나.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02 ‘03 ‘04 ‘05 ‘06 총소요액

금액 4,900 5,800 6,800 7,100 7,200 31,800

2. 방사선의 공업적 이용기술

가. 반도체 제조

 전자선을 미세하게 집속하고 기판상의 레지스트에 노광시켜 패턴을 형성함으로

서 고 도직접회로(IC), 대규모집적회로(LSI) 등의 반도체소자 제조에 활용하는 기

술이 선진국에서 실용화 역에 도달하 다. 전자선 로광으로 Å단위까지 패턴을 형

성할 수 있어서 UV보다 미세가공이 가능하지만 레지스트기판에서의 산란이 크고 

선폭이 변화하는 결함도 있어서 앞으로 보완점도 지적되고 있다.  

나. 생체재료제조

 저온에서도 방사선이 반응을 개시할 수 있는 특징을 이용하여 효소, 균주, 항암

제, 홀몬 등의 의악품을 저온에서 고정화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미생물, 효소, 

약물 등의 생물활성물질을 고분자 재료 등의 담체에 고정화함으로서 생물활성체를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낮은 온도에서 안정한 과냉각상태가 되면서 방사선 중합

성을 나타내는 단량체를 저온 방사선중합을 이용하여 약제 또는 항체와 같은 생물

활성체를 유효하게 고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중합촉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분순물이 없는 고정화물을 얻을 수 있다. 고정화조건을 적절히 선택하면 고분자중

에 고정화된 약제는 시간에 따라서 고분자로부터 서서히 빠져나와 방출(서방성)된

다. 예를 들면, 저온 방사선 중합에 의해 항암제 등을 소수성 단량체로 고분자에 고

정화시키면 수개월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원하는 속도로 용출시킬 수 있다. 담체의 

흡수율 및 다공성, 약제의 농도분포 등을 조절해서 약제의 방출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다. 우라늄 포집 기술  

 방사선 조사에 의한 고분자 재료의 합성이나 개질은 방사선이 고체중이나 저온

에서도 용이하게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능성 재료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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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기능성 고분자 재료의 연구개발은 방사선에 의해서 고체 중

에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특징을 이용하여 그라프트 중합에 의한 분리기능성 

고분자 재료의 연구가 일본, 미국등 선진국에서 연구중에 있으며, 특히 해수중에서 

우라늄을 포집하는 기술은 앞으로 우라늄 원료의 고갈 및 고가화 등에 대비하여 연

구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폐액에서 부터 유용금속이나 유해금속의 선택분리 목적

으로 금속포집기능과 선택투과기능을 가진 고분자 재료개발 연구와 기체중 유해가

스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고효율 흡착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라. 초내열성 섬유

 규소계 유기고분자 섬유로 부터 방사선을 이용하여 세라믹 섬유를 합성하는 기

술이다. 원료인 카르보실란 섬유의 불용화는 열산화로 가능하지만 방사선으로 가교

하여 불용화하는 기술이 일본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되어 상용화되었다. 방사선에 

의한 경화처리방법은 탄화규소내에 산소함량이 현격하게 감소하게됨으로서 열처리 

경화법과 비교하여 섬유의 내열성이 500℃이상 향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

한 초내열성 섬유는 우주, 항공재료 및 핵융합로의 소재로 사용된다. 

마. 복합재료제조기술 

 방사선에 의한 경화시스템은 전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열경화시스템보다 경화

속도가 훨씬 빠르고, 경화시키는데 저온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고가의 주조설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독성의 화학 경화제를 사용하지 않고, 경

화가 전자선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화제를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경

화시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으며, 휘발성 성분(VOCs) 배출이 열경화 시스템에 비

하여 1/10 이하이며, 가공비가 열경화시스템보다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전자선 경화형 복합재료는 항공기, 우주선, 자동차, 선박, 전자회로기판, 미사일 

부품, 잠수함, 부식방지 건물 부품, 스포츠 용품, 예를 들면 골프 클럽의 shaft, 스

키, 테니스 라켓 제조에 활용이 가능하다. 

바. 폐플라스틱/고무 재활용 기술

 불소수지는 내열성, 내약품성이 우수하여 특수용도에 다량 사용된다. 그러나 가

공성이 나쁘고, 사출이 곤란하여 제품 생산시 절삭 등 기계가공법이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가공할 때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이러한 폐불소수지에 방사선

을 조사하여 주쇄를 절단함으로서 분자량을 낮춰서 분말상이나 grease상으로 바꿔 

윤활제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현재 국내는 기술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 수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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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여 외국에 보내 처리하거나 매립하기 때문에 환경 공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tm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폐불소수지를 방사선 조사

하여 기계분쇄, jet mill분쇄 등을 통하여 분말화하고, 이것을 잉크의 윤활성을 높이

기 위한 첨가재료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범용 플라스틱의 윤활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첨가재료로도 사용하고, 또한 불소수지 파이프, 로드 등의 원료수지로 재활용하

여 사용하고 있다. 

사. 라텍스 경화기술

 라텍스의 가교는 주로 황을 라텍스에 첨가하고 가열하여 경화시키는 전통적 방

법이 사용되고 있다. 수술용 장갑 등은 사용 후 소각․처리되는데 가황법으로 만든 

장갑은 유해한 SO2 가스가 배출하게 되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방사선방법은 

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텍스 장갑속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이 피부에 심한 알레르기반응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미국에

서는 단백질잔류허용치를 초과하는 장갑의 수입을 수년 후에는 규제할 것이라고 한

다. 방사선법으로 가교시켜 만든 라텍스장갑은 전통적으로 유황을 첨가하여 만든 

장갑보다 단백질함량이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일본 원자력발전소

에서 사용하고 있다. 

아. 원전유기재료 내방사선성 평가

 원자력 선진외국의 경우, 국내 및 국제공동연구 Program을 통하여  원자로의  

열화평가 및 수명예측을 위한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 기술 중 케이블의 

열화평가, 수명관리 및 수명연장을 위한 연구로 NRC주도로 수행하고 있는 Nuclear 

Plant Aging Research Program(NPAR), IAEA주도의 Plant Studies on the 

Management of NPP Aging and Plant Life, EPRI와 DOE주도의 Nuclear Plant 

Life Extension Program (NUPLEX) 등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여러 국제공동연구 Program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 원자

력연구소(JAERI)를 중심으로 원자력시설의 주요기기 부품의 수명평가기술을 연구

하고 있으며, 원전용 전선·케이블의 열화평가기술은 다까사끼 방사선화학연구소

(JAERI, TRCRE)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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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02 ‘03 ‘04 ‘05 ‘06 총소요액

금액 2,100 2,600 3,100 3,900 5,100 16,800

3. 방사선 농업 및 식품조사기술

가. 선진국 기술개발동향 및 기술수준

 1995년 UR 협상과정에서 식품교역의 검역분쟁 해결과 식품 위생화를 위해 방

사선조사 식품의 교역이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2001년 10월 23∼25일 국제 방사선 

식품조사 자문위원회(International Consultative Group on Food Irradiation, ICGFI) 

18차 회의(이탈리아, 로마)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제적 실용화 확대를 위한 규정

과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국제기구(WHO, FAO, Codex 등)에 제안 협의 중에 

있으며, 이에 함께 식품 방사선 조사기술에 대한 FAO/WHO/IAEA, US FDA 및 

USDA 등의 적극적인 실용화 추진에 따라 연간 수십만 톤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이 방사선 처리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식품․생명공학분야의 연구개발은 각 국에서 국가주도 연구체계를 갖추고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인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

으로 부각되고 있다. 생명공학의 비약적 발전은 유전자정보의 조작으로 포유류의 

cloning, 특정 질병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확인, 유전자치료의 시도 등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 이와 함께 서로 다른 성질의 기술을 복합적으로 응용하려는 시도가 진

행 중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기능성식품 및 소재를 21세기의 식품․생명

공학 산업계를 주도할 품목으로 예시하고 있음. 특히 천연 식품소재로부터 생리활

성이 있는 단일 유효성분 개발, 식품의 생체조절기능 해석 등의 연구에 중점을 두

고 있다. 건강을 증진시키는 소재는 식품으로부터 섭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치아관리나 cosmeceuticals(섭취했을때 피부, 머리카락, 눈 그리고 손톱에 효과가 있

는 식품, 음료수 또는 보충제)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도 양에 대한 역할이 알려

지면서, 식품시장은 이제 스포츠 양, 치아 치료, cosmeceuticals와 눈 건강 등을 

포함하는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접근하고 있다.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향에 대한 

관심 고조 및 기능성식품 원재료 수요증가에 따라 안전한 저장/유통을 위해 감마선 

조사 위생화 기술의 적용이 산업체로부터 요구되고 있다. 21세기 식품에 거는 소비

자의 기대는 새로운 식품가공방법 즉 고압(high pressure processing), 전자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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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magnetic techiques), 상승효과(synergy-based techniques) 등 식품에 최소

효과를 내는 기술의 보편화를 기대하고 있어 방사선 조사기술도 이와 함께 기대를 

받고 있다.

농수축산물 및 공중보건산물의 국가 간 교역에서는 검역관련 유기체의 사멸/방

제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가스훈증법[MBr, ethylene 

dibromide(EDB), EO, phosphine 등], 물리적 방법(저온처리, 열처리, 환경기체조성 

조절 등), 생물학적 방법 (host susceptibility, inspection 등) 등이 연구 개발되어 선

택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상의 방법 중 EDB와 EO는 안전성의 문제로 이

미 사용이 금지되었고, 현재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MBr도 Montreal 의정서 협약에

서 오존층 파괴 물질로 판명되면서 주요 국가들에 의해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등 신선한 농산물에는 이미 MBr의 사

용을 금지시킨 바 있으며, 2015년 이후에는 국제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전망

이므로 이에 대한 대체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따라서 MBr의 대체기술 확보를 위

하여 국제환경위원회(UN Environment Committee, 23개국 대표자들로 구성된 

Methyl Bromide Technical Options Committee, 1993∼1995)에서는 물리․생물학적 

방법, 훈증제, 살충약제 등의 안전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농축수산물의 수확 후 비약제(non-chemical) 처리 방안으로서는 방사선 조사

(irradiation)나 저온처리 등의 연구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방사선 조사기술의 산업화와 식품 교역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표시규

정(labelling regulation)의 일반화, 교역국간의 합의 규정(harmonized regulation) 마

련, 방사선 처리 수출품에 대한 조사와 기록의 첨부 등이 필수적으로 요망된다. 

   

나. 국내기술 개발동향 및 기술수준 

  ‘87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지원으로 민간기업에 의한 국내최초 상업용 조

사시설이 설치되어 산업화를 달성하 고, ‘87, ‘91, ’95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국제기

관의 연구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3개 식품품목군(약 30여종 식

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 허가를 취득하여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2000년 10월 1

일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준 공정(법규) 및 신규 품목허가 신청과 입법 예고안(2000. 

12. 23)의 성공적 수행으로 본 연구분야를 국내에서 실용화 및 산업화하는데 필수적

인 기반을 확립하 다. 또한, 원자력중장기 ’92∼’01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체에

서 국내 제2의 방사선 조사시설이 건설되어 시험가동 중에 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식품에 대한 방사선 이용의 국내 유일한 연구기관으로

서 식품산업의 가공공정 개선과 문제핵심분야의 대체기술 개발로 조사식품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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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 확대 연구가 수행 중에 있다. 그러나, 방사선을 이용한 수출입 농수산물의 

교역증진을 위한 검역처리기술 개발 연구는 본 연구소의 방사선식품공학기술개발부

에서 처음 시작하여 초보단계의 연구수준에 있다. 최근 미국 및 세계곳곳에서 발생

하고 있는 생물학적 테러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방사선 이용분야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기반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실증 적용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방사선을 이용한 천연식물자원으로부터 유효성분을 추출하고 추출물의 불용색소 

및 유해물질을 제거/정제/가공하는 기술이 세계최초로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식

품공학기술개발부에서 개발되어 공중보건용 고부가가치 기능성 신소재 대량생산기

술 및 생리활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

발된 천연소재를 나노사이즈로 분쇄한 후 multicapsulation기법으로 다중막을 형성

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탁월한 효과를 가진 식품/공중보건용 천연 신소재 정제/가공/

생산기술을 세계최초로 개발하여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고 산․연 공동 벤처설립 

추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용 등 고부가가치 천연기능성신소재의 생산/가공기술을 개

발한 결과는 2,000억 달러 이상의 세계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식품․생명공학분야 

관련 산업에서 이용되고 파급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이며, 기술 선점을 통한 국제

시장에서 국내생산업계의 생산성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식품 및 공중보건 산물의 검역 및 품질관리는 그 종류에 따라 분산

도가 높은 실정이며, 방사선 조사 식품/공중보건산물의 교역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

에서 이를 각 부처 및 검역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2000년 

현재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건조 농산물의 수입량이 연간 10만 톤을 넘어섰으며 

이들 중 상당량이 방사선 조사 처리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마땅한 

검역/조사여부 판별/관리 시스템이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다.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02 ‘03 ‘04 ‘05 ‘06 총소요액

금액 4,300 6,700 8,600 10,900 13,300 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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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및 수준 요약

구분

기술개발동향 기술수준 문제점

선진국

(G7)

o 방사선 식품․생명공학기술은 ‘90년대 초반

부터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뒷받침과 

WHO/IAEA /FAO 등의 국제기구와 선진국 

보건당국(FDA 등)의 주도에 의해 실용화 

기반이 마련
o 방사선 식품․생명공학기술은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에서 본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02년 현재 

선진국 포함 40개국에서 식품에 방사선 조

사 허가 및 활용)

o 최근  UR/GATT에서는 국제식량교역의 검

역분쟁 해결과 식품 위생화를 위해 방사선

조사 기술의 사용을 수용하 고, UN 환경위

원회에서도 환경친화적 기술로서 적극 추천

하고 있음 
o 선진국에서는 건강증진 기능성식품을 21세

기의 식품산업계를 주도할 품목으로 예시되

고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식품․생명공학 

신소재 개발을 위한 RT/BT/NT 등의 병용

기술이 급성장하고 있음
o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기술은 현재 EU를 

중심으로 활발히 수행 중에 있고, 일부방법

들은 실증연구 증에 있으며, 방사선 이용 검

역관리 체계구축은 선진국/국제기관의 주요 

사업으로 진행중임

o 방사선 식품․생명공학

  기술의 실용화 확대 및

  새로운 응용분야 연구에

  중점

o 소비자 수용성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까지 미흡

o 소비자 수용성 및 국

민이해 증진사업의 

진행

  필요 

o 국제적 harmonized 

  regulation이 없음

한국

o ‘87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지원으로 민

간기업에 의한 국내 최초 상업용 조사 시설 

설치, 산업화 달성(13개 식품품목군 약 30여

종에 대한 방사선 조사허가 취득)
o 국내에서 본 기술을 이용한 ‘01년도 식품류 

수출금액은 총액 2억 달러(한화 2,400억원)
o ‘02년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식품․생명

공학에 대한 방사선 이용의 국내 유일한 연

구기관으로서 식품․생명산업의 핵심문제분

야 대체기술 개발을 위한 RT/BT/ NT 병용

기술 연구가 수행 중에 있음
o ‘97∼’02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방

사선 방호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여 효능실

증 및 제품화가  추진 중에 있고, RT/BT 

병용기술 이용 내수 및 수출용 고부가가치 

공중보건 신소재 제품개발 연구가 수행 중

에 있으며 산학연 협동연구 및 소내벤처 설

립이 추진 중에 있음
o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기술 표준화 및 검

역관리 체계화 연구는 ‘97.-’02. 까지 원자력

중장기사업으로 기초기반연구가 수행 중에 

있음

o 방사선 식품․생명공학기

술에서 식품의 위생화 및 

저장가공기술의 일부분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
o 방사선 식품․생명공학

  분야의 새로운 응용연구

  는 선진국 기술보다 우위

  를 선점한 상태로 계속적
  인 정부의 연구지원으로 

  본 분야 기술의 2010년

  G5 진입 계획

o 소비자 수용성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까

지 미흡

o 소비자 수용성 및 국

민이해 증진사업의 

진행 필요 

o 정부 관계당국의 본 

  기술 활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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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핵심기술 비교국명

국내기술수준

1단계

(‘97-’00

)

2단계

('00-‘02

)

3단계

(‘03-’06)
근거

- 특수식량의 위해 안전성 및 저장 

  안정성 확보기술 개발

- RT/BT 이용 식품․생명공학용 신소재

  /신제품 개발

- RT/BT 이용 식품 유해물질의 제거 및

  저감화 기술개발

-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 평가 및 

  소비자 수용성 증진 연구

- 방사선 대응 아급성장해 (면역/조혈/

  원줄기 세포장해) 극복 생체방어 

  기능성식품개발

- 방사선 만성장해(발암) 억제 기능성

  식품 개발

- 방사선 조사에 의한 기능성 식품 

  원료의 위생화 기술개발

- 방사선장해 억제 천연물질 개발 및 

  복합처리에 의한 방어효능 증대기술

  개발

- 방사선 조사 식품의 물리적 검지방법 

  개발 

- 방사선 조사식품의 생물학적 검지방법 

  개발 

- 방사선 조사식품의 화학적 검지방법 

  개발 

- ELISA를 비롯한 새로운 방법 연구

- 국제식량교역에서 검역관리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G7 국가

G7 국가

G7 국가

G7 국가

G7 국가

G7 국가

G7 국가

G7 국가

G7 국가

G7 국가

G7 국가

G7 국가

G7 국가

50%

40%

50%

60%

50%

40%

40%

30%

50%

40%

40%

30%

20%

70%

60%

70%

75%

70%

60%

60%

40%

70%

60%

60%

50%

30%

100%

80%

90%

90%

80%

70%

70%

60%

100%

100%

100%

80%

50%

- 본 기술관련 국외

  (SCI) 학술논문

  게재 및 발표 현황 

  분석 결과

- FAO/IAEA/RCA/CRP 

  등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국제적 동향/

  기술정보 수집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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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원자력분야 플라즈마 공정기술 

국내의 경우, 플라즈마연구는 대체적으로 몇 개의 대학과 국립연구소에서 기초 

및 응용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플라즈마연구의 많은 부분은 핵융합장

치 개발에 역점을 두어 왔다. 박막증착공정, 가스분해공정 등은 반도체산업 등에 활

용되고 엔진배가스처리, 토양오염정화, 탈황탈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저온 플라즈

마 공정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핵변환 및 수소제조에도 적용할 수 있는 플라

즈마기술들도 연구․개발하고 있다
27)
. 산업체에서 플라즈마기술을 활용하는 현황으

로서는 원자력분야는 한국수력․원자력공사에서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공정에서 

고체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비 원자력분야에는 약 70여개의 산업체가 

정  용정 및 절단 장치제작, 플라즈마 전원, 플라즈마 코팅장비, 표면개질장치 등

을 개발하고 제작․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플라즈마기술 이용은 원자력 

분야보다는 비 원자력분야인 산업공정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원자로 계통, 증기발생기 배관, 시험로 등의 해체된 시설물의 제염 

및 감용, 고준위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물리․화학적으로 오염된 설비의 제염, 

부식생성물, 핵분열생성물, 초우라늄 원소 등의 제거, 습식 및 건식 폐기물의 처리 

등에 플라즈마의 활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도 관련연구의 활성화가 시급하며, 국제학술회의 (ICONE, 

ISPC 등) 참여, 해외 연구기관 방문을 통한 관련 연구자들과의 연구협력기반을 구

축하고 이들과 기술적인 교류를 활성화시키며, workshop 개최 등을 통하여 플라즈

마 응용연구를 확대해 나가고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비 투자확대 등을 통하여 전

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특히, 플라즈마 발생장치 개발의 경우 국내 업체의 세

화로 다양한 조건에서 적용이 가능한 장비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의 

경우 수백 kW 규모로 출력이 가능한 플라즈마 동력장치를 연구에 활용하고 있으

나, 국내의 경우 5 kW 이하의 규모로만 기술개발이 되어있는 점 등으로 판단해 볼 

때, 관련 기술의 국내 발전을 위해서는 주변기술 개발의 투자와 함께 플라즈마의 

원자력 분야 응용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플라즈마를 원자력

에 이용하는 기술개발로서는 원자력설비의 제염 및 해체기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기술,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 기술과 플라즈마공정 관련 장치의 개발이다. 

2007년까지 개발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요소기술과 연차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o 원자력 설비의 제염 및 해체기술개발

   - 건식 표면 제염특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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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식 단위설비 제염특성연구

   - 시설․장치 절단 및 해체 기술

   - 오염확산 방지기술

o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기술

   - 장반감기 핵종분리기술

   - 소각․유리화 기술

   - 감용/재활용/회수 기술

   - 플라즈마 공정 배기체 처리기술

o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가공기술

   - 사용후핵연료 분말제조기술

   - 사용후핵연료내 불순물 제거기술

   - 플라즈마 소결 기술

   - 핵연료 플라즈마 코팅기술

 o 플라즈마 관련 장치 개발

    - 30 kW급 상압/ 고진공 플라즈마 토치 및 주변장치 개발 

   

                                                              (단위 : 백만원)

연도 ‘03 ‘04 ‘05 ‘06 ‘07 총연구비

금액 2,000 3,000 3,000 3,000 4,000 15,000

5. RI생산전용로 및 CNS 구축사업28)

가. 냉중성자 연구 기반시설 구축 및 응용기술 개발

(1) 목적

    o 21세기 첨단 기술인 BT, IT, NT, ET분야의 기초기반 연구시설인 냉중성  

         자 이용연구시설 구축

    o 특히, 생명공학분야의 핵심기술인 단백질구조 결정을 연구하는 회절장치의  

         설치는 1∼100nm 역에서 물질의 ‘구조와 운동’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특성을 규명함으로서 이 분양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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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

    o 냉중성자선원 기술개발과 시설 설치

    o 냉중성자 실험실 설계 및 구축

    o 구조생물학 연구시설인 중성자 회절장치 설치 및 분석기술개발

(3) 소요 연구비

    o 2003년 사업비 : 14억원

      - 냉중성자선원 설계 기술 개발 

      - 냉중성자실험실 설계  

      - 중성자 안내관 설치 기술 개발  

      - 중성자 회절장치 분석 기술 개발 

   

                                                               (단위 : 백만원)

연도 ‘03 ‘04 ‘05 ‘06 ‘07 총사업비

금액 1,400 4,800 11,400 16,900 8,600 43,100

  

(4) 사업 기대효과

   o 「하나로」연구용원자로를 기반으로 하는 RT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인  

         IT, BT, NT, 양성자가속기 활용 등과 연계하는 첨단기술개발

   o 특히, BT산업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신약개발의 핵심이 되는 단백질의   

        수화수가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해석이 가능하여 생명공학 분  

        야의 신약개발에 기여

   o 국가전략 기술분야의 필수적인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수행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기술력을 튼튼하게 함.

   

나. 동위원소생산 전용 소형원자로개발

 세계적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려는 필요성은 항상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사용량이 많은 국

가에서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수입에 의존하려는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캐나다가 

의욕적인 RI 생산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원자로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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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 제작기술 보유국으로 최근에 소형 PET용 싸이클로트론 개발도 성공하 기 때

문에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RI 생산 및 수출국으로 부상할 수 있

는 아시아지역 ‘RI생산․공급센터’ 구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를 위하여 RI생

산전용로를 다음의 계획과 같이 건설하면 기존의 연구용원자로 ‘하나로’로부터  

back up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외 시장에 동위원소를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o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생산 전용원자로 및 부대시설 건설

(2) 사업내용

    o 타당성분석

      - 기술적 측면 : 방사성동위원소생산을 전용으로 하는 5∼10MW급 소형  

                          원자로의 개념검토 및 기술적인 타당성 분석

      - 경제적 측면 : 일본, 중국, 한국에서 소요되는 방사성동위원소 공급      

                        예측, 초기 투자비 및 운전․유지비 등 경제성 검토

      - 정책적 측면 : 환경친화성 및 핵 비확산성을 고려하고 외국에도 수출   

                         할 수 있는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o 설계인증 및 안전성 관련 인허가검토

      - 원자로 및 원자로계통 설계

      - 방사성동위원소 분리 및 추출계통의 방사화학, 방사능, 열수력 설계

      - 설계인증 및 안전성분석 관련 인허가 요건 정리

(3) 소요연구비

    o 2003년 사업비 : 2억원

       -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분석

   

                                                               (단위 : 백만원)

연도 ‘03 ‘04 ‘05 ‘06 ‘07 총사업비

금액 200 6,800 27,000 13,350 2,65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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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o 소형의 방사성동위원소생산 전용로의 기술확보 및 해외 수출이 가능함.

    o 핵분열생성물에서 추출하는 Mo에서 만들어지는 Tc-generator는 전과 같  

          이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지는 않지만 국내수요를 안정하게 공급할   

          수 있고, 인접 국가인 일본과 중국에도 공급함으로서 아시아지역의 방사  

          성동위원소생산 및 공급센터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o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서 의료기술 수준을 향상시   

         키고 관련 산업육성에도 기여할 것임.   

제 3절. 전문인력 양성

2002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국의 방사선학과는 매년 모집인원과 재학생 수는 

표 9와 같다. 원자력공학과가 있는 일반 대학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보건대학에서 

병원에서 방사선을 이용하는 PET, Cyclotron, MRI, CT 등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학과과목이 구성되어 있다. 매년 모집 인원은 약 

1,900명이고 재학생이 약 3,900명임으로 일반대학에서 졸업하는 인력을 포함하여 매

년 약 2,000명 정도의 인력이 방사선 교육을 받고 배출되는 셈이다. 한편, 2001년 

말 기준 16,857명의 방사선작업종사자 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 이용분야에서 피폭

선량을 분기별로 보고하는 자료를 집계한 것이다29). 이는 2000년도의 15,925명에 

비하여 900여명 증가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로 취업

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연간 배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수요 대비 공급이 

훨씬 웃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자력이용 방사선분야의 연간 매출을 10%에서 30%로 성장시키는 목표연도인 

2010년까지 필요한 인력양성을 고려 할 경우, 지금의 3배가됨으로 약 30,000명의 인

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단순하게 추산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수준으로 매년 

2,000명씩 인력이 배출되면 앞으로 8년 간 16,000명이 배출된다. 이는 2010년까지 

필요한 인력의 ½정도를 배출하는 셈인데, 인력수급은 산업체의 필요에 응하여 배

출되고 교육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년 방사선과를 졸업하고 방사선분야로 취업하

지 못한 인력을 포함한다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010년에 필요한 인력을 공

급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 

전문대학의 방사선에 관한 교육내용도 원자력이론, 방사선학개론, 방사선물리학, 

방사선생물학을 비롯하여 병원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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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핵의학검사기술, 초음파 상, 전산화단층 상 등에 대한 과목으로 방사선이

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방사선계측과 관련되는 전기 및 전자공학은 이

론과 더불어 실습을 통하여 기본적인 개념과 방사선검출에 대한 실무교육에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과정을 이수한 인력

들을 병원이나 방사선을 이용하는 산업현장에서는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며, 방사성동위원소협회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실무

교육 또는 재교육으로 필요한 인력은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방사

선이용분야에서 전문인력은 산업현장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으로서 미국 실리콘벨리에 있는 foothill college와 같이 각 전문대학에

서 현장중심인력을 양성하면 될 것이다. 방사선학과가 있는 전문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방사선학과 내용과 연간 배출되는 인력, 우리나라의 RT산업증진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앞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

소이용 산업체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한 고급인력을 배출하는 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별도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만약, 방사선분야의 고급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도 전문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을 

현재 수행 중인 사업에 참여시켜 훈련하거나 또 사업을 같이 수행하여 고급인력으

로 양성시킬 수 있다. 특히, 2004년부터 과학기술개발과 연구를 위한 고급인력을 양

성하려고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립대학원의 전문강좌에 방사선학과 전문 

또는 특수강좌를 개설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즉, 방사선

이용분야의 원천지식 및 신개념을 창출하거나 세계수준의 탁월성을 추구하는 연구 

인력 또는 기술의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형 인력, 지적재산관리인력, 앞으로 

과학기술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는 기존 대학 및 대학원과 연립

대학원을 이용하여 양성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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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전국대학 방사선학과 현황(2002년 기준)

대학명 학과명 모집인원 재학생

가야대학교 방사선과 43 -

가천길대학 방사선과 45 116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방사선과 120 340

광양보건대학 방사선과 80 180 (240)

광주보건대학 방사선과 33 90

김천대학 방사선과 88 214

대구보건대학 방사선과 261  -  (720)

대구산업정보대학 방사선과 46 137

대전보건대학 방사선과 170 480

동남보건대학 방사선과 127 341

마산대학 방사선과 80 214

목포과학대학 방사선과 72 165

부산가톨릭대학교 방사선학과 60 189

서울보건대학 방사선과 101 244

서해대학 방사선과 96(80) 220

신구대학 방사선과 80 -

신흥대학 방사선과 96(80) 248

안산1대학 방사선과 38 117

연세대학교(원주)* 방사선과 40 -

원광보건대학 방사선과 83 228

제주한라대학 방사선과 80 171

한서대학교 방사선과 40 130(160)

계 1,879 3,824

주 1. (  )은 정원수

   2.  *은 2002년 신설

제 4절. 제도 개선

제2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진흥종합계획에 이어 과학기술부에서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 고, 「원자력시



- 69 -

설방호 및 방사능방제법」도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국회를 통과한 「방

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은 2002년 12월 26일 법률 제 6814호로 공포되

어 2003년 7월에는 발효된다. 본 진흥법에서는 정부에서 방사성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에 대한 계획과 시책을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것 외에 산업체에서 방사선이용을 

증진하도록 RT이용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과 정부업무의 위탁과 방사선이용 산업

의 진흥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서 2003년 1월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

소이용진흥법시행령(안)」이 과학기술부에서 마련되어 현재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으며, 2003년 3월에는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친 후 4월이나 5월에

는 국무회의 심의 후 공포할 예정이다. 이 시행령에서는 진흥계획의 연도별 시행계

획수립,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협회 및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공제

조합의 운 , 정부업무의 위탁 등에 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어 앞으로 RT 연구

개발․이용, 관련 산업육성에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방사선이용에 대한 법과 시행령의 제정 및 공포, 방사선이용에 대한 연구

와 기술개발은 정부주도로 추진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RT이용 산업활성화는 정부

주도로 되기보다는 산업발달에 따른 산업체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

개발과 연구를 주관하는 과학기술부에서 RT이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사

선을 취급하는 산업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제도를 제정함으로

서 사업자들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그 동안 보고제도의 개선과 단순신고 범위의 확대 등이 1997년부터 실시되었고, 방

사선안전관리책임자 선임규정폐지, 안전관리규정 승인규정폐지, 규제면제의 확대 등

이 1999년에 개선되었다. 또한 현장검사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시설검사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정기검사의 서면검사제도도입, 안전관리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면제제

도를 도입하고 정기검사주기를 조정하는 등의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방사성물질규제사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RI이용을 적절히 대응하

지 못하고 있고, 현행규제제도와 규제활동에 대하여 사업자불만이 많아 RI규제 제

도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사업자측면에서 도출하기 위한 과제가 수행되고 있

다.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서는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1년간)까지 방사성동

위원소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제도의 합리화방안을 도출하고 방사선이용에 대한 통합

전산망 운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위탁받아 수행 중이

다. 이 과제를 통하여 사용자입장에서 규제제도를 검토하여 대안이 마련됨으로서 

규제에 대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현행제도 및 법령을 개선해야 할 필요

도 있어 RI 안전규제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까지 외국의 안전

규제제도와 비교분석하고 국내에서도 많은 토의와 의견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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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을 이용하는 산업은 식품 및 의약품에 방사선조사 품목확정, 비파괴검사범

위확정, 농산물에 방사선이용 등은 각 부처마다 다르나, 산업체에서 방사선을 이용

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은 과학기술부가 규제한다. 따라서, 현재 산업체의 RT이용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과 관련되는 과기부 규제제도의 

법적인 관련 근거, 적용 및 면제대상, 제도의 개선과 필요한 고시가 제정되고 있으

며,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규제면제

 가. 방사성동위원소 규제면제

   o 관련근거 : 

     - 원자력법 제2조제6호

  - 동법시행령 제5조

  - 과기부고시 제2002-23호(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제9조

  - 과기부고시 제2001-3호(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

   

o 면제대상 : 

  - 과기부고시 제2002-23호 제9조에서 규정하는 핵종별 최소수량, 최소농도    

        이하인 것

  - 과기부고시 제2001-3호에서 규정하는 것

규제면제 설정기준은 일반적으로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형태로서 방사선기기의 

방사선량률이 1 μSv/h 이하, 방사선기기 취급으로 인한 개인피폭방사선량이 연간 

10 μSv/h 이하인 것으로 하고 있다.

 나. 방사선발생장치 규제면제

o 관련근거 : 

   - 원자력법 제2조제9호

   - 동법시행령 제8조

   - 과기부고시 제2001-4호(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

o 면제대상 : 

  -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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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 keV 이하인 것

  -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X-선발생장치

  - 자체차폐된 방사선기기로서 용량에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한 기기 표면에서   

        의 표면방사선량률이 1 μSv/h 이하인 것

규제면제 설정기준은 일반적으로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형태로서 방사선기기의 

표면방사선량률이 1 μSv/h 이하인 것으로 하고 있고, 현재 규제면제에 대한 기준

설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규제면제기준 설정을 위한 규제면제설정, 

시나리오 설정 및 평가, 기준설정, 정량적 평가방법 특히, 계산체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RI등 신고‧허가제도

 가. 방사성동위원소 신고

 o 관련근거 : 

    - 원자력법 제65조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62조 및 제64조

    - 과기부고시 제2002-23호(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및 제10조의2

  o 신고대상 : 

    - 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다음의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인 것

    <용 도>

      ‧ X-선 형광분석용

      ‧ X-선 회절분석용

      ‧ 가스 크라마토그래피중 전자 포획용 

      ‧ 휴대형 소화기용량측정용

      ‧ 휴대형 재료성분분석용

      ‧ 봉선원 100μCi 이하의 휴대형 도 함수량 측정용

    <수 량>

      ‧ 교정용 장치에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수  

           량이 40MBq 이하이고, 사용중인 경우에는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500μSv 이하이며,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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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1μSv 이하

      ‧ 그 외의 용기 또는 장치에 내장된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은   

          과기부고시제2002-1호 별표5의 해당 핵종별 최소수량의 10,000배 이하이  

          고, 표면방사선량률은 시간당 10μSv 이하로서 방사성물질의 접촉을 방  

          지하는 일체형 장치

 o 신고종류 :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신고

  o 안전관리규정 : 없음

  o 방사선안전관리자(면허자) : 확보의무 없음

  o 방사선안전관리 장비 : 확보의무 없음

  o 시설검사 : 없음

  o 정기검사 : 없음

  o 현황보고 : 분기보고 및 운반보고 없음

현재까지 신고제도에 대하여는 문제점 없이 시행되고 있다.

 나. 방사성동위원소 허가

  o 관련근거 : 

    - 원자력법 제65조제1항

    - 과기부고시 제2002-23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o 허가대상 : 

    - 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위 신고대상을 초과하는 것

    - 개봉된 방사성동위원소

  o 허가종류 :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

    - 방사성동위원소 판매허가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허가

  o 안전관리규정 : 승인필요

  o 방사선안전관리자(면허자) :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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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방사선안전관리 장비 : 확보하여야 함

  o 시설검사 : 있음

  o 정기검사 : 있음

  o 현황보고 : 분기보고 및 운반보고 있음

  다. 방사선발생장치 신고

  o 관련근거 : 

    - 원자력법 제65조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63조 및 제64조

    - 과기부고시 제2002-23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의3

  o 신고대상 : 

    - 다음의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인 것

   <용 도>

     ‧ X-선 형광분석용

     ‧ X-선 회절분석용

     ‧ 가속이온주입용

     ‧ 수화물 검색용

     ‧ 휴대형 폭발물 처리 또는 테러방지 검사용

 

    <용 량>

     ‧ 자체 차폐된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170kV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μSv 이하

   o 신고종류 :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신고

   o 안전관리규정 : 없음

   o 방사선안전관리자(면허자) : 확보의무 없음

   o 방사선안전관리 장비 : 확보의무 없음

   o 시설검사 : 없음

   o 정기검사 : 없음

   o 현황보고 : 분기보고 및 운반보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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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방사선발생장치 허가

  o 관련근거 : 

    - 원자력법 제65조제1항

  o 허가대상 : 

    - 위 신고대상을 초과하는 것

  o 허가종류 :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

    -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허가에 필요한 기준(고시 3건)이 2003년에 제정   

          할 예정이고, 관련고시가 제정될 때까지는 생산허가는 시행하지 못한다.

  o 안전관리규정 : 승인필요

  o 방사선안전관리자(면허자) : 확보하여야 함

  o 방사선안전관리 장비 : 확보하여야 함

  o 시설검사 : 있음

  o 정기검사 : 있음

  o 현황보고 : 분기보고 및 운반보고 있음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허가를 제외하고는 RI 등 신

고․허가제도가 문제점 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허가도 관련

고시가 제정되고 있어 고시제정이 끝나면 곧 시행할 예정이다.

3. 핵물질 규제 제도

 가. 핵원료 물질의 사용신고

 o 관련근거 : 

    - 원자력법 제64조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52조

 o 신고대상 : 

    - 우라늄광‧토륨광 기타 핵연료 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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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능 농도가 74Bq/g(고체상 핵원료물질에 있어서는 370Bq/g)을 초과   

          하는 물질로서 우라늄의 양에 3을 곱하여 얻은 양과 토륨의 양을 모두   

          합한 양이 900g을 초과하는 것

 o 신고종류 : 

    -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o 안전관리규정 : 없음

 o 방사선안전관리자(면허자) : 확보의무 없음

 o 방사선안전관리 장비 : 확보의무 없음

 o 시설검사 : 없음

 o 정기검사 : 없음

 o 현황보고 : 분기보고 및 운반보고 없음

 나. 핵연료물질 허가

 o 관련근거 : 

    - 원자력법 제57조

    - 동법시행령 제172조

 o 허가대상 : 

    - 우라늄-238에 대한 우라늄-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물과 같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에 있어서는 우라늄의 양이 300g을 초과하는 것

    - 우라늄-238에 대한 우라늄-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물에 미달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에 있어서는 우라늄의 양이 300g을 초과하는 것

    - 우라늄-238에 대한 우라늄-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물과 같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천연혼합물에 미달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이 1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물질에 있어서는 우라늄의 양이 300g  

         을 초과하는 것

    - 토륨 및 그 화합물에 있어서는 토륨의 양이 900g 초과하는 것

    - 토륨 또는 토륨 화합물이 1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  

         는 물질에 있어서는 토륨의 양이 900g을 초과하는 것

 o 허가종류 : 

    -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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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안전관리규정 : 승인필요

 o 방사선안전관리자(면허자) : 확보하여야 함

 o 방사선안전관리 장비 : 확보하여야 함

 o 시설검사 : 있음

 o 정기검사 : 있음

 o 현황보고 : 분기보고 및 운반보고 있음

4. RI폐기물 자체처분

 o 관련근거 : 

    - 원자력법 제2조제35호

    - 동법시행규칙 제86조 및 제87조제3항

    - 과기부고시 제2001-30호(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o 자체처분대상 : 

    - RI사용기관에서 발생되는 RI폐기물

 o 자체처분기준 : 

    - H-3, C-14, F-18, Na-24, P-32, S-35, K-42, Ca-45, Ca-47, Sc-46,       

         Cr-51, Fe-59, Ga-71, Se-75, Br-82, Sr-85, 뀨-86, Mo-99, Tc-99m,      

          In-111, Sn-13, I-123, I-125, I-131, Pr-144, Yb-169, Au-198, Tl-201,   

          Hg-203 및 반감기 100일 이하의 베타/감마 방사선방출 핵종 : 100Bq/g  

          이하

   - 기타 방사성핵종 : 개인에 대한 년간 피폭방사선량이 10 μSv 미만이거나  

        집단에 대한 년간 총 피폭방사선량이 1 man‧Sv 미만

 o 자체처분절차 : 

    - KINS에 자체처분계획서 제출 2개월 후 자체처분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의 자체처분기준은 처분(disposal), 재활용(recycle) 및 재

사용(reuse)으로 나누어 설정되어야 하나, 현 과기부고시에 설정된 기준은 처분

(disposal)에 대한 기준이고 재활용(recycle) 및 재사용(reuse)에 대한 기준은 설정되

어 있지 않고 현재 자체처분은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재활용은 

자체처분 후 폐품수집상을 통하여 수거․분리되어 철강회사나 제지회사 등으로 반



- 77 -

입될 가능성이 있는 오염물품(철재류, 제지류, 시멘트류 등)에 대한 기준설정이 필

요하며, 이는 현재 철강회사에 설치된 방사선 자동측정기(Scrap Monitor)의 검출기

준에 바로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자체처분을 재사용(reuse), 재활용

(recycle), 처분(disposal)으로 구분하여 기준설정을 위한 자체처분기준 검토, 분석, 

자체처분별(재사용, 재활용, 처분) 시나리오 설정 및 평가, 기준설정, 정량적 평가방

법 특히, 계산체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5. 방사선기기 설계 승인

 o 관련근거 : 

    - 원자력법 제72조

    - 동법시행령 제200조의5

    - 동법시행규칙 제74조

    - 과기부고시 제2001-22호(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o 설계승인대상 : 

    -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방사선기기)

 o 설계승인 신청자 : 

   - 방사선 기기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 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

 o 제작검사 : 

   - 설계승인 받은 방사선기기에 대하여 제작검사 실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RI등 판매허가자가 설계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

고 방사선 기기는 설계 승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계승인 받지 않은 경우 수입  

추천 단계에서부터 규제하여 통관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 5절. 대 국민홍보 전략구축

원자력에너지의 이용만큼 여론의 향을 크게 받는 기술도 없다. 원자력을 이용

하는 발전기술도 상용화된 지 반세기가 지났고, 방사선을 이용하는 역사는 그 이전

부터 시작되었으며, 방사선이용에 대한 검증과 안전성도 꾸준히 개발되어 왔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과 방사선이용은 사회적 합의라는 벽에 항상 부딪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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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은 의료, 식품조사, 산업체 비파괴검

사 등으로 우리생활 깊숙이 들어 와 있어 원자력발전보다는 대 국민 홍보가 범부처

적인 조직이 구성되어 추진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사와 공동으로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찬성도가 76.1%, 안전성 신뢰도가 4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가운데 63.5%가 원자력발전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프랑스와 같이 원자력에너지를 잘 이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원자력발전을 주로 

하는 “국가에너지전략” 차원에서 공개토론회를 정부 부처에서 주관하여 실시할 계

획이다. 프랑스 산업부에서 2003년 3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시

작하여 스트라브스크, 니스, 보르도, 렌에 이어 파리에서 5월 23∼24일 최종 공개토

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관련 분야의 학자와 과학기자로 전문위원을 구성하

고, 에너지 관련기관 대표자 40여명으로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2003년 

1월 8일부터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

으며, 공개토론의 진행현황, 의견을 올려 공개토론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

고 있다
30)
.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대 국민홍보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주관

하고 있으나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이용에 대한 대 국민홍보는 거의 없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방사선이용에 대하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방사선식품공학기술

개발부에서 미약하나마 국민홍보를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러나 방사선의 이용은 핵

의학 및 식품은 보건복지부, 공업적 이용은 산업자원부, 농․축산물 등은 농림부, 

기술개발 및 연구는 과학기술부가 주관하고 있어 방사선이용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원자력발전과 더불어 범부처 차원의 홍보조직을 구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 국민홍보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산업체가 재원을 마련하고 협력하여 지엽적이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

을 위한 홍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대 국민홍보 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이용에 대하여 많은 홍보실적이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홍보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전 국민이 원자력을 이용하는 시설

을 최소한 한 곳 이상을 방문하는 program을 마련한다든지, 또 이를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과 연계하는 방안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을 정기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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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국민 원자력이용에 대한 홍보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원자력 또는 방사선사고

에서도 인근 주민은 물론 국민전체가 확실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1999년 일본핵연료회사에서 있었던 임계사고에서 일본정부

가 취했던 대응은 좋은 예로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여러 가

지 은폐문제가 있어 신뢰가 떨어지기는 했어도 1999년 임계사고가 났을 때 일본정

부에서 해야 할 일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처함으로서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보호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정부지시를 신뢰하여 대응함으로서 다른 문제로 확대되지 않

고 수습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이용은 국가에너지문제를 해결하

는 방안으로서 최선의 선택이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정부차원에서 범부처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

여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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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건의사항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은 선진국에서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분야별 활용 정도는 차이가 있다. 부문별로는 의료용 RI 

및 핵의학이 제일 많고 가속기를 이용하는 산업체에서의 활용과 농업적 이용은 적

다. 농업적 이용 부분은 앞으로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르는 식량 생산을 고려하면 미

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을 생각할 수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시급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가속기를 이용하는 기술개발과 연구는 산업체

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높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으로서 이익창출 뿐 아니

라 우리나라 상품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환경 보존은 에너

지, 인구 증가 및 식량 문제와 더불어 21세기에 세계적으로 대두될 문제점 중에 하

나이다.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하는 기술은 산업공정 분석 능력의 고급화로 정유, 화

학, 시멘트 등 장치산업의 설계, 건설 및 운전기술의 획기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

고, 환경분야 추적자 기술은 환경모델의 검증으로 환경 모델의 정확성 향상 및 환

경 관리 기술 고급화를 기할 수 있다. 때문에 정유, 화학, 시멘트 등 장치산업이 발

달된 우리나라 산업계의 잠재적 추적자 기술 수요도 매우 크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식품조사 기술도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을 중

심으로 식품․생명공학 연구개발과 관련산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2년 현

재 전 세계적으로 40개국에서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으며, 42개국

에서 234기의 상업용 감마선 조사시설을 가동 중에 있다. 최근 UR/GATT에서는 

국제 식량 교역의 검역분쟁을 해결하고 식품의 위생화 방법으로 방사선 조사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 고, UN 환경위원회에서도 환경 친화적 기술로서 적극 권장

하고 있다. EU Committee에서는 2002년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관련

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고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

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을 재검증한 것을 계기로 EU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EU를 중심으로 소비자 수용성 증진을 

위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기술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고 일부 방법들은 실증 

단계에 도달했으며, 선진국/국제기구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검역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1월 현재 18개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

로부터 허가되어 있으나 방사선을 조사해야 할 식품원료 및 완제품은 수백 종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 기술도 개발하여 수입되는 농산물과 가공 축산물에 대한 검역 분쟁에 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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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고,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품목을 확대하여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의 진흥을 위하여 제2차 진흥계

획이 2002년 12월에 수립되었으며,「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이 제

정되고 2002년 12월 26일 공포되었다. 이어서「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

법 시행령(안)」도 마련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고, 2003년 7월에 발효되는 ‘진흥법’

에 맞추어 시행령도 발효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RT이용의 원자력 연

간매출을 2010년까지 30%로 도약시키기 위한 법적인 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RT를 이용하는 산업계에서는 ‘진흥법’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협회’ 및 

‘공제회’를 구성하여 정부에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는 RT산업을 활성화하고, 

정부에서는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RT 기술개발과 연구, 제도개선, RT연구 및 기

술개발 참여를 통한 인력양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서 RT

이용 진흥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의료 및 산업에 이용하는 선진국들의 현실을 고려

하여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RT이용을 더 활성화하고 진흥시키기 위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건설사업과 권역별 Cyclotron센

터구축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하고 RT연구 전문기관인「첨단방사선이용연구

센터」에 계획하고 있는 가속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산

업체 생산 제품의 품질 개선 연구와 기술을 개발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무엇보

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최소한의 필요 연구인

력을 확보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특히, 방사성 추적자 기술, 방사선을 이용하는 제

품 개량 기술과 식품 등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기술은 앞으로 산업체에서 RT이용이 

확대될 전망이 밝은 분야인데 이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구인력은 국내산업체에 기술을 전수하고 필요시 기술을 제공해 주는 기

본 틀이 되고 창구가 되어 산업체에서 RT이용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연구인력을 확보해 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증가하는 방사성동위원소 수요를 원활히 공급하고 아시아  

지역의 RI 공급센터 역할을 고려하여 RI생산 전용로 건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권역별 Cyclotron센터 설립과 더불어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국가까지 

포함하는 RI 분배 및 운송망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때문에 국내의 RI폐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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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중앙집하소 설치와 함께 RI분배․운송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조속히 

지정하고,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내의 RT산

업을 증진하도록 한다.        

셋째, RT 관련 산업체는 이용하는 분야 및 활용 종류도 많으나 산업규모는 대체

적으로 세하다. 때문에 ‘협회’ 또는 ‘공제회’ 등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통하여 RT이

용에 대한 진흥을 시도할 수 있다. 현재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산업체에는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와 “비파괴검사협의회”가 있다. 앞으로 권역별 Cyclotron

센터가 생기면서 “한국PET협의회”가 결성되고 있고, 반도체 또는 다른 산업공정에 

사용하는 플라즈마의 신기술을 개발하고 산업계에 정착시키기 위한 “원자력플라즈

마신기술협회”의 설립이 추진중이다. 방사선 식품조사와 관련되는 산업체는 현재 2

곳뿐이라서 아직까지는 ‘협회’ 등이 없으나 조사품목이 증가되고 수요가 많아지면 

필요한 단체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체들은 회원 산업체에서 당면하고 있

는 문제점들을 정부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관련 부처/연구소/협회와 필요하면 산업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만

들어 산업 현장의 문제점을 정부와 연구기관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서 RT이용 증진

을 도모하도록 한다.     

끝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는 의약품, 식품, 산업용 및 가정용 제품의 품

질 향상 등에 폭넓게 이용되므로 RT이용에 대한 대 국민홍보를 위한 범 부처차원

의 홍보조직 구성과 program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

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과 자금을 투자하여 홍보함으로

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이해를 얻고 있다. 원자력 발전과 더불어 방사선 이용도 병

원이나 일부 산업체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얻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더욱이 앞으로 RT이용을 큰 폭

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방사선 식품조사, 방사성추적자 이용, 가속기를 이용

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사선 이용에 대한 국민홍

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범 부처차원의 홍보조직의 구성뿐 아니라 

산업체와 함께 홍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홍보자료 및 효율적인 홍보 program도 

마련되어야 한다. 방사선이용에 대한 홍보는 국민생활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어 방

사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장소를 마련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            



- 83 -

                             참  고  문  헌

1. “원자력년감”, 원자력산업회의, 2002

2. S. Tagawa et al, “Economic Scale of Utilization of Radiation(I) : Indusrty -

   Comparison between Japan and the USA." Journal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Vol. 39, No. 9, pp 1002∼1007, September 2002

3. T. Kume et al, "Economic Scale of Utilization of Radiation(II) :

   Agrculture - Comparison between Japan and the USA" Journal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Vol. 39, No. 10, pp 1106∼1113, October 2002

4. T. Inoue et al, "Economic Scale of Utilization of Radiation (III) :

   Medicine - Comparison between Japan and the USA", Journal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Vol. 39, No. 10, pp 1114 ∼ 1119, October 2002    

5. K. Yanagisawa et al, "An Economic Index regarding Market Creation of

   Products Obtained from Utilization of Radiation and Nuclear Energy(IV)

   Comparison between Japan and the USA", Journal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Vol. 39, No. 10, pp 1120∼1124

6. 김 성년 외 “원자력분야 신과학산업 창출분야 연구”, 과학기술부, 2002. 7

7. 김 종경 외 “제2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부, 2001. 12.

8. 정준기 외, “권역별 싸이클로트론 센터 구축 및 시범사업추진 기획보고서”,

   과학기술부, 2002. 12

9. "Demonstration of plutonium etching in a CF4/O2 RF Glow Discharge"

   JNM, 1991, UC Berkeley, LANL 

10. "Newly developed decontamination technology based on gaseous reactions

   converting to carbonyl and fluoric compounds", Nuclear Technology, 1998  

11. "Fluoric reaction of uranium dioxide in CF4/O2/N2 r.f. plasma" ,ANE, 2001

12."A study on decontamination of TRU, Co, and Mo using plasma surface      

  etching technique", ICONE 9, 2001

13. "Uranium Oxide Fluorination Using Thermal Plasma", High. Temp. Chem.    

   Processes, 1995

14. "Vitrification of simulated medium- and high level canadian nuclear waste in  

   a continuous transferred arc plasma melter", JNMM, 1995

15. "Influence of the atmospheric gases on the voltage of thermal plasma at the  

   melting miscellaneous solid waste", The 3rd asia-pacific conference on        



- 84 -

   plasma science & technology, 1996

16. "The design parameter characteristics of plasma arc torches for pyrolysis     

   and vitrification of waste", The 3rd asia-pacific conference on plasma science  

   & technology, 1996

17. "Influence of atmospheric gases on the treatment of miscellaneous wastes by  

   plasma melting technology", Progress in Nuclear Energy, 1997

18. "Vaporization Behavior of Cs in plasma melting of simulated low level       

    miscellaneous solid wastes", Jpn. J. Appl. Phys., 1997

19. "Applications of thermal plasma for recovery of metals and destruction of    

   waste", 13th ISPC, 1997

20. "プラズマ加熱を用いた低れべる放射性雜固　廢棄物の一括溶融處理技術(플라즈마  

   가열을 사용한 저 준위 방사성 잡고체 폐기물의 일괄 용융 처리 기술의 응용)",  

   電力中央硏究所總合報告, 1998

21. "に對するスラグ組成の影響(2)-(저준위 방사성 잡고체 폐기물 모의 시료의      

   플라즈마 용융 기초 시험)", 日本原子力學會, 2000

22. "TRU廢棄物のプラズマ溶融時の核種擧動(TRU 폐기물의 플라즈마 용융 시      

   핵종의 거동 연구)", 火力原子力發電, 2000

23. "Simultaneous treatment of low-level miscellaneous solid waste by plasma",  

    ICONE 9, 2001

24. "Melting and solidification of surrogate TRU wastes by arc plasma",         

    15th ISPC, 2001

25. "New approach to plasma process of conversion of depleted hexafluoride to   

    condensed uranium products and hydrogen fluoride", 13th ISPC, 1997

26. "Carbon isotope separation by plasma chemical reactions in CO glow         

    discharge", 15th ISPC, 2001

27. 김 용수 외, “플라즈마 응용기술개발”,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02. 11.

28. 방사선기술(RT) 개발사업, 과학기술부, 2002. 6

29. 제 7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과학기술부, 2002. 10 

30. 원자력정보 1042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03. 2. 18 



- 85 -

   

 부록 : RT 기술 개발 계획(안)(2003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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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 및 산업용 RI 생산기술

 1) 단계별 목표

과제명
단계별 목표

1단계 (2003∼2005) 2단계 (2006∼2007)

①원자로 방사성  

표지화합물의   

개발

∘
166
Ho-CHICO를 이용한 난치성 

질환의 치료 응용확대 연구

∘난치성 질환의 진단 및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연구 및 기구 

(device)개발

∘악성 및 양성 질환 진단 및 

치료용 신규 방사성 의약품 

개발 

∘악성 및 양성 질환 치료용 복합

치료제(방사성의약품 & 일반

의약품) 및 치료기구 개발

∘악성 및 양성 질환 진단용 신규 

99m
Tc 표지화합물 개발

∘방사성표지화합물을 이용한 일반 

의약품의 치료효능 검증체제 

개발

②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원 개발 

∘RI 개발품의 제조 실용화

∘개봉 선원 제조기술 개발

∘저에너지 감마 봉선원 개발

∘RI 제조관련 ISO 인증 및 

품질검증

∘RI 개발품의 실용화 및 양산 

체제 구축

∘신규 RI 제조기술 개발

∘고품위 특수RI 제조기술 확보

∘품질보증체제 구축

③Fission-Mo 생

산  핵심기술 

개발  

∘LEU 표적 설계 ∘LEU 표적 제작 및 실증

∘하나로 노내 조사 성능 실증

④의료 및 산업용  

RI 운반용기 개발 

∘의료용 동위원소 운반용기  

안전성평가

∘산업용 봉선원 대량 운반용기 

개념 및 고성능 차폐재 평가

∘산업용 봉선원 대량 운반용기 

인허가 획득

∘개봉선원 운반용기의 안전성평가

∘의료 및 산업용 운반 용기 및 

장치개발

∘DU 주조품의 용해주조 기술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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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내용

과제명 단계별 연구내용

      1단계(2003∼2005)       2단계(2006∼2007)

①원자로 방사성 

표지화합물의  

개발

∘
166
Ho-CHICO를 이용한 진행성 

간암, 낭성 뇌종양, 복강암, 신

장암등 치료응용확대 연구

∘관상동맥 재협착 치료용 
166
Ho- 

filled balloon 및 coated balloon의 

유효성 안전성 검증

∘담도 폐색 치료용 
166
Ho-stent의 

유효성 안전성 검증

∘뇌질환 관련 serotonin 및 β-  

amyloid 관련 
99m
Tc 표지화합물 

합성 및  유효성 검증

∘저산소증 암을 비롯한 종양 진단 

및 신장 기능 진단용 
99m
Tc 표지 

화합물 합성 및 유효성 검증

∘치료용 핵종(Dy-165, Sm-153, Ho-16

6) 및 항암제 BCNU, Taxol, Cispla

tin 등을 함유한 새로운 약물 전

달체제(DDS) 개발

∘강자성체 나노입자를 이용한 신규 

방사선 치료기구 개발

∘신규 진단용 
99m
Tc 및 

131
I 표지화합물 

개발

∘
45
Ca 추적자를 이용한 골다공증 

치료제 효능검증 체제 개발

②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원  

개발

∘
192
Ir 선원 및 

89
Sr 제조 실용화

∘
33
P 및 

125
I 제조기술 개발

∘
169
Yb 및 

75
Se 봉선원 제조 및 

활용기술 개발

∘RI 제조기술 ISO 인증 및 봉 

선원의 품질검증

∘양산체제 구축(
192
Ir, 

89
Sr, 

33
P)

∘개봉선원 및 봉선원 제조법 개발

  (
186
Re, 

153
Sm, 

60
Co, 

79
Kr 등)

∘특수 RI 및 제품제조기술 개발

  (
125
I seed, 

153
Gd)

∘RI 생산 품질보증체제 확립

③Fission Mo  

생산 핵심기술  

개발

∘LEU 표적 설계

∘예비 안전성 분석

∘표적 입․인출 장치 개념 설계

∘안정성 분석

∘표적 제조 공정 개발

∘표적 입·인출 장치 설계·제작 및 시험

∘표적 시제품 제작

∘표적의 노내 조사 및 Mo-99 수율 확인

④의료 및 산업용 

RI 운반용기  

개발

∘의료용 봉선원 운반용기 안전성

평가 

∘산업용 봉선원 인허가 및 대량  

운반용기의 예비 구조안전성 및  

개념설계

∘고성능 차폐재 조합형 적용성 

평가 및 DU 차폐재 주조방안

분석

∘산업용 봉선원 대량 운반용기의 

안전성 시험 및 SAR 작성 

∘산업용 운반용기의 인허가 획득 

및 관련 장치 개발 및 성능시험

∘개봉선원 운반용기의 설계 및 

검증자료 생산을 위한 시험평가

∘DU의 주조 제조기술 개발  및 시제품 

차폐 평가

∘안전성평가, 기술사양, 검사체계 

및 운반용기 제조기술 기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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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요연구비

                                                     (단위 : 억원)  

과제명\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①원자로 방사성 표지  

화합물의 개발
15.0 18.0 22.0 23.0 25.0 103.0

②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원 개발
18.0 22.0 25.0 28.0 28.0 121.0

③Fission Moly 생

산  핵심기술 개발
6.0 7.0 8.0 8.0 7.0 36.0

④의료 및 산업용  

RI 운반용기 개발
10.0 11.0 13.0 12.0 12.0 58.0

합    계 49.0 58.0 68.0 71.0 72.0 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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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의 공업적 이용기술 개발

1) 단계별 목표

과 제 명
단계별 목표

1단계 (2003∼2005) 2단계 (2006∼2007)

①방사선이용   

고기능성 재료 

제조 및 원전 

유기재료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운드 드레싱 제조 및 산업화

∙약물전달 하이드로젤 개발

∙방사선 가교에 의한 고분자 스위치 

개발 

∙가교, 분말화 및 복합재료 기술개발

∙물리적 측정에 의한  원전유기재

료의 비파괴열화 평가기술 개발

∙해수로부터 우라늄, 바나듐 등 

귀금속 회수

∙생분해형 고분자개발

∙방사선을 이용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개발

∙방사선 가교기술을 이용한 복합

재료 개발

∙전기적 측정에 의한 원전유기 

재료의 비파괴 열화평가기술 개발

②방사선이용   

환경처리기술  

개발

∙오염 지하수 정화 기반기술 개발

∙오염 지하수 정화기술 시범시설 

구축 

-

③방사성추적자 

이용기술 개발

∙환경 향평가를 위한 추적자 기술 

확립

∙산업생산공정 추적자 이용 기술 

실용화

∙환경 향평가를 위한 추적자기술 

시범

∙산업적 추적자 이용기술의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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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NDT 기술 개발 ∘디지털 래디오그라피를 이용한 

산업구조물의 결함조사기술 개발

- 광다이오드를 이용한 감마선  

어레이 검출기 개발

- collimator 및 차폐체 개발

- 상처리 및 전체 시스템 운용

소프트웨어 개발

- 굴곡 구조물에 적용할 감마선 

어레이 검출시스템 개발

- 반사형 결함측정 시스템 개발

- 감마선 어레이 검출기 공간분

해능 개선 연구

∘2차원 방사선 센서를 이용한  

산업용 CT 기술 개발

- Scintillator/Camera이용 2차원 

방사선 센서 이용 기술 개발

- 미세 신호처리용 초소형 전자회로 

개발(ASIC)

- CT 알고리즘 및 3차원 상 구성 

S/W 개발)

- a-Si:H, GEM, MDOT 등 첨단  

2차원 방사선 센서개발 /이용

기술개발

- 마이크로 CT 시스템 Prototype 개발

- CT Image 자동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감마선 비파괴검사 기술․장비 개선

- 감마선 조사기의 원격 자동  

조작기 등의 개발

- 필름 상 처리 및 결함평가  

기술 개선

- 감마선검장비의 자동화시스템 

개발

- 방사선투과 상 분석 및 결함

평가 시스템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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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내용 

과제명
단계별 연구내용

1단계 (2003∼2005) 2단계 (2006∼2007)

①방사선이용 

고기능성 

재료 제조 

및 원전유기

재료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방사선을 이용한 천연고분자의 가교 및 

약물전달물질로서의 물성 시험

∙섬유상 복합재료 경화시스템 개발

∙섬유상 복합재료의 물성 측정 및 평가

(인장강도, 탄성률, DMA, 충격강도)

∙5㎛이하의 불소수지 분말 시제품제조

∙원전유기재료 성능 평가 시험법

단계 종료 후 재 기획

②방사선이용 

환경처리 

기술개발

∙천연지하수 정화 시범시설을 구축

∙분해산물의 활성산소종과 암관련 인자에 

미치는 향 규명

∙합성, 분리계수, 흡착능 등 이온교환장치의 

시범시설 구축 

단계 종료 후  재 기획

③방사성  

추적자  

이용기술

개발

∙체재시간분포분석 Program 개발

∙하수처리시설 체재시간분포 측정

∙화학플랜트 진단기술 실용화

∙침전물 이동 추적기술 개발

단계 종료 후 재 기획

④방사선투과

검사 혁신

기법 개발

∙디지털 래디오그라피를 이용한 산업

구조물의 결함조사기술 개발

- 폭 40cm까지의 산업구조물의 결함을 

조사할 수 있는 이차원 감마선 어레이 

검출기를 제작.

- 신호 디지털화, 상처리, 결함의 위치를 

해석, 표시하는 소프터웨어 개발. 이송 

장치 개발

- 굴곡 구조물의 결함을 측정

할 수 있는 이차원 어레이 

검출기를 제작.

- 대형 탱크 바닥면 등 투과

측정이 불가능한 구조물의 

결함측정 시스템을 개발

- 2차원 공간분해능이 1 mm 

이하인  디지털 감마선 상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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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방사선 센서를 이용한 산업용 CT 

기술 개발

- Scintillator/CCD Camera 결합형 2차원 

방사선 상 검출기 개발(픽셀수 2000×

2000, 픽셀크기 50μm)

- CT 알고리즘 이용 2차원 상 구성 S/W 개발

∙저에너지 선원에의한 검사기술 개발

- 저에너지 방사선투과시험 기술 개발

- 필름 이미지 획득, 처리 및 운용 시스템 개발

∙감마선 비파괴검사 기술/장비 개선

- 방사선투과검사용 감마선조사기의 원격

자동 조작기등의 개발

- 필름 상 분석 및 결함 평가 시스템 개발

- CT 알고리즘 이용 3차원 

상 구성 S/W 개발

- CT 상을 획득용 X-Y-Z 

3축 이동 및 회전이 가능한 

Manipulator  Mechanism 개발 

- 고선명 이미지 스캐닝 시스템 개발

- S/N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이미지 처리 기술 개발 

- 감마선장비 자동화시스템 개발

- 효율적인 방사선투과사진 

이미지 분석 및 결함 평가  

시스템의 개발

 3) 소요연구비
(단위 : 억원)

세부과제명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① 방사선이용 고기능성 재료  

제조 및 원전유기재료 건전성 

평가기술 개발

6.0 8.0 10.0 12.0 13.0 49.0

 ② 방사선이용 환경처리기술 개발 4.0 5.0 5.0 7.0 8.0 29.0

 ③ 방사성추적자 이용기술개발 5.0 6.0 7.0 10.0 15.0 43.0

 ④ 방사선투과검사 혁신기법 개발 6.0 7.0 9.0 10.0 15.0 47.0

합  계 21.0 26.0 31.0 39.0 51.0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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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농업 및 식품 기술개발

1) 최종목표

세부과제명 최종목표

①방사선 농업기술

개발

∘방사선 이용 육종연구

- 환경저항성 주곡작물 조숙, 내병성, 다수성 변이체 선발(50계통) 

- 생활친화형 자원식물의 유용유전형질평가(5계통)

- 야생자원식물 고부가가치 농림식물실용화

- 형질개선 변이체 실용화 및 응용기술확보

∘방사선이용 생물자원 유용화

- 신규 미생물농약제제 2종 이상 개발

- 방사선이용 토양오염 복원용 미생물제재 개발 및 실용화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산성토양, 노후답추락현상 복원제제)

- 복원제제의 유전자원 확보 및 응용

  (관련 유전자 클로닝 및 염기서열 확보 10종 이상)

- 고효율 생물 반응기 실용화(다목적용 복원제제 대량생산 2종 이상)

∘방사선이용 생물활성 증진효과   연구

- 저선량 방사선의 자극촉진효과 이용기술 개발

  (주곡 20%, 채소류 30% 증수)

- 저선량 방사선의 식물 작용기구 해석(10 Gy 이하 선량대응개념 정립)

- 방사선 내성인자 활용기술 개발(내성식물 생명관련 연구 이용)

②방사선 식품기술

개발

∘방사선 이용 식품 위생화 및 가공  기술 개발

- 방사선 이용 농․수․축산 및 전통식품의 살균/살충/위생화 기술개발

- 방사선 이용 가공공정 개선/최적화 기술개발 및 환경친화적 식품

가공기술 개발

- 방사선 이용한 HACCP 시스템 개발

∘방사선 생명공학 이용 생체방어   기능성 식품 개발

- 천연물로부터 방사선․생명공학 이용 생체방어 기능성 식품소재  

(2종) 개발

- 면역/조혈계 및 재생조직 산화적 상해 극복 기능성 식품(2종) 개발

- 노화 및 발암 억제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 감마선 조사에 의한 기능성 식품원료의 독성학적/성분/효능 

안정성 검증

∘방사선 이용 바이오칩 개발

- 인간의 유전정보, 질환별 유전정보, 기능적 식품개발에 응용 

가능한 DNA chip 개발

- genome의 기능해석에 필요한 다양한 단백질 chip을 개발 

- 단백질의 입체구조 및 기능 해석 기술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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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내용 

세부과제명 2003년 2004-2007 

①방사선 

농업기술

개발

∘방사선이용 육종연구 

- 국가등록신품종특성검정 및 무궁화 

신품종(백설등) 증식 보급

- 주곡작물환경저항성, 조숙수성 변이체 

50계통 유기선발

- 변이체 증식(500주) 및 변이 개체개발

- 채소작물의 질적형질 개선

- 양요구성 세포주의 실용화기술개발

- 제초제 저항성 세포주의 실용화 기술 개발

- 환경내성 DNA실용화 기술 정착

- 환경오염 저감 및 민감 식물체 개발

- 야생식물 고부가가치 농림식물 실용화

- 형질 개선 변이체 실용화 및 응용

기술 확보

∘방사선이용 생물자원 유용화

- 미생물제제 조성물의 환경 최적화(2종)

- 관련 유전자 클로닝 및 염기서열분석 

(3종 이상) 

- 미생물농약제제 실용화(2종)

- 방사선이용 환경오염제어용 미생물

제제 개발/실용화

∘방사선이용 생물활성 증진효과 연구

- 저선량의 식물 생육촉진효과 구명

- 식물의 고선량 방사선유도성 내성

기구 구명

- 10Gy이하 저선량의 식물 작용기구 해석

- 주곡, 채소 등의 저선량 자극촉진 

효과 이용 기술 개발

- 방사선 내성식물의 특성 규명 및 

생명관련 연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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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방사선  

식품기술

개발

∘방사선 이용 식품위생화 및 가공기술 

개발

- 수산/냉동 및 전통발효식품의 미생물 

살균 및 안전저장․유통기술 개발

- 항알러지식품 및 키토산, 알긴산 

올리고머/단당의 산업적 생산기법과 

기능성 기공제품 생산기술 개발

- 수출전략 전통 허브, 향신료의 검역

유기체 사멸방법 확립과 검역시 품질

평가 및 검역 검지조건 설정

- 방사선 이용 농․수․축산 및 전통

식품의 살균/살충/위생화 기술개발

- 방사선 이용 가공공정 개선/최적화 기술

개발 및 환경친화적 식품가공기술 개발

- 방사선 이용 HACCP 시스템 개발

- 방사선/BT/NT를 이용한 식품/의약품/

화장품용 기능성 신소재 개발

- 방사선 이용 농․수․축산 폐자원의 

활용기술 개발

∘방사선 생명 공학 이용생체방어  

기능성 식품개발

- 방사선 대응 면역/조혈 및 원줄기

세포 장해 극복 시제품(식용 생약

복합조성물 2종) 개발

- 방사선 만성장해(발암) 억제 기능성 

식품소재 탐색 및 가제품(2종) 도출

- 감마선 조사 기능성 식품원료(2종)의 

효과 안정성 검증

- 세포생리조절물질과 방어효능 물질의 

병용처리에 의한 효과증대

- 천연물로부터 방사선․생명공학 이용 

생체방어 기능성 식품소재(2종) 개발

- 면역/조혈계 및 재생조직 산화적 

상해 극복 기능성 식품(2종) 개발

- 노화 및 방사선 만성장해(발암) 억제 

기능성 식품소재 탐색 및 복합화로 

효능증대 가제품(2종) 도출

- 천연물로부터 방사선 이용 고 기능성 

식품 개발/ 효능실증 연구

- 감마선 조사 기능성 식품원료의 

독성학적/성분/효능 안정성 검증으로 

안전 유통기술 확보

∘방사선이용  바이오칩 개발      

- 방사선 조사식품의 선량 및 저장  

기간별 물리적, 화학적 검지기술 개발

- 방사선 조사식품의 선량 및 저장  

기간별 생물학적 검지기술 개발

- DNA chip 개발 : 인간의 유전정보, 

질환별 유전정보, 기능적 식품개발에 

응용 가능한 DNA chip 개발

- 단백질 chip 개발 : genome의 기능

해석에 필요한 다양한 단백질 

chip을 개발 

- 단백질 입체구조해석의 자동화 : 

단백질의 입체구조/기능 해석의 

자동화 기술확보로 BT분야에 혁신적 

응용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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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요연구비

(단위: 억원)

                    년도

 세부과제명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①방사선 농업기술개발 15.0 20.0 25.0 30.0 30.0 120.0

②방사선 식품생명공학 기술개발 28.0 47.0 61.0 79.0 103.0 318.0

합  계 43.0 67.0 86.0 109.0 133.0 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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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RT 이용 현황을 보면 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난치병 치료와 진단, 식품 조사, 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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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방사선 이용기술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앞으로 RT이용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일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1. RT 전문연구기관 및 산업단지 구축

  o 현재 추진중인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건설사업과 권역별 Cyclotron센터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o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양성자가속기건조사업, CNS연구시설구축사업, 

  o 기술개발을 통한 인력양성

     - 산업 인프라구축 및 기술개발시설 건조사업에 참여하는 실무교육․훈련

    - 특수/전문강좌는 필요에 따라 연합대학원에서 과정실시

  o RT이용 기술개발 및 연구인력 보충

2. RI 생산전용로 건조 사업 검토․추진과 RI 분배 및 운송망 구축

  o 권역별 Cyclotron센터 및 RI 생산전용로 건조로 국내․외 RI분배/운송망을 구축

  o RI 분배 및 운송망 구축과 더불어 RI 폐기물 중앙집하소 설치 전담 기관 선정 

3. RT 관련업체의 문제점 및 건의체계 구축

  o 관련 정부기관/연구소, 민간연구소/협회, 필요하면 기업 실무자로 조직을 구성하고 산업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점 도출 및 건의

4. 방사선 이용에 대한 범 부처차원에서 홍보 조직구성 및 체계 구축

  o 방사선 이용에 대한 홍보를 지역적인 차원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상

  o 방사선 이용 홍보조직 구성 및 program 확립

    - 홍보 재원 및 계획은 산업체와 공동으로 수립 

    - 정기적으로 방사선 이용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인터넷 마련 등   

     주제명 키워드

     (10 단어 내외)
 방사선 이용 기술, 원자력, 세부실천 계획, 산업활성화, 제도 개선,
 원자력진흥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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