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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방사선 기술(RT)의 동북아 허브 구축을 위한 주요국의 RT 기술 개발 

전략과 국제기술협력 수요 조사 분석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세계적으로 원자력 에너지 이용·개발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원자력에너지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 

등에서는 방사선 및 RI 기술 (이하 '방사선 기술(RT)'로 통칭함)의 의료, 

농업, 생명공학, 환경, 산업 분야 등 광범위한 용도에 주목하여 이들의 이

용·개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 이외에도 아세안 

개발도상국에서는 21세기 산업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미래 유망 

성장 동력으로서 RT기술의 도입·개발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중․일은 동북아 및 아세안 지역에서 RT기술 시

장과 국제기술협력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들 지역에서 

RT기술의 리더십, 즉 ‘RT 기술개발의 동북아 허브’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원자력 에너지 기술/산업의 성공적 도입·발전 성과는 

개발도상국에게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우리나

라가 RT 기술에 대하여 동북아 허브를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된다. 

   우리나라에 RT에 대한 동북아 허브가 구축된다면, 국내 RT 기술진흥

에 매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RT기술의 시장이 새롭게 개척되거

나 기존의 시장이 확대되고, 각국의 기술개발과정에서 국제기술혁신체제

의 중심적인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국제관계의 위상이 증진되는 등 국내 

RT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의 매우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RT 개발의 동북아 허브를 국내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RT 기술

(혁신)능력을 선진화하고 관련국의 기술개발 국제협력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 즉, 국제기술협력은 해당국의 RT 이용개발 환경, 기술 수요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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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발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해당국이 

이들 분야의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해 왔거나 고려하고 

있는 국제기술협력의 유형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일본과 중국

을 포함한 동북아 주변국과의 국제기술협력 니즈(Needs)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RT 개발의 동북아 허브를 국내에 구축하고, 국제기술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수행하 다.

   첫째, RT 허브 구축을 위한 동아시아 경쟁국의 RT 이용 개발 현황을 

조사 분석하 다.

   둘째, RT 허브 구축을 위한 동북아시아 협력/수출국의 RT 이용 개발 

현황을 조사 분석하 다.

   셋째, 주요국의 RT 이용 개발 전략 환경과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우리

나라와의 기술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기술 협력과 기술 수출 분야를 도출

하 다.

Ⅳ. 결론 및 건의 사항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RT 기술의 동북아 허브” 구축을 위한 주요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방 라데시)의 RT 

분야 이용, 개발 환경, 관련 연구개발/산업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

라의 RT 기술의 동북아 허브 구축 방안 설정과 대상국의 기술협력 및 

수출을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과제의 주요한 연구결과는 미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 주요국의 RT 기술 기술의 이용·개발 현황 및 전략 예측을 통하여 우

리나라 RT 기술 기술의 이용·개발 방향 검토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아시아 개도국의 RT 기술 기술의 이용·개발 현황 및 계획의 조사

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아시아 개도국과의 국제기술협력 메커니즘(기술수

요-기술협력대상-경로) 파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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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중국, 일본 및 개도국간의 교육/훈련 및 기술이

전 그리고 기술수출 등 RT기술의 국제시장과 기술교류가 크게 증진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중․일간의 동북아 및 아세안 지역에서 RT기술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RT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RT 기술의 동북아 허브’구축은 매우 절실하며,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서 

주요국의 RT 기술/산업 환경과 현황 및 기술협력 수요-방식에 구체적인 

정보와 대응전략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전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북아 허브 구축을 위한 방사선/RI 분야 국제기술협력 의제 및 전략 개

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북아 R&D 허브 구축 차원에서, 우리나라 RT 강점 기술 분야

는 동아시아 개도국과의 기술협력과 수출 차원에서 추진하며, 우리나라

와 유사한 기술 수준의 RT 분야는 국제 공동연구 등 기술 개발의 효과

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며, 중국, 일본 등과는 RT의 선진 기술 확보 차

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로의 방사선 기술(RT) 허브 구축을 위해 각국의 수입대상 

업체 혹은 수출대상 업체에 대한 수요 조사와 RT 기술 분야별 국가 간 

수요 조사 분석은 차기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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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Global Dynamic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Needs of RT 

Development and utiliz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east 

Asia RT Hub in Korea

II. Objective and Necessity of Research

   Nuclear energy is actively utilized and developed in asian region. 

Radiation and RI technology are widely applied in asian developed 

nations including Korea in the field of medical, agriculture, 

environment, industry and bio-technology. RT is adapted and developed 

to extend to the 21C industrial nations as promising growth technology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Korea, Japan and China intensify achieving the 'Northeast asia Hub 

on RT' in the view of increasing RT market in asian region. It is 

acknowledged that nuclear energy technology/industry are successfully 

introduced and developed in Korea. In the basis of that, it can be 

positive role to achieve 'Northeast asia Hub on RT' in Korea. 

   It can be deterministic opportunity to prosper the domestic RT if 

RT hub is established in Korea. RT market can be newly opened and 

extended. International relationship can be promoted as obtaining the 

predominance of international technology innovation.

   To establish 'Northeast asia Hub on RT' in Korea, domestic RT 

must be advanced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must be analyzed. 

Developing Environment on RT and status of development must be 

analyz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needs with northeast asian nations must be systematically 

investigated and analyz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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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ontents and Scopes of the Research

   In this study, the following are intensively studied to establish 

'Northeast asia Hub on RT' in Korea and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First, Status of RT utilization and development in RT competitive 

nations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to establish 'Northeast asia Hub 

on RT' in Korea.

   Second, Status of RT utilization and development in RT cooperation 

and export nations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to establish 

'Northeast asia Hub on RT' in Korea.

   Third, RT utilization/development environment and technology 

comparison with asian nations in a standpoint of our technology were 

analyzed to induce the field of technology cooperation and export.

Ⅴ. Results and Recommendations

   This study contribute to development efficient mechanis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xport on RT to establish 'Northeast asia 

Hub on RT' in Korea as analyzing the status of RT development in 

asian nations. The major result of this study is analysis of RT 

utilization and development status to prepare the future changing 

development environment in asian nations. 

   In future, international market and technology exchange on RT are 

increased in education/training, technology export in china, japan and 

asian developing nations. Positing the asian leader on RT is 

competitive in Korea, Japan and China. Therefore, status RT 

utilization/development environ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ust 

be investigated and analyzed prior to establish 'Northeast asia Hub on 

RT' in Korea. This study can be utilized in radiation/RI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and strategical development to establish 

'Northeast asia Hub on RT' in Korea. Strength field of RT in Korea 

export to asian developing countries and cooperation field of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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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velope with asian hub competitive countries. 

   Investigation and analysis on status of import/export enterprises and 

international demand with respect to the RT fields are needed in next 

study to establish 'Northeast asia Hub on R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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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 국제협력 방안에 관하여 양국 간 원자력분야 기술협력과제 도출, 기

술협력관계 수립, 공동연구 또는 협력 가능성 조사·분석 등에 관한 연구가 수

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기술제공자의 입장에서 양국 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력 

기반 조성에 치우쳐왔다. 

   그러나 국제기술협력의 성과는 그 메커니즘이 국내 기술혁신능력과 산업발

전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RT 기술개발의 동북아 허브의 국내 구축은 매우 효과적 메커니즘이 될 수 있

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RT 기술능력을 세계수준으로 향상시켜 동북아를 포

함한 아세안 지역의 RT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동시에 협력국의 기술수요-협력

대상-협력경로-수단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바탕으로 양국이 호혜적으로 기술

발전이 계획-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술 도입자의 입장에서는 RT 기

술의 국제이전을 통한 우리나라의 기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며, 반면에 기술

제공자의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여 해외 시장 개척과 국가 

위상 증진 등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RT 기술혁신의 국제적 신진대사를 촉진시킴으로

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RT 과학기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RT 

기술의 동북아 허브 구축이 추진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원자력 에너지 이용·개발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

개되고 있다. 원자력에너지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록한 일본과 중국 등에서는 

방사선 및 RI 기술의 의료, 농업, 생명공학, 환경, 산업 분야 등 광범위한 용도

에 주목하여 이를 기술의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 이외에도 아세안 개발도상국에서는 21세기 산업 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미래 유망성장 동력으로서 RT기술의 도입·개발이 크게 확산되고 있

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중․일은 동북아 및 아세안 지역에서 RT기술 시장과 

국제기술협력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들 지역에서 RT기술의 

리더십, 즉 ‘RT 기술개발의 동북아 허브’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원자력 에너지 기술/산업의 성공적 도입·발전성과는 개도

국에게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에 대

한 개도국의 호의적 평가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RT 기술의 확산은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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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RT 기술의 동북아 허브를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이다. 

  RT 개발의 동북아 허브가 우리나라에 구축되면, 국내 RT 기술진흥에 매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RT기술의 시장이 새롭게 개척되거나 기존의 시

장이 확대되고, 각국의 기술개발과정에서 국제기술혁신체제의 중심적인 위치

를 확보함으로써 국제관계의 위상이 증진되는 등, 국내 RT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의 매우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RT 개발의 동북아 허브를 국내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RT 기술(혁신)

능력을 선진화하고 관련국의 기술개발 국제협력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 즉, 국

제기술협력은 해당국의 RT 이용개발 환경, 기술 수요와 기술/산업 발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해당국이 이들 분야의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해 왔거나 고려하고 있는 국제기술협력의 유형

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주변국과의 

국제기술협력 니즈(Needs)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일본 및 개도국간의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그리고 기술수출 등 RT기

술의 국제시장과 기술교류가 크게 증진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중․일간의 

동북아 및 아세안 지역에서 RT기술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RT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으로서 ‘RT 기술의 동북아 허브’ 구축은 매우 절실하며,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서 주요국의 RT 기술/산업 환경과 현황 및 기술협력 수요-방식에 구체적인 

정보와 대응전략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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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동북아 및 동아시아 개도국의 

RT 이용․개발 현황

제 1 절 일본의 RT 이용․개발 현황

   일본의 방사성동위원소(RI)･방사선이용은 최근 경제 불황에 있어서도 공업, 

농업, 의료 등 폭넓은 분야에서 정착되고 있다. RI･방사선이용에서의 실용화 

이용개발은 의료분야에서 2002, 2003년도에 재단법인 若狹灣 에너지연구센터

에서 최초로 6열의 암 치료 양자선조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兵庫縣立 입자선

치료센터의 양자선･중입자 병용 암치료시설에서는 2003년부터 양자선 치료를 

일반인에게 실시하 다. 

   공업 분야에서는 일본원자력연구소의 연구로에서 중성자 조사에 의한 실리

콘 반도체 제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방사선가공 기술 분야에서는 방사

선 graft 중합법으로 만든 흡착제를 이용한 해수 중의 우라늄 등 희소금속 회

수실험이 실시되었다. 방사선조사로 제조한 수화겔(hydrogel)의 보호분야에서

의 이용이 진척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일본원자력연구소에서 쓰레기 소각시설의 배연(排煙) 내

에 포함된 다이옥신을 전자빔 조사로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기술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이다.

   가속기 개발 분야에서는 의료분야나 공업･농업분야에서의 이용이 기대되고 

있는 가속기에 대해 시설･설비･운전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시키기 위해 종전

의 가속기를 대폭적으로 소형화한 선진 소형가속기 개발이 추진 중이다. 

   일본의 방사선이용은 의료와 공업 분야 중심으로 수십 년간 실시되어 주변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방사선이용이 국민생활에 침투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1997년도의 방사선이용에 관련되는 산업의 

경제규모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방사선이용 분야의 경제규모는 약 

86,000 억엔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액수는 GDP에 대비 약 1.7%

에 해당한다. 그 중 공업적 이용은 약 73,000 억엔, 농업적 이용은 약 1,200억

엔, 의학‧의료이용은 약 12,000 억엔 이었다. 이 조사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하

여 제조된 것으로 공장 출하액‧매출액과 보험 의료비 등을 합쳐 계산한 것이

다.

   방사선을 이용한 제품의 개별적인 경제규모를 살펴보면, 예를 들면,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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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래디알 타이어의 매출액은 약 10,000억엔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자

기기용 내열전선은 매출액 450 억엔, 시장 점유율 약 20%, 발포체의 매출액은 

180억엔, 시장 점유율은 약 7%를 나타내고 있다. 단추형 산화은 전지용 격막

필름의 거의 100%는 방사선을 이용한 것이다. 반도체 매출액은 약 54,000 억

엔에 이르고 있으며, 방사선이용 중에서도 가장 큰 경제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용구의 멸균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한 것의 매출액은 약 2,800 억엔으로 시

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공업이용분야의 개발동향을 살펴보면 방사선 화학반응이 가지는 청정

하고 자원절약 측면의 장점을 환경보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자선을 이용한 배기가스 및 배수중의 유해생성물 분해나 흡착에 의한 처리

뿐만 아니라 환경부하가 낮은 재료, 의료･복지에 유익한 재료, 자원절약에서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해수에 있는 우라늄 등 유용 중금속을 고효율로 

흡착하는 포집재료 등의 고분자가공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 

   일본은 향후 고령화의 진척으로 인해 방사선이용에 의한 효율적이며 부담이 

적은 의료분야에서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

로 인구증가에 대응하고 식량 증산과 식품보존을 위한 방사선이용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고 신소재 및 새로운 제조 프

로세스의 개발, 이용 등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방사선이용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그림 1에 일본의 방사선 이용 산업규모를 나타내었다. 일본의 방사선 이

용은 공업 분야, 의학 분야, 산업 분야 순으로 이용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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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의 방사선이용 산업경제 규모(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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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 분야

가. 일본의 원자력장기계획에서의 의료분야

   방사선은 암을 비롯한 심장병, 뇌혈관질환, 치매 등, 각종 질환과 골절 등의 

진단이나 암 등의 질병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은 

X선 촬 을 포함하여 넓게 보급되어 있으며, 방사선진단 없이는 임상의학은 

성립되지 못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더욱이 RI를 이용한 핵의학 검사나 PET (양전자방사형 단층사진) 등의 진

단에서는 조직이나 장기(臟器)의 기능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몸 전체의 암

의 전이를 보는 등 종합적인 진단이 가능하다. 방사선에 의한 암 치료는 수술

이나 화학요법 등에 비해 환자에게 주는 고통이 적으며, 또한 치료 후에도 치

료 전과 그다지 변화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등 생활의 질(QOL)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근본적인 치료성(根治性)이 적은 경우도 있지만, 수술이나 

화학요법이 제한되어 있는 합병증환자나 고령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등, 적

응환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또한 방사선의약품의 복용요법이 갑상선암의 

전신(全身) 전이 치료나 골수전이라고 하는 통제법(痛除法)에 이용되며, 후자

의 사례로서는 진통효과가 장기간에 지속됨으로 환자의 요양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방사선진단이나 치료는 기술혁신이 급속히 진척되고 있는 분야이다. 방사선

진단은 CT 등의 형태 진단과 PET 등의 기능진단으로 분류되지만, 예를 들면, 

3차원 CT의 연구개발로 인해 미소 암의 검출이나, 내시경을 이용할 수 없는 

혈관 내부의 진단이 실현되고 있다. 더욱이 진단기술을 응용한 치료인 IVR 

(혈관 내 치료)는 치료가 어려운 암이나 순환기 환자 등에 대해 비침습적 치

료를 가능하게 하며, 21세기의 비침습적인 치료의 하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치료에서는 정위 (正位) 방사선조사 등의 종전의 방사선치료를 더욱 고도화하

거나 암을 살상하는 능력을 증강하고, 정상세포에 대한 향을 억제할 수 있

는 입자선치료 등이 개발되고 있다. 장래에는 분자수준의 진단과 치료 등, 분

자생물학, 물리공학, 정보 등의 학술적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방사선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그림 2에 탄소(C-14)를 이용한 암 치료의 예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는 FDG-PET로 촬 한 전신모습을 보여주고 있으

며, 그림 3은 탄소(C-14)를 이용한 암 치료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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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DG-PET의 전신모습

악성임파종양의 사례에서 경부, 종격부 및 복부에 강하게

FDG(불소 18) 집적이 나타나 있으며, 그것이 환부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뇌와 요도계통의 집적은 생리적인 집적이다.

악성임파종양의 사례에서 경부, 종격부 및 복부에 강하게

FDG(불소 18) 집적이 나타나 있으며, 그것이 환부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뇌와 요도계통의 집적은 생리적인 집적이다.

그림 3 탄소이온을 이용한 암치료

고 속 의 탄 소 이 온 을 이 용 하 여 두 경 부 의 중 상 치 료 를 한 사 례 를 나 타 내 고

있 다 . 위 의 2장 의 사 진 은 치 료 전 후 의 자 기 공 명 영 상 법 (M R I)에 의 한 단 층

사 진 이 다 . 좌 측 의 사 진 이 치 료 전 , 우 측 의 사 진 이 치 료 후 6개 월 이 경 과 되

었 을 때 의 모 습 을 나 타 내 고 있 다 . 치 료 전 의 오 른 쪽 눈 의 뒷 부 분 의 중 상

조 직 은 치 료 후 단 층 상 에 서 는 소 실 되 어 있 는 것 을 알 수 있 다 .

치 료 전 치 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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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방사선치료 현장에는 방사선치료 의사, 의학 물리사나 약제사 등의 

종사자들이 상당히 적은 것이 현 실정이다. 이것은 진단‧치료기술이나 방사성

의약품 개발, 기초연구 등의 저해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되고 있다. 또한 RI에 

대해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으며, 신규 RI의 개발능력이 약하다는 등을 이유로 

RI를 이용한 진단‧치료의 기술개발은 해외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

다. 더욱이 방사선 의학기기의 국내 기업의 개발능력이나 국제경쟁력이 약화

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방사선진단이나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RI는 방사선성의약품으로서 

사용‧투여된다. 단수명의 탄소(C-11, 반감기 20분)이나 테크네슘(Tc-99 

,Tc-99m, 반감기 6시간)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Tc-99m은 핵의학검사

의 80% 이상에 이용되며, 원료인 몰리브덴(Mo)의 대부분은 캐나다에서 수입

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출하국의 사정으로 공급이 정지되는 등 불안정한 공

급체제에 있었습니다. 또한 PET용 단수명 의약품은 제조장치가 있는 병원에

서 주로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하여 조제(병원 내 조제) 되었지만, 다른 시설로

의 공급이 법규제상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PET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일방적인 공급체제로부터 공급체제의 다변화나 

병원 내 제조의 주변시설로의 공급 등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공급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RI를 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처분에 대한 제약이 있다. 단반감기 RI는 

단시간 동안에 사실상 방사능은 무시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단

반감기 RI에 관한 폐기물의 규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적응증 사례는 많은데 비해, 

전체적응예의 15-20%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구미의 약 50%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이다. 이러한 이유의 하나로는 방사선치료에 대해 의료종사자

들이 환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환자도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았

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나 국민

들과 의료종사자들을 포함한 교육, 계몽이 필요하다.

   의료는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진단‧치료법에 대한 연구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방사선치료나 진단은 그러한 방향에서 일치된다. 방사선치료의 

적용범위 확대 등을 위해서는 

1) 의료용 전자 선형가속기 (Linac)이나 의료용 선원 등의 종전 기술의 

   차세대화,

2) 특정조직으로 집중성이 좋은 방사성약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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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자선 치료의 보급을 위한 대형가속기나 원자로의 활용이 요구된다.

4) 방사광이용이나 레이저 등의 비전리방사선의 이용에 의한 진단기술

   의 개발 등으로 비침습적인 조직진단을 목표로 해야 한다.

나. 의료이용 연구개발 동향

   방사선을 의료로 이용한 것은 1895년 11월 X선 발견과 2개월 후인 1896년 

암 치료에 적용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 고에너지 양성자를 이용한 치료시설 등

이 일본 내 수 곳에 설치되어 이용이 용이한 의료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중성자를 이용한 붕소 중성자 포획요법(BNCT)과 암에 특별히 집적되는 RI 

표식화합물에 의한 치료 등 새로운 실험도 추진되고 있다. 방사선이 의료에 

응용된 이후 100년 이상이 경과된 지금의 방사선 진료는 환자의 신체적 부담

이 적은 진료를 실현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방사선은 인체 등 물질을 투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

하여 오래전부터 인체내부를 관찰하고 병의 진단을 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사진 필름을 이용한 고전적인 화상진단을 비롯하여 인체를 투과하는 방사선 

계측 데이터를 컴퓨터 처리하여 화상으로 만드는 X선 CT(computed 

tomography) 등도 폭넓게 보급되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를 포함한 약제를 투

여하고, 그 약제의 인체 내 움직임이나 분포를 화상으로 처리하는 기술

(scintigraphy, SPECT, PET 등)도 실용화되고 있고, 형태뿐만 아니라 인체 기

능을 화상화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인체조직 기능과 형태를 높은 공간

분해능으로 화상화하는 새로운 기술의 방사선 진단기술 개발도 추진되고 있어 

초기의 암환자 발견, 인체기능 이상에 대한 해명, 새로운 치료약 개발에 대한 

공헌을 기대하고 있다. 

   방사선은 세포 살상 능력을 이용하여 암 등의 치료에도 이용되고 있다. 암

은 일본에서 사망원인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방사성 라듐을 암 조직에 넣

어서 치료하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해 왔으며, 최근에는 방사성 이리듐(Ir)에 

의해 보다 양질의 치료도 보급되고 있다. 방사성 코발트(Co)에서 방출되는 γ

선과 방사선 발생장치에서 만들어진 X선을 체외에서 조사하는 방법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고, 외과수술에 비해 환자의 신체적 부담이 적은 치료법으로서 암

치료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자선과 중입자선 등의 입자방사선

에 의한 암치료 연구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독립행정법인 방사선의학총합연구

소(NIRS; National Institute of Radiological Science) 중입자선 암치료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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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MAC)이 사용되고 있는 탄소선은 체내에서의 선량 집중성 및 생물효과에

서의 암치료에 적절한 성질을 가지는 방사선이며, NIRS에서는 2004년부터 중

입자선 암치료의 임상시험을 개시하고, 두경부(頭頸部), 폐, 간장, 전립선, 연골

부 등의 종양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2000가지 이상의 임상사례를 쌓고 있

다. 치료효과의 유효성, 안전성을 실증하기 위해 2003년 11월부터 고도의 선진 

의료시설에 의한 치료도 시작되었으며, 난치성 암에 대한 적응질환 확대를 위

한 임상시험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3년 일본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

성에서 책정된 ‘제3차 대암 10년 종합전략’에서는 입자선치료의 임상 유용성 

확립과 치료 장치의 소형화가 중점연구과제로 제정되고, 암 연구･치료의 중점

적 거점기능 강화로서 NIRS를 중심으로 중입자선치료 등의 방사선치료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방사선의학총합연구소에서는 중입자선 암 치료의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방사선을 의료부문에 응용함에 있어서 보다 적은 피폭량으로 진단하고, 보

다 적은 부작용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도 광범위하게 수행

되고 있으며, 방사선을 국민의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1) 중입자가속기(HIMAC; Heavy Ion Medical Accelerator in Chiba)

   중입자가속기는 1984년에 시작된 ‘대(對) 암 10개년 종합전략’의 일환으로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NIRS)에 의료를 목적으로 한 중입자가속기로서는 세계 

최초로 건설되었다. 1994년 HIMAC에서 발생되는 탄소 이온선을 이용하여 암

치료 임상시험이 개시되었다. 또한 암 치료와 동시에, 일본 국내외의 생물･물

리공학 연구에도 제공되어 다목적 공동이용시설로서 가동되고 있다. 

   HIMAC은 가동이후 경미한 고장에 의한 몇 번의 치료정지(5일간)를 제외하

고는 빔을 계속 공급하고 있으며, 폐, 간장 등의 치료를 위해 호흡 동기 빔 추

출기술과 사용하지 않았던 고에너지 빔의 감속폐기기술 등 의료용의 독자기술

개발을 축적하여 임상시험에 공헌해 왔다. 

   HIMAC에 의한 중입자선 암 치료는 2004년 10년을 맞이하 지만, 2003년 

10월에는 그때까지의 임상시험에서 제시한 항종양효과와 안전성을 토대로 후

생노동성으로부터 ‘고형 암에 대한 중입자선 치료’라고 하는 명칭으로 고도 선

진의료시설로 승인을 받았으며, 2003년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재 약 2000

가지를 초과하는 임상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2) 현재까지의 치료성적과 치료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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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2월까지 등록된 총환자수는 1954명(2027 병소)이다. 질환별로 본 탄

소선 치료성적을 정리하 다.

   탄소선 치료는 ① 부위로서는 頭蓋部, 頭頸部(눈 포함), 폐, 간장, 전립선, 연

골부 조직에 대해, ② 조직형에서는 특히 광자선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腺癌系

(선암, 간세포함)이나 肉腫系(악성흑색종, 골･연골부 육종 등)에 대해 효과적이

었으며, 특히 ③ 생물학적 선량분포 이점을 살린 ‘단기(短期) 소분할(小分割) 

방사법(放射法)’이 효과적이었다. 치료 후의 유해반응(부작용)에서도 일부 환자

에게 선량증가에 따라 소화관 손상이 나타나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었지

만, 원인을 분석하여 조사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 다.  

   폐나 간 등에서도 ‘단기 소분할 방사법’의 효과성이 나타나 탄소선의 물리생

물학적 특성을 뒷받침하 다. 

   한편, 두경부, 폐의 진행 암, 연골부위 육종 등에서는 보다 더 생존율을 향

상시키기 위해 원격전이 대책이 중요하며, 탄소선과 더불어 항암제와의 병행

치료를 개시하거나 계획 중에 있다.

   방사선의학총합연구소의 중입자선 치료는 개시 이후 일관되게 ‘중입자선치

료 네트웍 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로 실시되어 왔다. 각종 위원회는 소내

외의 전문가 및 학식경험자로 구성되어 있다. 임상시험 프로토콜(연구계획서)

는 질환별 분과회를 거쳐 계획부회에서 작성하고 ‘임상의학연구윤리심의회’ 및 

‘방사선치료부회’에서 윤리측면에서의 심사를 받아 최종적으로 ‘중입자선치료 

네트웍 회의’에서 승인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또한 중입자선 치료의 안전성

(부작용)이나 항종양효과에 대해서는 평가부회에서 평가를 받은 후에 ‘중입자

선치료 네트웍 회의’에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윤리적, 과학적인 치료의 실시

체제는 일본 국내에서도 드문 사례이며,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 식품조사 및 농업분야

가. 일본의 원자력장기계획에서의 식품조사 및 농업분야 이용

(1) 식품 조사

   세계 식량의 약 1/4이 수확 후에 소실되며, 위생적으로 식중독의 걱정이 없

는 식품을 안정되게 공급하는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의 공통되는 바램이

다. 식품의 보존이나 위생을 위해 여러 가지 살균기술이나 저장기술이 개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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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 대표적인 살균방법에는 가열이나 훈증(燻蒸:연기를 쬐어 살균하는 

것), 자외선, 식품첨가물로서의 보존재료, 살균제 사용 등이 있다. 또한 저장방

법에는 냉장‧냉동, 동결건조 등이 있다. 그러나 가열법은 품질이 나빠지거나, 

신선한 식료품이나 냉장‧냉동식품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는 등의 어려운 점이 

있다. 훈증처리에는 불화 메틸 가스가 이용되고 있지만, 불화메틸은 오존층 파

괴물질이기 때문에 식물검역처리를 제외하고 2005년부터 사용이 금지되게 되

었다.

   방사선은 조사선량을 조절함으로써 살균이나 멸균을 하거나, 발아를 지연시

키거나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식품의 부패방지나 보존기간 연장, 안전하

고 위생적인 식품유통 확보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식품조사는 온도상승이 

매우 적기 때문에 식품의 양성분이나 맛, 향기 등에 대한 향이 적으며, 신

선한 식품이나 냉장‧냉동식품의 처리에도 이용할 수 있다. 방사선은 투과 능

력이 있기 때문에, 포장후의 제품 상태에서도 살균이 가능하다.

   식품조사는 향신료나 건조야채, 최근에는 생육 등의 살균, 감자나 양파 등의 

발아정지를 비롯하여 해충, 숙성도 조정, 저장기간 연장 등으로 이미 32개국에

서 실용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O-157 등의 병원미생물에 의한 식중독방지 대

책으로서 미국이나 프랑스의 일부 시설에서는 음식의 살균에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가장 보급되어 있는 식품조사는 살균을 목적으로 한 

향신료를 비롯한 건조 식품원 재료에 대한 것이며, 이미 동남아시아 정부들을 

포함하여 20개국 이상의 정부들이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건전성 (독성, 양학적 적합성 등을 포함하는 개요)이 

문제가 된다.

   조사식품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도(誘導)방사능이나 독성을 가진 

유해물질의 생성, 양가에 대한 향, 균의 형태변화에 따른 병원균의 증식 

등에 대해 충분히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부터 조사식품의 건전

성을 검토하는 국제 공동작 업이 시작되어, 1980년에 개최된 FAO (UN식량농

업기관), IAEA (국제원자력기구), WHO (세계보건기구)의 합동전문가위원회에

서 10 kGy 이하의 조사식품 건전성을 확인하 다. 1994년에는 WHO 가 재평

가를 실시하여 건전성을 재확인하 으며, 1997년에는 10 kGy를 초과하는 조사

식품에 대해서도 건전성을 확인하 다.

   일본에서는 1967년에 원자력위원회가 식품조사를 원자력 특정종합연구의 제

1호로 지정하고, 조사식품의 건전성 검토를 시작하 다. 1974년에는 감자의 식

품조사가 최초로 실용화되었다. 그 이후 매년 15,000톤 정도의 조사가 北海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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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幌농협에서 실시되었으며, 조사된 감자는 봄이 되더라도 발아하지 않기 때

문에 비 수확기의 가격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식품의 

건전성에 대해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안감이 있으므로, 앞으로 정부는 식품조

사 허가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또한 식품조사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감마선과 전자선의 두 종류가 실용화되어 있

다. 단, 일본에서는 감자의 조사에 이용되는 감마선원만이 실용화되고 있는 것

이 현 실정이다. 의료용구 등의 방사선 살균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을 위한 관

리기술이 확립되어 있으며, 그러한 기술이 그대로 식품조사에도 적용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향신료의 99%는 해외에서 수입된 것이지만, 생산

국에서 재배, 수확, 천연 건조되는 과정에서의 균이나 바이러스의 부착은 피할 

수 없다. 향신료에 붙어있는 균은 직접 섭취함으로써 식중독의 가능성은 낮지

만, 오히려 향신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의 제조‧유통과정에서의 균이 증식하여 

부패의 원인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는 가공된 육류제품의 성분규격으로서 아포균(芽胞菌:

포자 식물균)의 규격이 정해져 있으며, 이 규격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향신료의 아포균량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는 주로 고압증기처리에 의

해 아포균의 절감을 실시하고 있지만, 향신료의 맛과 향기를 잃는 등 품질상

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방사선조사에 의

한 살균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붙어있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과도 기

대되고 있다.

   미국에서 대장균 O-157에 의해 몇 십명이 사망하 다. 식품 살균이 가능하

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되지만, 종전의 방법에서는 살아있는 식품의 신선

한 맛을 잃지 않고 살균하는 것은 어려웠다. 미국에서는 1997년 식품의약국이 

과학적인 데이터 평가를 실시하여, 냉장‧냉동의 생고기 등과 기계로 다진 육 

고기, 햄버거 등의 대장균 O-157이나 살모넬라 등의 살균을 위해 건전성을 잃

지 않고 방사선 조사를 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 다. 또한 1999년에는 식육검

사를 담당하는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이 상기의 식육류의 살균을 위해 방사

선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허가하여, 이들 육류에 대해서도 방사선조사에 의한 

살균이 가능하게 되어, 일부 시설에서 실험적으로 이용이 시작되고 있다.

   정부는 식품조사를 식품위생 확보와 식량의 손실방지의 유력한 옵션의 하나

로 설정하고, 앞으로도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에 노력하며, 조사식품

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더욱 더 촉진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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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필요한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시험을 적극적

으로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식품은 인체 내에 직접 

들어가서, 인간의 건강관리나 생활의 본질에 관계되는 중요한 것이므로, 식품

의 안전성에 관한 리스크 관리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

다. 이 외에도 조사식품의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 의한 자

유로운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조사식품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조사식품이나 조사 원료를 이용한 가공식품

을 검지(檢知)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1은 세계 각국의 

식품 조사 목록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각국의 주요 생산품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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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 식품 조사 현황 (국가별 조사식품 종류)

지역 국명

조사식품

스

파

이

스

건

조

식

품

양

파

감

자

향

료 

‧ 

조

미

료

야

채

과

일

육

류 

‧ 

냉

동

육

류

육

류

가

공

허

브

마

늘
쌀
효

소

냉

동

식

품

기타

아시아

일본 ●

방 라데시 ● ● ●

중국 ● ● ● ● ● ● ● ● ● ●

인도 ● ● ●

인도네시아 ● ●

이란 ● ● 땅콩종류

이스라엘 ● ● ●

한국 ● ● ●

말레시아 ● ● ●

태국 ● ● ● ●

베트남 ● ●

서유럽

벨기에 ● ● ●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 ● ● ● 새우

독일 ●

헝가리 ● ● ● 와인코르크

이탈리아 ●

네덜란드 ● ● ● ● 계란분말

노르웨이 ●

국 ●

동유럽

크로아티아 ● ●

체코연방 ● ●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

북미
카나다 ●

미국 ● ● ● ● ●

중미
쿠바 ● ● 콩종류

멕시코 ● ●

남미

아르헨티나 ● ● 코코아분말

브라질 ● ● ● ● 면종류

칠레 ● ● ● ● ●

페루 ● 식품첨가제, 동물용사료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 ● 장기보존가능품

식품조사 실시국 수 30 13 7 6 4 4 4 4 3 3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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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 분야

   21세기에는 아시아지역에서의 대폭적인 인구증가와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식생활 변화가 곡물수요의 지역적인 불균형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생산조정, 농지확대의 제약, 환경문제의 심각화 등이 식량

의 안정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쌀 소비감소와 수입곡물의 증가가 식량의 자급률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보리나 콩 등의 국내생산을 증대하여 식량 자급률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

다.

   안정된 식량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물의 생육에는 적합하지 않는 환경

에서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작물, 병과 해충에 강한 작물과 과일나

무 등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식물 육종 (품종개량)은 이제까지 식량 증산‧안정적 생산을 위한 개량, 생활

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관상용 (觀賞用) 식물의 개량 등에 공헌해 왔다. 식물 

육종은 종전의 소위 교배라고 불리는 교배육종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많은 품

종이 육성되어 왔지만, 교배에 의한 식물 육종법에서는 신품종이 가진 형질의 

특성을 조합하여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화학 약제법이나 

방사선 육종법과 같은 신품종이 보유하지 않는 형질을 부여하는 것에는 부적

절하 다. 화학약제를 이용하는 방법은 약제 자체에 발암성이 있어, 최근에는 

이용되지 않고 있다.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은 화학약제보다도 많은 유전적

인 변이를 일으킬 수가 있으며, 처리도 간단하므로 품종개량의 수단으로서 보

급되어 왔다.

   방사선육종은 작물에 방사선을 조사함으로써 세포 수준에서의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하여, 그 가운데 인류에게 있어서 유용한 것을 선별하는 방법이다. 

줄기가 짧고, 바람에 강하여 넘어지기 어려운 벼의 돌연변이종 “레이메이”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을 만들어내어, 신품종으로서 육성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미 세계적으로 1800개 가까운 품종이 방사선을 이용하여 육성되

었다. 일본에서도 농업생물자원연구소 방사선 육종장 (이하 “방사선 육종장”이

라 함)이 중심이 되어 감마선을 이용한 품종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돌연변이에 의한 품종은 지금까지 110 품종에 이르는 등 일본의 농업에 큰 공

헌을 해 왔다. 과일인 배의 “Gold 21세기”는 검은 반점병 (黑斑病)에 약한 “21

세기”를 병에 강한 품종으로 한 것이다. 품종개량에 의해 농약을 약 반 정도

로 줄일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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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개량 이외에도 농업분야에서는 방사선이나 RI가 작물의 DNA 해석이나 

대사기능의 해명 등에 유용한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방사선육종장에서는 

세포‧조직배양과 감마선 조사를 결합하여, 키메라 (동일 개체 속에 유전자형이 

다른 조직이 공존하는 것)에서 완전한 변이 개체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양 번식성 작물의 방사선육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이

것에 의해 국화, 금작화, 터어키 도라지 등 수많은 품종이 육성되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원자력연구소 다카사키(高崎)연구소 (이하 “원연(原

硏)”이라 함)와 방사선육종장의 협력으로 세계에서 선구적으로 이온빔을 식물 

육종에 적용하여, 종전의 감마선과는 다른 형질의 돌연변이를 유발시킬 수 있

다는 것을 발견하 다. 이온빔은 전자선이나 감마선에 비해 물질 속에서 국부

적으로 도가 높은 여기나 이온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발생시키는 

확률이 감마선에 비해 형질에 따라서는 10배 이상이나 높은 경우가 있고, 감

마선에서는 얻기 힘든 돌연변이 유전자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온빔을 이

용한 육종에 의해 종전의 감마선법에서는 만들지 못했던 복합색의 꽃으로 된 

국화나 자외선에 강한 흰개냉이, 병에 강한 대보리 등의 새로운 식물을 육성

할 수 있다. 그림 4는 일본에서의 감마선과 이온 빔을 이용한 식물 육종의 예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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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방사선을 이용한 식물 육종

   이온빔은 이온을 발사하는 위치나 깊이, 빔의 크기, 이온의 도 등을 미세

하고 정 하게 제어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등으로 가

속된 1 GeV (10억 eV) 정도의 탄소 이온빔을 이용함으로써, 1 cm 정도 두께

를 가진 큰 크기의 종자나 식물조직, 세포덩어리에 조사가 가능하므로, 육종의 

대상은 농작물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을 정화하는 환경정화 식물 등의 육종

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세계 최대급의 감마 field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온빔에 의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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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기술을 탄생시켰다.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세계를 이끌기 위해서는 식

량 증산과 안정공급을 목표로 한 농업 이용뿐만 아니라, 환경보전형의 식물자

원의 육종도 고려한 폭넓은 연구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방사선

이용에 의한 작물의 DNA 해석이나 대사기능의 해명을 추진하고, 감마선과 이

온빔에 대한 각각의 특징을 살린 육종법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

사선육종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기관과의 연구교류를 활발히 하고, 연구 활동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연구체제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에서는 방사선육종을 목표로 하는 

감마선 조사시설을 건설하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이들 정부들과의 육종기술 

개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인 식량난 해결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농업분야 연구개발 동향

   농업분야에서는 품종개량, 해충방제, 식품조사 등의 분야에서 방사선이 이용

되고 있다. 식물의 품종개량에서는 γ선 등을 직접 조사함으로써 140종 이상의 

신품종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는 태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벼, 흑반점

병에 강한 가지(골드 20세기),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고려 잔디 등이 있다.

   골드 20세기는 농약 살포를 대폭적으로 줄이기 위해 농업종사자의 건강측면

에서도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겨울에도 마르지는 않지만 병해충에 약

한 서양 잔디에 비해 고려잔디는 병충해에도 강하지만 겨울에 말라버리는 결

점을 가지고 있지만, γ선을 이용하여 이러한 결점을 개량하 다. 이와 같이 농

약사용량이 적은 식물은 환경보전 등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해충방제에서는 불임충방사법(不姙蟲放射法)으로 오키나와(沖繩)현과 아마미

(奄美)군도에서 서식하는 우리미바에(초파리일종)를 근절하기 위한 사업이 

1972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되어 성공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미바에가 기

생하는 과실･채소류의 이동규제가 해제되어 외부로의 출하가 가능하게 되었

다.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에서는 식품과 농축산물에 γ선과 전자선 등을 조사

하여 발아방지, 숙성도 지연, 살균, 살충 등의 효과를 얻고,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시켰다. 특히 수확후의 부패, 해충 등으로 식품의 손상에 있어 식품조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1993년 IAEA 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의 식품조사 실용화 

촉진’ 결의안이 채택되어, 2003년 현재 세계 52개국에서 농작물의 손실 방지와 

식품위생을 위한 식품조사가 법적으로 허가되고 있다. 또한 향신료의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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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과 닭고기, 어패류 등에 붙어있는 식중독균의 방사선 살균이 북유럽국가

에서 실용화되고 있다. 한편 오존층 파괴의 원인물인 브롬화메틸(CH3Br) 대체

기술로서도 식품조사기술에 대한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74년부터 홋카이도(北海道) 시호로마치(士幌町)에서 감자의 발

아방지를 위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1996년에 전국적인 식중독 발생을 일으킨 병원성 대장균 O-157에 대

해 방사선으로 살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을 일본원자력연구소에서 확인되

었다.

   그리고 전 일본 스파이스 협회에서는 2000년 12월에 구 후생성(2001년 이후 

후생노동성으로 명칭이 바뀜)에 대해 향신료의 방사선 살균･살충처리 허가요

청을 하 다. 

3. 공업, 환경 분야

가. 일본의 원자력장기계획에서의 공업, 환경 분야 이용

   21세기에는 국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상으로 환경을 보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생활

이나 산업 활동에 따른 환경에 대한 부하를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종전의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 형태의 기술문명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산과 재순환을 목표로 한 에너지절약 효율화 형태의 문명으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일본은 21세기 전반에는 고령화가 더욱 진척되어, 의료와 복지에 관련되는 

기술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제품 등의 재료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방사선에는 재료에 특수한 기능을 주거나, 이제까지의 기술로서는 얻을 수 

없었던 특징을 가진 새로운 재료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 예를 들면, 화석연료

를 사용한 화력발전소 등의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합물을 제거하는 능

력, 의료용구나 식품 등을 살균 혹은 멸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방사선의 다른 특징의 하나는 화학약품이나 가열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

에 깨끗하고 에너지절약 효율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사선은 주의하여 

안전하게 이용하면,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며, 사회를 풍요

롭게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방사선이용은 모든 분야에서의 국민생활에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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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만, 아직까지 그 가능성은 많이 있다. 방사선의 능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사

회의 필요에 따른 신소재나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어 새로운 산업을 창

출할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를 활성화하는 원동력으로도 될 것이다.

   방사선을 이용하여 고분자 재료를 가공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부엌이나 목욕탕에서 쓰는 플라스틱 제품에

는 폴리에틸렌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강도를 높인 것이 있다. 손목시계나 카메

라에 사용하고 있는 단추형 전지에는 방사선으로 합성한 얇은 격막이 사용되

고 있으며, 양극과 음극을 분리시킨 상태에서 전기를 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 TV나 컴퓨터 등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 전선은 모두 방

사선으로 내열화 시키고 있다. 로케트 엔진이나 초고속 비행기에 사용되는 고

강도이며, 내열성이 우수한 세라믹 재료는 일본 독자적인 기술로서 방사선으

로 합성된 첨단재료이며, 그 제품은 해외로 공급되고 있다. 

   방사선은 공업제품의 비파괴검사나 공업계측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

며, 여러 가지 종류의 RI가 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며, 보급되고 있다. 이와 같

은 목적의 봉 RI 장비기기는 전체 9,000대를 초과하고 있다. 

   의료용기구의 방사선 멸균은 종전의 증기나 가스를 이용한 멸균에 비해 기

술적으로나 비용 측면에서나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체 멸균처리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감마선을 이용하 지만, 최근에는 전자

선이 이용되고 있다. 전자가속기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어성이나 안전성이 

뛰어나며, 또한 감마선과 같이 사용 후 선원으로서 폐기물을 발생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자선 멸균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보전에 대한 방사선이용에서는 석유나 석탄의 연소가스에 포함된 유황

이나 질소의 산화물을 제거하는 기술이 실증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것에는 전

자선을 이용하고 있지만, 설비를 소형화할 수 있으며, 유해한 폐액을 발생하지 

않고, 또한 부속 생성물로서 싼 유황이나 질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물질순환형의 처리시스템도 일본의 독자적인 기술로서 개발되고 있다.

   환경보전에 있어서는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폐기 가스나 폐

수 등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해가 없도록 하거나 유해물질의 제거로 방사선이

용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개발을 강력하게 추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이옥신 등의 환경호르몬 물질의 분해‧

제거기술, 공업폐수에 포함된 납 등의 유해금속을 포집하는 재료개발, 환경오

염원으로 되는 플라스틱 폐품을 줄이기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이나 천

연 고분자의 효과적인 이용을 추구하는 기술에 방사선을 활용하는 것이다.



- 22 -

   일본은 바나듐(V), 몰리브덴(Mo) 등 공업재료에 필요한 희소금속을 모두 해

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것의 비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해수 중에  있으며, 이것을 효율적으로 포집하는 기술을 개

발한다면, 안정된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해수에 포함되어 있는 우

라늄도 무진장 있으며, 일본 근해에서 흑조(黑潮)가 운반하는 우라늄 량은 1년

간만으로 전 세계 광산 등에서 채굴 가능한 매장량과도 필적할 것이라는 계산

치도 있으며, 또한 해수중의 우라늄을 포집함으로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방사선을 이용하여 희소금속을 흡착하는 재

료를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해수중의 우라늄, 바나듐 등

의 유용한 금속을 포집하는 기술개발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

이 필요하다.

   첨단재료의 개발에 있어서도 방사선은 이용될 수 있다. 차세대의 반도체소

자‧디바이스, 광촉매박막 재료, 고 내열‧고강도 재료, 고내방사선성 재료, 세라

믹 복합재료 등의 제조에 방사선이용이 효과적이다.

   향후의 방사선이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전자선이나 감마선과 더불어, 이온빔

이나 방사광, 중성자, 포지트론, X선 레이저 등의 새로운 방사선의 활용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 고에너지 중이온 빔이나 포지트론 빔은 바이오 기술이나 

첨단재료 개발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수단이다. 또한 방사광

은 차세대의 미세기기(micro-machine) 기술에 필요한 LIGA 프로세스 (도금, 

주조공정 등)에 없어서는 안 될 방사선이다.

   방사선이용 기술이 새로운 산업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기술혁

신을 이룩하여 폭넓게 산업으로 향력을 주며, 국민생활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기술이 확립되고, 인재가 육성되

며, 연구‧개발‧실용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망이 밝게 나타나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 국내의 기존 연구시설에 대한 활용과 산‧관‧학의 접한 협력 등에 

대한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 새로운 산업 창출을 테

마로 한 주요 사례로서 신소재 제조나 재료의 복합화 기술의 개발을 들 수 있

다. 

   신소재 제조에서는 flywheel (전력저장장치의 부품)의 성형, 수송용기의 복

합경량 소재, 통신‧정보기기 공업에서의 방사광에 의한 LSI 정 가공, 항공우

주공업에서의 내열복합재료, 의료산업에서의 생체 친화성 재료의 개발 등이 

있다. 또한 복합화 기술의 개발에서는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비용의 항공

기 제조를 목표로 하는 복합재 연구개발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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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다양화된 산업에서 방사선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관‧학의 긴

한 연계를 목표로 한 산업집단(Industry Community) 형성이 필요하다. 이미 

공업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전자선, 감마선, X선 등을 이용한 방사선이용은 

민간기업의 주도로 새로운 산업창출을 목표로, 정부는 방사선 전문기술을 구

사하여 새로운 산업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안심하고 생

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환경보전‧정화기술은 중요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용촉진을 위해서는 선량측정기의 정 도 보증에 정부기준 체계를 가지도

록 하는 제도 (traceability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방사

선멸균 시의 조사선량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선량측정기를 이용하

여 비교교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고품위

의 기준측정기로 순차적으로 교정하고, 측정정 도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Traceability는 이러한 교정 경로가 확립되어 있는 것을 나타

내는 말로 선량측정의 신뢰성이 이용현장에서 사용되는 말단 측정기에 이르기

까지 일정한 수준에서 보증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적인 

제도의 정비가 추진되고 있지만, 일본은 이제까지 외국의 표준연구기관에 교

정을 의뢰해 왔습니다. 정부는 정부계량표준에 관련되는 연구개발이나 설정‧

공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일본 국내에서의 traceability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나. 공업이용 연구개발 동향

   방사선 투과성을 이용하여 제지업계에서의 두께, 도, 수분함유량의 정  

측정과 철강, 항공기업계에서의 비파괴검사 등에 넓게 이용되고 있다. 2004년 

3월 현재  두께계측기가 442 사업소에 2590대, 레벨 계측기가 171 사업소에 

1443대, 비파괴검사 장치가 111 사업소에 903대가 사용되고 있다.

   방사선과의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재료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강도, 내열성, 

내마모성을 향상시키는 재료의 개질에도 이용되고 있다. 

   방사선 공업이용 중 반도체 가공에서, 반도체 미세가공은 감광(露光), 에칭, 

불순물첨가(doping), 成膜의 요소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에 많은 전자파

와 입자 빔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전자선, X선, 이온빔 등의 전리 능

력을 가진 전자파와 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감광의 주요공정인 일관감광에 관

해서는 현재 단파장의 레이저빔이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소자의 미세화 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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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단파장화를 보다 진척된 X선이 주역으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선을 이용한 방사선(고분자) 가공분야에서는 자동차 타이어, TV에 사용

되는 내열전선 케이블, 열수축 튜브 필름, 발포 플라스틱, 분해･경화･graft 등

에 이용되고 있다. 특히 방사선가교를 메커니즘으로 한 자동차 타이어 가공에

서 이용되고 있으며, 래디얼 타이어 제조에서는 전자선 조사로 사용되는 고무

량 삭감과 품질 안정화를 달성하고 있다.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용구 멸균은 화학 살균과 같이 잔류 유해물이 없으므

로 주사침, 주사통, 봉합실 등 100종류 이상에 실시하고 있다. 그림 5는 일본

에서의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자원 확보와 새로운 산업창출 환경보전의 예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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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원 확보와 새로운 산업창출 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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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보전 연구개발 동향

   배연(排煙) 및 배수 처리 등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방사선이 이용되고 있다.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배연 내의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은 전자선으로 배

연을 조사함여 제거할 수 있다. 그 때 배연에 암모니아를 첨가하면 비료로 바

꿀 수 있다. 

   일본원자력연구소는 2003년까지 3년간 중부전력(주) 신나고야 화력 발전소 

내에서 실시한 석탄연소 배연처리 파이럿 시험에서 종전에 비해 설비비용과 

운전비용, 부지면적 축소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배연처리기

술은 일본 국내를 비롯하여 동유럽과 중국 등에서 계속 응용되고 있다. 또한 

전자선이 쓰레기를 연소한 배연 내에 다이옥신 분해에 유효하다는 것을 밝혔

으며 그것의 실용화를 위한 검토가 추진되고 있다. 

4. 기초연구분야

   생명공학분야에서는 DNA 염기 배열의 결정, 단백질 등의 구조해석과 합성, 

물질대사, 면역응답 등 고도의 분석이 필요한 연구에서 방사성동위원소(RI)를 

이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식물의 성장을 도우고, 가축의 다사 연구 등에도 이

용하고 있다. 또한 연어나 송어의 회유상황을 조사하거나, 식물의 미량원소 호

흡을 조사하는 것에도 방사화 분석이 이용되고 있다. 앞으로도 식물체 내에서

의 복수원소에 대한 이동이나 분포를 동시에 측정하는 multi-tracer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RI 붕괴상황을 측정하면 그것의 연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고고학 분야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또한 식물체내의 광합성 산물이나 

아미노산 이동을 동적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양전자 방출 핵종을 이용한 PET 

기술의 응용이 추진되고 있다.

 5.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이용 현황

   일본 내 방사성동위원소(RI)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사업소는 2004년 3월 

현재 4625 사업소에 달하고 있다. 이것을 기관별로 보면 민간 기업이 1877, 연

구기관이 619, 의료기관이 817, 교육기관이 484, 기타 기관이 828 사업소로 나

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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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RI 사용사업소 수는 3773개소이다. Co-60은 레벨계측기에, Ni-63은 가

스 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y), Kr-85은 두께계측기에, Sr-90은 담

배량 눈금제어장치에, Cs-137은 레벨계측기, 온도계측기, Ir-192는 비파괴검사

장치, Am-241은 두께계측기, 도계측기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의료기관

에서는 Co-60, Ra-226이 봉 소방사 선원으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Co-60 및 

Cs-137이 원격 조사 치료 장치의 방사선원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일본 내 방사선발생장치는 2004년 3월 현재 1214대가 있으며, 그 중 71.4%

가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암치료 등에 이용되고 있다. 그 외 28.6%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민간기관 등에 설치되어 다양한 연구개발에 이용되고 있다. 

   저에너지 전자가속기, 이온주입장치 등도 민간기업 등에 여러 대 설치되어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6. 방사선이용 연구개발 관련 행정체제

   그림 6에 일본의 방사선 관련 연구개발체제를 나타내었다. 관련정부 부처로

는 내각부의 자문기관인 원자력위원회에서 방사선과 관련된 국가정책을 입안･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에 대해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 수산성, 경제 산

업성, 국토 교통성, 환경성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가. 문부과학성

   문부과학성에서는 지방 연구개발기관의 방사선이용에 관한 인재육성 관점에

서 전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의 위탁사업을 통해 방사선이용기술에 관한 세미

나 개최, 전문가 파견, 기술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 산하 연구기관으로

는 일본원자력연구소, 방사선의학연구소, 이화학연구소, 물질･재료연구기구, 그

리고 사단법인 일본Isotope협회, 재단법인 방사선이용진흥협회 등이 있다. 

   일본원자력연구소는 다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연구개발의 기초･기반이 되

는 방사선이용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즉, ① 방사선조사이용개발에

서는 전자선에 의한 다이옥신 처리시험, 해수중 유용금속포집시험, 산업 배수

중 유해 금속 제거를 위한 분해 기능 재료개발, 연료전지용 고도전성 이온교

환막 개발시험 등을 하고 있으며, ② 조사선고도이용연구에서는 이온빔이용 

신산업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반도체소자 재료의 내 방사선성 연구, ③ RI제조

연구이용개발에서는 혈관 재협착 예방용 스텐트 선원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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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다. 또한 다카사키(高崎)연구소에서는 대형조사시설과 각종 가속기

를 이용하여 우주, 핵융합로 등의 첨단재료, 기능재료의 개발, 바이오기술, 환

경보전기술 개발 등 방사선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방사선의학연구소에서는 방사선 선진의료연구를 위해 중입자선 암 치료 임

상시험, 고도 화상 진단기술 연구개발을, 방사선인체 향연구에서는 저 선량 

방사선 생체 향에 관한 종합적 연구, 우주방사선에 의한 생체 향과 방호에 

관한 연구를, 방사선장해연구에서는 긴급피폭 의료대책 연구를, 그리고 방사선

감수성 유전자연구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화학연구소에서는 RI빔 시설계획을 추진하고, 중이온과학에 대한 종합연

구로서 초중(超重)원소 및 새로운 불안정동위원소 연구, 불안정 핵 빔을 이용

한 핵 과학 연구, 고에너지 고 전리 중이온의 원자물리 연구, 중이온에 의한 

생물효과 연구, 스핀 제어 양자빔 연구를 실시하고, bio-cross talk 기능연구, 

원자력첨단기술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물질재료연구기구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한 재료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일본Isotope협회에서는 연구용, 산업용, 의료용의 각종 RI를 안정

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집하･처리사업을 실시하고, RI에 관한 공급

에서부터 폐기물처리까지를 일원화한 체제를 통해 RI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

켜 RI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재단법인 방사선이용진흥협회에서는 방사선이용에 관한 보급계몽 활동, 일

본원자력연구소의 시설을 이용한 각종 시험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6

은 일본 정부의 방사선 관련 연구개발 체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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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일본 정부의 방사선 관련 연구개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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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에서 방사선과 관련된 기관으로 국립병원 및 요양소, 국립감염증

연구소,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국립 공중 위생원, 국립건강 및 양연구

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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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병원 및 요양소에서는 정책의료로서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향이 있는 

암, 순환기 계통의 병의 고도의 선구적인 의료에 직접 필요한 임상연구를 수

행하여 새로운 진단치료법 개발 등의 의료기술 향상에 대해 각 시설의 특색을 

살려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분야에서도 각 시설의 연구능력을 효

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로 임상의학분야에 관한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과

제 명으로서는 마이크로 SPECT를 이용한 기능화상 정량화와 순화기 질환의 

실험적 치료연구에 대한 대응 등이 있다. 

   국립감염증연구소는 감염증 및 관련 질환, 기타 특정 질환 및 식품위생에 

관한 병원(病原), 병인(病因) 및 왁진, 생물학적 약제제조(製劑), 항생물질 등에 

관한 연구, 검사, 검정, 제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원자력분야에서도 방사선을 

이용한 감염증 관련연구 및 방사선 감수성에 관한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과

제명으로서는 방사선에 대한 세포내 센서와 생체방어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국립 의약품 식품위생 연구소에서는 의약품 및 식품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에 관계되는 분야에서 기초적 연구 및 행정과학적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

이다. 원자력분야에서는 조사식품 검지, 의약품재료의 조사, 방사성의약품, 방

사선안전연구에 관한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과제 명으로서는 돌연변이 유발

을 촉진하는 단백질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공중위생원에서는 의약품이나 식품의 안전성, 의료기술 향상 등 직접 

국민들의 건강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 추진하는 기관이다. 원자력분야에서는 

당 위생원의 연구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방사선방호 및 의학이용 분야에 

관한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과제 명으로는 수입식품의 방사능에 관한 조사연

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건강 양연구소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사연

구, 국민의 양과 기타 국민의 식생활 조사연구, 식품에 관한 양생물학상의 

시험, 양 개선법에 기초한 식품분석 등의 업무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원자력

분야에는 주로 건강･ 양분야에 관한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과제 명으로는 

방사선조사에서의 소화관 장해 회복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다. 국토 교통성

   국토교통성에서의 방사선 관련 연구개발 기관으로는 기상연구소와 해상기술

안전연구소를 들 수 있다.

   기상연구소는 기상청에 설치되어 있는 국립연구소로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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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방사성핵종의 토양  

생태권 효과를 포함한 대기환경 향에 관한 연구과제에서 토양과 식물표면에

서의 재 비산과정을 포함한 방사성핵종의 대기 중 이동확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대기 중에서 내린 낙진에 포함된 방사성핵종의 분석을 통하여 예측 모델

에 의해 재현하는 시험을 하고 있다.

   해상기술안전연구소는 선박에 관련된 기술과 해양의 이용 및 해양오염 방지

에 관련된 기술의 조사,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원자력과 관련해

서는 방사선원의 다양화에 따른 국소 피폭선량계측에 관련된 첨단기술 개발과

제에서 국소 피폭시의 선량분포를 정 하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 방사선원의 

다양화에 따른 응답성의 다양화와 광범위한 에너지 측정 역을 가지는 박막 

시트형 인체 등가선량계 소자를 개발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라. 환경성

   환경성 산하에서 방사선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은 국립환경연구소로, 

다음 두 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저용량 방사선의 내분비 교란 작용이 배우자 형성과정에 미치는 향 연구: 

방사선 향이 가장 받기 쉬운 기관인 남자 精巢를 대상조직으로 하여 내분비

기능분해 및 변이해석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종류의 실험동물을 이용하

여 내분비 교란작용 해석과 돌연변이해석을 실시하고 저용량방사선 향 리스

크 평가의 기초가 되는 지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식유전자 쥐(Transgenic mouse)를 사용한 환경발암의 산화적 스트레스 

관여 해명 연구: 방사선이나 환경 유해화학물질에 의해 생체 내에서 발생하는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발암과정 메카니즘 해명을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을 조절한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사용하여 연구를 하고 있다. 

마. 경제 산업성

   경제 산업성 산하에서 방사선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하는 기관으로 산업기술

종합연구소가 있으며, 원자력시험연구, NEDO 프로젝트관련 연구, 당 연구소의 

운 교부금에 의한 연구, 기타 기업･대학 등과의 공동연구 등이 있다. 연구부

문에는 광기술연구, 계측표준연구, 기계시스템연구, 기초소재연구, 전력에너지

연구, 기초소재연구, 신탄소계재료개발센터, 순도제어재료개발실험실, 차세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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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연구센터가 있다.

   광기술연구부문: 소형 고휘도 방사원 개발과 이용에 관한 연구, 에너지 가변 

γ선 발생기술 고도화와 이용에 관한 연구, SR(Synchrotron Radiation) 광 및 

이온빔으로 미세구조 3차원 세라믹 작성과 신기능발견 연구, 자유전자레이저 

첨단기술에 관한 연구, 삽입광원을 이용한 동적과정 고도 평가법에 관한 연구, 

초저속펄스 양 전자빔을 이용한 표층 물성 평가법 연구, 단일 사이클 펄스 발

생에 관한 연구, 초고휘도 kHz 플라즈마 X선원과 그것의 응용 연구개발, 첨단 

방사광이용기술 개발

   계측표준연구부문: 저에너지 X선 정 회절 분광기술 개발, 첨단 역 방사선 

표준 확립과 고도화에 관한 연구, 방사능 표준원격공급기술 개발

   기계시스템연구부문: 고속 X선 CT를 이용한 다차원 열 유동 계측 고도화 

연구

   기초소재연구부문: 플라즈마 이용 이온주입법에 의한 금속재료 표면 고기능

화 연구, 속중성자에 의한 고체 중 경원소의 동적거동 측정기술 연구

   전력에너지연구부문: 초고강도 레이저를 이용한 고에너지 입자･방사원 연구

   신탄소계재료개발센터: 동적 어닐 소프트 이온빔 프로세스에 의한 고품질 

다이아몬드 반도체 기반기술 연구

   순도제어재료개발실험실: 중이온 마이크로 빔을 이용한 화학결합상태 분석

법 연구

   차세대반도체연구센터: 고속전자 여기에 의한 재료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기타: 기업･대학과의 공동연구에 의한 방사선고도이용기술개발, 재료 기술프

로그램, 정보통신기반고도화 프로그램 등의 양자 방사선 고도이용연구

바. 농림 수산성

   농림수산성에서 방사선과 관련된 연구개발은 농업기술연구기구, 농업생물자

원연구소, 농업환경기술연구소, 농업공학연구소, 식품총합연구소, 국제농림수산

업연구센터, 삼림총합연구소, 수산총합연구센터의 산하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하에는 각 연구기관에서 원자력시험연구비와 방사능조사연구비, 기타 

연구비로 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방사선관련 연구 내용을 서술하 다.

   농업기술연구기구: 방사선을 이용한 쏘지 않는 꿀벌 제조와 유전기구 해명, 

우유 중 방사성핵종 조사연구, 식물･곤충의 신진대사 규명과 DNA 해석, 묘종

의 방사선 호르미시스(Radiation hormesis)와 이용, 가축골격내의 방사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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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물에 대한 윌스병 저항성 부여

   농업생물자원연구소: 방사 기구에 의한 곤충집단의 분류, 방사선에 의한 작

물소재 이용 확대, 방사선 유발에 의한 신 작물 소재 개발

   농업환경기술연구소: 미생물 환경 signal receptor 과정, 토양･농작물중의 낙

진 방사성핵종, 원소동위체에 의한 파 농지판별, 중성자방사화분석법에 대한 

이용법과 고도화, 방사성 요소의 토양 축적성과 침투성, 작물 카드늄 흡수 특

성 해석 등

   농업공학연구소: Rn 환경동위체의 평형농도 평가 등

   식품총합연구소: soft electron(저에너지 전자빔)에 의한 살충기술 개발, 청과

물 방사선 조사에 의한 특성 변화 등

   삼림총합연구소: 단백질의 인산화를 매개로 한 수목세포 증식･분화기구 해

석 등

- 수산총합연구센터: γ선 조사가 수산물 품질에 미치는 향, 근해･심해에서의 

해양 생물방사능 조사  등

제 2 절 중국의 RT 이용∙개발 현황

 

1. 중국의 경제 규모

   중국의 경제 규모 및 발전 분야를 통해 앞으로 성장할 RT 이용기술 및 발

전 방향을 분석할 수 있다. 중국의 총 GDP는 농업이 13.9%, 산업과 건설이 

52.9%, 서비스업이 33.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종사의 비율을 보면 

농업이 49%, 산업이 22%, 서비스업이 29%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 생산품을 

살펴보면, 광산과 광물 처리, 철, 철강, 알루미늄과 기타 금속 처리 생산; 공장 

건설; 장신구; 섬유와 의류; 석유; 시멘트; 화학제품; 비료; 양말, 장난감, 전자

기기를 포함한 소비 제품; 식품 처리; 자동차, 레일 자동차, 기관차, 선박, 비행

기를 포함한 운송 장비; 통신장비 등이 있다.

   2002년 ~ 2004년 주요 수입,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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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Major Chinese Imports, 2002 ~ 2004년

표 3 Major Chinese Exports, 2002~2004년

   1979년 중국 경제구조 재편성을 단행하면서 2004년까지 GDP의 성장률은 

9.3%에 달하 다. 2004년 GDP는 약 1.6조 달러이고, 국내의 실제 구매력 기준

으로 책정한 환율인 구매력 평가는 1,230달러 으며 산업생산량의 성장률은 

17.1% 다. 중국의 평균 GDP 성장률은 다음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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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China's Average 

Annual Real GDP Growth 

Rates, 1960-2005년

2. 중국의 RT기술 이용 현황

   중국의 방사선 이용 기술은 산업용, 농업 연구용, 액체 연구용 조사기를 개

발하고 있으며, Cs-137, Co-60과 같은 동위 원소를 생산하고 있다. 동위원소

와 방사선 기술은 생명과학, 재료과학, 농업, 환경 보전, 산업적 이용에 쓰이고 

있다. 의학 분야에서는 현대 핵  의학의 빠른 진보에 발맞춰 SPECT, PET과 

같은 진보된 핵의학 기기의 응용과 진단, 치료 목적의 방사성 의약품이 개발

되고 있다. 특히 radiography에 사용되는 소스는 Mo-Te 발생장치에 의해 현

재 가능하다. 산업용으로는 감마선 발생장치와 전자빔을 이용한 응용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열 수축 물질 생산, 와이어와 케이블 생산, PE foaming, 

polymer grafting, 코팅 경화 등에 사용되고 있다.

   중국의 RI와 방사선 이용기술은 1990년대 이후부터 원자력 산업화 과정으로 

진입되어 매우 크고 높은 수준의 통합 시스템으로 발전되었다. 중국에는 RI생

산 및 이용하는 기관이 300여개에 이르며, RI 생산/연구하는 대학 등 기관 40

여개를 포함하여 방사선 가교결합 와이어/케이블 생산, 열 수축 생산품을 생산

하는 회사 60여개, 농업분야에 140여개 회사와 기관, 원자력 검사 장비를 연구

하는 50여개의 회사와 기관 등이 있다. 이렇게 RI와 방사선 기술은 산업화 되



- 36 -

었으며, 그 규모는 농업 분야 40억, 방사선화학제품 30억, RI 측정장비 30억, 

조사제품 50억, RI 및 그 제품 4억을 포함하여 연간 150억 CNY 생산 가치에 

달한다.

가. 중국의 농업에의 RT 이용현황

   농업분야의 응용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방사선 이

용 기술은 농산물 생산 개발에 큰 기여를 해 왔으며, 이러한 기술은 40여개 

이상의 식물 종에서 625개의 신변이종을 얻었으며 이것은 세계 총변이종의 

1/4에 달한다. 변이종의 총 재배면적은 900만 헥타르 이상으로 전체 재배면적

의 약 10%를 차지한다. 

   이 신품종의 확대로 연간 3-4백만 톤 이상의 생산량 증가를 가져온다. 지금

까지 중국은 변이종의 수와 그 재배 면적에서 세계적인 선두로서 중대한 역할

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 이득은 물론 변이 종 개량에 대한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방사성 추적자는 농업생산에 관련한 메커니즘 요소를 개량하

기 위해서 사용되어 비료와 물의 합리적인 사용으로 수확량을 증가하고 과학

적인 기초를 제공하여 괄목할 만한 사회적, 경제적 이득을 가져왔다. 곤충불임

기술 (SIT : Sterile Insect Technology)은 해충의 생물학적 제어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나. 중국의 보건물리 분야

   내부 방사선 선량계 : 내부 방사선 선량 제거방법 연구, 방사선 핵종에 의한 

내부 오염의 체내 측정

   외부 방사선 선량계 :　다양한 선량 측정방법을 포함한 방사선 선량 모니터

링 방법과 기술 연구

   방사선 방어 기술 : 방사선 시설의 방사선 방어 문제 분석

   방사능 측정 기술 : 먼지와 방사능 분진 크기 분포 측정, 라돈과 라돈 자손 

핵종 측정 기술과 교정 기술

다. 중국의 방사선 선량계 분야

- Filtered X-ray reference radiation and exposure standard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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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ary dose standard installation : extrapolation ionization chamber

- 4π ionization chamber standard installation for gamma nuclide activity 

measurement

- 2π multi-wire proportional counter, surface emanation rate standard 

apparatus

- Dose standard : reference radiation installation

라. 중국의 원자력 안전 분야

- Safety analysis

- Radioactive materials transport safety assessment

- nuclear accident emergency countermeasure

마. 중국의 방사선 의약품 연구 분야

   현재 정부에서 유일하게 위임받은 tissue bank 운용 및 bone graft, skin 

graft 공급하고 있다.

   방사선 의학 분야는 방사선에 의한 손상 연구: bio-dosimeter, 라돈에 의한 

피폭 연구, 내부 피폭 연구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중국은 연구개발, 생산,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 제품 (선원, 표지화합물, 의약

품)의 시장개척을 포함한 통합시스템을 만들었다. 중국은 4개의 생산업체에서 

1000여 가지의 방사성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것은 전체 수요량의 80%에 

달한다. 핵의약품 분야에서는 800여 개의 부서에서 연구개발 및 RI 이용분야

에 관여하고 있다. 도시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핵의학과를 운 하고 있으며, 

의료목적으로 X-CT 3300, NMR 500, 가속기 54대가 사용되며, 종양수술용으

로 Scalpel 50, 카메라 및 SPECT 350, 싸이크로트론 7개, PET 12대를 운 하

고 있다. 한편, 2,000 counter 이상의 방사면역 측정, 300 Cemiluminescent 면

역 측정기, 55 fluorescent 면역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2,000개 이상의병

원에서 Tc-99m, 18F 방사성의약품 키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시장 규모는 

2억 CNY에 달한다. 그림 7은 중국의 방사선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의 예를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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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roducts of bone graft & Fluorescence in-situ hybridization

     

바. 중국의 환경 분야

   Atmosphere Boundary Layer Tunnel Simulation Facility : 해양-육지 경계, 

빌딩 등에 위치한 핵시설, 비핵시설로부터 대기 오염 유입 시뮬레이션과 연구

가 진행 중이다.

   Surface Water Simulation Facility : 핵시설, 비핵시설로 부터의 방출되는 

방사성 핵종의 확산과 희석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Ground-water Simulation Facility : 지하로부터의 방사성 및 비 방사성 핵

종 오염물 유입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Radioecology Research Facility : Determination of dynamic parameters 

for transfer of nuclide and other contaminants in atmosphere-water 

/soils-plant /animal system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Radioactive/non-radioactive aerosol precipitation experiment, Identification 

of indicators during ecological transfer of radionuclide, Documentation and 

assessment of radio-ecological parameters, Restoration planning for 

ecological environment within radioactively contaminated zones, 

Concentration and adsorption of nuclides in water ecology environment, 

Biological cleanup techniques for radioactively contaminated soils/water, 

screening of vegetation and species of plants 설비가 구축 되어 있다.

   Field Trace Test Site : 대수층의 핵종 유입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

다.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apacity : 원자력 산업의 환경 향 데

이터베이스 구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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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al Analysis and Test Center : environmental monitoring을 위

한 연구소가 있다.

   그림 8과 9는 환경 분야에의 RT기술 이용 시설과 분야를 나타낸다.

그림 8 Particle image velocity apparatus & Hall of surface water 

simulation facility

그림 9 Ground-water simulation facility & Field trace test site of CIRP

사. 중국의 방사성 폐기물 분야

   방사성 폐기물 분야는 다음과 같은 주요 시설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방사성 폐기물 분해를 위한 열분해 소각로 : pyrolysis incineration of 

phosphated organic solvent, cyclone incineration of solid waste, incineration 

of contaminated graphite

   - 공기 청정 기술 : DOP, uranine, sodium flame, oil mist를 포함한 공기 

필터링 기술

   - 환경 방사화학 : 방사성 핵종의 환경적 거동 연구

   - 대기 환경의 주오염원은 석탄 발전소와 공장에서 나오는 SOx, Nox이다. 

중국에서 석탄 발전은 총 발전량의 70%를 차지한다. 그래서 대기 중 SOx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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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로 인하여 전체 중국 땅의 40%가 산성비로 오염이 되었다. 이 분야에서 방

사선 조사는 특별한 기술로서 전자 가속기를 이용한 방법을 실용화하면 석탄

연소 가스를 탈황, 탈질소가 가능하다. 이 기술의 산업적인 실증시험을 위한 

시설이 Chengdu에 설치되었다. 이 기술은 석탄 연소가스를 탈황, 탈질소할 뿐

만 아니라, 그 폐기물은 농업용 비료로 전환할 수 있다. Beijing, Lanzhou, 

Mianyang, Shanghail에 있는 기업체와 기관들이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협력하 으며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어 장래에 산업화가 

될 전망이다.

   - 일반적으로 원자력 분야에서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 기술은 산업화 측

면에서 많은 성장을 하 다. 1995년 초 미국은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RI/RT 기

술 이용의 생산 가치는 3310억 USD로서 GDP의 4.7%, 일본은 720억 USD로 

GDP의 1.7%에 달하 다. 그러나 중국은 이 분야의 생산규모는 GDP의 1%에 

불과하 다. 중국은 RI/RT의 산업, 농업, 환경, 의료분야에 큰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더욱 성장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정책 개발과 지원을 하고 있다.

아. 중국의 방사선 조사기술 개발 분야

   고분자 물질, 교차결합 와이어와 케이블, 열 수축 폴리에틸렌 폼, 방사선 멸

균 등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방사선 가공 분야는 크게 성장하 다. 그 주요기술은 

방사선화학, 의료 제품의 방사선 멸균, 식품조사 보존, 방사성 폐기물 처분 등

이다. 중국은 이러한 분야에서 큰 성장과 개발을 이룩하 다. 전자빔을 이용하

여 제조한 3가지 주요제품은 열수축성재료로서 방사선 가교 와이어, 케이블 

및 화학물질이다.

   과학기술부 지원 하에 파일럿 규모의 방사선화학시설을 설치하여 

low-smoke, non-halogen, 비가연성물질, 특히 비행장형 광케이블에 사용되는 

방사성 가교 케이블, 300도 이상의 고열에 견디는 방사선 가교 케이블 재료와 

의료용 내방사선 재료를 개발하 다. 이것은 방사선 가공분야에 큰 기여를 하

고 기술적 발판을 마련하 다. 비록 중국에서는 방사선 가교 열 수축 와이어, 

케이블은 대단한 진전이지만 방사선원재료는 거의 수입에 의존한다. 중국에서 

특수 와이어와 케이블은 항공, 우주항공, 대양 석유 개발, 통신, 원자력 발전소 

등에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10은 중국의 방사선 조사 기술을 이용한 

폴리머 가교기술의 한 예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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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Production line of thermo-shrinked serial products, 

Thermo-shrinked serial products and Production of cables

차. 중국의 방사선 멸균, 식품 보존

   전 세계 방사선 멸균 시장은 약 1200억 USD이다. 개발 국에서는 총 Co-60 

사용량 중 80% 이상이 의료제품의 방사선 멸균에 사용되지만, 중국에서는 

10%미만이다. 그 주요 원인은 인식부족과 법적제도가 완벽하지 못한 것이다. 

환경오염과 작업자와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 멸균 방법이 진전을 

보지 못하 다. 미국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의료제품의 방사선 멸균 기술

을 발전시켜, 더 이상 위험 부담이 없는 완전한 방사선 증기 멸균 방법을 사

용하며, 화학적 멸균 기술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방사

선 멸균이 국제사회와 같은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며,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한 내 방사선의료제품의 개발이 기대된다. 

   세계에서 식품조사를 승인 받은 국가는 38여 개국 이상이며, 그 종류도 220

종 이상에 달한다. WHO는 10kGy 이상의 방사선량에서 식품조사를 해도 안

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언하 다. 중국은 1984년에서 1994년 사이에 식품 조

사를 위해서 18개 국가위생표준을 승인하 으며, 1996년에는 조사식품 행정 

관리법을 마련하 다. 1997년에는 6종류의 조사식품 위생 표준이 제정되는 등 

조사식품의 안전성 발전을 이루었다. 1999년에 조사식품 양은 50,000 톤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매년 100,000톤에 달한다. 

카. 중국의 Nuclear Electronics와 Instrumentation

   원자력 검사 및 관리 분야에서 중국제 장비와 계측기는 20,000종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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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수입 대체할 수 있는 계측장비 즉, 물질위치 감시기, 함수량 측정

기, 두께 측정기, ingredient-analysis meter등은 신뢰성, 안정성, 개념 측면에

서 어려움이 무너졌으며 많은 대기업, 중소기업들의 기술대체에 큰 향을 미

쳤다. 

   On-fume-inductive fire alarm 시스템 시리즈는 동위원소 계측기의 주종이

며, 그 산업 규모는 연간 4-5억 CNY에 달하며, 제품의 절반이 중국산이다. 

Tsinghua대학교에서 Co-60 (300Ci) 감마선 혹은 최대에너지 9MeV를 가진 가

속기 전자빔을 이용한 대형 컨테이너 검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하 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표준 속도로 운전되는 공정에서 100mm 철판 차폐 뒤

에서 두께 0.5mm 철판 조작을 판별한다. 이 시스템의 상은 동종의 국제적

인 장비와 같거나 월등하다. 이 시스템은 현재 Fujian Mawel과 Tianjin에서 

각각 운전 중이다. CIAE는 Cesium Iodide 혹은 Cadmium tungstate와 Co-60 

선원을 조합한 컨테이너 검색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세계 최초의 신 컨

테이너 검색 장비이다. 이 시스템은 Cambodia에 수출하여 수품 검색에 크

게 기여하 다. 또한 CIAE는 자기 차폐 데스크시설을 만들었으며, 이 시설은 

우편물, 소포내의 탄저균을 포함한 생물병원균과 쥐 페스트균을 죽인다. 많은 

국가에서 컨테이너 내의 상품검색을 더욱 강화하여 수, 마약, 불법 무기 등

과 같은 범죄소탕에 힘쓰고 있다.

   중국은 이온빔 공정 분양에서 160개 이상의 ion-pour machine이 있으며, 현

재 사용 중인 것이 70여개, 수입이 24개로서 ion-beam 반도체의 연간 경제규

모는 약 200억 CNY에 달한다. 그림 11, 12 ,13 은 중국에서 개발된 방사선계

측기를 나타내었다.

그림 11 D-50 low background alpha measuring 

meter & Nuclear density/moisture measuring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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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Model PYL-3 high precision earth stressometer & serial 

products of Model GJ Personal dose meter

그림 13 Foot hand alpha, beta contamination monitor, Whole 

body surface beta contamination monitor, 6-channel low 

background alpha measuring meter

타. 중국의 R&D 관련 시설

 중국정부 원자력 관계 기관의 조직도를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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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중국정부 원자력관계 기관의 조직도, 

일본원자력산업회의 2000

   중국은 52개의 국가 과학/산업 단지를 포함하여 80여개의 과학기술 산업 단

지가 있다.  이 중 Hefei High and New Technology Industry Development 

Zone, Beijing Experimental Zone for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Industries과 Shijiazhuang High and New Technology Industry Development 

Zone, Chengdu High and New Technology Industry Development Zone, Jilin 

High and New technology Industry Development  Zone에서는 방사선 기술

에 대한 산업적 이용을 연구 개발 및 산업에 이용하고 있다.

   방사선 이용의 의학 분야는 40개 곳에서 방사성의약품 생산과 R & D를 하

고 있다. 의학 분야에서는 현대 핵  의학의 빠른 진보에 발맞춰 SPECT, PET

과 같은 진보된 핵 의학 기기의 응용과 진단, 치료 목적의 방사성 의약품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radiography에 사용되는 소스는 Mo-Te 발생장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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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능하다. 산업에의 이용은 감마선 발생장치와 전자 가속기를 이용이 주

다. 총 14 MCi의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55 unit의 감마선 조사기와 총 2.83 

MW의 빔 파워를 가진 49 unit의 전자 가속기가 운용되고 있다. 현재 화력 발

전소에서 나오는 석탄 연소 가스 중 SO2 제거를 위한 상업적인 전자빔 장치

가 Chengdu에서 작동 중에 있다. Hangzhou에 또 하나의 상업적인 전자빔 장

치가 설치 중에 있으며, 두 곳에 더 설치할 것이 고려중에 있다. 그림 15는 중

국의 신기술 산업 단지를 나타낸다.

그림 15 The 52 National High and New Technology Industry Zones

   Isotope & Radiation Technology Institute (BINEIRTI)에서 생산되는 감마

선 발생장치를 통해 의약품, 보건관련 물품의 멸균과, 음식, 채소의 보존과 화

학물질의 품질 개선을 하고 있다. 식품 조사의 경우, 연가 건조채소 3700t, 향

신료 6100t, 마늘 66,000t을 포함하여 총 86,000t을 감마 조사기와 전자빔 가속

기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 조사기는 화학약품, 의약품, 채소, 음식 가공 

등에 사용되며, Haerbin, Daqing, Nanjing, Changchun, Zhenzhou, Zhongmu, 

Henan 지방의 Zhongmu, Yanji, Kunmin, Tangshan, Mianyang, Dalian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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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되어 있다. BINEIRTI에서는 FJQX-432, FJX-432 산업용 감마선 조사기

가 있으며, 이는 주로 의약품, 보건 물품, 허브의 세균과 벌레 멸균, 식품 처

리, 화학약품 개선에 사용되고 있다. Cs-137 조사기는 곡식과 꽃의 발아유도

를 위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Co-60 조사기는 물질 성능개선, 방사선 의약품, 

병원, 동위원소 연구에 사용된다. 감마선 액체 조사기는 sweet potato wine의 

품질 개선과 알코올화 가속 연구, 된장, 우유, 식초의 멸균에 사용 된다. 그림 

16, 17은 중국의 대표적인 조사 시설을 나타낸다.

그림 16 Pictures of FJQX-432 Irrad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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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Pictures of FJX-432 Irradiator

   CIRA (China Isotope & Radiation Association)는 CNNC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과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의 산하기관으로서 

1989년에 비 리사회단체로 설립되었으며, RI/방사선을 관리, 제조 또는 이용

하는 정부당국, 회사와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CIC (China Isotope 

Corporation)는 CNNC 산하의 RI등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1983년에 설립되었으

며 Beijing 지역에 8개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CIC는 산업, 의료, 농업,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RI 원재료를 수입 혹은 국내 조달하여 조립, 제작하여 판

매하고 기술자문을 한다. 

   CIAE (China Institute of Atomic Energy)는 CNNC 산하의 베이징 근교에 

위치한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원자력 연구소 중의 하나로서 원자력 기술과 

RI/방사선에 관련한 연구개발과 동위원소의 생산 등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설

비를 갖추고 있으며 70개 핵종, 300 여종의 RI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tandem accelerator, swimming pool reactor, miniature neutron source 

reactor, intense proton cyclotron, heavy water research reactor가 있다. 이 

장비들을 이용하여 핵과학과 기술의 기초 연구와 핵 기술의 이용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경제 시장을 향한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과 동위원소를 이용한 장

치, 화재 경보 전자장치, 방사선을 이용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CNNC)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

선원의 생산과 판매, 환경과 방사선 기기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판매,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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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 있다. 또한 연구 분야는 우라늄 지리학, 우라늄 채광과 가공,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 방사성 폐기물 처리, 가속기, 방사선 검출 기술 및 기기 개발 

등이 있다. 

   China Institute for Radiation Protection (CIRP)에서는 연구 개발, 기술 개

발과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연구 개발 분야는 크게 보건물리, 방사선 선량계

와 원자력 안전, 방사선 의약품과 방사선 생물 분야, 환경 분야, 방사성 폐기

물 관리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기술 개발과 기술 지원은 방사선 조사 기

술 개발, 생명 공학적 이용, 원자력 전자기기와 장치, 그리고 Taiyuan Huawei 

의약품 회사에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파. 중국의 동위원소 사용 및 조사시설 현황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총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 조사시설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The number of radiation sources and irradiation 

facilities in China

   공업적 처분에서 Co-60 조사시설과 전자 빔 가속기 두 종류의 조사선원이 

사용된다. 수입 전자가속기 29대를 포함하여 52대의 전자 빔 가속기가 설치되

었다. 표 6, 7에 중국의 Co-60 방사선 조사시설의 수와 용량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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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국의 Co-60 방사선 조사시설 (설계 용량:300 kCi 이상), 총 출력 

2494 (2002년 기준)

순번 지역(성)
설계 용량 (kCi)

총
300 500 1000 3000 4000

1 Beijing 2 2 1 5
2 shanghai 1 3 1 5
3 Tianjin 1 1
4 Chongqing 1 1
5 Liaoning 1 4 1 6
6 Jiling 2 2
7 Heilongjinag 2 2

8
Inner 

Mongolia
1 1

9 Hebei 1 1 2
10 henan 3 1 4
11 Shandong 4 2 1 7
12 Jiangxi 1 1
13 Jiangsu 2 1 3
14 Zhejiang 3 3
15 Anhui 2 2
16 Hubei 2 2
17 Hunan 1 1
18 Guangdong 1 1 1 3
19 Fujian 1 2 3
20 Hainan 1 1
21 sichuan 1 4 1 6
22 Yunnan 2 2
23 Shanxi 3 3
24 Gansu 1 1

Total 18 40 6 1 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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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중국의 산업용 조사 가속기 (평균 빔 출려 : 5kW 이상), 총 설계 

용량 42,500 kCi

순 

번
지역 (성)

제 작 국
총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프랑스

1 Beijing 1 1 2
2 Shanghai 6 3 1 10
3 Tientsin 3 3
4 Liao Ning 1 1
5 Jiling 5 1 6
6 Hebei 1 2 3
7 Henan 1 1
8 Shanxi 1 1
9 Shandong 3 3
10 Jiangsu 6 1 7
11 Zhejiang 2 1 3
12 Anhui 1 1
13 Jiangxi 1 1
14 Hubei 1 1
15 guangdong 2 2 4
16 Sichuan 3 3 1 1 8
17 Shanxi 1 1
18 Yunnan 1 1

Total 29 20 5 1 2 57

 3. 중국의 국제 협력 현황

   중국의 원자력개발은 1955년에 소련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서 시작되었으

나, 1959년에 중·소간의 대립이 심화되어 1960년에 중·소협력이 정지되어 중국

은 독자적으로 군사이용개발을 추진했다. 그 후 원자력문제로 국제협력을 하

는 일은 없었으며 1971년 UN에서 북경정권이 중국을 대표하는 정권으로 인정

되어 대만이 UN 및 IAEA를 탈퇴한 후에도 중국은 IAEA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다.

   1980년 제1회 중국 핵학회에서 원자력발전의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1982년

의 전국인민대의원대회에서 원자력발전계획이 공표된 무렵부터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는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식되었다. 이와 같이해서 IAEA에 가

입한 것은 1984년 1월이었다.

   IAEA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중국은 원자력 국제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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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80년엔 중·미 원자력학회가 협력의정서에 조인했으며, 같은 해에 중국·

이탈리아원자력위원회 협력의정서가 조인되었다. 또한 1980년에는 중국·유고슬

라비아 원자력협력협정도 조인되었다. 새로이 건설 준비를 추진 중이던 진산

원자력발전소에서 부품수입이 필요하게 되어, 부품수입에는 원자력협력협정이 

전제로 되기 때문에, 각국과의 협력협정 교섭이 시작되었다.

   현재 중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1955년에 구소련과 

조인, 1980년에 유고슬라비아와 조인, 1982년에 루마니아와 조인, 1983년에 프

랑스와 조인, 1984년에 서독 및 브라질과 조인, 1985년에 벨기에, 국, 일본, 

아르헨티나 및 미국과 조인, 1986년에 파키스탄과 조인 및 스위스와 조인, 

1994년에 한국 및 캐나다와 조인했다.

   1984년에는 일본과의 과학기술협력협정 하에서의 진산용 원자로압력용기 수

출에서 협의성립이 진행되었다. 또 중국은 알제리아에 연구로를 수출하고 있

으며 1993년 이란에 발전소를 수출할 것을 약속했다.

   중국은 1984년의 IAEA 가입에 이어, 1989년 9월에 핵물질방호에 관한 조약

에 조인했으며, 1992년 3월에는 핵확산금지(NPT)에도 조인했다. 

   미·중양국은 1998년 6월 29일 북경에서 「원자력기술의 평화이용협정」에 

조인했다. 이 협정은 같은 해 3월에 발효한 「미·중평화이용협정」의 구체화를 

지향하는 부수협정이다. 또 양국은 1998년 5월에도 「원자력시설에 대한 상호

방문에 관한 각서」에 조인했으며, 미국으로서도 프랑스나 캐나다 등이 앞서

가고 있는 중국의 원자력발전시장에 진출하는 체제가 정비된 셈이다

   중국정부는 국내체제 정비의 일환으로 1998년 6월 30일에 핵관련시설·기술

의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23개조의 정령 「중국핵군민용품·관련기술수출

관리조례」를 공포했다. 이것은 핵확산금지와 원자력평화이용의 촉진을 목표

로 하고 있으며, 군사용, 민생용의 원자력·비원자력관련의 기술·설비·재료의 수

출, 대외무상공여, 협력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정령은 수출업자를 등록

시켜 수출 등의 안건마다 허가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규정함과 동시에 핵관련 

설비·기술에 대하여 공여를 받는 쪽이 1) 핵폭발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고 있지 않는 원자력시설에 제공하지 않는

다, 3) 중국정부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등을 보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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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베트남의 RT 이용∙개발 현황

1. 베트남의 일반 경제 규모와 R&D 규모

가. 베트남의 일반 경제 규모

   전 세계 방사선 멸균 시장은 약 1200억 USD이다. 개발 국에서는 총 Co-60 

사용량 중 80% 이상이 의료제품의 방사선 멸균에 사용되지만, 중국에서는 

10%미만이다. 그 주요 원인은 인식부족과 법적제도가 완벽하지 못한 것이다. 

환경오염과 작업자와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 멸균 방법이 진전을 

보지 못하 다. 미국정부는 환경보호

   베트남 정부는 1986년 Doi Moi (renovation)라는 시장경제 정책을 채택하

다. 또한 베트남 경제 개발은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central 

committee에 의해 개발 전략이 수립되고 있으며, 현재 9th National Congress

에 의해 2001-2010년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전략이 수립되어 있다. 7th 

party congress에서는 1991-2000년의 사회-경제 안정과 발전에 대한 전략이 

수립된바 있다. 이 전략에 의해 GDP가 27% 상승하 고, 경제구조 또한 바뀌

었다. GDP 대비 농업의 차지하는 비율이 37%에서 24.3%, 산업이 22.7%에서 

36.6%, 서비스업이 38.6%에서 39.1%로 바뀌었다.

   1986년부터 2001년까지 베트남의 경제와 산업발전에 대한 정책은 the 

communist party에 의해 개선되어 왔다. 7th party congress에서는 1991-2000

년 사회-경제 안정과 발전에 대한 전략을 세웠으며 8th party congress에서는 

이를 평가하여 9th party congress에서 착수할 2001-2010년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전략을 평가하 다. 

   1988년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National conservation strategy”

가 처음으로 반 되었고, 1999년 정부에 의해 “National plan for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로 채택되었다. 이 계획은 1) 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and rehabilitation; 2) urban and industrial pollution control; 3) 

enhance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management and protection 

institutional frame work로 발전하 다.

   베트남의 산업 발전 과정상 전통적 농업국가에서 근대 산업국가로 전환하는 

초기단계에 있으며, 정치에 있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공산주의 체제가 유

지되고 있다. 경제의 평균 수준은 연간 1인당 소득이 500달러에 불과한 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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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빈곤국가에 속하지만, 계층 간 빈부격차가 심하여 북미 선진국 수준의 생

활을 누리는 소수의 특권 부유층이 베트남 사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

런 소비층의 양분화 현상은 부유층을 겨냥한 고급 호화업종과 일반대중을 대

상으로 하는 저가 생필품 산업의 공존을 유발한다. 현재의 산업여건은 1990년

대 약 10년간에 걸친 고속성장기를 일단락하고, 2000년대 중반에 들어 경제 

성장률이 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고착됨에 따라 양적 팽창 위주에서 

질적 내실이 다져지는 조정과정에 있다. 베트남의 현행 주력 산업분야인 식품

가공, 의류제조, 기계조립, 시멘트, 광물자원, 화학비료, 유리, 고무, 원유, 석탄, 

노동력 등 경공업종 및 천연자원 가공업종을 위주로 하는 베트남의 수출주도

형 산업기조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산업 제품은 1990년과 비교하여, 석탄과 원유는 각각 10.8 백만톤

과 16.3 백만톤, 전기는 26.6 십억 kW, 시멘트는 13.3 백만톤, 철강은 1.7 백만

톤(16.5배), 화학비료는 1.3 백만톤(3.8배) 높게 생산되고 있다. 또한 주요 수출

품은 원유, 신발, 의류 등이 있다. 베트남의 총 GDP는 350 억달러(2002년 기

준)이며, 이 GDP에서의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 19.8%에서 2000년 

36.6%로 증가하 다.

   베트남의 산업의 대부분은 베트남 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있고, 이 기업형태

에서는 전기(99.9%), 석탄(97.4%), 비료(95.3%), 살충제(89.6%), 시멘트(71.2%), 

설탕(75.5%), 음료수(70.6%), 담배 (99.2%), 섬유(91.8%), 직물(47%), 종이

(64.4%), 철강(42.8%)을 생산하고 있다. 외국 투자 기업은 고부가가치 생산품

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오일, 가스, 자동차, 오토바이, 호화 가정기기, 전

자 통신기기 등이 있다. 우리나라 소유 기업과 외국 자본기업의  연평균 성장

률은 각각 11.4%와 11.0%이다.

   베트남의 공업단지와 수출 가공구는 꽝닌성에 위치한 까이란 공업단지, 껀

터성에 위치한 껀터성 공단관리국(주요 산업은 식품, 소비재 가공: 기계, 전자 

등), 호치민시에 위치한 구찌 공업단지(주요 산업은 식품, 농산물, 산업제품, 

기계류, 연료, 건출자제등 구입, 가공, 수출입 등), 넌따오 공업단지, 남딘성에 

위치한 남딘성 공단관리국, 꽝닌성에 위치한 몽까이 공업단지, 박닌성 공단관

리국, 빈즈엉성 공단관리국 , 빈투언성 공단관리국(여러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

고, 주요 산업은 철강, 제지, 농산물, 해산물 수출입,등), 송머이 공업단지(주요 

산업은구두, 신발, 직물, 식품, 자동차 부품등) , 아마따 공업단지, 중꾸엇 공업

단지, 짱방공업단지, 탕롱 공업단지, 트어티엔훼성 공단관리국, 푸바이 공업단

지, 푸옌성 공단관리국, 푸투성 공단관리국, 히엡프억 공업단지, 떤투언 수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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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린쭝 수출가공구, 목바이 경제특구가 있다.

   베트남의 산업 생산품은 1995년 6.89 천만 달러에서 2000년에 약 13.33 억만 

달러로 증가하 고, 1991년과 2000년 사이에 14.5%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

다.*  자본 및 기술의 독자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베트남의 산

업화정책 특성상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베트남 경제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요소가 되며,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베트남 국민총생산GDP 의 약 1/6, 공업생산의 1/3, 수출의 1/4 이 FDI 

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직접 고용된 인력만도 거의 100 만명에 달한다. 2003

년 경상 GDP는 375 억달러이고, 이중 산업 생산 증가율은 2002년 대비 16%

의 증가율을 보 다. 현재 베트남 산업여건 1990년대 약 10년간에 걸친 고속

성장기를 거쳐, 2000년대 중반에 들어 경제 성장률이 5%를 약간 상회하는 수

준으로 라 양적 팽창 위주에서 질적인 산업 형태로의 조정과정에 있다.  시장

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선택 여건이 다양해짐에 따라 구매특성이 까다롭게 되

고 있으며, 이는 내외 공급자 사이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베트남의 현행 주

력 산업분야인 식품가공, 의류제조, 기계조립, 시멘트, 광물자원, 화학비료, 유

리, 고무, 원유, 석탄, 노동력 등 경공업종 및 천연자원 가공업종을 위주로 수

출주도형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산업발전에 대한 투자자본의 부족으로 외국기업과의 joint venture에 불균형

한 관계를 가져왔다. 2001년 베트남의 외채는 143억 달러이고, 외환보유고는 

37억 달러, 수출은 150.3억 달러, 수입은 161.6억달러로 무역수지를 보면 -11.3

억달러이다.2001년 12월 10일 미국과의 무역관계 정상화로 세계경제권역에 포

함되면서 외국인 투자진출이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정부는 2005년 WTO 가입

을 추진하고 있어 베트남의 대외개방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베트남의 R&D 규모

   베트남 전체 총 연구개발비 규모를 살펴보면 2003년 기준 1억9천 8백만 달

러에 달하고 전에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0.52%이다. 2001년부터 3년간의 비

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림 1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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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GOVERNMENT R&D EXPENDITURE

   2002년도 기준으로 베트남에는 235개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있으며, 이는 119

개의 대학과 연구기관들 그리고 117개의 전문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

에는 4,970명의 박사들, 9,543명의 석사들, 306명의 교수들, 그리고 1,171명의 

부교수들로 구성된 35,938명의 강사 및 교사들이 있다. 교육부에 직접적으로 

속해있는 2개의 연구기관들을 제외하고, 17개의 연구기관이 있고, 136개의 연

구센터 및 대학교내 설립된 12개의 연구기업들이 있다.

   베트남의 R & D와 산업은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central 

committee에 의해 발전하게 되었다. 베트남 경제가 현재와 같은 체제를 갖추

게되는 분수령은 1986년 Doi Moi (renovation)라는 시장경제 정책을 채택하면

서부터이다. 농지를 각자 경작하여 여분의 땅은 팔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는 

것으로 출발한 도이모이 정책은 베트남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정책

실시 직후인 1980년대 후반에 식량자급 미 자 업의 부활이 이루어졌으며, 90

년대에는 해외기업 유치를 통하여 연평균 10%에 달하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

며 경공업 분야 제조업 기반이 조성되었다. 90년대 말 동남아 전반의 외환위

기는 베트남에 해외자본 유치의 필요성을 가중시켜 베트남의 경제 개방 일정

을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하 다.

   7th party congress는 1991-2000년에 사회-경제 안정과 개발에 대한 전략을 

세웠다. 또한 “National plan for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vietnam for the 1991-2000 period"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과학, 기술과 환경

부(MOSTE)에서 실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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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의 RT기술 이용 현황

   베트남은 현재 발전용 원자로는 없으며 연구용 원자로를 중심으로 의학, 농

업, 환경, 식품 조사 등의 연구와 함께 산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베트남의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용 원자로는 소련제 연구로 

Dalat. Research Rx(풀형태, 500kW급)를 1984년 달랏시에 도입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중성자 발생장치(14MeV neurton beam flux of 101n/s 생산)와 마이

크로트론 MT-17(최고 15MeV and current of 18uA의 에너지 전자 빔 생산)

도 또한 구소련으로부터 1974년, 1984년 하노이시에 도입하 다. 또한 산업용 

조사 감마선원은 2개의 센터에서 운용되고 있다.

   하노이 시의 Co-60 조사 센터는 1990년부터 110 kCi로 가동 중에 있고, 호

치민 시에 400 kCi의 Co-60 조사센터는 1999년부터 가동 중에 있다. 호치민 

시의 Co-60 조사 센터는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100 kCi씩 증가하 다. 방사

선의 의학적 이용은 13개의 코발트, 1개의 선형가속기(Linac) 및 3개의 X-ray 

설비를 갖춘 9개 방사선 치료부, 근접방사선 치료기, 9개의 저 선량률 Cs-137 

시스템, 1개의 고 선량률 Co-60 시스템, 22개 원자력 의학부 및 연구소에 약 

2000개의 X-ray진단기계가 있다.

   베트남에서 산업적 방사선 이용을 위한 연구는 1984년부터 방사선 멸균, 식

품 조사, 방사선량계, 방사선을 이용한 폴리머 변형 등이 연구되어 왔다. 하노

이에 설치된 산업적 방사선 조사기는 처음에 식품조사(토마토와 양파의 발아 

방지)에 사용되었고, 현재는 장비의 업그레이드로 의약품의 멸균에도 사용되고 

있다. 1999년 베트남 정부는 IAEA의 산업적 방사선 조사기 프로젝트로 health 

care, 식품 조사, 방사선 적용 연구가 활성화 되었다. 또한 14 MeV 중성자 가

속기를 이용하여 핵 데이터, 동중체 비율 연구, phot-fission연구, 재료과학을 

위한 이온주입, 안정동위원소 분석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방사선치료

와 비파괴검사 등의 산업적 이용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방사선 이용은 health care, 농업, 환경, 산업, 식품조사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향후 2020까지 계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계속될 것이다. 호치

민시의 조사시설을 통한 조사량을 그림 19에 나타내었다. 연구 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Health Care - 방사선 멸균 목적 : 의학용 장갑, 거즈, 페트리접시, 검사용 

스틱, 티슈- 2002년 현재 상업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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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 radiation degradation: 키틴질/키토산으로부터 반-균 올리고당, 알긴

산으로 부터의 식물증식 - 앞으로 시도할 생산품

- 방사선 살균: 바가스(종이, 펄프의 원료) - 앞으로 시도할 생산품

- 접목 혼성중합(Graft copolymerization): 토양 안정 물질을 위한 고 흡수체, 

Biodegradation materials - 앞으로 연구 개발할 생산품

- 환경 - radiation degradation: 중금속 이온 흡수를 위한 키틴질/키토산- 앞

으로 연구 개발할 생산품

- 산업 - Radiation cross-linking: PE foam, 타이어 - 아직 개발하고 있는 상

태

- 식품 조사 - 발아 방지: 토마토, 양파 - 앞으로 시도할 생산품

그림 19 호치민시에 있는 방사선 조사시설의 

연간 조사량

3. 베트남의 RT기술 이용 개발 추진 동향

   베트남의 방사선 이용 연구 개발은 1960년대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오랜 전

쟁 기간 커다란 진보는 이룩하지 못하 으며, 통일 이후 1980년 중반부터 정

부의 지원과 국제원자력기구 및 러시아 등 외국의 원조 등을 통하여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기초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고 동위원소 응용 및 이용 연구, 

연구용 원자로의 활용한 연구 활동이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에너지와 전력 

수요를 장기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원자력 옵션을 가지기 위하여 원자력 발

전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력 양성과 국제 협력

을 강화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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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전반적으로 연구 개발은 기초 단계로 인력 부족과 연구 시설의 빈약, 

재정 지원 문제 등 전반적으로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연구 개발 

활동은 점차적으로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이용은 주로 방사선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응용과 이용 등 주로 의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사선 식품 조사와 의료 기기 살균 분야 등 방

사성 동위원소 사용 이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이용 초기 단계에 있

는 것으로 보인다.

4. 베트남의 방사선 이용 관련 관계 부처

   베트남에서의 원자력 관련 정부 부처는, 이용 개발 행정은 과학기술환경부

(MOSTE)가 맡고 있으며 산하에 연구 개발은 베트남원자력위원회(VAEC)가 

담당하고 원자력 안전은 방사선방호 및 원자력 안전청(VRPA)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베트남원자력위원회 산하에 4개 연구소가 있다. 그림 1.은 베트남의 원

자력 관련 행정 체제이다. 이외에 공업부가 원자력 발전 도입에 관여하고 있

으며 산하에 베트남 전력공사와 에너지연구소를 두고 있다. 

가. 베트남 원자력 위원회

   베트남원자력위원회(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VAEC)의 설립 

배경을 보면, 통일 이후에 1976년 4월 26일 전신 과학기술국가위원회 산하에 

달라트 원자력연구소 설립을 결정하 고 이후 달라트 원자력연구소를 토대로 

총리 산하에 원자력연구소를 설치하 다. 

   1984년 6월에는 수상 직속으로 원자력연구소를 베트남국가원자력위원회

(VAEC)로 개편하고 1993년 9월 도이모이 정책에 따른 행정 개혁과 함께 베

트남국가원자력위원회를 총리 산하에서 과학기술환경부산하로 이관하고 이름

도 베트남원자력위원회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림 20에 베트남의 

방사선 이용 관련 관계 부처를 도식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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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베트남의 방사선 이용 관련 관계 부처

수상

공업부 과학기술환경부

베트남전력공사
/에너지연구소 원자력위원회

방사선방호 및 
원자력안전청

원자력과학기술연
구소

(하노이시)

방사성희소원소
기술연구소(하노이

시)

달라트원자력연구
소

(달라트시)

원자력기술응용센
터

(호지민시)

방사선조사센터

   베트남원자력위원회 산하에는 원자력연구소(NRI, 달라트), 원자력기술센터

(CNT, 호치민시),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INST, 하노이), 방사성 및 희소원소 

기술연구소 ( ITTRE, 하노이)를 두고 있으며 전체 인력은 1995년의 700명 수

준에서 구조 조정을 한 후 520명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달라트 연구소가 170

여명,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는 100명 수준이다.

   주요 연구자는 주로 옛 소련․동유럽․프랑스에서 유학한 사람들로 구성되

어 있으나 최근에 들어 서방 세계에서 훈련받은 신진 세대로 교체되고 있다. 

연간 예산은 2~300만 US달러 수준이다. 

나. 베트남 방사선 방호 및 원자력 안전청

   베트남 방사선 방호 및 원자력 안전청(Vietnam Radiation Prote ction and 

Nuclear Safety Age ncy, VRPA)은 1994년 7월 30일 베트남원자력위원회로부

터 분리 독립한 과학기술환경부 소속의 독립 관청으로 방사선 방호 및 원자력 

안전 규제와 관련하여 법무, 평가․인허가, 검사, 방사성 폐기물 관리, 인력 훈

련․정보, 비상 계획, 국제관계 및 관리 등 총 8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베트남에는 원자력산업 시설이 거의 없으며, 일부 연구시설과 방

사선 및 동위원소 이용이 병원과 방사선 조사 시설에 국한되어 있는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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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활동이 미약하여 규제 활동은 미약하다.

   향후 원전 도입과 원자력이용 개발을 위한 법적 체계와 기반조성을 위한 법

력 정비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해오고 있다.

   원자력 관련법으로는 1997년 1월 4년간에 걸쳐 방사선 이용, 방사선 물질의 

수입․수송을 위한 검사, 허가 등에 대해 규정한 방사선 안전 관리법을 제정

하 으며, 이외에 환경보호법(1994년 1월 공포)과 근로자보호법(1992년 1월 공

포) 등이 있다.

다.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Institute for Nuclear Science and Techniques, 

INST)는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원자력 발전과 원자력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원자력 기초 종합 연구소이다. 이 연구소는 이를 위하여 원전계획센

터, 원자력기술응용센터, 방사선조사센터, 방사선방호 및 환경감시센터, 이론물

리센터 등이 있다. 

   원전계획센터는 원전도입 타당성 연구를 관련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등과 

협력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방사선조사센터는 100 kCi의 Co-60을 사용하고 있

으며 하노이 지역에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 방사성 및 희소원소 기술 연구소

   방사성 및 희소원소기술연구소(Institute for Technology of Radioactive and 

Rare Elem ents, ITRRE)는 원자력위원회의 전신 소속의 핵물질센터, 화학분

석센터, 광물체굴 및 정련센터, 하노이 원자력 기술의 화학 분야를 통합하여 

1991년 1월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는 베트남의 방사성 및 희토류 원소의 자원 탐사와 정광 생산을 

위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정광 처리와 관련 장치의 연구와 설계 및 제작, 

시장 수요 조사와 기술이전, 관련 정보 수집 등과 함께 핵연료 분야의 국가 

정책을 설정하기 위한 경제성과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

물 정광․처리․정련․야금․화학 분석 연구실이 있으며 2개의 정련 파이럿 

시설이 있다. 

   현재 우라늄과 희소 원소의 자원 탐사가 주요 활동으로, 현재 연구 활동은 

기초 연구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며 천연 우라늄 정련을 위한 모나자이트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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럿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향후 원전 도입 정책에서의 핵연료 주기 분야를 담

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달라트 원자력연구소

   달라트 원자력연구소(Dalat Nuclear Research Institute)는 베트남 남동부 달

라트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6년에 설립되어 베트남에서의 원자력 관련 기초 

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임무는 원자력 과학 기술 분야의 기초 및 응용 연구와 연구로 운  및 

이용 연구, 인력 양성,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안전 연구 등이며 산하에 연구

로 센터와 원자력훈련센터가 있다.

바. 원자력기술센터(CNT), 방사선조사 연구개발센터(CRDRT)

   호치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사선 육종 및 방사성 동위원소의 응용 연구

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방사선조사 연구개발센터는 1999년에 

300kCi의 Co-60 조사 시설을 가동하 다. 

5. 베트남의 RT 관련 국제 활동

   베트남은 현재의 활동과 방사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IAEA의 기술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다. 그것은 Rice Mutant Varieties for Saline Land, 

Application of Accelerator Techniques for Medical Treatment, Upgrading 

Nuclear Medicine Services, Ground Water and Nutrient management, 

Advanced NDT Methods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Upgrading the 

Irradiation Facility at Hanoi Irradiation Centre, Isotope and Nuclear 

Techniques for Better Management of Groundwater등이 있다.

  베트남은 현재 국제 협력기구인 ASEAN, AFTA, APEC, ASEM등에 가입되

어 있으며, 수교 국가는  166개국, 교역대상국은 160개국, 베트남에 투자국은 

한국을 포함하여 60개국이다. 1993년 이전에 베트남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은 러시아(당시 소비에트 연방국)로부터 12.6 백억 

달러의 지원을 받아 경제, 산업 발전에 활용을 하 다. 1993년경에는 IMF, the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의 자본을 받았으며, 일본, 캐나다, 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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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 스위스, 덴마크, 그리고 그 나라의 국제 개발 기구(JBIC, JICA, CIDA, 

SIDA, SDC, DANIDA등)와 공식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프로그램, 인도 정부와의 소프트웨어 협력 프로그

램, 일본과 한국과의 Hoa Lac Hi-tech Park 건설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협력

을 하고 있다. 원자력분야에 있어서는 인력양성을 위한 일본의 JAERI/NuTEC

와의 협력으로 VAEC-JAERI Joint Training courses on Radiation Protection

을 매년 40여명을 두 번의 2주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인도의 Da Lat Nuclear 

Research Institute로부터 베트남 연구자들에 대한 원자력공학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베트남은 RCA(아시아 태평양 지역 원자력협력협정)을 통해 원자력 과학기

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지역 협정을 체결하 다. 또한 아시아 원자력

협력포럼(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 FNCA)에 가입하여 원자력

의 평화적 이용 및 공동연구 등 아시아 지역 원자력 협력 활성화를 꾀하고 있

다. 협력 분야로는 8개 분야로 연구용 원자로 이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응용 

및 방사선의 농업 및 의학적 이용, 방사성 폐기물관리, 원자력 안전문화, 인적

자원개발, 전자가속기의 이용 등이다.

   "RECORD OF DISCUSSION in the Peaceful Use and Development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between Korea and Vietnam"이라는 내용

의 협정을 200년 서울에서 과기부 원자력 국장이었던 이헌규씨와 베트남 

VAEC(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소장인 Tran Huu Phat와의 협

정이 있었다. 또한 제 3차 한․베 원자력협력 위원회가 2005년 4월 26일 과기

부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원자력협력협정의 효과적 이행, 원자력의 평화

적 이용 확대 및 양국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양국 정부간 협의 기구에 관한 내

용으로, 과기부의 원자력국장인 김용환이 수석 대표 으며, 베트남의 수석대표

는 VAEC의 Vuong Huu Tan이었다.

제 4 절 인도의 RT 이용∙개발 현황

1. 인도의 일반 경제 규모

   2002년 인도의 경상가격 기준 GDP는 5,610억 달러이고, 주요산업은 소프트

웨어산업,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석유화학산업, 철강 산업, 섬유 의류산업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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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력 부문은 선진국 기업들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소프

트웨어 프로그래밍이다. 금융, 통신, 제조업 등 각 산업의 소프트웨어 제작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정부 부분의 소프트웨어 제작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 산업 역시 1990년대 이후 개방정책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힘입어 비

약적인 발전을 하 다. 2002년 말 기준 매출액은 100억 달러, 자동차부품산업 

매출액은 27억 달러를 기록하 으며 전체 자동차 생산대수는 630만대 다. 자

동차 산업은 2002/03년 생산은 전년대비 18.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 다

   전자 산업 역시 1990년대 이후 다국적기업들의 참여하여 매우 빠른 성장추

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 제품으로는 가전, 산전, 컴퓨터, 방송통신장비, 전략 

장비 등을 들 수 있다. 2002/2003년 기준 가전과 하드웨어분야의 생산액은 79

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2/03년 중 전자부품 생산이 전년대비 

9% 증가하여 13억 2,000만 달러에 달하 고, 인도정부는 2008년까지 소프트웨

어를 포함한 전자제품 시장 규모가 1,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3,500여개 업체가 북부 델리지역(37%), 서부 뭄바이 및 푼 지역(25%), 남

부 방갈로르 지역(32%)등에 집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전국에 산재한 8개 크래커에 2001년 기준 에텔렌 242만톤, 

프로필렌 166만 톤에 달하며, 생산량은 에텔 190만 톤을 기록하 다. 또한 플

라스틱, 함성섬유 등 가공제품 생산량은 610만 톤에 달하고 있다. 제품으로는 

에텔렌, 프로필렌, LD/LLD, HDPE, PVC, PP등이 있다 .RIL(Reliance 

Industries Ltd.)사가 2002년 국 기업인 IPCL(Indian Petrochemicals 

Corporation)을 인수하여 전체 시장의 75%를 지배하는 독점적 구조를 형성하

고, 나머지 지분은 GAIL(Gas Authority of India Ltd.), HPL(Haldia 

Petrochemical Ltd.)등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철강 산업은 현재 조강기준 세계 10위의 철강 생산국이다. 그러나 국내의 

풍부한 철광석과 저임 노동력 등 유리한 경쟁용소를 지니고는 있으나, 생산성

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현재 9개의 종합제철소와 45개의 전기로, 661개의 유

도로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구 철강사인 SAIL이 50%, 민간기업인 

TISCO가 25%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6개 철강사가 전체 생산 능력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섬유 의류산업은 인도의 가장 오래된 수출산업으로 약 2,000만 명을 고용하

고 있으며, 제조업 총생산과 총수출의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산업이

다. 2001/02년 중 수출은 면사를 중심으로 한 섬유가 44억 달러, 기성복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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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한 의류가 5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면화 생산이 국민 경제에 주요

한 소득원이 되어 왔는바, 섬유의류산업은 면사가 원료의 65%를 차지하는 면

섬유 중심의 구조로 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수입에 의존하는 합성섬유의 수입

대체를 위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섬유의류 공장의 약 2/3은 타 나

두(20%), 마하라슈트라(20%), 델리(13%)등 3개주에 편중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2002/03년 생산액은 119억 달러로 연평균 46%의 신장을 

이루고 있으며 2002/03년에는 총수출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의 소프트

웨어 기업들은 소프트웨어협회(NASSCOM)을 중심으로 미국, 유럽, 호주 등 

세계 각지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선진국기업과의 연계 하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BMW, GE, 현대 등 세계 15대 자동차

업체가 인도에 현지 진출해 제조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표 8 ~ 13에 인도의 

각 산업 부문별 동향을 나타내었다. 

표 8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동향

표 9 인도 자동차산업 연도별 생산, 판매, 수출 동향



- 65 -

표 10 인도의 전자제품 생산 추이

표 11 인도의 석유화학 주요 제품 수급 추이

표 12 인도의 철강제품의 생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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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인도의 주요철강사 현황

   인도는 1991년 IMF와 18개월에 걸쳐 16억 5,600만 SDR의 대기성 차관을 

도입키로 약정하고 그 전제로 시장 지향적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게 되었

다. 당시 총리와 재무장관의 이름을 따 “라오-만모한 모델”이라 불린 구조조

정정책을 펼쳤다.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민간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인ㄴ가 제도 철폐, 대기업에 대한 독점 규제 완화, 시장 진입 및 퇴출장벽

의 완화, 공기업 개혁 조치 등을 시행하 다. 총리 직속의 외국인투자위원회

(FIPB)를 설치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사전 사후 관리

를 강화하 다. 

   인도는 개방정책으로 전환 이후 다자간 및 쌍무간 특혜무역협상에도 적극적

으로 나서고 있다. 1990년대 이후로는 인근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해 오고 있다. 1985년 방 라데시, 부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와 함께 남부아시아 지역협력기구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를 설립하고  회원구간 경제, 사회,, 문화 및 과학, 기술 

등 제반 분야에 걸쳐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이외에 쌍무

간 협상에도 적극 나서 1998년 12월 스리랑카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

으며, 현재까지 네팔, 부탄 등 3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 다. 200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담에서는 인도-ASEAN간 자유무역협정 원칙에 합의하

으며, 최근에는 싱가포르, 태국 등과 개별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 6월에는 바즈파이 총리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양자 간 경제협력 확

대에 합의하 으며, 방콕협정 하에서 700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시행키

로 합의하 다.

2. 인도의 방사선 기술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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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분야에서는 23종의 다양한 곡식을 품종개량, 감마선을 이용한 콩류와 

어류의 방사선 처리, 축산업의 핵 기술 적용을 들 수 있으며, 환경 분야는 동

위원소를 이용한 수자원 관리, 지하수 오염 측정,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하고 

있다.

   감마선 조사기와 고 에너지 전자 가속기로 구성된 방사선 기술은 고분자, 

보건의료, 식품과 환경 분야에서 산업적 사회적으로 거대한 유용성을 낳고 있

다. 표면 처리, 교차 결합, 고분자 감성과 같은 방사선 유도 고분자, 고분자 변

형은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생산품에 가치를 더하고 있으며 수백만 달러 

산업을 창출하 다. 현재, 고 에너지 전자 가속기(20 keV ~10 MeV)를 사용한 

물질 조사가 상업적으로 가장 큰 방사선 이용 기술이다. 전 세계적으로 1000

대의 가속기가 와이어/케이블, 열 수축, 표면 처리 등에 사용되고 있다. 방사선 

처리된 고분자 물질은 고전적인 교차 결합보다 탁월한 기계적, 전기적, 열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방사선 조사는 조작 면에서 간단하고 단 하나의 파라

미터(흡수선량)로 동작 가능하다. 표 14에 방사선 조사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선량률을 나타내었다.

표 14 Some of radiation processing applications and dose required

Applicaiton Dose required (kGy)
Disinfection 0.25 - 1.0

Food preservation 1.0 - 25.0
Medical Sterilization 20 - 30
Curing of coatings 20 - 50
Polymerization 50 - 100

Crosslinking of polymers 100 - 300
Depolymerization of PTFE 800 - 2000
Coloration of Diamonds >>>2000

   산업적 방사선 조사는 다음과 같은 이점으로 인해 크게 발전하 다. a) 원

하는 화학적 변형이 실온에서 유도된다. b) 화학적인 촉매, 개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보다 순수한 환경 친화적인 생산품을 얻을 있다.c) 높은 선량 하에서 많

은 양을 처리할 수 있다. d) 현재의 산업적 프로세싱에 접목시킬 수 있다. e) 

에너지 효율이 높다. f) on/off type의 방사선원으로 보다 안전하다. 

   의료 생산품의 방사선 멸균은 상업적인 또 다른 산업으로서, 감마선이 전자

선 보다 투과력이 좋기 때문에 전자 빔 가속기보다 감마선 조사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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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처리량, 쉬운 조작, 높은 활용도를 가진 고 에너지 전

자 빔 가속기의 출현으로 전자빔 가속기의 방사선 멸균이 점차 늘어날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식품 보존을 위한 식품 조사는 또 다른 방사선 이용 분야로서 

감마선 조사기와 전자빔 가속기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

는 산업으로 인해 독성을 가진 가스와 오염된 물의 배출로 공기와 물이 오염

되고 있다. 방사선 기술은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도의 산업분야에서의 방사선 기술 이용에 대한 예상은 크게 4분야로 나누

어서 볼 수 있다. 동위원소의  방사성 추적자와 봉선원의 이용, 비파괴 검사 

분야 , 광물과 자원 산업에서의 핵자 분석 시스템 (NAS)의 새로운 이용, 방사

선 프로세싱 이용 을 들 수 있다.

가. 방사선 추적자와 봉선원의 이용

   인도의 방사선 추적자 기술과 봉선원을 이용한 기술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방사성 추적자와 봉선원을 이용한 환경 개선과 산업 생산력 강화

- 석유화학과 화학 산업, 폐수와 오일 처리 플랜트, 가스와 광물 탐사가 주된 

이용 분야

- FCCUs와 coal gasfiers와 같은 복잡한 산업 시스템의 추적자 기술을 이용한 

프로세싱 평가와 가시화 발전에 이용

나. 비파괴 검사 분야 

   인도의 비파괴 검사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산업 시스템의 평가와 비파괴 검사를 위한 X-선과 LINAC에 기반을 둔 

디지털 RadioGraphy(RG)와 CT촬

   - 진보된 RG와 CT촬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그 이용의 활성화

   - 휴대용 단층 시스템의 개발과 전시

   - 수화물 검사를 위한 온라인, 실시간 이미지 시스템의 개발

다. 광물과 자원 산업에서의 핵자 분석 시스템 의 새로운 이용

   산업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석탄의 품질에 관한 파라미터의 양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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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구리 분리의 양적인 조절, 시멘트 산업에서의 품질 조절, 광물 개발의 환

경적 향 조절

라. 방사선 프로세싱 이용 : 보건과 환경을 위한 방사선 프로세싱 이용

   인도의 방사선 프로세싱은 다음과 같다.

- 새롭고 진보된 감마선, 전자빔 프로세싱 설비 건설.

- 방사선 처리된 자연 고분자물질에 바탕을 둔 새로운 기술의 개발.

   고 에너지 전자에 조사되었을 때 고분자 물질 내에서 생성되는 폴리 올레핀

과 같은 반응 물질은 교차 결합이나 그물 구조를 형성한다. 이로 인해 고분자 

물질은 분자향이 증가하고, 점도, 장력, 신장과 같은 물리적 성질이 향상된다. 

케이블 생산에 있어서 노화 특성과 용매 저항성은 기존의 화학적인 방법보다 

월등하다. 마지막 단계에서의 얇은 절연체나 생산품의 표면 처리는 전자빔 가

속기를 사용할 때 이점을 가지고 있다. 알맞은 생산품 관리 메카니즘을 통해 

빠른 속도의 표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사선 교차결합 가

능한 절연 화합물은 필요에 의해 특별한 목적으로 분리되어 발전되었고, 이런 

대부분의 물질들은 이미 개발되었으며,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보다 비싸다.

   전자빔 가속기는 많은 처리량과 얇은 생산품을 높은 선량으로 조사할 수 있

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유용하다. 효율적인 케이블 절연 방사선 조사를 위해 

알맞은 절연 두께 평가와 더불어 전자빔 에너지를 선택하여야한다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전자빔 가속기는 8개, 감마선 조사장치는 주요한 것은 

6개이다. 인도에서의 방사선 처리 이용은 다음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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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Radiation Processing Applications in India

S.N.O. Application Plants Scale of Operation

1. Radiation Sterilization
Co-60 gamma 

irradiators - 3 nos.
commercial

2.

Sprout Inhibition and 

other low dose 

applications

"KRUSHAK" - 

Co-60 gamma plant

Technology 

Demonstration

3.
Disinfection of 

Spices

Spice Plant - Co-60 

gamma plant

Technology 

Demonstration & 

Commercial service

4.
Sewage sludge 

treatment

SHRI, Co-60 gamma 

plant

Technology 

Demonstration

5.

Polymer 

modifications, 

coloration of 

diamonds and other 

applications

6 EB accelerators in 

operation 1 under 

construction

Commercial (3 

nos.) and others 

for Technology 

demonstration, 

commercial service 

and R&D

6.
Food Irradiation and 

Radiation Sterilization

10 MeV, 10kW EB 

accelerator under 

construction

Technology 

Demonstration and 

commercial service

   인도에서의 2 MeV / 20 kW 전자빔 가속기를 사용한 방사선 조사의 이용

은 다음과 같다.

   LDPE 'O' rings 개발의 이용은 교차결합의 효과는 LDPE와 같은 간단한 

폴리머의 동작 온도를 향상시켜 특별한 용도의 폴리머의 대체물로 사용될 수 

있다. 최적의 공정 조건으로 방사선을 조사시킴으로써 200도까지 견딜 수 있

는 LDPE 'O' rings 생산 할 수 있다. 동일한 선량을 주기 위해 

“multi-spindle conveyor system"을 사용하여, 하루에 100,000개의 링을 생산

할 수 있어 산업에서 요구하는 양과 일치한다. 

   Wire & cables 개발의 이용은 전자빔으로 조사된 PE, EPDM, EVA, PVC 

물질에 바탕을 둔 교차 결합 와이어/케이블 절연체는 인도의 케이블 제조회사

의 협력으로 발전하 다. 인도의 철도청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케이블을 포함

하여 약 100km의 다양한 두께의 케이블이 생산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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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2002년에 전자빔 교차결합을 위한 3MeV, 150kW(Dynamitron type) 

가속기가 사기업에 의해 만들어졌다.

   Heat shrinkable products의 이용은 "memory effect"는 늘어난 교차결합 폴

리머가 열에 의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식품 포장지, 

테입, 케이블 엔드 캡과 같은 열 수축 폴리머의 생산을 이끌었다. 이 분야는 

전자빔 가속기를 이용한 두 번째로 큰 산업이다. 보다 긴 시트 (~100m)가 조

사되었다. 이 시도는 성공적이며 산업적인 규모로 발전시킬 수 있게 계획 중

에 있다.

   Radiation Degradation의 이용은 방사선 조사에 의한 PTFE scrap의 분자질

량 감소는 연마제로 사용할 파우더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 분야는 전자빔 가

속기를 이용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이다. 이는 인도의 지방 산업에서 공급되

고 있는 이 파우더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104-105 Dalton의 분자

질량을 가지고 있다. 경화된 부틸 고무 조각은 재활용을 위해 중국에서 상업

적인 규모로 개발하고 있다.

   EB Processing of viscose rayon의 이용은 비스코스 레이온은 전 세계적으

로 600,000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주요한 관심사는 생산 중 발생되는 H2S와 

다른 유기 황화물이 공기를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다른 개발도상국과 함께 인

도는 가장 큰 비스코스 레이온 생산국의 하나이며, 비스코스 과정에서 화학품

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셀룰로오스를 조사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

한 연구는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비스코스 펄프로 이어지고 있다. 

   Radiation Processing of Natural polymers (Chitin/Chitosan)의 개발 이용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천연 폴리머를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현 공정을 향

상 시킬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유용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 키틴질은 가장 많

이 현존하는 천연 폴리머이며, 이는 새우, 게, 조개와 같은 외골격 바다생물에

서 발견되어진다. 이러한 키틴질의 생물학적 감쇠(degradation)는 느리기 때문

에 갑각류 식품 처리 중에 버려지는 키틴질은 세계적으로 식품 조사 산업의 

관심사이다. 처음의 연구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키틴질/키토산을 높은 효율로 

추출하는 것이었다. 방사선 조사 후 키틴진의 산출량은 변화가 없지만, 110도

에서의 단백질 제거 시간이 8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에 의한 전처리 과정을 통해 공정에 대한 시간과 돈이 절약되었다. 게다

가 이러한 폐기물의 미생물 번식이 줄어들어 저장 시간을 늘릴 수 있었다.

   Super absorbent hydorgels의 개발 이용은  삼차원 교차결합 구조를 가지는 

초 수분 흡수체는 개인 보건 의료 생산품,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의 토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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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조절기 등에 사용되고 있다.

   Grafted membranes for selective adsorption of metal ions의 이용은 이 분

야에서의 방사선 조사는 현재까지 산업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하 지만, 

substrate 전체나 표면의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온 교

환 특성을 주기하기 위한 음이온, 양이온 모노모의 방사선 접합기술은 유망한 

분야이며 활발히 개발 중에 있다. 실제 바닷물에서 멤브레인을 이용하여 선택

적으로 우라늄을 분리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연구가 진행 중이다.

마. 방사선 멸균

   방사선 멸균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사선 이용 분야

이다. 방사선 멸균은 가스 조성, 온도, 습도, 압력을 사용한 기존의 멸균 기술

보다 훨씬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 또한 대량으로 멸균을 할 수 있으므로 점

차적으로 기존의 방법을 대체해 나갈 것이다. 현재, 멸균을 위해 많은 감마선 

조사장치가 이용되고 있다. 이 수는 전자빔 가속기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bremsstrahlung 광자 변환기와 더불어 5 MeV에서 10 MeV의 고 에너지 전자 

가속기가 경쟁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에 

약 21개의 조사기가 있다. 인도에서는 약 30년간 의료 생산품에 방사선 멸균

을 사용하고 있다. Trombay에 ISOMED plant는 ISO-9002 인증을 받았으며 

매년 의료생산품을 13,000 m3 정도 멸균하고 있다. WHO의 지원을 받고 지방 

지역의 전염을 막기 위해 BRIT(Board of Radiation and Isotope Technology)

의 ISOMED plant에서 2백만이 넘는 DAI (조산술) 키트와 분만 팩을 조사하

여 배포하고 있다. 

   Wound dressing hydrogels: 감마선 조사 장치를 이용하여 PVA에 바탕을 

둔 수화겔 상처 처치 용품을 멸균한다. 지방 산업에 의해 생산된 이 용품은 

많은 병원에서 테스트 되었고, 현재 상업적으로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바. 식품 조사

   방사선 식품 조사는 평균 10 kGy의 흡수선량으로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다양한 생산품에 방사선 조사를 승인하고 있다. Co-60, 

Cs-137 방사선원, 5 MeV까지 발생할 수 있는 X-선 발생장치, 10 MeV까지의 

전자 가속기가 식품 조사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상한선은 식품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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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방사능이 유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도, 인도네시아, 방 라데시, 

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식품조사를 표 16에 나타내었다.

표 16 Radiation Processing Facilities for Food Irradiation in Some 

developing countries

S.N.O Country
No of 

irradiators
Food Commodities

1 Algeria 1 Potato
2 Argentina 1 Spices, spinach, cocoa powder
3 Bangladesh 1 Potato, onion, dried fish

4 Brazil 3
Spices, dehydrated vegetables, fruits, 

vegetables, grain

5 China 11

Spices and vegetable, Chinese sausage, 

garlic, apple, potato, onion, dehydrated 

vegetable, sauces, rice, tomatoes

6 Croatia 1
Spices, food ingredients, dried beef 

noodles
7 Czech. Rep 1 Spices, dry food ingredients
8 Cuba 1 Potato, onion, beans
9 India 2 Spices, onion, potato
10 Indonesia 2 Spices, rice
11 Iran 1 Spices
12 Korea Rep 1 Garlic powder, spices, condiments

13
South 

Africa
4 Spices, shelf-stable food, fruits

14 Thailand 1
Spices, fermented pork sausages, 

enzymes
15 Ukraine 1 Grain
16 Vietnam 1 Onion

   Spice plant에서는 2000년 Navi Mumbai에서 처음으로 감마선 조사장치를 

통해 향신료와 다른 식품을 20ton/day 조사시키고 있으며, Maharashtra 주의 

Lasalgaon에 위치한 KRUSHAK 감마조사 장치는 10tone/hour의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감자와 양파의 발아 방지에 사용되고 있다. 2 MeV 전자 가속

기를 통해 다양한 육류의 보존 기간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중이며, 2003년 10 MeV 전자 가속기를 Mumbai에 건설하여 식품 산업과 보

건 의료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 74 -

사. Color enhancement of gem stones

   보석류는 인도의 주요 수출품 중의 하나이다. 색깔 있는 다이아몬드와 보석

류는 시장에서 보다 많이 팔리는 제품이다. 보석의 색깔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사선 조사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인도는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발 중에 있다.

아. 새롭고 진보된 폐수, 슬러지, 매연 처리 공장의 건설

   폐기물 관리의 주된 관심사는 자연의 물, 오염된 물, 산업 액체 폐기물의 정

수, 하수 슬러지 처리, 공장 매연의 정화, 농업관련 폐기물의 사료화 등이다. 

   ‘Irradiation treatment of water, waste water and sludge'에 관한 C R P 

(The Coordinated Research Project) 프로젝트는 11개 나라 공동으로 정수, 폐

수, 슬러지의 유기 오염물, 병원성 박테리아, 기생충의 이온화 방사선의 효과

에 관한 연구를 하 다. 이 연구를 통해 하수와 산업으로 부터의 천연, 합성 

오염물의 제거의 수단으로 감마선 조사 장치와 전자빔 가속기가 유용함을 알 

수 있다.

   Upgrading of cellulose waste into animal feed: 셀룰로오스를 함유하고 있

는 농업 폐기물은 동물이 소화시킬 수 없는 리그닌 성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

다. 이런 폐기물에 방사선 조사를 하면 이 성분을 줄일 수 있고 가축에게 먹

일 수 있다. 이는 IAEA의 RCA 지역 프로그램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 프로그

램을 통해 말레이시아는 오일 팜 과일 껍질을 동물 사료로 사용하 고, 인도

는 사탕수수 바가스, 셀롤로오스 농업 폐기물을 방사선 처리를 통해 동물 사

료화에 연구 중이다. 

3. 인도의 방사선 이용 연구개발 관련 행정체제

   인도의 정부는 다음의 5가지 분야에 높은 개발 성과를 얻었다. 또한 방사선 

이용을 비발전 분야로 분류하고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 기술의 발전을 이

루었다. 그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농업 :  방사선을 이용한 어류의 저장에 관한 아시아 지역 프로젝트, 원예 농



- 75 -

산물과 식품 조사, 500여종 이상의 돌연변이 품종개량

- 산업 : 방사선을 이용한 이미지, 초음파 검사, 자기 입자 검사, 액체 투과 검

사비파괴 검사(NDT), 펄프와 종이, 석탄과 석유화학 산업에의 응용 

(Nucleonic Control System, NCS), 추적자 기술

- 보건 : 진단과 치료 목적의 핵의학에의 응용, 암 치료

- 방사선 방호 : 방사성 폐기물 안전, 환경 모니터링, 작업자와 일반인을 위한 

방호

- 에너지 : 전기 확충을 위한 계획의 도구, 발전소 운용과 작동의 안전

   인도의 DAE (The Department of Atomic energy)는 원자력기술의 발전과 

농업, 의학, 산업에의 응용에 연계되어 있다. 인도의 경제와 산업 발전을 돕기 

위해 선진 기술인 가속기, 레이저, 기기의 기술의 산업 경제로의 이전을 꽤하

고 있다. DAE는 3 단계의 핵 발전 프로그램을 포함한 6가지 중요한 프로그램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중 방사선 이용 기술은 물의 담수화, 농업에의 응용, 

식품, 산업 생산품, 의약품의 방사선 이용, 보건에 중점 되어 있다. 

   인도의 Board of Radiation & Isotope Technology에서는  Tc-99m, I-131, 

P-32, Cr-51, Sm-153오 같은 방사성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P-32-Labelled nucleotides, P-33-Labelled nucleotides, S-35-Labelled amino 

acids & alpha-S-35-dATP, C14-Labelled compounds including custom 

synthesis, H-3-Labelled compounds including T-Labelling등과 같은 화합물

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면역 검증품을 생산하고 있다. 산업용 동위원소는 방

사선 이미지에 쓰일 Ir-192, Co-60, Tm-170과 비파괴검사용 Co-60, Cs-137, 

Tm-170을 생산하고 있다. 방사성 이미지와 방사선 장비로는 감마 카메라 

ROLI-1, 감마 챔버 GC-5000, 병원에 사용되는 Blood irradiator Bl-2000이 있

다. 그림 21에 인도의 원자력 행정과 원자력 사업 조직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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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인도의 원자력 행정과 원자력 사업 조직도

제 5 절 인도네시아의 RT 이용∙개발 현황

1. 인도네시아의 일반 경제 규모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 822 만명, 1990년 현재 추계)로 총인구는 1

억 9,222 만명(1994년 현재)이다. 1945년 8월 17일에 독립했으며 현재의 정치

체제는 공화제이다.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인 농업 국가 으나 농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1965년에 전체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6 %에서 

1996년에는 16 %로 감소하 다. 그 반면 제조업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여 

1965년에 8 %에서 1995년에는 전체 GDP의 24 %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구조는 석유 가스 등 1차 산업 중심의 수출 구조 으나 공산품 중심의 

수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수출지향형 공업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인도네시아

는 석유 및 가스와 농산물, 광산물 등의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구조 다. 그러

나 1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국제 시장 가격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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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구조적인 약점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1986년에 국제 석유가 하락과 

농산물 가격 급락으로 인도네시아는 한때 경제적 위기를 맞기도 하 다. 이에 

따라 비 석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 정책이 유지되었으며 특히 제조업에 

대한 확대를 통하여 수출 품목이 1차 산품 중심에서 섬유 제품이나 전자 부품 

등의 노동 집약적인 산업 상품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도네시아의 산

업 구조를 보면 1960년대에는 1차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6 % 으나 1993년 현재 1차 산업이 27%, 2차 산업이  전체 산업의 30.4 %

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한국, 대만 

등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1998년 경제 성장률 -13.68 %등 극심한 경제 위기를 거쳤으

며 현재 회복하고 있는 단계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1970년대부터 1980년

대 초에 걸쳐 적극적인 개발정책과 두 번에 걸친 석유수출가격의 상승을 배경

으로 실질 경제성장률 7 % 대라는 높은 성장을 이룩했다. 

   그 후 1981년경부터 시작된 세계불황의 심각화에 따라 석유시장은 저미를 

계속하 으며, 석유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는 역오일쇼크

가 덮쳐 1982년도의 성장은 2.2 %로 급락했다. 그래서 정부는 「제4차 경제개

발 5개년계획」(REPELITA-Ⅳ, 1984-1988년도)에서 자원 수출의존형의 경제

로부터 탈피를 도모하기 위해 비석유제품의 수출확대를 진흥시킴과 동시에 금

융개혁, 세제개혁, 경제의 자유화(규제완화) 등 일련의 경제구조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1986년도부터 경제가 호전되기 시작했으며, 1987년도엔 처

음으로 비석유제품의 수출액이 석유제품의 수출액을 상회하 으며, 1988년도

부터는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가 급증하는 등 순조로운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

다. 또한 1984-1988년도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5.1 %이었다. 또 1989년도부

터 시작되는 「제 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REPELITA-5)에서는 계속해서 

비석유제품에 의한 수출지향형의 공업화가 추진되어 계획 기간 중(1989-1993

년도)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6.9 %를 달성했다.

   인도네시아는 중앙 정부의 집중적인 산업 개발 정책에 의하여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경공업 중심의 산업에서 석유 가공, 제철, 시멘트 등의 중공업 

중심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형 시설을 필요로 하는 기업

들은 때로는 공기업 형태로 운용되기도 한다. 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석유 가스와 관련된 분야인데, 이 부분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약 30 % 정도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인도네시아 산업 분야는 인도네시

아 전통의 담배인 kretek 담배 산업으로 약 10 % 정도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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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가공, 가죽, 섬유, 제지, 고무, 시멘트, 제철 등의 산업이 나머지를 차지한

다. 대부분의 90 % 이상의 산업체가 개인 소유로 되어있으나 정부 소유의 기

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약 25 % 정도이다. 정부 기업은 석유, 

천연 가스 정제, 금속, 시멘트, 농약, 유통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섬유 의류 등의 분야에서는 약 60 % 정도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산업은 역사적 중심지인 자바와 천연자원이 풍부한 외각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자바는 인도네시아 산업의 중심으로 전체 GDP의 50 

% 정도가 Java에서 생산되고 있다. 자바의 주요 산업 시설로는 자카르타의 

자동차 조립 공장, Jawa Barat 지역의 직물, Jawa Timur 지역의 담배 제조, 

Jawa Tengah 지역의 설탕 제조 등을 들 수 있다. 수마크라는 인도네시아 원

유와 고무 생산의 중심으로 32 %의 GDP가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일부 지역

의 산업 집중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도 빠른 산업 성장을 보이고 있

다.  

   인도네시아 GDP는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기 전까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 약 7 %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 다. 이에 따라 산업이 전체 경제

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65년 전체 GDP의 8 %에서 1995년에는 24 %를 차지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제조업 성장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정부에서

는 제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R&D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업에서

도 기술력 향상을 위한 R&D에 대한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와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인도네

시아 전체 기업의 약 14 %가 R&D를 기업 활동과 병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R&D에 대한 투자가 많은 산업 분야로는 화학, 목재, 직물, 금속 가공 

등을 들 수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인도네시아 교육 기관에서 R&D는 엔지

니어링, 사회학, 자연 과학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인도네시아의 방사선 기술 이용 현황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발전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3기의 연구용 

원자로를 운용 중에 있다. 2개의 우라늄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발전용 

원자로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종적으로 총 12기의 원자로 건설을 목표

로 하고 있으며 2010 년까지 최초의 발전용 원자로 1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79년 국립연구소 BATAN에 200 keV 이온 주입기가 도입되었으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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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발생 장치로 150 keV deutron 발생 장치가 도입되었다. RDCITR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Isotope Technology and Radiation)에 

300 keV 전자빔 가속기가 1984년에 도입되었고, 1993년에는 2 MeV 전자 가

속기 GJ-2가 설치되었다.

   Serpong에는 CS-30 사이클로트론이 설치되어 있다. 관련 산업으로는 실험

용 원자로를 이용한 비파괴 검사, 의료용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동위 원소 공

급, 핵 과학 및 핵공학 장비, 핵의학 장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농수산물 등

의 보관 및 저장을 위한 방사선 이용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1950년대 말부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국가정책으로 채택

하여, 정부기구로서 BATAN (national Nuclear Energy Agency)이 전체 원자

력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비롯한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에 관련한 연구개

발, 실용화 등을 담당하고 있다. BATAN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4

개의 원자력 연구소 (Pasar Jumat, Bandung, Yogyakarta, Serpong Nuclear 

Research Center)를 가지고 있으며 각기 고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Pasar Jumat 연구소는 1966년에 설립되어 방사선 및 동위원소의 응용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1967년에 설립된 Bandung 연구소는 인도네시아에서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인 Triga Mark II (250 kW)를 건설하여 연구개발에 착수한 이

후 1971년에 1000 kW, 2000년dp 2000kW로 증설하여 Triga 2000 reactor라고 

부르며 이 연구소에는 생물, 화학, 재료 물리, 핵 의약품, 표지 화합물, 방사선 

환경 등 각 분야에 걸친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Indonesia에서 최초로 핵의약품

을 Hasan Sadikin 병원에 공급하 다. 1983년 설립된 설봉 원자력 연구소는 

1985년에 30 MW 다목적 원자로를 건설하여 의학, 산업, 농업, 재료, 핵연료 

등 연구개발은 물론 동위원소 생산을 위하여 운전되고 있다. 

   BATAN에는 농업과 식품과 관련하여 방사선 이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즉 방사선을 이용한 쌀이나 콩 등의 새로운 종자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방사선 조사를 통한 멸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며 식품 멸균에 대한 연구와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latex glove 살균 등의 의

료기 살균에 대한 연구 및 의료 기관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BATAN에서는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하여 다양한 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있

으며 또한 새로운 동위원소 생산에 대하여 연구되고 있다. BATAN에서 설립

한 BRTB에서 생산된 동위 원소는 병원이나 동위 원소를 이용하는 산업체에 

공급되고 있다.

   방사선 및 동위 원소를 이용한 무게, 습도, 두께, 도 측정 장치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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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진행되고 있다.  비파괴 장치나 파이프 stress 측정에 대한 연구 진행되

고 있다. 그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농업/가축업 분야 :방사선/RI를 이용한 국가식량프로그램 지원, 수확량증대, 

비료/병 해충관리, 6종의 우수한 벼 품종의 개발, 식물의 속성재배, 가축의 병

충해방지, 소의 육질과 우유생산량 향상

- 핵 장비 개발 : X-ray 장비, Renograph, Lead Apron(납 치마), Thyroid 

up-take 장비, 환경측정, 감시 장비 

- 동위원소의 생산 :　Mo-99, Tc-99m,  I-131, Ir-192,  I-125, P-32, Na-I131 

표지화합물

3. 인도네시아의 방사선 이용 R&D 기관

   인도네시아에 있는 R&D 기관으로는 BATAN, National Nuclear Energy 

Agency를 들 수 있다. BATAN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Co-60 Gamma 

irradiator, Research Reactor TRIGA Mark III, Electron Beam Machine 350 

keV, 10 mA.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BATAN은 BATAN Research tissue 

Bank (BRTB)을 설립하고 30개의 병원에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성 의약품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가. Yogyakarta 원자력 연구소 (1974년 설립)

- 원자력 물리/화학실험실

- 작업안전과 보건연구시설

- 교육 시설

- Kartini 원자로(설계 용량: 250 kW): 원자로 운전원의 교육 훈련

나. Pasar Jumat 원자력 연구소 (1966년 설립)

- Cen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Isotope and Radiation

- Cen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Radiation Safety and Nuclear 

Bio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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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er for Development of Nuclear Mine Materials

- Center for Education and Training

- 주요 설비로서 천연고무조사시설, 전자빔 기계, 검교정 장비, 방사선 측정장

비, 정화시설 및 각종 시험 시설을 갖추고 의료, 산업, 농업, 환경, 재료, 식품 

등 전 분야에 걸쳐 RI 및 방사선 실용화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산업 부문: 비료, 정유 공장 등의 배관 부식검사, 누설 검사 장비 개발

- NDT 그룹: Co-60이용, 장비 개발, 현장 작업 직접 수행 및 관련 회사에 교

육 (약 150 업체에 교육하여 현재 자체 수행)

- 방사선 조사처리: 식품 저장, 멸균 처리 (Co-60 감마선 처리, 150 kCi), 플라

스틱, 고무, 케이블 등 처리

- 의료용 제품: 키토산, 고무 제품 (특히, 의료용 소모품 개발에 주력-Tissue 

Bank 운 )

- 시험측정 장비: ICP, LSC, Gas Chromatograph, C-14, 중수소, 삼중수소 분

리공정 운

다. Bandung 원자력 연구소 (1976년 설립)

- 생물, 화학,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화합물, 중성자물리, 재료, 핵 의약품, 방사

선환경연구개발)

- 설비: 생물, 화학, 물리, 동위원소/표지화합물 연구실 - 인니에서 최초로 핵 

의약품 (Hasan Sadikin Hospital)공급

라. Serpong 원자력 연구소(1983년 설립)

-GA Siwabessy Multipurpose Reactor

- Installation for Production of Research Reactor Fuel Element

- Installation for Experimental Fuel Elements

-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stallation

- Radiometallurgy Installation

- Reactor Technique and Sfety Installation

- Informatics Development Facility

- Nuclear Instrumentation and Design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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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방사선 및 동위원소 응용연구소 (Center for Applicaiton of Isotope and 

Radiation-PAIR)

- 1966년에 설립된 Jumat 원자력 연구소는 원자력연구개발을 통한 방사선/방

사성동위원소의 응용기술발전 및 이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 멸균, 폴

리머 중합, 수문학, 지질, 농업, 목축, 식품보존,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 Latex Irradiator : 90 Energy/Quantum

- Multipurpose Panoramic Irradiator : 60 Eergy/Quantum

- Gamma Chamber 4000-A : 7.5 Energy.Quantum

- Gamma Cell-220 : 0.3 Energy/Quantum

- Electron Beam Machine EPS-300 : 300 keV/50mA

- Electron Beam Machine GJ-2 : 2 MeV/10mA

- Ultraviolet Irradiaiton Unit : 80 watt/cm2

- 용도: Polymerization, Preservation, Biofunctional Compound Sterilization, 

Mutation/Genetic Manipulation, Degradation

- 의료제품과 장치의 방사선 멸균 기술을 개발하여 개인회사인 CiBibung, 

Bekasi에 제공하여 상품화 하 으며, 이 기술을 통하여 생체조직 즉, 뼈, 양막 

등의 멸균기술을 확립하 다. 방사선 중합기술을 이용하여 목재의 표면 코팅

과 수정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화 하 다. 천연고무 Latex의 방사선경화기술로

서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고무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Banjaran사에서 콘돔생산에 적용하 다. 자연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지열

분포 연구의 일환으로 수로, 유량 등을 측정하 다. 

- 동위원소 추적자 기술을 이용한 water flooding 기수에 의한 oil wells와의 

관계를 연구하여 원유 분야에 적용하 다. NDT기술을 개발하여 많은 이용자

에게 제공하고 교육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하 다. 동위원소 P-32, S-35를 이

용하여 가축의 먹이를 조절하여 성장을 촉진시키고 생산성을 높 다. 식물배

양기술 개발과 Atomita-4 쌀 수확량을 증대하 다. 식품의 방사선 조사로 종

자, 수확물, 과일, 생선 등 오염제거 및 보존에 적용하 다. 방사선 조사에 의

한 염색 공업 폐기물, 섬유산업 폐기물 처리 및 왁찐의 투여에 의한 닭 생산

량 증대에 적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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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PT. BATAN TEKNOLOGI

- 966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원자력기술의 상업화 정책에 따라 BATAN 소유의 

기술과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핵연료, 방사성 동위원소 관련제품의 생산,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일한 주정부 소유의 기업체로서 

각 RI 생산량은 아래와 같다.

- Mo-99: 매주 10개 정도 병원에 공급 (200mCi, 400mCi), 부족량은 수입

- Tc-99m generator: 매주 10-12개 정도 제조, 공급

- I-131: TeO2 Target, 매주 40Ci 정도 생산

- Ir-192 : 최대 100 Ci, 연간 160-200 source 생산

- I-125, P-32, Na-I131 표지화합물, 방사성 의약품 등 의료진단 및 치료용

- 기타 I-131 표지화합물, DTPA, MDP 등의 진단/치료 목적의 의료용 동위원

소, NDT, Gauge, Probe, Trcer로 사용되는 봉선원 등 산업용 동위원소를 

약 20여종 이상 생산한다. 이러한 방사성 동위원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master slave manupilator를 갖춘 hot-cell과 품질관리를 위한 실험설비를 갖

추고 있다. 또한 이들 설비를 이용하여 Mo-99, I-125, I-131, P-32, 봉선원 

Ir-192를 포함하여 20여종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한다.

- 여러 종류의 Tc-99m generator 방사성 의약품 생산용 cold kits는 무균기술

로 생산되며, 그 공정은 formulation, dispensing, freeze drying로서 미생물학

적 오염방지를 위해서 10,000-100 class의 청정도를 유지한다.

- 방사성 동위원소 제품의 생산 외에 NDT 서비스를 위하여 X-ray, Ir-192, 

Co-60, UT-pundit 콘크리트 시험기, 자기미립자검출기 (금속결함, 항공기용접

결함검사 등), 용기 누설검사, 방사성 추적자 장비, 오일, 가스, 화학, 광업, 시

멘트산업, 환경산업 등의 유량 측정, 마모/부식검사는 물론 구조물 결함 등 각

종 산업공정 검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방사선 이용 연구시설

을 그림 22에 나타내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원자력청(BATAN)의 조직도를 

그림 2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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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인도네시아의 방사선 이용 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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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인도네시아 원자력청 (BATAN) 조직도

4. 인도네시아의 원자력 협정 현황

   인도네시아의 원자력 관련 협정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ustralia : The 1997 Bilateral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Agreement 핵 과학 및 핵기술에 대한 오스트랄리아와 인도네시

아 사이의 공동 연구 협약.

- Russia : On August 16, 2003, cooperation agreement including: developing,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research reactors and nuclear power 

plants, and R&D; facilities and accelerators for irradiation in medicine and 

industry.

- South Korea : South Korea help to construct the nuclear power plant.

- 인도네시아는 RCA(아시아 태평양 지역 원자력협력협정)을 통해 원자력 과학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지역 협정을 체결하 다. 또한 아시아 원자

력협력포럼(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 FNCA)에 가입하여 원자

력의 평화적 이용 및 공동연구 등 아시아 지역 원자력 협력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협력 분야로는 8개 분야로 연구용 원자로 이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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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사선의 농업 및 의학적 이용, 방사성 폐기물관리, 원자력 안전문화, 인적

자원개발, 전자가속기의 이용 등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3기의 연구용 원자로, 전자 가속기, 싸이클로트론을 운용 

중에 있으며 앞으로 발전용 원자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R&T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많은 국제 공동 연구를 필

요로 하고 있다.  

제 6 절 방 라데시의 RT 이용∙개발 현황

1. 방 라데시의 경제 규모

   방 라데시는 전형적인 저개발농업국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계 1위의 인

구 조  국으로서 전체 인구의 약 76%가 농업에 종사 및 농업부문이 국내 총 

생산중 23.5%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부분 낙후 및 보존자원이 빈약하다. 인

구 1~3%에 해당하는 상류층이 국부(National Wealth)의 95%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은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산업구조는 농업, 제조업, 

광업 및 에너지로 나눌 수 있으며, 농업은 국내 총생산의 23.5%, 노동력의 

75%를 차지하는 경제의 근간이 된다. 제조업은 공업화 추진으로 국내 총생산

의 25.9%를 차지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ZiaurRahman 정권이후 민간부문 우대책과 함께 민 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로 황마, 설탕, 담배, 섬유 등의 농산물 가공업이 주종이다. 최신 의류산업 

등 비전통부문의 성장가속으로 공업기반을 확대 중이다. 공업 부문은 천연가

스, 석회석, 고령토를 제외한 나머지 광물자원은 극히 빈약하고 국내 생산 에

너지의 95%를 자치하는 천연가스는 약 20조 입방피트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

된다. 석회석은 1억 5,500만 톤 매장이 추정되지만, 채광비 상승으로 생산증대

에 난관을 겪고 있다. 국내 생산 에너지원은 천연가스 및 석탄이며, 석유류 수

입이 전체에너지 수입의 85%를 차지한다. 정부차원에서 벵갈만의 석유, 천연

가스 개발을 위해 외국석유자본 유체에 노력중이다.

   방 라데시의 주요수출상품은 봉제/의류, 황마제품, 차, 피혁, 냉동새우 등 

전통수출 상품이며, 섬유제품의 경우 총 수출액의 75%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방 라데시의 국내총생산(GDP)은 현재 519억 달러이며 실질경제성장률은 

5.03%로 연평균 성장률 5%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총 수출은 64억 

달러, 수입은 91억 달러로 경상수지는 27억 불이 적자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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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 라데시의 방사선기술 이용 현황

   1973년 2월에 대통령령에 의해 방 라데시 원자력위원회(BAEC)가 설립되

었다. 그리고 BAEC는 원자력의 개발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과학기술 전반에 

관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BAEC는 1975년 사바르(Savar) 원자력연구소

(AERE)를 설립했으며, 1986년 9월에는 연구로 TRIGA Mark II (3MW)가 임

계에 도달했다. 연구로는 중성자 물리, 원자로물리, 원자화학,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Tc-99m, I-131등), 방사선 관리 등에 이용되고 있다. 또 조사시설로서 5

만 큐리의 Co-60 조사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며, 식품 조사, 생물공학에 의한 

품질개량 등의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3 MeV 양이온 Van de Graff 가

속기는 연구개발을 위해 Atomic Energy Center, Dhaka (AECD)에 설치되었

다. 또한 사바르 원자력연구소에도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14 MeV 중성자 발

생장치를 설치하 다.

   방 라데시의 방사선 기술 이용은 전력생산, 보건과 의학, 분석 화학과 물질 

개발, 물질 검사와 품질관리, 식품 보존, 프로세스와 기기 컨트롤 분야에 이용

하고 있다. 방 라데시의 원자력연구소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 BAEC)는 농업, 의학 그리고 전자, 컴퓨터, 재료과학과 연관된 

산업 발전에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의약품, 식품 보관, 비파괴

검사, 원소분소, 담수화 등에 이용하고 있다. 방 라데시의 원자력개발은 구 

동파키스탄시대부터 계획되어 있었으며, 다카(Dhaka)에 원자력개발센터

(AECD)가 설립된 1964년부터 본격적인 조사·연구가 개시되었다. 

   BAEC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의 프로그램은 보건, 산업, 

농업, 환경과 같은 다양한 경제 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주요한 목표는 

전자, 컴퓨터, 재료과학과 같은 산업의 발전과 농업, 의학 분야에 원자력을 평

화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수리학, 원소분석, 비파괴 검사, 식품 저장 등에 사

용하는 것이다. 방 라데시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방사선 기술의 이용은 

AECD (Atomic energy Center), INM (Nuclear Medicine Institute), Nuvlear 

Medical Centers (NMC), Beach Sand Exploration Center (BSEC), Radiation 

Teting Laboratory, Rooppur Nuclear Plant at Pabna, Atomic Energy 

Research Establishment의 7개 주요 기관과 관련이 있다.

   현재 사바르원자력연구소 안에는 아래와 같은 5개의 연구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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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INST)

  2) 식품방사선생물연구소(IFRB)

  3) 전자공학·재료과학연구소(IEMS)

  4) 핵의학연구소(INM)

  5) 컴퓨터과학연구소(ICS)

   

   원자력발전에 관해서는 BAEC에 소속하는 원자력발전공학부와 루프르원자

력발전 프로젝트 부를 중심으로 조사·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표 17에 방 라데

시의 원자력연구, 개발, 이용의 역사를 보여 준다. 또한 방 라데시 원자력위

원회 조직도를 그림 24에 나타내었다.

표 17 방 라데시 원자력연구개발 이용의 역사



- 89 -

그림 24 방 라데시 원자력위원회 조직도

제 7 절 태국의 RT 이용∙개발 현황

1. 태국의 일반 경제 규모와 RT 경제 규모

가. 태국의 일반 경제 규모

   태국은 1980년대 이전까지 농업중심의 산업구조 으나 이후 공업화가 급속

히 진전되었다. 1961년대의 경제사회개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태국경제는 빠

르게 성장하여 1960년대에 평균8%, 1970년대에 평균 7.5%의 성장률을 달성하

다. 1980년대에 약 10%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달성하면서 농림수산업의 비

중이 점차 축소되는 반면, 제조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등 산업구조가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다. 

   Bank of Thailand, monthly Statistics Release 각 월호 따르면 태국의 국내

총생산(GDP)은 2001년에 1122 억달러로 보고되고 있고, GDP 성장률은 2002

년에 4.0%, 2003년 4.3%, 2004년 4.8%, 2005년 5.0%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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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에서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대 47% 이상을 차지하 으

나,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여 1966년 36.6%에서 1986년 16.3%로 감소하 으

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은 태국경제의 근

대화 및 공업화정책의 추진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오다가 1985년의 플

라자 합의에 따른 엔고 현상을 계기로 일본 기업들이 태국으로 생산거점을 이

전하기 시작하면서 GDP대비 제조업 비중은 1986년에 23.6%, 1995년 29.2%로 

확대되었고 2001년에는 35.5%에 달했다. 서비스업 또한 상업 및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급성장하여, 1997년 외환 위기로 위축되기 전에는 거의 약 60%에 이

를 정도로 확대되었다. 태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표 18에 요약하 다.

표 18 태국 산업구조의 변화(단위 %)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1년

농업 23.2 15.8 12.5 11.0 8.6

광업 1.8 2.5 1.6 1.2 2.5

제조업 21.5 21.9 27.2 28.2 33.5

건설업 4.4 5.1 6.2 7.3 2.9

서비스업 49.0 54.7 52.5 52.3 52.5

GDP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동차산업 : 태국의 자동차산업도 섬유산업과 함께 1960년의 투자 장려법

에 의해 수입대체 공업화가 시작되었다. 태국의 자동차산업도 섬유산업과 함

께 1960년의 투자 장려법에 의해 수입대체 공업화가 시작되었다. 현재 태국에

서 업 중인 자동차 조립 기업은 17개사로 일본계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승용차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6개사이며 승용차 생산가능사

는 총 10개에 달한다. 태국 내 최대 자동차 생산기업은 Auto Alliance사로서 

비록 1998년부터 조업을 개시하 으나 주요 생산차종은 픽업으로 연간 20만 

1,000대를 생산하고 있다. 1964년부터 조업을 하고 있는 Toyota 태국공장은 

연간 20만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승용차와 픽업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다. 미쓰

비시가 승용차, 픽업 등 전차 종에 걸쳐 연간 17만대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상용차 전문 Isuzu는 픽업과 트럭을 연간 13만대를 생산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 : 태국의 석유화학산업은 원료인 천연가스가 1973년에 태국만

에서 발견되고, 1960년대부터 진행된 수입대체공업화에 플라스틱제품 등 석유

화학산업의 최종제품 수요가 증가하여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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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공업화는 1960년대 이후 정부는 인프라정비에 역할을 한정하 으나 고

도성장기의 일본과 1970년대 한국의 산업발전의 성공에 자극받아 정부주도형

의 중화학공업을 구상하 다. 석유화학산업 개발과 관련하여 태국정부는 태국 

만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의 공급과 최종제품수요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고 

1983년 7월 제1차 석유화학 콤플렉스 계획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하 다. 이어

서 1984년 2월에는 민관이 공동출자한 국가석유화학공사(NPC)가 설립되었는

데, NPC 자본은 정부 측이 지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자산업 : 동남아 국가들이 일찍부터 전자산업을 육성하여 산업을 주도하

던 것에 비해 태국의 전자산업은 비교적 늦게 시작하 다. 1980년대 중반까

지 태국의 전자산업은 우리나라 기업에 의한 소규모 단순 조립, 내수 중심의 

수준에 불과하 고 1981년에는 태국의 전자산업의 부가가치는 전체 제조업의 

2.4%로 ASEAN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전자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 으며 1990년대 중반까지 매년 두배 가까운 신장

세를 기록하 다. 1980년대 초 반도체 부문은 주로 미국계 기업에 의해 투자

가 이루어졌고, 1980년 후반 전자산업 투자를 주도한 기업은 SONY를 중심으

로 한 일본계 기업들이었다. 이처럼 반도체가 주도하던 태국의 전자산업은 

1980년대 후반 투자패턴이 주로 가전 및 공업용 전자 등으로 바뀌면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는데 기존의 미국, 일본 기업은 물론 한국, 대만 등 전자 

기업이 진출하여 다양화된 투자활동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해외 기업의 다

양한 투자를 통해 태국의 전자산업은 단순 조립 수준에서 고기술 분야까지 확

대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짧은 기간에 생산능력과 기술수준이 증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전자산업은 기술력과 경쟁력 부재와 부족한 전자산업 인프라

로 인해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또한 태국산 수출품이 증가하면서 미국과 

EU의 보호 장벽이 높아져 태국의 전자산업의 도약과 새로운 투자기업 유치의 

가능성은 낮아졌다.

나. 태국의 RT 경제 규모

   태국의 방사선 산업기술 경제 규모는 경제규모가 비슷한 필리핀 등의 주변 

국가와 비교했을 때 0.2% 정도로 가늠이 된다. 태국의 에너지 수급현황은 

2003년 기준으로 요구량은 67,236 Kiloton 이나 생산량은 33,382 Kiloton로 

64%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발표 자료 참고) 이러한 에너지 부족 현상으로 인해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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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산업기술 경제 규모 중 발전 분야에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RT 분

야는 전체 규모 중 10%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RI 이용 통

계”에서 보여 지는 발전과 비발전 분야의 경제 규모가 9:1것을 통해서 예측된 

결과이다.

   따라서 태국의 2005년 GDP가 성장률 5.0%에 근거해 1340 억달러가 되므로 

방사선 산업기술 중 RT 분야가 차지하는 경제 규모는 0.268 억달러이다.

   이러한 RT 경제 분야의 규모는 GDP 성장률에 향을 받기 때문에 2002년

에 4.0%, 2003년 4.3%, 2004년 4.8%, 2005년 5.0%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2. 태국의 RT 이용 현황

   태국은 1961년 원자력 평화적 이용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Atomic Energy 

for Peace Act가 발효됨에 따라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MOSRE) 산하에 Office of Atomic Energy for Peace (OAEP)가 

발족되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1962년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가 운전을 개시

한 이래 OAEP가 원자로 운 을 포함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이용, 연구개

발 및 안전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의

하여 MOSTE를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로, Office of 

Atomic energy for Peace (OAEP)는 Office of Atoms for Peace (OAP)로 개

칭하여 연구개발 업무와 방사선안전규제 업무를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

다. 

  OAP는 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와 동위원소 생산 및 연구개발 등 원자력 관

련 전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으로서 전 조직이 동일 부지 내에 들어있으

며, 중요시설은 연구용 원자로, 방사선 조사시설, RI 생산시설, RI 폐기물관리

시설 및 시험시설 등 부대시설을 운 하고 있다. 태국의 원자력 산업이 상당

히 뒤떨어진 국가로서 2 MW 연구용 원자로 1기만 주로 I-131 생산용으로 1.1 

MW로 운전되고 있어 의료용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RI를 수입하고 있으며 RI

등 이용 및 기술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RI 생산시설에서는 주로 병

원 진단/치료용 I-131, Tc-99m, P-32, 방사성의약품, 표지화합물 및 RIA kit를 

생산하고 있으나, PET과 싸이크로트론 시설은 없다.

  RT연구와 유사한 synchrotron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산하 National Synchrotron Research 

Center(NSRC)가 Siam Photon Laboratory 운  중이다. 또한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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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or를 이용하여 Tc-99m generator 제작, PZC (poly Zirconium 

Compound) 물질을 사용하여 99Mo/99mTc generator의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의료용 Radiotheraphy equipment 중 외부 방사선 치료기는 Linear 

accelerator (4MLC) 32대, Co-60 teletheraphy 24대, simulator 23대, CT 

simulator 5대, Treatment planning 26대, Gamma-knife 1대, Superficila 

X-ray 7대이다. 근접 방사선 치료기는 High dose rate (Ir-192, Co-60) 11대, 

Low dose rate(Cs-137) 13대가 있다. Hyperthermia는 5대가 있다. 태국의 방

사선을 이용한 의학 장비를 표 19에 요약하 다.

표 19 태국의 Radiotheraphy equipment

 External radiation theraphy

   Linear accelerator(4 MLC) 32

   Cobalt-60 teletheraphy 24

   Simulator 23

   CT Simulator 5

   Treatment planning 26

   Gamma-knife 1

   Superficial X-ray 7

 Bracytherapy

   High dose rate(Ir-192, Co-60) 11

   Low dose rate(Cs-137) 13

 Others

   Hyperthermia 5

   산업용 시설은 연구용 원자로 1기, 동위원소 생산 시설 1기, 중성자 발생장

치 1기, 연구용 감마조사시설 5기, 산업용 감마조사시설 4기, 의료 치료시설 

32 unit, 의료용 원격 아프토로트/Brachytherapy 56기, Industrial Radiography 

21unit, 동위원소 폐기물 관리시설 1unit, Monazite extraction plant 1unit이 있

다.

   현재 OAP (Office of Atoms for Peace)는 10MW TRIGA research reactor, 

radioisotope and radiopharmaceutical production facility, radioactive waste 

processing and storage facility를 포함하는 ONRC (the new Ongkharak 

Nuclear Research Center)를 건립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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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iland Institute of Nuclear Technology(TINT)을 구성하기 위한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은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rogram, Radioisotope Production Program, Research Reactor and Nuclear 

Technology Operation Program, Radiation and Nuclear Safety Program, 

Irradiation for Agriculture Research Program, Chemistry and Material 

Science Research Program, Physics and Advanced Technology Research 

Program있다.

가. 방사선 멸균

   태국의 RT기술의 방사선 멸균 분야는 다음과 같다.

- Co-60 감마선과 고에너지 전자빔 가속기에 의한 멸균처리, 방사선 조사 멸균

의 4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

- 의료용 소모품 및 기기 : 고무, 플라스틱, 유리제품-진단/치료용, 주사기 주사

바늘, 거즈, 외과수술용품

- 의약품

- 식물성 화장품

- 생체조직-치료용 인체조직 (피부, 뼈 등)

나. 농업에의 이용

   태국의 RT기술의 농업 이용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비료, 병충해 관리에 의한 수확량 증대, 품질향상, 성장 촉진

- 방사선에 의한 해충 박멸

- 해충의 불임 기술

- 식품보존

- 품종 개량 (식물의 돌연변이)

다. 산업에의 이용

   태국의 RT기술의 산업 이용 분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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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T, PT, MT, UT, RT

- Nucleonic Control System : 산업제품 (의료기기, 종이, 철강, 통조림 등) 생

산, 품질 및 공정 관리-추적자 기술

- 광물 분석

라. 방사선 조사 센터

   태국의 방사선 조사 센터는 동남아 및 태평양지역에서 가장 최신시설을 갖

추고 있으며 Pathum Thani중에 위치하여 농산물, 식품 조사와 연구를 위한 

시설이다. 이 시설은 연간 20,000톤의 식품과 농산물을 조사할 수 있는 Co-60 

선원 450kCi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시설에서 1년간 식품, 농산물, 동물사

료는 물론 3백만 kg의 천연고무, 5만 켤레의 의료용 고무장갑을 처리하 다. 

1999년 기준 태국의 방사선 조사시설에 의한 조사량을 표 20에 나타내었다.

표 20 태국의 방사선 조사시설에 의한 처리량

품 명 처리량 (1999년 기준)
소세지 (kg) 49,851
조미료 (kg) 832,258
효모 (kg) 136,714
허브 (kg) 122,361
동물사료 (kg) 707,935
천연고무 (kg) 93,935
고무장갑 (켤레) 3,100,600

마.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태국의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분야는 산업적 이용이 90%, 연구용 7%, 의료

용 3%이다. 산업적 이용은 level gauge, thickness gauge, density gauge, oil 

well logging, IC leakage testing에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level gauge, oil well logging, thickness gauge는 태국의 주된 산

업분야인 석유화학 분야와 자동차 공업 분야와의 연관성이 많은 부분이다. 태

국의 주된 산업의 경우 국가주도형이며 R&D관련도 국가 기관에서 주도를 하

고 있다.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산하에 Office of Atoms for 

Peace(OAP)가 있어서 핵 발전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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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isotope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법제화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

3. 태국의 방사선 이용 국제 협력 현황

   태국은 1972년 RCA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5년 이후 3년 동안 외부 

연구지원비 30,000 달러와 함께 RCA를 지원하고 있다. 분야로는 산업과 환경

에의 핵기술 적용, 연구용 원자로와 에너지 문제로 나뉘어져 있고 이중 RT 

기술 관련 세부 분야는 방사선 기술과 식품 조사 분야가 있다. 

   OAP, JAERI, MEXT program의 상호협정을 통해 가속기 개발 과제에 참여

하고 있으며, TRCRE (Takasaki Radiation Chemistry Research 

Establishment)의 전자 가속기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 중이고 gamma 

irradiation 결과와 비교평가를 하고 있다. 

제 8 절 필리핀의 RT 이용∙개발 현황

1. 필리핀의 경제 규모

   주로 1차 산업 중심이며 국민 총생산(GDP)의 25%는 농업이며 농업자급자

족이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제조업은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인구는 총 

노동 인구 1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제조업으로는 식품 가공, 음료 석유제

품, 신발, 섬유분야이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코코넛, 마닐라 삼, 구리, 금, 철 

등이다. 

2. 필리핀의 RT 이용 기술 현황

   2002년 현재 필리핀의 인구는 79,882,000명이며, 국토는 7100여개의 섬으로 

총 넓이 30만 평방 킬로미터이다. 주요 섬으로는 루손 섬(면적 10만 평방 킬

로), 민다나오 섬 (9.4만 평방 킬로)이다. 방사선 이용은 간접적으로 방사선 사

용 면허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 308건이 발급되었으며 구성으로 보면 상업용 

38건, 방사선 생산 가속기 (RI production Accelerator) 1건, 산업용 137건, 연

구용 23건, 병원 80건, Radiography 28건이다. 또한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2003

년도 TLD/Film badge 관련 4989519.42 Php가 발생하 으며, 그 외 I-131 생

산관련 677490 Php, 분석 관련 418225 Php가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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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의 원자력개발 역사는 오래이다. 1955년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

체결과 더불어 시작되어 1958년에는 「IAEA」에 가입하 으며 이어서 「필리

핀원자력위원회」(PAEC)가 설립되었다.

   원자력 연구소는 4개의 부문 즉 1) 원자력 연구부(ARD), 2) 원자력 서비스

ㆍ훈련부(NSTD), 3) 원자력 규제ㆍ인허가ㆍ보장 조치부(NRLSD), 4) 재무ㆍ

관리부(FAD)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연구개발 중점 항목은 1) 방사선 방호와 안전 2) 방사선 기술ㆍ공학 

3) 방사성 동위원소ㆍ방사선 이용 및 4) 특별 프로젝트 등이다.

   원자력발전부문에서는 장래의 전력수요 증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자력발

전 도입을 재검토하는 방침을 굳히고, 대통령령으로 1995년 5월 「원자력발전 

운 위원회」(NPSC)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원자력정책과 원자력발전 개

발의 실천계획, 구체적 도입일정 등을 책정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라모스

(Ramos)대통령이 1992년 부활시킨 「에너지 부」(DOE)의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이 밖에 「대통령부(우리나라의 청와대에 해당)」,「과학기술부」, 「환

경ㆍ천연 자원부」,「교육ㆍ문화ㆍ스포츠부」, 「사법부」,「국가경제개발청」,

「원자력연구소」,「전력공사」 및 민간부문 2개 기관의 각 대표멤버로 구성

되어 있다.

   동 위원회는 원자력정책의 책정과 원자력발전 개발에 관한 지휘ㆍ감독, 평

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그 역할로 되어 있으며, 아래 8개의 소위원회

를 설치하여 각각의 분야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1) 원자력규제위원회(원자력관련 법안의 조사 및 책정)

    2) 인재개발위원회(원자력에 관한 인재양성 계획의 책정)

    3) 원자력발전 교육ㆍ홍보위원회(원자력에 관한 일반대중 교육 및        

PA활동)

    4)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위원회(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전의 경제적 실

행가능성 평가)

    5) 대체원자로 설계위원회(개량형 원자로설계의 경제적 실행 가능성 평가)

    6) 원자력안전 및 연료주기 위원회(발전소의 리스크 평가 및 연료주기의 

연구개발)

    7)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처분장의 선정 및 연구개발)

    8) 부지조사위원회(부지선정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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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방사성폐기물관리센터」의 발족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부

지후보지점의 특성 및 조사에 대해서도 동 위원회에 위탁되는 것으로 보여지

는 독립된 원자력 규제기관의 필요성도 검토되고 있다

   PNRI (The philippine Nuclear Research Institute)는 사회-경제 발전을 위

한 방사선 기술의 이용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PNRI는 Co-60 조사 시설, 

I-131 생산 시설,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추어 식품 조사, 핵 의약품, 방

사선 폐기물 관리에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I-131을 의료 사용 목

적으로 1,391,158 MBq을 생산하고 있으며 매년 677,490 Php의 수입을 창출하

고 있다. Tc-99m Gnerator를 이용하여 Mo-Tc99m으로 gel-type 

polyzirconium compund (PCZ)를 생산하고 있다. 

가. 보건 의료분야

   필리핀의 보건 의료분야의 RT이용은 다음과 같다.

- Hydrogel 연구 : 화상치료에 쓰이는 Polyvinyl pyrrolidone (PVP) hydrogel

을 8x8 inch 크기로 제작하 으며 Bureau of Food and Drugs의 요청으로 수

행되었다.

-Tc-99m Generator 생산 : Mo-Tc99m으로 gel-type polyzirconium compund 

(PCZ)을 생산하 다.  

-Mutation screening : 작업자의 피복을 관리하며 주로 Philippine General 

Hospital에서 수행한다. 또한 암치료 연구를 수행한다.

-질병 연구: Down syndrome을 피폭자에 대해 연구한다.

나. 식품 및 농업 분야

   필리핀의 식품 및 농업 분야의 RT 이용은 다음과 같다.

- Mutation Breeding : 주로 대단위 감마선 조사를 통하여 수행한다. 주요 관

심 작물은 쌀, Mngbean, 땅콩, 망고, Cashew, soybean, Ornamental등이 있다.

- Food 방사선 처리 :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여 망고, 파파야등을 조사한다.

- 질소 유기물 비료 (Nitrogen Inorganic Fertilizer) : N-15 기술을 적용하여 

질소 고정 박테리아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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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garcane waste 방사선 처리 : 볏집, 바나나 잎, 땅콩껍질, 옥수수 껍질 등

을 처리한다.

- 가축 사료 처리 기술 (dairy cattle production) : 방사선 돌연변이 발생 기술

을 이용하여 해초류를 사료로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 과일 방충 기술 (Fruit fly control) : 보통 한 cage에 70,000 ~ 75,000 마리의 

파리가 기생한다. 이를 방사선을 이용하여 방충한다.

- 방사선을 이용한 기타기술: 화상 처리, 상처 처리

다. 일반 산업 분야

   필리핀의  일반 산업 분야의 RT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적자와 봉선원 분야 (Radiotracer &Sealed Source application) : Isotopic 

research group에서는 Gamma column scanning 기술을 적용하여 

Hydrogenous liquid을 분석한다. 이러한 기술 중 중성자의 감속제 개발과 흡

수제 개발이 있다. 주요 추적자 적용 분야는 댐의 누수 검사가 있다. 현재 

angat Dam Dike reservoir에 적용하고 있으며 물의 온도와 전도도를 측정하

거나 동위원소의 조성을 분석한다. 또한 도시 근교의 폐수 처리에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Polytechinc Univ of Philippines을 중심으로 침출액 지하수 추적

에 사용되는데, San Mateo Landfill 지역에 적용하고 있다. 주요 추적 원소는 

Cr, Cu, Ni, Ph등 이다.

- 고 부가가치 물질 개발 (High techmaterials development) 분야 : 

Ferromagnetic material로 사용되는 희토류원소 특히, SmFe(1-x)Mn(x)O3 나 

Sm3Fe(5-x)Al(x)O12에 관심이 많은데 이러한 물질은 통신 사업에 사용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신물질 개발에 사용되는 분석 기술은 X-ray diffraction 기술과 

Mosssbauer effect 기술이다.

- Neutron scattering 기술 분야 : 중성자 산란 기술은 필리핀에 중성자 산란 

시설이 없으므로 일본 원자력연구소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 분

야는 Biopolymer이다.

- 희토류와 방사성 물질 분야 (Rare earth & radioactive mineral) : 

Lumambong 지역에 경제성이 있는 희토류 물질이 매장되어 있다. 매장량은 

14,000 평방미터에 50,000 킬로 정도 이며, 평균적으로 제곱미터 당 1300g으로 

경제성이 높다. 주요 원소는 Ce 으로 Th 함량이 0.03-2%로 낮다. 그 외 La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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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또 다른 지역으로는 팔라원 북쪽의 San Vicente 지역으로 국가적 과

제로 추진되고 있다.

라. 환경 분야

   필리핀의 환경 분야의 RT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분야로는 적조 현상, Hamful Alga Bloom, Receptor Binding Assay 등

이 있으며, Tritium-labeled Saxitoxin을 HPLC detector system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주요 연구기관은 Univ. of the Philippines이다. 주요 측정 원소

로는 Pb-210을 측정하여 퇴적율을 추정한다. 측정 결과 마닐라 만에는 

1cm/yr의 퇴적율을 보 다. Cs-137을 이용한 퇴적율 적용기술은 성공하지 못

하 다.

- 수질 오염관련 분야 (Pollution related studies) : metro manila의 오염을 연

구하 다. 주요 적용 기술은 XRF로 S, C, K, Cu, Zn, Ni 원소를 측정하 다. 

주요연구 기관은 Atenceo de Maila Univ이다. 오폐수관리 적용 기술의 경우 

La Mesa Dam 수저장에 이 기술을 적용하 다. 이 경우 주요 기관은 Manila 

Water Company Inc. 이며, 관심 동위원소는 O-18과 H-2 으며 기술적용으로 

Water balance analysis를 수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추정하 다. 동일한 기술을 

Rodriquez와 San Mateo에도 적용하 으며 tracer로는 H-3, O-18과 H-2 다. 

Davao시에 경우 Talomo와 Lipadas 강을 대상으로 수행하 으며, tracer로는 

H-3, O-18, H-2, Cd, Pb을 측정하여 지하수 오염을 분석하 다. 

Phosphogypsum의 오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이 물질은 phosphate 

fertilizer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다. 주요측정 물질은 Ra-226, 222와 

Cs-137으로 계측장비로는 BNC사의 SAM 935 gamma spectrometer를 사용하

다.

- 이전 미군기지의 방사성 오염물질 측정 분야 (Formal US Base radiological 

Assessment): La Union 지역의 Poro Point 통시 기지에 대한 방사성 오염 물

질 연구를 수행 하 으며, 사용 장비는 BNC사의 SAM 935 gamma 

spectrometer를 사용하 다.

- 토양 풍화와 퇴적 분야 (Soil erosion/Sediment studies) : Bureau of soils 

and water management에서 수행하 으며, 주로 Cs-137 준위를 측정하여 수

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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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계측 분석 기술 (Nuclear based analysis) : C-14 analysis를 수행하 으며 

사용 기술은 Liquid scintillation counting을 사용하 다. 주로 acetic acid 공장

의 음식물과 수질 오염을 측정하 으며, XRF 기술도 적용하 다.

3. 필리핀의 방사선 이용 협력 현황

   필리핀은 RCA(아시아 태평양 지역 원자력협력협정)을 통해 원자력 과학기

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지역 협정을 체결하 다. 또한 아시아 원자력

협력포럼(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 FNCA)에 가입하여 원자력

의 평화적 이용 및 공동연구 등 아시아 지역 원자력 협력 활성화를 꾀하고 있

다.

   협력 분야로는 8개 분야로 연구용 원자로 이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응용 및 

방사선의 농업 및 의학적 이용, 방사성 폐기물관리, 원자력 안전문화, 인적자

원개발, 전자가속기의 이용 등이다.

   PNRI와 다른 연구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그 주요 프로그램 및 방사선 기술 이용은 다음과 같다.

- Improving animal Productivity and Reproductive Efficiency

- Restoration of Soil fertility and Sustenance of Agricultural Pruductivity

- Enhancement of Genetic diversity in Food, Pulses and Oil Crops and 

Establishment of Mutant Germless Network

- Application of Food Irradiation for Food Security, safety and Trade 

Management of Liver Cancer using Trans arterial Radio conjugate Therapy

- Quality Assurance for Treatment of Cervix Cancer by Radiotherapy

- Use of Radiosynovectomy in the Management of patients Suffering from 

Painful Joint Disorders

-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Marine Coastal Environment

- diagnosing Osteoporosis Using Nuclear Techniques

- Improved Information of urban Air Quality management

- Non-Destructive Testing and Evaluation

- Process Diagnostics and Optimization in the Petrochemical Industry

- Investigating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in Geothermal areas

- Use of isotopes in Dam Safety and Dam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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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imization of materials in Industry using Online Bulk Analysis 

Techniques

- Modification of Natural Polymers through Radiation Processing

- Isotope Techniques for Ground-water Contamination in Urbanized and 

Industrial Areas

4. 필리핀 원자력 연구소 (PNPI) 구성 조직도

   필리핀 원자력 연구소의 조직도를 그림 25에 나타내었다. 

그림 25 필리핀 원자력 연구소 (PNPI)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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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주요국의 RT 기술 개발 전략 및 

국제기술협력 수요 조사

 

1. 주요국의 RT 기술 개발 전략 및 국제기술협력 수요조사

 

  주요국의 RT 기술 개발 전략 및 국제 기술협력 수요 조사는 다음과 같은 분

석틀을 통하여 분석 조사하 다. 

  - 국내(연구소 및 타 기관) 최근 3년 이내에 RT 관련 해외 출장자의 출장보

고서 50여 건을 입수하여 주요국들의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 다.

  - 본 과제 참여원들이 대상국가에 출장을 통하여 보다 자세한 현황 조사를 

추진하 다. 본 과제와 관련하여 수행한 주요 국제기술협력은 표 21과 같

다.

표 21 주요 국제기술협력 사례

출장

자
소속

대상

국가
업무수행내용 주요접촉인물

조 

성 

기

한국원

자력연

구소

필리

핀

RT 기술 개발의 국제 기술협력 수요

조사 분석

- 방사선 방호 기능성 물질 개발 등 

RT 이용 Bio-medical 분야의 기술

동향 조사 및 기술협력방안 협의

- RT 이용 생의약품 개발 관련 기술

현황 및 향후 협력방안/인적교류 

등 협의

필리핀 

원자력연구소 Dr. 

Guzman (Head, 

Biomedical 

Research Section)

김 

용 

균

한국원

자력연

구소

중국
중국의 RT 기술 개발 전략 및 현황 

조사

CIRP- Yiren Xuan, 

Hengde Wang, 

Gou Yonheng
윤 

동 

원

한국원

자력연

구소

중국

중국의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 협력 및 기술정보 교류

중국 원자로의 RI 생산 현황

CIRA- Wang 

Guoguan, Li 

Maolian,

   - 또한 최근 3년 이내의 각국의 방사선기술 관련 보고서 및 아시아 각국 연

구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전략 분석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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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기구에서의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즉 RCA 

project, IAEA National Project 및 Inter-Regional Project, Country 

Project Framework, FNCA 자료의 심층 분석을 통하여 전략 분석을 하

다.

  - “East-Asia RT Survey : 'for the improvement of regional cooperation 

of RT'에 관해 53개의 문항 Questionnaire를 만들어 자료 조사 및 배포/회

답을 이용하여 전략분석을 하 다. RT survey checklist 포맷은 부록으로 

실어 놓았다.

   동북아 허브 경쟁국과 기술 협력 및 수출국, 기술 수출국으로 분류하여 RT 

의학 분야, 생명공학 분야, 공업기술 분야의 조사된 R&D 관련 기관과의 기술 

수출 및 협력을 도모하 다. 

   미래 수출 예상국인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RT 관

련 공업 분야 중 수출 품목 선정 및 우리나라의 기술 주도가 필요하다. 동아

시아 국가 중 현재 RI 수입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이며, RI 

수입 관심국가는 베트남, 태국, 방사선/연구로 기술교류 관심국가는 인도네시

아, 베트남, 태국으로 각 나라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협력 틀 마련 필요

하다.

  본 과제를 통하여 필리핀 원자력연구소 Dr. Guzman (Head, Boimedical 

Research Section)과 2005년 06월 18-19일 양일간 RT 이용 생의약품 개발 관

련 기술현황 및 향후 협력방안 협의하 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RT 성과물인 HemoHIM 관련 시장 동향 조사 및 현지 인허가/

판매업무 관련 현황파악 및 지원방안 협의.

  - 우리 성과물(기능성식품 헤모힘)의 수출관련 제품/기술설명: 세미나 발표 

(제목: hemoHIM, A functional Food for Hematopoiesis/Immune 

Modulatio and Antioxidation)

  - 참가자: (필리핀 측 약 100명), 의사협회/ 약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정치인 

약간 명/ 각 지방 상공회간부. 로타리 라이온스 클럽 간부 등

(한인회 측 약 100명) 부인회/ 대사관 직원/ 한인회장 및 각 단체

장/ 선교단체장 등

가. RT 기술 분야별 국가 간 기술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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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RT기술 경제규모를 선진국과 비교 하 다. 선진국과의 방사선 

산업 기술 경제 규모 비교표를 표 22에 나타내었다. 한국의 방사선 산업기술 

경제 규모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GDP대비 현저히 낮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원

자력 산업에서의 발전 대 비발전의 비율도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방사선 

기술의 산업을 포함한 비발전 분야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26에 미국

과 일본의 방사선 이용분야를 도시하 다.

표 22 선진국과의 방사선 산업기술 경제 규모 비교

구분 미국 일본 한국

경제 규모 172 조원 77 조원 0.6 조원

GDP 대비 1.5% 1% 0.1%

발전:비발전 2:8 5:5 9:1

그림 26 선진국(미국, 일본)의 방사선 기술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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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RT 선진국의 이용 분야별 점유율을 그림 2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의료 및 공업 분야에 대한 이용이 전체의 약 9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공업 이용분야가 7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각 나라별 RT 의료분야 기술 수준 비교

   주요국의 방사선 기술 이용 의료분야의 기술 수준을 우리나라와의 기술 수

준과 비교하여 표 23에 나타내었다. 중국과 일본의 의료분야 방사선 기술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앞서 있거나 대등하여, 기술 협력을 통한 우리나라의 기

술 발전이 필요하다.

   중국의 RT이용 의료분야는 CT, SPECT, PET과 같은 상 장비를 개발 이

용하고 있으며, 2억 CNY 규모의 진단, 치료 목적의 핵의약품을 생산하고 있

다. 또한 tissue bank를 운 하고 40여 곳에서 방사성 의약품을 생산, 기술 개

발하고 있다.

   일본이 RT 의료분야는 동위원소를 이용한 암 치료를 하고 있으며, 중성자

를 이용한 붕소 중성자 포획요법(BNCT)이 개발되고 있다. RT 표식화합물에 

이한 치료가 연구되고 있으나 심한 규제로 인해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

이다. 

   필리핀은 mutation screening, Down syndrome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며, 인도네시아는 요오드, 인등의 표지화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

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에너지 분야의 원자력 기술

은 현저히 처지는 상태이나 RT 의학 및 생명공학의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나

라보다 기술 수준이 높고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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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각 나라별 의료분야 기술 수준 비교

국가 RT 의료분야 기술 분야
우리나라와의 

기술수준비교

일본

Linac이나 의료용 선원 등의 종전 기술의 차세대화, 

특정조직으로 집중성이 좋은 방사성약제 개발, 

입자선 치료의 보급을 위한 대형가속기나 원자로의 

활용, 방사광 이용이나 레이저 등의 비전리 방사선의 

이용에 의한 진단 기술 개발

RT 기술 대등 

및 수출 가능

중국

SPECT, PET등 진보된 핵의학 기기의 응용, 진단과 

치료 목적의 방사성의약품 개발, Mo-Te 발생장치를 

이용한 radiography

RT 기술 협력 

및 기술 도입

인도 방사성의약품 생산, 면역 검증품 생산 등
RT 기술 대등 

및 수출 가능

인도네시아
사이크로트론 이용, Mo-99, Tc-99m, I-131, I-125, 

P-32, NaI-131 표지화합물 생산, Tissue Bank 운

RT기술 대등 

및 수출 가능

방 라데시 연구로를 통한 의약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RT기술 우위 

및 수출 가능

필리핀

Hydrogel연구, Tc-99m 생산 및 PCZ 화합물 생산, 

암치료를 위한 Mutation screening, down syndrome 

연구

RT 기술 협력 

및 수출 가능

태국

110여개의 외부 방사선 치료기, 24개의 

근접방사선치료기, 5개의 Hyperthermia, 총 동위원소 

생산량 중 3%를 의료용 이용 등

RT 기술 우의 

및 수출 가능

베트남

코발트, Linac 및 X-ray 설비를 같준 9개의 방사선 

치료부, 22개의 원자력 의학부와 2000여개의 X-ray 

진단기계

RT 기술 우의 

및 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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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나라별 RT 공업 분야 기술 수준 비교

   주요국의 방사선 기술 이용 공업 분야의 기술 수준을 우리나라와의 기술 수

준과 비교하여 표 24에 나타내었다. 동아시아 개도국의 공업 분야 방사선 기

술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낮아 기술 수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사선 

기술의 공업적 이용은 NDT, 추적자 기술, 고분자 물질 개량 등 일반적인 기

술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자원을 바탕으로 반도체의 응용을 위한 희토류 원소

에 대한 연구 개발이 동북아 개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RT 공업 분야 이용 기술의 특징은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가

공기술 연구이다. 중국은 4 ~ 5억 CNY 규모의 방사선 계측기를 생산하고 있

으며, 200억 CNY 규모의 160개의 공업 이용 이온빔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

시아는 목재의 표면 코팅과 수정기술을 산업화하고 있으며, 천연고무 Latex의 

방사선 경화기술, 염색 공업 폐기물, 섬유산업 폐기물 처리에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필리핀은 통신 산업에 사용되는 희토류원소 신물질을 개발하

고 있다. 

표 24 각 나라별 공업 분야 기술 수준 비교

국가 RT 공업 분야 기술 분야
우리나라와의 

기술수준비교

일본
타이어, 전선케이블, 발포제, 방사선 멸균 등 RT이용 

중 85%차지

RT 기술 협력 

및 도입

중국
고분자 물질, 케이블, 열 수축 폴리에틸렌 폼, 방사선 

멸균, 방사선 계측기 분야 등

RT 기술 수준 

대등

인도
표면처리, 교차결합, 방사선 유도 고분자등, 석탄의 

핵자 분석 시스템 응용 개발

RT 기술 대등 

및 수출 가능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고무(특히, 의료용 소모품 개발에 주력, 

케이블 처리, 키토산 등

RT 기술 대등 

및 수출 가능

방 라데시 NDT, 원소분석, 담수화 등
RT 기술 우위 

및 수출 가능

필리핀
추적자기술, Ferromagnetic material로 사용되는 

희토류원소 연구 개발

RT 기술 우의 

및 수출 가능

태국
level gauge, oil well logging, thickness gauge, 

Nucleonic control system, 광물분석  등

RT 기술 우의 

및 수출 가능

베트남
Graft copolymerization, Biodegradation materials, 

radiation cross-linking 등 연구개발 시도 중

RT 기술 우의 

및 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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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각 나라별 RT 농업 분야 기술 수준 비교

   주요국의 방사선 기술 이용 농업 분야의 기술 수준을 우리나라와의 기술 수

준과 비교하여 표 25에 나타내었다. 주요국의 농업 분야 방사선 기술은 우리

나라와 비교하여 대등하거나 우위에 있으며, 기술 협력과 수출을 통한 우리나

라의 허브 구축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이다. 농업분야의 방사선 기술 이용은 

중국이 가장 활발하며, 총 농경지 10%에 해당하는 900만 헥타르에서 변이종이 

재배되고 있다. 일본의 농업 분야 RT 이용은 작물의 DNA 해석 및 대사기능 

해명, 이온빔을 이용한 식물 육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P-32, S-35를 이용한 가축의 성장 촉진에 관한 연구, 방사선 조사에 의한 종

자, 수확물, 생선 등 오염 제거와 보존에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베트

남은 키니질/키토산으로부터 반-균 올리고당, 알긴산으로부터의 식물 증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접목 혼성중합에도 이용하고 있다.

표 25 각 나라별 농업분야 기술 수준 비교

국가 RT 농업분야 기술 분야
우리나라와의 

기술수준비교

일본
식물 육종 (품질개량, 복합색의 꽃으로 된 국화, 

자외선에 강한 흰개냉이, 병에 강한 대보리 등)

RT 기술 수준 

대등

중국

40여개 이상의 식물 종에서 625개의 신변이종 생산, 

총 농경지 10%에 해당하는 900만 헥타르에서 변이 

종 재배, 곤충불임 기술 개발 등

RT 기술 수준 

대등

인도 23종의 곡식 품종개량 등
RT 기술 대등 

및 수출 가능

인도네시아
국가식량프로그램 지원, 6종의 벼 품종의 개발, 

병충해 방지, 소의 육질과 우유생산량 향상

RT 기술 대등 

및 수출 가능

방 라데시 식품 방사선생물연구소 운
RT 기술 우의 

및 수출 가능

필리핀
Mutation breeding, 질소유기물 비료 처리, 

가축사료처리 기술, 과일 방충기술 등

RT 기술 대등 

및 수출 가능

태국
해충멸균, 병충해 관리에 의한 수확량 증대 및 

품질향상 등

RT 기술 우의 

및 수출 가능

베트남

radiation degradation (키틴질/키토산으로부터 반-균 

올리고당, 알긴산으로부터의 식물 증식 연구 개발 

시도 중

RT 기술 우의 

및 수출 가능



- 110 -

마. 각 나라별 RT 식품 조사 기술 수준 비교

   주요국의 방사선 기술 이용 식품 조사량을 표 26에 나타내었다. 각국의 생

산 품목과 생산량에 따른 조사 처리량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국가 간의 수출

입의 규제 강화로 인한 처리량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파악된다.

표 26 각 나라별 식품 조사량 비교

국가 조사 식품 처리량 (톤)

방 라데시 건조과실, 감자, 냉차식품 229

중국
스파이스, 건조식품, 양파, 감자, 조미료, 야채, 

육류가공, 마늘, 쌀 등
70,000

인도 스파이스, 양파, 감자, 망고,  등 1,200

인도네시아 스파이스, 쌀, 코코아 등 4,900

한국 스파이스, 향료, 조미료, 어묵, 건조과실, 건조인삼 등 3,000

말레이시아 스파이스, 건조식품, 허브류 등 540

필리핀 향신료, 양파 등 90

태국 허브, 향신료, 효소, 소세지 등 1,130

베트남 냉동어류, 건조어, 향신료, 양파, 옥수수, 콩류 등 4,700

마. RT R&D 기관과 경제 규모 비교 분석

   동북아 국가의 경제 규모와 산업 생산품을 분석하고 주요 R&D 기관에 대

한 분석을 통하여 국제 기술 협력 메커니즘을 모색하 다. 이를 표 27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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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동북아 및 동아시아 국가의 RT R&D 기관과 경제 규모

국가 주요 RT R&D 기관 비  고

동북아 

허브 

경쟁국

중국

- 80여개의 과학기술 산업 단지 

조성

- BINEIRTI 연구소

- CIRA 연구소

- CNNC

- CIRP

- CIAE 등

- 총 GDP 16조 달러 중 

농업이 13.9%, 산업과 

건설이 52.9%, 서비스업이 

33.3% 구성

- 주요 산업 생산품은 광산, 

광물 처리, 철, 철강, 건설, 

섬유, 석유, 비료 등

일본

- 일본원자력연구소

- 방사선의학연구소

- 이화학연구소

- 농업기술연구기구

- 식품종합연구소

- 산업기술종합연구소

- 국립환경연구소

- 방사선이용 분야 경제규모는 

약 86,000억엔 (GDP 대비 

약 1.7%)

- 공업적 이용은 73,000억엔, 

농업적 이용은 1,200억엔, 

의학이용은 12,000억엔

기술

협력 

및 

수출 

대상국

필리핀

- PNRI (The philippine 

Nuclear Research Institute)는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방사선기술의 이용 활동을 

수행

- 총 GDP 중 농업이 25%, 

제조업은 25%

- 식품가공, 음료, 석유제품, 

신발, 섬유 분야

- 생산품 : 코코넛, 마닐라, 삼, 

구리, 금, 철 등

인도네

시아

- BATAN

- Yogyakarta 원자력연구소

- Pasar Lumat 원자력연구소

- Bandung 원자력연구소

- Serpong 원자력 연구소

- 방사선 및 동위원소 

응용연구소

- 총 GDP 중 1차 산업이 

27%, 2차 산업이 30.4% 차지

- 담배 산업, 식품가공, 섬유,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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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 RT R&D 기관과 기업체 비  고

기술

수출 

대상국

태국

- OAP

- IAERI

- MEXT

- TRCRE

- 총 GDP 약 1200억 

달러로 제조업이 

33.5%를 차지

- 자동차 산업, 

석유화학산업, 전자산업 

등

- RT 관련 분야는 약 

269억 달러 규모

베트남

- 공업단지와 수출가공구, 경제 

특구 조성

- VAEC, NRI, CNT, NST, ITRE 

등

- 총 GDP 350억 달러 중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6.6%

- 전기, 석탄, 비료, 

살충제, 시멘트 등

방 라데

시

- AECD

- NMC

- BSEC

- Radiation testing Lab.등

- 총 GDP 519억 달러 중 

중 농업이 13.5%, 

제조업이 25.9%를 차지

- 봉제/의류, 황마제품, 

차, 냉동새우 등 수출

바. 주요국의 우리나라와의 RT 기술교류 유형 비교

   동아시아 및 동북아 개도국에 대한 우리나라와의 RT 기술 교류 유형을 비

교 분석하 다. 이를 표 28에 나타내었다.

   동북아 허브 경쟁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생명공학, 공업 기술 분

야에서는 기술도입과 수출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의학 분야

에 있어서는 기술도입이 수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공업기술에 있어서는 기술도입이 수출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명공학분야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학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수출이 도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이 의학 분야에 대한 

RT이용이 적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반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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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기술협력 및 수출 대상국으로는 필리핀, 말레시아, 인도네시아를 들 수 있는

데 RT 의학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기술수출이 도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외로 인도네시아, 말레시아에서는 생명공학분야에서 기술도입이 

수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농업 등 생명공학

분야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업 기

술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미래에 수출할 대상국으로 기술수출을 위한 

발판의 구축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술수출 대상국으로는 태국, 베트남을 들 수 있는 데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

는 RT의학, 생명공학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수출이 도입보다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국가들도 위에서 언급한 필리핀, 말레시아, 인도네시

아와 마찬가지로 공업 기술 분야 에서는 수출대상국가로서 기술수출을 위한 

발판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일본의 방사선 산업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RT의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은 심각한 규제로 인하여 우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원자력 에너지 기술 수준은 우리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나, RI 의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일부 기술은 우리보다 

앞서 있는 부분도 있으며, 연구 수준 및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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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동아시아 및 동북아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와의 RT 기술 교류 유형 비교

국가 (RT의학) (생명공학) (공업기술)

동북아

허브 

경쟁국

중국

기술 도입이 수출보다 

많음

(기술도입>기술수출)

기술 도입과 수출이 

거의 비슷함

(기술도입≈기술수출)

기술 도입과 수출이 

거의 비슷함

(기술도입≈기술수출)

일본

기술 수출이 도입보다 

많음

(기술수출>기술도입)

기술도입과 수출이 

거의 비슷함

(기술도입≈기술수출)

기술도입이 수출보다 

훨씬 많음

(기술도입≫기술수출)

기술

협력 및 

수출 

대상국

필리핀

기술수출이 도입보다 

훨씬 많음

(기술수출≫기술도입)

기술도입과 수출이 

거의 비슷함

(기술도입≈기술수출)

미래 수출 예상국

말레이

시아

기술수출이 도입보다 

많음

(기술수출>기술도입)

기술도입이 수출보다 

많음

(기술도입>기술수출)

미래 수출 예상국

인도네

시아

기술수출이 도입보다 

많음

(기술수출>기술도입)

기술도입이 수출보다 

많음

(기술도입>기술수출)

미래 수출 예상국

기술

수출 

대상국

태국

기술수출이 도입보다 

훨씬 많음

(기술수출≫기술도입)

기술수출이 도입보다 

훨씬 많음

(기술수출≫기술도입)

미래 수출 예상국

베트남

기술수출이 도입보다 

훨씬 많음

(기술수출≫기술도입)

기술수출이 도입보다 

훨씬 많음

(기술수출≫기술도입)

미래 수출 예상국

기타사

항

-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상국의 현재 연구/기술 수준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기초로 비교함

- 일본의 방사선 산업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RT의학 및 생명공학 분야

의 기술은 심각한 규제로 인하여 우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원자력 에너지 기술 수준은 우리에 비하여 현저

히 떨어지나, RI 의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일부 기술은 우리보다 앞서 있는 

부분도 있으며, 연구 수준 및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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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T 허브 구축을 위한 2020년까지의 국내 SWOT 분석

   RT 허브 구축을 위한 2020년까지의 우리나라에 대한 SWOT 분석을 하

다. 본 분석은 NuTRM(국가기술지도)를 바탕으로 작성하 으며, 이를 표 29에 

나타내었다.

표 29 RT 허브 구축을 위한 2020년까지의 국내 SWOT 분석

-  방사선을 이용하면 고품질의 고분자 제품을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고분자 개질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최근에는 생체재

료, 항공우주용 복합재료, 초내열성 섬유 등

이 개발되어 현재 상용화되었거나 상용화단

계에 있음. 

-  방사선 의료 분야 이용 확대, 우주 산업 발전

으로 방사선 측정 분야 수요 증가 등 대중의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대단히 큰 폭으로 

시장 및 수요가 형성될 것임.

 -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지고 대중

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전보장 측면에서 

방사선기술은 계속 발전하여 갈 것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원자력을 이용한 

모든 산업에 제동이 걸릴 것임.

- 우리나라의 방사선 계측기 산업은 현재 

연평균 2,500억원 규모의 외국산 장비를 

거의 전량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방

사선 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임. 핵심 요소 기술을 개발하지 못

하면 경쟁력을 얻을 수 없음.

Strength Weakness

Opportunities Threats

-  방사선 기술은 아직까지도 미개척 분야가 많

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high technology이

므로 수준 높은 기반 기술의 확보와 응용 기

술 개발 능력 보유가 병행되어야만 국제적인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음.

-  방사선원의 개발, 방사선 계측 기술, 방사선 

조사 및 응용 기술을 확보하려면 많은 경험

과 know-how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이고 안

정적인 연구지원을 통한 원천 신기술 확보 

여부가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주요 결정

인자임.

-  방사선 및 RI를 이용한 기술은 그 자체로서 

상당한 시장과 잠재적 수요를 가지고 산업전

반에 파급효과를 가지는 기술로서, 전자, 화

학, 고분자, 원자력, 항공, 생명공학 분야 등

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향후 기존 반도체 집적 기술 한계에 봉

착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자수준의 제어 

및 조작기술의 개발이 경쟁적으로 추진

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수

출의 기술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에 무엇보다 중요함. 

-  국내 RT 기술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

-  RT 기술선진국의 국내 RT 기술 위협 

및 동북아 개도국의 RT기술 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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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건의사항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RT 기술의 동북아 허브” 구축을 위한 주요국(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방 라데시) 의 RT 분야 이용, 

개발 환경, 관련 연구개발/산업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RT 기술의 

동북아 허브 구축 방안 설정과 대상국의 기술협력 및 수출을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과제의 주요한 연구결과는 상기한 미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서 주요국의 RT 기술 기술의 이용‧개발 현황 및 전략 예측을 통하여 우리

나라 RT 기술 기술의 이용‧개발 방향 검토하고,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개도국의 RT 기술 기술의 이용‧개발 현황 및 계획의 조사를 통해서, 우리나

라와 아시아 개도국과의 국제기술협력 메커니즘(기술수요-기술협력대상-경로) 

파악하 다.

  동아시아 국가 중 현재 RI 수입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이며, 

RI 수입 관심국가는 베트남, 태국, 방사선/연구로 기술교류 관심국가는 인도네

시아, 베트남, 태국으로 각 나라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협력 틀을 마련

하는 것이 향후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수출 전략에 있어서 필요할 것이다.

  동북아 허브 경쟁국과 기술 협력 및 수출국, 기술 수출국으로 분류하여 RT 

의학 분야, 생명공학 분야, 공업기술 분야의 조사된 R&D 관련 기관과의 기술 

수출 및 협력분야를 도출하 다. 

  미래 수출 예상국인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시아의 RT 관련 공업 분야 중 수출 품목 선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및 수출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RT 기술과 관련된 향후 전망을 보면, 중국, 일본 및 개도국간의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그리고 기술수출 등 RT기술의 국제시장과 기술교류가 크게 증진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중․일간의 동북아 및 아세안 지역에서 RT기술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RT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RT 기술의 

동북아 허브’구축은 매우 절실하며,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서 주요국의 RT 기

술/산업 환경과 현황 및 기술협력 수요-방식에 구체적인 정보와 대응전략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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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북아 허브 구축을 위한 방사선/RI 분야 국제기술협력 

의제 및 전략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요선진국의 RT

기술개발 방향을 점검하여 동북아지역에서 RT기술발전을 선도하며 국제경쟁

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아시아 개도국의 RT 기술/산

업 도입 및 발전에 대한 기술적 경로, 추진 프로세스 및 국제기술협력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동북아 허브 구축을 통한 이들 국가들과의 국제기술협력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구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개도국에 대한 원자력 기술이전/수출 기반강화 위한 국제 기술협력 모델 개발

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동북아 R&D 허브 구축 차원에서, 우리나라 RT 강점 기술 분야는 동아

시아 개도국과의 기술협력과 수출 차원에서 추진하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

술 수준의 RT 분야는 국제 공동연구 등 기술 개발의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며, 중국, 일본 등과는 RT의 선진 기술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로의 방사선 기술(RT) 허브 구축을 

위해 각국의 수입대상 업체 혹은 수출대상 업체에 대한 수요 조사와 RT 기술 

분야별 국가 간 수요 조사 분석은 차기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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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RT Survey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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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complete this questionnaire and return a copy to anyone listed below. 

Your response is very important to us.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mment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 Thank-you for your time in completing this questionnaire in advance. We would 

like to share our understanding on RT based on this survey. If you would like a 

copy of final report of this study, please check the bracket   (   )

East-Asia RT Survey:

‘For the improvement of regional cooperation of RT(Radiation Technology)’

April  2005

Title of Project: Technological Dynamic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Needs of 
RT Development and utilization for the East-Asia Region

Nuclear Policy Divisio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Dr. Yong Kyun Kim
Project head of the Survey
Advanced Radiaiton detector instrument 
& sensor Lab.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 150, Deokjin-dong, Yuseong-gu, 
Daejeon, 305-353, Republic of Korea 
Tel) +82-42-868-8723
Fax) +82-42-868-4738
E-mail) ykkim4@ka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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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provide your contact details.

Name

Title of Position

Institute/Organiza
tion

Mailing Address

Telephone/Fax.

Email address

Instructions

(1) Unless stated otherwise, 

1) all questions about money should be prepared at constant prices, if 

possible, in US $ of 2000 or, if not, in national currency units.

2) All questions should be concerned with your country.

3) All questions about the future should be prepared at most by the year of 

2020.

(2) As for domestic division of labor related question, please describe domestic 

supplier-user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gencies,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and industries and other academic or 

industrial organizations/associations, etc.

(3) As for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related question, please describe main 

ways of capacity building, such as, purchasing from foreign 

firms/organizations,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licensing agreement 

with foreign firms/organizations, joint R&D or venture with foreign 

firms/organizations, and in-house R&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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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 Background and objectives of the survey

It is found that RT including isotopes has a great deal of socio-economic 

benefits through in its applications of medical, agricultural, biological, environmental, 

industrial, and other basic sciences and technologies. The expectation of the 

so-called I-B-NT age, which means the advent of ‘BT(bio-tech) and NT (nano-tech) 

age’ as well as the acceleration of the IT age in the 21stcentury, is also attracting 

great public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RT for the synergy with the I-B-NTto 

produce industrial innovations and the scientific infrastructure to explore basic 

science of the I-B-NT. Thanks to scientific knowledge-intensive characteristics which 

needs to be supported by appropriate scientific facilities, however RT needs lots of 

capital investment and high caliber of manpower, especially in the beginning of 

technological learning in developing countries and innovation in advance countries. 

Korea started researching and developing RT in the late 1950s. Especially since 

1997, thus, Korea has developed RT under the national plan, i.e. the Comprehensive 

Promotion Plan for Utiliz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s. Our experience tells that regional innovation system beyond national 

boundary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such a 

knowledge and capital-intensive technology. With respect to supplying side, 

complementary cooperation, in particular between partners who have similar 

technological trajectories, facilitates highly efficient innovation system to reduce time 

and resources, and in turn cut significantly off the cost to carry out RT 

development. In terms of demand side manage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serve as an efficient channel of technological diffusion to cope effectively with the 

needs of RT in each country.

In this context, our policy research project was designed to find the efficient 

way of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to develop and utilize RT in 

this East-Asia region. The present survey will provide a basis for the study. Thus, 

the overall objective of the survey is to provide comprehensive information related 

to RT development and utilization in the East-Asia region. To put in more detail, 

the survey 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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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collect and analyze data on the past history and future prospect of RT 

demand and supply in the East-Asia countries.

- To identify and forecast drivers for and barriers against the performance of 

the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as well as domestic innovation 

system

- To examine and estimate the role of government and national R&D for the 

promotion of RT

- To identify efficient way of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on the 

basis of national interest.

▣ Definition of RT

The RT (radiation and radioisotope technology) can be interpreted broadly as a 

technology which utilizes the particle or electromagnetic radiation to be used for 

humans. The RT is concerned with 

- (1) the production of a radioisotope and the fabrication of the radiation 
generators and the measurement systems, 

- (2-1) the electrical, mechanical, chemical, or biological property 
transformations of the organic, inorganic and living things using radiation, 

- (2-2) the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material structure, property, and 
the variation of the timing and spatial characteristics, and 

- (3) the development or the improvement of the methodology to protect the 
materials, parts, or lives from the radiation and the radioactive substances. 

▣ Definition of R&D

R&D covers three activities: basic research, applied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 Basic research is experimental or theoretical work undertaken primarily to 

acquire new knowledge of the underlying foundation of phenomena and 

observable facts, without any particular application or use in view.

- Applied research is also original investigation undertaken in order to acquire 

new knowledge. It is, however, directed primarily towards a specific, 

practical aim or objective of use. 

- Experimental development is systematic work, drawing on ex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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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gained from research and/or practical experience that is directed 

towards producing new material, products or devices, to installing new 

processes, systems and services, or to improving substantially those already 

produced or inst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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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naire -

I. Evolution of RT Development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Note] Please focus on the major change of trend and direction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association with factors concerned from the beginning to the 

present. Nevertheless, the answer should include more about the present than the 

past.

1. Market demand/needs and its size: How market demand has been changed in terms of 

its type/area and size in your country?

12 What has been your country’s main market demand/needs/application of RT?

13 How much has the size been changed?

[Note] We would like to know the main reasons for introducing and developing RT 
(radiation and radioisotope technology) in your countries. 

2. Industrial product: How RT industry has been developed in terms of annual turnover 

with main industrial products in your country?

14 What have been main industrial products (goods and services) in your country?

15 How much have their annual turnover been changed? 

3. Contents and size of industrial production capacity: How has the industrial 

capacity of RT been developed in your country in your country?

16 What have been main industrial production plant, facilities and equipment in your 

country?

17 How much have their capacity been changed? 

18 How much has been the amount of expenditure for the growth of capacity? 

4. Contents and size of R&D activities: How R&D of RT has been evolved in terms 

of main contents and size (budget) in your country? 

- What have been main contents of R&D activity of RT and their sizes of budget?

5. Contents and size of R&D capacity: How has R&D capacity of RT been developed in 

your country?

19 What have been main R&D facilities and equipment, etc., in y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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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How much have their capacity been changed? 

21 How much has been the amount of expenditure for the growth of capacity?

6. Main ways of domestic cooperation for R&D and industrial capacity building: How the 

R&D and industrial capacity has been developed in terms of domestic division of 

labor in your country? 

22 What kind of domestic cooperation system has been made in building R&D and 

industrial capacities? 

7.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mpinging on domestic capacity building: (Please describe 

the factors to facilitate and to hamper R&D and industrial performance in your 

country.)

23 What have been the driving factors for the performance of R&D and industry? 

24 What been the hampering factors against the performance of R&D and industry?

8. Main way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25 What kinds of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foreign firms or organizations have 

been made in building R&D and industrial capacities?

9.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mpinging o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26 What have been the driving factors to succes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RT? 

27 What been the hampering factors to restric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RT?

10. Government role in industrial capacity building: How importantly has government 

played role in the growth of RT industry and market in your country?

28 What kind of government programs has been established and performed for the 

development of R&D, industry and market?

29 What kind of government policies including law and regulations has been provided 

for or against the growth of R&D, industry an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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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Future Plan and Prospect of RT Development

[Note] Please focus on the major change of trend and direction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association with factors concerned from the present to the year of 2020 at 

most. Nevertheless, the answer should include more about the present than the future.

1. Market demand/needs and its size: How RT demand is forecasted in terms of its 

type/area and size (in your countryby the year of 2020 at most)?

30 What will be your country’s main market demand/needs/application of RT?

31 How do you estimate the size of demand by 2020?

2. Industrial products: (in your country by the year of 2020 at most)

32 What will be main industrial products (goods and services) of RT?

33 How much do you estimate their annual turnover? 

3. Contents and size of industrial production capacity: (in your country by the year 

of 2020 at most)

34 What will be main industrial production plant, facilities and equipment?

35 How do you plan or estimate the size of their capacity? 

36 How much do you estimate the amount of expenditure for the capacity? 

4. Contents and size of R&D activities: How does your country plan for the future 

R&D activities in RT in terms of main contents and size (budget) (in your country 

by the year of 2020 at most)? 

- What will be main contents of R&D activity of RT and their sizes of budget?

5. Contents and size of R&D capacity: (in your country by the year of 2020 at most)

37 What will be main R&D facilities and equipment, etc.?

38 How do you plan or estimate the size of their capacity? 

39 How much do you estimate the amount of expenditure for the growth of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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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ain ways of domestic cooperation for R&D and industrial capacity building: How the 

R&D and industrial capacity will be developed in terms of domestic division of 

labor (in your country by the year of 2020 at most)? 

40 What kind of domestic cooperation system will be planned or forecasted in 

building R&D and industrial capacity? 

7.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mpinging on domestic capacity building: (in your country 

by the year of 2020 at most) 

41 What will be the driving factors to facilitate the performance of R&D and 

industry? 

42 What will be the hampering factors to restrict the performance of R&D and 

industry?

8. Main way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your country by the year of 2020 at most) 

43 What kinds of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foreign firms or organizations will be 

planned or forecasted in building R&D and industrial capacities?

9.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mpinging o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your country 

by the year of 2020 at most)

44 What will be the driving factors to improve the performanc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RT? 

45 What been the hampering factors to restrict the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RT?

10. Government role in industrial capacity building: How importantly will government play 

a role in the growth of RT industry and market (in your country by the year of 

2020 at most)?

46 What kind of government programs will be planned for the development of R&D, 

industry and market?

47 What kind of government policies including law and regulations will be established 

for or against the growth of R&D, industry an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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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Korea
[Note] Please focus on the international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with 
Korea and 

answer the questions as below. Regarding time, please put starting and ending time 
by way of 

‘from dd/mm/yy to dd/mm/yy’.

1. Past experience of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with Korea

48 By whom, when and what kind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Korea have been made?

49 How was the cooperation performance evaluated in terms of process and results?

50 Werethere any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between your countryand Korea?

2. Future prospect of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with Korea 

51 By whom, when and what kind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Korea will be planned or expected?

52 What do you expect the performance of future cooperation with Korea in terms of 

works, activities and way of cooperation?

53 Was there any suggestion to result in the high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nuclear 

cooperation between your country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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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접근하 다. 

  첫째, RT 기술능력 발전과 국제기술 협력 전략을 위한 분석틀을 개발하

다. RT survey checklist를 작성, 배포, 회답을 이용하 으며, 최근 3년간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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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국가별 RT 기술 분류를 기술 분야로 구분하여 국가간 기술 수준을 

우리나라의 기술과 비교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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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 기술의 동북아 허브 구축 및 개발 전략에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며, 국내 

RT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설정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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